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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is transnational in nature. It is necessary to spread the perception 

that ICH transcends geographical spaces and national borders, creating dynamic relations, 

connectedness, and continuity, which is why it is a timeless bearer of cultural diversity, the foundation 

of the heritage of humanity. However, as the modern structure of nation-state determines the 

boundaries of culture with national borders, forming the concept of "culture within the country", 

subsequently led to the perception that the ownership of culture belongs to the state.

The concept of exclusive ownership of culture is often controversial in the UNESCO listing process, 

particularly in instances where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domains have been shared for a long 

time by two or more nation-states. Such conflicts lead to excessive competition for nomination, 

overshadowing UNESCO's fundamental purpose of contributing to peace and security in the world 

by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nations, as well as the very spirit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promo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in the safeguarding of ICH as a matter of general interest to humanity.

Consequently, UNESCO encourages multinational inscriptions of sha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safeguarding activities, preventing conflicts among 

countries and coping with already existing ones. By emphasizing joint nominations of shared ICH, 

UNESCO revised its implementation guidelines three times to deal with conflicts between countries 

due to the cultural property rights. In addition,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develop networks 

among relevant communities, experts, professional centres, and research institut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ir ICH, to cooperate at the sub-regional and regional levels.

At the 13t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ld in the Republic of Mauritius in November 2018,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was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s the first joint designation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Korea. This milestone in the life of 

the Convention demonstrates that ICH contributes to the peace-building, reconcilia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among peoples. Indeed, only when acknowledging that shared cultural 

values are empowering characteristics of ICH, the true perspective of the unifying agent of the cultural 

diversity can be acheived, and that it is the cornerstone of reaching peace among nations.

Countri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are deeply connected by a long history of interactions, exchanges, 

flows of people, goods, and ideas that have shaped shared values, practices, and traditions. Having a 

balanced view, advocating for cultural diversity, and recognizing the commonalities among individuals, 

communities, and countries as a strength are virtuous tenets in the present time.

In this regard, APHEN-ICH Secretariat, ICHCAP, and UNESCO Bangkok Office are inviting the 

APHEN-ICH member institutes and public to this seminar under the theme of Diversity and 

Distinctiveness: Looking into the Shared ICH in the Asia-Pacific, to re-assess that while fragi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n important factor in maintaining cultural diversity, connecting bounds, 

and enhancing international dialogue and peace.

Background 02



8      3rd APHEN-ICH International Seminar

3rd APHEN-ICH International Seminar
Concept Note

Online Seminar Programme 03

February 18 (Thu), 15:00-17:00, KST

Keynote 

presentation

Comonalities and Diversity of Asia-Pacif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Asian Values and Safeguarding Strategies of Lacquer Crafts

- BAE, Ki-dong (Professor emeritus, Hanyang University)

Session 1

Moderator: CHOI, Gongho 

(Professor, 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udies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Presentation 1
Historical Change of Korean Lacquerware and Najeon Craft

- LEE, Jaeho (National Museum of Korea , Art Department Curator)

Presentation 2

Urushi Lacquer in Japan: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Current State of Urushi Production

-  Yuji Yonehara (Director, Center for Innovation in Traditional industries, Kyoto 

Seika University)

Presentation 3

Vietnam Lacquer Painting – A Link Between Oriental Lacquer Crafts 

Tradition and Western Plastic Art Value

-  Trieu Khanh Tien (Deputy Dean of Painting Faculty, Vietnam University of Fine 

Arts)

Presentation 4
Myanmar Laquerware and Its Prospects

- Kyaw Swe Nyunt (Professor, History Department, Mandalay University)

Presentation 5

Maldives’ Laquer and Its Prospects 

-  Zaha Ahmed (Architect, National Centre for Cultural Heritage at Ministry of Arts 

Culture & Heritage)

-  Abdul Matheen Abdul Rheem (Lacquer craftsman)

Q&A

Keynote Presentation and Session 1
Asia’s Shared Heritage accros Borders - Lacq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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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9 (Fri), 15:00-17:00, KST

Keynote 

presentation

Shared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focusing on UNESCO 

multinational inscription 

-  Nguyen, Thi Hien (Vice Director, Viet 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Session 1
Moderator: Alicia P. Magos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Visayas)

Presentation 1
Foods, Roots and Routes: Gendering Memory in the Age of Displacement

- Khatharya Um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esentation 2

Shared heritage of India and Pakistan: A case of Gujhart and Ajrakh

-  Aanchal Mehta, Jyoti Shukla, Teena Dhabale (Centre for Heritage Management, 

Ahmedabad University, India)

Presentation 3

Human-Anito-Nature Relationship: Indigenous/Local Knowledge, 

Anit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Bobby dG. Lopez (L.P.T., MAEd. Bulacan State University, Philippines)

Presentation 4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printing skills in East Asia

- KIM, Bang Ul (Research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Presentation 5

Sharing, Sustaining, and Safeguarding to the ICH of East Asian Seasonal 

Festival

- Xiao Fang, Huo Wen, Xu Qian (Beijing Normal University)

Q&A

Keynote Presentation and Session 2
Diversity and the Unifying Values of ICH - Shared Heritage and Its Safeguarding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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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of Participants 04

Session 1

BAE, Ki-dong (Keynote speaker) teaches cultural anthropology at 

Hanyang University. Receiv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in anthropology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e is currently 

serving as chairman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for the Asia-Pacific 

region and vice-chairman of Blue Shield International. He is also the vice-

chairman of the cultural division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the head of the Institute of East Asian Archaeology.

CHOI, Gongho (Moderator)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rt 

History Association, the general director of th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and an advisory committee member of the Blue House/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e is currently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udies at 

Korea National Univesity of Cultural Heritage.

LEE, Jaeho is a researcher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his 

research focuses on Korean paintings. He has published several research 

papers on Korean painting. From 2013 to 2016, he also worked as a 

researcher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urrently, he is working on his Ph.D.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Yuji Yonehara is a Director of the Center for Innovation in Traditional 

Industries at Kyoto Seika University. Also, he is a Kyoto-based writer and 

journalist specializing in the field of craft. His publications include Kyoto 

Shokunin – Takumi no Tenohira "Kyoto Artisans: The Palms of the Masters" 

and The Emperor Higashiyama's Enthronement Ceremony in the Edo 

Period, and Its 1/4 Siz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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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l Matheen Abdul Raheem is a lacquer work craftsman from the 

island of Baa Thulhaadhoo in Maldives. He has been doing this for around 

15 years and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experienced and skillful men 

to be in this work. He is a competent craftsman and has won several 

prizes in recognition of his work.

Trieu Khanh Tien is a Deputy Dean of the Painting Department at 

Vietnam University of Fine Arts. He has participated in large international 

exhibition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Vietnam, Sweden, and Japan. 

Also, he has participated in various academic symposiums related to 

lacquer in Asia. He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from Hanoi University of 

Fine Arts, a Master’s degree from the Vietnam University of Fine Arts, and a 

doctoral degree from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Kyaw Swe Nyunt is a history professor at Mandalay University and 

Myanmar ICH Scholars Organization’s member. He has published many 

research papers and report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He received his degrees from Mandalay University. 

His distinguished publication includes "An Anthropology of Papers on 

Northern Myanmar" and "Chronology of Kachin State".

Zaha Ahmed is working in the National Centre for Cultural Heritage and 

currently heads the Heritage section ensuring the safeguarding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Maldives. She has been involved in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Maldives for over 10 years. 

At present, she is leading the project to inscribe the Coral Stone Mosques 

of the Maldive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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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Thi Hien Nguyen (Keynote speaker) is a senior researcher and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t the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She served as a member of 

UNESCO's evaluation committee from 2012 to 2014 and 2017 to 2020. 

She received her degree in Russian literature at Oriol University in Russia. 

She earned her Ph.D. in religious studies from Indiana University. Also, she 

worked as a pre-postdoctoral fellow at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AMNH) in New York City from 2002 to 2003 and postdoctoral 

fellow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from 2003 to 2004. 

Alicia P. Magos (Moderator) is a socio-cultural anthropologist. She 

has worked as a professor for more than forty years at the University of 

Philippines Visayas. She also served as Director of the Center for West 

Visayan Studies (CWVS). She was also one of the 10 Team Leaders who 

won in the UNESCO research "Learning from Life" in 1994 and awarded 

by UNESCO headquarter. Currently, she is working on video and CD 

projects with two government agencies.

Khatharya Um is a political scientist, Associat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he is also a core faculty of the Centr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and the Global Studies Program at Berkeley 

and co-founder of the Critical Refugee Studies Collective. She received her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ere 

she was also the Chancellor's Distinguished Postdoctoral Fellow. Her 

research and publications center on Sou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n 

diaspora, migration, and comparative genocide with a focus on the politics 

of memory.

Aanchal Mehta is an architect with a Master's degree in Heritage 

Management from Ahmedabad University. She has experiences in the 

conservation and revitalization of built heritage. Her research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indigenous pastoralist community of Banni grasslands 

of Kutch for inventor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part of her research 

and work, she has documented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and 

examined crossborder intercultural relationships. Moreover, integration of 

creative and cultural sectors in development strategies of urban areas is 

the interest of her research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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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oti Shukla received her Bachelor's in History from the University of 

Delhi and a Master's degree in Heritage Management from Ahmedabad 

University. As part of her exchange program in Germany, she has worked 

with refugees. Her research area includes Indian crafts, textiles, heritage 

management, and ICH integration in school education.

Teena Dhabale received her Bachelor's in Architecture from Ideas Institute 

of Design Education and Architecture Studies and Master's degree in 

Heritage Management from Ahmedabad University. As a professional 

architect and heritage enthusiast, she is interested in India's vernacular 

architecture, traditional art, and craft. Her research work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interests mentioned above.

Bobby dG. Lopez graduate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His research interest and publications primarily focus on 

Philippine's history, culture, society, and gender. He advocates for the use 

of the national language and indigenization of discourses in social sciences, 

promotion of gender equity and equality, and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Besides his research, he has engaged in writing historical/

cultural books and helped local communities to become more self-reliant.

KIM, Bang Ul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in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from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and 

his Ph.D. in Buddhist Literature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e 

previously worked as a researcher at the Jangseogak, National Historical 

Data Center. Currently, he is working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s Institute of Korea Philosophy to develop a digital archive 

for "Morality Dispute" (심설논쟁) of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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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o Fang is Head of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nd Folklore at 

Beijing Normal University. He is currently serving as a Vice President of the 

Chinese Folklore Socie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historical folklore, 

folk culture history, seasonal festivals, and ritual folklore. 

Huo Wen is a Ph.D. student of the Faculty of Folklore, School of Sociology, 

Beijing Normal University. She received M.A. in Fine Arts.

Xu Qian is a Ph.D. student of Faculty of Folklore, School of Sociology, 

Beijing Normal University. She received M.A. in Folk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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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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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presentation

The Commonality and Diversity:
For the Asian Values of Lacquer Crafts Culture
and Its Safeguarding Strategies

BAE, Ki-dong

(Professor Emeritus,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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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atters on modern significance of intangible heritage and its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is living cultural heritage which can express human’s wisdom and sensibility 

intactly by this time. Even though some of them already disappeared, are about to disappear 

and would disappear not before long, there still remain many of them in our thoughts and 

experiences. Such heritage is the infinite future resources and traces of the past that human 

can enjoy in this digital era. The traditional cultures can play a more important role for us in 

feeling human’s emotions and humanity in the digital era because they contain old human’s 

memories, and can be an economic means as well. These intangible heritages, in essence, 

may have the same function even though their forms are different. In particular, we can see 

that certain cultures spread to neighboring regions, which led to the creation of a new form of 

culture in a community that accepted them. This process is important as an asset for sharing 

humanity and at the same time becomes a meaningful source for each community to have its 

cultural identity as an expression of diversity of human thought.

Therefore, how to preserve the shared or coexisting intangible heritage among cultural 

communities is a key topic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oday. Meantime, there have been some 

cases in which even though they are the same kind of heritage, certain heritages in some 

areas were inscribed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but others were pushed aside, in spite of 

their equally excellent values. In today’s fast-changing society, if culture is neglected even a little 

bit, it will disappear. Then, if it disappears, total amount of culture in that society will eventually 

shrink, which means that the future values will be lost. What is called culture inevitably comes 

to vanish without those who use it, no matter how creative it is. In order to preserve traditional 

heritage that may disappear at any time, it is an essential process to persuade the society, 

develop modern utility and seek for strategic methods, deeply thinking of its future value of 

such heritage.

To preserve the intangible heritage,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favorable environment in which 

communities with such technological culture can keep working on new creative works. For this, 

each society has to make continuous efforts in cooperation with communities not to wither this 

heritage away. These efforts are important not only in terms of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 but 

also as cultural resource to form sustainability for a society in the digital era. Here, we should 

pay keen attentions to preventing such intangible heritage from being fossilized, remaining fixed 

cultural system and eventually being eliminated. Intangible heritage should exist as one culture, 

but its way of expression should adapt to the senses and demands of a new generation by 

constantly making creative transformation. By doing so, the original form can be also preserved 

The Commonality and Diversity:
For the Asian Values of Lacquer Crafts Culture
and Its Safeguarding Strategies

BAE, Ki-dong (Professor Emeritus,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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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art of diversity. In other words, the practical benefit based on tradition is a prerequisite for 

the transmission through generations. I think that making such efforts for this is the spirit of the 

World Intangible Heritage system.

The continuity and uniqueness of intangible cul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Asia-Pacific region is comprised of various countries with various cultures, which may have 

resulted from various geographical environments.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difference 

despite of geographical continuity, we can see that cultures in Asia are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true that human movements and cultural flows 

have been ceaselessly taken place for the last 10,000 years in the Asia-Pacific region, because 

of which there are many shared cultures in neighboring areas. Especially, residents connected 

by transportation routes in these areas contacted each other frequently and, as a result of it, 

they had often common culture. Therefore, in these two aspec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this region can be a very informative model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The cultures show their commonality or continuity and, at the same 

time, different forms and meanings although they appear even the same. This appear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can become not only an important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universality and regional uniqueness of human cultures but also great 

advantages in seeking for ways of preservation. Additionally, traditional culture can play a key 

role in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communities.

Many traditional cultures in Asia have been disappeared due to the rapid social development 

today, but indigenous cultures in many areas in Asia still are better preserved than those 

of advanced countries of the West. In today’s rapidly changing society, provided that each 

coun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tries to actively find methods to preserve i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could not only maintain cultural diversity but 

also greatly contribute to the stability and peace in this region a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ources for the society. Within the region, there are some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to have made long and great deal of efforts for preservation of intangible heritage while 

other countries just get started to put forth their efforts into intangible heritage preservation or 

still to neglect it. So, th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se countries in the region can make 

its utility value as universal heritage in modern society enlarged. It is expected that the lacquer 

culture in the region can be a good practice to establish suc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eservation strategies. Because it is widely prevalent in the region and each country has its 

own unique features at the same time.

The history and regional diversity of lacquer cul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Chilgi(lacquerware in Korean)’ is a craft as a living art not seen in Western society. Lacquer 

has been produced and used constantly in various parts of Asia since ancient times.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to represent the universality of Asian culture. 

It should be assumed that its history probably began in Neolithic period. Since human began 

to settle down in southern China, India and Southeastern Asia where lacquer trees flour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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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ould have understood the characteristics of lacquer trees and devised methods to use it. 

Considering various functional features of lacquerware such as durability, artistry as sculpture, 

moisture-resistance and absorption, and anti-bacteriality, it could have been most effectively 

used in prehistoric life, and by the time the sculpturesque characteristics of lacquer began 

to be emphasized, its artistry to be made with reflected lights would have been added to 

lacquerware in earnest. Of course, it is true that today, the value of lacquer as living art, which 

are expressed on the objects such as furniture or tablewares, increases much more.

It is thought that people in the Neolithic Age has been interested in using Otchil(lacquer 

or lacquer coating in Korean)1) as they began to settle down in the area where lacquer 

trees(Toxicodendrum vernicifluua, or Rhus vernicifuua STOKES2)) grew up natively. It was 

because information on native plants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was 

closely related to survivals of those who managed their livelihood by farming and gathering. It 

was general adaptation process for prehistoric human to explore the resources continuously 

in surrounding environment to obtain food ingredients and medical materials or necessities for 

living. That is why the traces of using lacquer from the Neolithic Age can be found. In Japan, 

the evidences of using lacquer remain in the site of Jomong pottery period 10,000 years ago.3) 

Those traces of using lacquer may remain in other regions as well. The relics and records on 

lacquerware remain a lot in China. It is confirmed to have used lacquerware since the Neolithic 

Age in China, too. The lacquer objects such as a lacquer bowl unearthed from the site of 

Hemudu culture (c. 5,000BCE) in Zhejiang Province and a colored lacquer cup excavated from 

the site in Tuanjiecun(團結村), Wujiang(吳江) in Jiangsu Province are thought to be the earliest 

lacquerwares in Asia. They dated back to 6,000-7,000 years ago. According to records by Han 

Feizi(韓非子)4), the emperor Sun ordered to ‘use vessels for rites lacquered with black outside 

and red inside’. Through this record, it can be thought that lacquerware has been developed 

along with Chinese history. The lacquerware produced in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Warring States Period was highlighted as an artwork to show the essence of ancient Chinese 

culture. The lacquer culture has noticeably developed in Han Dynasty and lacuqerware was 

of wide use with various purposes, which is evidenced by lots of gorgeous lacquer objects 

made in that period. Lacquer was used to decorate the vessels for rites as well as musical 

instruments, weapons or chariots and its accessories. In addition, it is identified that various 

techniques already began to be used, which was testified by archaeological artifacts.

The various decorations and patterns on those artifacts show the high level of artistic 

achievements and drawings on some artifacts also portray life styles of the time. Looking at a 

detailed list of names of people who took part in the production process, we can find out that 

the process of its production itself was very complicated and required many techniques and 

lots of skilled labors. In ancient times, lacquerware was a high-end product to pay more than 

half of the salary of a high officer to buy a single bowl, even today it is still a luxury product.5)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lacquerware was produced with high technique and artistic 

senses and used mainly by the upper class. 

This ancient Chinese lacquer technique was dissemina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ously spread to Japan and Southeast Asia. However, in this process of spread, new 

and unique techniques were developed in different ways by combining traditional techniques 

in each region. This different development process can be said to result from the difference 

of cultural traditions and materials in each region. However, lacquerware in Southeast Asia 

appears to have been originated from China because cinnabar imported from China was used 

for lacquerware. Therefore, it is highly possible that it was introduced by the Thai people in 

1  ‘Lacquer’ is commonly called 

in English. This word comes 

from Sanskrit which means 

"many" or "infinite".

2  From this tree, the sap called 

urushiol is tapped, which 

is the lacquer. It is a type 

of poisonous oak tree with 

broad-leaf native to mid-

southern China,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east Asia.

3  Yong-joon Jang. 2019. 

“Lacquer and lacquer tree, 

and lacquer crafts”, in Ancient 

color, Lacquer, Gimhae 

National Museum. Recitated 

from the book published by 

Japan National Museum of 

History and Folklore in 2017.

4  Han Feizi, A Classic on the 

imperial studies and the rule 

of law, translated by Kim, 

Won-joong, 2016.

5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Shiji), Ranked 

Biograp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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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ngxi or Guizhou in southwestern China through their migrations, which is assumed to be 

probably around the 13th century.

It is known that, in South east Asia, while lacquerwork in Vietnam seems to have started 

through the exchanges with China early, in Thailand, lacquerware was produced in northern 

mountainous area earlier on by the influence of China, and later it was spread to Myanmar in 

around the 16th century.6) Many colorful lacquerwares were produced in South east Asia and 

especially, in Thailand, special production technique called Lai lot nam was developed and 

disseminated to the neighboring areas. Today, there are many cases that lacquer products 

with traditional colors of each country are sold as a souvenir and it often becomes a local 

economic resources for living. Looking into the lacquer traditions in China, Korea and Japan 

in East Asia, each country has obviously formed its own unique lacquer culture, combining 

their own traditional techniques with techniques from China. In case of China, as generations 

went by, ‘Qidiao(漆雕)’ called ‘Tihongqi(剔紅漆, a kind of Qidiao colored in red)’, carving on the 

thick lacquer coating, was created; in Japan, ‘Maki-e(蒔繪)’, decorated with lacquer drawings, 

formed the mainstream. On the other hand, in Korea, lacquer seems to have begun to be 

used from Bronze Age on but it is believed to have been used quite earlier than that. Through 

Lelang Commandery, higly advanced Chinese lacquerware was introduced7) and since then, 

lacquerware has come into wide use in ancient society. This fact is confirmed by burial goods 

excavated from ancient tombs. In Goyeo Dynasty, Najeonchilgi(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

of-pearl) decorated with shells was produced distinctively from others, which indicates that 

even in the same lacquer culture, it has been developed in different artistic senses in each 

period.8) Lacquer crafts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visibly in each region and period. 

The potential function of lacquer crafts and its future through the technique fusion

Lacquer must be a very mysterious material. Lacquer crafts is a comprehensive culturecreated 

by the science and art. An example of a scientific aspect is the mummy of a woman9) 

excavated from Mawangdui in Hunan Province, China, which was preserved in a lacquer coffin 

and its body was discovered with non-decay at all. Even it was reported that when giving 

an injection in it, the injection liquid flowing through blood vessel was examined. Lacquer 

seems to have carried out a special function for preserving the organic components. This 

example testifies to the insect-proof and antibiotic effectiveness of lacquer. Even in Korea 

where few of organic components is left, lacquered relics unearthed from ancient historic sites, 

representatively such as tombs in Lelang Commandery, Royal Tomb of King Muryeong, and 

the Hwangnamdaechong, eloquently show us the essence of the lacquer culture. Up to now, 

mainly the artistic aspect of lacquer has received lots of attentions but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good chance as well to develop lacquer for various purposes in the future because of its 

potential scientific functions. Lacquer is known to have many potential functions enough to be 

commonly called a mysterious material,10) and it is also expected to still remain unreproduced in 

many parts of it. In addition to moisture proof or moisture preservation functions, it is suggested 

that lacquer function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iseases caused by microorganism 

or electromagnetic waves in the modernized spaces. Donguibogam, an ancient medical 

book of Korea, also mentioned many medical books describing pharmacological actions of 

lacquer. Justly, its efficay has to be verified through continuous experiments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o be confirm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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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potentiality of lacquer is the complexity of techniques. The process of applying the 

lacquer is divided into many technical steps and in each step, relevant artisan groups are 

placed. Such traditions can be found in ancient records, too.11) Given that there are various 

materials and techniques applied to each production step and such techniques are differently 

used in each country, lacquer culture can be highly evaluated to have global values. In this 

point, each technique itself is worth being preserved and develop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s a basic traditional heritage that can create a new culture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techniques. On the other hand, as already mentioned above that the lacquer 

technology has wide range of applications, it can be also applied to various objects by 

combining with almost all kinds of materials dealt with by human. In addition, it raises the 

durability of objects, the effectiveness of use and artistic values innovatively. Such features 

increase the potential values of lacquer.

Since ancient times, lacquer has been applied to all materials, ranging from organic materials 

such as paper, straws, thread, wood to iron, bronze, porcelain, earthenware and so forth. 

It can be also used to coat not simply bowls but also stationery, furniture, carriage, musical 

instruments and even houses. That is why lacquer is regarded as versatile technology that can 

be applied to every object for daily life.12) Lacquer crafts has been developed by the techniques 

mixed with various other technological cultures together and these combinations are presented 

differently depending on regions, countries, groups and individuals. Therefore it has great 

expandibility of new combinations.

Additional great potential value of lacquer is to be grafted onto contemporary art. Not only the 

craftsmanship of each production process but also the reflective colors and lights of lacquer 

are very distinctive and artistic. It is thought that lacquer can be developed into modern art as 

a new genre. The colorful and delicate glows of lacquer arouse profound emotions, creating 

very unique colors and texture in expressions of modern art in that they have depth of lights 

and high chroma. Therefore, it can grow to another genre of modern art different from various 

motifs or expressions applied to ancient lacquerware. It can be also a practical artworks 

for residential spaces in the modern urban life because, as mentioned above, it has many 

merits in aspect of practical science. This attempt has already started,13) and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of lacquer as a new art genre will become a way to realize the potential value of 

lacquer crafts as intangible heritage. If the lacquer crafts, called differently such as Daqi(大漆) 

in Chinese, urushi(漆,うるし) in Japanese, San Mai in Vietnamese and Otchil(옻칠) in Korean, is 

broadened to the domain of modern art in earnest, its marketability would be greatly increased.

Lacquer crafts is processed by diverse groups of artisans stage by stage and requires many 

labors as a considerable time-consuming work. So, it can create employment. It is also 

expected that its techniques can become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high future value 

because it can create various demands ranging from objects for everyday life to art work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It is the most important to establish the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our lives through 

creatively applying technology of intangible heritage to our everyday life, not to preserve it 

as it is. Actually, it is the lacquer crafts among many fields of crafts that is actively used as a 

sustainable way for communities in each country, because it is still highly practical even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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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it is thought that relevant individual community is greatly interested in this crafts. Looking 

into how to use lacquer crafts in Asian countries, it can be seen that each country uses it as a 

sustainable strategy for local economy, nationally protecting the groups of lacquer craftsmen 

and allowing individual community to use it as tourism resources. However, by and large, it is 

more common to preserve what has been originally handed down rather than to make creative 

use of ancient techniques. In this aspect, it is desirable to develop and establish strategical 

measures for its creative use so that each practitioner group of lacquer crafts can implement. 

As mentioned before, lacquer crafts has various techniques in each step, because of which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corresponding to the respective techniques, materials and 

purposes and make it publicly available. This approach will hopefully contribute to building the 

sustainable society as the international task because lacquer crafts can create lots of relevant 

jobs in the digital era in the future. Also, it is hoped that the development as an art genre as 

well as technological expansion, can enlarge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o various fields as 

practical art widely.

However, there are two problems in developing such practicality. They are the technical and 

economic gap between countries, so it is not easy to research and develop it unless these 

techniques can be of great use in actual life. In fact, in Korea, there is a precedent that a 

municipality has failed to operate a lacquer tree farm, which may be the matters of laborers’s 

skills and lack of long-term strategy.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countries where still have 

many traditional cultures, it dose not seem to be easy to develop new, creative and future-

oriented designs or expand its practicality through scientific analysis.

Thus, if Asian countries can establish the strategical plans for lacquer crafts through mutual 

cooperation and joint development, lacquer crafts as a common intangible heritage could 

greatly contribute to future society in Asia. Lacquer handicrafts were the most precious objects 

in ancient and medieval times and each country has developed high quality techniques and 

holds many beautiful masterpieces of art. Even today, each country has made great efforts for 

safeguarding lacquer crafts and has been continuously establishing strategies. Korea has also 

labored over developing strategies for global expansion of lacquer technology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a long time.14)

In such a situ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unconditionally between 

Asian countries as the task of preservation and creative development of lacquer crafts in the 

future. In that the indigenous cultural characteristics of mysterious and colorful lacquer crafts 

enable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both Asia and the West, it is thought that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lacquer culture in national level and at the 

same time seeking for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could be a way to sustain 

this ancient mysterious crafts.

Lacquer crafts, cultural excellency and diversity

The lacquer crafts shared in Asia has formed unique traditional culture by countries according 

to its diversity of technical processes and expressions. Lacquer crafts is the one type of crafts 

but its diversity results from its technically intricate production processes as well as outstanding 

artistry. A Chinese expressed Najeonchilgi as "Semilgagwi(細密可貴, sophisticated enough 

to say to be very precious)" after seeing the Najeonchigi made in Medieval times in Korea.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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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probably because Najeonchigi contained the high spirit and technology enough to say 

so. Lacquer has universality as Asian indigenous culture and, in another aspect, it represents 

cultural diversity very well because its style and techniques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Lacquer crafts has been regarded as the best crafts art since ancient times and even 

in modern times because it has high value with its complexity of techniques and high-degree of 

artistry. 

However, it is very common in human cultural history that unused cultures were easily culled 

and fossilized. Culture is accumulated and newly changed through convergence. If its utility is 

not modernized, it is natural to disappear. It is a really difficult task to revitalize disappearing or 

disappeared intangible culture. Fortunately, lacquer techniques and art have still its practicality 

and artistic values as well as infinite development possibility, so it is thought that it could 

become promising technology and a genre of art to thrive vigorously if there are attentions of 

every sector in a society on it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it.

In the past, lacquer crafts may hav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society as 

a kind of profession which many people engaged in, as there has been continuous demands 

for lacquer crafts as high-end culture from the upper class. Also in Korea, in the past, 12 

workshops in Tongyeong15) used to prepare funds for workshop operation by managing the 

groups of lacquer professionals. As lacquerware, socially receiving high praise with its artistic 

value and practicality, got treated preciously, the continuous demands for it played a certain 

degree of role in creating economic flows in the region. If such a value circulation system is 

restored in modern society, lacquer crafts could play a greater role definitely in forming the 

foothold for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Also its range of application is unlimitedly wide. 

Further, considering its potential practicality, it is expected to be economically highly useful in 

modern society as well.

Thus, if Asian countries cooperate to enlarge cultural diversity and to increase practicality 

creatively in modern times, lacquer craft can be transmitted as Asian intangible heritage 

permanently. Such development may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 World Intangible Heritage 

system exists.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durability or increase artistry through the converged 

technical development, modern and new designs and application of ancient lacquer techniques 

to various modern objects. In order to achieve such things, it is also critical to buil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establishing cooperative strategies and implementing them. If various plans, 

for instances organizing international exhibitions of modern lacquer art and an international 

expo of lacquer culture or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enter for lacquer information exchange, 

are designed, it would be contributory to not only wide use of lacquerware but also awareness-

raising of artistic values and practicality of lacquerware for people with high purchasing power 

in developed countries and play a role as a permanent way in preserving lacquer culture.

Lacquer crafts, the icon of Asian cultural community

Today’s society is called global society where, in fact, the common language is economy. 

Making better-off country is all countries’ highest concern. Accordingly, in the globalized, 

modern digital society, every country has checked and competed fiercely with each other, while 

information and migration have been enlarged. In this globalizing situation, developing common 

cultural language can be the seed for regional security and peace. Music like K-pop, film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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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p opera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even without any 

words. That shared culture helps to form the bond of sympathy beyond borders. In Asia, the 

continuity of lacquer culture and its regional diversity as the results of cultural behaviors with 

long history can become a common intangible heritage which can bring cultural sympathy and 

resonance among the public. If the preservation and use of this culture are strategically carried 

out to make the world enjoy it, lacquer culture w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spiritual 

bond as well as social prosperity as an icon of Asian culture.

From the art book, ‘2000 years of Korean lacquerware’(1989)
Distribution oflacquer trees in Asia and the areas of lacque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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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Human has made great progress beyond the speed of biological evolution by using tools. 

First, human used stones and wood as tools for hunting and gathering, and then invented 

earth-baked earthenware such as bowls for food, appropriate to farming life. The defects of 

woodenware and earthenware, however, were obvious. It was not able to contain liquid due to 

their moisture absorbency, and easily damaged. Earthenware has evolved into glazed ceramic 

but it required a high-tech kiln with high temperature, accompanied by a technology for metal 

refining as a key prerequisite. In East Asia, moisture proof and insect proof techniques to coat 

objects were invented much earlier. That is lacquer technique.

Production process of lacquer is delicate and complicated such as handling lacquer sap 

at the risk of skin disease, creating hot and humid environment for hardening process, etc. 

Nevertheless, in East Asia, people have used lacquer technique in many regions from the 

Neolithic Age, knowing its merits earlier on. Lacquer was used for adhesive and surface 

protection of leather, earthenware, ceramics and metalware. In particular, it has been inextricably 

linked to wooden objects. Whereas in West Asia and Europe various varnishes mixed with 

dry oil and resin has been used, in East Asia lacquer was used as a basic varnish in common. 

That shows that lacquer is great material and technique to represent the commonality of Asian 

culture.1) This article aims to briefly look into the origin of lacquer technique in Northeast Asia 

and share the information on it and its current status of transmission.

2. The Origin of Lacquer Technique and Ancient Lacquer Crafts in Korea

1) The origin of lacquer technique in Northeast Asia

The technique of collecting sap of lacquer trees(Toxicodendron vernicifluum) and spreading 

the lacquer on the surface of an object to form a coating layer got already started in the 

Neolithic Age. There are over 200 species of lacquer trees from tropical region to temperate 

climate region, out of which 6 species, namely, Rhus verniciflua STOKES, Toxicodendron 

trichocarpum, Toxicodendron succedaneum, Toxicodendron sylvestre, Toxicodendron orientale 

and Rhus chinensis are native to Korea.2) The species for lacquer tapping is different depending 

on regions. In Northeast Asia the lacquer sap is tapped mainly from Rhus verniciflua STOKES 

and in Southeast Asia, mainly from Toxicodendron succedaneum. The lacquer technique has 

developed natively in each country of Asia.

History and Transmission
of Korean Lacquer Crafts

Lee, Jae-ho (Curator, Department of Art,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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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quered artifacts such as a container of lacquer, a red-colored lacquer bowl and hoe were 

excavated from the ruins of around 5,000BCE in Hemudu, Zhejiang Province in China, which 

revealed that lacquer was used both as a paint and an adhesive. Given that full-fledged 

lacquerware was unearthed from the earliest farming site in China, the origin of lacquer can be 

dated back to prior to that time. At the Kakinoshima ruins, Hokkaido in Japan, pottery painted 

with mixture of lacquer and iron oxide pigment made in around 7,000BCE was excavated 

and at Toryhama shell mound off the coast Mikata Lake in Fukui Prefecture, lacquerware 

was also uncovered, such as wooden comb decorated with red lacquer made in around 

4,500BCE.3) The assumption that lacquer in Korea has been used since the Neolithic Age was 

also testified by analyzing the component of red colored earthenwares excavated from Sinan 

site in Miryang,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the sites in Nongso-myeon, Geoje.4) On the 

surface of earthenware made in around 3,000BCE, phenolic compound, a main ingredient of 

urushiol, was detected, which evidences that lacquer was used as an adhesive for applying 

pigment. From dolmens built in around 5c BCE–6c BCE, located in Jeoknyang-dong, Yeosu in 

Jeollanam-do Province, a fragment of lacquer was excavated. It is assumed to be painted on 

the wooden sheath of Mandolin-shaped bronze dagger. Such things taken together, lacquer 

culture of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s thought to occur spontaneously from the Neolithic 

Age. Since then, Asian lacquer culture has in earnest developed, influencing interactively in 

historical period.

2) Lacquer crafts before the period of Three Kingoms in Korea

From the sites of Dahori in Changwon and Sinchang-dong in Gwangju, weapons such as 

sheath and handle of Korean-style bronze dagger, vessels for rites such as bowls and plates 

and ceremonial goods were excavated intactly. Those relics are dominated by Moksimchilgi(木

心漆器), a type of lacquerware painted with lacquer directly on the surface of wood base, and 

some of them are Dotaechilgi(陶胎漆器) lacquered on the ceramics and Namtaechilgi(藍胎漆

器) lacquered on the surface of the frame interwoven with strips of bamboo. From the site of 

Sinchang-dong in Gwangju, earthenware for containing lacquer sap, a spatula for lacquer 

application, hemp cloth for rubbing were excavated all together, which tells that the production 

site coincided with use site. In aspect of form and technique, lacquerware excavated from the 

sites of Dahori and Sinchang-dong is different from those in China, which suggests that lacquer 

in Korea has developed natively.5) Considering that the lacquer permeated deeply into the base 

material, low viscosity lacquer seems to have been mainly used in this period.6) Mostly, lacquer 

was applied thinly to wooden material several times without priming coat/ underpainting and 

there also remain many artifacts mainly applying black lacquer and transparent lacquer by turns 

4~5 times.7) As the place for refining lacquer sap by boiling was identified at the site of Gochon-

ri in Gijang, it can be seen that the technique to reduce moisture in raw lacquer sap and to 

refine it into transparent lacquer was already developed from that time.8)

On the other hand, around CE, Chinese lacquerware was imported through Lelang 

Commandery located in Pyeonyang area, where a variety of lacquerware were excavated. 

Among them, Hyupjeochili(夾紵漆器), adding thick lacquer on the fabric frame, is a basic type 

and there are also Moksimjeopi(木心苧被), applying fabric on the wood base, and Namtaechilgi, 

too. Cup with ears, bowls called ‘hap’ and ‘ryeom’ were unearthed as well. Painting inside of 

bowl in red and outside in black is basic decoration technique. Chilhwa(漆畫), a technique for 

drawing with mixture of lacquer and various pigments, and gold leaf technique were also used 

for the decora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layers of lacquer applied to a cup with ears and 

plates housed in National Museum of Korea with a microscope and analyzing their samples, 

a underpainting layer applying the mixture of soil powder, bone powder and wood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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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dentified beneath a red lacquer layer.9) This coincides perfectly with techniques of lacquer 

production in Han Dynasty of China. In Han Dynasty, lots of efforts were put into making the 

surface of base material smooth. So, the process of filling small holes and cracks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and mixtures of various powder such as bone powder, wood 

powder, wild rice powder were properly used for underpainting.10) Although it is hardly to know 

whether those lacquerwares discovered in Lelang area were produced in China, then imported 

into Lelang or produced in the Korean Peninsula by lacquer experts from China, it is evident 

that Chinese lacquer heavily influenced on lacquer in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in Korea.

3) Lacquer crafts in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and the Unified Silla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was an era that enjoyed high quality of lacquer culture, 

combining lacquer tradition inherited since Early Iron Age with lacquer culture of Lelang 

Commandery and newly introduced decorative technique from Tang Dynasty. Silla established 

a central government office called Chiljeon(漆典) and supervised the production of lacquer 

objects under control of royal court. The true lacquer culture of Silla is exemplified in a variety 

of lacquerware excavated from burial mounds such as Hwangnamdaechong Tomb and 

Cheonmachong Tomb, and ruins of royal palace. In Baekje, a plenty of lacquer artifacts were 

also excavated from archaeological sites related to royal family such as pit burial No.5 in 

Seokchon-dong, Tomb of King Muryeon in Gongju, Neungsanri temple ruins in Buyeo and 

ancient mural paintings, which shows that lacquerware was produced in national and royal 

family level in Baekje, too. The situation must be the same in Goguryeo, looking into mural 

paintings in which it was portrayed that upper class used lacquerware in everyday life.

In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like Early Iron Age, basically Moksimchilgi, wood base 

lacquerware, was still dominant but it can be said that the techniques such as placing fabric 

on the wood base and applying a mixture of unrefined lacquer with bone powder and soil 

powder were influenced by Han Dynasty. In case of Baekje, it is confirmed that, on the wooden 

coffin excavated from the Tomb of King Muryeong, 101μm-thick-lacquer layer was applied 

and 160μm-thick-lacquer layer on the foot rest from the same tomb. Fabric was not applied to 

and all of 3 lacquer layers were flat and smooth.11) Soil powder or bone powder was not clearly 

identified, but it is possible that filling up tiny holes and cracks was not probably important 

because the surface of the base was smoothed enough.

In the Unified Silla, using well-refined and highly transparent lacquer revealed the impression 

of black and red colors evidently. In addition, the tendency of technique standardization, 

for instance, applying priming coat more than twice by adjusting the degree of rough 

or fine powder, has emerged.12) Examining Eunpyeonghwahyeongchilgi(flower-shaped 

silver lacquerware using Pyeongtal technique) and lacquer bowls discovered in Anapji, a 

underpainting layer with mixture of relatively coarse bone powder and soil powder was applied 

to the bottom and then additional underpainting with fine bone powder was applied on it once 

more. After that, 2-3 layers were added more. Lastly, it was painted with red color lacquer on it, 

then finished with applying transparent lacquer. The thickness of layers is about 338μm~565μm 

except for a fabric layer. It is much thicker than that of lacquerware made in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The Pyeontal(平脫) technique, pasting pattern plates made of precious metal with 

lacquer, is regarded as the origin of Najeonchilgi(mother-of-pearl lacquerware) in Korea sinc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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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Lacquer and Najeon Crafts of Korea Since the Period of Goryeo

1) Lacquer and Najeon(mother-of-pearl) craft

Although the number of remaining lacquerware produced in Goryeo Dynasty is small, Najeon(螺

鈿, mother-of-pearl) craftsworks such as Gyengham(經函, box for Buddhism scriptures), 

Mojahab(母子盒, a bowl set) remain, from which we can get some senses of technological 

features in Goryeo. In addition, it is recorded that Goryeo came into contact continuously with 

lacquerwares from Song, Liao and Japan through trade.13) During Goryeo Dynasty, Chiljang(漆

匠, lacquer artisans) were subordinated to Jungsangseo(中尙署), an authority responsible for 

supplying royal commodities. Considering such a fact, it can be assumed that high quality 

lacquerware was produced in central workshops, receiving tribute of lacquer sap from chilso(漆

所, local lacquer workshops)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Remaining lacquerware of Goryeo 

Dynasty tells that it was used regularly for daily necessities such as takjan(a cup with stand) and 

religious objects among upper clas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ordinary people may have used 

lacquered woodenware in everyday life but it is rarely proved as relics or records.

In Goryeo, Moksimjeopychilgi, which fabric was layered on the surface of wood base, was 

general. Since moksim(wood base) was too thin to be assembled by nails, the overall strength 

was reinforced by connecting parts using adhesive such as a glue or a fish glue and then 

covering fabrics on it.14) In case of a bowl set,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ts 

total thickness of layers is 523μm and thickness of underpainting mixed with bone powder 

is maximum 380μm. On the underpainting, lacquer is applied by 3 layers. The colored layer 

mixed with cinnabar and orpiment is evidently identified. This layer composition can be said to 

have been more delicately improved based on the techniques passed down from the Unified 

Silla. Najeon Poryusugeummunhyangsang(螺鈿蒲柳水禽文香箱, a perfume box decorated with 

plant and animal motifs) has attracted keen attention for its various decoration techniques. 

