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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문화원에서는 12월 5일(목)부터 8일(일)까지 올해 

마지막 ‘알기쉬운 아세안’ 시리즈인 ‘알기쉬운 베트남’

을 개최했습니다. 5일 ‘아세안 여행 워크숍 - 베트남 편’

에서는 문상건 여행전문작가가 ‘알면 알수록 즐거운 베

트남 여행’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된 베트남 쿠킹클래스, 베트남 제기차기 게

임, 호이안 랜턴 페스티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맞아 

베트남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

내는 이색 체험도 진행하여, 마음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

간이 되었습니다. 

‘Easy Access Viet Nam,’ the final installment of 2019’s 

Easy Access ASEAN series, was held at the ACH from 

December 5–8. Things kicked off with the Vietnamese 

edition of our ASEAN Travel Workshop, conducted by 

travel writer Moon Sang-geon who conveyed to visitors 

that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ll enjoy your trip 

to Viet Nam.” Over the weekend, participants joined a 

variety of events including a Vietnamese cooking class, 

a Vietnamese hacky sack-style game, and a hands-on 

experience of the Hoi An Lantern Festival. During this 

meaningful occasion, attendees conveyed their hearts 

and minds to families and Vietnamese friends through 

Christmas cards.

알기쉬운 베트남 

Easy Access Viet Nam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

의 개최를 기념하여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정상 외교 

현장에서 증정된 외교 선물 20점이 ‘아세안에서 온 외

교선물’전을 통해 아세안문화원 상설전시실에서 공개되

었습니다. 또한, 1층의 기획전시실에는 메콩강 유역 5개

국의 공예작품들을 선보이는 ‘메콩으로 가는 길’ 전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들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등 외교 행사

의 중요성과 문화 외교적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The ACH recently displayed 20 diplomatic gifts from 

the nations of ASEAN. These gifts, which reflecte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ASEAN member 

state, were presented at the 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and the 1st 

Mekong-Republic of Korea Summit. In addition, an 

event entitled A Path to Mekong is being held on the 

first floor of the ACH, displaying handicrafts made 

in areas along the Mekong River. These special 

exhibitions were each designed to provide guests 

with an opportunity to more fully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2019 Summits.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특별 전시 프로그램 
<아세안에서 온 외교선물> & <아세안 공예특별전 2부: 메콩으로 가는 길>  

Special Exhibition Programs in Celebration of 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Diplomatic Gifts from ASEAN & A Path to Mekong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세안문화원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9년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11월 25-27일 3일간 

현 정부 들어 최대의 외교행사였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

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

는 세 번째 회의로서,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중 아세안과 특별정상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중요

성 외에도 이번 회의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

를 중요시하는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노력이 잘 드러난, 그

리고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성과들을 도

출해낸 매우 성공적인 회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세안문화원은 한-아세안 간 문화·인적교류의 

허브로서 개원 이래 시행해 온 각종 프로그램 외에도 ‘아세안 합

동 무용공연: 비바 아세안’, ‘아세안 특별 공예전’, ‘아세안 영화주

간’ 등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특별 

부대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들 행사의 대상도 부산을 넘어 청

주, 광주, 서울, 제주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특별정상회의의 붐업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아세안 관련 문화·인적교류 사업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

대 시행하여 보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세안의 문화를 향유하고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업무 협약을 맺은 태국의 아세안문

화센터(ACC: ASEAN Culture Center)를 비롯한 국내외 아세안 

유관기관들과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명실상부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 알아가고 친구 되는 국제교류플랫폼’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간 

문화·인적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에도 아세안문화원의 힘찬 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경자년이 되기

를 기원합니다. 

Welcome to 2020, the Year of the Rat. I wish all of you, the 

supporters of the ASEAN Culture House, great prosperity and 

happiness.

The year 2019 was a very meaningful one, during which 

we celebrate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Republic of Korea (ROK) dialogue relationship. 

In recognition, Korean government held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and the 1st Mekong-ROK Summit from 

November 25–27, one of the largest diplomatic events held by this 

government to date.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has now been held a record three times in Korea, more times than 

in any other country. This year’s meeting allowed participants 

to successfully accumulate and review practical and concrete 

accomplishments in the ASEAN-Korea relationship. It also revealed 

the Korean government’s steadfast will and continuing efforts to 

value the relationship with ASEA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Over the past year, the ASEAN Culture House, as the hub of Korea-

ASEAN cultural and human resource exchanges, successfully held 

a variety of existing programs as well as special auxiliary events 

in relation with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These 

included the Viva ASEAN-ASEAN Cultural Roadshow, the ASEAN 

Crafts: From Heritage to the Contemporary, and ASEAN Cinema 

Week. Events extended beyond Busan to take place nationwide in 

Cheongju, Gwangju, Seoul, and Jeju, contributing greatly to promotion 

of the special summit. 

