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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르 바아 타 팔롤로 
(O le Va‘a Tā Palolo)
-팔롤로 낚시와 선박제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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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u i le tauola, e au i le fāgota. 
어롱을 손질하라, 어부가 되어라

사모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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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 년에 두 번 벌어지는 행사인 팔롤로(palolo)1 낚시를 위한 카누 제작

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설명되거나 기록된 경우가 드물다. 사모아섬 사아

나푸(Sa‘anapu) 마을의 최고 기능장(Master Craftsman)인 레사 모투사

가(Lesā Motusaga)가  알려준 지식을 담은 텍스트와 함께, 본 연구는 다

채로운 어업 전통을 위한 통나무배, 파오파오(paopao)2의 제작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10월과 11월 보름달이 뜨고 7일 

후 새벽녘 산호초 지대에서 올라오는 별미인 팔롤로는 태평양의 캐비아

로 알려져 있는데, 이 희귀한 해산물을 위해 사람들이 지불하는 높은 가

격을 고려하면 적절한 설명이다.3 간단히 말해, 팔롤로는 상당한 사회문

화적 가치를 가진 해산물로, 지금은 높은, 어쩌면 부풀려진, 경제적 가치

를 누리고 있다.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해 자연환경은 전형적인 교실은 아

니지만 지식, 특히 타푸(tapu) 혹은 사(sa), 즉 자연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고안된 신성한 법률이나 금지된 행위, 그리고 환경에 관한 지식이 전승되

는 중요한 장소이다.

1   벌레 모양의 팔롤로는 사실 산호초의 틈새에서 일생을 보내는 해양 환형동물의 암수

형태에서 나온 난자와 정자의 주머니이다. (Palola siciliensis, Grube, 1840. Palolo 

viridis, Grray, 1847. Eunice viridis, Kramer, 1903) 출처: The Rising of the Palolo, 

South Pacific Bulletin, July 1962.

2   파오파오는 사모아인들이 전통방식으로 제작하는 여러 종류의 보트 중 하나이다. 그 

외 모든 보트들은 더 이상 사모아에서 제작되지 않고, 여기에는 바아알로(va’a-alo), 작

은 고기잡이용 카누, 분(boon)의 개수에 따라 구별되는 대형 단일선체 카누(예, 라아

우 리마(lā‘au lima) 또는 파이브파(five-barred), 알리아(’alia), 사모아식 이중 카누, 크

기가 큰 것은 바아-텔레(va’a-tele)로 알려져 있다. 다른 보트들은 종종 판재를 사용하

여 제작되고, 여기에 돛을 달면 바아-파이-라(va’a-fai-lā)가 된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Va%27a 

3   팔롤로는 2019년 기록적인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사례 참고: https://samoaglobalnews.com/the-cost-ofpalolo-reaches-a-record-high-
this-year/



232

2-4 2020 해양 무형유산 웨비나 시리즈

1. 서론 사모아 문화는 연이은 지구화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다채롭고 독자적인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있다. 주

민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구분하기 위해 ‘파아 사모아(Fa’a-Samoa)’ 즉 

‘사모아식’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이렇게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

지했던 사모아인들의 세계관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외부

문화의 충격, 행정적 및 정신적 식민지화, 화폐경제로의 전환, 외국음식 

등이 사모아식, 즉, 한때 풍부한 무형유산을 유지하는 다양한 전통 생태

지식에 의해 뒷받침되었던 생활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사모아인들의 전통가옥과 선박 제작기술에 적용된 지식과 역량은 외국

인과 처음 접촉한 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두 가지 예이

다. 이러한 쇠퇴는 단순히 특정한 기술이나 무형문화 표현의 상실 이상을 

의미한다. 문화적 생상물의 발견과 제작은 사모아어의 원천이었다. 전자

의 쇠퇴는 후자의 쇠퇴를 이끌었다. 단어는 더 이상 참고할 만한 의미있

는 지점이 없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거나 잘못 사용된다. 전통예

술의 형태나 언어가 사라지면 무형문화유산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정체

성도 무너진다. 게다가 문화적 침식은 한때 필요했던 토착 식물종들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서 생물다양성의 소실로도 이어진다. 한때 정