Unfortunately, the overall shape of this artwork can be seen only in the black and white 

photograph in the book, Joseon Historic Gobo. Its extremely thin base material was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and it is left in fragments at present. Looking into the fragments, the 

silk fabric was layered after underpainting on the base. Then, mixture of lacquer and bone 

powder was applied on it and transparent lacquer was added 2 or 3 times to give it a polish. 

It was decorated with prepared shell pieces of hawksbill sea turtle or mother-of-pearl on the 

underpainting and gold leaf was applied to the top layer.15) As a result of these complex and 

sophisticated processes, light reflection of patterns must have been colorful according to 

several transparent lacquer layers and also its decorative effectiveness must have been greatly 

delicate.

Najeonchilgi of Goryeo shows fine and elaborate composition of patterns. Xu Shihui(徐兢, 1091-

1153), an envoy of North Song Dynasty to visit Gaegyeong, the capital of Goryeo, in 1123, 

recorded in his book, Seonhwabongsa Goryeodogyeong(宣和奉使高麗圖經), that the technique 

of lacquer application on objects was not that skillful but the technique of Najeon was very 

exquisite and precious.16) This record tells that although the technique of applying lacquer of 

Goryeo was inferior to that of the Song Dynasty, the decorative technique with mother-of-

pearl was excellent and delicate. It can be said that the sophistication of Najeon techniques 

reached to the highest quality level even though Goryeo was not good at the lacquer carving 

techniques that were popular in contemporary China.17) The Najeonchilgi of Goryeo is 

characterized as forming the whole patterns by cutting each component of patterns in small 

pieces and combining them. On the basis of foliage patterns, flower motifs such as lotus, 

chrysanthemum, peony, etc, composed decorative designs. The size of each pattern unit is 

less than 1cm and the smallest one is only 2~3mm. Cutting avalon shells into such a smal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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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highly advanced hand skill even in an era when there were no tools for crafting such 

as a wire saw.18) Najeon artisans in Goryeo achieved elegant and decorative features in lacquer 

crafts, using mother-of-pearl shell, bronze wire, etc together. During Goyreo under Yuan 

Dynasty, it was recorded that Goyreo temporarily established an office in complete charge of 

producing Najeonchilgi boxes for Buddhist scripture, as Empress of Yuan Dynasty requested 

Najeon lacquer boxes for Buddhist scriptures.19) Today, about 10 pieces of the boxes of Najeon 

scriptures remaining in the world can be also related to this request.

2) Lacquer and Najeon crafts in Joseon

In Josean Dynasty, lacquerware crafts has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base 

of production and use, and varying its own techniques based on inherited techniques from 

Goryeo. Until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Chiljang and Najeonjang(mother-of-pearl artisan) 

were subordinated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orkshops.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it is recorded that Yebinsi(a central government office in charge of national ceremonies and 

foreign envoy receptions) purchased juchilgi(red lacquerware) every year and secured wooden 

lacquerware through tributes from the locals. Through this records, it can be inferred that 

expensive red lacquerware, being time-consuming and labor-intensive, was made by orders to 

professional craftsmen, paying costs but relatively cheap wooden lacquerware was covered by 

tributes.20) King Sejong wanted to give the ordinary people warning of the luxury and raise royal 

dignity by proclaiming a decree to prohibit using red lacquerware in the public. This keynote 

continued until the 18th century to make social hierarchy clear by imposing a ban on luxury 

crafts and making delicate and luxurious objects ordered only by royal family.21) According to 

this prohibition, lacquerware in Joseon Dynasty was divided into red lacquer for royal family and 

heukchil(black lacquer) and jeobchil(applying lacquer directly to the wood base) for the public. 

During Joseon Dynasty, lacquerware made by copying red lacquerware used in royal family has 

become popular, which shows the desire and longing for the color at that time.22) The demands 

for lacquerware increased more and more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Comparing to the 

fact that the remaining Najeonchiligi of the early period of Joseon are mainly boxes of official 

uniform for upper class, decorated with lotus and foliage patterns using mother-of-pearl, it is 

very obvious that Najeonchiligi made after the 19th century was expanded to the public, which 

was evidenced by daily commodities including lacquer comb boxes and large wooden lacquer 

bowls.

Even though it is undeniable that wood lacquer techniques in Joseon Dynasty were transmitted 

from Goryeo Dynasty, there are only a few real examples of the early Joseon period and full-

scale researches on lacquer layers are not entirely satisfactory. It semms, however, that it was 

the customary processes to, first, underpaint on the wood base and after applying fabric on it, 

then coat a base material with mixture of lacquer and soil, and lastly, apply transparent lacquer 

several times. The boxes of official uniform decorated with Najeon(mother-of-pearl) in the 16th-

18th century are representative and typical examples showing this process. In accordance to 

recent researches through analyzing lacquer layers of lacquerware made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in many cases, unrefined raw lacquer was used for batangchil(underpainting/priming 

coat) and some cases using mixture of bone and soil powder or using only soil powder are 

found together. Also there are many cases that lacquer was applied to wood base directly 

without hemp cloth layer. Sometimes transparent lacquer layers on the underpainting were 

thinner than those of Goryeo Dynasty and some cases were finished only with once or twice 

application of transparent lacquer.23) It is simplified technique compared to that of previous 

period. It can be interpreted as saving lacquer in accordance to increasing the demands for 

lacquerware but it can be also related to the popularity of jeobchil which is a method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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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quer directly to wood base to reveal the natural and fine grain of wood. 

Technique of Najeonchilgi during the Joseon Dynasty has developed in a way to emphasize 

the natural color of the shell itself, investing less time and labor instead of the elaborate and 

sophisticated combination of patterns. The wrinkling technique, which cuts mother-of-pearl 

shell into a large pieces and makes a single pattern with those pieces, can make the color 

more brilliant by scratching the lacquer on the surface of the shell pieces. Tachal technique, 

hitting the curved surface of the shell with a hammer to break and making natural crack 

patterns, goes well with wrinkling technique. Cutting technique has been also developed. It is 

the technique to cut thinly ground shells in long shape like noodle and to paste them on the 

patterns, cutting noodle-shaped peices short in order to fill up patterns.24) Fueled by these 

techniques, the unit cost of Najeon production was cut down and, consequently, increasing 

demands for Najeonchilgi could be satisfied.

3) Change and succession of Najeon crafts in modern times

Till the end of Joseon, artisans all over the country manufactured wooden objects and 

furniture. Also, there used to be several crafts production centers such as Tongyeong where 

Najeonchilgi(mother-of-pearl lacquerware) workshops clustered densely. Lacquer crafts 

continued still in the 20th century, and the concept of art crafts was formed. Accordingly, 

design and production were separated and craftsmen were transformed into artists.25) The 

Royal Handicrafts Workshop, which began as Hansung Artwork Production launched in 1908 

and then changed into the Yiwangjik Artwork Production in 1911, was the first workshop to 

modernize traditional lacquer crafts based on the artisan’s designs and patterns. Artisans such 

as Jeon Seong-gyu (?-1940), Kim Jin-gap (1900-1966), and Kim Bong-ryong (1902-1994) 

concentrated on lacquer, in particular, Najeonchilgi. The early of the 20th century was the era 

when modern tools and processes were introduced and corporations were established while 

the traditional techniques were also inherited. In 1921, Jeon Seong-gyu introduced a scroll saw 

for metalwork from Japan, which enabled him to cut mother-of-pearl shell in curve line freely. 

In 1953, the Korean government sent a Nageon table produced by Kim Jin-gap to U.K to 

celebrate the coronation of Queen Elizabeth II.26) It shows well that Najeonchilgi was recognized 

as representative crafts or commercial products of Korea at that time. However, as cashew 

resin paint was introduced in the 1960’s, lacquer lost its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and was in danger as an industry.27)

4. The Lacquer Techniques and Current Transmission in Korea

1) The techniques of lacquer tapping and its refinement in Korea

In Korea, lacquer sap is collected from lacquer tree, Rhus verniciflua STOKES, grown for 8-10 

years. It prefers to sandy soil with good drainage and moisture at the same time. The northern 

limit of this tree is south of Cheongcheon River located in North Korea. From Joseon Dynasty 

to Japanese colonial times, lacquer tree forest was fostered nation wide including Taecheon in 

Pyeonganbuk-do Province, Okcheon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Gurye, Jangseong, 

Naju, and Gokseong in Jeollanam-do Province but now, lacquer tapping is carried out mostly 

in Wonju in Gangwond-do Province and the rest is only in some parts including Okcheon, 

Namwon, etc.28)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method of lacquer tapping today is different from 

the method in Joseon. There are rarely records on lacquer tapping, so there are not much 

to be known about that before modern times. But it is assumed that the current meth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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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quer tapping and refining was introduced from Japan in Japanese colonial times. Because 

the method was almost similar to that of Japan’s modern times in tools and processes.29) At 

present, tools for lacquer tapping are basically a sickle for peeling barks, a sickle for scratching, 

a spatula knife and a lacquer container. The sickles for peeling barks and scratching are used 

for cutting grooves on the stem horizontally and a spatula knife is used for collecting the 

lacquer sap from the grooves and putting it into the lacquer container.

The lacquer is tapped every four days from June to October, as much as 0.5-1ml once and the 

total amount of lacquer sap that can be tapped from a single tree is about 200ml a year. After 

tapping of about 200ml, the lacquer trees are cut down, which is called ‘salsobeob’. These 

processes are the common method to collect the lacquer sap. Since lacquer sap transudes 

from a liquid layer between a bark and a cambium, it requires special skills to carve grooves 

in a proper depth and location in betweens. The lacquer workers have to decide the scope 

of works for the year in advance. The artisan An Young Bae, who works in Wonju, set a work 

section for each month and marks on lacquer trees at intervals of every 20cm on around the 

25th in May.30) After that, every four days, lacquer sap seeping from the horizontal grooves is 

tapped and then the grooves are scratched upwards one by one. 25 grooves can be made 

yearly. Lacquer sap from the 1st-3rd grooves is used for medicine. Lacquer from the 4th-8th 

grooves in June is called Chochil, lacquer from the 9th-19th groov es in July and August is 

called Seongchil, lacquer from the 20th-25th grooves tapped in September is called Malchil. 

Lacquer collected from the additional grooves in the end of September and October is called 

Duitchil. After completely harvesting all the sap including Duitchil, lacquer sap is collected 

from the cut-down branches, which is called Jichil. Lacquer sap can be also collected from 

burnt branches after soaked in water, which is called Hwachil. Hwachil is the unique collecting 

method to be only in Korea. But it can not be used alone for varnishing because laccase 

enzyme is inactive at high temperature. Therefore, it is mainly used for medicine or mixture of 

others in priming coat. Seongchil is the highest in the content of urushiol so it is appropriate 

for the last top coating. More moist Chochil and less moist Malchil are mainly used for priming 

coat. Low-quality Duitchil and Jichil are also completely consumed for mixture of others in 

priming coat or applied to woodenware for public use. Like this, fully utilizing lacquer collected 

in various methods was because that lacquer was precious material difficult to obtain.

Purification of lacquer is carried out through several steps such as getting rid of impurities 

from crude lacquer sap, reducing moisture contents for slow-down of hardening and raising 

the transparency. The processes to obtain unrefined lacquer is, first, to filter lacquer sap with 

hemp cloth, then to put cotton wool in it and stir it, lastly to filter it with hemp cloth again to 

remove impurities.31) The processes to obtain refined lacquer is to pour unrefined lacquer into 

a container and stir it with a rake for 2 or 3 hours. In this process, moisture evaporates and 

the particles of urushiol, moisture, rubber and nitrogenous substances as main ingredients of 

lacquer sap become even, then eventually lacquer is refined so to be suitable for application. 

Nowadays, machines such as a mixer and a centrifuge are used to precisely adjust the desired 

amount of moisture and to make particles much more even.

2) Lacquer techniques-Jeobchil and Bultumyeongchil(opaque lacquer)

Currently, lacquer techniques handed down in Korea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Jeobchil(摺漆, transparent lacquer application) and Bultumyeongchil(opaque lacquer 

applications, including color painting in black and red lacquer).32) These two techniques are 

not classified only by the criterion of transparency. They resulted from the artisans’ choice on 

whether to reveal the grain cut of wood base or to vivify the aesthetic feelings of lacquer layers. 

In many cases,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clearly between two types in real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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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bchil has several steps as follows. First, baekgol(白骨, plain wood base) is smoothed with 

a sandpaper. Then, mixture of refined lacquer and 30-40% of terebene oil is evenly applied to 

baekgol and wiped out right away to dry out. After that, the mixture of unrefined lacquer and 

25% of terebene oil is applied to it and wiped out, then dry it again. This process is usually 

repeated 3-5 times but sometimes according to its degree of coloration, jeobchil is carried 

out repeatedly up to 12 times. Jeobchil features revealing profound texture of wood grain 

by applying unrefined lacquer thinly several times, and the number of application depends 

completely on artisan’s sense and experiences. Jeobchil appealed to the aesthetics of scholars 

in Joseon who set a primeum on natural beauty and simplicity, so the technique was widely 

used in wooden objects and furniture for man’s room.

The opaque lacquer begins with ‘filling Goksu’ that fills the tiny holes and cracks on the 

surface of baekgol. Depending on artisa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ways of filling such as 

applying unrefined lacquer enough or mixture of soil and ash, etc but it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step to stabilize the plain wood base. On this, hemp cloth is layered with Hochil, 

an adhesive mixture of glutinous rice paste and unrefined lacquer in the proportion 3:1,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baekgol from being twisted, and stabilizing lacquer layer. 

On the hemp cloth, the mixture of soil and ash is added twice times and the surface is ground. 

Then, refined lacquer with pigment is applied to it. After drying out, about 1/3 of dried lacquer 

layer is ground with wet sandpaper. Scratches by sandpaper are filled with a mixture of soil 

and unrefined lacquer in proportion 1:1 and then dried out again. After that, it is ground with 

a rubstone to make surface even and flat. Baekgol is reinforced through this chochil(the first 

application) process and can be a suitable base for the next lacquer applications, Junchil(mid-

application) and Sangchil(last application on the top) afterwards. Chochil is followed by Jungchil 

which is a process to apply lacquer 2-3 times on the first application. This process needs to 

be handled carefully to keep dust out and not to leave brush strokes. Last lacquer application 

is carried out extremely carefully in a clean room just right next to a drying room, and through 

these processes, eventually transparent and polished lacquer layer is completed.

3) The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of lacquer crafts technology in Korea

When Korea government establishe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1962, traditional 

crafts techniques were included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protection. Lots of efforts 

to protect lacquer techniques began early with inscribing it as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In 

1966, ‘Najeonchilgijang(Artisan of mother-of-pearl lacquerware)’ was the first to be designated 

as important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0 and Kim Bong-ryong was recognized 

as its bearer. In 1975, ‘Cutting technique’ was separately designated as important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54 and Sim Bu-gil(1905-1996) was recognized as its bearer but 

afterwards, these two elements were integrated into ‘Najeonjang(Artisan of mother-of-pearl 

crafts)’.33) In the same year, even though ‘Somokjang(cabinetmakers)’ was also designated 

as important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55, Najeon was designated earliest 

among lacquer-related techniques because it emphasized the comprehensive technique of 

making the complete Najeon lacquerware.34) It is not until 1992 that the academic researches 

on the lacquer technique itself began. It was in 2001 that ‘Chiljang(Artisan of lacquer)’ was 

designated as important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13 and Jeong Su-hwa(1954 

- ) was recognized as its bearer. Looking into his transmission history of lacquer crafts, his 

teacher-student relation can be traced back to Kim Bong-ryong. And Son Dae-hyun, who was 

recognized as a bearer of Najeonchilgi technique(later, it is changed into ‘Chiljang’) of Seoul 

Metropolitan intangible heritage, was taught the lacquer techniques by Min Jong-tae who was 

a student of Kim Bong-ryong.35) This transmission history shows that traditional lacquer 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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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ted in Korea is connected to the techniques of modern artisans working in Yiwangjik 

Art Workshop etc. On this wise, lacquer and Najeon techniques keep alive by laws and 

polici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cquer tapping and refining, mother-of-pearl 

craftsmanship, material development as well as its succession are tasks for maintaining this 

crafts for the future to be left with us. 

5. Conclusion

Korea has shared long history of lacquer crafts from the Neolithic Age on with Asian countries. 

Lacquer crafts is very intricate and difficult, especially in collection of materials and production 

process, of course, that difficulty is the same for any crafts sector, though. Today’s lacquer 

crafts was built on the basis of human’s accumulated wisdom and patience. The production 

process of lacquer crafts is very difficult but its outcome is so outstanding in aesthetic and 

functionality that it is hard to find comparable materials among other varnishe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spaces for displaying various lacquerwares from all over Asia. You can 

see the wide and deep flows of lacquer culture in the Chinese room, the India and Southeast 

Asian room and the Japanese room in the World Culture Hall as well as the Kaneko room of 

the Donor’s Hall, and the Mokchil(lacquer on wood) Craft Room in the Sculpture and Crafts 

Hall. The sense of beauty of the lacquer products appears different but their delicate sheen and 

smooth texture gives a sense of homogenity as common Asian lacquer culture.

At this time when the environmental crisis comes to reality in front of us, thinking better of 

natural materials has been voiced in crafts industry. Traditional lacquer crafts can be maintained 

only if it is based on forestry. A deep understanding of nature is essential in all steps of 

the process from collecting materials to producing objects. Inventorying traditional crafts 

techniques is similar to establishing a seed bank under the permafrost. Collecting and recording 

knowledge and wisdom about lacquer from all parts of Asia and transmitting it to future 

generations has meaning to deliver the seeds for human survival beyond the craftsm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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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ushi3) Lacquer in Japan

At present, there are 23 nationally designated urushi lacquerware production sites4) in Japan. 

Most of these regions are known for making everyday household items such as dishware. 

Urushi production sites exist all across the country, and have developed region-specific 

techniques that are adapted to the local environment and lifestyles. These techniques have 

been passed down by artisans.

On the other hand, urushi is also used in many traditional buildings. The urushi production sites 

involved in architectural applications are not limited to the abovementioned 23 areas.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many instances of urushi reapplication during repair and restoration of 

buildings that are over 100 years old and nationally recognized as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This paper will summarize the current state of urushi application in repairing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and offer context to the issues raised in Japan’s domestic lacquer industry and 

supporting systems of production.

Urushi and the Restoration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Buildings)

In December 2020, UNESCO announced that “Traditional skills, techniques and knowledge 

for the con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wooden architecture” will be inscribed on it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Japan. Based on the fact that traditional Japanese structures 

are built primarily out of natural materials such as wood, earth, and straw, this comes as a 

recognition of the various highly-evaluated skills used in periodic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such structures, and an acknowledgement of cultural knowledge surrounding spatial utilization. 

The 17 types of techniques that are subject to this designation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arpentry, cypress bark shingles, urushi application on buildings, and domestic production and 

refinement of lacquer.

Today, there are 5,033 buildings that are designated Important Cultural Property (of which 

289 are National Treasures). Many of these buildings are wooden structures such as temples, 

shrines, and castles. Since the Ancient Shrines and Temples Preservation Act went into effect 

in 1897, buildings from each of the eras between 7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have 

received this national designation in Japan.

Urushi Lacquer in Japan: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Current State of Urushi Production

Yuji Yonehara1)

(Director, Center for Innovation in Traditional Industries, Kyoto Seika University, 
Translation by Kione Akao Koch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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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approximately 120 years after the legislation was implemented, much debate has 

taken place over the link between society and the continuation of relevant techniques and 

knowledge. There are two main types of restoration methods for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Structural Repair to protect from foreseeable damages in the next few hundred years and the 

periodic Maintenance Repair. In the past 120 years, approximately 2,200 buildings received 

structural repairs, which included the application of urushi.

The primary function of urushi in wooden buildings is to cover and protect the lacquered 

surface and maintain the appearance of the coated area over a long period of time. Additionally, 

there is also a decorative aspect. 

Because of its unique chemical composition, urushi hardens under humid conditions through 

oxidation when it comes into contact with moisture in the air. As time passes, it gradually 

increases in hardness. Once thoroughly hardened, it is an extremely durable coating that 

is almost impossible to peel off, however, it degrades easily under UV radiation. Therefore, 

periodic reapplication is a precondition for outdoor us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long-term 

maintenance.

In 2015,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in Japan determined that domestically produced urushi 

will be used for all future repairs of buildings, which are deemed Important Cultural Property or 

National Treasure. Only the middle coating (naka-nuri) and top coating (uwa-nuri) were subject 

to this new decision immediately following the announcement, but the intent was to aim for 

domestic urushi to be used at all stages of the process, including the undercoating (shitaji) 

after 2018. This decision was issued in line with the principle requiring repairs and restorations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be conducted using techniques and materials employed at 

the time of original construction. Behind this decision are the objectives to increase domestic 

production of urushi, which has seen a steady decline, and to revitalize regions that had 

previously calibrated production of urushi. Following this declaration, future plans for Japanese 

urushi came to be discussed in a manner that equates the ability to maintain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with the revitalization of former urushi production sites and increase in domestic 

productio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Domestically Produced Urushi

To harvest urushi, grooves are carved into the bark of the lacquer tree and the seeping sap are 

collected from the “scars.” This process is known as urushi-kaki (literally, “lacquer scraping”) 

and it was practiced extensively in farming villages across Japan in the past. As this was 

seasonal work limited to the months between June and August, it could not serve as the sole 

source of income. Farmers would often harvest urushi during their off-season as a means of 

earning supplemental income. In fact, farmers in mountainous regions often held multiple jobs 

in addition to crop cultivation, such as urushi tapping, forestry, livestock farming, and silkworm 

raising. In regions where urushi tapping thrived, urushi forests were planted around the 

farmland. The fruit was also used to make candles before electricity became widely available, 

making lacquer a profitable crop.

The most common method of urushi tapping in Japan is to completely harvest the sap in 

one summer and to subsequently cut down the tree. This is known as koroshi-kaki (from the 

word korosu or “to kill”). It takes about 15 years for an urushi tree to mature for harve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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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amount of urushi that can be tapped from a single tree is merely 200 ml. In postwar 

Japan, such a small yield was deemed insufficient for the amount of land and time it required 

and the labor-intensive nature of this work (taking place in the mountains), almost leading to 

the end of urushi-kaki as a profession. Furthermore, because urushi trees can cause rashes 

upon contact, residents living near the area did not welcome the planting. As farming villages 

became increasingly urbanized, the areas suited to planting decreased.

Today, domestically produced urushi makes up less than 2% of the total amount consumed 

in Japan. While dishware and other daily items rely heavily on imported lacquer from China, 

imports can no longer be used for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The urushi industry in Japan 

is caught between the aforementioned national policy to only use domestically produced 

lacquer for repairs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and the difficulties of increasing domestic 

production. In the past,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ally produced urushi 

was apparent due to the distinct methods of urushi tapping. However, it has been many years 

since the overseas producers partnered with Japan-based urushi refineries--it should be noted 

that the quality of more recent imported lacquer is at par with urushi produced in Japan.

The Future of Urushi-kaki

Today, Ninohe-city in Iwate Prefecture produces over 70% of domestic urushi. There are about 

20 urushi-kaki practitioners in Ninohe, but due to an aging population and difficulty securing 

successors, the profession is facing the risk of dying out.

Outside of Iwate, there is a movement to revitalize former urushi production regions such 

as Ibaraki (15% of all domestically produced lacquer), Tochigi (10%), Kyoto, Yamagata, 

Fukushima, Nagano, Okayama, and Ishikawa prefectures (together adding up to 5%).

However, from the start, urushi-kaki was never sufficiently profitable to be the sole profession 

for those who took part. Today, new urushi-kaki practitioners face challenges in finding 

agricultural work or other jobs to supplement their income. Additionally, securing land for 

planting urushi trees is another serious obstacle. Urban development has diminished the size 

of agricultural land and expanded residential areas, making it difficult to plant new urushi forests 

to be cut down in 15-year cycles. To secure land for planting, it is necessary to receive support 

not only from industry professionals but also from the local administration.

Another critical issue is the decline in the production of tools needed for urushi-kaki. Sickles, 

spatulas, and other sharp metal implements and blades are used in the process. Originally 

these were made by the local metalsmiths who also worked on knives and farming tools 

nearby urushi production regions, but today, this profession is also at risk of disappearing. 

To conclude, the protection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directly hing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system of production for a sufficient yield of domestic lacquer 

in the future. To achieve this, it is vital to approach the challenges from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examining relevant issues within the fields of urban development, natural 

environment, and the maintenance of traditional industr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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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etnam, before the invention of techniques used in lacquer painting, lacquer served different 

purposes; referred to as annamite lacquer. Lacquer usage can be traced as far back as the 

Dong son period. Traditionally annamite lacquer was used as a varnish-like coating on objects. 

Decoratively, it was often mixed with red powder or used in combination with silver and gold. 

Tran Lu (also known as Tran Thuong Cong, born in 1470), is considered the founder of lacquer 

industry in Vietnam. As a mandarin of the Le Dynasty (1443-1460), he studied Chinese lacquer 

in tributary visits to China. Returning to his village of Binh Vong (Thuong Tin district, Ha Tay 

province), considered the location of the first lacquer in Vietnam, he bought back techniques in 

how to use lacquer. The lacquer industry developed during the Ly Tran Dynasty, as a decorative 

art mainly connected with Buddhism. During the Nguyen Dynasty lacquer gained popularity as 

it became accessible to daily life demand.

Vietnam Lacquer Painting:
A Link Between Oriental Lacquer Crafts Tradition
and Western Plastic Art Value

Trieu Khanh Tien
(Deputy Dean of Painting Faculty, Vietnam University of Fine Arts (VNUFA))

( Photo source: Vietnamese Lacquer Painting, by Quang Viet, Vietnam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06)

Vietnamese lacquer crafts in early 20th century 
( Photo source: Vietnamese Lacquer Painting, by Quang Viet, Vietnam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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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1925, and the founding of Indochina Fine Arts University, lacquer was used for 

decorative purposes. Initially, the Indochina Fine Arts University including apartment for the 

production of lacquer crafts. In 1932, art student Tran Van Can and craftsman Dinh Van Thanh 

collaborated to discover the process of sanding lacquer and technique of mixing lacquer, 

turpentine, and color powder to paint with (pumice lacquer). Traditionally, lacquer painting was 

comprised with three different colors: Black, Red, and Yellow. This traditional color palette is 

accompanied by a couple of theories regarding the significance of these colors. The first theory 

of representation is that black, according to Chinese-derived Vietnamese thought, represents 

the universe. Stemming from a prehistoric caveman notion that blood equal life, red is said to 

represent humanity with happiness and prosperity. The clothing of monks is yellow, to represent 

their separation with human life and disconnection with human affairs, forces and emotions. 

Yellow may also represent the transcendence of humanity or death. The second Vietnamese 

theory regarding this traditional color scheme is that in unity these colors represent the human 

condition; black is the hair, red is the blood, and yellow is skin. Since the development of 

lacquer as a fine art, other materials have been used in combination with lacquer (silver and 

gold, eggshells, mother of pearl, etc…). Additional colors have been added to the palette, such 

as green and blue, though such colors are not produced from natural substances.

A necessary additional material in process of lacquer painting is the board which is painted 

upon. A lacquer board requires approximately one month to produce. Despite its plain 

appearance, a lacquer board contains many layers necessary to its quality. High quality lacquer 

boards consist of two equal sides, either of which may be used to paint upon. Five layers 

create one side of a lacquer board. The first surface layer of a lacquer board is an external 

coating of lacquer. This layer needs three to four coatings of lacquer, dried, and sanded 

between each to ensure smooth and flat surface as well as its stability. Types gioi nhi and 

son thit are used. The second layer, moving towards the interior of the board, is a mix of soil 

lacquer and sawdust. This layer is carved into when eggshells are inlayed into painting. A 

loose-textures cloth is placed as the third layer in a lacquer board, to help maintain a consistent 

form and the longevity of the board. A thin layer of lacquer (lacquer type nuoc thiec) is used as 

an adhesive with the cloth, may be considered the fourth layer. At the center is a piece of high-

quality plywood, the fifth and most substantial layer within a lacquer board.

Lacquer as a fine art developed during the period of French colonization, and developed 

within the Indochina Fine Arts University, established under French direction. The period of 

romanticism (1925-1945), with the first generation of lacquer painters produced western 

Vietnam raw lacquer Making and filtering transparent lacquer 
(Photo source: Trieu Khac T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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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d compositions of landscapes and figures, avoiding the social issues of the time. 

Included in this first generation of artists where Nguyen Gia Tri, To Ngoc Van, and Tran Van 

Can, highly regarded for their lacquer compositions, among the first to establish the fundament 

skills and rules in the art of lacquer painting. The second generation of artists captured the 

revolutionary activity of nation through realism. Among them were: Nguyen Sang and Nguyen 

Tu Nghiem. During this period, 1946- 1954, French influence waned, and Russia becomes 

a prominent figure to draw upon. The function of art during this period was to reflect the 

revolution, artists were otherwise criticized. The 1960’s can be considered as the peak of the 

development of painting and the growth of Vietnam’s export of lacquer, though handicrafts 

remained prominent as well.

The first-generation artists establish the rules and basic techniques of lacquer painting, as 

strictly abided by such conventions. The smooth and flat surface of a completed work was 

necessary condition for a successful production. Their com positions primarily contained 

decorative elements, while perspective remained immature with no clear distinction of space 

(ex: sky and earth were often time and colors, the border of gold around objects may be 

used to establish a distance between objects and background). The second generation of 

painters continued to rely on the basic skills and techniques of their forefathers, but also began 

innovating. One such example is how they begin disregarding the convention of a flat-surfaced 

board. Experimentation with volume, shape, and texture with some of the second-generation 

artists, but continued and became more widespread 

In the Garden(1970), Artist Nguyen Gia Tri (1908 - 1993)

Wind of Summer (1940), Artist Pham Hau (1903 - 2007) 
( Photo source: Vietnam Fine Arts Museum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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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third generation, exemplifies innovation and experimentation regarding volume and 

by combining Vietnamese and Japanese lacquer, through abstract-expressionism.

Despite the many conventions and established techniques in layer painting, contemporary 

artists greatly vary in method.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fundamental process to lacquer 

painting (in mixing colors, building layers and sanding), though even this is being tested and 

stretched in definition by young artists, but there are many details in stylistic techniques that 

vary from one artist to the next. Lacquer painting is an art form that can incorporate many 

other materials such as: gold and silver powder and leaf, eggshells, mother of pearl, bronze 

powder, etc. It is in the use of such materials that there are no rules and varying techniques 

arise to create unique compositions. Through such various techniques the uniqueness of the 

medium is displayed; transparency in colors and texture can be conveyed through lacquer 

painting unlike any other media. Additionally, lacquer painting is still a very young fine art form 

and its mature state has not been reached nor been reached nor its capacity fully stretched; 

this is a contemporary development that artists today move towards with a variety of unique 

techniques.

Being considered the leading fine arts institution throughout the nation, with a 90-year aged 

old history of foundation, Vietnam Fine Arts University is proud of many generations of 

talented students, who have been mainly contributing to form the face of Vietnam modern 

lacquer painting. For further development in near future, we really hope to get more and more 

cooperation with over sea arts institutions in general, and lacquer/urushi artists,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in particular to build up an international lacquer/urushi network together.

1  Artist Trinh Quoc Chien

2  Artist Vu Thang

3  Artist Nguyen Quoc Huy

4  Artist Diep Quy Hai

( Photo source: Nguyen Hoang Trong Hai)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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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Fine Arts University – Lacquer Painting Department 2019

Arts works by VNUFA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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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with Chinese businessman, arts 
professors and students at my lacquer studio, 
2018. ( Photo source: Trieu Khac T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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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many aspects and dimensions to do research on Myanmar lacquer. Myanmar 

lacquerware has been studied by both local and foreign scholars from artistic and historical 

points of view.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history of Myanmar lacquer, lacquer industry, and its 

prospects. Myanmar lacquer has a long history and remains as an active cultural phenomenon. 

But there are very few people who make a living from the lacquerware business. The main 

problems are the lack of market and scarce resources (labour and raw materials). This 

research’s objectives are to be able to preserve the traditional Myanmar lacquerware industry, 

to make it widely known internationally about the process of making Myanmar lacquerware, 

and to cherish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Myanmar. It also aims to show and record the 

current situation of lacquerware industry and to find ways of helping lacquer industry survive 

the challenges it faces today. In this research, a review of the relevant books, library survey, and 

field study are done, in addition to interviews with lacquerware makers, taking photographs 

on many aspects of Myanmar lacquerware, and foreseeing its prospects. The research areas 

focused on are Bagan and Kyaukka village.

Key words: lacquer in Myanmar, Bagan, Kyaukka village, industry, production

Introduction

Myanmar is one of the seven countries that produce lacquerware in the world. The lacquerware 

industry is a rare and endangered art form that exists only in Asia: China, Japan, Korea, 

Vietnam, Thailand, Cambodia, and Myanmar. Lacquer art originated in China 3000-5000 

years ago, spreading to Japan and Korea, and later to Southeast Asia. In relation to Myanmar 

lacquerware industry, three areas are particularly prominent. These are Bagan in Mandalay 

Division, Kyaukka Village in Sagaing Division and Shan State. Among them, I intend to do 

research especially on two areas: Bagan and Kyauka.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be able to preserve the traditional Myanmar lacquerware 

industry, to make it widely known internationally about the process of making Myanmar 

lacquerware, and to cherish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n, this research aims to 

present the current situation in Myanmar and to find ways of helping lacquer industry survive 

the challenges it faces today. There are three research questions in this research.

Myanmar Laquerware and Its Prospects

Kyaw Swe Nyunt1) (Professor, History Department, Mandalay University)

1  Dr.moehti6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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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 is the origin and transmission history of lacquer art in Myanmar? 

 - What are the threats to the lacquer industry? 

 - What are the prospects for the lacquer industry?

Therefore, this research is based on interviews and analysis of literature written by both local 

and foreign scholars. 

Research Methodolog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paranormal method and collected some published data 

through the study of local and foreign research books which are also used for literary analysis. 

Background History

According to the list of ten types of Burmese traditional art, lacquer ware has existed in 

Myanmar for a long time. At the present, researchers are still trying to figure out who got it 

and when did it start in Myanmar. The word "lacquer" needs to be defined to be as close and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Burmese dictionary, "Yun" means the Yun people; lacquerware 

and etch coloured design on lacquerware. (Burmese Dictionary, 1979, pp.227-228) The Yun 

ethnic are Mon people who settled in Yodaya (Thailand) through southwestern China and 

Shan-Bamar, Shan-Chinese, Lao Shan and Thirty Shan tribes, including the Khamti Shan, 

and Haribhunjaya (northern Thailand, present- Lamphun) and Cambodia. It is said that they 

are Mon-Khmer people from Laos. (Dagon God, 1996, pp.171-172) Concerning lacquerware, 

11-13 BC is said to have flourished during the Qing Dynasty, with Changsha being the most 

prosperous. Through that, Cambodia, Lao and it is thought to have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country. (Khin Kyi Kyi, 1968, p.50)

Relating to origin, most scholars have three theories about how Burmese lacquer ware was 

acquired. The first idea is said to have come from China. However, it is a general assumption 

as no solid evidence has been found. Taw Sein Kho and U Lu Fe Win thought that it was the 

conquest of Mon region during the reign of Anawrahta in 1058 A.D. and the resultant brought 

in of artisans and scholars along with the Pitaka. Bagan lieutenant U Tin also said he supported 

the proposal. However, in the list of war captives from Thaton, lacquerware artists were not 

found. The last theory is that it could not be earlier than the 16th century. King Bayintnaung 

(1551-1581 A.D.) conquered Shan States, Zin Mae and Ayodhya and he brought in craftsmen, 

including lacquer artists. However, all three hypotheses are general, not based on solid 

evidence. It can only be said that they are opinions.

The following is a list of the earliest available evidence of Myanmar lacquerware: 

 -  King Kyansittha's palace inscription in lines 1 to 5 mentioned that "Brahmins and 

architects paid homage to the Lord by gold flowers in scroll, oil lamp and food 

offerings in a daunglan." (Than Tun, 2003, p.59) Daunglan is a tray, roughly three 

feet wide and six to twelve inches high, which is made from a framework of coiled 

bamboo. The lacquered top is off finely woven matting, supported by numerous 

small, vertical rungs of bamboo, set in a base of the sam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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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es 19-20 of the Shwe Kuncha pagoda inscription inscribed in 1223 AD, there 

was evidence on the use of lacquer along with vermilion and orpiment in applying 

images, which were put in the reliquary chamber. (Epigraphia Birmanica, Vol.1, 

1972, p.144) 

 -  Sawhlawun pagoda inscription inscribed in 1236 AD described that Bagan peoples 

had used the lacquer in combination of orpiment and vermilion. (Epigraphia 

Birmanica, Vol.1, 1972, p.148)

 -  At the Mingala Zedi, built in 1247, were eighty images. Among these images, some 

sit on the pedestal which was decorated with lacquer betel boxes and lacquer cups. 

(Nyunt Han, 1996, p.20)

 -  Pieces of the old lacquer cup were unearthed in the compound of Laymyethna 

monastery, near Minnanthu, Bagan. These artifacts were dated at about the 12 

century A.D. (Than Hteik, 2004, p.10)

Therefore, there is no denying that Myanmar lacquerware has existed since Bagan period, and 

then it gradually developed through the ages of Taungoo, Inwa and Nyaungyan, reaching zenith 

in Konbaung Period. Bagan Period lacquerware lacked decorative paintings and but were of 

only plain black. In Inwa Period, there were painting began to appear on lacquerwares. During 

the Nyaungyang Period on the surface of lacquerwares were engraved with a fine iron stylus. In 

Konbaung Period, the art of lacquerware developed to Shwezawa (gold leaf lacquerware), Tha-

yo (relief moulded lacquerware) and Hmansishwecha (glass and gold-inlay lacquerware).

Industry and Production

According to records, thirty-three villages where lacquerware industry is operated in Myanmar 

are Linkhay, Kyaington, Innlay (Heyarywama), Moene, Pindaya, Ywangan and Pinlaung in Shan 

State; Kyaukka, Htanaungwun, Maunghtaung, Ywathayar, Siputtara, Kyaboe, Baukthindon, 

Meoh, Sitha, Malwe, Leindaw, Wetthe and Bamauk areas In Sagaing Region; Bagan, Nagu, 

Nyaungoo, Myingabar, Innwa and Mandalay In Mandalay Region; Sale, Pyalo and Myintchay 

In Magway Region; Kamarse, Bago and Pyay in Bago Region; Mrauk-U area in Rakhine State. 

However, in some parts of Shan State; it can be said that there are as many lacquer workers 

as there are in Bagan-Myingapa in Mandalay Region and Kyaukka in Sagaing Region. Other 

lacquerware product regions are not famous as there because they did not produce varieties of 

lacquerwares. 

According to records, lacquerware was used as Royal objects during the reign of Burmese 

kings, but later it became popular use. If we look at the production of lacquerware, we can see 

that there are four types: Royal objects, Religious objects, personal ornaments, and musical 

instruments. Royal objects include palace pillars, umbrella, ceilings and bedstead which were 

usually decorated with incised lacquer, gold-leaf lacquer and relief-molded lacquer. In addition, 

lacquer ware has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gift exchange in diplomacy. According to 

English Envoy Michael Symes who came to Myanmar in 1795 and 1802 wrote about Myanmar 

art as follow:

In many countries, the art of lacquer ware is regarded as minor art. But 

Myanmar laureate art was started from 300 years ago. And it is a pri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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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Myanmar kings presents silk, jewelry, and lacquerware as gifts.

Other royal utensils were hsun-ok, betel box, pickled tea box and bi-it or cosmetic box. Small 

cosmetic boxes were used to keep powders and other beautification materials. 

Religious items include Hsuntawhtan, Hsunok, Yundaungpaung, Thabeik (alms bowl), chest of 

drawers, thabeiktin kalat (saler to rest alms bowl), Hsunchaing (tiffin box), laphetok (picked tea 

box), tasaung (fane), take, manpaya, sadaik (chest- to store their scriptures of palm-leaves or 

parabaiks). Personal ornaments were daunglan, saytaung (medicine box), yetagaung (water 

goblet), hnyeyekhwat (lacquered drinking cups), laphetok (picked tea box), saylaikban (cheroot 

tray), sayit (medicine box), thonechaunghtaukbyat (plate with three legs) and yunsarpwe (lacquer 

table). Musical instruments were gold gilded glass inlaid traditional drum circle or orchestra, 

oboe, and xylophone. (Ei Ei Han, 2003, p.6)

Lacquerware techniques has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s to generations through 

traditional apprenticeships. Production of lacquer ware in Bagan can be roughly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raditional lacquerware, Shwezawar (gold lacquer) and sayyun (Japanese 

lacquer). Lacquerware products range from small gifts or souvenirs to large items. Anyhow, 

there are also daily use items and accessories. Some examples of Traditional lacquerware are 

yekhwet (drinking cups), Hsunok (Alms boxs), Kunit (betel boxes), saylaitban (cheroot trays) 

and cosmetic boxes etc. Shwezawar (Gold lacquerware) is mostly found in religious objects 

and buildings in the way of Buddha images, wall decoration, Sadaik etc. Sayyun is also called 

Japanese lacquer. It is a mixture of modern technology.