In the new year, we will redouble our efforts to increase recognition 

of ASEAN and to share the cultures of ASEAN with more citizens 

by expanding ASEAN-related exchange projects nationwide. We 

also pledge to perform a central role in cultural and human resource 

exchanges between Korea and ASEAN as an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 with the goal of helping Korea and ASEAN to come to know 

each other better. We will form a closer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ailand’s ASEAN Culture Center (ACC), with which we established 

a partnership in September 2019, as well as with ASEAN-related 

agencies both in and outside of Korea.

We ask for your continuous interest in and support of the ASEAN 

Culture House’s journey as we move forward, and wish you health 

and happiness in the new year.

아세안문화원장 박미숙
Park Mi-Sook
Director-General of ASEAN Culture House

New Year’s Address from the Director-General of the 
ASEAN Culture House

아세안문화원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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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머라이언

머라이언의 몸은 옛 자바 말로 ‘바다 마을’을 뜻하는, 

테마섹(Temasek)이라고 불리던 한 어촌 마을에서 시

작한 싱가포르의 기원을 상징합니다. 머리는 싱가포르

의 원래 이름인 싱가푸라(Singapura) 또는 말레이어로 

‘사자 도시’를 상징합니다. 싱가포르의 장인이 만든 머

라이언상은 당시 수상인 리콴유가 싱가포르 방문자들

을 환영하기 위해 1972년 9월 15일에 싱가포르강 어

귀에서 공개하였습니다.

Singapore: Merlion

The body of the Merlion symbolizes the history of 

Singapore; the nation began as a fishing village called 

Temasek, meaning “a village of the sea” in the ancient 

Javanese language. The head represents Singapura, 

Singapore’s original name meaning “lion city” in the 

Malay language. The original Merlion statute, which was 

made by a Singaporean artisan, was unveiled to the 

public on September 15, 1972 by then-Prime Minister 

Lee Kuan Yew. It was positioned at the mouth of the 

Singapore River to welcome visitors to the country.

브루나이다루살람: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는 브루나이의 제

28대 국왕(술탄)인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의 전통 양식

을 따르고 있으며 금으로 된 모자이크, 이탈리아 대

리석, 영국 스테인드글라스 등 현대식 자재를 사용

해 건축하였습니다. 모스크를 둘러싼 인공 호수에는 

16세기의 선박을 본떠 만든 배가 있습니다.

Brunei Darussalam: Sultan Omar Ali Saifuddin 

Mosque

Sultan Omar Ali Saifuddin Mosque was named after 

the 28th Sultan of Brunei. It was built in the traditional 

style typical to Islamic mosques but the construction 

process involved the utilization of modern materials 

such as gold mosaics, Italian marble, and English 

stained glass. Floating on the man-made lake that 

surrounds the mosque is a ship made to look like a 

16th century vessel.

필리핀: 마닐라 대성당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영향으로 로마 가톨릭 신자가 전

체 인구의 약 83%에 이릅니다. 마닐라 대성당은 에스

파냐 식민지배시대인 1581년에 처음 건축되었으며 이

후 태풍과 화재, 지진, 전쟁 등으로 파괴되어 여러 차례 

재건되었습니다. 로마네스크-비잔틴 양식의 설계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재건한 이 성당은 스테인드글라스 창

과 대성당의 역사를 새긴 대형 청동문이 유명합니다. 

The Philippines: Manila Cathedral

Owing to the influence of Spain, over 83% of the 

population of the Philippines is Roman Catholic. It was 

during Spain’s colonial period in 1581 when the Manila 

Cathedral was built for the first time. It would subsequently 

be rebuilt several times after being destroyed by a 

typhoon, fire, earthquake, and war, always maintaining a 

Romanesque-Byzantine design. The cathedral is famous 

for its stained glass windows and large bronze door with a 

carving that displays the building’s history.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보로부두르 사원은 샤일렌드라(Syailendra) 왕조

시대에 건축되었습니다. 사원의 형태는 굽타 건축을 

반영하여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인도네시아

만의 특별한 느낌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부처의 삶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부조기법으

로 조각되었으며, 이는 독보적인 예술적 가치를 지

닌 거대하고 완벽한 불교 건축물로 손꼽힙니다.

Indonesia: Borobudur Temple

Borobudur Temple was constructed during the 

Syailendra Dynasty. The shape of the temple, in the 

Gupta style of architecture, reflects Indian influence, 

but other features also set the structure apart as 

uniquely Indonesian. The temple features extensive 

relief carvings describing the life of Buddha. It is 

considered to be a perfect example of Buddhist 

architecture with unique artistic values.

ASEAN
Landmarks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쿠알라룸푸르 센터에 있는 빌

딩 중 최고층 빌딩입니다. 이슬람 건축물의 기하학적 

구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이 88층의 쌍둥이 

빌딩은 1992년 공사를 시작해 1999년 8월 개관하였

습니다. 말레이시아가 2020년에 선진국에 합류한다는 

‘비전 2020’ 계획을 상징하는 건물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Malaysia: Petronas Twin Towers

The Petronas Twin Towers are the tallest buildings 

in the Kuala Lumpur city center. These 88-story twin 

skyscrapers were inspired by the geometrical structure of 

Islamic architecture. Construction began in 1992 and the 

buildings were opened to the public in August 1999. The 

Petronas Towers carry great meaning as the symbolic 

centerpiece of the Malaysian government’s Vision 2020 

nation-building project.