착지 주변에서 발견되었던 니우아파(niu ‘afa) 코코넛나무는 코코넛끈 제

작자가 줄고 나무에 대한 보존 노력도 줄어들면서 점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4 지붕잇기(톨로 푸알라우 tolo fualau)5에 사용되었던 식물도 이

와 비슷하게 사라지고 있다. 사모아 샌달우드(아시마노기 asimanogi)6는 

향이 나는 코코넛오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사라졌고 매우 

희귀종이 되었다. 정보 과다의 시대에는 우리의 선조가 매우 친숙하게 알

4   저자가 아파(‘afa,코코넛 끈)의 제작과 사용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오 레 파파 사모

아(O le fAfa Samoa)”과 관련 소책자 제작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일화적 증거

가 발견되었다. 니우아파(niu’afa)는 겉껍질의 길이가 0.5미터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

장 긴 품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코코넛종의 소실은 사모아는 물론 전세계의 생물

다양성에 커다란 손실이다. 2013.

5 Ibid.

6   투이 아투아 투푸아 타마세세 타이시 에피(Tui Atua Tupua Tamasese Ta’isi Efi), 

‘Tau mai na o le pua ula’ - Fragrancing Samoan Thought. 오타고 대학 공개

강의, 더니든, 뉴질랜드, 2009년 3월 9일. 출처: http://www.head-ofstate-samoa.ws/
speeches_pdf/Tupua%20Fragrance%20paper%2008%2003%2009%20FINAL%20
OTAG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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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것들, 즉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했던 자연세계에 대해 잊어버리기 

쉽다.

가옥과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은 보통 숙련된 장인인 투푸가(tufuga)에

게서 발견된다. 최고 수준의 전문가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마투아 오 파이

바(matua o faiva), 즉 원로 장인이나 최고 기능장이다. 작업이 진행되면

서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최고 기능장님(mālō le silasila i Lau Afioga 

le Matua o Faiva)”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최고 기능장은 ‘아가

이 오 투푸(agai o tupu)’, 즉 ‘왕의 친구’라는 호칭과 함께 높은 존경을 

받는다.7

본 연구는 웅변가-족장인 툴라팔레(tulafale)이자 숙련된 가옥과 선박 건

조기술을 보유한 최고 기능장인 토파 레사 파아누 모투사가(Tōfā Lesā 

Fa‘anū Motusaga)가 저자와 공유한 지식과 경험을 일부 보여준다. 최고 

기능장은 매년 10월과 11월 3일에 걸쳐 일어나는 팔롤로 산란기 중 첫 

번째 산란이 일어나기 전 파오파오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10월에는 사바

이(Savaii) 해안을 따라 수확량이 많고, 11월에는 우폴루(Upolu)에서 수

확량이 많다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경험적 증

거로서,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8

7   Te Rangi Hiroa (P.H.Buck), Samoan Meterial Culture, 1930. 출처: http://nzetc.
victoria.ac.nz/tm/scholarly/tei-BucSamo.html 

8 레사(Lesā)와의 대화, 2020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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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제작에서  
나무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고에 
기록된 파오파오
에는 아래의 수종
들이 사용되거나 
언급되었다: 