There are four classes of lacquerware in relation to quality and value as follow: 

 First Class – Shwezawar (Gold lacquerware) (p.1) 

 Second class - horsehair lacquerware (P.2) 

 Third class - ordinary lacquer (P.3) 

 Fourth class – Sayyun (Japan lacquerware) (P.4)

Shwezawar (Gold lacquerware) (p.1) horsehair lacquerware (P.2)

First Class Secon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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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lacquerware are bamboo (TinWa Cephalostachium 

Pergacile or myinwa – Dendrocalamus Strictus) (P.5) or wood (baing – Tretramelesnudiflora, let-

pan – Bambaxmalabaricum and teak) (P.6), horsehair (P.7), Thitsi (resin) (P.8), Naukchay (cow 

dung)(P.9), Amethayoe (meat bone)(P.10), clay, vermillion (P.11), yellow orpiment (P.12), indigo, 

gold plate, Ingyinkyaukhmont (Ingyin stone powder)(P.13), Htanaungse (acacia gum) (P.14), 

Tamase (neem gum) (P.15) and teak charcoal (P.16). (U San Yu, 2 Nov 2020)

Third class

Basic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lacquerware

Fourth class

Shwezawar (Gold lacquerware) (p.1) horsehair lacquerware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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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paring the base (Aphyuhtee), there are 11 steps to go through as follow: 

 1. Cutting bamboo near the joint 

 2. Carve into bamboo pieces 

 3. tips of bamboo slats are cut off to be equal 

 4. cutting of joints 

 5. splitting bamboo slats into strips 

 6. dividing tips of bamboo strips 

 7. trimming bamboo strips into long trim strips

After long elegant strips of bamboo are got, it is to make four kinds of base material. These are 1. 

Making coiled object, 2. Making woven object, 3. Making twisted object and 4. Making body 

object. Lacquerwares are usually decorated in five colour such as black (resin), red ((mercuric 

sulphide), yellow (saydan), blue (mene -indigo) and green (mix thisi and sayden). Thisi (resin) is 

the essential material in lacquerware industry. (U San Yu, 2 Nov 2020)

According to the design on the base fabric (Aphyuhtee), there are six types of lacquerware. 

These are ordinary lacquerware (Yoeyoeyun), incised or stylus lacquerware (kanyityun), gilt 

lacquerware (Shwezawayun), relief molded lacquerware with meat bone (Thayoeyun), glass 

mosaic and gilt lacquerware (Hmansishwechayun) and Lacquered image of Buddha (Man or 

Manphaya).

Ordinary lacquerware (Yoeyoeyun) (P.17)

Ordinary lacquer is made of both bamboo and wood. Only 

black and red are used for ordinary lacquerware. Especially 

home appliances and common objects for religion are ordinary 

lacquerware. (Khin Maung Nyunt, 1996,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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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sed or stylus lacquerware (kanyityun) (P.18)

Relief molded lacquerware with meat bone (Thayoeyun) (P.20)

Glass mosaic and gilt lacquerware (Hmansishwechayun) (P.19)

Gilt lacquerware (Shwezawayun)

Red or black lacquerware draw a design without pattern with 

a stylus. If artisan is a skilled worker, we cannot predic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collection. The designs for floral, Pictures, 

Landscapes and Buddhist stories drew on the plain lacquer with 

stylus and then add the colour. (U San Yu, 2 Nov 2020)

Thayoeyun is made by mixing thisi (resin) with thayoe. Thayoe 

is made of grind roast the bones to a fine powder. According 

to Dr. Khin Maung Nyunt, thayoeyun have originated in China 

around 7th and 11th century. However, it is said to have 

disappeared during the Ming Dynasty. (Khin Maung Nyunt, 

1996, p.17) At present, that kind of lacquer ware is still being 

made in Bagan.

Glass mosaic and gilt lacquerware are very delicate and expensive 

due to the skill of the artisan and amount of time and labour 

involved. The required pattern is affixed coloured glass and gilded 

on the black fabric of lacquerware. This type of lacquerware can 

be found as throne, Sadaik, covers of folding manuscript and palm 

leaf manuscript, drum circle or orchestra, oboe and xylophone, 

shrine and Kumtaung etc. (U San Yu, 2 Nov 2020) There is no 

evidence as to when glass and gold-inlay lacquerware began. 

The earliest known evidence, however, is a covers of palm leaf 

manuscript dated 1794. (Fraser Lu, 1985, 31)

The lacquerware decorated with gold leaf is called gilt lacquer. The required pattern is drawn 

on the black lacquer material and add with a mixture of neem gum and yellow orpiment 

powder. After applying the thisi (resin), on illustrated objects affix gold leaf. According to 

Bagan U Khin Maung Gyi, Shwe Zawayun started after the First World War. (Khin Maung 

Gyi, 1981, pp.31-32) But according to Dr Khin Maung Nyunt, in the days of the Myanmar 

kings, shwezawa ware was made exclusively for religions and royal use. We can see that 

the two statemen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lacquerware documents, I would like to agree 

to Dr Khin Maung Nyunt’s statement. Today this is the most expensive lacquerware, due to 

the price of gold. Several ancient temples and monasteries in our country have walls and 

ceiling covered with panels of shwezawa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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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Process

It means the light and hollow Buddha image made of lacquer. In 

making dry lacquer image, it was first molded the image in clay 

or bamboo wickerwork. Then, the molded image was to apply 

with a coat of straw ash and water. Monk's robes and turbans of 

elders were to be soaked with lacquer and to wrap the molded 

with these clothes repeatedly. And then, cotton or silk clothe 

soaked with lacquer is applied layer by layer repeatedly, making 

relics figure with hollow. (Than Tun, 2011, p.46) Manphaya was 

first worshiped during the Southern Chinese Dynasty (420-589 

AD).

It then arrived in Japan during the Hakuho period (645-729 AD) and began to work on the 

Manphaya. It is said to be the most popular in Tempyo reigns (729-766 AD). The earliest 

Manphaya in Myanmar was dated 10 September 1765 in Nyaunggan, Budalin. There is 

another Manphaya dated 2 December 1772 at Pindaya Yan Aung Monastery. The villages 

made Manphaya in Myanmar are in Shwebo and Ye Oo areas especially Kuphyu Sitha, 

Nabatsaing, Hpalanhkon, Malwe (now: Hinthar Village), Mae Oh, Ywa Thit, Lin Sarek Kone, 

Lein Daw Inpahto. It is said that the main source of (Thitsi) resin for Manphaya industry 

was obtained from Kaduma village, ten miles from Kuphyu Sitha. The technique of the 

Manphaya is bequeathed from father to son. It is said that since 1929, the Manphaya 

industry has faded. (Than Tun, 1983, pp.54-62)

Lacquered image of Buddha (Man or Manphaya) (P.21)

First step (Basic Materials)

Basic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lacquerware are bamboo and wood. There are 

three basic types of lacquer ware made of bamboo as follow: 

 1.   wrapped thin bamboo around the coil (rope) 

(Example: flowerpot, Yetagaung, Daunglan, Bowl cover, etc.)

 2.  knot three thin bamboos together and coil 

(Examples: betel box, water cup,rice bowl, etc.)

 3.  weaving the necessary patterns with very thin bamboo 

(Example: small objects or materials)

Basic lacquer ware made of wood are tea trays, box, table, etc. (Khin Maung Gyi, 1981,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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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step (Black Materials)

Engraving, Etching and Colouring

Wax Polishing

The base material is coated with Thitsi (resin). It is called thayo kaing (grouting) or lacquer. 

After coated thitsi, it is kept in the basement for three days. This is also called taikthwin (put 

into underground chamber to dry resin). After three days, it is taken out of the basement 

and recoated by thitsi, and kept in the basement for another three days. Then, it is to make 

smooth the inside of the material by putting it on the manual spinning wheel. After that, 

thayoe mixed with cow dung powder and thitsi (resin) was coated and stored in the cellar 

for three days. 

At the end of three days, the material is rubbed with a light brick and it dries. Then after 

coating with a kind of thayoe made of mixed rice husk’s ash and thitsi, it is kept in the 

basement for three days. Then, it makes to smooth by manual spinning. Finally, it is coated 

with genuine/pure resin and left in the basement for three days. In order to obtain such a 

good black material, it is necessary to enter and exit the basement five times.

Firstly, the outline of the design is engraved freehand on the surface of each item. This work 

is usually done only by men. Women do not do it. Designs are coated red which is got by 

When the above work is completed, the lacquer is smoothed and polished with stone 

powder. Then it is rubbed with teak charcoal powder to make it finer. After the polishing, the 

inside of the lacquer is painted red with a mixture of wood resin and vermillion. It is said that 

the inside of most lacquer ware is usually painted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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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ation and Ornament of Lacquerware

Four basic styles of traditional Myanmar painting are used on lacquerware. The four basic 

styles are Kanote, Kapi, Gaza and Nari. These words are Pali words. The kanote style depicts 

convoluted lotus stems, buds, blossoms, or scroll work with floral motifs or arabesques. Any 

beautiful floral drawing or intricate design may be called kanote. Kapi depicts apes, monkeys 

and the like, and action and movement portrayed in a drawing may be called kapi. Gaza 

depicts elephants, horses, cattle or any massive objects such as mountains, rocks or tree 

trunks, and Nari depicts human figures. There is no perspective (i.e. near and far, light and 

darkness, low and height) in ancient Myanmar art. The required effect is achieved by means of 

lines and colours. The artist draws a design freehand to express an idea. (Khin Maung Nyunt, 

1996, pp.117-118)

Motifs on lacquerware are lotus, orchids, mythical animals, demons, and devas. Favourite 

symbols are the nine planets and the twelve zodiac signs. Scenes and episodes from the 

Jatakas (stories of Buddha’s lives), well-known folk tales and fables, pagoda legends and Nat 

(spirit) stories are depicted in panels. Enough space is left on the object for inscribing the artist’s 

name and the date, or other words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a name inscribed.

Lacquerware Market

There are many ways for selling the lacquerware, but two noted ways are primarily at shops 

and stores and especially at pagoda festivals. Some are sold through traders or merchants. 

Therefore, in Nyaung Oo, the place where people buy and sell lacquerware is still called Yun 

Dan Yap. Regarding lacquer trade, there are three classes of people in the lacquer industry. 

They are: 

 1. Manufacturer/producers, 

 2. Producer- distributer, 

 3. Retailers. 

Today, the rich are opening stores with their own production.

the admixture of resin and vermillion. Then kept it in the basement for three days to dry. At 

the end of three days, the lacquer is rubbed with wet rice husks.

This needs to be done three times in the same way. After that, it is applied with acacia gum 

or neem gum to design with a color and dried in the open air. When dried, it is outlined in 

green colour using stylus. After that, resin is applied to the wood and rubbed with a cloth to 

keep it clean, and left in the basement for five days. After five days, the necessary colour are 

painted. As This painting work is done by only women, and man are found never don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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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 of lacquerware

Today, the number of people who earn their living by lacquer work is declining and the number 

of lacquers working areas is also dwindling. The reason is due to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the availability of raw material, shrinking market, shortage of skilled labor and scarce capital. 

One outstanding problem in addition to these is the exploitation of the wealthy peoples on the 

lacquer workers. For these reasons, lacquer workers are moving to other lucrative industries. 

Also, equally important problem is getting raw materials is more difficult than getting capital 

money. As everyone knows lacquer market is shrinking due to the widespread introduction and 

quick prevalence of easy-to-use plastics and long-lasting steel products. These two materials 

are replacing the traditional lacquerware very rapidly and effectively killing it. Lacquer industry is 

now encountering the survival struggle. 

To achieve the survival struggle, we need a strategy in that the following steps should be taken 

to solve these problems: 1. Banks need to provide systematic generous concessional loans 

as capital to lacquer operators, 2. Establish a systematic lacquerware association to make raw 

materials easily available locally and 3. To upgrade the lacquer training schools to provide free 

training to produce skilled workers.

Conclusion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Myanmar lacquer industry has flourished since Bagan era.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prosperous period for lacquer ware industry was in Konbaung period 

where the lacquer technique has developed to the highest in the colonial period, the Lacquer 

School was opened in 1924, as a means to preserve the traditional culture of Burmese people 

and for being part of colonial economy. From 1924 to 1956, the school gave a three years 

course to which about 30 students were admitted to each batch. It was changed to a two-year 

course in 1962 and continues to this day. It takes many steps and a lot of time to get a lacquer 

ware, but it does not earn a decent income and raw materials become scarce and expensive. 

Due to the lack of a good market, lacquerware and the lacquer industry have become a culture 

that must be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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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written history of the Maldives before its conversion to Islam 1153 AD. However, 

various archaeological and heritage sites bear evidence that the country has been inhabited for 

at least two thousand years (Mohamed, 2008). The 2019 published Cultural Heritage tentative 

list got 462 sites/buildings listed which are located all over the nation. The cultural heritage 

sites/buildings ranging from pre-islamic period (c.500BCE – 1153CE) to late modern period of 

British control (1835CE-1965) is included in this tentative list.

This vast range of cultural heritage indicates the different eras of the history and also portray 

the early Maldivians life style, tradition and workmanship. But the most significant cultural 

heritage in this list are the coralstone mosques (Figure 1). And as most of these mosques were 

built under royal command the craft masters were appointed to carry out the work. Closely 

observing the interior one could see the finesse carved pillars having intricate lacquer work 

and on top of them are beams that have beautiful caligraphy work lacquered on them. And 

the most mesmerising is the eloborated lacquer work done on the coffered celings of these 

mosques (Figure 2). The interior of these mosques being heavily decorated using lacquer 

depicits the significance of lacquer work in the Maldives. Apart from beautifying objects,  

lacquer work also acted as a protective coating to shield from dampness and heat. In Maldives 

Lacquer Work in the Maldives:
The Best Surviving Craftmanship from Early Days

Zaha Ahmed
(Acting Head of Heritage Section,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Ministry of Arts, 
 Culture and Heritage)

Abdul Matheen Abdul Raheem 
(Lacquer work craftsman)

Figure 1 Male'Hukuru Miskiiy, Best surviving coral stone mosque in the country and also 
included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source: National Archives)

Figure 2 Interior of Ha. Ihavandhoo Kureege Hukuru Miskiiy - coral stone mosque 
included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Sourc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Server)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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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ly lacquer work is done on wood and wood is easily probe to deteriorate in tropical climate 

due to the high humidity and heat. Hence applying lacquer in the interior of the mosques full fills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 purpose.

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searchers it is seen that lacquer decorations were applied on 

things from kitchenware to furniture to eloborate the grandness. As a matter of fact we have 

observed numerous lacquer design decoration done in royal residences. One example of this 

is the lacquered pillars that are seen from Ha. Utheemu Ganduvaru, the residence belonged to 

the National Hero, Mohamed Thakurufaanu or famously known as Boduthakurufaanu (Figure 

3). Moreover there are many furnitures such as the chairs used by the royals and special 

kitchenware that have lacquer work done.

Eventhough the historical records do not excatly know how old this craft was introduced to 

the Maldives, the lacquered interior of the coralstone mosques which are over 400 years old is 

enough to fathom the age of this craft practiced in the Maldives. And it is fascinating to know 

that this knowledge and the techniques of this craft has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and is still practicing in the Maldives (Figure 4). Unlike other early craftsmanship in the Maldives, 

the lacquer work managed to persist and survive till today due to various reasons. Works like 

Coral carpentry and carving, tortoise shell jewelery work were unable to continue till date as 

they were having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Hence the statutory orders to protect 

the environment halted these works.

There are also a list of crafts that diminished due to the shift in the Maldivians way of living. 

Especially to extract raw materials needed for the crafts for thatch weaving and palm crafts are 

becoming rare as the lushness of the islands have been shifted to be more manmade. One 

reason for the prolong survival of this craft is that the raw materials and tools need to carry out 

lacquer is still readily available. However these days some colors or Laa used in the lacquer 

work are imported from abroad. At the present day one island called Baa Atoll Thulhaadhoo 

has got the most specialized experts and most number of the people practicing lacquer work. 

It is believed that the people of this island were able to specialize in this craft because they 

cherish this work. Moreover with pride they transfer this knowledge and skillset to their children 

and for the future generations to come.

Figure 3 Interior of Utheemu Ganduvaru (source: National Archives)

Figure 4 Present day picture of engraving designs on lacquer (source: Department of 
Heritage of Maldives, ICHCAP)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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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omparing the lacquer work carried out during the early time, one could notice that 

the present day lacquer is more or less very similar. It is only the introduction of few modern 

equipement additions like the motor and the more range of colors that are used in today’s 

lacquer work that sets them apart from the earlier days (Figure 5). However the technique and 

the knowledge still remains the same and is authentically preserved and passed on.

Being a small island nation, maintaining the cultural identity is an important part of national 

agenda. As a matter of fact Article 39 of the Constitution of the Maldives (2008) refers to the 

mandate of the state to ‘promote education, culture, literature and arts, within the limits of its 

resources.’ The Constitution, in its Article 67 (g) further refers to the duties of the citizens to 

‘preserve and protect the State religion of Islam, culture, language and heritage of the country.’ 

(UNESCO New Delhi, 2017). Unlike natural heritage which is the selling face of tourism industry 

enjoys strong state protection, cultural heritage on the other hand is usually taken for granted 

and neglected. Moreover the management of arts and culture sector has changed hand 

several times over the past 10 years. The frequent change of administrative framework appears 

to be the key problem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c framework for 

culture sector.

However, slowly emphasis on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began soon after establishement of 

the Ministry of Arts, Culture and Heritage by the newly elected governement in 2018.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was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Act of the Maldives 

(12/19) in 2019 which gave cultural heritage legal protection. Under this Act lacquer work and 

the practinioners are also protected. As a matter of fact this act enforces to maintain inventory 

of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which needs to be updated periodically. 

Moreover, compilation and maintaining a register of cultural practitioners is also compulsory. 

The law emphasizes on maintaining authenticity and integrity and values of cultural heritage. 

Therefore, in the conservation work of a coral mosque, close attention will be given to maintain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Hence the missing or deteriorated lacquer work inside the 

mosque will be replaced by commissioning a local practitioner to carry out the work. This 

was practiced in the most recent project of reassembling of Kalhuvakaru Miskiiy (coralstone 

mosque) in 2019 (Figure6). 

Figure 5 New unconventional colors introduced to the current lacquer work (Source: 
Adbdul Matheen Adbul Raheem)

Figure 6 missing lacquer pieces recreated for reassembling of Kalhuvaakru Miskiiy (Old 
Coral stone mosque) (Sourc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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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pport and encourage craftsmanship annually exhibitions are held to showcase the work 

of artisans. These exhibitions give the practitioners exposure and also outstanding works 

are generously rewarded. Lacquer work is usually listed as a distinctive category in these 

exhibitions (Figure 7). The biggest challenge for the lacquer work is the job security for the 

practitioners. It is true that lacquer work has made its way into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lacquer products have become a likable souvenir for the tourists. However, the cheap imported 

factory produced souvenirs are preferred over the unique local made products. This issue 

could be solved if the government could provide subsidies to the local practitioners or arrange 

other incentives for the craftsman to support their craft work. Moreover, to attract the youth into 

lacquer work we need to aware the people of the financial opportunities and perks in this field 

of work. And also it will be beneficial if these lacquer training courses become more accessible 

for the keen learners with an affordable fee structure.

Awareness and advocating can be the key to reach different audience groups. And very 

recently with the help of ICHCAP we got the opportunity to portray lacquer work of the 

Maldives photo exhibition collaboration with google. This virtual exhibition has helped us to get 

more exposure and maintain a good network of local lacquer practitioners. 

At present the gender bias image of this work is slowly diminishing as more women is actively 

getting involved in this work. Many business model is inspired to be culture based or try to 

produce products that are inspired by the Maldivian culture and traditions. Unlike earlier days 

lacquer products has got a variety of products ranging from vases, to miniature dhoani (boat) 

to pens. Moreover bespoke designs like clocks (Figure 8), medals…are being produced, which 

truly portrays the evolvement of this work. The versatility in lacquer work has helped the craft to 

survive till the present and hope this adaptability of this craft will help it to grow and flourish.

 

Figure 7: Lacquer works displayed in the annual exhibition (Source: Abdul Matheen 
Abdul Raheem)

Figure 8 Lacquer work done on a clock (Source Abdul Matheen Abul Rah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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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 recall a documentary film entitled “Whose is this song” (by Adela Peeva, 2003) about a folk 

song sung by the local communities in the different countries of the Balkans that “has different 

faces and exists as a love song, a military march meant to scare the enemy off, a Muslim 

religious song, a revolutionary song, an anthem of the right nationalists, etc.”1) The impression 

after watching the film is unforgettable about the shared folk song as an ICH that has been 

claimed as an own original song in different countries in Europe and with not always the same 

meanings and functions for local communities. This reveals a good example of shared heritage 

across borders that can bring people together for mutual respect of international efforts on 

ICH safeguarding as stated in Article 19, “the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f general interest to humanity, and to that end undertake to 

cooperate at the bilateral, sub-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hundreds of 

such shared songs and other heritage domains such as the traditional festivals, folk rituals, 

music, craftsmanship, agricultural knowledge, forest protection, and so on have been common 

among peoples across borders and they shall be safeguarded internationally by the concerned 

communities. They are deserved of putting together in the multinational files by concerned 

States Parties for the UNESCO’s possible inscription in the sake of peace, dialogue and being 

together.

This presentation will overview the UNESCO’s multinational inscription of shared ICH and the 

challenge of the States Parties for building up these nominations.

New Trend in UNESCO’s Inscription

Multinational files have been increasing, especially in 2020’s circle with 13 files (out of the 

total of 16 files from submitting States for evaluation) in comparison to the 5 files in 2019 or 1 

file in 2009. So far, there are 55 elements of the multinational elements corresponding to 87 

countries2) that reflect on the collaboration of the States Parties in building the files and more 

importance on the joint safeguarding of ICH across borders. The question rises for the reason 

of this increase of the files. On one hand, this trend meets the 2003 Convention’s objectives 

on the general interest if the humanity, and collaboration at the bilateral, sub-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safeguarding ICH. On the other hand, the multinational files have 

prioritized to be evaluated on the possible inscription and not counted as “at least one file 

Shared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Focusing on UNESCO’s Multinational Inscription

Nguyen, Thi Hien
(Associate Professor,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1  https://www.adelamedia.net/

movies/whose-is-this-song.

php

2  https://ich.unesco.org/en/lis

ts?multinational=2&type[]=0

0002&display1=inscriptionID

&display=stats#tabs: 13 files 

in 2020, 5 files in 2009, 5 files 

in 2018, 3 files in 2017, 5 files 

in 2016, 3 files in 2015, 2 files 

in 2014, 3 files in 2013, 2 files 

in 2012, 1 file in 2009, and 9 

files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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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submitting State” in one circle as in the case of the national file. This leads to France that 

has three inscribed multinational files and Malaysia from Asia-Pacific region has two inscribed 

multinational files in the 2020 circle.3)

As the abovementioned shared folk song of the Balkans, ICH as a cultural expression that can 

be national or multinational and that a number of States share, even though it can be different 

in practice and play their own functions among the custodian communities in this and other 

State. Nevertheless, the States recognize their shared heritage that can bring them together 

due to their common/shared cultural traits and for the more noble objectives, i.e. for the peace 

and dialogue as the case of the UNESCO’s inscribed the element entitled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 (2018)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Korea. Or they can share their common in practices of the folk games such as the Tugging 

Ritual and Games of Cambodia,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and Viet Nam (2015). Or People 

in China and Malaysia share their ceremonies as being reflected in the multinational file on the 

Ong Chung/Wangchuan/Wangkang Ceremony, Rituals and related Practices for Maintaining 

the Sustainable Connection between Man and the Ocean of China and Malaysia (2020). And 

many other elements are inscribed or not yet inscribed that have been practiced among the 

communities for hundreds of years that reflect the cultural landscape and soci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multinational societies.

Challenges in Multinational Nominations

The national and the multinational files are treated equally in the same evaluation process. 

However, the Evaluation Body expects the multinational file with the close collaboration of 

the concerned States Parties and communities that work together on the shared element 

in the nomination process. The files show clearly the definition of the shared element as an 

ICH across border communities, and their shared safeguarding plan among other aspects. 

That is to say the multinational files required much more efforts of the joint States Parties 

for their collaboration. From the initiative for a multinational file to the UNESCO’s inscription, 

the concerned partners shall work together for years and months. Sometimes, not all the 

collaborations among States show successful and some others may be interrupted and ended 

due to the internal politics and many other interventions in the collaborative process. Thus, the 

Evaluation Body highly appreciates close collaboration at bilateral, sub-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lso, the multinational files have been prioritized to be evaluated as indicated in the paragraph 

34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on ICH.4) So far, there are 

not any guidelines from the Secretariat or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bout the multinational 

files. Bak has noted that more detailed guidelines are necessary in this regard. The detailed 

guidelines should accommodate the diverse scenarios of multinational ICH nominations (Bak 

2015).

Moreover, there’s another difficulty in identifying a shared element. Sometimes, the element 

comes from one origin for years due to diffusion and shares similarities with communities 

across borders. It is not an easy task to trace the origin, or the history of its development, and 

it is not the central point of an ICH in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2003 on the living heritage.  

However, the ICH contains in itself its local meanings of the custodian communities. It is as “a 

3  https://ich.unesco.org/en/list

s?text=&type[]=00002&multi

national=2&display1=inscripti

onID#tabs

4  Examination of files by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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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the mainstream cultural heritage in one nation/state, while that same ICH belongs to 

minority groups in another country (Bak 2015)

This leads to other constraint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shared element as one among 5 criteria 

of the evaluation. While the members of the Evaluation Body expect that States Parties shall 

improve the quality of the files in terms of the description of the element. As the report of the 

Evaluation Body in 2020, in some nominations, two or more different definitions of the element 

were provided by the individual States Parties that makes the Body unsure which definition is 

about the shared element. The members of the Body would evaluate the shared aspects and 

interconnections in different countries.5)

For the definition (as the first criteria) and other criteria, among a total of fifty-two files evaluated 

in 2020, these include sixteen multinational files and among which 13 files were inscribed and 

three files are referral (or not inscribed). As in the report of the Evaluation Body in 2020, the 

multinational files should strike a balance in term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ifferent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files should demonstrate collaboration 

between States Parties and between communities, in particular in the development of joint 

safeguarding measures. However, there are files that do not demonstrate the collaboration 

among States parties and they seem to include separate national files from the concerned 

States and then they are put together in one multinational file. Also, when preparing a 

multinational nomination,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quality of the process of collaboration 

and exchange among the communities concerned. The collaborative process in working 

on the multinational nomination would encourage the dialogue among concerned multiple 

parties and local communities. The close collaboration and the joint safeguarding of the shared 

element serve as key functions of the multinational nomination. 

Though evaluating of the multinational files, a numbers of the challenges have been raised. The 

Evaluation Body expects the Secretariat provide th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multinational 

nomination. The guidelines would assist the submitting States Parties to have more qualified 

nominations and as a result, there would be more shared elements inscribed by UNESCO. 

And that the safeguarding of multinational ICH “can be an effective way to avoid nationalistic 

competition among nation/states over ICH’s. Also it can be a way to mitigate the hegemonic 

and unilateral cultural policies by the mainstream of the nation/states.” (Bak 2015: 11)

Conclusion

As my count, there are 7 multinational elements from Asian Pacific regions have been inscribed 

by UNESCO, among which the role of ICHCAP is crucial in encouraging the regional States 

Parties to work together for the diverse and shared heritage such as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and the future lacquerware and some others. So far, China is the leading State Party in 

the region to have two multinational files with Malaysia on the Ong Chung Ceremony and rituals 

(2020), and with Mongolia on the Urtiin Duu, traditional folk long song (2008). The Asian-Pacific 

regional countries share their ethno-landscape, their environment, history, language, and other 

cultural features. In a such cultural milieu, they have their common practices on the shamanistic 

rituals, on the bronze drum practices, on the popular Buddhist festivals, the craftsmanship of 

making lacquer ware, masks, wooden furniture, court music and songs among others. With 

the efforts of all the States in the region, as my expectation, there are more multinational files 

5  Evaluation Body’s Report 

at the 15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t https://ich.unesco.org/

en/1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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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gion that will be completed in the coming years. And we will see our collaboration in 

safeguarding of ICH for peace and open dialogue among the regional States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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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nchored on the question of memory, which has 

become a topic of great interest today not only within academia but also in popular culture. 

America’s newfound taste for cupcakes and macaroni and cheese, for instance, is not so much 

about society’s gastronomic craving for these foods, as it is about society’s craving for history 

and the comfort of things past. In essence, it is about restorative nostalgia and the memories 

that these foods evoke and make possible through the imaginary. Our preoccupation with 

memory and remembering, in large part, is driven by our recognition of the fragility of memory, 

a fragility that is underscored by this age of mass displacement in which we live. As the 

Iranian American writer Roya Hakakian notes in her recent memoir, “When you have been a 

refugee, abandoned all your loves and belongings, your memories become your belongings.” 

In a world where over 80 million people are currently forcibly displaced, amounting to one 

person being forcibly dislodged from his or her home and lifeways approximately every two 

seconds, dislocation, uprooting, and rupture are as much a facet of our lived experience as are 

connectivity and interdependence. Exilic condition is an unfortunate but undeniable feature of 

modernity.

Even within living memory, Asia has had her share of tumultuous histories. Colonization, 

conflict, war, and other calamities have engendered mass dispersal. Over 2 million Vietnamese, 

Cambodians and Laotians fled their homelands in the aftermath of war, revolution and 

genocide, and many more Southeast Asians continue to be displaced in varied contexts and 

conditions as we speak. The genocide in Cambodia left deep wounds and ravaging effects 

on the cultural memories of the nation that is now bifurcated between Asia and the diaspora.  

Even without the trauma of war and mass atrocities, globalization,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progressively divested traditional knowledge of its merits, and peripheralized 

certain memories into oblivion. 

As the body moves, where does memory live? Food has always signified home and heritage, 

two things that people on the move carry with them, often only in their imaginary, but at times 

also in actuality– the chili pepper seeds tugged away in the band of a sarong, the memory of 

home in blended smell and taste that travels into and through the diaspora, the spices from 

distant colonies that made their way to the tables of the métropole. Food signifies “home” 

in its fullness, not just of place and belonging but of all elements of sociality that transform 

space into place, and place into home. It is a site where social memories are enshrined, and 

through which they are transmitted. Where these memories are absent in textbooks and 

other narratives, food-centered practices and rituals are the remaining containers of cultural 

memory, hence important sites for excavation,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For the younger 

Foods, Roots, and Routes: 
Gendering Memory in the Age of Displacement

Khatharya Um
(Associate Professor, Asian American and Asian Diaspora Studies Department
of Ethnic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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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s, it is often through these quotidian experiences that they find their way not only to 

their own cultural identities but also their connections to others of shared traditions.

In 2016, UNESCO- Bangkok launched an important project on Southeast Asian Shared 

Histories that yielded innovative curricular materials for secondary schools, which have since 

been adopted by various countries of Southeast Asia as part of their national curricula. One 

of the more popular units is on rice and spice that has also been made into two recently 

published children’s books. In looking at rice and spice, we were not only looking at food as 

a cultural archive but as a thread that connects multiple places and domains, namely the 

various countries of South East Asia, Southeast Asia and the world, the micro experiences of 

the everyday and glob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orces and processes. As such, we not 

only viewed rice and spice in term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shared culinary traditions and 

experiences, but also as lenses for understanding migration, science and medicine, spirituality, 

sociality, and cultural practices that connect the peoples of Southeast Asia, as well as the 

region with the rest of the world. Commonly known dishes such as curry reveal not only the 

particularities of each country’s culinary traditions but also their creative adaptive evolution, 

and a different and richly illuminating cartography of the region’s histories of movements and 

encounters. The mi kola that was a pre-war culinary specialty of Cambodia’s northwest, for 

instance, is a cultural register of the presence of the ethnic Shan community from Burma in the 

gem mining provinces of Cambodia. Bread exposes French colonial imprint on Vietnam, Laos 

and Cambodia, while the iconic banh mi that is now a common feature on the menu of New 

York and San Francisco’s eateries reveals the longue durée of militarized dislocation, and serves 

as a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situating the post-1975 Southeast Asian diaspora within 

the larger histories of war and empire. When we trace the genealogy of the egg desserts so 

popular in Thailand and Cambodia, we not only can chart the circuitous routes of encounters 

and conflicts through which memories travel– in this case connecting Portugal, Cambodia, 

Thailand, and Brazil among other nodes– but also put into sharper relief the humanistic ties and 

intercultural connections that are often buried and obscured by the more visible legacies of war 

and conquest.

In highlighting regional and global connections in our study of rice and spice, we also 

underscored the multi-directionality of cultural flows, not just within Asia, and not just from the 

West to the East, but also from Asia to the rest of the world. In addition to the history of global 

trade and exportation of culinary influence, Southeast Asian food cultures also represent the 

wisdom and scientific knowledge acquired and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particularly 

as they relate to the science and philosophy of healing. Some of these traditional knowledges 

have traveled to the West and shaped notions of health and wellbeing as well as informed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fields of medicine and nutrition. Understanding of the origins 

of these knowledges and traditions allows for a deeper appreciation of the global flows of 

ideas and influences from Asia, of our interconnectedness, and the importance of intercultural 

exchange.

ORAL HER/STORY AND GENDERED MEMORY

The initiative’s inherent importance notwithstanding, the Rice and Spice Project is significant 

in that it opens up new ways of looking at quotidian practices as archives of cultural heritage, 

and suggests even wider possibilities. Despite the tendency to approach it as a monol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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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is not undifferentiated but is inflected by class, gender, and generations among other 

factors, hence must be considered in its plurality. Yet in research, writing and other forms of 

documentation, memory is often flattened. Because of the assumption that all memories are 

the same, women’s storie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for one, are rarely documented in 

their own right, despite the fact that women are essentially the keepers of memory, entrusted 

with critical tasks such as preparing and performing important rituals, and of transmitting 

cherished cultural memories. In the many food-centered activities that fill a Southeast Asian 

life– from cooking for the family to preparing daily alms and ceremonial offering– it is women 

who shoulder the tasks. In the same vein, Southeast Asian agricultural practices, rites, myths, 

legends, and harvest songs as they relate to rice and spice are all imbued with gendered 

elements. Even in the context of rice and spice, so much remains to be uncovered.

The Rice and Spice Project, thus, serves an invitation for thinking more broadly about gendered 

memory and about the importance of capturing them through stories, narratives, and artifacts 

of the everyday. In Southeast Asian families like mine, “food heritage” is the feminine gift from 

mother to daughter. What is transmitted in the almost exclusively female space of the kitchen, 

however, is not just the art of cooking. Growing up, much of what I and other female members 

of my family learn about the healing properties of food, recipes for women’s health and 

beauty, and above all, what it means to be Khmer, and a Khmer woman, were bequeathed 

to us organically through instructions, scolding, stories that are always laced with life lessons, 

and banters among elders that we were permitted to “overhear,” all shared in the warmth 

and nurturing chaos of the kitchen and other feminine spaces where cultural memories are 

performed and transmitted by our elders.

While foodways, as intangible cultural archives of the everyday, is an important and accessible 

platform for thinking more broadly about gendered memory, there are many traditions and 

practices that are passed on to women by women. What, for instance, do we still remember 

of the rituals, meanings, and customs of “entering the shadow” (choal maloob) that marks a 

Khmer woman’s rite of passage into maidenhood, or the various beliefs, taboos and practices 

associated with pregnancy, childbirth, postpartum, and other female self-care? What gendered 

memories are embedded in female tattoos? In reference to lacquer, which is a theme of the 

conference, what do we still remember of the lacquer pounding ceremony that is part of the 

traditional Khmer wedding ritual, or the process and signification of teeth lacquering? What 

about other usage of the lacquer producing tree such as in silk thread dying in Cambodia, 

which is also gendered labor? These are memories and knowledge that often lie below 

the threshold of visibility, in gendered spaces already on the margin. And they are rapidly 

disappearing.

Women’s memories, however, are not only confined to cultural memories. They extend into 

other realms such as history, education, and politics. What, for instance, do we and what will 

subsequent generations know of Southeast Asian women’s experiences under colonialism 

and war? What do we know of the first cohort of Southeast Asian women to attend modern 

schools? Who were the women trailblazers in different sectors of Asian societies? 

Memories are unequal, not in terms of their absolute importance, but in terms of their perceived 

importance, and of the means to act upon that importance. Some of these memories are 

being preserved in some communities, but not in others. The imperative of gathering and 

preserving these and other gendered memories is particularly acute in communities that have 

been fractured and dislocated, and where memories, already marginalized and relegated to the 

intimate confines of families and homes, are further threatened by dispersal, by the preca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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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 displacement and, in many instances, by generational and linguistic disconnect. For these 

communities, with the passing of the generations, the losses are irretrievable. 

This is where external institutions like UNESCO can play critical roles, for the losses are not only 

for a particular nation or community; they are losses for humanity. The tasks of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can be undertaken in different places and involve many institutions, especially 

educational institutions. Projects such as the one led by our community health students at 

Berkeley to compile postpartum recipe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many of which 

were gathered through interviews with elders, for instance, not only engage the younger 

generations in the construction and preservation of their cultural histories, but also promote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with the larger community. Especially 

important, these women-centered projects instill and affirm, for all generations, the valorization 

of women’s knowledge, skills, experiences, and contributions. By integrating these initiatives 

into school curricula, and anchoring learning in lived experiences, we also make it more 

meaningful. For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initiatives also provide opportunities to 

engage the larger community in the production of knowledge that is meaningful to them, and in 

the proces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academy and the community. Equally important, by 

moving preservation efforts beyond certain domains such as museums, we transform cultural 

preservation from being the privileged task of certain institutions to being a more widely shared, 

societal undertaking. The foundational knowledge, tools, and skills that students acquire 

through critical inquiries allow them to better understand both the past and the present world 

in which they live, and their connectedness with their environments and with other peoples and 

communities. These knowledge, skill sets, and insights will help prepare them to be critically 

engaged citizens not only of their own countries and of the Asia region but also of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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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Kutch is a frontier district in the state of Gujarat in western India, situated on the border of India 

and Pakistan. Covering an area of 45,674 km², it is the largest district of India. It is surrounded 

by the Great and Little Rann of Kutch on the North, South, East, and the Arabian Sea on the 

West. In the beginning of the twelfth century, Kutch was ruled by Chavda, Sama, Sanghar, 

Kathi, and Solanki dynasties. From 1147 AD to 1947 AD, Kutch was ruled by the Jadejas, 

whose ancestors migrated to Kutch from Sindh (now in Pakistan). Sindh is one of the four 

provinces of Pakistan. Located in the southeast of the country, it is the third largest province of 

Pakistan. Sindh is bordered by Balochistan province to the west and Punjab province to the 

north. Sindh also borders the Indian states of Gujarat and Rajasthan to the east and Arabian 

Sea to the south. The influence of Sindhi culture is very prominent in Kutch due to the history 

of migration of pastoralists as well as artisanal communities. The current paper aims to explore 

the cross border cultural relationships between local communities of Kutch, India and Sindh, 

Pakistan by critically examining their shared oral tradition of Gujharat and a significant traditional 

textile craft practice called Ajrakh.

Shared Heritage of India and Pakistan:
A Case of Gujharat and Ajrakh

Aanchal Mehta, Jyoti Shukla, Teena Dhabale
(Centre for Heritage Management, Ahmedabad University)

Figure 1. Location of Kutch, India and Sindh,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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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ch and Sindh have very strong cultural relationships. Prior to the partition of India in 1947, 

during drought years the pastoralist communities of Kutch would migrate to Sindh where they 

could access both pastures and markets. While sustaining their livestock in the good lands of 

Sindh, many of them laboured in the fields of Sindhi farmers and used to get wheat in return as 

their wages which helped them sustain themselves. In those days there was no milk market. 

Milk was turned into ghee and sold in the villages of Sindh which also gave them additional 

income for their survival there. Such migration was more common amongst buffalo owners. 

Proximity to Sindh and socio-cultural similarity with it were additional reasons for preferring 

Sindh over other parts of Gujarat. Cattle pastoralists often preferred to go to Saurashtra as they 

had good relations with farmers who would give them shelter. There were also mass migrations 

to Sindh once every 8-10 years or so in times of severe scarcity and famines (Bharwada 2012).

Gujharat: The oral tradition of maldharis of Banni

The Banni grasslands of Kutch is regarded as ‘the largest natural grassland in the Indian 

subcontinent,’ an area that is both socio-culturally unique and ecologically valuable (Ramble 

2019). Banni grassland is a home to more than 52 hamlets which are organized into 19 

Panchayats with a population of approximately 35000 - 40000 (including Pachcham), out 

of which 90% are Muslim nomadic pastoralists and 10% are Hindus (BPUMS 2010). They 

speak Kachchhi in Sindhi dialect. These communities have a long tradition of mutual trust, 

cooperation, interdependence, and hospitality. The maldharis (pastoralists) of Banni have an 

intricate relationship with the biodiversity of the region. This interrelationship has manifested 

itself in the form of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which are now an integral part of the 

landscape.

"A border region in the northern Kutch, where on one side of the international 

boundary lies the beautiful Sindh swinging in its cradle the ancient civilization 

of the Mohan-jo-Daro. On the other side lies Kutch and swinging in its cradle 

is the Dholavira, a part of Sindhu civilization, striving to meet its other half 

across the border. The cold winds of Thar bring messages of affection from 

Sindh to the people of Banni who have nurtured the Sindhu civilization and 

emerged as its custodians."