브루나이다루살람   Brunei Darussalam

인도네시아  Indonesia
말레이시아  Malaysia

필리핀  The Philippines

싱가포르  Singapore

※   본 지면에 소개된 랜드마크들은 아세안 각국의  

대사관에서 선정하였습니다. 

      Landmarks introduced in this corner are selected  

by the embassy to Korea of each respective ASEA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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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다변화의 초석,

신남방정책

The New Southern Policy: 
Korea’s New ASEAN Initiative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 최원기 책임교수

Prof. Choi Won-gi

Head of the Center for ASEAN-India Studie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11월 부산

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

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

이 표방하는 사람, 상생, 평화 등 3대 분야에서 아세안과

의 협력을 다지고 향후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한·아세

안 특별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높은 수준의 새로운 단

계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에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면서 본

격화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동남

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모두를 공식 방문함으

로써 관계 강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아세안에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또 정부는 지난 5월 외교부에 아세안과의 협

력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을 신설하고, 주아세안대한민국

대표부의 조직과 위상을 강화해 아세안과의 협력채널을 

넓혔다. 신남방 외교를 위한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서도 나타나듯이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강화 의지는 확

고하다.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Republic 

of Korea dialogue relations, the 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and the 1st Mekong-

Republic of Korea Summit were held this November in 

Busan. The Commemorative Summit is highly esteemed 

for its potential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future 

relationships with ASEAN in the three areas of people, 

prosperity, and peace ― the three key pillars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In fact, the Commemorative Summit 

was the catalyst which propelled full implementat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and served as an important 

milestone in advancing the ASEAN-Korea relationship to a 

whole new level.

The New Southern Policy was announced by President 

Moon Jae-in as part of his ASEAN-Korea Future Community 

Vision during his tour of Southeast Asia in November 2017. 

President Moon clearly manifes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ASEAN by completing official 

visits to all 10 ASEAN member countries in just two years. 

In addition, in May of 2019,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stablished the ASEAN and Southeast Asian Affairs 

Bureau at its headquarters in Seoul and widened channels 

of cooperation with ASEAN by expanding and upgrading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SEAN in Jakarta. 

This institutional reinforcement demonstrates the Korean 

government’s dedication to increased cooperation with 

ASEAN.

아세안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무엇보다도 과거 세계

경제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아세안은 이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적으

로도 아세안이라는 단일한 지역기구를 만들어 미·중 등 

강대국을 매년 아세안 회의에 불러 모으는 등 그 역할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주요국들은 지금 모두 아

세안으로 달려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비

롯해 인도, 호주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중국은 국제적 비

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구상하에 막대한 자금을 

아세안에 쏟아 붓고 있다. 아세안 진출 역사가 오래된 일

본도 이에 질세라 아베 신조 정부가 제시한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아세안에 공을 들이고 있

다. 특히 최근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과 이러한 외교안보적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양 

강대국 간 아세안을 둘러싼 외교적 경쟁이 한층 더 치열

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신남방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아세안을 핵

심 협력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목표는 대

외경제의 다변화, 아세안과의 양자관계 강화 및 우리 국

익에 부합하는 다자주의적 지역질서 구축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남방정책은 미·중 강

대국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제정치 환

경에서 우리의 대외 경제·외교적 활로 모색을 위한 21세

기 신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신남방정책은 우리 대외경제의 다변화를 추구하

고 있다. 한국의 대외교역 구조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연합(EU) 등 주요 경제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중국의 ‘사

드보복’이나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

구’와 같은 외생적 압력이나 충격에 취약하다. 이러한 대

외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국에 편중되

어 있는 우리의 대외경제적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제2교역상

대국이자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과

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 경제

Why is ASEAN so important to Korea? Above all else, 

this region, which once remained at the outskirts of the 

world economy, is now emerging as the most dynamically 

growing economy in the world. Through its formation as 

a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ASEAN has 

grown diplomatically as well, increasing its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as it invites powerful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the East Asian Summit 

each yea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all the major 

powers are approaching ASEAN to win its favor, with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India, Australia, and 

especially China with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devoting 

large amounts of resources to the region. In the case of 

Japan, which has a long history with Southeast Asia, the 

Abe administration is working very hard to strengthen ties 

with ASEAN under its new initiative of an Indo-Pacific 

vision. And notably,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egarding ASEAN has grown more intense 

in recent years, with China expanding its influence in the 

region and the United States refusing to simply sit back 

and watch these diplomatic challenges.

