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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아세안문화원 기획전 “아세안의 삶과 물”

“Splash ASEAN! — Water, a Celebration of Life”

장소 / Venue      아세안문화원 기획전시실 / Special Exhibition Gallery, ASEAN Culture House

일시 / Date      6. 18(화) - 9. 22(일)  / June 18 (Tuesday) - September 22 (Sunday)

문의 / Inquiries      051-775-2024

내용 / Details       

2019 한-아세안 애니메이션·어린이 영화상영회 - 영화가 잇는 세상
2019 ASEAN-Korea Animation & Kids Film Screening  — “Bridging the World through Film”

장소 / Venue      아세안문화원 / ASEAN Culture House

일시 / Date      6. 1(토) - 7. 21(일)  / June 1 (Saturday) - July 21 (Sunday)

문의 / Inquiries      051-775-2026 

내용 / Details      

날짜 Date 내용 Program

6. 20(목)

June 20 (Thu)

ACH 여행 워크숍 - 라오스 편

ACH Travel Workshop — Laos

6. 22(토), 23(일)

June 22 (Sat)

June 23 (Sun)

알기쉬운 라오스 – 어린이 및 성인 문화체험

Easy Access Laos — Cultural Experience for Children and Adults

아세안문화원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과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와 협력

하여 2019년 6월 1일부터 두 달간 ‘2019 한-아세안애니메이션·어린이 영화 상영회 – 영화가 잇는 세상’을 

개최합니다. 본 상영회를 통해 평소 접하기 힘든 아세안 국가의 애니메이션과 어린이영화를 만나며 우리 어

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일반 시민 모두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문화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ASEAN Culture House is collaborating with the 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d Animation 

Festival (SICAF) and the Busan International Kids & Youth Film Festival (BIKY) to host the 2019 

ASEAN-Korea Animation & Kids Film Screening, “Bridging the World through Film,” for two 

months starting from June 1, 2019. A selection of 16 full-length and short films from SICAF and 

BIKY will be featured over eight days. We hope that this screening will provide everyone from 

children to teens to adults with an opportunity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rarely-seen works 

of ASEAN animation and children’s movies as well as with the diverse cultures of Southeast 

Asia.

알기쉬운 라오스
Easy Access Laos

장소 / Venue      아세안문화원 / ASEAN Culture House

일시 / Date      6. 20(목), 22(토), 23(일) / June 20 (Thursday), 22 (Saturday), and 23 (Sunday)

문의 / Inquiries      051-775-2027, 2033

내용 / Details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아세안문화원이 ‘알기쉬운 라오스’를 개최합니다. 20일(목) ‘아세안 여행 워크숍 - 라오

스 편’을 시작으로 22일(토), 23일(일)에는 주한라오스대사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및 성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

행합니다. ‘알기쉬운 라오스’의 세부 일정과 내용은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http://ac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SEAN Culture House will be hosting “Easy Access Laos” in time for the start of summer. 

Beginning with “ASEAN Travel Workshop — Laos” on June 20 (Thursday), there will be 

programs for children and adults to experience the culture of Laos on June 22 (Saturday) and 

23 (Sunday). All programs are held in collaboration with the Embassy of Laos in Korea.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 of ASEAN Culture House (http://ach.or.kr).

아세안문화원은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해 6월 18일부터 기획 전시 ‘아세안의 삶과 물’

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아우르는 문화원 기획 전시로서, 수자원이 풍부한 

자연환경 아래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활용해 온 아세안 사람들의 삶에 깃든 지혜를 소개합니다. 예로부터 

‘정화’의 의미로 종교적 의례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중적인 ‘물 축제’까지 다방면의 문화요소로 활용되어 

온 물의 양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아세안 각국의 다양한 그림책, 공예품, 그리고 시원한 물의 이

미지와 소리가 가득한 기획 전시에서 아세안의 경이롭고 아름다운 문화와 지역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From June 18, ASEAN Culture House will be hosting a special exhibition, “Splash ASEAN! — 

Water, a Celebration of Life,”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ASEAN bilateral 

relations. It is a special exhibition celebrating the 10 ASEAN member countries and the wisdom 

of its people, who have utilized the abundance of water resources in their natural environment 

in diverse ways. From its age-old traditional use as a religious symbol for cleansing to its 

use today for popular festivals, visitors will be able to explore how water has been used as 

a cultural tool. This summer, we hope that you can experience the fascinating and beautiful 

cultures of ASEAN countries through the various picture books, crafts, water artworks, and 

water sounds found in this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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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아세안문화원 4층 ACH홀에서 ‘매지컬 아세안: 캄보디아 서커스