(Mutwa, 2002 p. 1)

A unique form of oral tradition existing in Banni grasslands of Kutch is the Gujharat (or 

Guzaratu). Considered as a unique kind of oral tradition, it is a significant part of Sindhi folk 

literature. Gujharat are traditional folk riddles spoken in Sindhi language and are generally based 

on the seven folk tales of Sindhi literature. These riddles include descriptions of the local flora 

and fauna, various elements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such as water, grasses, mountains, 

land, and also words related to activities associated with animal breeding. Traditionally, the 

maldharis of Banni would spend their evenings in the choupals (public gathering areas) and 

have sessions of saying Gujharatein, while the public would have fun by decoding them. When 

the maldharis would gather while their cattle herds grazed in the grasslands, or during other 

social gatherings such as weddings or on long winter nights around the bonfire, the Gujharat 

sessions would go on all night long, with all the villagers participating enthusiastically. Gujharat 

were generally used as a means of recreation and entertainment for the local pastor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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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essions would become even more interesting when maldharis from different 

communities would come together for a session of Gujharat since they would bring in new 

riddles which would be more difficult to crack.

Gujharat are generally based on the seven folk tales of Sindhi literature such as Umar Marvi, 

Sasui Rehun, Leela Chanesar, Suhanee Mehr, etc. Every Gujharat is based on one such 

folktale. A single Gujharat may have 2 to 7 names of things hidden within itself. A simple 

example of a Gujharat: “Munhijo Naalo Naale Saan” (my name for name). This Gujharat hides 

within itself 2 names. The person solving the riddle has to first deduce which of the 7 folktales 

this riddle corresponds to. Then one starts guessing relevant names associated with the riddle. 

Once the correct name is spoken, the person who framed the riddle shouts, “Mari Vai” (oh, I’m 

dead) and translates the real meaning of the Gujharat in the local language, followed by general 

applause from the public. The above Gujharat is taken from Sasui Punhu, a folklore native to 

the region of Sindh, which contains in itself two hidden names - "Pyaaro" and "Punhu". Sasui 

Punhu, the love story is narrated by the lover, where she says: "my name, for name" meaning 

my love for Punhu.

This whole process of constructing and solving the riddles was, in itself, a means of recreation 

and entertainment for the local pastoralists. However, the original objective of this oral tradition 

has deeper roots. The main aim of this oral tradition was to educate the local maldharis about 

the different elements and resources found in the cultural landscape of Sindh. Since most of 

the maldharis did not receive any formal education, the mode of communication had to be 

oral, and in a way that would be easily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Hence, the riddles 

were based on the folk tales of Sindh, which were known to all the local villagers. The process 

would involve the audience to speak out all the different names for all natural resources or 

animals in the region, which would make the riddle interesting while at the same time educating 

the audience regarding the same. All the various aspects of heritage, natural or cultural, have 

been widely expressed through language, specially through the riddles in Gujharat. Due to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ver the years, Gujharats have also been able to preserve some 

early folk tales and have also recorded significant historical events in the region. It is due to this 

reason that this type of oral tradition is considered unique and one of its kind in the world.

Gujharat is currently not at risk of falling into disuse, rather it is being performed very extensively 

during community gatherings in Banni. It has also found new means of transmission through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like Whatsapp and other social media platforms through 

which the pastoralists can connect with members from their community across the border in 

Pakistan. Pastoralists across the border create new Gujharat and send them across via social 

media platforms. The pastoralists on the other side then try to decode them together. However, 

the community does feel that there is a need for promoting the oral tradition so that there is 

greater participation from the community.

Local Sindhi writers of Banni, such as Kaladhar Mutwa, who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is oral tradition, encourage the locals to continue practicing this tradition. Kaladharji also 

emphasizes that it is important to encourage the younger generation to participate in the 

Gujharat process and understand the nuances of this tradition. It is rural writers like him 

who have now started converting this oral tradition into a written form in order to generate 

awareness. In 2012, Kaladhar Mutwa interacted with various local pastoralist communities of 

Banni grasslands and did extensive research and compiled a list of Gujharat in his book titled, 

“Gujharatun”. Since this is a unique form of oral tradition, there is a need for its recognition in 

the global platform. In 2018, UNESCO New Delhi, in collaboration with Indira Gandhi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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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 for the Arts (IGNCA) undertook a project on inventory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indigenous communities of Banni grasslands of Kutch, where they documented in detail the 

oral tradition of Gujharat.

Writers and research scholars from both India and Pakistan have worked on documenting and 

creating an inventory of Gujharat. Late Doctor Parso Gidwani worked on Banni's folk literature. 

Sindhi Sahitya Akademi published his edited book titled "Gujharatum" in 1906. Doctor Betho 

Lalwani's "Baniya Jo Lok Adab" book was published in Kutch in 1929. The book also contains 

an article on Gujharat. Sindhi writer and research scholar Baloch Nabi Baksh Khan also 

published a book on Gujharat in 1949. 

Banni’s local NGO, Banni Sindhu Seva Sangh (BSSS) has been working for the last eighteen 

years towards the development of folk literature of Sindhi language. In 2008, with the help 

of Gujarat Sindhi Literature Academy, BSSS organized a seminar on the topic "Banni’s Folk 

Literature" in which an essay titled "Gujharat in Banni” was also included. Banni Sindhu Seva 

Sangh did a project on Gujharat in 2011 with the financial assistance of Indus Education - Puna 

under which a one-day workshop was also held in Banni and meetings were held in different 

villages with the Sughads. It has also been published as book 2012 by Gujarat Sindhi Sahitya 

Akademi. In 2014, Banni Breeders Association organised Gujharat Kachehri or Gujharat 

gathering at night, in its annual cattle fair called Pashu Mela, which was also broadcast on All 

India Radio Bhuj.

The indigenous communities of Kutch and Sindh have an intricate relationship, which manifests 

itself in the form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oral traditions and craft practices. In the 

next section the paper explores how a traditional craft practice of Ajrakh is practiced across 

both sides of the border.

Ajrakh: the traditional textile by the Khatris of Sindh and Kutch

Figure 2. Sindh: Important Resource Region for Dry Years till the Indian 
Independence [1947] (Bharwada 2012)

Figure 3: King Priest from Indus Valley Civilisation 
Source: National Museum, Karachi (Wikipedia Creative Commons)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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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rakh is a word synonymous with Sindh and Kutch due to the shared history between the 

regions. It brings a unique identity to the frontier lands across both sides of the border. Ajrakh, 

a textile craft practised in Kutch, India and Sindh, Pakistan is one of the earliest known textiles 

from the Indus valley civilisation (Pezarkar, 2017). The reflections of the textile can be seen on 

the statue of the King Priest wearing a trefoil pattern on his shawl which resembles the present 

Ajrakh pattern Kakkar meaning cloud (Figure 2). While the civilisation has seen its decline, the 

textile has travelled with time and is now known to everyone.

Ajrakh has been practised by communities known as the Khatris based along the Sindhu river 

in Pakistan. The art travelled to India on the request of the King of Kutch ‘Rao Bharmalji’ in the 

early 17th century when numerous communities came and settled in various parts of Kutch. 

The Ajrakh practitioners started to work on the banks of Saran river in Dhamadka which was 

known for its sweet water. With time, the natural sources of water began to dry up which 

forced artisans to find another place to practise the craft. As a result, after the disastrous 2001 

earthquake in Kutch, a group of villagers searched for a new place which had water and was 

named as Ajrakhpur. 

“The Khatris are an artisan community in Kutch. ‘Rang Utarna aur rang Chadhana’, 

the art of adding and removing colour, has been their work for centuries. Originally 

from Sindh, the Khatris practise crafts like block print, batik print, tie and dye 

and rogan painting. There are both hindu and muslim Khatris in Kutch. Jokingly 

they often claim that at some point in history their ancestral lines converged.”  

-Kachchh ji chhaap exhibition (Source: Khamir)

The Khatris who populate the village originally hail from the Sindh province of modern 

Pakistan. As a community of block–printers, they have been practising the 3000-years-

old art of Ajrakh. Abdul Raheman Khatri says that he himself is a ninth generation artisan. 

Even before Partition, due to water shortages in Sindh, his father, uncles and their 

Figure 4: Ajrakh textile (Source: Kha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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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had moved over to Kutch and begun work. Today four of his children—Abdul, 

Ibrahim, Juneid and Rashid work with their father. The next generation has taken over. 

(Gopinath, 2017)

Ajrakh, like any textile, shared a unique relationship with water. Starting on the Sindhu river, 

the artisans have always worked in close proximity to the water sources. However, the lack of 

quality water remains a huge challenge for the artisans in today’s time. “Water and good quality 

water is essential to the survival of Ajrakh,” said Sufian Khatri, who is a ninth-generation Ajrakh 

craftsman (Rahmaan, 2019). The local organisation Khamir took an initiative to instal an effluent 

treatment plant (ETP) in Ajrakhpur in collaboration with artisans, local community members 

in 2007. As the water requirement was more, the on-going process of setting up a Common 

Effluent Treatment Plant (CETP)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Northern India Textile Research 

Association (NITRA) has given renewed hope to the artisans of Ajrakhpur. The treatment plant 

has a capacity of recycling 1.5 lakh litres of water every day (Rahmaan, 2019).

Many stakeholders including the local organisations, government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ensured that the preservation of the art form is also documented and showcased in 

Figure 5: Resist printing in Sindh Source: Sindh Jo Ajrakh, Noorjehan Bilgr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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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ous ways to the public. Khamir, an organisation based in Kutch works for creating 

a platform for artisanal craftsmanship has taken numerous efforts to promote Ajrakh. The 

organisation has been successful in curating an exhibition ‘Kachchh ji Chhaap’ which traced 

the history of Ajrakh from Sindh to Kutch and afterwards in great detail. The work also 

acknowledges the shared history between India and Pakistan and is reflected in the narratives 

of the exhibition. Shrujan, another organisation has been seen advocating the craft Ajrakh 

through their museum exhibits called the Living and Learning Design Centre (LLDC), which 

equally appreciates and shares the common linkages of traditional heritage on the sides of the 

border. We have also witnessed exchange taking place between the two regions which has 

led to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the cultural heritage practised by communities. 

Scholars like Noorjehan Bilgrami, designer and educator from Pakistan have worked on Ajrakh 

in great detail and can be seen in the book ‘Sindh jo Ajrakh’. She has also visited Kutch and 

shares a great bond with artisans. On the other hand, many artisans from Kutch have visited 

craft communities in Sindh who are also related to them in terms of ancestral lineage. 

Conclusion

Kutch remains a melting point of cultures of various communities. One can find stories of Sindh 

everywhere and feel the appreciation for the craft there. The political boundaries may exist 

today between India and Pakistan however it cannot sepa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Kutch 

and Sindh. For that remains alive in the stories and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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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enous/Local Knowledge, Anit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and Interventions in Preservation 
of Indigenous Rights and Knowledge Systems and Practices 
(IKSPs)

Bobby dG. Lop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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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chored on anitism, this study explains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of indigenous 

knowledge from the plain, mountain range, and selected coastal areas of the Philippine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and interventions in preserving IKSP were also 

discussed in the study. It was done through careful analysis of relevant literature with the aid 

of unstructured interview. The study revealed that local knowledge and practices relevant to 

indigenous belief systems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Besides that, concerted efforts among the academe, government, and 

indigenous cultural communities (ICCs) on issues and challenges surrounding the pre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IKSPs were found to be more effective and beneficial in policy 

formulation and project management.

Keywords: anitism,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indigenous/local knowledge, indigenous 

rights and knowledge systems and practices, sustainable development

Introduction

In 1979, for the first time, the scientists of the world discussed among themselves issu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i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spearheaded by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Casis as cited in Casis, 2008). Around the year 1990,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nfirmed in a report that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s real" as showed by rising sea level, rapid melting of glaciers in the Arctic Sea, 

ocean acidification, stronger typhoon signal and hurricane category, increasing global average 

temperature, and extreme drought to mention a few (UNFCCC in Casis, 2008, p.6). This 

phenomenon is believed to be cyclical; thus, it is bound to happen naturally. However, the 

entire process of change was hastened by human-induced activities, resulting in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As the world battles the threats brought about by climate change,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troduced in the latter part of the 1980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a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UN General 

Assembly, 1987 & Duhaylungsod, 2001). This gesture is just a response to its hope to give 

birth to a new face of development founded on ethical and moral principles to mitigate the 

aggravating global climatic conditions. (Escobar as cited in Duhaylungsod, 2001).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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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enous/local knowledge that is anchored on anitism is so indispensable to its promotion 

because its practices already reflect the core value or the very soul of its aspiration. As defined 

by Bruchac (2014), indigenous knowledge refers to the "network of knowledges, beliefs, and 

traditions that guide relations among human, non-human, and other-than-human beings in 

specific ecosystems over time." On the other hand, anitism refers to the system of belief of the 

early Filipinos, which was derived from the root word anito, meaning "spirits of the deceased 

ancestors" or "spirits inhabiting the nature" (Hernandez, 2015).

This study was undertaken, for there are limited studies with a similar focus. Most related 

studies were confined only to indigenous knowledge and practices for sustainability in the 

forest, communities along Cordillera Mountain Range, and coastal areas (Chunhabunyatip, 

Sasaki,Grunbuhel, Kuwornu, & Tsusaka, 2018; Duhaylungsod, 2001). There were few to none 

studies that mentioned it in the plain region or any attempt to compare those knowledge and 

practices in various regions of the country. 

As a whole, the study would like to shed light on (1) the contributions of indigenous/local 

knowledge, which are anchored on anitism, in the attain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2) 

challenges and interventions in the preservation of IKSPs.

Research Methodology: 

The study used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The literature review was utilized in gathering the 

data. It includes ethnographic accounts of indigenous peoples in the archipelago, a survey of 

Filipino folklore books and manuscripts, reports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relevant unpublished research materials. To enhance and validate the findings, a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former chairperson of the Regional Advisory Committee of the Foundation 

for Philippine Environment, an expert in anthropology and environmental education. 

Results and Discussion

Indigenous Belief in Local Knowledge towards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genous belief system was foun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nserving and pre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ts resources. Authors in Grim’s book (as cited in Snodgras & Tiedje, 

2008) highlight that “indigenous religions may lead to more ecologically sound behavior (p.7)” 

just like what has been observed in some parts of India where sacred trees were preserved 

for generations because of religious beliefs (Chunhabunyatip, Sasaki, Grunbuhel, Kuwornu, & 

Tsusaka, 2018). Close to this is Dusun Tindal tribe's belief in Kota Belud, Sabah, about trees 

possessing spirits that help them “develop a very close bond with nature” (Livan, 2014, para. 

4). In like manner, “wildlife species such as the Black Soft-shell Turtle, Mugger Crocodile, Rock 

Pigeon and Rhesus Macaque” in Bangladesh were protected for quite some time because of 

local beliefs (Chunhabunyatip, Sasaki, Grunbuhel, Kuwornu, & Tsusaka, 2018). Furthermore, 

forests were preserved by Talang Mamak people of Indonesia because of the concept 

of sacred places, while the beliefs in ancestral spirits of indigenous people in the Lower 

Songkhram River Basin in Thailand led them to conserve the natural resources in their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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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nty, 2018 & Chunhabunyatip, Sasaki, Grunbuhel, Kuwornu, & Tsusaka, 2018).

The Philippines' experience is not very far from these as it shared with some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the belief in ancestral and nature spirits. This is locally known as 

anitism, which spreads out in the entire archipelago and is still being upheld today by some 

groups through oral tradition and socialization (Hernadez, 2015). 

The following indigenous/local knowledge can be traced from anitism and are believ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sustainable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 On Animals

1.  Indigenous People from North Western Cagayan are still using traditional fishing/hunting 

techniques. They even apply selective hunting/fishing, which means they avoid pregnant or 

female animals (Magulod, 2008).

2.  The local belief in Malolos, Bulacan like “kasumpaan,” in which an animal, like fish or bird, is 

given utmost respect and veneration by a particular family from several generations believing 

that it saved the lives of their ancestors from a tragic event (Tantoco, 1990). Another is the 

belief, among Tagalogs, that there were animals that could bring misfortunes to the lives of 

their owners like turtle and owl. Some people from San Miguel, Bulacan, even believed that 

there were animals being taken care of by enchanted beings that must not be disturbed.

3.  Tagalogs in lowland areas also believe that spirits can transform into an insect or animal. The 

best example would be a butterfly, which is sometimes considered a visiting spirit of 

deceased loved ones. Aswang, “an evil shape-shifting creature, according to the Philippine 

folklore, that shares the grotesque characteristics of werewolves, vampires, and ghouls 

(Valdeavilla, 2018, para. 4),” can mimic the form and shape of a black dog or pig (ADHIKA 

& NHI, 2001). Having these in mind, people become more cautious in dealing with animals/

insects. 

4.  The tripartite cosmos and its symbolisms, which are composed of the sky (bird and sun), 

earth (tree), and the underworld (turtle/snake), reflect not just the Filipino worldview as a 

whole but even their deep recognition and valuing of animals’ life (Hernandez, 2015).

B. On Trees

1.  Planting trees for those chopped down among Ifugaos and indigenous people from North 

Western Cagayan (Magulod, 2008 & Camacho, Gevana, Carandang & Camacho, 2015).

2.  Avoidance of cutting down young trees and some species of trees like balite and fiscus in 

Ifugao (Camacho, Gevana, Carandang & Camacho, 2015). Perhaps this can be associated 

with our belief that trees are serving as abode or dwelling place of some nature’s spirits.

C. On Managing Land Fertility and Pest Control

1.  Some indigenous groups like those in North-Western Cagayan and Eva Aeta of Orion 

Bataan use organic fertilizers from decaying fruits, rice and cornstalks, and animal manure 

(Magulod, 2018 & Abeledo & Abeledo, 2015). 

2.  Performance of holok among Ifugaos to control the pest. In this ritual, grasses and plants 

collected by farmers were sown in the rice field after being grinded well. It will take three 

days for its effectiveness to be noticed as mentioned by the locals (ADHIKA & NHI, 2001). 

Their use is indeed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ared to their commercial counter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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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n Sacred Place/Time

1.  Filipinos, in general, believe that there are sacred places occupied by unseen powerful 

beings; thus, for the longest time, they remain pristine and untouched (Hernandez, 2015). 

Thus, biodiversity flourishes and abounds within the perimeters of those places. This belief 

can be rooted in their view that some nature spirits inhabit the riverine areas, mountains, 

fields, etc. This is not to mention that different indigenous groups, from Luzon to Mindanao, 

believe in passages going to the afterlife like caves, seas, and holes in the underworld. 

In other places like Bataan and North Western Cagayan, where hunting and fishing are 

allowed, rituals are still being performed before its conduct to secure permission from 

nature’s spirits (Abeledo & Abeledo, 2015).

2.  There were seasons when hunting and fishing, like in Senora River in Lazi, Siquijor, is being 

prohibited or regulated so that animals may have ample time to multiply or reproduce their 

kind (Mansueto, Duran, & Jumawan, 2012). 

3.  It has also been observed that places in Cordillera where slash and burn agriculture is being 

practiced, were given some time to rest after its full utilization to regain its land fertility and to 

allow regeneration of plants and trees in the area [e.g., uma of the Kalinga] (See & Sarfati, n.d.).

4.  The muyong (Ifugao), lakon (Bontoc, Mountain Province), and imung (Kalinga-Apayao) are 

tradi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s that are found to be effective (See & Sarfati, n.d.).

E. On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Indigenous peoples of Batanes like Ivatan, Lumad, and Jama Mapun of Mindanao are all 

considering the sea as a collective property; thereby, when they get something from it, they 

make sure it is just enough to meet the needs of their families. Greediness has no place in their 

hearts. The same pattern of thinking and behavior has been noted among people from places 

that are rich in gold deposits like Masbate, Bohol, Surigao, and Butuan (ADHIKA & NHI, 2001). 

What they get is just enough to produce jewelry, as part of their family heirlooms, that they can 

pass on to the succeeding generations as part of their tradition. Indeed, this practice can help 

a lot in the effort to conserve natural resources.

A closer examination of details presented in preceding paragraphs will show that these 

indigenous peoples' sustainable practices come from their understanding of their co-existence 

with the ancestral/nature spirit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Hence, their greatest fear and 

reverence to these unseen beings made them more careful in dealing with them and their home 

environment. This can perhaps best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humans, 

nature, and anito (spirits). Undeniably, there is balance and harmony in their relationship that 

secures sustainable development. No one dominates or gets subordinated by others. They 

are co-equal, and they pay deep respect and consideration to each other. This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each of them is composed of a common core that characterizes their being- 

“the spirit”, which according to Philippine mythology and folklore, is possessed not just by 

humans but by other beings as well, including inanimate matter based on the beliefs of some 

indigenous people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Philippines. Accordingly, this “spirit” can give life, 

mobility, consciousness, good health, logical and ethical reasoning, kindness, and a lot more to 

those who possess it (ADHIKA & NHI, 2001).

Furthermore, this idea about the intimacy and harmony of their relationship is strengthened 

by local legends and narratives pointing that those beings from the sky, earth, and from the 

underworld can freely roam and interact with other beings in the different layers of the world. 

Hence, one can infer from their worldview that the physical world that humans live in is a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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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share with other beings, including those that cannot be seen by their naked eyes.

To preserve this balance of relationship, there is a negotiation taking place between and among 

them. For instance, the anito is powerful and being feared by the locals, but through rituals 

and the use of amulets, people can receive favors and protection from them. Nature can be 

both generous and tight-fisted to humanity, like it can give bountiful or scanty catch of fish, 

depending on how they will use it. In this relationship, the human is believed to be the most 

active agent. 

The balance in their relationship was put into challenge in the advent of colonization, capitalism, 

and globalization, where anthropocentrism, the belief in the centrality and supremacy of 

humans in the universe, is highly celebrated as a philosophy. As we turned our back to our 

indigenous ways, it led to the object-subject relationship development, which eventually 

replaced the “balance relationship” they had before. In this relationship, people become more 

profit-driven, and their hearts become home of greediness and immense desire for power. This 

creates imbalances and places the entire global community, not just the Philippines, in great 

danger.

Challenges and Interventions in the Preservation of IKSP

At present, there are many challenges and severe threats to the preservation of indigenous 

knowledge. According to La Vina (as cited in Daoas, 1999) these are: “(1) loss of the indigenous 

peoples’ territorial base through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s, and their displacement 

by government projects or through commercial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This makes it 

impossible for many indigenous communities to sustain their knowledge; (2)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modern” practices of agriculture and medicine; and (3) indigenous knowledge 

increasingly endangered by misappropriation of this knowledge by outside researchers. (p. 

5).” In fact, its misappropriation can lead to demonization and underestimation of its value and 

scientificity. A concrete example for that would be the non-recognition and non-inclusion of 

IKSP very often in biodiversity monitoring and law enforcement (Conflict Sensitive Resource and 

Asset Management, 2018) out of a perception of its backwardness because of its difference 

in method when compared with its counterpart -the “modern” or “western” practice. Other 

challenges concerning IKSP preservation are erosion of traditional governance, unsustainable 

tourism, and poorly planned infrastructure development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2019).

To address these problems, legislative measures were laid down to make it binding. As a 

response, laws were enacted like RA 8371, an act protecting, recognizing and promoting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RA 10121, an act with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integration of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on disaster risk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measures; RA 8423, an act that seek to improve the national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rough integration of traditional and alternative health care practices; and RA 11038, an act 

giving indigenous peoples the right to manage protected areas within their ancestral domains 

based on their customary laws and practices with full assistance coming from the government. 

On top of that, the 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 (NCIP) was created in 1997 

to secure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plans, and programs that recognize 

and promote the rights of IPs. In October 2001,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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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s (NCCA) created the Intangible Heritage Committee, which is directly responsible 

for preserv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suggested by the UNESCO (Peralta as cited in 

David, 2013). These efforts were reinforced in the educational system by integrating IKSPs in 

secondary school subjects like Music, Arts, and Physical Education (MAPEH), Filipino, Science, 

and Social Studies (Botangen, Vodanovich, & Yu, 2017). However, its integration became more 

evident in Science subjects like in public school teachers' practice in Baguio City (Botangen, 

Vodanovich, & Yu, 2017). In the tertiary level, through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Memorandum Order (CMO) No. 20 Series of 2013, Philippine Indigenous Communities (Social 

Sciences Cluster) and Indigenous Creative Crafts (Arts and Humanities Cluster) were offered 

as elective courses in the General Education subjects, and just recently through CMO No. 02 

Series of 2019, Indigenous Peoples’ Studies/Education may now be offered in the curricula 

through, but not limited to, integration of topics or inclusion of reading materials about IPs and 

Muslims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subjects. There were also schools of living traditions 

(SLT) established like the one in Cordillera to promote Ifugao muyong practice and another 

in Bataan to preserve the Ayta Magbukon indigenous culture, to mention a few (Camacho, 

Gevana, Carandang & Camacho, 2015 & David, 2013). SLT is primarily concerned with 

passing the indigenous knowledge to the young with the help of a culture specialist through a 

“non-formal, oral, and practical demonstrations” mode of teaching (NCCA, 2021). Technology 

that is believed by many to be the culprit for the deterioration of indigenous culture has also 

become an instrument for its promotion and preservation. A case in point may be the study 

of Botangen, Vodanovich, & Yu (2017) among Igorot migrants. They found out that the use 

of social media, particularly Facebook Groups, has a “potential complementary role in the 

revitalization of indigeneity and learning of culture (Botangen, Vodanovich, & Yu, 2017, p.2310).”

Moreover, collaborative programs and projects with international agencies and organizations 

were found to be helpful in this struggle, like the one we have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which took the initiatives to protect IKSPs through (1) promotion of 

community documentation of IKSPs and (2) giving of support in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resource centers (Daoas, 1999). Another laudable project is the launching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supported and GEF-financed Philippine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Conserved Areas and Territories (ICCA) Project, 

which works to strengthen the conservatio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key biodiversity 

sites by institutionalizing ICCAs (GEF, 2019, para.8). ICCAs are “sacred spaces and ritual 

grounds such as sacred forests and mountains, indigenous territories, and cultural landscapes 

or seascapes” (GEF, 2019, para.6). Some may be found today in Mount Taungay in Tinglayan, 

Kalinga, Mount Polis in Tinoc, Ifugao, Imugan in Sta. Fe, Nueva Vizcaya (GEF, 2019).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Acknowledging the identity, knowledge, and capability of an indigenous group is an all-

important component of inclusive development, a vital feature of sustainable development.  

Equally essential for development in the truest sense of the word is one that “is in all” and “for 

all”; meaning in its take-off, no one should be set aside, ignored, marginalized or discriminated.

In this note, anitism, a prevalent belief of the early Filipinos in ancestral/nature spirit, which 

manifests through indigenous knowledge i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must be recognized in its contribution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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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ustainable development.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studies emphasize indigenous knowledge for protecting 

the atmosphere, which was not covered in this study. Data collection on how to foretell and 

prepare for an impending calamity using indigenous knowledge may also be considered since 

climate change, nowadays, brings more life-threatening disasters. In addition, the academe, 

the ICCs, and the local government may work together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indigenous knowledge through the passing of relevant local ordinances, organizing of cultural 

exhibits, funding of related research works, the establishment of civic organizations, and 

inclusion of a separate subject in the basic education curricula that deals with the IK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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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urrent Status of UNESCO's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Related to East Asian 

 Printing Techniques

First, What areas are included in East Asia? This article deals with East Asian printing 

technology so it is necessary to give a thought on the area where printing technoloy was 

developed in pre-modern times. Even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order 

of time, countries where printing technology has developed are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Vietnam.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look into 

characteristics in these countries, grouping them into East Asia category.

Second, what is the scope of printing technology? Printing is the technology for mass copy of 

texts. Human civilization of copying texts has evolved from oral transmission to transcription, 

from transcription to printing, from printing to digital copying. It has been only thousand 

years since printing began to be used in human society in earnest. Social needs drove a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craftsmen who has assimilated its knowledge and skills 

created new things. In other words, intangible needs and technology produced new tangible 

things. Diagraming of printing technology is as follows;

Social needs for printing → Craftsman and Technology → Woodblock or Movable - Type → 

Books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why printing technique was needed and what its social 

background in each area was, focusing on woodblocks and movable-type, two representative 

methods of printing technology in pre modern times.

Third, in the framework of UNESCO World Heritage, artisans and their techniques are inscribed 

on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woodblocks 

and printed books on UNESCO Memory-of-the-World Programme respectively. Presently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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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printing techniques which were inscribed in these two lists are as follows.

First, ‘China engraved block printing technique’ was inscribed on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09. Traditional Chinese woodblock printing 

technique has been handed down to modern printing workers through apprenticed education 

by experience and practic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t present, some printing shops 

such as the Yangzhou Guangling(廣陵) Woodblock Printing Office, the Jinling(金陵) Buddhist 

Sutra Seal Graving Printing Office and the Dege(德格) Temple Printing Office have maintained 

their reputations.1) Next, related to movable-type printing, ‘Wooden movable-type printing of 

China’ was inscribed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in 2010. Wooden movable-type printing has been being used in Rui’an, Zhejiang Province 

in China up to date. It has been usually used to print and edit genealogical books. As of 

2010, about 60~80 people in 10 families are engaged in this printing work.2) Concerning to 

woodblock as a outcome of printing techniques, ‘Printing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miscellaneous Buddhist scriptures’, housed in Haeinsa temple in Korea was registered 

on UNESCO Memory-of-the-World Programme in 2007. And in 2015,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kept i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was also registered on it. ‘Woodblocks of 

Nguyen Dynasty(1802~1945)’ housed in State Records and Archives Department of Vietnam 

was inscribed in 2009.

2. The Woodblock Printing: The Main Trend of East Asian Printing

The printing methods are largely divided into woodblock printing and movable- type prinitng. 

And movable-type printing is categorized as wooden movable-type and metal movable-type. 

Surely, before wooden movable-type, clay movable-type has been firstly attempted in China. 

It was the metal movable-type that was invented by Gutenberg in the 15th century in Europe. 

That is why printing reminds us of typography, especially metal movable-type, when we talk 

about printing. However, it is appropriate only in European cultural context. In the East Asian 

cultural context, movable-type has never occupied the dominant position. It was exceptively 

used only in case of need. As mentioned above, the purpose of printing is mass copying of 

texts. The reason why Gutenberg’s metal movable-type received attentions in Europe was that 

his printing method made it possible to mass produce ancient texts, including Bible, to which 

only a minority of noblemen and priests were exclusively accessible, and to distribute texts 

widely to the public. In East Asia, woodblocks have played such a role all the way through. 

Movable-type was only used to print various sorts of books on a small scale in the short run. 

Therefore, in the printing history of East Asia, both woodblock printing and movable-type 

printing should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e obsession with movable-type printing, in 

particular, metal movable-type can be biased to the European cultural context.

Then, the questions are raised in this point. Why was woodblock printing mainly used in East 

Asia and movable type printing in Europe? Why was not movable-type widely used in East 

Asia? The other way, why was not woodblock printing developed in Europe? What made it 

possible to skip the step of woodblock printing and directly jump to the step of movable-type 

printing in Europe? Of course, before metal movable-type by Gutenberg, in some areas in 

Europe, woodcut techniques were used but they were rarely used to copy texts.

On these questions, an opinion was suggested early, taking note of the difference between 

1  See ‘China engraved block 

printing technique’ on 

UNESCO (heritage.unesco.

or.kr/).

2  See ‘Wooden movable-

type printing of China’ on 

UNESCO site(heritage.

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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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characters and Alphabets. Of course, that reason is also important. However, this 

alone can not explain all the differences. Rosé Chartier has suggested his opinion on the 

superiority of woodblock printing to movable-type printing in East Asia as follows.

For too long time, the western scholars have judged the printing technology of Asia based on 

the thought which Gutenberg’s printing technique was superior. If they understood much better 

of books and publication in China, Korea and Japan, they would not have hastily jumped to 

such a Eurocentric conclusion. Woodblock printing has its own merits. One of them is that 

woolblock was more convenient than movable-type for printing texts with languages consisting 

of various writing ways like Japanese or many characters like Chinese. Another merit is that 

woodblock might be easy to publish manuscripts because it was produced on the basis of 

calligraphy. Lastly, woodblock is durable, which makes it possible to print thousands of copies 

of the same books. Furthermore, it is convenient to print the second edition of the same books 

and also possible to produce customized woodblocks to meet the demands for markets. 

Considering all these advantages of woodblock printing,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evaluate 

Gutenberg’s printing technique more exactly. It means that undoubtedly, Gutenberg’s printing 

technique has considerably significant meaning in the history of printing but it was not the only 

available technique to widely spread printed materials3)

He stated the three points about woodblock printing, first, the difficulty of writing characters 

mentioned above, second, the merit of woodblocks in showing off characteristics of calligraphy, 

third, the merit of woodblock suitable for mass printing. At least he seems to have understood 

the advantages of woodblock printing well. In order to understand pros and cons of East Asian 

printing techniques more concrete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rinting 

techniques of four countries in East Asia generally.

3. The Characteristics of Printing Techniques of Four East Asian Countries

(1) China

China is a country of woodblock. Before western printing technology was introduced, most of 

books were printed with woodblocks. Did not they know about typography? If they knew, why 

they did not use it widely? It is crystal clear that they knew about the movable-type early on. 

Nevertheless, the typography has not come into general use. Why?

First of all, it is believed that full-fledged woodblock printing began during Sui and Tang 

Dynasties in China. Even though it will be examined more specifically below, it is guessed that 

the transcription culture of Mahayana Buddhism played a role as a trigger in the development 

of woodblock printing. Then, when and how did movable-type printing begin? There is no real 

objects informing on its beginning left so we cannot but get a sense of it through records.

Shen Kuo(沈括) in Northern Song described in his book, Mengxi Bitan(夢溪筆談; Dream Pool 

Essays), “A monk in charge of transcription invented movable-type with clay”. This is the 

beginning of Chinese movable-type. However, its performance seemed not to be good enough 

to be widely used. Next, in Nong Shu(農書; Agricultural treatise) written by Wang Zen(王禎) in 

Yuan Dyansty, there is an article on wooden movable-type and its arrangement. In other words, 

wooden movable-type seems to have been used in Yuan Dynasty. But looking into books left 

till now, it can be seen that most of books were still published by using woodblock at that time. 

All mentioned above are evidenced only by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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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a’s oldest copy printed with metal movable-type was published in Wuxi(無錫) during 

Hongzhi(弘治, 1488-1505) reign of Ming Dynasty. This copy was produced under the control of 

Hua sui(華燧) and printed by private institute called Huitongguan(會通館)4), not by a government 

office. Examining the remaining copies printed with metal movable-type in this period, it can 

be seen that the printing quality was lower than those of contemporary metal movable-type 

copies in Joseon Dynasty. Since metal movable-type of Joseon was exclusively produced by 

central government offices such as Jujaso or Gyoseoguan and know-how of printing has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since Goryeo Dynasty, the quality of printing technology in Joseon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contemporary metal movable-type by the private sector in 

China. The metal movable-type copies printed in Huitongguan operated by Hua family in Wuxi 

shows the difficulties faced in initial stage of metal movable-type printing. Besides, other metal 

movable-type copies printed in Lanxiangtang(蘭雪堂) of Hua family and Seoksan Anssiguan still 

remain.

Gujin Tushu Jicheng(古今圖書集成) printed with bronze movable-type and Wuyingdian(武英殿) 

Ch-chen(聚珍) edition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in Qing Dynasty still remain.5) However, 

these books account for a very small amount of total printed books.

Why did movable-type printing eventually fail to replace woodblock printing in China? Tsien 

Tsuen-hsuin(錢存訓), an authority on the history of Chinese printing, stated as follows: “The 

invention of movable-type aimed to lessen the burden of woodblock printing. The attempts to 

use movable-type have been made several times intermittently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printing in China. It was a natural tendency to try to use movable-type printing in order to make 

printing work more economical and efficient. Unfortunately, the printing results using movable-

type, in China, has never been satisfactory enough.”6) He said that, at the start, movable-type 

printing was invented to lessen the burden of woodblock printing as supplementary means but 

it could not meet the expectations and eventually disappeared.

Professor Tian Yeh suggested more concrete reasons for this. According to him, first, Chinese 

letters as an ideogram needed 200,000 types to print books. Second, it is required to typeset 

and disassemble repeatably to print larger volume of books at a time. Third, movable-type 

printing costed more than woodblock printing. Fourth, movable-type printing was not able to 

emphasize the accuracy and beauty of handwriting. Fifth, Chinese metal movable-type was 

different in size depending on the shapes of characters, which made it to fail to standardize. 

What’s more, typeset was less aesthetic than woodblock. Sixth, the production of movable-

type needed high skilled craftsmen but it is not easy to secure such craftsmen. These are the 

reasons why typography could not take the leading position in China.7)

As mentioned above, wooden movable-type printing technique of China was registered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in 2010. This tells us 

that wooden movable-type printing technique is still in use. Why is it still used and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How has wooden movable-type been used? Is this universal or special in 

China?

The wooden movable-type printing of China is one of the oldest printing techniques in the 

world. This has been maintained in Rui'an, Zhejiang Province and still used for compiling 

genealogical books. Men carved letters into blocks of wood, and selected and typeset letters 

for printing books. Women were responsible for cutting paper and binding books. All the year 

round, printing craftsmen traveled many ancestral shrines in the neighboring areas, carrying 

wooden movable-type with printing tools and equipments, and produced genealogical books. 

Wooden movable-type printing techniques have been transmitted for generation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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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but the income is not enough to manage livelihood whereas the printing work requires 

precise and hard trainings. Furthermore, as computer printing techniques has widely spread 

and publication of genealogical books has been reducing, the number of artisans holding this 

technique has been also drastically decreasing.8) At present there are only 10 or so who bear 

this technique completely. This is why it was listed o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Through above facts, it can be found out that typography was used by private trader in certain 

provinces to publish certain books such as genealogical books in China.

(2) Vietnam

In China, woodblock printing began in at least the 6th and the 7th century. And the technology 

was disseminated along with Buddhist scripture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before 

the end of the 8th century. In Vietnam, it is recorded that Buddhist scriptures were printed in 

the end of the 13th century but there is no books printed at that time left now. Therefore, What 

can be definitely said is that it was in the 15th century that printing was used in Vietnam.9) Let’s 

have a brief look at the history.

According to Thiề Uyể tậ anh(禪苑集英) in Chinese, containing the achievements of Zen School 

and Zen Masters from the end of the 6th century to the 13th century, woodblock engraving 

was not widely disseminated but carried out only in temples in Lý Trần Dynasty.10) Then, during 

Hồ dynasty(1400~1407), printing technology has considerably developed and Hồ Quý Ly(胡

季犛) launched to print banknotes. The intricate patterns such as water plants, waves, clouds, 

turtles, giraffes, phoenixes, etc were also printed.11) In the 15th century, woodblock printing 

has developed into community business. It can be evidenced by the fact that Lươg Như Hộ, 

dispatched to China as an envoy, came back with the printing technique learned during staying 

in China and taught it to residents in Hồg Lụ village and Liễ Chàg village.12) Since then, these 

villages have become Vietnam’s first centers of professional printing.

It was in Nguyen Dynasty (1802–1945) that woodblock carving and printing industry was most 

developed. Not only government agencies but also private businesses established printeries 

to print and publish books with woodblocks. Large-volumed books such as history books 

and encyclopedias supervised by state were printed and have been handed down up to 

now.13) The woodblocks to print these books were listed on UNESCO Memory-of-the-World 

Programme. Books published at that time were so various, ranging from Buddhist scriptures to 

history books, collection of poems, medical books, educational materials, geographical books, 

law books and woodcut drawings and so forth.

Particularly in Vietnam, many woodblocks are accommodated in temples. In northern Vietnam, 

whatever sects including Trú Lâ(竹林), Lâ Tế(臨濟), Tà Độg(曹洞), Tịh đhộ(淨土) are, monastic 

life in temples is commonly based on the spirit of Mahayana Buddhism. Therefore, the main 

scriptures of Mahayana Buddhism such as Diamond Sutra(金剛經), Prajnaparamita(般若經), 

Lotus Sutra(蓮華經), Avatamsaka Sutra(華嚴經), Amitābha Sutra(阿彌陀經) are highly respected. 
14) Mahayana Buddhism put an emphasis on initiation or blessing, recitation, commentaries 

and transcriptions of these scriptures, which means to widely spread the words of Buddha to 

the general public. For this purpose, woodblock printing was used as a significant tool. These 

woodblocks were manufactured mainly during the 18th and the 19th centuries.

The representative temple can be mentioned is Càn An temple that keeps a large number of 

woodblocks. Besides, Vinh Nghiem Temple collection, Bodasa temple collection, Dhdamsa 

temple collection consist of many woodblocks, too. Other than these collections,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many other small and medium-volumed woodblock collections hous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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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es all over the country yet rarely known to researchers.15) In Vietnam, Buddhist temples 

have functioned as the center of woodblock engraving. Centering the temples, Buddhist 

knowledge was collected and circulated, and a Buddhist network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sects was established.16)

After the 15th century, printing technique began to be used in earnest. Most of the remaining 

woodblocks were produced in the 18th and the 19th centuries. In fact, it has not been heard 

yet whether movable-type printing was used in Vietnam or not and, if used, what roles it 

played. Probably, it seems to print books entirely by using woodblock in Vietnam.