The goals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in which 

ASEAN is a key partner for cooperation, can be summarized 

as (1) diversification of Korea’s external economic portfolios, 

(2) strengthening bilateral ties with ASEAN nations, and (3) 

promotion of a multilateral regional order that serves Korea’s 

national interests. In other words, the New Southern Policy is 

Korea’s new national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seeking 

a foreign economic and diplomatic way out of an uncertain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hat stems from fierc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irst, the New Southern Policy seeks to diversify Korea’s 

international economic portfolios. Korea’s international 

trade is structured in a way that concentrates on only a 

few major economies such as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Because of this, the 

nation has been very vulnerable to external pressures or 

shocks such as China’s THAAD retaliation or the United 

States’ unexpected demand for a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To overcome such vulnerability, Korea 

needs to diversify. In that sense, the New Southern Policy 

seeks new paths for the Korean economy by expanding 

cooperation with ASEAN, Korea’s second largest trading 

※   이 기고문은 아세안문화원 뉴스레터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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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아세안 언어 한마디
Talk! Talk! ASEAN Languagespartner and a rising growth engine in the global economy.

Second, the New Southern Policy hopes to strengthen 

diplomatic ties with ASEAN, overcoming conventional 

diplomatic orientations that have prioritized only major 

powers such as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In the past, diplomatic priority was given to these 

four countries in order to tackl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ASEAN in the role of a secondary partner. 

However, Southeast Asia has now become indispensable 

to Korea’s economic and diplomatic national interests. 

Korea’s ties with the four large countries are still 

important, but the Moon Jae-in government aims to 

upgrade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ASEAN in the hopes 

of constructing an ASEAN-Korea community.

Third, the New Southern Policy is Korea’s new 

international strategy to overcome diplomatic constraints 

in the mids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regional environment of great power rivalry between rising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uses diplomatic challenges 

for, and constraints on, Korea. In particular, conflicts are 

deepening between China, as it expands its influence over 

the ASEAN region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United States, which is pursuing an Indo-Pacific 

strategy to contain China’s rising regional influence. In 

this sense, the New Southern Policy is important in that 

Korea can secure stronger diplomatic ties with ASEAN 

as like-minded partners in this competitiv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rough cooperation with ASEAN, which 

shares similar interests with Korea, Seoul aspires to work 

together toward building a multilateral regional order that 

can serve Korea’s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being 

trapped in the midst of power politics by great powers.

This year’s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has produced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of ASEAN-Korea relations in the future. 

Among these projects, there has been a great emphasis 

on “people-centered cooperation.” To strengthen 

collaboration with ASEAN, it is most important to expand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the two regions in 

order to develop a better mutual understanding. However, 

despite great improvements, Koreans’ awareness of 

ASEAN is still lacking. In that sense, the role of the ASEAN 

Culture House, which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Koreans’ understanding of ASEAN through 

revitalization of cultural exchange, has become even more 

important. I look forward to seeing the ASEAN Culture 

House play a more active role in bridging Korea and 

ASEAN in the future through its diverse cultural exchange 

programs and activities.

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신대외경제정책이다.

둘째, 신남방정책은 기존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 아

세안과의 획기적 관계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

도 문제해결을 위해 미·중·일·러 4강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한국 외교에서 아세안은 부차적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세안과 같은 신남방 국가들은 외교·경제적으로 한

국의 국가이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협력 파트너로서 자

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외교에서 4강 외교는 여전히 중요

하고 지속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

해 아세안과의 양자 외교관계를 4강 수준으로 획기적으

로 격상해 한·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신남방정책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야기되는 외교

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대외전략이다.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 패권국 미국 간 경쟁과 갈등이 강

화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적 도전과 제

약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통해 

역내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고

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의 갈등이 강화되

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이러한 미·중 강대국 경쟁의 대외

환경에서 아세안이라는 든든한 외교적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긴요한 정책이다.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강대국 주도의 힘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다자주의적 지역질

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부산 특별정상회의는 향후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

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도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한-아세안 간 ‘사람 중심의 

협력’이다. 결국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 지역 간 인적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세안

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많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은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에게 아세안을 바로 알리고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아세안

문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향후 아세안문화원의 

활기찬 활동과 가교역할을 통해 한-아세안 문화교류가 더

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녕하세요.   Hello.

태국 (태국어)
Thailand (Thai)

สวัสดีครับ(ค่ะ) 
싸왓디 캅(카) 
Sawaddee Kub(Ka) 

필리핀 (필리핀어)
Philippines (Filipino)

Ma-gan-dang U-ma-ga 
마간당 우마가 
Ma-gan-dang U-ma-ga 

라오스 (라오어)
Lao PDR (Lao)

ສະບາຍດີ
싸바이 디
Sabai dee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어)
Malaysia, Brunei Darussalam, Singapore (Malay)

Apa khabar
아빠 까바르 
Apa khabar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어)
Indonesia (Indonesian)

Apa kabar 
아빠 까바르 
Apa kabar 

미얀마 (미얀마어)
Myanmar (The Myanmar Language)

밍갈라바? 
Min-ga-lar-ba? 

베트남 (베트남어)
Viet Nam (Vietnamese)

Xin chào. 
신 짜오
Xin chao 

캄보디아 (크메르어)
Cambodia (Khmer)

쑤어 쓰데이
Sour Sdey 

이번 호에서는 아세안 10개국에서 사용하는 인사말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의 다양한 언어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This issue introduces greetings from the 10 ASEAN member countries. 
Take a moment to check out and learn more about the various languages of ASEAN.