와 태국 마임’이 개최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180여 명의 관람객들이 객석을 가득 채

웠습니다. 1994년 난민 및 청소년 치유 목적으로 설립된 캄보디아 서커스 학교 출신의 ‘파 서커스’ 공연단

이 펼치는 재미난 서커스와 태국의 젊은 마임 트리오 ‘베이비마임’ 공연단이 선보이는 유쾌한 마임으로 1

시간이 넘는 공연 내내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 및 가족, 청소년들이 

2019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참여한 두 공연단의 무대를 직접 관람하고 아세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The show “Magical ASEAN: Cambodian Circus & Thai Mime” was featured on Thursday, May 9 at 7:30 pm 

at the ACH Hall of ASEAN Culture House. In light of May being “family month” in Korea, approximately 180 

spectators (most of whom were with their families) filled the audience. The show received endless rounds 

of applause from and gave joy to the audience for the entire hour-long performance featuring Phare, the 

Cambodian Circus, a circus troupe from a circus and performing arts school that was established in 1994 to 

heal refugees and youths, and Babymime, a young Thai mime trio. We hope that this show provided viewers 

with an opportunity to enjoy the stellar performances of two groups that also participated in the Ansan Street 

Arts Festival 2019 as well as to see a new side of ASEAN.

Magical ASEAN: Cambodian Circus & Thai Mime

매지컬 아세안: 캄보디아 서커스와 태국 마임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과 주한 인도네시아무역진흥센터와의 협력으로 지난 5월 ‘알기쉬운 인도네시아’가 개

최되었습니다. 5월 23일 ‘아세안 여행워크숍 인도네시아 편’에서는 박재아 인도네시아 관광청 서울사무소 

대표와 함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인기 관광지와 여행 시 지켜야할 문화와 예절을 살펴보는 

등 인도네시아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 25일, 26일에는 다양한 체험프로

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는 인도네시아 전

통 인형극(와양) 만들기, 성인 대상으로는 인도네시아 출신 요리사로부터 인도네시아 샐러드(가도가도), 바나

나 디저트(콜락 피상)을 배우는 요리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6일에는 인도네시아의 바틱·커피·공연예술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특강이 개최되었습니다. 자카

르타 소재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의 바틱에 대한 강의와 커피시음회, 인도네시아 전통무용에 조예

가 깊은 야니 파라스띠 시레가스의 발리 춤 공연과 인니 음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알기쉬운 인도네시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가지는 5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This May, the ASEAN Culture House (ACH) hosted “Easy Access Indonesia” in collaboration with the Embassy 

of Indonesia and Indonesian Trade Promotion Center Busan (ITPC Busan). “ASEAN Travel Workshop - 

Indonesia,” which took place on May 23, greatly benefited from the presence of Daisy Park, Visit Indonesia 

Tourism Officer (VITO). who was invited to speak about popular tourist spots in Indonesia as well as some 

aspects of Indonesian culture and manners that are good to know in advance of travelling to the country. 

On May 25 and 26, visitors were able to experience Indonesian culture through various cultural experience 

programs that taught children how to build traditional Indonesian puppets (wayang), while the adults learned 

how to cook traditional Indonesian salad (Gado Gado), banana dessert (Kolak Pisang) from an Indonesian chef. 

Notably, on May 26, a special seminar was hosted on the beauty of Indonesian batik, coffee and street art. 

It was a special experience tha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visitors to learn batik from Sakong Kyung,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in Korea, as well as to participate in coffee 

tasting, explore Indonesian cuisine, and enjoy the beauty of street performances from Yani Parasti Siregar.

The ACH hopes that Easy Access Indonesia provided an opportunity for people to become more 

interested in Indonesia.

Easy Access Indonesia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리뷰 REVIEW

4 5



    라오스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관광 외에는 한국에 

비교적 덜 알려진 나라로 꼽힙니다. 라오스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2005년 우송대학교 재직 당시 한국의 개발협력(ODA) 

사업인 루앙 프라방 국립대학교(수파누봉대학교) 설

립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 

2006년 라오스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파견 전문가로 

1~2개월간 라오스에 체류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수

파누봉대학교 교원들이 우송대학교에서 6개월간 연수

과정을 밟았는데, 이 때 서로 친분을 많이 쌓게 되었습

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인 2007년에 우송대학교를 

사직하고 수파누봉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라오스 지역 

전문가로서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Laos is one of the lesser-known Asian countries in 

Korea, with little known about it besides being a tourist 

destination. How did you come to start studying Laos?