●   타말리기(Tamaligi), 팔카타리아 몰루카나(Falcataria moluccana): 선

박제작 외의 용도로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침입종

●   타마무(Tamanu), 마알리(Ma‘alI), 가수(Gasu), 타바이(Tavai), 모소오

이(Moso‘oi), 울루(‘Ulu), 피피(Pipi): 보트 제작용으로 선호되는 토착종 

●   파우(Fau), 히비스쿠스 틸리아세우스(Hibiscus tiliaceus), 열대아몬드

과의 해변무궁화: 분(boon)이나 플로트(float)에 사용

●   마아일릴리(Ma‘ailili), 타바(Tava), 아코네(Akone): 분(boon)이나 플로

트(float)에 자주 사용되는 다른 나무들

●   필리필로아(Filifiloa), 엄지 두께의 가늘고 딱딱한 나무: 보트에 묶인 두 

개의 하활(boom)에 아우트리거 분(outrigger boon)을 부착하기 위한 

못(peg)으로 사용

●   토고 바오(Togo vao), 아르디시아 엘립티카(Ardisia elliptica), 최근 사

아나푸 (Sa‘anapu)해안숲에 추가된 침입종, 랄라(lala) 우라리아 라고포

디오이데스(Uraria lagopodioides), 아마도 또 다른 침입종: 이들은 유

연하고 구부러져 있어 팔롤로 잡이용 어망을 만들 때 사용

●   포우물리(Poumuli), 플루에게아 플렉수오사(Flueggea flexuosa), 흔히 

집의 기둥으로 사용되는 단단한 목재, 일부 선박 제조인들은 패들을 만

들 때 선호하는 나무

●   밀로(Milo), 세스페시아 포풀니아(Thespesia populnea)(아욱과), 태평

양 장미목: 자귀의 손잡이를 만들 때 선호되는 수종

자연환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진 투푸가는 숙련된 기능공 이상이다. 

그는 토착 생태계 지식의 보유자이고, 숲에 대해 잘 알며, 지속가능한 미

래를 위해 숲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의식도 알고 있다. 투푸가는 교

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 체계와 노하우로 구성된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인이다. 

자급 농업과 어업은 여전히 시골 사모아인들의 지속가능한 생활과 건강

한 음식섭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2016년 사모아 인구는 194,886명

이었다.  시골 마을에서는 보수를 주는 일자리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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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 선박제작의 
핵심 도구들 

4. 보트 제작과정: 

a. 일리아피(Iliafi), 체인톱: 널리 사용되며, 지금은 필수적인 장비. 

b.   토이(To‘i), 도끼: 나무의 큰 덩어리를 제거해 선체의 대략적인 모양을 

잡을 때 사용. 

c.   토이 파파우(To‘i fafau), 자루가 달린 쇠자귀: 선체와 같은 볼록한 표

면에 사용하는 곧은 날 자귀와 구부러진 쇠자귀. 

돌자귀(To‘i ma‘a) 는 더 이상 사모아의 전통 창조산업에 사용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는지는 현대의 투푸가에게는 미스터

리다. 최고 기능장 레사는 돌로 만든 도구에 대한 통찰력이나 지식을 알

려줄 수 없었다.

이 작업을 위해 레사의 집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라는 타말리기

(팔카타리아 몰루카나)가 선택되었다. 나이는 5년이 채 안 되고 높이는 

12-15미터이다. 나무가 쓰러지면 그루터기는 덮어둔다. 이것은 나무베

기와 관련된 고대 의식의 흔적이다. 초기 연구는 과거 사모아의 투푸가는 

인간과 나무를 친족으로 간주하여 우선 나무로부터 허락을 구하고 희생

에 감사하는 의식을 치루었음을 보여준다.9 레사는 카누의 끝이 쪼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무의 그루터기를 덮는다고 설명했다.

오 르 리우 오 르 바아(O le liu o le Va ‘a) – 선체를 파는 것은 힘든 작업이다. 

통나무를 물에 뜨는 자세로 뒤집은 뒤, 통나무에 직각으로 일련의 평행한 

체인톱 자국을 낸다. 도끼 작업자가 뒤이어 나무의 큰 덩어리들을 내리쳐 

떼어낸다.(그림 1) 

다음으로 체인톱이 지그재그 모양의 자국을 내면, 또 다시 도끼 작업이 

이어지고, 그 후 양 끝이 쪼개지지 않도록 나무의 나이테를 남겨둔 채  

이물과 고물을 잘라낸다. 

9   존경받는 원로이자 문화관리인인 고(故) 시아투아 레우루아이아리이(Siatua 

Leulua’iali’i)는 2008년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숲으로 나무를 베러 갈 때면 그의 

아버지는 늘 먼저 나무에게 허락을 구하듯이 말을 걸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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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달린 자귀는 토이 파우파우(to‘i fafau)라고 불리고, 구부러진 쇠자귀

는 우(to‘ū)라고 불린다.

그림 1. 첫 부분이 제거된 통나무의 단면도

곧은 쇳날과 자루가 있는 자귀(to‘i fafau). 구부러진 쇳날과 자루가 있는 자귀(to‘ū).