※   한-아세안센터 <아세안 관광 가이드 모바일 앱 – 아세안 여행> 발췌  
Extracted from the ASEAN-Korea Centre’s Tourism Guide Mobile App, “ASEAN Travel”

SPECIAL COLUMN ASEAN LANGUAGE특별기고문 아세안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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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머릭 가루가 없을 땐 카레가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Curry powder can be substituted for turmeric powder.

2.   닭고기나 양고기, 당근, 감자 등 취향에 맞게 재료를 활용

해보세요. 

Add chicken, lamb, carrots, or potatoes to suit your 
personal preference.

T I P

소고기 900g
900 g beef

홍고추 3개
3 cayenne peppers

샬롯 200g
200 g shallots

생강 1개
1 knob of ginger

레몬그라스 2줄기
2 heads of lemongrass

고춧가루 3작은숟가락
3 tsp chili powder

터머릭 가루 1/4숟가락
1/4 tbsp turmeric powder

설탕 1숟가락
1 tbsp sugar

식용유 2숟가락
2 tbsp cooking oil

소금 1숟가락
1 tbsp salt

마늘 1개
1 clove of garlic

코코넛 밀크 400g
400 g coconut milk

육수 180ml
180 ml broth

고수씨 1작은숟가락
1 tsp coriander seeds

라임잎 약간
Some lime leaves

재료 (3인분 기준)
Ingredients (3 servings)

끓기 시작하면 코코넛 밀크를 넣고 뭉근하게 

끓입니다. 

When the broth begins to boil, add coconut 
milk and simmer.

페이스트가 자작하게 졸아들면 불을 줄이고 육수를 

넣습니다.

Lower the heat and add the broth.

여기에 향신료 페이스트를 넣고 수분이 없어질 때

까지 볶습니다.

Add the spice paste and broil down until there is no 
excess liquid.

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꾸준히 젓습니다. 

(3~4시간)

Stir regularly until the meat becomes tender 
(3-4 hours).

접시에 밥과 함께 담아냅니다. 

Serve on a plate with rice.

2017 CNN 독자가 선정한 세계 50대 최고의 메뉴 1위 
No. 1 on CNN’s 2017 Reader Poll of the “World’s 50 Best Foods”

How to make rendang 

렌당 만들기
렌당은 다양한 향신료로 만든 페이스트와 코코넛 밀크에 고기를 넣어 장시

간 조리한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소고기를 사용했으

나 오늘날에는 닭고기나 양고기를 넣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의 미낭카바우 족(Minangkabau) 특유의 민족 요리인 파당 요리(Masakan 

Padang)를 대표하며, 이제는 인도네시아 전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에서도 대중적인 요리입니다.

Rendang is a traditional Indonesian dish cooked with a paste made 

from various spices and meat slowly stewed in coconut milk for long 

hours. Although beef was the main ingredient used in the past, chicken 

and lamb are also used today. The dish is representative of Masakan 

Padang, the food of the Minangkabau people on the Indonesian island of 

Sumatra. The entrée is also popular in Malaysia and Singapore.

샬롯, 홍고추, 생강, 마늘, 고수씨, 터머릭 가루, 

고춧가루, 소금, 설탕을 믹서기에 넣고 향신료 페

이스트가 될 때까지 갈아 놓습니다.

Mix shallots, cayenne peppers, ginger, garlic, coriander 
seeds, turmeric power, chili powder, salt, and sugar in 
a blender until ingredients form a spice paste.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레몬그라스와 

라임잎을 넣어 향을 냅니다.

Put cooking oil in a frying pan and add 
lemongrass and lime leaves.

소고기는 한 입 크기로 썹니다.

Cut beef into bite-size pieces.

향을 낸 기름에 소고기를 넣고 익힙니다. 

Add beef to the oil and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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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디(Kendi, spouted water bottle)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흔

히 사용된 독특한 기형의 물병입니다. 일반적으로 끈디라는 명칭으

로 불리는 물병은 손잡이 역할을 하는 긴 목, 두 개의 주구(注口), 

납작한 몸체와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끈디는 고대부터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대륙부와 도서부 동남아시

아를 포괄하는 전 영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끈디는 

토기(Pottery), 도기(Earthware), 자기(Glazed ware), 금속공예

(Metal ware)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끈디의 어원은 고대 인도의 정병(淨甁)인 쿤디카(Kundika)에 있

습니다. 인도에서 쿤디카는 수행자가 휴대하던 물병이었으나, 종

교의 발전과 함께 의례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전래되면서 종교와 관련된 물질 문화도 함께 

유입되었고, 쿤디카도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로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인도네시아인들에게 쿤디카는 끈디로 불리게 되

면서 점차 고유명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끈디는 종교 의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용으로