In 2005, when I was teaching at Woosong University, 

I took part in founding Souphanouvong as a part of 

an ODA project by the Korean government. I first 

visited Laos in 2006 for this project and ended up 

staying a couple of months in Laos as a dispatching 

expert. In 2006, instructors at Souphanouvong 

received training from six months at Woosong 

University, which is when I became close with a 

lot of the locals. After the project was completed, 

I resigned from Woosong University in 2007 and 

began teaching at Souphanouvong, which is when I 

became a Laos local expert.

이번 호에서는 라오스 전문가이자 삶 속에서 라오스를 이해하고 사랑해온 이요한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교수를 만나보았

습니다. 그는 수파누봉대학교(루앙 프라방 국립대학교)에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 라오스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라오스의 가교가 되고자 하는 이요한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간이 멈추는 곳’ 라오스에 대

해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For this segment, we met with Professor Yo Han Lee, a Laos expert and someone who has come to understand 

and love Laos as a part of his life. Professor Lee teaches at Cyber Hankuk Unversity of Foreign Studies. He 

previously taught at Souphanouvong (a public university in Luang Prabang), and continues to conduct research 

on Laos. Through this interview with the man that wishes to be the connecting bridge between Korea and Laos, 

we hope that you may gain an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Laos, a place where time stands still.

    교수님의 저서 중에 <메콩 강의 진주, 라오스>의 경

우, 일반인도 라오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라

오스의 다양한 지역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라오스만이 가

지고 있는 매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오스는 힐링의 여행지입니다. 어떤 분이 라오스를 

‘시간이 멈추는 곳’이라고 했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라

고 생각합니다. 웅장한 자연경관이나 역사유적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마음이 평안해지는 곳입니다. 현대 문명

이 발전되지 않아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

다. 또한 라오스 사람들의 미소가 인상적입니다. 어디를 

가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항상 여유와 용납이 

있는 라오스 사람들의 모습은 경쟁 속에서 각박하게 살

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많은 감명을 줍니다.

    한국과 라오스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

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라오스 전문

가로서 목표와 비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오스가 이전보다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

습니다. 저는 한국과 라오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

다. 라오스는 여행지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인도차이

나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국가입니다. 한국에 라오스가 가진 매력과 

잠재력을 알리고 라오스에게도 한국이 진정성 있는 우

호 관계의 국가라는 점을 계속 알리고 싶습니다.

One of your books, Laos: A Pearl in the Mekong 

River, is written for anyone who wants to learn 

about Laos. You introduce various areas in Laos 

in your book. What is so uniquely charming about 

Laos, in your opinion?

Laos is a place to heal. Someone called Laos 

“the land where time stands still,” and I cannot 

agree more. There is no grandiose natural view or 

historical heritage, but it is a place where you will 

feel true relaxation. It is not a modernized country, 

so you will experience some inconveniences. But 

that is also why it feels so “home-like” and can 

make you feel as if you have traveled back in time. I 

also find the smiles of the Lao people very beautiful. 

You will never really see anyone angry. Everyone 

is very accepting and relaxed,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Korean society, where everyone is 

busy competing all the time. It is quite inspiring.

What kinds of efforts do we need to make to further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Laos? 

Also, please share your goals and visions for Laos, 

as an expert on the country.

Although Laos is starting to become more known 

in Korea, it is still a lesser-known country in 

comparison to other ASEAN countries. I would 

like to act as a bridge between the two countries. 

Laos is not only a charming tourist destination but 

a geopolitically significant country at the center of 

Indochina. I would like to continue to tell Koreans 

that Laos is an amazingly attractive country with 

so much potential to grow as well as to tell the 

Lao people that Korea is a country that wishes 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with them.

한국과 라오스의 가교가 되고자 합니다

이요한 교수 인터뷰

“A bridge to connect Korea and Laos”

Interview with Professor Yo Han Lee

※   인터뷰 전문은 아세안문화원 뉴스레터 웹진 (http://newsletter.ach.

or.kr)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To read the full version of this interview, visit our webzine  

(http://newsletter.ach.or.kr).