첫 번째 나무베기 작업 랄리오(Rālio):   대략적인 선체 모양으로 파기 (c) 데니사  

마나스코바(Denisa Maňásková)

우측 사진은 저자가 만든 자루 달린 돌

자귀이다. 오 르 아마 오 르 바아(O 

le ama o le Va ‘a) –분(boon)은 파

우(히비스쿠스 틸리아세우스)로 만

든다. 색깔이 옅고 가볍지만 단단하

고 이전 카누에서 사용된 것을 재사

용할 수 있다. 분은 하활(Boom)에 

나무못(peg)으로 고정되어 묶인 뒤 보트에 부착된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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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트의 각 면과 부분들의 이름을 보여주는 설계도(그림 2).

그림 2. 최고 기능장 레사 파아누 모루사가가 4일간 통나무로 작업한 카누

마오리 인류학자 테 랑이 히로아(Te Rangi Hiroa)는 그의 획기적인 연구

10에서 통나무배에 관해 기록을 남겼고 그가 그린 그림은 레사가 만든 카

누와 거의 일치한다 (그림 3).

그림 3.   레사가 만든 카누(위)와 테 랑이 히로아(Te Rangi Hiroa)가 그린 카누 그림

(아래) 비교

10   Te Rangi Hiroa (P.H.Buck), 1930, Samoan Material Culture, Bernice P. Bishop 

Museul Bulletin 75. Honolulu, Hawaii: B.O. Bishop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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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설은 산호와 육상생물 사이의 전쟁을 이야기한다. 산호가 전쟁에서 

이겨서 해저에서 노예로 부리기 위해 벌레들을 포로로 데려왔다. 이 

‘벌레’들이 팔롤로인데, 이들은 1년에 두 번 해수면으로 올라갈 수 있

도록 허락된다. 이 전설과 관련해, 팔롤로가 산호와 포로로 잡힌 벌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우화도 있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전쟁이 새와 물

고기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물고기 부대를 모을 때, 팔롤로는 약

하다고 간주되어 소집되지 않았다. 새들이 전쟁에서 이겼고 많은 물고

기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팔롤로는 멀쩡하게 살아남았고 후에 인간과 

벌어진 전쟁에서 공격을 받게 되었다.    11

b.   팔롤로12라는 이름은 두 가지 어원이 있다. 첫 번째 유래는 낚싯바늘 

또는 미끼라는 뜻의 파(pa) 라는 단어에 어린 코코넛 과육을 바닷물에 

발효시켰을 때 나오는 기름기 있는 액체를 일컫는 롤로(lolo)라는 단어

가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바닷물에 발효시킨 어린 코코넛 과육은 팔롤

로가 떠오르기 전까지 노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1884년과 1903

년 각각 터너와 크레이머에 의해 기록된 또 다른 유래는 파(pa)와 팔롤

로가 해수면으로 떠오를 때 보이는 기름진 모습을 일컫는 롤로(lolo)라

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라고 한다.

c. 알라가우푸(Alagāupu), 속담13

●   페풀리사이 파알라아우 마마파(Fefulisa‘i fa‘al–‘au mamafa): 무거운 

통나무처럼 변하다. - 배가 가진 최상의 타고난 성향을 찾아볼 때 - 웅

변가-족장이 말할 주제와 같은 제안을 지지하는 호의적인 마음의 변화

●    토피, 토파 르 라아우(Tofī, tofā le la‘au): 나무를 여기저기 자르다. - 힘

든 마구잡이식 선체 작업 -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전 이런 식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

11 Tofa I‘iga Pisa, The Rising of the Palolo, South Pacific Bulletin, July 1962.

12 Ibid. 

13   이 속담들은 레사(Lesā)의 손자 랄리오 토기파우 리우팔레(Rālio Togipau Laufale)가 

저자에게 알려준 것들이다.