도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고대 사원 유적의 부조

나 벽화에서는 끈디를 사용하는 천인(天人, Devata)이나 일반 사

람들의 모습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사진 1~2). 사용 계

층과 목적에 따라 끈디의 제작 수준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종

교 의례나 왕실에서 쓰이는 끈디는 고품질의 선별된 태토(胎土, 

Clay)를 사용하여 번조되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내구성이 강합니

다. 일상생활용 끈디는 실용성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태토가 조야

하고, 깨지기 쉽지만 나름대로의 소박한 멋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끈디의 발전은 크게 기원 후 10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세기 이전의 끈디는 대부분 점토를 

아세안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끈디(Kendi)”

   김미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Kendi Reflects the Various Preferences of the Peoples of ASEAN

   Kim Mi-so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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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뒤 구워서 제작한 도기(陶器)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10세기 

이후의 끈디는 중국에서 전해진 선진 기술을 수용하여, 선별된 양

질의 점토로 만든 토기에 유약을 발라 고온에서 구워 완성하는 자

기(磁器)로 발전하였습니다. 자기의 생산은 흔히 흙, 불, 기술의 삼

요소가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 말해집니다. 동남

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대량 생산된 시기는 14~15세기 

이후이며, 기술이 보편화되는데 적어도 3세기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로 제작된 끈디는 흥미롭게도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국가에서만 제작되었습니다. 중국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며, 많

은 문화적 영향을 받았던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자

기를 생산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은 끈디를 청화백자

(Blue and white porcelain)로 제작하여, 역으로 중국과 도서부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의 끈디는 유교

의 영향으로 봉황, 사자, 기린, 용과 같은 서상(瑞像, Auspicious 

symbol)이나, 당초문, 국화문과 같이 중국 도자에서 자주 사용되

는 문양이 선호되었습니다(사진 3). 

한편 도서부 동남아시아의 끈디는 16세기까지도 도기로 제작되

다가 19세기부터는 황동(Brass)과 은(Silver)을 이용한 금속공예

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금속공예로 발전한 끈디는 도서부 

동남아시아에서 술탄(Sultan)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상(Regalia)으

로 자리잡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예술 박물관(Islamic Arts 

Museum Malaysia)에 소장된 19세기 금속제 끈디들은 자기에 비

해 크기가 크고, 기형도 매우 다양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끈

디의 표면에는 기하학적 문양이 반복적인 패턴을 이루며 새겨져 있

는데, 이는 이슬람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1.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부조(김미소 촬영)   

Indonesia’s Borobudur Reliefs (Kim Mi-so)

2.   캄보디아 바욘 사원 부조(김미소 촬영) 
Cambodia’s Bayon Temple Reliefs (Kim Mi-so)

3.   Dawn Rooney. 2013. Ceramics of Seduction: Glazed Wares from 

South East Asia. (Bangkok: River Books) 도판 참고 
Dawn Rooney. 2013. Ceramics of Seduction: Glazed Wares from South 

East Asia. (Bangkok: River Books) Refer to chart.

The kendi is a type of spouted water jug with one of the most 

particular shapes out of all the water vessels used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Kendi commonly have two spouts, a flat base, 

and a long neck which also functions as a handle. They have 

been used throughout Southeast Asia since ancient times, 

produced both in mainland and island countries, out of a variety 

of materials including ceramics, earthenware, glaze ware, and 

metalware.

The name “kendi” originates from the word “kundika,” 

which refers to containers used to hold and disperse holy 

water in ancient India. Ascetics carried kundika with them and 

the vessels transitioned into ritual use in ceremonies as the 

region’s religions developed. As Hinduism and Buddhism were 

introduced to Southeast Asia, material cultures related to the 

religions were also passed on; it is assumed that kundika were 

brought to the region through this process. Malay Indonesians 

referred to kundika as “kendi” and the word gradually became a 

noun in its own right.

In Southeast Asia, kendi were used both for religious 

ceremonies and more widely on a daily basis. It is easy to find 

depictions of devata and ordinary people alike using kendi 

in the reliefs or murals of ancient temple sites found in the 

ASEAN region (Photos 1 and 2). The level of sophistication 

involved in production of kendi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user’s social class and the jug’s purpose. Those used for 

religious ceremonies or by the royal families were created with 

high quality clay and were therefore strong and highly durable. 

In comparison, practicality was more important for kendi that 

were meant to be used on a daily basis. These were made with 

coarse clay and broke more easily, but their plain and simple 

nature has its own unique appeal.

The development of kendi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10th century. Most kendi made before the 10th century were 

created out of earthenware, which involved molding clay into a 

particular shape and baking it. After the 10th century, however, 

advanced techniques from China were adapted and glazed 

ware kendi became more prevalent. This involved applying 

glaze to more refined clay of a higher quality and baking it at a 

high temperature. It is said that production of porcelain is only 

possible with the availability of the three elements of earth, 

fire, and technique. In Southeast Asia, the mass production of 

porcelain began in the 14th and 15th centuries. Based on this, 

we can see it took more than three centuries for these more 

advanced pottery techniques to become mainstream.

Interestingly, it appears that porcelain kendi were only 

produced in the mainland countries of Southeast Asia. 