(3) Japan

As mentioned briefly above, the woodblock printing in China was provoked by the spirit of 

Mahayana Buddhism which sublimated mass production of Buddhist scriptures to sacred 

religious acts, turning to teachings of Buddha. Hyakkumantou Dharani Sutra in the period of 

Nara(710CE-794CE) inherited and embodied cultural phenomenon of copying the symbol of 

Chinese Buddhism. However, its technology could not yet reach to the level of unrestricted 

printing of various texts regardless of the length. Actually, publication in Japan has been stalled 

for over 200 years after the period of Nara and finally stopped altogether.17) The publication in 

Tang Dynasty in the 9th century was conducted centering around Shu(蜀) area. In the period 

of Heian(794CE-1185CE) in Japan, the eight Japanese(入唐八家) who were pioneers of new 

Buddhism18) imported Buddhist books from this area.19) Upon that opportunity, the concept of 

printing to copy books began to spring up in Japan. After the establishment of Song Dynasty, 

Emperor Taizong issued the royal order to engrave and publish Tripitaka for the first time in East 

Asia. This scripture, called Kaibao Tripitaka(開寶藏), was conveyed to Goryeo, Khitan, Japan 

and so forth. 

This scripture was introduced into Japan by monk Chōnen(奝然) who had a royal audience 

with Emperor Taizong in Kaifeng(開封) in 986. It was recorded that woodblock-printed copies 

were produced among nobles in Heian period including Fujiwara no Michinaga who sponsored 

Chōnen from this time on. This can be read as the influence of imported woodblock-printed 

copies from Song Dynasty. Buddhist ceremonies held for public or private purposes among 

nobles were great opportunities to use such Buddhist scriptures printed with woodblocks. In 

the list of Kugeniki((公家日記, a journal of noble family) or prayers, the titles of Lotus Stura(妙法蓮

華經), Innumerable Meanings Sutra(無量義經), Amitābha Sutra(阿彌陀經) printed by woodblocks 

are found. These printed copies were substituted for the charitable deeds of manually 

transcribing Buddhist scriptures. While transcription focuse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books 

and decorating them, woodblock printing has been developed by giving an emphasis on the 

number of books.20) It was intended to secure a number of Buddhist scriptures through mass 

copying texts and to accumulate their charitable deeds by enshrining them in many temples.

In this way, in the 11th century, full-fledged publication using woodblocks was realized in Japan 

under the influences of Song Dynasty. This woodblock technique has been accumulated in 

Kofukuji temple(興福寺), an ujidera(氏寺)21) dedicated to the Fujiwara family who led the Heian 

aristocracy. Among copies that have the clear publication year, the oldest copy is Discourse on 

the Perfection of Consciousness-only(成唯識論) published by Kofukuji(興福寺) temple in 1088. It 

was called Kasugapan(春日版). In this time, the aims of publication already moved away from 

reproducing talismans to delivering Buddhist scriptures and creed, and enjoying the content of 

texts.22) Regarding to Japanese printing, the origin and role of movable-type printing technique 

should be noted. Several opinions were suggested on the origin of Japanese movable-type 

printing. Among them, the most possible arguments are two as follows; one is that Gutenber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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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bid,,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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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ing technique was introduced into Japan by European missionaries and the other is that 

Joseon’s typography was introduced when Toyotomi Hideyoshi invaded Joseon.

It was in 1590 that metal movable-type was first introduced into Japan. In 1582, Padore 

Visitador Alessandro Balignano of Jesuit, who was engaged in missionary work around 

Kyushu, planned and implemented to send Tensho embassy to Europe. They arrived in Rome 

and had an audience with the Pope in 1585 and returned to Japan in 1590. A Japanese 

boy called Constantino Dorado, who took part in this embassy, returned home with western 

movable-type printing technique in 1590. In 1588 before returning to Japan, he printed a book 

titled the Speech of Martinho Hara in Latin in Goa, India. This book is the first edition printed 

with western style movable-type by Japanese

In 1591, the following year after returning to Japan, they published books by using western-

style metal movable-type printing technique in Kazusa, Kyushu. These are called Kirishitan 

editions. However, in 1612, as Tokugawa Ieyasu prohibited Christianity and expelled Christian 

facilities from Japan, western-style movable-type printing eventually came to an end. About 

100 kinds of books were published for 20 years, but only 30 kinds have been handed down up 

to now.23) If Kirishitan printing technique had been continuously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printing in East Asia would have greatly changed.

Around the similar time, metal movable-type was also introduced from Joseon. In 1592 and 

1597, Joseon’s movable-type edition was introduced and craftsamen with the technique 

crossed into Japan, which opened the era of ancient movable-type for about following 50 

years. Its influences reached to the royal court of Emperor Go-Yōzei, who ordered to make 

the Keichō edict edition(慶長勅版), and the new ruler Tokugawa Ieyasu, who published Fushimi 

edition and Suruga edition. During their reigns, the classics such as The Four books, Nihon 

Shoki, The Seven Books, Qunshu Zhiyao(群書治要) were also published with movable-type. It 

had influences on a newly emerging intellectual class of doctors, Buddhist temples of Nichiren 

order and wealthy merchants in capital city and at last realized movable-type printing of Keicho 

era(1596~1615).24) The advent of ancient movable-typ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history 

of publishing in Japan given that it facilitated publishing books in both royal court and private 

sector, comparing that the publication of books was almost monopolized by temples up to 

the period of Muromachi(1336-1573).25) However, the publication of ancient movable-type 

edition fell into a decline after Kan'ei period(1624~1644) because it could neither reflect various 

composition of Japanese characters nor cope with quantitative and temporal enlargement of 

publishing business. The era of ancient movable-type ended with unprecedented outcomes 

such as the appearance of publishing bookstores and expansion of readers. After that, the 

mainstream of printing returned to woodblock printing.26)

(4) Korea

In the 1960’s, “Mugujeonggwang daedarani Sutra” was discovered in the process of restoration 

of Seokgatap Pagoda at Bulguksa Temple. But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exact date and 

place to be published due to no record on the publication information. Nevertheless, there is 

no doubt that it was published in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However, it seems to be in the 

10th century when full scale publication of books by woodblock began in Korea. At this time, in 

China, after chaotic period of Five Dynasties and Ten Kingdoms was tidied up, Song Dynasty 

was established and professed ‘Principles of virtuous administration’, governing by scholars 

with benevolence and erudition, excluding military officers. As a result, active book publication 

has been conducted and its achievements were delivered to Goryeo. This situation in Song 

Dynasty seems to have influenced on actively publishing books in Goryeo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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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oryeo and Joseon, books have been published by using both woodblocks and movable-

type. Distinctively from other countries, in Korea, woodblock printing and movable-type printing 

continued to be developed at the same time. This is obvious difference from other countries 

where movable-type was used as a supplementary tool in certain areas at certain times only. I 

would like to call this ‘Dual structure of printing technique on the Korean Peninsula’. How was 

this characteristic formed? Why did Goryeo and Joseon continued to improve and develop 

typography?

As mentioned in the beginning, technology is the product of need. Gutenberg’s metal 

movable-type was evaluated as the best invention in Europe because it widely opened the 

era of mass copy of texts. In East Asia, however, woodblock was already playing the same 

role to Gutenberg’s. As many as needed, any number of books could be published using 

woodblocks. Even so, the biggest weakness of woodblock printing was that it could print only 

one kind of text with a single set of woodblocks. Consequently, lots of cost and labor were put 

into the production of woodblocks. It was unavoidable labours to engrave the content of text 

one by one on the wooden board. If large volume of books are needed, such laborious work is 

acceptable but in case that only small number of books are needed, the concern deepens. The 

cost performance should be weighed. Furthermore, if many kinds of books in small quantities 

are needed, the concern deepens more because the cost performance of woodblock 

production is too low. In this case, there is no choice but to find alternatives to woodblocks. 

The alternative was the movable-type which could be typeset and disassembled repeatedly. 

That was a natural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iques as needed.

The necessities of both diversified small-quantity production and mass production, that is 

the main reason to form the dual structure of printing technology in Joseon. Differently from 

China and Japan, the role of private sector 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books was very 

weak in Joseon. After the 18th century,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Banggakbon(坊刻

本, novels published for attaining commercial benefit) grew up as a business in private sector 

but it accounted for an insignificant part of the total volume of publishing. The selection and 

production of books depended entir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But woodblock production 

for printing necessary books one by one could not be handled by government finance alone. 

It was too much burden to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printed the 

needed books in small quantity using metal movable-type and distributed them to local 

governments. Then the local governments were allowed to engrave the woodblocks of the 

books needed to be distributed in large quantities among those books and reprint them. In that 

case, a book had both a woodblock edition and a movable-type edition at the same time. This 

was the basic publication system in the period of Joseon.

Here, one thing has to be mentioned. Chinese character itself is hard to get on with movable-

type. The movable-type printing can function properly only if over 100,000 types at least 

should be manufactured with thousands of Chinese characters. Hangeul(Korean) was created 

in Joseon, but the intellectuals of Joseon has yet used Chinese characters entirely. Despite of 

that, Joseon indulged into production of metal movable-type and published books in Chinese 

characters using movable-type. After creation of Hangeul, the production of Unhaebon(the 

explanation book on principles and ways to use Hangeul) was conducted, according to which 

movable-type for Hangeul was produced along with.

Hangeul is an phonetic system that combines consonants and vowels to write sounds like 

western alphabet. It was already pointed out before that Western alphabet was a factor to 

accelerate typography development. Total number of alphabet including upper and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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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and special letters are 100 characters or so. Hangeul has only 24 characters in total. 

In that point, if Hangeul instead of Chinese characters was mainly used, it could have been 

easier to produce movable-type and publish books. Although alphabet and Hangeul have the 

similar principle to separate sounds by each phoneme, the way of writing is totally different. 

Alphabet is written in consonants and vowels side by side but Hangeul is mostly structured 

with consonants and vowels up and down, but not always and sometimes written side by side, 

to make a syllable. As a result, due to the writing method of Hangeul, the number of movable-

type to be produced increases. Hangeul has also become tough to be produced in movable-

type.

4. Conclusion: The Power to Create Printing Techniques in East Asia 

What is the power to create the East Asian printing techniques? First of all, the power of 

basic techniques having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can be mentioned. A single new 

technique is never made out of nothing. It is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techniques piled up 

layer by layer. New needs and creative ideas drive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In Europe, the geographical axis of civilization has continuously moved on from orient region 

to the Aegean Sea, from the Aegean Sea to the Mediterranean, from the Mediterranean to 

Western Europe, from Western Europe to Britannia Island and from Britannia Island to USA 

across the Atlantic Ocean. No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Atlantic Ocean is losing 

the light. On the other hand, the geographical center of East Asian civilization was always fixed. 

That is the Chinese continent centering two rivers, the Yellow River and the Jiang River, where 

various ethnic groups, cultures and religions gathered to form a melting pot. This melting pot 

was the birthplace of East Asian civilization. When the furnace boiled up, East Asian civilization 

flourished but when the furnace cooled down and lost its function, East Asia fell into chaos.

Chinese character was used in East Asia in common. It is a unique writing system that 

integrates sound, meaning and shape. The early systems of character in human history started 

with similar ideas but gradually, they have been developed respectively in different directions. 

They have evolved from the shape-centered system to the sound-centered system. As 

Chinese character system needed more and more letters, it also evolved to sound-centered 

system but the Chinese never gave up the shape of characters and found out the new 

solution, maintaining their past traditions. East Asia could share their ideas each other through 

the common literacy life.

Traditions can not only be a nourishment for new and creative ideas but also become a 

hindrance to innovation. In East Asia, beautiful traditions to engrave letters on stones and 

metals or to write on bamboos and fabrics have been developed. Bamboos and fabrics was 

changed into paper, which led to creating a new genre of art, calligraphy. Transcription for 

copying texts satisfied the demand for books. But another stimulus was required once again to 

go beyond this tradition of transcription and step forward to printing. This stimulus was offered 

by Buddhism, especially unique philosophical system of Mahayana Buddhism. Mahayana 

Buddhism puts emphasis on faith. In a certain way, it can be seen that Buddhism has changed 

from asceticism to religion through Mahayana Buddhism. From the viewpoint of the current 

concept, it can be said that Buddhism sublimated into religion is Mahayana Buddhism. It 

emphasizes to believe the words of Buddha written in Buddhist scriptures. So, it said to wid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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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 Buddha’s words through reciting and carrying the scriptures.

In Confucianism, as character was sacred one created and handed over by saints, it belonged 

to a privileged class and was able to be interpreted only by them. Such sanctity and symbolism 

of character would have been an obstacle to mass copying of texts even though the society 

expanded as the population has grown, and accordingly the social demands for books has 

also increased. In this situation, it was the philosophical system of Mahayana Buddhism to 

get rid of the obstacle. In Mahayana Buddhism, the sanctity of character already disappeared 

because in East Asia, Mahayana Buddhist scriptures were introduced with being already 

translated into various languages. Mahayana Buddhism emphasized to spread the words of 

Buddha. Then how to widely spread the words of Buddha? The transcription one by one has 

the limit for it. In China, there was an established tradition of engraving characters on stone, 

metal and wood. So, it didn't take much time to replicate the Buddhist scriptures using this 

technology. The following development process is never away from what we already 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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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Sustaining, and Safeguarding to the ICH
of East Asian Seasonal Festival1)

Xiao Fang, Xu Qian, and Huo Wen
(Beijing Normal University)

1  The original script is co-

written by Professor Xiao 

Fang, P.H.D. candidates Huo 

Wen and Xu Qian.

2  Yuan Jin, Xiao Fang, The 

Twenty-Four Solar Terms 

in Jiangnan, Hangzhou: 

Zhejiang Wenyi Publishing 

House, 2020, pp. 1- 9.

Based on a common geographical environment, the people of East Asia share a similar sense 

of the seasons and have been sharing the seasonal festival traditions for many years, which to 

a certain degree has brought commonality to their experience of heritage. The seasonal festival 

traditions in East Asia have a localized form of expression and common features.2) They all 

attach importance to seasonal nodes such as the Mid-Autumn Festival, Half of July, April Eight, 

and the Twenty-four Solar Terms. They value family ethics in the practice of festivals and share 

Confucian, Taoist, and Buddhist cultural traditions, with emphasis on “red-hot sociality.” As they 

collectively enjoy seasonal festivities, they continue creating arts-related activities around these 

festivals and transmitting their heritage values to the younger generation. East Asia's practices 

of seasonal festival traditions are both a manifest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cultural sharing. 

This presentation will discuss the sharing, sustaining, and collaborative safeguarding f East 

Asian Seasonal Festivals as ICH.

1. Why do East Asians value and sustain their seasonal festival folk cultures?

The importance attached by East Asian countries to the folk culture of the seasonal festivals 

is based on the similar geographical and climatic environment,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farming culture in the wider East Asian region, notwithstanding the historical application of 

the common traditional calendar. Based on this, the common seasonal festivals system has 

been formed. For example, the twenty-four solar terms, are over a thousand-year old, vivid 

reflecting the East Asian people's understanding of natural time, timing sequence, as well as 

natural philosophical concepts. The Korean people celebrate the Beginning of Spring (Li Chun) 

by posting "Beginning of Spring Posters", while the Japanese people celebrate the Spring and 

Autumn Equinoxes in the form of holidays, reflecting the importance they attach to the solar 

terms. The folk culture of the seasonal festivals has the functional value of promoting cultural 

identity. It carries the traditional time system and concept, representing a cultural belonging. 

In each of these festive celebrations, East Asian people participate in collective rituals, share 

seasonal foods and objects, and get similar material and spiritual experiences with similar 

feelings, which can unite the cultural identity of East Asian people. 

Based on the common seasonal festivals, different regions of East Asia have localized forms 

of festival cultural expression. Local economic arrangements, social adjustments and cultural 

designs are made within the framework of a common chronology, reflecting the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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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humanities that are nurtured and mapped by the different Terroirs. For 

example, in China, the Half of July is dedicated to the memory of the deceased and to the 

reincarnation of the wandering ghost while in Korea it lays emphasis on the celebration of the 

autumn harvest, and in Japan it has a more pronounced Buddhist influence. This localization is 

shaped by the production and living needs of the local people, presenting the philosophy of life, 

the concept of nature, and the diversified cultural forms of the local people. It is an important 

reason why the folk culture of the seasonal festivals has been sustained to this day.

2. Common cultural orient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in the practice of similar 

 seasonal festival folklore transmission.

East Asian people share common cultural orientation in our seasonal festive practices, which 

is a spiritual connection between people in East Asia. The festival culture shared in East Asia 

includes the spiritual culture of ideals, ethics, morals, and aesthetics, which transmitted through 

oral literature, auspicious motifs, rituals, and ceremonies. It also includes material culture in 

the form of festive foods, costumes, ritual objects and crafts, as well as behavioral culture in 

the form of rituals, ceremonies, performances, and skills. They all emphasize the values of 

family happiness, interpersonal harmony, “red-hot sociality”, harvest and prosperity, health and 

longevity, and the harmony of nature and man.3) Everything that can be felt in the festivals, such 

as the everyday life associated with them, is the spiritual, material, and behavioral culture that 

can be exchanged between the countries of East Asia.

3. Suggestions for collaborative safeguarding of East Asian Seasonal Festivals

As previously stated, East Asia has many common seasonal festival cultural foundations and 

can exchange distinct aspects of seasonal festivals as a central heritage component to form a 

standing sharing mechanism.

3.1 Establishing standing sharing mechanism

We may choose the grand festivals in four seasons, such as the New Year in spring, the 

Dragon Boat Festival in summer, the Mid-Autumn Festival in autumn, and the Winter Solstice 

in winter, and use these festival days as our shared time nodes. A yearly cycle of appreciation 

and exchange events can be held. The sharing activities are combined with different focuses 

of the countries in East Asia to form a standing sharing and exchange mechanism. For 

example, through documentaries, films, live TV, and web-casts about the festivals, and offline 

festival events and festival tourism, we can share the festival culture in daily life with local 

distinctiveness. For example, the twenty-four solar terms are related not only to farming and 

health, but also to food, certain kinds of plants and flowers, and the aesthetics of life. These 

types of culture are all highly local, and there is even a rich diversity between different regions in 

one country.4) The seasonal festival culture is not just a legacy of the past. Sharing this festival 

culture can enrich the spiritual and material cultural life of East Asian people, bringing them 

closer together, and improvinge understanding create something new.

3.2 Collaborative safeguarding of the common seasonal festival as ICH of East Asia

In Korea, for example, the Lotus Lantern Festival on April 8(the Lunar Calendar), which was 

3  Huang Tao, “Safeguarding 

traditional festive cultural 

heritage and building a 

harmonious society”,Journal 

of the People's University of 

China, Vol. 1, 2007, p. 70.

4  Xiao Fang, “The Twenty-Four 

Solar Terms" is a cultural 

resource that is constantly 

being reproduced”, The 

News Daily, 5 Jan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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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cribed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in 2020, show the Buddhist cultural traditions 

shared by the entire East Asian region. In China, a grand Buddhist festival is celebrated on 

April 8, too, and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it is a festival related to minority legends and 

agricultural production, which is celebrated in different and rich ways.

Importantly, such festival can serve as a platform, share vicissitudinous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heritage performances and practices in the region. Culture is fluid, not immutable. 

ICH i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sharing and collaborative safeguarding should 

be valued. It is a source of pride and a shared responsibility for East Asian cultures, such as 

common seasonal festivals. This is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ICH safeguarding practices 

of East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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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에 걸쳐 분포하는 무형유산의 기본적 특성과 문화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형유산은 국경을 초월한 공유성을 지닌다는 인식의 전환과 확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화의 경계를 

국경과 동일시하는 근대 국민국가 체계로의 전환은 ‘국가 내 문화’ 또는 ‘경계 내 문화’라는 개념을 형성하

였으며, 문화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문화의 배타적 소유권 개념은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도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오랫동안 문화유산

과 문화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갈등이 과도한 등재 경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

쟁 분위기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이를 통한 평화 실현이라는 유네스코의 근본 취지를 무색

하게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지역 협력을 증진하며 국제 보호 활동이라는 협약의 취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예방과 이미 발생한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유 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

재를 권장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공동등재를 강조하며, 문화소유권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을 처리하기 위

해 3차례에 걸쳐 이행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연계성이 지역적 수준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당사국은 소지역 및 지역적 수준에서 협력하도록 관련 공동체,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소가 

특히 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하여 연계성을 발전시키도록 장려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1월 모리셔스에서 개최된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이 남북 공동

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는 무형유산이 민족 간 문화적 이해와 연대를 증진하고 평화 구축

에 이바지함을 보여준다. 비단 공동등재된 무형유산뿐만 아니라 공유성이 무형유산의 근간임을 인정할 

때 문화 다양성의 시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가 간 평화 달성의 초석이 됨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세미나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유산의 동질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옻칠 등 아태지역

에서 연행되고 있는 비슷하지만 다양한 무형유산을 살펴보며 무형유산이 문화 다양성의 시각을 달성하

고, 포괄적 국제협력과 평화를 실현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배경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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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45

일본의 우루시 옻칠: 문화유산의 복원과 우루시 생산 현황

유지 요네하라 (교토 세이카대학 전통산업혁신센터장)

발표3

3:45-4:00

베트남의 옻칠 회화: 동양의 옻칠 공예 전통과 서양의 조형 예술과의 관계

트리우 크앤 티엔 (베트남미술대학 교수)

발표4

4:00-4:15

미얀마 칠기와 그 전망

키와 스웨 니언 (미얀마 미치나대학 교수)

발표5

4:15-4:30

몰디브의 옻칠: 오랜 시간 전해지는 최고의 공예

자하 아흐메드 (몰디브 예술문화유산부국장대행)

압둘 마틴 (옻칠 공예가)

4:30-5:00 질의응답

세션1

국경을 초월한 아시아의 공유유산 - 옻칠

제3차 아시아태평양무형유산고등교육  네트워크(APHEN-ICH)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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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목), 오후 3시~5시

기조발표

3:00-3:15

공유유산의 다양성과 동질성 유네스코 공동등재 사례를 중심으로

응 웬티 히엔 (베트남문화예술연구원 부원장)

세션1 좌장 : 앨리샤 마고 (국립필리핀대학 비사야스 명예교수)

발표1

3:15-3:30

음식, 기원 그리고 이동 경로 강제이주 시대의 기억의 성별화

카트리아 험 (UC 버클리대학교수) 

발표2

3:30-3:45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유유산: 구즈하라트와 아락문화를 중심으로

안찰 메타, 죠티 슈클라, 티나 다발레 (인도 아메다바드대)

발표3

3:45-4:00

토착·지역 지식, 정령숭배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토착민의 권리와 지식 체계 및

관행 보존을 위한 도전과제 및 노력

바비 로페즈 (L.P.T., MAEd. 필리핀 불라칸주립대)

발표4

4:00-4:15

동아시아의 인쇄술의 보편성과 특수성

김방울 (한국전통문화대 연구원)

발표5

4:15-4:30

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계절 축제의 공유, 지속 그리고 보호

샤오 팡, 후어 웬, 수 퀴앤 (북경사범대)

4:30-5:00 질의응답

세션2

공유유산의 가치와 보호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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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배기동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고고인류학 및 고고학과 학·석사학위를 받은 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서 인류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제박물관협회 아시아태평양지

역 위원장, 국제푸른방패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한

국위원회 문화 분과 부위원장,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공호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총감독, 청와대/

문화관광부/문화재청 등의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

교 무형유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재호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의 회화에 

관한 논문을 다수 저술하였으며,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과 

박사 과정 재학 중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

재연구소에서 유관 분야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유지 요네하라는 교토 세이카대학 전통산업혁신센터장이다. 특히 교토의 공

예 분야 저널리스트인 동시에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주

요 저서로 교토의 ‘쇼쿠닌(장인)’에 관한 출판물인 『교토의 예술가들: 장인의 

손』, 『에도 시대 히가시야마 천황의 대관식과 1/4 축소 모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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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Note

참가자 약력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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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우 크앤 티엔은 베트남 미술대학에서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베트남, 

스웨덴, 일본 등 국제 대규모 전시회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옻칠과 관련된 다

양한 학술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 중이다. 하노이 미술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베트남 미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도쿄 예술대학에서 옻칠 

공예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키와 스웨 니언은 현재 만달레이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시에 

미얀마 무형문화유산 학술기구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논문과 연

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국내외의 학술회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만달

레이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북부 미얀

마 지역의 명곡집』, 『카친족의 연대기』 등이 있다.

자하 아흐메드는 건축가이자 몰디브 국립문화유산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문

화유산을 보호하는 문화유산 부서의 책임자로 몰디브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존 영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주요 관심사는 몰디브 건축과 몰디브의 

산호석 모스크에 대한 연구이며, 현재 몰디브의 산호석 모스크를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압둘 마틴 압둘 라힘은 몰디브 바아 툴하후 섬 출신 칠기 공예가이다. 압둘은 

약 15년간 칠공예 분야에 종사해왔고, 이 분야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그 기술

이 뛰어난 사람 중 한 명이다.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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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응웬 티 히엔은 국립 베트남 문화예술 연구소의 문화 스포츠 관광학부의 수석 

연구원이자 교수이다. 또한 유네스코의 평가위원으로 2012-2014, 2017-

2020에 걸쳐 활동하였다. 러시아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뒤, 인디애나 대

학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미국 자연사 박물관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역임했다.

앨리샤 마고는 사회문화 분야의 인류학자이며,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약 40년

간 필리핀대학 비사야스 캠퍼스에서 연구원과 교수직을 겸임하였으며, 서부 

비사야스 연구소(CWVS)의 소장이다. 또한 ‘Learning from Life’(1994) 연구

로 유네스코에서 수상하였으며, 현재에는 정부 기관과 협업하여 영상과 C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카트리아 험은 정치학자이며,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민족학 부교수로 재직 중

이다. 북동 아시안 연구 및 글로벌 연구 센터에서 핵심 교원을 역임 중이며, 아

시아계 미국인과 아시아 디아스포라(Diaspora)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해왔

다.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동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안찰 메타는 아메바다드대학의 문화재 관리 센터에서 문화재 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소속 케인 강 국립 문화유산 지역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였으며, 또한 인도의 현황에 알맞은 랜드마크(built 

heritage) 재활성화와 보존을 위해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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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티 슈클라는 델리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문화재 관리 센터에서 문

화재 관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독일의 카리타스에서 다년간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민자들과 함께 일했다. 주로 인도의 공예, 직물, 문화

재 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과 학교 교육을 연결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티나 다발레는 건축가로, 문화재 관리 센터에서 문화재 관리학을 전공하였다. 

건축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특히 인도의 건축과 공예에 관심을 가

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관심이 있다.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바비 로페즈는 딜리만 필리핀국립대학을 졸업한 후, 필리핀의 역사, 문화, 사

회, 젠더에 관한 연구와 출판에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역사, 문화 

분야의 책을 저술 중이며, 지역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조직을 이

끌고 있다.

김방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문화재관리학을 공부하고, 이후 한국학중

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불교 문헌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학중

앙연구원 장서각 국가전적자료센터 구축사업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하다

가,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철학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조선시대 심설 

논쟁 아카이브 구축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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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 팡은 북경사범대학의 사회대학에서 인류학, 민속학의 수석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중국 민속학회의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 관심 분

야는 역사 민속학, 문화 민속학, 생애주기별 의례와 민속 의식 연구이다.

후어 웬은 석사 과정에서 미술을 전공한 후, 현재 북경사범대학의 사회대학에

서 민속학 박사 과정 중에 있다.

수 퀴앤은 석사 과정에서 민속학을 전공한 후, 현재 북경사범대학의 사회대학

에서 민속학 박사 과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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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한 아시아의 공유유산 - 옻칠

Session

01

좌장: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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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

아태지역 무형유산의 동질성과 다양성:

옻칠공예문화유산의 아시아적 가치와 보존전략을 위하여

배기동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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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현대적 의미와 보존의 관건

무형유산은 인간의 지혜와 감성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표현될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물

론 어떤 것은 사라지고 또는 사라지려 하고, 머지않아 사라지겠지만 아직도 사람의 뇌리에서 그리

고 손끝에서 그 문화의 여운이 이어지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유산의 보호와 보존은 이제 본격적

인 디지털 문화 시대로 들어선 인류에게는 무한한 미래자원이자 인류가 즐길 수 있는 인간의 흔적

이다. 왜냐하면, 디지털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전통문화는 오래된 인간의 기억을 담고 있어서 

인간의 감성이나 인간다움을 느끼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형유산들은 그 형태가 다르기는 하여도 그 본질적인 기능은 같은 

것일 수가 있다. 특히 인접한 지역에서는 문화전파로 인하여 그러한 문화들이 확산되고 또는 받아

들이는 집단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모습을 갖춘 것들이 탄생하여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성을 공유하는 자산으로서 중요하고 동시에 인간의 사고의 다양성의 표현

으로서 각 집단이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는데 의미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각 문화집단 간에 공존하는 또는 공통적인 무형문화를 어떻게 보존하여야 할 것인

지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큰 화두일 것이다. 그동안 동일한 무형유산이지만 어떤 지역의 것은 등록

되고 또는 다른 지역은 그 가치가 뛰어남에도 동일한 것이라는 이유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조금만 소홀히 하면 사라지게 마련인데 사라

지게 되면 결국 그 사회의 문화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며 미래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

이다. 문화라는 것은 아무리 창의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적으면 사라지

게 마련이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전통 무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유산이 가지고 있

는 미래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사회를 설득하고 그 현대적인 효용을 개발하여 전략적인 방

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새

로운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각 사회는 이러한 유산

들이 시들어서 사라지지 않도록 공동체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전통

의 계승이라는 당면과제로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서 유의할 점은 결국 그러한 무형유산이 화

아태지역 무형유산의 동질성과 다양성:

옻칠공예문화유산의 아시아적 가치와 보존전략을 위하여 

배기동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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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되어 고정된 문화체제로서 남게 되어 현실에서 도태되는 일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문화로서 존재하되 그 표현의 방식은 끊임없이 창의적인 변신을 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감각이나 

수요에 맞추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의 형태도 하나의 다양성으로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대 간에 전수되는 것은 그만큼 전통에 기반한 현실적인 효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이 바로 세계무형유산제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의 연속성과 고유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많은 나라와 다양한 문화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지리적인 환

경 때문일 것이다. 지리적인 연속성도 있지만,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다른 문화들이 존

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문화들은 대단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

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지난 만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인간의 이동과 문화의 흐름

이 이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관계로 이웃하는 지역에서는 공유된 문화가 많은 것도 사실

이다. 특히 교통로로 연결된 지역에서는 주민의 접촉이 빈번하고 그러한 문화가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 지역의 무형문화 유산이 세계의 다른 지역의 문

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서 유용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인 공통성 또는 연속성이 

보이는 반면에 동일한 문화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보이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출현 양상은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보존의 방식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도 중

요한 이점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를 통해서 집단의 상호 이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전통문화들은 오늘날 급격한 사회개발로 인해서 많이 사라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구미의 선진국의 토착문화와는 달리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온 것으로 생각할 수

가 있다. 오늘날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각국이 가지

고 있는 무형문화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관계 위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개발의 자원으로서 이 지역의 안

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에서는 한·중·일과 같이 보존에 오랫동안 노력

하여 온 지역이 있는 반면에 이제 막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또는 방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이러한 국가들이 전략적인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인류의 보편적인 유산으로서 그 현대적인 

효용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칠기 문화가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과 보존전략을 마련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로 이 지역에서 널리 나타나는 문화

이자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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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칠기 문화의 역사와 지역적 다양성

칠기는 서양에서는 볼 수가 없는 생활 예술품으로서 고대로부터 아시아의 각지에서 꾸준히 생산

되고 사용되어 온 공예품으로 아시아문화의 보편성을 잘 나타내는 유-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칠기의 역사는 아마도 신석기시대에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옻나무가 많이 자라

는 중국의 남부나 인디아, 동남아지역도 인간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도를 강구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칠기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적인 특성, 즉 내구성, 조

소성, 방습과 흡습 그리고 항균성을 고려한다면 선사시대 생활에서 가장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었

을 것이고 시대가 흐르면서 조소성이 활용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감각적인 

반사 빛으로 만드는 예술성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가구나 

그릇 등의 기물에 표현된 생활 예술적인 면에서 칠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옻칠1)의 사용은 옻나무 (Toxicodendrum vernicifluua, 또는 Rhus vernicifuua Stokes2))가 자생

하는 지역에서 신석기시대에 인간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농경과 채집으로서 생계를 운영하던 집단에서 생태환경 내에서 자생하는 식물에 대한 정보는 

생존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식료로서 그리고 약료로서 또는 생활에 필요한 성분을 구하기 위

해서 선사인들은 지속적으로 주변의 자원을 탐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태적응 과정이다. 그래서 

일찍이 신석기시대부터 옻의 사용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만 년 전 이전의 죠몽

토기 유적에서도 옻칠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3) 이는 일본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칠기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은 중국에 많이 남아 있다. 중국에서도 일본보다도 좀 늦은 시

간대이기는 하지만 칠기는 신석기시대부터 사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절강성의 하모도 유적에

서 칠완 강소성 오강 단결촌 유적에서 출토된 칠회채도배 등은 적어도 6천 내지 7천 년 전의 것으

로서 아시아 칠기로서 가장 오래된 것들이다. 한비자의 기록4)을 보면 순황제가 제기를 만들 때 ‘외

부는 검은색 내부를 붉은색으로 칠해서 사용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을 보면 중국의 역사와 함께 하

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춘추 전국시대의 칠기들은 중국 고대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예술품

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漢)대가 되면 칠기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것을 알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화려한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중국에서는 제사용기 뿐 아니라 악기나 

무기나 마차구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고 기법 역시 다양한 기법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고고학적

인 유물에서 알 수 있다. 장식과 문양도 다양하여 당시의 화려한 예술적인 경지를 보여주며 또한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작과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세세히 기록한 것을 보면 그 공정 자체가 대단히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제작에 심혈을 기

울였음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도 칠기는 고가품이지만, 고대에도 대단히 비싼 제품으로 고급관리

의 봉급을 절반 이상을 주어야 그릇 한 개를 살 수 있었다는 것5)은 고도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고대 칠기 기술이 한반도로 전해져 발전하게 되었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확산의 과정에서 각 지역의 재래의 기술과 합쳐져서 고유한 기

법들이 각지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각 지역의 문화적인 전통과 재료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

게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의 칠기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진사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서남부 지역, 광시나 귀주 지역의 

1  서양어로 라카 lacquer라는 말로 

통칭하는데 이 말은 ‘많다’ 또는 

‘무한’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에

서 온 것이다.

2  우루시올 urushiol이라고 하는 즙

을 생산하는데 바로 옻이라고 부

는 것이다. 독성이 있는 떡갈나무 

종류, 중국의 중남부와 한반도 남

부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

생하는 활엽수 나무 종류이다. 

3  장용준 2019. 옻과 옻나무 그리고 

옻칠, 고대의 빛깔 옻칠. 국립김해

박물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2017년 간 재인용.

4  김원중 역.2016. 한비자 제왕학

과 법치의 고전.

5  史記사기 貨殖화식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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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족이 이동하면서 전래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대체로 13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남아시

아 지역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중국과의 교류에서 일찍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태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 산악지역에서 일찍부터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중에 16세기경에 미

얀마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화려한 색조의 칠기들이 많이 제작되

고 태국에서는 라이 롯 남(Lai lot nam)이라고 하는 특수한 제작 기법이 만들어져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서도 이러한 각 지역의 전통적인 책색을 한 옻칠제품들이 관

광상품으로서 지역의 경제적인 자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동아시아 삼국의 칠기의 전통을 보

면 중국기술이 전래되어 토착기술과 융합되어 발달하게 되는데 각 나라별로 아주 뚜렷하게 독특한 

칠기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은 바로 척홍(剔紅)칠기라고 하는 조(彫)칠기, 즉 세

대를 거듭하며 두터운 칠을 입혀서 조각을 하는 칠기들이 나타나고 일본은 옻칠 그림을 그려 장식

하는 시회(蒔繪) 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

지만 고대 청동기시대부터 성용되기 시작하는데 날랑을 통해서 고도로 발달한 중국 칠기가 들어와

서7) 고대 사회에 널리 성용하게 되어 고분들에서 나타나는데 고려 시대에 들어서 조개를 이용해서 

장식하는 나전(螺鈿)칠기가 독특하게 발전한 것이어서 동일한 칠기문화라고 하더라도 예술적으로 

다른 감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온 것을 알 수 있다.8) 지역적인 특성이 뚜렷이 보이는 것이 바로 칠기

공예인 것을 알 수 있다. 

옻칠 공예의 잠재적인 기능과 기술융합을 통한 미래

옻칠은 대단히 신비한 물질임에 틀림없다. 옻칠 공예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일

종의 총체적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과학성의 한 예로 중국 후난성의 마왕퇴에서 발굴된 여성 미이

라9)가 칠기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데 발굴 당시 시체가 전혀 부패되지 않았고 주사를 놓았을 

때 혈관을 통해서 수액이 움직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은 옻칠이 유기물의 보존에 특별한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충과 향균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유기물이 잘 남

아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유적, 대표적으로 낙랑의 고분들이나 무령왕릉, 황남대총 등의 

중요한 유적들에서 옻칠한 유물들은 남아서 그 문화의 정수를 알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동안 옻칠의 예술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주로 가지고 있었지만, 옻칠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기능

이 잠재되어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옻칠은 흔히 신비의 

물질이라고 표현10)할 만큼 그 잠재적인 기능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아직도 재현되지 않은 부

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습이나 보습 등의 기능 이외에도 전자파의 흡수나 현대 공간 내에서 

유발되는 미생물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들이 제기되고 있다. 동의보감과 같은 기록에도 약

리적인 작용을 언급한 의서들이 많아 남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험

을 통해서 그 효능을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앞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옻칠 공예가 가지는 잠재적인 가능성은 바로 기술의 복합성이다. 옻칠기술을 적용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전문적인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로 각각의 장인집단들이 있고 그러한 

전통은 고대 기록에서도 보인다.11) 그리고 또한 각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기술이 

6  김인아 미얀마칠기의 기원과 발

전, 동남아선교뉴스레터 62. 

7  김종태 1989. 한국과 중국의 칠기

공예, 한국칠기이천년. 국립민속

박물관 간.

8  임영주 1989. 한국칠기 의장문양

의 시대적 흐름과 특성, 한국칠기

이천년. 국립민속박물관 간. 

 이칠용 1980. 칠공예, 한국나전

칠기보호협회.

9  웨난 岳南, 마왕퇴의 귀부인. 이익

희 역 2006 (일빛 사 간 한글번역

본).

10  이오희 2020. 천년기술의 보존 

옻칠문화재. 주류성 출판사.

11  이호관 칠공예, 신편한국사 조선

의 초기문화; 이경미 1992. 낙

랑 고분출토 칠기에 대한 일고

찰, 한국 상고사학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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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각 나라별로 그러한 기술적용과정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옻칠 문화의 글로발 가치

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각 기의 개별기술 자체가 하나의 무형유산으로서 보

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고 그 조합상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저 전통무형유

산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옻칠기술은 적용하는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되었지

만, 사람들이 다루는 거의 모든 재료들과 혼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며 또한 각 재질의 수명

이나 또는 사용의 효율성과 예술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점 역시 그 잠재적

인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나무뿐 아니라 종이나 짚, 실 등의 유기물 재료 뿐 아니라 쇠

나 청동 그리고 도자기나 토기 등등의 모든 재료들에 적용되고 있다. 단순히 그릇뿐 아니라 문방구

나 가구, 마차나 악기 그리고 심지어 가옥에 옻을 입히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 사용

되는 모든 기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다.12)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기술문

화와 함께 융합되어 나타나는 기술로서 옻칠 공예가 있는 셈이고 이러한 조합상은 집단과 개인 그리

고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조합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다.

옻칠이 가지는 또 다른 하나의 엄청나게 큰 잠재력은 현대미술과의 접목일 것이다. 제작과정의 각 

단계의 공예적인 기술들도 예술성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칠이 가지는 색과 빛의 특성이다. 화려하

기도 하지만 은은한 빛은 깊이가 있고 채도가 높은 점에서 현대미술적인 표현에 아주 독특한 색감

과 질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감성을 불러 일으키는 점이 현대미술의 응용에 새로운 장

르로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고대의 칠기에 적용되는 다양한 모티프나 표현법과는 다

른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칠기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생

활 과학적인 이점을 같이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도시사회의 주거공간에서 대단히 유용한 

예술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13) 앞으로 이 새로운 예술 장르의 발전은 

앞으로 옻칠공예가 무형유산으로 가지는 잠재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대칠, 일본의 우루시, 베트남의 산마이, 한국의 옻칠이라는 다른 이름의 칠기공예문화가 현

대미술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된다면 시장성이 크게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옻칠공예는 다양한 전문장인 집단이 단계별로 작업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무형유산이다. 그리고 실생활 용기에서부터 예술에 이르는 다종다

양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문화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은 무형문화유산인 

것으로 기대된다. 

보존과 전승의 국제협력전략

무형유산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에서 창의적으로 적용되

어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오늘날도 

실용성이 높아서 각 나라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 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옻칠기술공예이다. 그래서 관련된 개별공동체들의 관심이 깊을 것으로 기대한다. 옻

칠공예의 나라별 활용을 보면 옻칠공예 집단을 국가적으로 보호하여 각 공동체들이 관광 자원으

로서 활용하게 함으로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2  이칠용 1980. 전게서.