인터뷰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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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음식문화 ASEAN CUISINE

닭고기 요리는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먹을 수 있죠. 라오스에서도 ‘핑 가이(Ping Gai)’라고 부

르는 닭구이 요리가 있어요. 태국에서도 먹는 음식인데, 

태국에서는 ‘카이 양(Kai Yang)’이라고 부릅니다. 오븐

이나 그릴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양념을 잘 해주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입니다.

Chicken dishes are universal: each country has 

its own delicious signature ways to cook chicken. 

In Laos, there is a roast chicken dish called “Ping 

Gai.” It is also enjoyed in Thailand under the name, 

“Kai Yang.” Lao Ping Gai may seem difficulty to 

cook since it requires use of an oven or grill, but 

it is actually very easy to make if you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seasoning.

Lao Ping Gai Recipe

라오스식 
닭구이 만들기

부위별로 토막 낸 생닭에 양념을 붓고 버무립니다.
Pour the seasoning over raw chicken that has been chopped 
into pieces. Toss to combine.

양념에 버무린 생닭을 비닐 팩에 담아 2시간에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 재워둡니다.

Put the seasoned raw chicken in a plastic bag to marinate it. It is 
best to leave the chicken in the bag for between two hours and 
one day (make sure to refrigerate).

닭고기를 오븐이나 그릴에 굽습니다. 오븐을 이용할 경우 
온도는 204도에 맞춰두고, 1시간 정도 구워주세요.

Roast the chicken in an oven or a grill. If you use an oven, set 
the temperature to 204℃ and roast for about one hour.

닭을 굽는 중간 중간에 남은 소스를 계속 발라주세요.
Spread the leftover sauce over the chicken several times while 
roasting the chicken.

갈아낸 양념에 후추와 설탕을 섞어주세요.

Mix pepper and sugar with the ground spices.

절구에 레몬그라스와 마늘, 고수뿌리를 넣고 빻아주세요. 

절구 대신 핸드믹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Put lemongrass, garlic, and coriander roots in a mortar and 
grind together. You can use a hand mixer instead of a mortar.

피시 소스와 간장, 단 간장을 넣고, 물 반 컵을 부어줍니다.

Pour fish sauce, soy sauce, sweet soy sauce, and half a cup 
of water. 

아세안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닭요리를 밥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후라이드 치킨을 파는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도 

밥을 함께 팔아요. 요리가 끝나면 접시에 샐러드와 

밥을 함께 담아 내어주세요.

In ASEAN countries, people usually eat chicken 
with rice. This is why rice is sold at fast food 
diners that sell chicken. Serve the salad and rice 
together on the plate with the chicken after you 
finish cooking.

P l at i n g

닭 한 마리 혹은 닭다리 6개
1 chicken or 6 drumsticks

레몬그라스 2 줄기
2 lemongrass stalks

마늘 4쪽
4 garlic cloves

고수 뿌리 8개
8 coriander roots

후추 2스푼
2 tbsp pepper

설탕 2스푼
2 tbsp sugar

피시 소스 1스푼
1 tbsp fish sauce

간장 4 스푼
4 tbsp soy sauce

단 간장 1 스푼
1 tbsp sweet soy sauce

재료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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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무늬를 새긴 나무 조각은 라오스를 대표하는 공예품입니다. 루앙 프라방과 비엔티엔을 찾는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기념품이기

도 합니다. 불교적인 주제를 담은 전통 조각에서부터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춘 조각까지 다양한 공예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루앙 프라

방 인근에는 조각가들이 모여 사는 마을도 있고, 이곳에서는 직접 조각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나무 조각은 라오스의 고대 왕국과 불교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라오스에서는 다양한 목조 궁전과 사원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목조각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의 마지막 왕조가 루앙 프라방에 있

었기 때문에 지금도 루앙 프라방을 중심으로 장인들이 활동합니다.

라오스의 전통 목조각은 주로 자단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가구와 악기의 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나무를 깎는 과정에

서 장미향이 나기 때문에 ‘장미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나무의 품질과 독특한 향 때문에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

라비아 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까지 수출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14세기의 침몰선에서도 자단목 목재와 자단

목으로 만들어진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이의 교역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The wood carving, which is typically engraved with various patterns, is one of Laos’ most representative 

traditional crafts. Wood carvings souvenirs are frequently sought out by travelers to Luang Prabang and 

Vientiane. There are various types of wooden crafts, ranging from Buddhism-themed traditional carvings to 

those that embody a more modern aesthetic. There are communities of sculptors in the vicinity of Luang 

Prabag that offer hands-on programs for visitors to create their very own carvings. 