5.   전설11, 팔롤로라는 
이름의 유래,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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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팔롤로 시기14

●    사일리 이 르 타이 르 아가 아 르 바아(Sa‘ili i le tai le aga a le va‘a): 바

다에서 배의 성격을 시험하다. - 배를 정확히 시험하는 법은 배가 사용

되기 전 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4

팔롤로는 진귀한 미식 음식 이상을 의미한다. “아 모모아 르 바오, 에 타피

사 르 가타이팔레(a mōmona le vao, e tapisa le gataifale)”라는 속담15에

서 나타나듯 이것은 봄의 도래를 알려준다. 이 시기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달려 새들이 모여들고, 해안선은 해산물을 수확하는 사람들로 소란스럽

다. 바이팔롤로(Vaipalolo)라고 알려진 폭우와 함께 우기도 시작된다.

7월 팔롤로 무아 (Palolo mua) 팔롤로의 첫번째 조짐

8월
토 팔롤로, 팔롤로 물리

(Toe palolo, Palolo muli)
팔롤로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시기

9월 물리파 (Mulifā) 육지재배의 마지막 시기

10월
레파노가, 로투아가

(Lefanoga, Lotuaga)

신에게 비를 기원하는 특별한 기도

의 이름에서 가져옴. 팔롤로는 보름

달(malupeaūa)이 뜬 후 7일째 아

침(새벽)에 떠오른다. “첫 번째 방

문”이 있고(asi le palolo) 다음 두 

번의 아침마다 방문이 이어진다.

11월
타우마파무아, 타갈로아타우

(Taumafamua, Tagaloata'u)

첫 번째 풍요. 물고기와 다른 식량

이 이 시기에 풍부하다. 두 번째 팔

롤로 산란은 11월 보름달의 마지막 

밤으로부터 7일째 일어난다.

14 Lefale, Penehuro, NIWA, Water & Atmosphere 11(2) 2003

https://niwa.co.nz/sites/niwa.co.nz/files/import/attachments/samoa.pdf

15   이 속담은 2011년 토파 아가필리 투이톨로바아(Tōfā Agafili Tuitolova’a)가 저자에

게 알려주었고, 그는 이 표현이 원래의 속담 “a mafua le vao matua, e mafua fo’i le 
gataifale(숲에 과일이 가득하면 바다에도 물고기가 가득하다)”에서 나왔다고 주장했

다. 투이톨로바아(Tuitolova’a)의 버전은 수수께끼 같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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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롤로를 잡는 사람들은 보통 향기 나는 꽃과 잎인 모소오이(moso‘oi 

(카난지움 오도라툼(Canangium odoratum)), 라가알리(lagaali (아글라

이아Aglaia)), 또는 라우마일레(laumaile (알릭시아Alyxia))로 만든 화관

을 쓴다. 이것은 사람과 자연이 주는 풍요 사이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경

험적 증거로서, 팔롤로 수확이 저조해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이 문화적 

풍습에 참여함을 보여준다. 몇몇 사람들이 저자에게 말해준 또 다른 이유

는 팔롤로가 판매되어서는 안 되고 무료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투푸가는 자연환경과 사모아인의 생활방식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

를 제공한다. 팔롤로 잡이를 위한 파오파오 제작의 기록화는 고화질 영

상과 이미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록을 사용해 티아파파타 아트센

터(Tiapapata Art Centre Inc.)16는 데니사 마나스코바(Ms. Denisa 

Maňásková)와 함께 시청각 창조성을 강조한 짧은 영상과 인터뷰를 포

함한 좀 더 긴 두 가지 교육 영상을 제작할 것을 계획했다. 이 주제에 관

한 포토 에세이도 티아파파타 아트센터에 의해 발행될 예정이다. 이 기록

을 통해 파오파오 제작과 팔롤로 낚시 관련 무형유산이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되길 희망한다.

사진 1.   2014년 10월 새벽녘에 Lesale Laufale Fa'anè가 팔롤로를 잡고 있다. 그는 

꽃목걸이를 한 채 그물이 달린 테니스 라켓 프레임을 사용해 진귀한 별미를 

잡고 있다.

16   티아파파타 아트센터(Tiapapata Art Center Inc.)는 전통 및 현대 공예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 사모아에 설립된 자선기금이다. 본고의 저자는 이곳의 신탁관리인이다.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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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태평양의 캐비어로 알려진 희귀한 해산물 별미인 팔롤로는 1년에 겨우 두 번 

나온다.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별도 명시되지 않은 한 저자에게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