13  황숙경 2016. 김성수 통영옻칠

미술관장, 경남공감 43; 김성수 

2018. <The Korean OTTCHIL 

Art Exhibition>, 2019 From 

Traditional to Contemporary 

아트전 베트남 문광부. 2020. 김

성수 옻칠회화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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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체로 고대의 기술들을 창의적인 활용보다도 원래의 전승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많다. 이러한 점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개발하여 각 옻칠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한 바로 기술적인 단계

별로 다양한 무형유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과 다른 재질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방안들을 개발

하여 대중적인 이용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유산보존의 국제적인 과제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적인 확장 만이 아니라 예

술적인 장르의 개발은 실용성을 겸비한 생활예술로서 그 적용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실용성의 개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아시아의 각 나라마다 기술적인 격

차가 있고 또한 경제적인 수준이 달라서 이러한 기술이 실생활의 효용이 커지지 않는다면 연구 개

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한국에서도 옻나무 농장을 만들었다가 폐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례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노동력의 문제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아직도 

전통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국가에서는 새롭게 창의적인 개발을 하기에는 미래지향적인 디자

인의 개발이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실용성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이 연합하여 공동의 과제로서 상호협력하여 개발하는 전략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면 옻칠공예는 아시아 공동의 무형유산으로서 미래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옻칠공예품들은 고대나 중세 역사상에 가장 고귀한 물건으로 각 나라마다 최고급의 기술

개발을 해왔고 각 나라별로 아름다운 걸작 예술품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도 각국별

로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한 지속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왔다. 한국에서도 일찍부터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옻칠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을 고심해 온 것이다.14) 이러한 현실

적인 바탕 위에서 앞으로 보존과 창의적인 발전의 과제로서 아시아 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강

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옻칠의 신비함과 화려하고도 고유한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뿐 아니라 새로운 서구 선진국 시장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옻칠공예의 보존과 

개발을 국가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각 국이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을 강구하는 것도 고대의 

신비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옻칠공예, 국제적 수요 창출 전략으로서 문화적 수월성과 다양성

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옻칠공예는 그 기술적인 과정과 표현의 다양함으로서 

각 국별로 독특한 전통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한 종류의 공예예술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

는 것은 기술적인 과정이 복잡하고 또한 뛰어난 예술성을 겸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인이 한

국 중세 고려의 나전칠기를 보고서 세밀가귀(細密可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정신과 고도의 

기술을 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시아 고유의 문화로서 보편성이 있는 셈이고 또 다른 측면에

서는 각국 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화인 셈이다. 기술적인 복잡성

과 고도의 예술성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대단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고대나 현대에 최고의 공예예

14  정명호 1991. 한국전통공예의 

세게시장화를 위한 연구, 한국문

화예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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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는 문화는 금세 도태되어 화석화되는 것이 인류 문화사에 흔히 볼 수 있는 것

이다. 문화는 누적되고 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변신하여 그 효용성이 현대화되지 않는다면 사라지

기 마련이고 사라져가는 무형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인류의 숙제이다. 다행히 옻칠기

술과 예술은 현대에 있어서도 실용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개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각 단계의 사회적인 관심과 개발전략이 있으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장르의 기술과 예술이라

고 생각한다. 

옻칠공예는 고급문화로서 상류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사

하는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해당 사회의 경제적 안정화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에 통영수군영에 12공방15)에서 이러한 옻칠기술집단을 두고서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던 것

이다. 사회적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이 높이 평가되어 귀하게 취급되었던 물건으로서 수요가 지속됨

으로서 지역에 경제적 흐름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가치순환체계를 

복원하게 된다면 분명히 해당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판을 만드는데 무형유산으로서 옻칠공예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옻칠공예는 그 적용 범위가 무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또한 그 잠재적 실용성을 감안한다면 현대사회에서도 경제적 활용성이 대단히 클 것으로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들이 협력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늘려가고 현대사회 속에서 실용성을 창의적으로 개발

한다면 아시아의 무형유산으로서 영구히 전승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발전이 곧 세계무형유산제

도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기술의 융·복합적인 개발이나 현대적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 또는 

고대의 옻칠 적용기술처럼 현대의 다양한 기물에 적용하여 내구성이나 예술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한데 이러한 것들을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공동 전략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구매력 있는 사람들에게 옻칠기들이 가지는 예술적 가치와 실용

성을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국제현대옻칠아트전, 국제옻칠문화엑스포나 국제옻칠문화정보

교류센터의 설치 등을 강구한다면 옻칠기의 범용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옻칠무형문화 유

산 영구적인 보존방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옻칠공예, 아시아문화공동체의 아이콘

오늘날 글로발 사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동의 언어는 바로 경제이다.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

는 것은 모든 나라의 화두이다. 그래서 현대 디지털글로발사회는 정보와 이동이 확대되지만 나라

별로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글로발 상황에서 공동의 문화언어를 개

발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것이다. K-pop처럼 반향이 큰 

음악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이 대중적인 무언의 소통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옻칠문화의 연속성과 지역적 다양성은 오래된 역사적인 문화행위로서 문화적 공감대와 대중적인 

15  조윤주 2009. 통영12공방이야

기, 디자인하우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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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을 가져올 수 있는 공통의 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 문화가 전 

세계가 즐길 수 있는 보전과 활용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면 아시아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사회적인 

번영뿐 아니라 정신적인 유대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칠기이천년 도록 (198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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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한국 옻칠공예의 역사와 전승 현황

이재호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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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생물학적 진화의 속도를 넘어서는 발전을 이룩했다. 가장 먼저 돌과 나

무를 수렵과 채집 도구로 사용하였고, 이어서 흙으로 빚어 구운 토기를 발명하면서 정착 농경 생활

에 어울리는 그릇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목기와 토기는 결함이 뚜렷했다. 흡습성 때문에 액체를 

담기 어렵고 쉽게 손상된다. 토기는 유약층이 있는 도자기로 진화했지만, 금속 제련 기술에 따른 

고온 가마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기물에 도막을 입히는 방습·방충 기

술을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발견하였다. 바로 옻칠 기술이다.

피부질환을 무릅써야 하는 옻액 다루기, 고온다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경화 과정 등 칠기 공정

은 섬세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옻칠 기술을 각지에서 체득할 정도

로 그 장점을 일찍부터 깨달아 활용하고 있었다. 옻칠은 가죽과 도토기, 금속기의 접착과 표면 보

호에도 널리 사용되었고 특히 목제 기물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어왔다. 서아시아와 유럽에서

는 건성유와 수지를 혼합한 다양한 바니시(varnish)를 사용해 온 반면, 아시아에서는 옻칠을 도료

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옻칠은 아시아 문화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훌륭한 재료이자 기술이라 

할 것이다.1) 본 발표에서는 동북아시아 옻칠 기술의 시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 칠기 기술의 

변천과 전승 현황을 공유하고자 한다.

2. 옻칠 기술의 시원과 한국의 고대 옻칠 공예

1) 동북아시아 옻칠 기술의 시원

옻나무(Toxicodendron vernicifluum)의 진액을 채취하여 기물 표면에 발라 도막을 형성하는 기술

은 신석기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쌍자엽식물강 이변화아강 무환자나무목 옻나무과 옻나무속 나

무는 열대에서 온대까지 200여 종에 이르는데, 한국에는 참옻나무, 개옻나무, 검양옻나무, 산검양

옻나무, 넝쿨옻나무, 붉나무의 6종이 자생한다.2) 동북아시아에서는 주로 참옻나무, 동남아시아에

서는 검양옻나무 등에서 옻액을 채취하는 차이가 있지만 옻칠하는 기술은 아시아 각지에서 자생적

으로 발달해 왔다.

한국 옻칠공예의 역사와 전승 현황 

이재호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1  최공호·이승주, 『칠장(옻칠): 서

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호』(서

울: 서울특별시, 2020), 22~25

쪽.

2  이오희, 『천년 기술 옻칠 문화

재 보존』(서울: 주류성, 2020),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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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5,000년경 중국 저장성(浙江省) 허무두(河姆渡) 유적에서는 칠을 모으는 통, 붉은 칠 완, 

견갑골을 칠로 접착한 호미가 발굴되어 옻이 도료 및 접착제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벼농사 유적에서 본격적인 칠기가 발굴되었다는 점에서 옻칠의 시원은 그 이전

으로 올려볼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가키노시마(垣ノ島) 유적에서는 기원전 7,000년경 

산화철 안료를 옻에 개어 바른 토기가 출토되었고, 후쿠이현(福井縣) 미카타호(三方湖) 연안의 토

리하마(鳥浜) 패총에서는 기원전 4500년경의 붉은 칠 목제 장식 빗 등의 칠기가 발굴되었다.3) 한

국에서도 신석기시대부터 옻칠을 썼을 것이라는 가설은 최근 경상남도 밀양 신안유적 및 거제 농

소면 유적 출토 붉은간토기의 성분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4) 토기 표면에서 기원전 3,000년 경 

옻산(urushiol)의 주성분인 페놀계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안료를 도포하는 접착제로 옻칠을 사용

했던 것이다. 기원전 5~6세기 유적인 전라남도 여수 적량동 고인돌에서는 비파형 동검의 목제 칼

집에 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옻칠 파편이 출토되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 삼국의 옻칠문화는 신

석기시대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아시아의 옻칠 문화는 역사시대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2) 삼국시대 이전의 한국 옻칠 공예

기원전 1세기 초기철기시대 유적인 창원 다호리와 광주 신창동에서는 한국식 동검의 칼집과 자루

를 비롯한 무기류, 굽다리접시 등의 제기, 부채자루 등의 의장품이 온전한 형태로 출토되었다. 이

들은 목기 표면에 직접 칠을 하는 목심칠기(木心漆器)가 주를 이루며, 도기에 칠을 올린 도태칠기

(陶胎漆器), 대나무 살을 엮어 뼈대를 마련한 남태칠기(藍胎漆器)도 일부 발굴되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는 칠액을 담았던 토기와 도포용 주걱, 마연용 삼베 등이 함께 출토되어 제작지와 사용지

가 일치하고 있다. 다호리와 신창동 출토 칠기는 형식과 기법이 중국과 계통이 달라 자생적으로 칠

기가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5) 이 시대의 칠기는 소지 깊숙하게 칠이 스며들어 있어 점도가 낮

은 칠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6) 대부분 바탕칠 없이 목심에 칠을 얇게 여러 번 발랐는데 흑

칠과 투명칠을 번갈아서 도포하여 4~5회 칠한 것이 많다.7) 기장 고촌리 유적 등에서 옻액을 끓여 

정제했던 유적이 확인되므로 생칠의 수분을 낮추어 투명칠로 정제하는 기술이 이 시기부터 마련되

었음을 알 수 있다.8)

한편 기원전후 평양 일대의 낙랑군(樂浪郡)을 통해 중국의 칠기도 수입되었다. 직물 뼈대에 두껍

게 칠살을 올린 협저칠기(夾紵漆器)가 기본이며 목심에 베를 바른 목심저피(木心苧被)와 남태칠

기도 있었다. 귀달린 잔(耳杯)과 여러 층을 겹쳐 사용하는 그릇인 합(盒), 렴(奩) 등이 많이 출토되

었다. 그릇 안쪽에 붉은색을 칠하고 바깥쪽에 검은색을 칠하는 것이 기본 장식이고 칠에 다양한 안

료를 섞어 문양을 그리는 칠화(漆畫), 금박 장식 기법도 사용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귀 잘린 

잔과 접시의 칠층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내측의 주칠 아래에 토분, 골분, 목

분이 혼합된 바탕칠층이 확인되었다.9) 이는 중국 한나라 칠기의 제작수법과 일치한다. 한나라 칠

기는 소지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데 많은 공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눈메우기 공정이 다양하고 섬

세하게 발달하여 토분과 함께 골분이나 목분, 고미분(菰米粉) 등 다양한 분말을 섞어 바탕칠에 알

맞게 사용하였다.10) 낙랑 출토 칠기가 한나라에서 제작된 것을 직접 수입한 것인지 혹은 옻칠 기술

자가 건너와 한반도 내에서 제작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이후 삼국시대 칠기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3  本村豪章, 「日本の漆工藝: 繩文·

彌生·古墳時代」, 『特別展 東洋の

漆工藝』(東京: 東京國立博物館, 

1977), 32~33쪽.

4  「신석기시대 한반도에서도 

‘옻’ 사용했다」, 『이데일리』, 

2019.12.13.

5  최공호, 「한국 옻칠공예의 전통과 

전승」, 『전통옻칠공예』(서울: 한

국문화재재단, 2006), 9쪽.

6  흑칠은 생칠에 그을음을 섞어 바

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붉은 

칠은 주로 산화철을 개어 칠한 것

이며 진사(辰砂)도 간혹 확인된

다. 李容喜, 「韓國 古代漆器의 技

法 硏究-初期鐵器時代부터 統一

新羅時代까지 發掘 漆器遺物을 中

心으로」(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0), 14~26쪽.

7  창원 다호리 출토 판상칠기(板

狀漆器)의 단면 분석 결과, 생칠

에 토분을 섞어 목심에 눈 메우기

를 하고 총 5회 정제칠을 올렸음

이 확인되었다. 칠층의 전체 두께

는 100μm 정도이며, 그 중 표면에

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층에는 그을

음을 정제칠에 섞어 검은색을 내

었다. 김수철·박민수·윤은영, 

「다호리 출토 판상 칠기의 재질 분

석」, 『박물관보존과학』13(국립중

앙박물관, 2012), 33~36쪽.

8  홍보식, 「燒成遺構와 精製漆 調

製」, 『고대의 빛깔 옻칠』(김해: 국

립김해박물관, 2019), 222~239

쪽.

9  김경수·유혜선·이용희, 「樂浪

漆器의 漆器法 調査(1)」, 『박물

관보존과학』4(국립중앙박물관, 

2003), 79~88쪽.

10  李容喜, 위의 글, 60~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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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한국 옻칠 공예

삼국시대는 초기철기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과 낙랑 칠기 문화가 결합하고, 당나라에서 새로이 

유입된 장식기법이 어우러져 수준 높은 옻칠 문화를 향유한 시기이다. 신라는 칠전(漆典)이라는 

중앙 관서를 운영하여 칠기를 왕실의 통제하에 두었다. 황남대총, 천마총 등의 고분과 월지 등 궁

궐유적에서 많은 칠기가 발굴되어 신라 옻칠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서울 석촌동 5호 대형 움무덤, 

공주 무령왕릉, 부여 능산리사지 등 왕실 관련 유적에서 많은 옻칠 기물이 발굴되어 백제에서도 칠

기를 국가 및 왕실 차원에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의 상류계층도 칠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했음을 고분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도 초기철기시대에 이어 목심칠기가 기본을 이루었으나 목심에 베를 바르고 골분과 토

분을 생칠에 섞어 바탕칠하는 수법은 한나라 칠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백제 무령왕릉 

출토 목관은 101μm, 족좌는 160μm의 칠층이 확인되는데 베는 바르지 않았고 3개 층의 옻칠은 모

두 평평하고 매끄럽다.11)

토분이나 골분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소지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었기 때문에 눈메우기가 

중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잘 정제되어 투명도가 높은 칠을 사용함으로써 흑칠과 주칠의 색감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골분의 미세한 정도를 조절하여 바탕칠을 2회 이상 하는 등 기술의 규격화 경향이 나

타났다.12) 안압지 출토 은평탈화형칠기, 칠기대접 등을 관찰해보면 비교적 굵은 골분과 토분으로 

아래쪽에 바탕칠을 하고 그 위에 고운 골분으로 바탕칠을 더한 후 2~3겹의 칠을 더 올리는데, 주

칠 등의 색칠을 상칠한 후 마지막에 투명칠로 마감하였다. 칠층의 두께는 직물 층을 제외해도 338

μm~565μm 정도이므로 삼국시대 이전의 칠기에 비하여 훨씬 도막이 두껍다. 귀금속 문양판을 옻

칠로 붙이는 평탈(平脫) 기법은 이후 한국 나전칠기의 원류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3. 고려시대 이후의 한국 옻칠과 나전 공예

1) 고려시대의 옻칠과 나전 공예

고려시대의 칠기는 현존 수량은 적으나 경함(經函), 모자합(母子盒) 등의 나전(螺鈿) 공예품이 현

존하고 있어 기술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송과 요, 일본 등의 칠기도 교역을 통해 지속적으

로 접했음이 기록에서 확인된다.13) 고려 때 왕실 기물을 담당한 관청인 중상서(中尙署)에는 칠장

(漆匠)이 예속되어 있었고, 전국에 산재한 칠소(漆所)에서 옻액을 공납 받아 중앙에서 고급 칠기를 

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칠기는 탁잔 등 상류계층의 생활용품 및 경함(經

函) 등 종교적 기물로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성의 일상에서도 칠목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유물이나 기록으로 전하는 것은 적다.

고려시대 칠기는 목심 표면에 직물을 입히고 골회와 옻칠을 순차적으로 도장한 목심저피칠기가 일

반적이었다. 목심은 두께가 얇아 못을 사용해 조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교, 어교 등 접착제로 부

재를 결합한 뒤 전체적으로 직물을 피복하여 강도를 보강했다.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자합의 

11  李容喜 위의 글, 39~42쪽.

12  李容喜 위의 글, 49~57쪽.

13  일본인 42명이 나전, 안장, 벼루

상자 등을 바치기를 청하다. 『고

려사』 문종 27년 계축년(1073) 

7월; 송나라 사신이 화려한 안장

을 얹은 말 네 필 등의 선물을 보

내오다. 『고려사』 문종 32년 무

오년(1078) 6월 25일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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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체 칠층의 두께는 523μm, 골분을 섞은 바탕칠층은 최대 380μm 이며 그 위에 3층으로 옻

칠을 올렸다. 석황, 진사 등을 섞은 색칠 층이 뚜렷하다. 이러한 칠층 구성은 통일신라시대의 수법

을 이어받아 더욱 섬세하게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전포류수금문향상(螺鈿蒲柳水禽文香

箱)은 다양한 장식기법으로 주목되어 왔다. 『조선고적도보』의 흑백사진으로만 전체적 형태를 알 

수 있을 뿐, 극히 얇은 소지가 한국전쟁 때 훼손되어 파편으로 전하고 있다. 목심에 밑칠을 한 후 비

단을 바르고 골회를 섞은 바탕칠을 올린 후 투명칠을 2~3회 거듭하여 광택을 냈는데, 대모와 나전 

등을 바탕칠 위에 올렸고, 묘금은 상칠 위에 장식했다.15) 따라서 겹겹의 투명한 칠층에 따라 문양

의 빛 반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을 것이며 그 장식효과는 대단히 섬세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나전칠기는 섬세하고 정교한 구성을 보여준다. 1123년 개경을 방문하여 『선화봉사고

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남긴 북송의 사신 서긍(徐兢, 1091-1153)은 “기물에 옻칠하는 일

은 그리 잘하지 못하지만, 나전 공예는 세밀하여 귀하다 할 만하다(器用漆作不甚工, 而螺鈿之工, 

細密可貴).”라 하였다.16) 고려 칠기의 세공 기술이 송나라보다 열등하였지만 나전 장식기법만은 

매우 섬세했다는 기록이다. 고려는 동시대 중국에서 유행한 칠 조각 기법에는 뛰어나지 못한 대신, 

나전 기법의 정교함을 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17) 고려 나전칠기는 문양의 구성요

소 각각을 극히 작은 부분으로 오려 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초문을 기본으로 연꽃, 국화, 모란 

등의 꽃무늬를 조합하였는데 문양단위 하나의 크기가 1cm를 넘지 않고 작은 것은 2~3mm에 불과

하다. 줄톱 등의 세공도구가 없었던 시대에 전복패를 이정도 크기로 잘라내는 것은 고도의 손기술

을 필요로 했다.18) 고려의 나전 장인들은 대모, 동선 등의 재료도 함께 사용하여 정교하면서도 과

하지 않은 우아한 장식성을 성취하였다.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 황후가 나전칠기 경전함을 요구해 

전함조성도감(鈿函造成都監)을 설치하여 응대한 기록이 전한다.19) 오늘날 세계 각지에 전하는 10

점 내외의 나전 경함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선시대의 옻칠과 나전 공예

조선시대의 칠기 공예는 고려의 기법을 계승·변주하되 제작 및 사용의 저변을 더 넓히는 방향으

로 전개되었다. 조선 중기까지는 칠장과 나전장이 경공장과 외공장으로서 국가에 예속되어 활동했

다. 『세종실록』의 한 기사는 예빈시(禮賓寺)에서 매년 주칠기는 구입하고 목기는 공납을 받아 사용

했다고 전한다. 공임과 재료가 값비싼 주칠기는 전문 장인에게 주문하고, 비교적 헐한 목칠기는 공

납으로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20) 세종은 주칠기 금제를 내려 사치를 경계하고 왕실의 위엄을 높이

고자 하였는데, 공예 전반에 사치를 금하고 정교한 기물은 왕실에서만 주문 제작하여 사회적 위계

를 분명히 하고자한 태도는 18세기까지 계속되었다.21) 이러한 금제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왕실용 

주칠기와 민간의 흑칠·접칠이 이원화되었다. 내사품(內賜品) 주칠기를 모방한 칠기 유행은 색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열망과 동경을 잘 보여준다.22) 칠기 수요는 조선 후기에 더욱 증가하였다. 

현존하는 조선 전기의 칠기는 나전 연화당초문 관복함이 주를 이루어 상류계층의 기물임이 뚜렷한

데 비하여, 19세기 이후의 나전 칠기는 빗접과 함지박을 비롯한 일상 기물까지 아우르고 있어 그 

외연의 확대가 뚜렷하다.

조선 시대에도 고려 시대로부터 목칠 기법이 이어졌을 것임은 자명하나, 조선 전기의 실례는 적은 

편이며 칠층 분석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진하다. 다만 목심에 밑칠을 하고 그 위에 직물을 바

른 후 토분을 섞은 바탕칠을 올리고 중칠, 상칠로 이어지는 여러 겹의 투명칠을 올리는 방식이 상

14  이용희, 박수진, 윤은영, 정혜진, 

「고려시대 목심칠기(木芯漆器)

의 제작기법 연구」, 『박물관보존

과학』15(2014), pp.78-95.

15  이용희, 「고려시대 <포류수금나

전묘금향상>의 현황, 재질 및 제

작기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나전향상과 동아시아 칠기』

(서울: AMI아시아뮤지엄연구소, 

2014), 23~54쪽.

16  『고려도경』 권23, 잡속2, 토산

17  당시 송에서는 조칠(彫漆, 또는 

剔紅), 즉 칠을 여러 겹 올린 후 

깊게 조각하여 문양을 도드라지

게 나타내는 기법이 발달하고 있

었다. 또 금분을 개어 칠기에 그

림을 그리는 묘금(描金), 금실을 

놓고 칠한 후 갈아내는 일종의 

입사기법인 창금(戧金) 또한 성

행했다. 현존하는 고려 칠기 가

운데에 이러한 유물은 찾기 어려

우며, 불교회화를 통해서 그 존

재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18  최공호, 「나전칠기, 퇴색하지 않

는 빛의 스펙트럼」, 『세밀가귀: 

한국 미술의 품격』(서울: 삼성미

술관 Leeum, 2015), 268~269

쪽.

19  『고려사』 원종 13년 임신년

(1272) 2월 15일

20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1420) 윤1월 29일

21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1419) 6월 11일; 권30, 세종7

년(1425) 10월 30일 등. 한편 

주칠에 대한 상류층의 욕망은 계

속되어 금제를 어기고 사용하는 

자들이 많았음은 『중종실록』 권

26, 중종 11년(1516) 11월 8일 

참조.

22  황지현, 「조선시대 목칠가

구」, 국립김해박물관, 위의 책, 

208~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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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였음은 추정할 수 있다. 16~18세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나전장식 관복함들은 그 대표적인 작례

라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의 칠기 칠층 분석을 시도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탕칠은 정제하지 않

은 생칠을 쓴 경우가 많고, 골분과 토분을 섞거나 토분만을 섞은 사례가 함께 발견된다. 삼베를 바

르지 않고 목심에 바로 옻칠을 올린 경우가 많았으며 바탕칠 위의 투명칠 층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얇고 2회 또는 1회 도포에 그치기도 한다.23) 이는 이전 시기에 비해 간략화된 기법이다. 칠기 수요

의 증가에 따라 칠을 아끼기 위함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나뭇결을 드러내고자 접칠이 성행한 것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조선 시대의 나전칠기도 그 기법은 고려에서 이어졌지만 정교한 문양 조합 대신 공력은 덜 들이면

서도 자개 본연의 빛깔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자개를 큼직하게 잘라 하나의 문양으로 

만드는 주름질은 자개 표면의 칠을 긁어낼 수 있어 빛깔이 더 찬란하게 드러난다. 자개의 곡면을 

망치로 때려 부착시켜서 자연스럽게 금이 가게 만드는 타찰법(打擦法)은 주름질과 잘 어울리는 기

법이다. 자개를 얇게 갈아내어 국숫발처럼 잘라놓은 상사를 사용하여 직선을 끊어가며 연출하는 

끊음질 기법도 발달했다.24) 이러한 기술 발달에 힘입어 나전의 제작단가는 내려가고, 더 많은 수요

층이 나전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근대기 나전공예의 변천과 계승

조선 말기까지 전국 각지의 장인이 목기와 목가구를 제작하였고, 통영의 나전칠기와 같이 공방이 

밀집된 생산 중심지도 여럿 존재했다. 옻칠 공예는 20세기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는데, 미술공예 개

념이 성립되면서 도안과 제작이 분리되고, 장인이 예술가로 변모하는 현상을 겪게 된다.25) 1908

년 한성미술품제작소로 시작되어 1911년 이왕직미술품제작소로 이어진 왕실 수공예 공방은 장

인들이 도안을 바탕으로 전통을 근대화한 효시이다. 전성규(全成圭, ？-1940), 김진갑(金鎭甲, 

1900-1966), 김봉룡(金奉龍, 1902-1994) 등의 장인들은 옻칠, 그중에서도 특히 나전칠기에 주

력하였다. 전성규가 1921년 일본에서 금공용 실톱을 도입하면서 나전을 자유로운 곡선으로 오려

낼 수 있게 된 것처럼, 전통 기술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적 도구나 공정이 도입되고 주식회사가 설립

된 시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축하 선물로 김진갑

이 제작한 나전응접탁자를 보냈다.26) 나전칠기가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품 또는 산업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이 잘 드러난다. 이후 1960년대에 캐슈도료가 도입되면서 옻칠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산업으로서 위기에 처했다.27)

4. 한국 옻칠 공예의 기술과 전승 현황

1) 한국의 옻액 채취 및 정제 기술

한국에서는 8~10년 성장한 참옻나무에서 옻액을 채취한다. 옻나무는 습윤하면서도 물 빠짐이 좋

은 사질 점토를 좋아하며 북방 한계선은 청천강 이남이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평안북도 태천, 충청북도 옥천, 전라남도 구례·장성·나주·곡성 등 전국 각지에서 참옻나무 조

림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에는 강원도 원주 지역에 집중되어있고 나머지는 옥천, 남원 등 일부 지

역에서만 옻액을 채취하고 있다.28) 현재 한국의 옻액 채취 방식은 조선시대 이전과 다를 가능성이 

23  최석찬·김선덕·이용희·고

수린·함승욱, 「조선시대 칠

도막 분석연구」, 『보존과학회

지』27(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1), 371~380쪽.

24  박영규, 「조선시대 나전칠기 제

작기법과 문양」, 『五色燦爛: 조

선의 나전』(서울: 成保文化財團, 

2015), 181~188쪽.

25  최공호, 「한국 나전칠기의 근대

화 과정」, 『근대 螺鈿漆器 공예』

(부산: 부산근대역사관, 2014), 

183~186쪽.

26  http://encykorea.aks.ac.kr/

Contents/Item/E00106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1.01.27.

27  캐슈도료는 캐슈나무 열매 껍질

에서 추출한 캐슈액을 주성분으

로 페놀, 멜라민, 요소 등을 첨가

해 포름알데히드로 축합한 도료

이다. 1951년경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행하

였다. 이오희, 위의 책, 85~8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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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옛 문헌자료에 옻액 채취 방식을 자세히 다룬 것이 전하지 않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옻

액 채취와 정제 방식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채취 및 정제 단계와 도구가 일

본 근대 이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29) 현재 옻칠 채취 도구는 껍질깎기낫, 긁기낫, 주걱칼, 칠

통이 기본이다. 껍질깎기낫과 긁기낫으로 줄기에 수평 방향의 흠을 내고, 흘러내리는 옻액을 주걱

칼로 긁어모아 칠통에 담는다.

옻액은 6월~10월에 걸쳐 4일 간격으로 채취하는데 1회 작업 당 0.5~1㎖, 한그루에서 일 년에 

200㎖ 정도를 채취한 후 나무를 베어내는 살소법(殺搔法)이 일반적이다. 옻액은 표피와 형성층 사

이의 액구(液構)에서 흘러나오므로 적절한 깊이와 위치에 상처를 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작업자

는 한 해 동안의 작업범위를 미리 결정하는데,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영배 장인은 5월 25일 무

렵 참옻나무에 20cm 간격마다 월별 작업 구간을 설정하여 눈금을 내어둔다.30) 이후 4일마다 수평

으로 홈을 파 흘러나오는 옻액을 채취하는데, 한 금씩 위로 올라가며 상처를 낸다. 연간 25금까지 

채취하는데, 1~3금까지의 옻액은 약용으로 사용한다. 6월에 채취하는 4~8금까지를 초칠(初漆), 

7~8월에 채취하는 9~19금까지를 성칠(盛漆), 9월에 채취하는 20~25금까지를 말칠(末漆)이라 

부르며 그 이후인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나머지 부분에 상처를 내어 채취한 것을 뒷칠이라 한

다. 뒷칠까지 채취한 후 가지를 베어내어 채취한 옻액은 지칠(枝漆)이다. 베어낸 가지를 물에 담갔

다가 불에 태워 끓어오르는 액을 모은 것이 화칠(火漆)이다. 화칠은 한국에만 전하는 채취 기술로, 

고온에서 락카아제(laccase) 효소가 비활성화 되므로 그 자체로는 도료로 쓰기 어렵다. 따라서 화

칠은 밑칠 과정에 섞어 쓰거나 약용으로 쓴다. 옻산의 함량은 성칠이 가장 높아 마무리 상칠에 적

합하다. 수분이 많은 초칠과 수분이 적은 말칠은 밑칠에 주로 쓰인다. 뒷칠과 지칠 등 품질이 낮은 

옻액도 밑칠 때 섞어 사용하거나 대중적인 목기에 도포하는 등 남김없이 활용하였다. 그만큼 옻액

은 구하기 힘든 귀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옻칠의 정제는 옻액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분의 함량을 낮추어 경화 속도를 늦추고 투명도를 높

이는 원리로 이루어진다. 옻액을 삼베에 담아 거르고, 여기에 다시 솜을 뜯어 넣어 잘 저은 후 다시 

삼베로 거르는 방식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것이 생칠이다.31) 생칠을 칠통 또는 칠판에 담아 고무래

로 2~3시간 저어주면 수분이 증발하고 옻액의 주성분인 옻산, 수분, 고무질, 함질소물의 입자가 

고르게 되어 도포에 적합한 정제칠이 된다. 현대에는 입자를 더욱 고르게 하고 원하는 수분 함량을 

정확히 맞추기 위하여 교반기(攪拌機)와 원심분리기 등의 기계도 사용하고 있다.

2) 한국의 옻칠 기술 - 접칠과 불투명칠

현재 한국에 전승되고 있는 옻칠 기법은 크게 접칠(摺漆, 투명칠)과 불투명칠(흑칠과 주칠을 비롯

한 색칠을 포함)로 나누어 볼 수 있다.32) 이 두 가지 기법은 순전히 투명도 기준으로 나눈 것은 아

니며, 백골의 나뭇결을 잘 살릴 것인가 또는 겹겹이 올린 옻칠 층의 미감을 살릴 것인가라는 선택

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실제 유물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접칠 기법에서는 사포로 매끈하게 다듬은 백골에 정제칠에 송정유 30~40%를 섞어 골고루 바른 

후 곧바로 닦아낸다. 건조가 끝나면 이어서 생칠에 송정유 25% 정도를 섞어 2차로 발라 닦아낸 후 

건조시킨다. 이를 3~5차까지 반복하며, 발색 정도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접칠을 반복하기도 한

다. 생칠을 얇게 여러 번 올려 그윽한 나뭇결을 드러내는 것이 접칠의 특성이며, 그 횟수는 장인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여 결정한다. 접칠은 검소하고 자연스러움을 중시한 조선시대 선비의 미감에 

28  정영환, 『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서울: 민속원, 2006), 

42~44쪽.

29  장용준, 「옻과 옻나무, 그리고 옻

칠」, 국립김해박물관, 위의 책, 

218~219쪽.

30  이오희, 위의 책, 34~45쪽.

31 정영환, 위의 책, 74~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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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였으므로 목기와 사랑방 가구에 널리 적용되었다.

불투명칠은 백골 표면의 눈을 메우는 곡수 메우기로 시작된다. 장인에 따라 생칠을 흠뻑 바르거나 

토회를 올리는 등 그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백골을 안정시키는 과정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여기에 찹쌀풀과 생칠을 3:1 비율로 반축한 호칠(糊漆)로 삼베를 붙이는데, 이는 백골의 뒤

틀림을 방지하고 옻칠층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베 위에는 토회를 두 차례 올리고 갈아낸

다. 이후 색을 넣은 정제칠을 올려 건조한 후 물을 묻힌 사포로 도막의 1/3 가량을 갈아내며, 흠이 

생긴 부분은 토분과 생옻을 1:1로 섞은 토회로 메우고 건조시켜 다시 숫돌로 갈아내어 표면을 평

평하게 다듬는다. 이러한 초칠 공정을 통해 백골이 강화되고 이후 중칠과 상칠이 안정적으로 올라

갈 기반이 마련된다. 초칠에 이어서 2~3회 칠을 올리는 작업이 중칠인데, 먼지를 피하고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감칠은 건조실 바로 옆의 깨끗한 칠방에서 주의를 다하여 진행되며, 투명

하고 광택이 있는 최종 칠층의 완성을 보게 된다. 

3) 한국 옻칠 공예 기술의 전승과 보호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전통적 공예 기술을 ‘무형문화재’에 포함시켜 보

호 대상으로 삼았다. 옻칠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려는 노력은 일찍부터 시작되었

다. 1966년에 ‘나전칠기장’이 가장 먼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고, 김봉룡

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75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4호로 ‘끊음질’을 별도 지정하여 심부길

(沈富吉, 1905-1996)을 보유자로 인정하였는데, 이 두가지는 1995년에 ‘나전장’으로 통합되었

다.33)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로 소목장이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옻칠 관련 기술 가운데 

나전이 더 일찍 지정되었던 것은 나전칠기 완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중시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34) 옻칠 기술 자체에 대한 학술 조사는 1992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된다. ‘칠장’이 중요무형문

화재 제113호로 지정된 것은 2001년이며, 정수화(鄭秀華, 1954 -)가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정수

화의 사승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봉룡에 이른다. 1999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나전칠기(이

후 칠장으로 종목 변경) 보유자로 인정된 손대현의 경우에도 김봉룡의 제자인 민종태에게 옻칠 기

술을 전수받았다.35) 이는 한국에 전승되고 있는 전통 옻칠 공예가 이왕직미술품제작소 등 근대 시

기 장인들의 기술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무형문화재 보존 법령과 정책에 따라 옻

칠과 나전 기술이 명맥을 계승하고 있는데, 옻칠 채취와 정제, 자개 세공 등 재료 면에서의 기술 개

발과 계승 또한 향후 공예의 유지에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5. 나오며

한국의 옻칠 공예는 신석기시대로부터 이어진 유구한 역사를 아시아와 공유해왔다. 여느 공예 분

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옻칠 공예는 특히 재료 채취와 제작 공정이 까다롭고 어렵다. 인간의 지혜와 

인내의 마음이 수없이 쌓인 바탕 위에 오늘날의 옻칠 공예가 서 있다. 옻칠 공예의 과정이 어려운 

만큼 그 결과물의 심미성과 기능성은 도료 가운데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나다. 국립

중앙박물관에서는 아시아 전역의 칠기를 감상할 수 있다. 세계문화관의 중국실, 인도·동남아시

아실, 일본실을 비롯하여 기증관의 가네코실, 조각·공예관의 목칠공예실에서 아시아 옻칠 문화

32  최공호·이승주, 위의 책, 

63~105쪽.

33  정영환, 위의 책, 164~167쪽.

34  김삼대자, 『소목장: 중요무형문

화재 제55호』(대전: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3),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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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넓고 깊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물의 미감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은은한 광택과 부드럽

고도 매끄러운 질감에서 면면한 동질성을 느끼게 된다.

환경의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는 오늘, 공예와 산업에서 천연재료를 다시 돌아보자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통 옻칠 공예는 임업을 바탕으로 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재료를 모으고 기

물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통 공예 기술을 기록하는 작

업은 영구동토층에 종자은행을 마련하는 일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옻칠에 담긴 아시아 각지

의 지혜를 모으고 기록하여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공예를 넘어서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씨앗

을 전한다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고려사(高麗史)』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세종실록(世宗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저서 및 논문

東京國立博物館, 『特別展 東洋の漆工藝』(東京: 東京國立博物館, 1977). 

김경수·유혜선·이용희,「樂浪漆器의 漆器法 調査(1)」, 『박물관보존과학』4(국립중앙박물관, 

2003).

김삼대자, 『소목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손대현, 『전통옻칠공예』(서울: 한국문화재재단, 2006).

정영환, 『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서울: 민속원, 2006).

李容喜,「韓國 古代漆器의 技法 硏究-初期鐵器時代부터 統一新羅時代까지 發掘 漆器遺物을  

中心으로」(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최석찬·김선덕·이용희·고수린·함승욱,「조선시대 칠도막 분석연구」, 『보존과학회지』27(한

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1).

김수철·박민수·윤은영,「다호리 출토 판상 칠기의 재질 분석」, 『박물관보존과학』13(국립중앙

박물관, 2012).

이용희,「고려시대 <포류수금나전묘금향상>의 현황, 재질 및 제작기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5  최공호·이승주, 위의 책, 

148~150쪽.



154      3차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고등교육 네트워크 국제세미나

고려나전향상과 동아시아 칠기』(서울: AMI아시아뮤지엄연구소, 2014).

이용희, 박수진, 윤은영, 정혜진,「고려시대 목심칠기(木芯漆器)의 제작기법 연구」, 『박물관보존

과학』15(2014).

부산근대역사관, 『근대 螺鈿漆器 공예』(부산: 부산근대역사관, 2014).

湖林博物館 學藝硏究室, 『五色燦爛: 조선의 나전』(서울: 成保文化財團, 2015).

삼성미술관 Leeum, 『세밀가귀: 한국 미술의 품격』(서울: 삼성미술관 Leeum, 2015).

국립김해박물관, 『고대의 빛깔 옻칠』(김해: 국립김해박물관, 2019).

이오희, 『천년 기술 옻칠 문화재 보존』(서울: 주류성, 2020).

최공호·이승주, 『칠장(옻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호』(서울: 서울특별시, 2020).

신문기사

「신석기시대 한반도에서도 ‘옻’ 사용했다」, 『이데일리』, 2019.12.13.

인터넷 자료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1.01.27.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동질성      155

발표 2

일본의 우루시 옻칠:

문화유산의 복원과 우루시 생산 현황

유지 요네하라

(교토 세이카대학 전통산업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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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루시3) 옻

현재 일본에는 23개 지역이 우루시 옻 생산지4) 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접시와 같은 

일상생활용품을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우루시 생산지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며 지역환경과 

생활방식에 맞추어 지역에 특화된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기법은 장인들에 의해 전승되어

왔다. 다른 한편, 우루시는 많은 전통건축물에도 사용된다. 건축에 적용되는 우루시의 생산지는 위

에 언급한 23개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 수년 동안 100년이 넘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

로 인정된 건축물의 수리와 보수에 우루시를 재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중요문화재를 보수하는 데에 우루시를 적용하는 현황을 정리하고 일본의 국내 옻산업과 

생산지원체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루시와 중요문화재 보수(건축물)

2020년 12월 유네스코는 “일본 목조 건축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전통 기술, 기법 및 지식”이 무형

문화재로 대표목록에 등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전통적인 일본의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목재, 흙, 짚과 같은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러한 구조물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와 보존에 사용되는 다양한 고도의 기술과 공간 활용을 둘러싼 문화적 지식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지정 대상에는 목공, 편백나무 껍질로 이은 지붕, 건축물에 우루시를 적용하는 일, 그리고 옻

의 국내 생산과 정제과정 등 17종류의 기법이 포함되지만, 이들 기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5,033개(이 중 289개가 국보다)이다. 이들 건축물의 대부분

은 사원, 신사, 성 등 목조건축이다. 1897년 고대 신사와 사찰보존법이 시행된 이래 7세기에서 20

세기 초까지 시대별 중요 건축물이 국가지정을 받았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약 120년 동안 사회와 

관련 기술과 지식의 지속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 중요문화재 보수방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향후 수백 년 동안 예측 가능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보수이며 다른 하나는 주기적인 보수이다. 지난 120년 동안 약 2,200개의 건물에 대한 구조적 보

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우루시도 적용되었다.

일본의 우루시 옻칠:

문화유산의 복원과 우루시 생산 현황 

유지 요네하라1) (교토 세이카대학 전통산업혁신센터장)
번역: 키오네 아카오 코치2)

1  유지 오네하라는 저널리스트이

자 일본 전통공예분야 전문 작

가이며 쿄토 세이카대학교 전통

산업 혁신센터장이다. (이메일: 

yonehara@kyoto-seika.ac,jp)

2  키오네 아카오 코치는 공예가이

자 쿄토 세이카대학교 전통산업

혁신센터 연구 코디네이터이다.       

(이메일: Kione@kyoto-seika.

ac.jp)

3  번역자 주석: 우루시(Urushi)-

“우루시 옻”이라는 문구는 제목과 

본문의 처음에만 언급하고, 이하 

“우루시”라고만 쓴 말은 원료로서 

일본 옻을 지칭할 때 사용하며 “우

루시 나무” 혹은 “옻나무”는 식물

을 언급하는 말로 사용한다. 일본

어에서 “우루시”는 식물과 그 식

물에서 나온 옻 둘 다 가리키는 명

사다. 