Vietnam, which was heavily culturally influenced by China 

due to geographical proximity, is known as the first Southeast 

Asian country to begin producing porcelain. In Vietnam, kendi 

were made of blue and white porcelain and exported back to 

China and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Vietnamese Kendi 

were frequently decorated with auspicious symbols often 

used on Chinese porcelain pieces, such as phoenixes, lions, 

giraffes, and dragons, as well as with arabesque patterns and 

chrysanthemum designs (Photo 3).

On the other hand, kendi produced in the island nations of 

Southeast Asia were mainly made of earthenware until the 16th 

century. From the 19th century on, kendi were produced as 

metalware using brass and silver. These metalware kendi then 

became regalia that represented the authority of the sultans 

of these island nations. The 19th century metalware kendi on 

display in the Islamic Arts Museum Malaysia are larger in size 

than porcelain kendi and come in a greater variety of shapes. 

Patterns of geometric symbols are carved into the surface, 

exhibiting the cultural influence of Islam in the region.

3

※   이 기고문은 아세안문화원 뉴스레터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hese facts are verified by the author and not the ACH.

아세안 문화유산 ASEAN HERITAGE

12 13



미얀마 Myanmar

태국 Thailand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 머물며 휴식과 체험을 즐기는 형태의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 도시에서 한 

달 체류하는, 이른바 ‘한 달 살기’ 여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2019년 ‘한 달 살기’ 인기 여행지” 1위를 차지한 곳

은 바로 태국 방콕입니다. 

방콕은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도시로, 특히 왕궁과 

사원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왕궁 내에는 본당에 안치된 

에메랄드 불상이 유명하여 ‘에메랄드 사원’이라는 별칭이 붙은 

왓 프라깨우가 있으며, 왕궁 옆에는 방콕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원으로 와불을 모시고 있어 ‘열반 사원’이라고 불리는 왓 포가 

있습니다. 왓 포 맞은편에 위치한 왓 아룬은 방콕에서 가장 아름

다운 사원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밤에는 야간 조명을 받아 다

양한 색채로 변모하여 신비롭고 환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방콕의 

밤을 밝히는 곳으로 카오산 로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배낭여행

자들의 메카인 카오산 로드는 식사와 쇼핑, 숙박을 하려는 여행자

들로 언제나 북적입니다. 

이렇듯 활기가 넘치는 방콕에서 색다른 매력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방콕의 녹지’로 불리는 방 카차오인데

요. 대표 명소로는 각종 열대수가 가득한 스리나콘 크안칸 공원과 

연못과 잔디가 잘 정돈된 방 카차오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들 아래 조용하고 한적한 길을 걸으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Lengthy self-guided tours are gaining popularity as they offer 

the opportunity to escape the monotony of everyday life, stay in 

an unfamiliar place, enjoy a break, and have new experience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eople taking month-long stays in 

cities abroad is rapidly increasing. In 2019, Thailand’s capital 

Bangkok ranked first on popular tourist sites dedicated to such 

new trends.

Bangkok has been the most visited city of the year for 

several years in a row, boasting royal palaces and temples that 

are ideal attractions for tourists. This includes Wat Phra Kaew, 

located within the royal palace and nicknamed “the Temple 

of the Emerald Buddha” for the famous statue housed within. 

Right next to the palace stands Wat Pho, Bangkok’s oldest 

temple, known also as “Nirvana Temple.” Meanwhile, Wat 

Arun, across from Wat Pho, is one of the city’s most beautiful 

temples. It is particularly breathtaking at night, illuminated in 

various colors that provide a mystical, magical feeling. And of 

course, we must mention Khaosan Road, which brightens up 

each Bangkok night. This mecca for backpackers is always 

bustling with tourists enjoying food, shopping, and looking for 

accommodations.

Other destinations in the city offer a distinctly sentimental 

feeling. These include Bang Kachao, a central park known 

as Bangkok’s “Green Lung” which is famous for its beautiful 

ponds and green grass, and Sri Nakhon Khuean Khan Park, 

which is packed with a variety of tropical trees. Take a leisurely 

break in either of these locations while walking along the quiet 

roads that snake through the green trees.

여행자들의 활기로 가득한 곳, 방콕
Bangkok, Brimming with the Energy of Travelers

방 카차오 섬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며 선착장에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어 자전거 투어를 하기 제격입니다. 정글을 연상하게 하는 우거진 열대림 속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세요. 

Bang Kachao Island is the perfect place for a bicycle tour, with its many bike paths and rentals available right at the docks. Enjoy a ride through 
thick tropical forests that will remind you of a jungle. 

Travel Tip

퓨 시기(BC2세기~AD10세기)에 유래한 

‘사운(Saun:)’이라 불리는 미얀마의 하프

Traditional saung harp from Myanmar’s Pyu 

period (2nd c. BCE–11th c. CE)

하프 Harp

잉와 시기(AD14~16세기)에 소개된 미얀

마 실로폰인 파탈라

Traditional pattala xylophone, introduced 

during the Innwa period (14–16th c. CE)

실로폰 Xylophone

즐거운 행사에서 전통 피리, 심벌즈, 죽비

와 함께 연주되는 미얀마의 민속 북

Folk drum, played with accompaniment 

from traditional pipes, cymbals, and bamboo 

clappers during happy occasions

드럼 Pot Drum

하누만은 흰색 원숭이로, 악마

와의 전투에서 라마의 부대를 

이끄는 통솔자입니다.