The wooden handicrafts of Laos originate from the ancient kingdom of Laos as well as Buddhist culture. The 

country’s wooden handicraft technology was driven by a very practical background — namely, the vast array 

of palaces and temples, all of which were built from wood. Following the last monarchy of the Laos Kingdom, 

which was based in Luang Prabang, there are master craftsmen who remain active in the present day. 

The traditional wooden crafts of Laos are primarily made from rosewood. Even today, rosewood is widely 

used as a material for furniture and musical instruments, and the name for the wood is derived from the rosy 

scent that emanates from it while carving. The high quality and characteristic scent of rosewood makes 

it a popular export item, not only within the ASEAN region but also to the farthest reaches of the Arabian 

peninsula and East Asia. Rosewood timber and handicraft objects were also discovered in a sunken 14th 

century ship along the coast of Sinan-gun, Jeollanam-do Province, proving that East Asia and ASEAN had an 

active trade relationship far before modern times.

라오스의 나무 공예품

Wooden Handicrafts of Laos

※ 전문은 아세안문화원 뉴스레터 웹진(http://newsletter.ach.or.kr)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To read the full version of this article, visit our webzine (http://newsletter.ach.or.kr).

※ ‘전시물로 보는 아세안’을 통해 소개하는 전시물은 아세안문화원 2층의 상설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Exhibits from the “ASEAN Crafts at the ACH” section are available at the ASEAN Culture House's Permanent Exhibition Gallery 

on the second floor.

라오스 북부에 위치한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은 14세기 라오스 란쌍(Lan Xang)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라오스인들이 신성

하게 여기는 프라방 붓다(Prabang Buddha) 불상이 봉안된 곳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씨엥 통(Xieng Thong)

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나무(Thong)의 도시(Xieng)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인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한 아름다운 

나무를 발견하고 이 도시를 세웠다는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죠. 

루앙 프라방에 자리한 불교 사원인 왓 씨엥 통은 도시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전쟁 과정에서 파괴

되었고, 1950년대에 들어 다시금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심(Sim)이라고 불리는 주불전과 왕실의 보물들을 

보관하는 창고, 그리고 탓(That)이라고 불리는 불탑들, 그리고 장경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왓 씨엥 통을 장식하는 유리 모자이크입니다. 주불전의 주홍빛 후벽에는 유리타일로 루앙 프라방의 

신화를 간직한 불타오르는 나무와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힌두 신화의 내용을 번안한 우화를 담고 있는 이 벽화는 태양빛을 

받으면 유리타일이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어, 자연현상을 통해 신화의 내용을 극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붉은 사당(La 

Chapelle Rouge)’이라는 프랑스어로도 잘 알려진 장경각에는 라오스의 신화적인 영웅인 씨어 싸왓(Siaw Sawat)의 일대기와 함

께 루앙 프라방의 민속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The Luang Prabang District in northern Laos was the royal capital during the 14th century, when Lan Xang  

Dynasty was in power. The name Luang Prabang means “the place in which the Prabang Buddha statue is 

stored” and is considered to be extremely holy by the people of Laos. In antiquity, Luang Prabang was called 

Xieng Thong, which means “the city (xieng) of trees (thong).” This is derived from the traditional myth that the 

city was built as a result of two hermits finding a beautiful tree in the region that looked as though it was on fire. 

Wat Xieng Thong, a Buddhist shrine located in Luang Prabang, is a historically significant place for the 

city. The shrine was destroyed multiple times in various wars, and it was only in the 1950s that it was 

reconstructed for the final time. Today, the space is composed of the main shrine, which is called “Sim,” a 

storage space for the royal treasures, stupas that are called “that,” and the Scripture Repository. 

It is important to take note of the glass mosaics that surround Wat Xieng Thong. There are glass tiles 

along the orange rear wall of the Main Shrine that represent the burning tree as well as animals that depict 

the famous Luang Prabang myth. This mural, which portrays a fable based on a Hindu myth, makes the 

glass tiles look as though they are burning when the sun shines on them, maximizing the use of a natural 

phenomenon to accentuate the story. The art in the Scripture Repository, commonly known as “La Chapelle 

Rouge” in French, tells the story of the mythical hero Siaw Sawat and images of the folk culture of Luang 

Prabang.