4  번역자 주석: 생산지 혹은 생산지 

역은 지리적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우루시 완제품

의 생산 그리고/혹은 원료로서 우

루시 생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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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에서 우루시의 주된 기능은 표면에 옻칠을 하여 보호하는 것이며 옻칠된 부분의 외관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식적인 측면도 있다. 독특한 화학성분으로 인해 우루시는 공기 

중의 습기와 접촉하면 산화를 통해 습한 조건에서 더 단단하게 굳는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진다. 일단 완전히 경화되면 벗겨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강해진다. 하

지만 자외선에는 쉽게 손상된다. 따라서 주기적인 우루시의 재적용은, 특히 장기간의 유지 보수라

는 맥락에서 야외 사용의 전제 조건이 된다. 

2015년 일본 문화재청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루시를 향후 중요문화재 혹은 국보로 지정된 모든 

건축물의 보수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발표 직후 중간 단계 옻칠(나카누리)과 최종 옻칠(우와누

리)만 신규 결정 대상에 해당하였지만 2018년 이후에는 바탕 옻칠(시타지)을 포함하여 전 과정에 

국산 우루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의도한 바였다. 이 결정은 중요문화재의 보수와 복원은 

처음 건축될 당시 사용했던 기술과 재료를 활용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꾸준한 감소하고 있는 국산 우루시 생산을 늘리고 이전에 우루시 생산을 조정해

왔던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 선언 이후 일본 옻을 위한 향후 계획은 중요

문화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전의 우루시 생산지의 활성화 및 국내 생산 증가가 연동되어 있

다는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자연환경과 국산 우루시

우루시를 수확하려면 옻나무의 껍질에 홈을 파서 그 “상처”에서 배어 나오는 수액을 채취한다. 이 

과정은 우루시-카키(urushi-kaki, “옻 긁어내기”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일본 전역의 농

촌에서 널리 행해졌다, 이는 6월에서 8월까지 한정된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일

한 수입원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농부들은 종종 부수입을 위해 농한기에 우루시를 수확하곤 했

다. 사실 산간지역의 농민들은 농작물 재배 외에 우루시 수액받기, 임업, 축산, 누에치기와 같이 여

러 가지 일을 했다. 우루시 수액받기가 성행했던 지역에서는 농경지 주변에 우루시숲을 조성하였

다. 그 열매 또한 전기가 보급되기 전 초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어 옻은 수익성이 좋은 작물이 되었다. 

일본에서 우루시 수액을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여름 한 철에 수액을 완전히 채취하고 나무를 

베어 버리는 것이다. 이를 코로시-카키[koroshi-kaki, 코로수(korosu) 또는 “죽이기”라는 말에 나

온 말]라고 한다. 우루시 한 그루가 수액을 채취할 만큼 성장하는 데에는 약 15년이 걸리며 나무 

한 그루에서 받아낼 수 있는 우루시의 총량은 겨우 200ml 밖에 안된다. 2차대전 이후 이러한 적은 

수확량은 토지 면적과 들이는 시간 그리고 (산간지역에 작업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투여되는 

노동력에 비해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졌고, 직업으로서 우루시-카키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더

구나 우루시 나무는 접촉하게 되면 가려운 발진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농촌이 점차 도시화하면서 재배에 적합한 지역도 감소하였다. 

오늘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루시는 일본에서 소비되는 전체 양의 2%가 채 되지 않는다. 식기와 

기타 일상용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옻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중요문화재에는 수입품을 더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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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없다. 일본의 우루시 산업은 앞서 언급한 중요문화재 보수에는 국산 옻만 사용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과 국내 생산 증가의 어려움 사이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루시 수액을 받는 

독특한 방법 때문에 수입품과 국산 우루시 간의 차이는 명확했다. 그러나 해외 생산자들이 일본에 

있는 우루시 정제공장과 제휴한 지 오래되어 최근의 수입 옻의 품질은 일본에서 생산된 우루시와 

거의 같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루시-카키의 미래

오늘날 일본 내 우루시의 70% 이상이 이와테현의 니노헤시에서 생산된다. 니노헤에는 약 20명 정

도가 우루시 카키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노령화와 전승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직업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테현 이외에 이바라키(국내 칠기 생산의 15%), 토치기(10%), 쿄토, 

야마가타, 후쿠시마, 나카노, 오카야마 그리고 이시카와현과 같은 이전의 우루시 생산지역(모두 

합하면 5%)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애초 우루시 카키는 종사하는 사람이 유일한 

직업으로 삼을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 오늘날, 새로운 우루시-카키 종사자들은 자신들

의 수입을 보충할 만한 농사일이나 다른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우루시 나무

를 심을 땅을 확보해야 것도 큰 장애 요소다. 15년을 주기로 우루시나무를 베어내려면 새로운 우

루시 숲을 조성해야 하는데 도시개발로 농경지는 축소되고 주거지는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 어려워

지고 있다. 재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

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우루시 카키에 필요한 도구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채취과

정에는 낫, 주걱 그리고 다른 날카로운 금속 도구와 칼이 사용된다. 원래 이 도구는 우루시 생산지

역 인근에서 칼과 농기구를 만들던 지역의 대장장이들이 제작했던 것이지만 오늘날 이 직업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중요문화재 보호는 향후 충분한 국산 옻 수확을 위한 적절한 생산체계 수립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 도시개발 분야, 자연환경 그리고 전통산업의 유지 등과 관련된 문제를 총괄

적으로 살펴보면서 다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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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베트남의 옻칠 회화:

동양의 옻칠 공예 전통과 서양의 조형 예술과의 관계

찌에우 칸 띠엔

(베트남 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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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옻칠 회화에 사용되는 기법이 개발되기 전, 옻칠은 안남 옻칠(annamite lacquer)이라

고 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옻칠의 사용은 동 손(Dong son)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통적으로 안남 옻칠은 광택제처럼 물건 표면을 코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종종 장식을 위해 붉

은 가루와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은이나 금과 함께 사용되었다. 쩐 루[Tran Lu, 1470년 생, 쩐 트

엉 꽁(Tran Thuong Cong)으로도 알려져 있다]는 베트남 옻칠 산업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레 

왕조(Le Dynasty, 1443-1460)의 고위관리였던 그는 조공을 위해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국 옻칠

에 관해 연구했다. 그는 옻칠 사용법에 관한 기술을 갖고 자신의 고향인 빈 봉(Binh Vong)[하 따

이(Ha Tay)주 트엉 띤(Thuong Tin)구]으로 돌아왔다. 이 지역은 베트남에서 옻칠이 최초로 이루

어진 곳으로 여겨진다. 옻칠 산업은 리 쩐(Ly Tran) 왕조 시대에 주로 불교와 관련된 장식예술로서 

발전했다. 응우옌(Nguyen) 왕조시대에 옻칠은 크게 인기를 끌었으며 일상생활용품으로도 사용하

게 되었다.

베트남의 옻칠 회화:

동양의 옻칠 공예 전통과 서양의 조형 예술과의 관계 

찌에우 칸 띠엔 (베트남 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부학장)

1  유지 오네하라는 저널리스트이

20세기 초 베트남 옻칠 공예 

(ⓒ Vietnamese Lacquer Painting, by Quang Viet, Vietnam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06)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동질성      161

1925년 인도차이나예술대학교(Indochina Fine Arts University)가 설립되기 이전 옻칠은 장식

적인 목적에서 사용되었다. 처음으로 인도차이나예술대학교에 옻칠제품 생산을 위한 학과가 개설

되었다. 1932년 미술학도였던 쩐 반 깐(Tran Van Can)과 공예가인 딘 반 탄(Dinh Van Thanh)은 

함께 작업하면서 옻칠 샌딩 공정과 옻, 테레빈유 그리고 염료 가루를 혼합하는 기술을 알아냈다(경

석 옻칠). 전통적으로 옻칠 회화는 검은색, 붉은색 그리고 노란색 세 가지 색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전통색 구성에는 이들 색이 지니는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 중국의 영

향을 받은 베트남 사상에 따르면, 검은색은 우주를 상징한다. 붉은색은 인간의 행복과 풍요를 의미

한다고 한다. 이는 피는 생명을 나타낸다는 선사시대 동굴인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승려의 예

복은 노란색인데, 이는 인간 생활과의 분리, 인간사, 권력 그리고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징한

다. 노란색은 또한 인간과 죽음에 대한 초월을 나타내기도 한다. 전통색 체계에 대한 두 번째 이론

은 이 세 가지 색의 조합이 인간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검은색은 머리카락, 붉은색은 피, 그

리고 노란색은 피부를 의미한다. 옻칠이 순수예술로 발전함에 따라 다른 재료(은과 금, 달걀 껍질, 

진주조개 등)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 세 가지 색 외에 초록색과 파란색이 추가로 사용되었지만, 이 

색은 천연재료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옻칠 회화에서 추가로 필요한 재료는 그림을 그릴 널판이다. 옻칠 널판을 만드는 데는 약 1달 정

도 걸린다. 옻칠 널판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필요한 품질을 얻기 위해 수많은 겹으로 이루

어져 있다. 최고품질의 옻칠 널판은 양면이 동일하여 어느 쪽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널판의 양

면은 5겹으로 되어 있다. 널판의 첫 번째 층은 맨 바깥쪽 코팅면이다. 이 첫 번째 층은 견고성은 물

론 매끄럽고 고른 면을 얻기 위해서 3~4번의 옻칠, 건조 그리고 샌딩작업을 해야 한다. 기오이니

(gioinhi)와 손 팃(son thit) 형식이 사용된다. 널판의 안쪽 방향으로 두 번째 층은 진흙 옻과 톱밥

의 혼합물이다. 이 층은 달걀 껍질을 그림에 상감할 때 조각되는 부분이다. 널판의 형태와 내구성

을 유지하기 위해 널판의 세 번째 층에는 성긴 질감의 옷감을 놓는다. 직물을 붙이는 접착제로 사

용되는 얇은 옻칠(누옥 티엑 형식) 은 네 번째 층이 된다. 중앙에는 품질이 좋은 합판을 붙이는데, 

이 다섯 번째 층은 옻칠 널판에서 가장 중요한 층이다

순수예술로서 옻칠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의 지시하에 설립된 인도차이나예술대학교

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낭만주의 시기(1925~1945) 1세대 옻칠 미술가들은 당시 사회 문제를 회

피하면서 서양의 영향을 받은 풍경화와 인물화를 그렸다. 이 1세대 예술가 중에 응우옌 기아 찌

베트남의 옻 원료 투명한 옻 만들기 (ⓒ Trieu Khac T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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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Gia Tri), 토 응옥 반(To Ngoc Van) 그리고 짠 반 깐(Tran Van Can)이 뛰어난 옻칠 작품

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최초로 옻칠 회화에서 기본적인 기법과 원칙을 수립하였다. 

2세대 예술가들은 사실주의를 통해 국가의 혁명적 활동을 포착하여 그렸다. 그들 중에는 응우옌 

상(Nguyen Sang), 응우옌 투 응히엠(Nguyen Tu Nghiem)이 꼽힌다. 1946-1954년 사이에 프

랑스의 영향이 줄어들고 러시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 시기 예술의 역할은 혁명을 보

여주는 것이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예술가들은 비난을 받았다. 1960년대는, 수공예도 유명했지만, 

회화 발전과 베트남 칠기 수출이 절정기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1세대 예술가들은 관습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옻칠 회화의 원칙과 기본적인 기법을 확립하였다. 완

성품의 매끄럽고 고른 표면은 성공적인 생산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그들의 작품 구성은 주로 장

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원근법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분명한 공간의 구분이 없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은 종종 시간과 색이었으며 그림 속 물체 주변의 금색 테두리는 물체와 배경 

사이의 거리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2세대 화가들은 이러한 앞 세대의 기본 기술과 기법에 

계속 의존하면서 혁신을 꾀하기 시작했다. 그 한 예가 평평한 표면의 널판을 사용하는 기존의 관습

을 어떻게 버리기 시작했는가이다. 일부 2세대 예술가들의 부피, 형태 그리고 질감에 대한 실험은 

3세대 예술가들 사이에 지속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추상표현주의를 통해 베트남과 일본 옻칠

정원에서(In the Garden, 1970), 응우옌 자 찌(Nguyen Gia Tri, 1908~1993) 

(ⓒ Vietnam Fine Arts Museum collection)

여름의 바람(Wind of Summer, 1940), 팜 하우(Pham Hau, 1903~2007) 

(ⓒ Vietnam Fine Arts Museum collection)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동질성      163

을 융합하고 부피에 대한 혁신과 실험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여러 겹을 칠하는 회화에 많은 관습과 확립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예술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옻칠 회화에는 기본적인 과정(색을 배합하고, 여러 겹을 만들고, 샌딩하는 등)이 

있지만, 이 과정은 젊은 예술가들에 의해 시험되고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 예술가마다 형식적 기

법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옻칠 회화는 금은 가루와 나뭇잎, 달

걀 껍질, 진주조개, 청동 가루 등과 같은 다른 재료들과 통합할 수 있는 예술이다. 이러한 재료를 함

께 사용하여 독특한 구성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어떠한 규칙도 없으며 다양한 기법이 나타난다. 이

러한 다양성에서 전달 매체의 독특성이 보인다. 옻칠 회화를 통해 다른 어떤 재료와도 다른 색의 

투명성과 질감이 전달된다. 옻칠 회화는 그 역량이 완전히 확장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여전히 새

로운 예술 형태지만 오늘날 예술가들이 다양한 독특한 기법과 더불어 현재에도 발전해나가고 있는 

예술이다.

베트남 내 최고의 순수예술기관으로 90년의 역사를 지닌 베트남 예술대학교는 베트남의 현대 옻

칠 회화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해 온 재능있는 수많은 학생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예술기관, 특히 옻칠/우루시 예술가, 관련 기구 및 협회 등과 함께 옻칠/

우루시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기를 진실로 바란다.

1  작가: 찐 꾸옥 찌엔 

2  작가: 부 탕 

3  작가: 응우옌 꾸옥 후이 

4  작가: 지엡 꾸이 하이

(ⓒ Nguyen Hoang Trong Hai)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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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예술대학교-옻칠회화과 (2019)

VNUFA 학생들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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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업가, 미술과 교수, 학생들의 미팅(필자

의 작업실, 2018) (위 사진 모두 ⓒ Trieu Khac T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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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미얀마 칠기와 그 전망

짜우 스웨 니운트

(미얀마 만달레이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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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옻칠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국내외 학자들은 주로 예술적, 역사적 관

점에서 미얀마 칠기를 연구해 왔다. 본 연구는 미얀마 옻칠의 역사, 옻칠 산업 그리고 그에 대한 전

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얀마의 옻칠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활발하게 행해지는 문화유

산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칠기사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다. 그 주된 이

유는 칠기 시장의 협소와 자원 부족(노동력과 원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전통 칠기 산업

을 보존하고, 그 제작과정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미얀마의 무형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

는 것이다. 또한, 칠기 산업의 현황을 보여주고 기록하며, 칠기 산업이 오늘날 직면한 여러 문제에

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관련 문헌의 검

토, 자료 조사 및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칠기 제작자와의 인터뷰, 미얀마 칠기의 다양한 측면

을 담은 사진 촬영 그리고 칠기산업에 대한 전망도 이루어졌다. 주로 중점을 둔 조사 지역은 바간

(Bagan)과 짜웃까(Kyaukka) 마을이다. 

핵심어: 미얀마 옻칠(lacquer in Myanmar), 바간(Bagan)과 짜웃까(Kyaukka), 산업(industry), 

생산(production)

서론

미얀마는 세계에서 칠기를 생산하는 7개 국가 중 하나이다. 칠기 산업은 아시아, 그중에서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에만 남아있는 매우 희귀한, 사라질 위기에 처

한 예술이다. 옻칠 예술은 약 3000년에서 5000년 전 중국에서 기원하여 일본, 한국 그리고 이

후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다. 미얀마의 칠기 산업과 관련하여, 특히 세 지역이 유명하다. 만달레

이(Mandalay)지역의 바간(Bagan), 사가잉(Sagaing)지역의 짜웃까(Kyaukka) 마을 그리고 샨

(Shan)주이다. 그중에서 나는 바간과 짜웃까 두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전통 칠기 산업을 보존하고 제작과정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며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을 소중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미얀마 칠기 산업의 현황을 

알리고 오늘날 직면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미얀마 칠기 산업을 보존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미얀마 칠기와 그 전망 

짜우 스웨 니운트1) (미얀마 만달레이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1  이메일: dr.moehti68@gmail.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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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특히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다루며 인터뷰와 국내외 학자들의 저술에 대한 분석을 기초

로 한다. 

- 미얀마의 옻칠예술의 기원과 전승 역사 

- 옻칠 산업의 위협요소 

- 옻칠 산업의 향후 전망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비과학적 방법론과 국내외 조사보고서의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일부 출판 자료에 대한 문

헌분석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역사적 배경

10종의 버마 전통예술 목록에 따르면 칠기는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존속해왔다. 현재 연구자들은 

누가 그리고 언제 옻칠 예술을 들여왔는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옻칠”이라는 말

은 가능한 정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버마어 사전에 따르면 “윤(Yun)”은 윤족 사람, 칠기 그리

고 칠기에 채색 문양을 새기는 것을 의미한다(Burmese Dictionary, 1979, pp. 227-228). 윤족

은 중국 남서부와 샨-바마(Shan-Bamar), 샨-중국(Shan-Chinese), 라오 샨(Lao Shan), 캄티 

샨(Khamti Shan), 하리분자야(Haribhunjaya, 태국 북부, 현재 람푼) 그리고 캄보디아를 포함한 

30개 샨 부족을 거쳐 태국 요다야(yodaya)에 정착한 몬(Mon)족이다. 그들은 라오스에서 온 몬-

크메르(Mon-Khmer)족이라고도 한다(Dagon God, 1996, pp.171-172). 칠기는 청대의 11~13

세기가 전성기였으며, 특히 챵샤(Changsha)가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다. 여기서 캄보디아와 라오

를 거쳐 다른 국가로 퍼져나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Khin Kyi Kyi, 1968, p.50)

옻칠의 기원과 관련하여 버마 칠기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

는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일반적인 추정이다. 토 세인 코

(Taw Sein Kho)와 우 루 페 윈(U Lu Fe Win)은 1058년 어노여타(Anawrahta) 통치기간에 몬 지

역을 정복하면서 피타카(Pitaka)와 함께 예술가와 학자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생각했다. 바간의 우 

띤(U Tin) 또한 그 학설을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떠톤(Thaton)의 전쟁 포로 목록에서 칠기 예

술가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 이론은 16세기 이전에는 옻칠 예술이 보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인나웅(Bayintnaung)왕(1551-1581)이 샨주, 진 매(Zin Mae) 그리고 아요댜(Ayodhya)를 정

복하고 옻칠 예술가를 비롯한 공예장인들을 데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설은 일반적

인 것일 뿐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여러 견해일 뿐이다. 

다음은 미얀마 칠기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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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싯따(Kyansittha)왕 궁궐 명문의 1~5행에는 “브라민(Brahmin)과 건축가 

는 두루마리 속의 금색 꽃, 기름 등잔 그리고 다웅랑(daunglan)에 담은 음

식 공양을 통해 신에게 존경을 표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Than Tun, 2003, 

p.59). 다웅랑은 폭이 약 3인치, 높이는 12인치 정도 되는 쟁반으로, 나선으

로 꼰 대나무로 틀을 만든 것이다. 수많은 작은 수직의 대나무 지지대를 대고, 

옻칠이 된 윗부분에는 섬세하게 짠 매트를 깐다.

-  1223년에 쓰여진 쉐쿤차(Shwe Kuncha)탑 명문의 19~20행에는 사리장엄 

공간에 놓는 불상에 버밀리온과 웅황의 혼합물과 함께 옻칠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Epigraphia Birmanica, Vol.1, 1972, p.144) 

-  1236년에 쓰여진 서흘러운(Sawhlawun)탑 명문에는 바간족이 웅황과 버

밀리온을 혼합하여 옻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Epigraphia Birmanica, 

Vol.1, 1972, p.148)

-  1247년에 지어진 밍갈라 제디(Mingala Zedi)에는 80개의 불상이 있었다. 그

중 일부는 옻칠한 빈랑 상자와 잔을 장식하는 받침대에 놓여 있었다. (Nyunt 

Han, 1996, p.20)

-  오래된 칠기잔 조각이 바간의 민난뚜(Minnanthu) 인근에 있는 레몌떠나

(Laymyethna) 수도원 구역에서 발굴되었다. 이 유물은 제작 시기가 약 12세

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Than Hteik, 2004, p.10)

따라서 미얀마의 칠기는 바간시대 이래로 존속해왔으며 이후 따웅우(Taungoo), 잉와(Inwa) 그리

고 니야웅얀(Nyaungyan)시대를 거쳐 점차 발전해왔으며 꼰바웅(Konbaung)시대에 절정에 이르

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바간시대 칠기는 장식적인 그림 없이 밋밋한 검은색 단색으로

만 되어 있었다. 잉와시대에 들어 칠기에 그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니야웅얀 시대에는 칠기 표면

에 섬세한 철선을 새겨넣었다. 꼰바웅시대가 되면서 칠기 예술은 쉐자와(Shwezawa, 금박 칠기), 

떠-요(Tha-yo, 부조 칠기) 그리고 흐만시쉐차(Hmansishwecha, 유리와 금 상감 칠기)로 발전했다.

산업과 생산

기록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칠기 산업이 운영되는 마을은 33곳으로, 샨주의 링케이(Linkhay), 짜

잉퉁(Kyaington), 인레(Innlay), 헤야리워마(Heyarywama), 모네(Moene), 핀다야(Pindaya), 

왕간(Ywangan), 그리고 핀라웅(Pinlaung), 사가잉지역의 짜웃까, 흐타나웅운(Htanaungwun), 

마웅타웅(Maunghtaung), 와떠여(Ywathayar), 시푸타라(Siputtara), 짜보(Kyaboe), 바욱띤

돈(Baukthindon), 메오(Meoh), 시떠(Sitha), 말웨(Malwe), 레인더(Leindaw), 웻떼(Wetthe) 

그리고 바마욱(Bamauk), 만달레이지역의 바간, 나구(Nagu), 낭우(Nyaungoo), 밍가바르

(Myingabar), 잉와 그리고 만달레이, 마궤(Magway)지역의 살레(Sale). 삐알로(Pyalo)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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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차이(Myintchay), 바고(Bago)지역의 카마르세(Kamarse), 바고(Bago) 그리고 삐예(Pyay), 

라키네(Rakhine) 주의 므라욱-우(Mrauk-U)지역이다. 하지만 샨주의 일부 지역에 있는 칠기 노

동자 수는 만달레이지역의 바간-미인가파(Bagan-Myingapa)와 사가잉지역의 짜웃까에 있는 칠

기 노동자들 수 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칠기 생산지역은 다양한 종류의 칠기를 생산하지 않

기 때문에 그다지 유명하지 않다. 

기록에 따르면, 칠기는 버마 왕정 시대에는 왕실에서만 사용되었지만 이후 대중화되었다. 칠기 제

품은 보통 네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왕실 용품, 종교용품, 개인 장식품 그리고 악기이다. 왕실 용

품에는 궁궐의 기둥, 우산, 천장 그리고 침상 등이 있는데 주로 옻을 새겨넣거나, 금박 옻칠을 하

거나, 부조 무늬에 옻을 칠해 장식한다. 그리고 칠기는 외교에서 선물을 교환할 때 필수적인 선

물 중 하나가 되었다. 1795년과 1802년에 미얀마를 방문했던 영국 대사 마이클 사임스(Michael 

Symes)는 미얀마의 옻칠 예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칠기공예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미얀마의 칠기공예는 30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미얀마의 자랑이다. 미얀마 왕은 비단, 보석 그리고 칠기를 선물로 준다. 

다른 왕실 용품으로는 순-옥(hsun-ok), 빈랑(betel) 상자, 절인 차 상자 그리고 비-잇(bi-it) 또는 

화장품 상자 등이 있었다. 작은 화장품 상자는 파우더나 다른 화장재료를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종교용품으로는 순터우탄(Hsuntawhtan), 순옥(Hsunok), 윤다웅파웅(Yundaungpaung), 따베

익(Thabeik), 발우(alms bowl), 서랍장, 따베익틴 꺼랏(thabeiktin kalat, 발우를 받치는 받침), 흐

순차잉(Hsunchaing, 도시락 상자), 라페톡(laphetok, 절인 차 상자), 타사웅(tasaung, 사원), 타

케(take), 만파야(manpaya), 사다익(sadaik, 야자수잎이나 버마 종이로 된 문서를 보관하는 장) 

등이 있다. 개인 장식품으로는 다웅랑, 사이타웅(saytaung, 약품상자), 예타가웅(yetagaung, 

물잔), 니예캇(hnyeyekhwat, 옻칠된 술잔), 라페톡, 사이라익반(saylaikban, 궐련 쟁반), 사이

잇(sayit, 약품상자), 또네차웅타욱뱟(thonechaunghtaukbyat, 삼발이 쟁반) 그리고 윤사르풰

(yunsarpwe, 옻나무 탁자)가 있다. 악기로는 금박의 유리가 상감된 전통북, 오보에 그리고 실로폰

이 있었다. (Ei Ei Han, 2003, p.6)

칠기 제작기법은 전통적인 장인-도제 제도를 통해 세대를 거쳐 전승됐다. 바간지역의 칠기 제작 

기법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 칠기, 쉐자와(금박 옻) 그리고 사이윤(일본 옻)이다. 

칠기 제품은 작은 선물이나 기념품에서 큰 물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일상생활 용품과 장

신구도 있다. 전통 칠기의 예로 이예뀃(yekhwet, 술잔), 순옥(발우상자), 꾸닛(kunit, 빈랑상자), 

사이라잇반(saylaitban, 궐련 쟁반) 그리고 화장품 상자 등이다. 쉐자와(금박 칠기)는 대부분 불

상, 벽 장식, 사다익 등 종교용품과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이윤(Sayyun)은 일본식 옻칠인데 

근대 기법을 융합한 것이다. 칠기는 품질과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쉐자와(금박 칠기)(참고 사진의 P.1) 

2등급-말총 칠기(참고 사진의 P.2) 

3등급-일반 칠기(참고 사진의 P.3) 

4등급-사이윤(일본 칠기)(참고 사진의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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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기 제작에 사용되는 기본 재료는 대나무[틴와(TinWa) 혹은 민와(myinwa) –덴드로칼라무스

(Dendrocalamus)에 속하는 대나무의 일종] (참고 사진의 P.5) 또는 나무[(바잉(baing), 렛-

판(let-pan) 그리고 티크 나무](참고 사진의 P.6), 말총(참고 사진의 P.7), 팃시(송진)(참고 사

진의 P.8), 나욱차이(소 배설물)(참고 사진의 P.9), 아메떠요(고깃뼈)(참고 사진의 P.10), 진

흙, 버밀리온(참고 사진의 P.11), 황색 웅황(참고 사진의 P.12), 인디고, 금판, 인진짜욱몬트

(Ingyinkyaukhmont, 인진 돌가루)(참고 사진의 P.13), 흐타나웅세(Htanaungse, 아카시아 진액)

(참고 사진의 P.14), 타마세(Tamase, 인도멀구슬나무 진액)(참고 사진의 P.15), 그리고 티크나무 

숯(참고 사진의 P.16)이다.(U San Yu, 2 Nov 2020)

쉐자와(금박 칠기)(참고 사진의 P.1 말총 칠기(참고 사진의 P.2)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일반 칠기(참고 사진의 P.3 사이윤(일본 칠기)(참고 사진의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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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기 제작에 사용되는 기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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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재료(아쀼티, Aphyuhtee)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1. 대나무 마디에 가까운 부분 자르기 

2. 대나무 조각내기 

3. 대나무대 끝부분 가지런하게 자르기 

4. 마디 부분 자르기 

5. 대나무대 쪼개기 

6. 대나무대 끝부분 쪼개어 나누기 

7. 대나무대를 길게 다듬기

길게 잘 다듬어진 대나무 조각이 준비되면 다음 네 가지 기본적인 재료를 만든다. 1. 나선으로 감

아 물건 만들기, 2. 대나무를 엮어서 물건 만들기, 3. 꼬아서 물건 만들기, 4. 몸체 만들기다. 칠기

는 보통 검은색(송진), 붉은색(수은 황화물), 노란색(사이단), 파란색(메네-인디고) 그리고 초록색

(티시와 사이덴 혼합물) 5가지 색으로 장식된다. 티시(송진)는 칠기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이다. (U San Yu, 2 Nov 2020)

바탕(아쀼띠, Aphyuhtee)면의 문양에 따라 칠기는 6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일반 칠기(요요윤, 

Yoeyoeyun), 선을 그려 넣은 칠기(카닛윤, kanyityun), 금박 칠기(쉐자와윤, Shwezawayun), 고

깃뼈를 이용하여 부조로 만든 칠기(떠요윤, Thayoeyun), 유리 모자이크와 금박을 넣은 칠기(흐마

니쉐차윤, Hmansishwechayun) 그리고 옻칠한 불상[만(Man) 혹은 만파야 (Manphaya)]이다.

일반칠기(요요윤)(참고 사진의 P. 17)

일반 칠기는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다. 여기에는 검은색과 붉은색

만 사용된다. 특히 가정용품과 보통의 종교용품은 일반 칠기에 속

한다(Khin Maung Nyunt, 1996, p.16). 

새김 기법의 칠기(카닛윤) (참고 사진의 P. 18)

금박 칠기(쉐자와윤)

붉은색 또는 검은색 칠기에 철침으로 어떤 패턴 없이 문양을 그린

다. 만약 장인이 숙련된 사람이라면 전체 문양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 칠기 면에 철침으로 꽃, 사진, 풍경 그리고 불교 이야기를 

담은 문양을 새긴 후 색을 채운다.(U San Yu, 2 Nov 2020)

금박으로 장식된 칠기를 금박 칠기라고 한다. 검은색 옻칠을 한 위에 필요한 문양을 그리고 인

도멀구슬나무 진액과 노란색 웅황가루 혼합물로 문양 가장자리를 따라 선을 그린다. 음각된 문

양에 티시(송진)를 바른 후 그 위에 금박을 붙인다. 바간 우 킨 마웅 지(Bagan U Khin Maung 

Gyi)에 따르면 쉐자와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Khin Maung Gyi, 

1981, pp.31-32). 하지만 킨 마웅 니운트(Khin Maung Nyunt) 박사에 따르면 쉐자와 용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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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뼈를 이용해 부조형으로 문양을 새겨 만든 칠기(떠요윤) (참고 사진의 P. 20)

유리 모자이크와 금박 칠기(Hmanishwechayun) (참고 사진의 P. 19)

떠요윤은 티시(송진)와 떠요를 혼합하여 만든다. 떠요는 구운 뼈

를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것이다. 킨 마웅 니윤트박사에 따르면 

떠요윤은 7~10세기경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명대에 사라졌다고 

한다(Khin Maung Nyunt, 1996, p.17). 현재 이 유형의 칠기는 

지금도 여전히 바간에서 제작되고 있다.

유리 모자이크와 금박이 된 칠기는 장인의 정교한 기술과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공력 때문에 매우 비싸다. 필요한 문양에는 채색 

유리를 부착하고 칠기의 검은 바탕에는 금박을 입힌다. 이 유형의 

칠기는 왕좌, 사다익(sadaik), 접는 필사본과 야자수 필사본의 표

지, 북, 오보에 그리고 실로폰, 사원과 쿰타웅(kumtaung)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U San Yu, 2 Nov 2020) 유리와 금을 상감하는 

칠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알려진 증거는 1794년의 야자수 필사본 표지

이다. (Fraser Lu, 1985, 31)

미얀마의 왕정시대에 오로지 종교용과 왕실용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이 두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칠기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나는 킨 마웅 니운트의 견해에 동의

하고 싶다. 오늘날 비싼 금값으로 인해 이 유형의 칠기가 가장 비싸다. 몇몇 고대 사원과 수도원

의 벽과 천장은 쉐자와 기법의 판넬로 덮여 있다.

이는 옻칠로 만든 가볍고 속이 빈 불상을 의미한다. 잘 마른 옻칠

이 된 불상을 만들려면, 먼저 진흙이나 고리버들 세공법으로 만든 

대나무로 형태를 만든다. 그다음 만들어진 형상에 볏짚 잿물을 한 

번 덧바른다. 승려의 의복과 장로의 터번을 옻으로 흠뻑 적셔 형상 

틀을 반복해서 감싼다. 그런 다음 옻을 빨아들인 면이나 비단을 겹

겹이 반복해서 붙여서 속이 빈 성상을 만든다(Than Tun, 2011, 

p.46). 만파야는 중국 남조시대(420-589 AD)에 처음으로 숭배되

었다. 그 후 일본에는 하쿠호시대(645-729 AD)에 도입되어 만파

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덴표시대((729-766 AD)

에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미얀마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만파야는 부달린(Budalin)의 니

아웅간(Nyaunggan)에 있는 것으로, 1766년 9월 10일에 만들어진 것이다. 미얀마에서 만파

야를 만들었던 마을은 쉐보(Shwebo)와 예 우(Ye Oo)지역, 특히 쿠쀼 시떠(Kuphyu Sitha), 

나밧사잉(Nabatsaing), 흐팔란꼰(Hpalanhkon), 말웨[Malwe, 현재의 힌떠(Hinthar) 마을], 

옻칠이 된 불상(만 또는 만파야) (참고 사진의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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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기 제작과정

매 오(Mae Oh), 이와 띳(Ywa Thit), 린 사렉 콘(Lin Sarek Kone), 레인 도 인파토(Lein Daw 

Inpahto)이다. 만파야 산업에 쓰이는 띳시 송진의 주요 재료는 쿠쀼 시떠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카두마(Kaduma) 마을에서 가져온다. 만파야 기법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 왔

으나 1929년 이후 만파야 산업은 쇠퇴하였다. (Than Tun, 1983, pp.54-62) 

첫 번째 단계(기본 재료)

칠기 제작에 사용되는 기본 재료는 대나무와 나무다. 대나무로 만든 칠기에는 다음과 같이 3가

지 기본 종류가 있다.

1. 얇은 대나무를 꼬아 감싼 것(예: 꽃병, 예타가웅, 다웅랑, 그릇 덮개 등)

2.  세 개의 얇은 대나무대로 매듭을 짜서 꼬아 만든 것(예: 빈랑상자. 물컵, 

쌀그릇 등)

3. 아주 얇은 대나무로 필요한 문양을 짜는 것(예: 작은 물건)

나무로 만든 기본적인 칠기로는 찻쟁반, 상자, 탁자 등이 있다. (Khin Maung Gyi, 1981, 

pp.31-32)

두 번째 단계(검은 바탕 재료)

바탕 재료에 팃시(송진)를 바른다. 이를 떠요 카잉(반죽 주입, grouting) 또는 옻칠이라고 부른

다. 팃시를 바른 후 3일 동안 지하실에 보관한다. 이를 타익띤(taikthwin, 송진을 건조하기 위해 

지하에 두는 것)이라고 한다. 3일 후 지하실에서 꺼내 다시 팃시를 바르고 3일간 지하에 둔다. 

그 후 수동 물레에 놓고 돌려서 내부를 매끄럽게 만든 다음, 소 배설물 가루와 팃시를 혼합한 떠

요를 발라서 다시 3일간 지하 저장고에 보관한다. 3일이 지나면 바탕 재료를 가벼운 벽돌로 문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동질성      177

칠기 장식

미얀마 전통 회화의 4가지 기본 형식이 칠기에도 적용된다. 이 4가지 기본 형식은 카노테

(Kanote), 카피(Kapi), 가자(Gaza) 그리고 나리(Nari)이다. 이 말은 팔리어이다. 카노테는 돌돌 말

린 연꽃 줄기, 연봉오리 그리고 활짝 핀 연꽃 또는 꽃문양이나 아라베스크 문양이 들어간 소용돌이

무늬를 그리는 것이다. 아름다운 꽃 그림이나 복잡한 디자인은 어느 것이든 카노테로 불릴 수 있

다. 카피는 원숭이나 그와 유사한 종류의 동물을 묘사한 것을 말하며 그림에 묘사된 행동이나 움직

임도 카피라 불릴 수 있다. 가자는 코끼리, 말, 소 또는 산, 바위, 나무줄기와 같은 커다란 대상을 그

린 것이다. 나리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고대 미얀마 미술에서 원근법(가깝고 먼 것, 밝고 

어두운 것, 낮고 높은 것의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에 선과 색을 통해 의도한 효과를 얻는

다. 예술가는 자유롭게 문양을 그려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Khin Maung Nyunt, 1996, pp.117-

118)

칠기에 사용되는 모티프는 연꽃, 난, 신화 속의 동물, 악마 그리고 천신이다. 가장 선호하는 상징은 

9개의 행성과 12 황궁도이다. 자타카(Jataka, 부처의 일생담)의 장면과 일화, 잘 알려진 민담과 우

화, 탑과 관련된 전설 그리고 낫(Nat, 영혼) 이야기를 묘사한다. 장인의 이름과 날짜, 혹은 구매자

가 원하면 그의 이름과 소원을 새겨넣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남겨 둔다.

칠시 시장

조각, 새김 그리고 채색

왁스 광내기

질러서 말린다. 왕겨 재와 팃시를 혼합하여 만든 일종의 떠요를 바른 후 3일간 지하에 놓아둔

다. 그리고 손으로 돌려서 매끄럽게 다듬는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송진을 발라 3일간 지하에 놓

아둔다. 좋은 검은색 바탕 재료를 얻으려면 지하실에 5번을 드나들어야 한다.

먼저 물건의 표면에 수작업으로 문양의 윤곽선을 자유롭게 새겨넣는다. 이 일은 보통 남성이 하

며 여성은 하지 않는다. 문양에는 송진과 버밀리온 혼합물에서 얻은 붉은 색을 칠한다. 그런 다

음 3일간 지하실에 놓아둔다. 3일 후 젖은 왕겨로 문지른다. 같은 방식으로 이 과정을 세 번을 

반복한다. 그 후 아카시아진액이나 인도멀구슬나무진액을 발라 그 위에 채색을 하고 야외에서 

말린다. 다 마르면 철심을 이용해 초록색으로 윤곽선을 그린다. 그다음 송진을 나무에 바르고 

천으로 문질러 깔끔하게 다듬는다. 그리고 5일동안 지하실에 놓아둔다. 5일 후 필요한 색을 칠

한다. 이 채색작업은 오로지 여성만 하고 남성은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작업과정이 완료되면 돌가루로 칠기를 부드럽게 문질러 광을 낸다. 그다음 티크 숯가루를 

문질러 더 광이 나게 한다. 광내기 작업 후에는 칠기 안쪽에 나무 송진과 버밀리온을 혼합하여 

만든 붉은색 염료를 바른다. 대부분의 칠기 안쪽은 보통 붉은색으로 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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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기를 판매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 주목할 만한 방법은 주로 파고다 축제 기간의 상점이나 

가게이다. 일부 제품은 무역업자나 상인을 통해 판매된다. 그래서 니아웅 오(Nyaung Oo)에서는 

칠기를 사고파는 곳을 아직도 윤 단 얍(Yun Dan Yap)이라고 부른다. 칠기 무역과 관련하여 칠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제조자/생산자 

2. 생산자-배급자 

3. 소매업자

오늘날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파는 가게를 열고 있다.

칠기 산업에 대한 전망

오늘날 옻칠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칠기를 제작하는 지역도 축

소되고 있다. 그 이유는 원료 수급, 시장 축소, 숙련된 노동 인력의 부족, 빈약한 자본 등과 같은 수

많은 문제 때문이다. 이외에 한 가지 큰 문제는 칠기 노동자에 대한 부유한 사람들의 착취이다. 이

런 이유로 칠기 노동자들은 다른 수익이 좋은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중요

한 문제는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 원료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

듯이, 사용하기 쉬운 플라스틱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제품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보급

되면서 칠기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플라스틱과 철제품은 전통적인 칠기를 급속도로 대체하면서 

칠기 산업을 죽이고 있다. 칠기 산업은 현재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생존투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 1. 은행은 칠기 산

업 운영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에서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체

계적인 칠기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3. 칠기 훈련학교의 질을 향상시키고 숙련된 노동자를 배출하

기 위한 무료 훈련을 제공한다.

결론

바간시대 이래 미얀마의 칠기 산업이 번창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칠기 산업이 가장 번성했던 시

기는 꼰바웅시대였다고 한다. 이 시기는 식민지시대로 칠기 기술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때였다. 

1924년 미얀마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식민지 경제의 일부로서 칠기공

예 학교가 설립되었다. 1924년부터 1956년까지 3년 과정에 약 30명의 학생이 매년 입학하였다. 

1962년 2년 과정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칠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

야 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입은 충분하지 않고 원료는 점점 부족해지고 가격은 비싸지고 

있다. 시장 부족으로 인해 칠기와 칠기 산업은 이제 보존해야 할 문화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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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5

몰디브의 옻칠:

오랜 시간 전해지는 최고의 공예

자하 아흐메드 (몰디브 예술문화유산부국장대행)

압둘 마틴 압둘 라힘 (옻칠 공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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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153년 몰디브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까지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고고학적 발굴현장과 유산지역은 이 지역에서 적어도 2천 년 이상 사람들이 거주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Mohamed, 2008). 2019년 발간된 문화유산 잠정목록에는 몰디브 전역 462개의 부지

와 건축물이 등재되었는데 이는 이슬람 이전 시대(c.500 BCE – 1153CE)부터 영국 통치 후기 근

대(1835CE-1965)에 이르는 부지와 건축물들을 포함한다.