The white monkey Hanuman is a 

commander who leads Rama’s 

army in battle against demons.

하누만 가면 
Khon Mask: Hanuman

쑤크립은 주홍색 원숭이로, 머리

장식 꼭대기가 뒤로 구부러져 있

고 단검을 무기로 쓰는 것이 특

징인 라마의 주요 병사입니다.

Sugriva, the scarlet monkey, is 

Rama’s main soldier who uses 

a short sword as a weapon. The 

accessory on the top of his head is 

bent backward.

쑤크립 가면 
Khon Mask: Sugriva 

마이야랍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

진 보라색 악마로, 지하세계의 

통치자 역할을 합니다.

Maiyarap is a purple demon with 

supernatural powers who rules the 

underworld.

마이야랍 가면 
Khon Mask: Maiyarap 

톳싸깐은 열개의 얼굴과 스무개

의 팔을 가진 초록색 악마로, 원

래 악마를 지키는 천사였으나 

비슈누신과의 불화로 인해 악의 

우두머리로 환생하였습니다. 

The green devil Tosakanth has 

10 faces and 20 arms. He was 

originally on the side of the angels, 

but due to discord with the god 

Vishnu, was reincarnated as an evil 

figure.

톳싸깐 가면 
Khon Mask: Tosakanth 

아세안문화원에서는 상설전 ‘아세안을 엮다, 아세안을 잇다ʼ를 통해 아세안 각국에서 기증한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더욱 다양해진 전시물 감상을 통해 아세안의 예술과 문화를 느껴보세요.

ASEAN Culture House exhibits several new pieces of artwork donated by ASEAN member countries in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Come take in these exhibits and experience the beauty of ASEAN art and culture.

※   더 많은 전시물은 아세안문화원 2층의 상설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dditional exhibits are on display in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on the 2nd floor of the ASEAN Culture House.

전시물로 보는 아세안 ASEAN CRAFTS AT THE ACH EXPLORE ASEAN 아세안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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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그녀

감독: 황동혁 / 한국 / 러닝타임: 124분

이번 달에는 특별히 아세안 3개국에서 리메이크 되어 사랑받고 있는 한국영화 <수상한 그녀>

를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스무살로 돌아간 욕쟁이 할머니가 난생 처음 누리는 빛나는 전성기

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 관객의 공감을 불

러일으킨 이 작품은 아세안 3개국을 비롯, 중국, 인도 등 8개국에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베

트남에서는 “내가 니 할매다(Em là bà nội của anh)”, 태국에서는 “다시 또 스물(เบื้องหลัง 

20)”, 인도네시아에서는 “Sweet 20”라는 이름으로 상영되었으며 나라별 특성에 맞는 스토

리를 구성하여 현지에서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Miss Granny

Director: Hwang Dong-hyuk / Korea / Running Time: 124 minutes

This month, the ACH introduces Miss Granny, a Korean movie that has been well received in several countries and even 

remade in three ASEAN languages. It tells the story of an elderly, foul-mouthed woman who finds herself in the body of 

her 20-year-old self. The film provides moments of laughter and emotion as she cycles through the golden days of her life. 

Popular across generations, from teen audiences to those in their 70s, it was remade in eight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India, and was screened under the name of You Are My Grandmother (Em là bà nội của anh) in Viet Nam, Suddenly 20 (เบื้องหลัง 
20) in Thailand, and Sweet 20 in Indonesia. The story was adapted for each country, receiving love from local audiences.

이달의 영화  Movie of the Month

조국이여 조국이여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 지음

<조국이여 조국이여(Keluarga Gerilya)>는 인도네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인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의 대표작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희생당한 가족

의 결연한 생애를 그린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 문학의 최고봉으로 기록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영어, 독일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되어 세계가 격찬하였습

니다. 이 책을 지은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저항작가로,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 지배,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맞선 지식인입니다. 수차례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

을 만큼 세계적인 대문호로 손꼽힙니다. 1995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Guerrilla Family”

Written by Pramoedya Ananta Toer

“Guerrilla Family” (Keluarga Gerilya) is among the best known works of world-renowned Indonesian author Pramoedya Ananta 

Toer. It depicts the life and resolve of a family’s sacrifice during the fight for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Indonesia. 

Considered a masterpiece of Indonesian literature, the book has garnered international acclaim and has been translated into 

several foreign languages including Chinese, Dutch, English, German, Korean, and Russian. Author Pramoedya Ananta Toer 

was a famed resistance writer and intellectual who resisted the colonial rule and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of both the 

Netherlands and Japan in Indonesia. He was nominated for a Nobel Prize for literature several times and in 1995 he received 

the Ramon Magsaysay Award, known popularly as “Asia’s Nobel Prize.”

이달의 책   Book of th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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