빛과 색의 조화: 라오스 루앙 프라방 왓 씨엥 통의 모자이크 벽화

A Harmony of Light and Color: Mosaic Walls at Wat Xieng Thong in Luang Prabang, Laos

1.   루앙 프라방 왓센서카람의 황금문 Golden door of Luang Prabang's Wat Sensoukaram

2.   돈 댕의 불상 조각 Buddhist sculpture of Don Daeng

1.   왓 씨엥 통 사원의 주불전 Scripture repository of Wat Xieng Thong

2.   루앙 프라방의 전설을 묘사한 왓 씨엥 통 주불전 후면의 모자이크 벽화  
Mosaic at the back of the Main Shrine of Wat Xieng Thong that depicts the tale of Luang Prabang

1 2 1 2

김미소(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Kim Mi-so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전시물로 보는 아세안 ASEAN CRAFTS AT THE ACH ASEAN HERITAGE 아세안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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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연못 

바오 파이 글, 티 부이 그림 / 이상희 옮김

2018 칼데콧 아너 상을 받은 <또 다른 연못>은 동화책으로, 아빠와 아들이 새벽부터 연못에 

가서 가족들이 저녁식사로 먹을 물고기를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동화책은 자장가처럼 부

드러운 어조로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베트남 가족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읽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

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

게 힘을 주는 또 다른 연못은 어디에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어른과 아이 누가 읽어도 좋을 

동화책입니다.

A Different Pond

Written by Bao Phi, Illustrated by Thi Bui / Translated by Sang Hee Lee

A Different Pond is a picture book that was honored with the Caldecott Medal in 2018. It tells the story of a father and a son 

who head to the pond early in the morning to catch fish for dinner. The book has the idyllic tone of a lullaby that is used to 

narrate the story of a Vietnamese family that has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to avoid war at home. While the book does 

not explicitly ask readers to feel certain emotions, it still has the power to make them feel sympathy for the characters and 

reflect upon their feelings for the many serious issues presented in its beautiful pages. This book is recommended for people 

of all ages for its shedding of light on immigrant families who struggle on a daily basis without ever losing their love for their 

family and hope for a better life.

싸바이디 루앙 프라방 

감독: 삭차이 디난, 아노소네 시리삭다 / 라오스, 태국 / 러닝타임: 1시간 30분

<싸바이디 루앙 프라방>은 2008년 개봉해 라오스 국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라오스 

영화입니다. 제목에 루앙 프라방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영화 촬영은 빡세에서 진행되어 라

오스 문화 관광 시청각 자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첫 시퀀스는 비엔티안의 왓타이 공항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궁전을 활용해서 만든 참파삭 호텔, 파쑤암 폭포 등 주요 관광 장소가 영

화를 장식합니다. 악역도 없고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갈등도 없지만 자극적이기만 한 영화들 

사이에서 잔잔하고 따뜻한 울림을 줍니다. 라오스가 궁금한 사람은 라오스의 아름다운 일상

을 볼 수 있고, 라오스를 다녀온 사람은 라오스에서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로맨틱한 영화

입니다. 유투브를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Luang Prabang

Director: Sakchai Deenan, Anusorn Sirisakda / Laos, Thailand / Running Time: 1 hour and 30 minutes

Good morning Luang Prabang was released in 2008, upon which it immediately gained immense popularity in Laos. Though 

the title’s name is based on the famous UNESCO World Heritage Site, most of the movie was filmed in Pakse, making it the 

perfect encapsulation of Laotian culture. The first sequence begins at Wattay International Airport in Vientiane and is followed 

by shots of the Champasak Hotel, which was previously a palace, the Pha Suam Waterfall, and other major tourist attractions. 

There is neither a villain nor an overarching issue throughout the movie, but this does not prevent the movie from subtlety 

but surely resonating with viewers. It is a truly unique movie that does not follow the conventional focus on stimulating the 

audience. Viewers who wish to learn more about Laos are given an incredible opportunity to observe the beautiful daily lives 

of the Laotian people, while those who have been to Laos can reminisce about their time in the country. This romantic and 

beautifully-made movie is now available on YouTube.

이달의 영화  Movie of the Month

이달의 책   Book of th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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