이 광범위한 문화유산은 몰디브 역사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초기 몰디브의 생활 양식, 전통, 그

리고 공예 양식을 보여준다. 특히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은 산호석로 지어진 사원이다

(그림 1). 사원의 대부분은 왕의 명령으로 지어졌고, 공예 장인들이 임명되어 그 일을 수행했다. 

사원 내부를 자세히 관찰하면 정교한 옻칠을 한 기둥을 볼 수 있고, 기둥에는 아름다운 글씨가 새

겨진 대들보가 놓여 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격자무늬로 짜인 사원 천장에 정교하게 칠해진 

옻칠이다(그림 2). 사원의 내부는 몰디브에서 옻칠 작업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옻칠 작업은 

몰디브의 옻칠:

오랜 시간 전해지는 최고의 공예

자하 아흐메드 (몰디브 예술문화유산부국장대행)
압둘 마틴 압둘 라힘 (옻칠 공예가)

그림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있으며 몰디브에서 가장 잘 보

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말레 후쿠루 미스키(Male'Hukuru Miskiiy)사원 (ⓒ National 

Archives)

그림 2. 하(Ha) 내부. 이하반두 쿠리게 후쿠루 미스키(Ihavandhoo Kureege Hukuru 

Miskiiy)-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산호석 사원 (ⓒ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Server)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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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아름답게 하는 것 외에도 그것을 습기와 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 고온다습한 열대

기후를 가진 몰디브에서는 목재가 쉽게 썩기 때문에 주로 목재에 옻칠한다. 따라서 사원 내부에 사용

된 목재에 옻칠하면 목재를 보호하는 기능적인 역할뿐 아니라 미관적인 부분도 충족시키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옻칠 장식은 주방용품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물에 적용되어 웅장

함을 더했다고 한다. 특히 몰디브 왕실에서 옻칠을 이용한 장식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은 

우테무 간두바루(Utheemu Ganduyaru)라고 불리는 몰디브 국가 영웅인 모하메드 타쿠루파아누 

왕 (또는 보두타쿠루파아누로 알려진)의 주택에 있는 기둥이다. 의자, 주방용품 등 왕실에서 사용

한 다양한 가구들에서도 옻칠을 발견할 수 있다.

옻칠 공예품이 언제 몰디브에 전파되었는지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없지만 400년 이상 된 산호석 

사원 내부가 옻칠이 된 것은 몰디브에서 행해지는 옻칠 공예품의 역사를 가늠케 한다. 그리고 이러

한 지식과 기술들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몰디브에서 여전히 연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

다(그림 4). 초기 몰디브에서 연행된 다른 공예와는 달리, 옻칠 작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날까

지 지속되어 왔다. 산호 목공과 조각, 별갑 보석 세공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환경보호법

에 의해 중단되었다. 

몰디브 사람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공예품들도 있다. 특히 섬에서 나오는 풍부

한 재료가 인공재료로 대체되면서 직조 공예와 야자 공예에 필요한 원료를 자연에서 채취하는 일

이 드물어지고 있다. 옻칠 공예품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옻칠을 위한 원료와 

도구를 여전히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옻칠 작업에 사용되는 일부 색상(라아, Laa)은 해

외에서 수입되기도 한다. 몰디브에서 옻칠 전문가와 옻칠 작업을 하는 연행자가 가장 많은 곳은 바

아 아톨 툴하드후(Baa Atoll Thulhaadhoo) 섬이다. 이 섬 주민들은 옻칠 작업을 소중히 여기며 옻

칠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또한, 옻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옻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그들의 자녀들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한다. 

현대의 옻칠 작업 방식을 초기 옻칠 작업과 비교해봤을 때 그 방식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그림 3. 우테무 간두바루의 내부 (ⓒ National Archives)

그림 4. 옻칠 작품에 적용되는 판각 디자인의 최근 모습 

(ⓒ Heritage of Maldives, ICH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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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전동기와 같은 현대식 장비가 더해지고, 옻칠 작업에 사용되는 색상의 범위가 더 광범위

해졌다는 것 정도를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5). 기술과 지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전통 방식 그대로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다.

작은 섬나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 의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몰디브 헌법 제

39조(2008년)는 국가가 ‘주어진 자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 문화, 문학, 예술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7조(g)에서는 ‘국교로서 이슬람, 문화, 언어 및 국가의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시민의 의무’를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유네스코 뉴델리, 2017). 자연유산이 관광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과 달리 문화유산은 대개 당연시되고 방치된다. 게다가 몰디

브에서는 예술과 문화 분야의 관리 전략이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다. 문화 분야의 전략 

프레임워크 개발과 이행에 있어서 잦은 행정 체제의 변경은 문제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2018년 새로 선출된 정부가 문화유산부를 신설한 직후부터 서서히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

이 강조되었다. 정부의 가장 큰 기여 중 하나는 2019년 몰디브 문화유산법 제정(12/19)으로 문

화유산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옻칠 작업과 연행자도 보호된다. 이 법은 또한 

유·무형 문화재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덧붙여 연행자 명부를 작성하고 

유지하는 것도 강제한다. 문화유산법은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그리고 그 가치 유지를 강조

한다. 따라서, 산호석 사원의 보존 작업에 있어서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모스크 내부의 유실되거나 망가진 옻칠은 현지 연행자가 수선할 수 있도

록 할 예정이며, 2019년 미스키이 칼후바카루(Kalhuvakaru Miskiiv) 산호석 사원에서 비슷한 작

업이 시행되기도 했다(그림6).

그림 5. 최근 옻칠 작품에 도입된 새로운 비전통적 색상 

(ⓒ Adbdul Matheen Adbul Raheem))

그림 6.미스키이 칼후바카루(Kalhuvaakru Miskii, 산호석 사원)의 사라진 조각을 대

체하기 위해 재현된 옻칠 조각 (ⓒ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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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장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매년 개최된다. 전시회는 연행

자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동시에 뛰어난 작품들을 전시회를 통해 시상한다. 옻

칠 작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시에서 특수한 범주로 분류된다(그림 7). 옻칠 연행과 관련된 가장 

큰 과제는 연행자들의 고용 안정이다. 옻칠 작품이 관광산업에 진출하고 그 결과 관광객들이 많이 

구매하는 기념품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국산 제품보다 해외 공장에서 제작된 값

싼 기념품을 선호한다. 이 문제는 정부가 지역 연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예품 지원을 위

한 유인책을 마련한다면 해결될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를 옻칠 분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

에게 이 분야의 경제적 기회와 혜택이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열정을 가진 학습자들

이 옻칠 교육 코스에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다양한 사람에게 옻칠

을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와 옹호 활동도 중요하다. 최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으로 

구글 아트앤컬쳐를 통해 몰디브의 옻칠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전시할 기회를 가졌다. 이 가상 전시

회를 통해 대중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 옻칠 전문가들과 더 공고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오늘날, 옻칠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작업과 관련된 편향된 성 이미지

는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 많은 비즈니스 모델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거나 몰디브 문화와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과거의 옻칠 제품과는 달리, 현재는 꽃병부터 미니어처 도니

(전통 선박), 펜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된다. 또한 시계(그림 8), 메달과 같은 맞춤형 디자인 제품도 

제작되고 있으며, 이는 옻칠의 진화를 보여준다. 옻칠 작업의 보편성은 현재까지도 그 공예 기술이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적응성을 바탕으로 옻칠 기술이 더 발전하고 다채로워지길 바

란다. 

그림 7. 연례 박람회에 전시된 옻칠 작품들 (ⓒ Abdul Matheen Abdul Raheem)

그림 8. 시계로 만들어진 옻칠 작품 (ⓒ Abdul Matheen Abul Rah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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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노래의 주인은 누구인가Whose is this song」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아델라 피바(Adela 

Peeva) 감독의 2003년 작품으로 발칸 지역 여러 국가의 지역 공동체에서 부르는 민요에 관한 다

큐멘터리이다. 이 민요에는 “여러 모습이 담겨있다. 사랑 노래이자, 적을 쫓기 위한 군대 행진곡으

로 쓰이기도 하고,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노래이자 동시에 혁명가이고, 또한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열창하는 곡이다.1) 영화를 본 후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무형유산 민

요 한 곡을 놓고 서로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공동체에서 그 민요가 언제나 같은 의미

와 기능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네스코 2003년 협약 제19조 “당사국은 무형

유산의 보호가 인류 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양자·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에 규정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상호 존중과 국제적 노력을 위해 여러 국

가가 상생하는 공유유산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수백 곡의 노래, 그리

고 전통 축제, 민속 의례, 음악, 공예, 농경 지식, 산림 보호 등의 유산은 국경을 초월하여 여러 민족

이 공유해왔다. 공동체들은 이 공유유산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유네스

코 공동등재를 통해 평화, 대화, 화합에 다가가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유네스코의 공유유산 공동등재 제도와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당사국이 겪는 어려

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네스코 등재의 새로운 흐름

최근 공동등재 신청이 증가했는데, 특히 2020년 회기에 13개가 등재되었고 심사신청서는 총 16

건이 접수되었다. 2019년 5건, 2009년 1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현재까지 87개국의 55개 공

유유산이 등재되어 있는데,2) 이는 신청서류 작성 과정에서 당사국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

한 국경을 초월하여 무형유산을 공동 보호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렇게 공동등재 신청이 증가

하자 그 원인에 궁금증이 일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추세는 ‘무형유산의 보호가 인류 공통의 관심

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양자·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유

아태지역의 공유유산:

유네스코 공동등재 사례를 중심으로

응 웬티 히엔 (베트남문화예술연구원 부원장, 前유네스코 평가위원)

1  https://www.adelamedia.net/

movies/whose-is-this-song.

php

2  https://ich.unesco.org/en/lists

?multinational=2&type[]=0000

2&display1=inscriptionID&dis

play=stats#tabs: 2020년 13건, 

2019년 5건, 2018년 5건, 2017

년 3건, 2016년 5건, 2015년 3

건, 2014년 2건, 2013년 3건, 

2012년 2건, 2009년 1건, 2008

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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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코 2003년 협약의 목표와 부합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등재는 우선 심사대상이고 단일 국가

의 신청처럼 회기별 ‘신청 국가당 한 개 이상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결과 2020년 회기에 

프랑스는 세 건의 공동등재를 신청했고 아태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두 건의 공동등재를 신청했

다.3) 앞에서 살펴본 발칸 지역의 공유유산 민요처럼, 문화적 표현으로서의 무형유산은 한 국가에 

속할 수도 있지만, 다수 국가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국가마다 다른 방식으로 연행될 수 있

고 전승하는 공동체에 따라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당사국들은 서로 공유하는 문화

적 특징, 그리고 평화와 대화라는 대의를 위해 화합하고 공유유산을 인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

북한이 2018년 공동등재한 ‘한국의 전통 레슬링’, 즉 씨름이다. 또한, 캄보디아, 필리핀, 대한민국, 

베트남이 2015년 공동 등재한 ‘줄다리기’도 이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연행된다. 2020년 말레이

시아와 중국이 공동등재한 ‘옹춘/왕촨/왕강 의식, 의례 및 인간과 바다 사이의 지속적인 연결 유지

를 위한 관습’은 말레이시아와 중국 사람들이 공통으로 치르는 의식이다. 수백 년 동안 여러 공동

체에서 공통적으로 연행되며 등재된 수많은 공동유산, 그리고 아직 등재되지 않은 많은 공동유산

에 다국적 사회의 문화적 풍경과 사회·역사적 특징이 담겨있다.

공동등재의 어려움 

단일 국가 등재와 복수 국가 등재는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 동등하게 평가한다. 다만 심사기구에

서는 공동등재 신청 과정에서 공유유산에 대해 당사국과 공동체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

기를 기대한다. 신청서에서는 접경 공동체가 공유하는 무형유산의 정의를 명시해야 하는데, 특히 

공동 보호계획이 중요하다. 즉, 공동등재는 당사국 협력을 위해 훨씬 큰 노력이 요구된다. 당사국

들은 유네스코 공동등재 신청서 작업부터 수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때도 있다.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나 다른 이유로 협력 과정이 방해를 받

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그래서 심사기관은 양자, 지역, 소지역, 국제적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공동등재 심사에서 우선순위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34조에 

4) 따라 결정된다. 현재까지 사무국이나 정부간위원회에서 마련한 공동등재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박상미는 세부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부규정에는 무형유산 공동등

재에 관한 다양한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Bak 2015).

공유유산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수년간 한 지역에서 유래한 유산이 확산되어 여

러 접경 공동체에서 광범위하게 유사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 경우 그 유래나 발전한 역사를 추적하

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산에 관한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의 정신에 비추어 중요

한 사항이 아니다. 다만 무형유산 자체에 전승 공동체의 지역적 의미가 담겨있다. 무형유산은 “한 

국가의 주요 문화유산의 일부이자, 동시에 다른 국가 소수민족의 문화”이기도 하다(Bak 2015).

그 결과 5개 심사기준 중 하나인 공유유산 발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심사기구 위원들은 

당사국들이 제출하는 신청서 내용 중 유산에 관한 설명 부문에서 질적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

3  https://ich.unesco.org/en/lists

?text=&type[]=00002&multina

tional=2&display1=inscriptionI

D#tabs

4  위원회의 신청서 검토 

범위 안에서 등재 신청 국가 한 곳

당 적어도 최소한 신청서 한 개를 

검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토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i) 유산 등재, 보호 모범사례 선

정, 미화 100,000달러 초과 국제

원조 승인, 무형문화유산 긴급보

호목록 등재 신청이 전혀 없는 당

사국들이 제출한 신청서; 

(ii) 복수 국가 신청서; 및 

(iii) 유산 등재, 보호 모범사례 선

정, 미화 100,000달러 초과 국제

원조 승인이 같은 회기 동안 다른 

신청 국가에 비해 현격히 적은 당

사국들이 제출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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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 심사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사국들이 공동유산에 관한 정의를 다르게 작성해서 어느 

정의가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심사기구 위원들은 다양한 국가의 공통적인 측면과 상호연계

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5)

(첫 번째 기준인) 정의 및 다른 기준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2020년 총 52건의 신청서 중에서 16

건이 복수 국가였고 이 중 13건이 등재되고 3건은 보류 결정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심사기구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등재 신청서에서 여러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당사국들과 공동체들 사이의 협력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특

히 공동 보호조치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신청서에서는 당사국 간 협력이 나타나지 않

았고, 마치 별도 국가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모아 공동등재 신청서 파일 하나로 합친 것처럼 보였

다. 공동등재 신청서 작성 시에는 해당 공동체들이 교류와 협조 과정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이 중요하다. 공동등재를 위한 협력 과정은 여러 당사국과 지역 공동체의 대화를 장려한다. 공유유

산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공동 보호는 복수 국가 신청에서 핵심 요소이다.

이처럼 공동등재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심사기구에서는 사무국이 공동등

재 세부규정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부규정이 마련되면 당사국들의 신청서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공유유산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복수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은 무형유산을 둘러싼 여러 국가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

아가 주요 국가들의 일방적이고 헤게모니적인 문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Bak 2015:11).

결론

아태지역에서는 7개 유산이 공동등재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줄다리기, 옻칠공

예 등 다양한 공유유산 등재를 위해 아태지역 당사국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

다. 지금까지 아태지역에서는 중국이 두 개의 공유유산을 등재했다. 2020년 말레이시아와 ‘옹춘

의식과 의례’, 2008년 몽골과 ‘전통민요 장가(長歌) 우르틴두’를 공동등재했다. 아태지역의 국가

들은 민족적 배경, 환경, 역사, 언어 및 기타 문화적 특징을 공유한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을 배경

으로 샤머니즘 의례, 청동북, 불교축제, 옻칠공예, 탈, 목가구, 궁중음악 등의 관습을 공유한다. 아

태지역 당사국들의 노력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지역 내에 더욱 많은 공동등재가 이뤄지기를 기대

한다. 그리고 무형유산 보호 협력을 통해 아태지역 당사국 간의 평화와 열린 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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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음식, 기원 그리고 이동 경로

강제이주 시대의 기억의 성별화

카타리야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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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담론은 기억의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학계뿐만 아니라 대중

문화계도 큰 관심을 두는 주제였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컵케이크와 마카로니 그리고 치즈에 대한 

새로운 맛의 발견은 이들 음식의 미식적 관점의 매력이 아니라 과거의 것에 대한 편안함과 역사에 

대한 사회의 열망과 관련이 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음식이 불러일으키고 상상을 통해 되살려내

는 과거의 향수와 추억에 관한 것이다. 추억과 기억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대부분 기억의 취약성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이 취약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량 이주의 시대에 강조되고 있다. 이

란계 미국인 작가 로야 하카키안(Roya Hakakian)은 최근의 자신의 회고록에 “사랑하는 것들과 가

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난민이 되는 순간, 기억만이 자신의 가질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적

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있다. 약 2초마

다 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과 생활에서 쫓겨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탈, 이주, 불화는 연결성과 상

호의존성만큼이나 우리 삶의 경험의 한 단면이 되고 있다. 망명 상태는 불행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대적 특성 중 하나이다.

심지어 생생한 기억 속에서조차 아시아는 격동의 역사를 공유해 왔다. 식민지화, 내전, 전쟁 그리

고 여타의 재난은 대규모 해체라는 위기를 초래했다. 200만 명 이상의 베트남인, 캄보디아인 그리

고 라오스인이 전쟁과 혁명의 여파로 고향을 등지고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그 이상의 동남아시아

인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끊임없이 살던 곳을 떠나고 있다. 

캄보디아의 대량학살은 이제 아시아와 실향민 사이에서 분열된 캄보디아의 문화적 기억에 깊은 상

처와 파괴적인 영향을 남겼다. 전쟁과 대량학살의 외상이 없어도 세계화, 근대화 그리고 도시화는 

그들의 유산에 대한 전통 지식을 계속해서 제거했으며 특정 기억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잊어버

리게 했다. 

몸이 떠나가면 기억은 어디서 살게 될까? 음식은 항상 고향과 유산을 의미한다. 이주하는 사람들

이 지니고 다니는 이 두 가지는 종종 그들의 상상 속에만 있기도 하지만 간혹 실제로 같이 다니기

도 한다. 샤롱 끈 속에 넣어온, 특정한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특정 품종의 고추 씨앗, 실향민들 

사이를 떠도는 여러 냄새와 맛 속에 있는 고향의 기억, 본국의 식탁으로 그들을 이끄는 먼 지역에

서 온 향신료 등이 그것이다.

음식은 그 충만함에서 '집'을 의미하며, 장소와 소속감뿐만 아니라 공간을 장소로, 그리고 장소를 

음식, 기원 그리고 이동 경로

강제이주 시대의 기억의 성별화

카타리야 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민족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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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바꾸는 사회성의 모든 요소들을 상징한다. 따라서 음식은 사회적 기억이 소중히 간직된 곳

이며 이를 통해 기억은 전승된다. 왜냐하면, 음식은 단순한 장소나 부속물이 아닌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간을 장소로, 장소를 고향으로 바꾸어 주는 모든 사회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런 기억이 

교과서와 다른 이야기 속에 남아 있지 않은 곳에서 음식 중심의 관습과 의식은 문화적 기억의 저장

소이다. 따라서 문화의 발굴, 보존 그리고 전승의 중요한 유적지가 된다.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문

화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하는 전통과의 연관성을 알게 되는 것은 종종 이러한 일상적 경

험을 통해서이다. 

2016년 유네스코 방콕사무소는 중등교육기관의 교과 자료 개발을 위한 동남아시아 공통의 역사

에 관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가 이를 국정 교과과정의 일부로 

채택하였다. 쌀과 향신료에 관한 부분이 특히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린이 책 두권으로 출판

되기도 했다. 쌀과 향신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음식을 문화 아카이브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

역과 영역, 즉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국가, 동남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경험과 국제 사회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권력과 과정을 연결하는 연결끈으로 바라보았다. 마

찬가지로 우리는 쌀과 향신료를 동남아시아의 공통된 음식문화 전통이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동남아시아 민족과 세계의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이주, 과학과 의학, 정신성, 사회성 그

리고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는 렌즈로 여긴다. 보통 카레와 같이 잘 알려진 음식은 각 나라의 음식

문화 전통의 특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의적인 적응력과 지역적 이동과 접촉의 역사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면, 전쟁 이전 캄보디아 북서부의 독특한 음식이었던 미 콜라

(mi kola)는 버마에서 캄보디아 보석광산 지역으로 흘러들어온 샨족 공동체의 존재를 보여주는 문

화적 표시이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빵은 프랑스 식민주의의 유산인 반면 이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먹거리 메뉴에서 일반적인 음식이 된 이들 나라의 상징인 반미는 1975년 이후 군사

독재와 제국주의의 장기 지속과 그 복잡성 속에서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점을 상기시킨다.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인기 있는 달걀을 이용한 디저트의 유래를 추적해보면 

우리는 기억이 따라가는 우회적인 군사화 경로-이 경우 포르투갈, 동남아시아 그리고 브라질-를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눈에 더 잘 보이는 전쟁과 정복의 유산에 의해 매장되고 희미해

진 인류의 연대를 더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다.

쌀과 향신료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는 지역적, 세계적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 내부에서 혹

은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문화적 흐름이 아닌, 아시아에서 세계 다른 지역으로의 치유의 과학과 철

학과 관련된 지식의 흐름을 강조함으로써 다방향적 문화적 흐름을 중시했다. 동남아시아 음식문화

는 세계 무역과 요리 수출의 역사 외에도, 특히 치유의 과학과 철학과 관련하여 세대를 거치며 습

득되고 전승된 지혜와 과학 지식을 보여준다. 그중 일부는 서양으로 흘러 들어가 건강과 웰빙의 개

념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과 영향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지식

과 전통의 기원을 이해함으로써 아시아로부터 온 생각과 영향의 세계적 흐름, 상호 연결성,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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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 역사(Her/story)와 성별화된 기억

쌀과 향신료 프로젝트는 일상적 관습을 문화유산의 아카이브로 바라보는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더

욱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억을 단일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층, 성별, 세대 등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원성 속에서 고려되어

야 한다. 여전히 연구, 저술 또는 다른 형태의 기록 속에서 기억은 일률적이다. 모든 기억은 같다는 

가정 때문에 여성들의 이야기, 경험 그리고 관점은 거의 기록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이 중요한 의

식을 준비하고 수행하고 소중한 문화적 기억을 전달하는 등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 

기억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중요하다. 기념일이나 축제에서 음식 준비를 담

당하는 사람은 여성들이다. 사실상 동남아시아 삶을 형성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활동-가

족을 위한 요리에서 사원 공양물 준비에 이르기까지-은 여성들이 수행한다. 같은 맥락에서 쌀과 

향신료와 관련된 동남아시아의 농업 관행, 의식, 신화, 전설, 노동요 등은 모두 성별화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쌀과 향신료의 맥락에서도 성별화된 요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쌀과 향신료 프로젝트는 중요하고 성공적인 계획이었지만 나는 또한 젠더화된 기억과 일상의 이야

기, 유물을 통해 그것을 포착해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플랫

폼으로서 음식에 대한 논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내 가족처럼 동남아시아의 가정에서 “음식 유산”

은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여성의 재능이다. 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여성의 공간에서 전승되는 

것은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다. 자라면서 나와 우리 가족 내의 여성들이 음식의 치유적 특성, 여

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요리법, 무엇보다 캄보디아인 그리고 캄보디아 여성이 되는 것이 어

떤 의미인지에 대해 배운 많은 것은 항상 삶의 교훈과 엮여 있는 지시, 훈계, 이야기 그리고 문화적 

기억이 수행되고 전달되는 부엌의 온기와 양육의 혼돈 속에서 우리가 “엿듣는 것”을 허락받아야 

하는 어른들 간의 농담을 통해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왔다. 

일상적 무형유산의 저장소로 전통의 식습관이 젠더화된 기억을 폭넓게 생각하게 하는 중요하고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이지만 조리법 외에 여성이 여성에게 전승하는 많은 전통과 관습이 있다. 예

를 들어, 우리는 의식, 의미 그리고 캄보디아 여성의 통과의례를 나타내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기(choal maloob)”의 관습 혹은 다양한 신앙, 금기 그리고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자가 부양과 관

련된 관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여성 문신에는 어떤 젠더화된 기억이 내재되어 있는가? 어

제 회의의 주제였던 옻칠과 관련하여, 우리는 캄보디아 전통 혼례의 일부인 옻칠을 하는 의식이나 

치아 옻칠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아직도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캄보디아에서 사라져가는 비단

실에 사용하는 옻나무의 사용과 같은 젠더화된 노동은 또 어떠한가? 이러한 기억과 지식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미 소외되어 있는 젠더화된 공간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기억은 문화적 기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들의 기억은 역사, 교육, 정치와 같

은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우리와 다음 세대들은 식민주의와 전쟁 하에서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현대 학교에 다닌 최초의 동남아 여성들에 대

해 아는 것은 무엇인가? 아시아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여성 개척자들은 누구였는가?

기억은 절대적인 중요성 측면에서가 아니라, 인식된 중요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 인식된 중요성

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면에서 불평등하다. 이러한 기억들 중 일부는 특정 공동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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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되고 있지만, 다른 공동체에서는 보존되지 않는다. 이러 저러한 젠더화된 기억을 수집하고 보

존하는 일의 중요성은 분열되고 혼란에 빠진 공동체와 이미 소외되고 가족과 가정이라는 친숙한 

범위로 축소된 기억이 분열과 이주로 인한 삶의 불안정, 많은 경우 세대와 언어의 상실로 인해 더

욱 위협받고 있는 곳에서 특히 절박하다. 이런 지역사회에 있어 세대교체와 함께 그 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와 같은 외부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손실은 특정 

국가나 지역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과제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관들, 특히 교육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버클리의 공동체 건강 프로

그램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계획은 세계 여러 지역의 산후조리법 모음집이었다. 이 모음집 내용

의 대부분은 어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문화역사를 만들어 내는 데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지속 가능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길을 닦

아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성 중심 프로젝트들이 모든 세대에게 여성의 지식, 기술, 경험, 

공헌에 대한 찬미를 심어주고 긍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을 학교 커리큘럼에 통합하고, 그 과

정에서 그것을 일상적 경험 속에 뿌리내림으로써 배움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우리 대학과 같은 

공립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그들의 의미 있는 지식생산에 규모가 더 큰 공동체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계와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박물관과 같은 특정 영역을 넘어서 보존 노력을 확장하고 그러한 노력을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문화보존을 특정 기관의 특권적 임무에서 더 폭넓은 협동작

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비판적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 수단, 기술 그리고 다른 민족과 공동체 그리고 환경과의 연결

성에 대해 배운다. 이러한 지식과 일련의 기술 그리고 통찰력은 그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자신이 사는 국가,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의 시민으로서 비판적인 참여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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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유 유산:

구자라트와 아즈라크 사례를 중심으로

안찰 메타, 죠티 슈클라, 티나 다발레

(아마다바드대학 유산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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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쿠치(Kutsch)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속하는 지역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사이에 위치해 

있다. 45,674km²의 면적으로 인도에서는 가장 큰 지역이다. 동쪽, 남쪽, 북쪽으로는 그레이트 란

과 리틀 란, 서쪽으로는 아라비아해에 둘러싸여 있다. 12세기 초에는 차브다, 사마, 생하르, 카티, 

솔란키 왕조가 통치했고 서기 1147년부터 1947년까지는 자데자스 왕조가 통치했다. 자데자스의 

선조는 파키스탄의 신드(Sindh, 현 파키스탄)에서 쿠치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신드는 파키스탄

의 4개 주(州) 가운데 하나이다. 파키스탄의 남동부에 위치한 신드는 세 번째로 큰 주이며 서쪽으

로는 발루치스탄 지역과, 북쪽으로는 푼잡 지역과 접해 있다. 또한, 동쪽으로는 인도의 구자라트주

와 라자스탄주, 남쪽으로는 아라비아해와 맞닿아 있다. 목축민과 수공예 장인 공동체가 이주해 온 

역사를 지닌 쿠치에서는 신드 문화의 영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논문은 공유 구전전통

인 구자라트(Gujharat)와 주요 전통 직물 공예인 아즈라크(Ajrakh)를 비평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도 쿠치와 파키스탄 신드의 공동체 사이에 국경을 초월한 문화적 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유 유산:

구자라트와 아즈라크 사례를 중심으로

안찰 메타, 죠티 슈클라, 티나 다발레 (아마다바드대학 유산관리센터)

그림 1. 

인도 쿠치와 파키스탄 신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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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치와 신드는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1947년 인도가 분할되기 전, 쿠치의 목축민 공동

체들은 건기가 되면 목초지와 시장이 있는 신드로 이동했다. 자신의 가축이 신드의 풍요로운 땅에

서 자라는 동안, 공동체의 많은 목축민이 신드 농부들의 밭에서 일하며 임금으로 밀을 받았다. 당

시에는 우유를 상품으로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축민들은 우유를 기버터로 만들어 신드의 마

을에 팔았고 이를 통해 생존을 위한 추가 수입을 얻었다. 이러한 이동은 버팔로 목축민들 사이에서 

좀 더 흔하게 나타났다. 버팔로 목축민들은 근접한 위치에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다

는 이유로 구자라트의 다른 지역보다 신드를 선호했다. 소를 기르는 목축민들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농부들이 숙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보통 사우라슈트라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했다. 

또한 8~10년에 한 번씩 극심한 결핍과 기근의 시기가 찾아오면 신드로 대량 이동이 이루어졌다

(Bharwada 2012).

구자라트: 반니 말다리 사람들의 구전전통

쿠치의 반니(Banni) 초원은 인도 아대륙의 가장 큰 자연 초원으로 여겨지며 사회 문화적으

로 독특하고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Ramble 2019). 반니 초원에는 19개의 판차야트

(Paychayat)로 구성된 52개 이상의 촌락이 있으며 약 35000~40000명의 인구(파치참 포함)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90%는 무슬림 유목민이고 10%는 힌두인이다(BPUMS 2010). 이 공동체는 

신드어 방언인 쿠치어를 사용하며 상호 신뢰, 협력, 상호 의존과 환대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반니의 말다리 사람들(목축민)은 지역의 생물 다양성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 관계는 현재 이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필수 부분인 유형 및 무형유산 요소들에도 반영되어 있다. 

“쿠치 북부의 국경 지역, 국가의 경계선을 두고 한 편에는 아름다운 신드가 모

한 조다로 고대 문명의 요람에 누워 흔들거리고 있다. 다른 한 편에 있는 쿠치와 

요람에서 흔들리는 돌라비라. 이 신두 문명의 일부는 국경을 가로질러 다른 반

쪽을 만나려 고군분투한다. 타르의 차가운 바람은 신두 문명을 키우고 수호해 

온 반니 사람들에게 신드로부터 애정의 메시지를 담아 실어 나르고 있다.” 

(Mutwa, 2002 p. 1)

쿠치의 반니 초원에는 고유한 구전전통인 구자라트(Gugharat)가 있다. 구자라트는 신디 민속 문

학의 중요한 일부이며 고유의 구전전통으로 여겨진다. 구자라트는 신드어로 전해지는 전통 민속 

수수께끼로, 일반적으로 신디 문학의 일곱 가지 민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 수수께끼에는 지역 동식

물에 대한 설명과 물, 풀, 산, 땅과 같은 주변 경관의 다양한 요소 및 가축 사육과 관련한 단어가 포

함된다. 전통적으로 반니의 말다리 사람들은 슈팔(공적 모임 장소)에서 저녁을 보낸 후 구자라트 

시간을 가지며 수수께끼를 해독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소떼가 초원에서 풀을 뜯는 동안이나 

결혼식, 긴 겨울밤 모닥불 주변에 모이는 사교 모임 등에서 말다리 사람들 사이에 구자라트가 시작

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밤을 새워가며 참여한다. 구자라트는 일반적으로 지역 목축

민들의 오락 및 여흥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서로 다른 공동체 출신의 말다리 사람들이 구자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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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좀 더 풀기 어려운 참신한 수수께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구자라트는 일반적으로 우마르 마르비, 사수이 르훈, 릴라 차네사르, 수하니 메흐 등과 같은 신드 

문학의 일곱 가지 민화를 기반으로 한다. 모든 구자라트가 이러한 민화 가운데 하나를 바탕으로 만

들어진다. 하나의 구자라트에는 2~7개의 이름이 숨겨져 있다. 구자라트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문지호 날로 날레 사안(부르기 위한 내 이름)’이 구자라트에는 수수께끼 그 자체에 두 개의 이름

이 숨겨져 있다.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은 먼저 이 수수께끼가 일곱 가지 민화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추론해야 한다. 그런 다음 수수께끼와 관련된 이름을 추측한다. 정확한 이름을 말하면 수수

께끼를 낸 사람은 “마리 바이(오, 나 죽었어)”라고 외치며 구자라트의 진정한 의미를 현지어로 설

명하고 사람들은 박수를 친다. 위의 구자라트는 신드 지역 민화 속 현지인인 사수이 푼후에서 따온 

것으로, ‘피아로’와 ‘푼후’라는 두 개의 이름이 숨겨져 있다. 사수이 푼후의 연인은 사랑 이야기를 

읊으며 “부르기 위한 내 이름”이라고 말한다. 이는 푼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의미한다.

수수께끼를 구상하고 해결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지역 목축민에게는 오락과 여흥의 수단이다. 그

러나 이 구전전통의 원래 목적은 더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이 구전전통의 주요 목적은 신드 문

화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와 자원에 대해 현지 말다리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의 말다리 사람은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에   교육은 구두를 통해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 결과 이 수수께끼는 모든 지역 주민에게 알려진 신드의 민화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구자라트 시간에는 모든 청중이 현지의 천연자원이나 동물에 대해 서로 다른 

이름을 말하도록 해 수수께끼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교육한다. 

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의 모든 다양한 부분들이 언어를 통해 널리 표현되는 사이 특히 구자라트 

수수께끼가 활용되는 것이다. 수년에 걸친 세대 간 전파로 인해 구자라트를 통한 초기 민속 이야기

의 보존과 지역에서 일어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가능해졌다. 해당 유형의 구전전통이 세

계에서 고유하고 유일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구자라트는 현재로서는 사라질 위험이 없으며 반니 사람들의 모임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행해진다. 

또한 왓츠앱이나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전파 수단을 

찾았다. 이를 통해 목축민들은 파키스탄 국경 너머의 말다리 일원들과 소통할 수 있다. 국경 너머

의 목축민들은 새로운 구자라트를 만들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보낸다. 다른 쪽에 있는 목축

민들은 이러한 수수께끼를 함께 해독한다. 그러나 말다리 사람들은 공동체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이 구전전통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전전통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칼라다르 무트와 같은 반니의 현지 신드 작가들은 지역 사람들이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권장한다. 또한 젊은 세대가 구자라트 과정에 참여하고 해당 전통의 미

묘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칼라다르 같은 지역 작가들은 구자

라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구자라트 구전전통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칼라다르 무트와

는 2012년에 반니 초원의 다양한 지역 목축민 공동체와 교류하며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의 

책 『구자라툰Gujharatun』에서 구자라트 목록을 작성했다. 고유한 형태의 구전전통인 구자라트는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2018년 유네스코 뉴델리는 ‘인디라 간디 국제예술센

터(IGNCA)’와 협력하여 쿠치의 반니 초원에 거주하는 원주민 공동체의 무형유산목록을 작성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구자라트의 구전전통을 자세히 문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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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의 작가와 연구자들이 구자라트 목록을 문서화하고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故) 파르소 기드와니 박사는 반니의 민속 문학을 연구했다. 신디 사히트야 아카데미는 1906년

에 ‘구자라툼’이라는 제목의 편집물을 출판했다. 베토 랄와니 박사는 구자라트에 대한 기사를 포함

한 『바니야 조 록 아다브Baniya Jo Lok Adab』라는 제목의 저서를 1929년 쿠치에서 출간했다. 신

드 작가이자 연구자인 발로크 나비 바크쉬 칸 또한 1949년 구자라트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반니의 지역 NGO인 ‘반니 신두 세바 상(BSSS)’은 지난 18년 동안 신드어 민속 문학의 발전을 위

해 노력해 왔다. 2008년 BSSS는 ‘구자라트 신드어 문학아카데미’의 도움을 받아 ‘반니의 구자라

트’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포함해 반니의 민속 문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조직했다. BSSS는 또한 ‘인

더스 에듀케이션-푸나’의 재정 지원으로 2011년 구자라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 반니에서 일

일 워크샵을 열고 수아즈와 다른 여러 마을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구자라트 신디 사히트야 

아카데미’는 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2012년 책으로 출간했다. 2014년 ‘반니 가축인 연합’은 연례 

가축 박람회인 ‘파슈 멜라’에서 구자라트 야간 모임인 구자라트 카체리를 조직했다.

쿠치와 신드의 토착 공동체들은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구전전통이나 공예와 

같은 무형유산의 형태에도 나타난다. 다음 내용에서는 아즈라크(Ajrakh) 전통 공예가 국경을 두고 

양쪽 지역 모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즈라크: 신드와 쿠치의 카트리 사람들이 만든 전통 직물

그림 2. 신드: 인도의 독립 전까지 건기마다 중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신드 지역 [1947] (Bharwada 2012)

그림 3: 인더스 계곡 문명의 사제 왕 출처: 카라치 국립박물관

(Wikipedia Creative Commons)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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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라크는 지역의 공동 역사로 인해 신드와 쿠치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아즈라크

는 양쪽의 국경 지역 모두에 독특한 정체성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인도 쿠치와 파키스탄 신드에

서 행해지는 직물 공예인 아즈라크는 가장 초기에 알려진 인더스 계곡 문명의 직물 중 하나이다

(Pezarkar, 2017). 해당 직물은 트레포일 패턴의 숄을 두르고 있는 사제 왕(King Priest) 흉상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이 패턴은 구름을 의미하는 현재의 아즈라크 패턴인 카크카르(Kakkar)와 유사하

다(그림 2). 문명이 쇠퇴하는 동안 이 직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여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

려져 있다.

아즈라크는 파키스탄의 신두강을 따라 거주했던 카트리 사람들로 알려진 공동체에서 행해졌다. 많

은 공동체가 쿠치의 여러 지역에 정착했던 17세기 초, 쿠치의 왕 라오 바르말지의 요청으로 아즈

라크가 인도에서도 행해지게 되었다. 아즈라크 수련생들은 단물로 유명한 다마드카의 사란 강둑

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자연 수원이 마르기 시작하자 장인들은 공예를 지속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했다. 2001년 쿠치에서 발생한 참혹한 지진 이후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물이 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내고 아즈라크푸르(Ajrakhpur)라는 이름을 붙였다.

“카트리 사람들은 쿠치의 장인 공동체다. 색을 더하고 빼는 기술인 '랑 우타르나 

아우르 랑 차드하나'는 이들이 수 세기 동안 해 온 작업이다. 본래 신드 출신인 

카트리 사람들은 블록 염색, 바틱 염색, 홀치기염색, 로간 페인팅과 같은 직물 

공예를 한다. 쿠치에는 힌두교 카트리와 이슬람교 카트리가 모두 존재한다. 이

들은 농담 삼아 역사의 어느 시점에 그들의 선조가 합쳐졌다고 종종 이야기한다.” 

-카치치 지 치하프 전시회(출처: Khamir)

그림 4. 아즈라크 직물(출처: Kha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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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거주하는 카트리 공동체는 본래는 현대 파키스탄의 신드 지역 출신 사

람들이다. 블록 염색 공동체인 이들은 3000년 동안 지속돼 온 예술인 아즈라

크를 해왔다. 압둘 라헤만 카트리는 자신이 9세대 장인이라고 말한다. 인도 분

할 이전부터 신드의 물 부족으로 인해 아버지, 삼촌을 비롯해 그의 가족은 쿠

치로 이주하여 일을 시작했다. 현재 네 자녀인 압둘, 이브라힘, 주네이드, 라시

드가 아버지인 그와 함께 일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Gopinath, 2017). 

다른 직물과 마찬가지로 아즈라크 또한 물과 특별한 관계를 공유해 왔다. 신두강에서 시작한 아즈

라크 장인들은 항상 수원 가까이에서 일했다. 그러나 양질의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장인

들이 직면한 커다란 문제이다. 9대째 아즈라크 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수피안 카트리는 “양질의 물

은 아즈라크의 생존에 필수적이다”라고 말한다(Rahmaan, 2019). 현지 단체인 카미르는 2007년 

카트리 장인들과 협력하여 아즈라크푸르에 폐수 처리장(ETP)을 설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

그림 5. 신드에서의 방염 

출처: 누르제한 빌그라미, 『신드 조 아즈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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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북인도섬유연구협회(NITRA)’를 통해 정부가 공동 폐수 처리장

(CEPT) 설치를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아즈라크푸르의 장인들은 새로운 희망을 얻고 있다. 해당 폐

수처리공장은 매일 15만 리터의 물을 재활용 할 수 있다(Rahmaan, 2019).

지역 단체, 정부 및 교육 기관을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아즈라크 예술 형식의 보존을 문서화

하고 대중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이고 있다. 쿠치에 기반을 둔 단체인 카미르는 장인 공예를 위

한 발판을 만들고 아즈라크를 홍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신드에서 쿠치에 이르는 아즈

라크의 역사와 그 이후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추적한 ‘카치치 지 치하프’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준비했다. 준비 과정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유 역사를 인정하고 전시회 내용에도 반영했다. 또 

다른 단체인 슈루잔은 ‘리빙앤 러닝 디자인 센터(LLDC)’라는 박물관에서의 전시를 통해 아즈라크 

공예를 홍보하고 있으며 전통 유산과 관련해 국경을 사이에 둔 두 지역의 연결을 이해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유한다. 또한 문화유산을 통해 긍정적 관계로 이어진 두 지역 공동체들의 교류가 이루어

지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인 누르제한 빌그라미와 같은 학자

들은 아즈라크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신드 조 아즈라크Sindh jo Ajrakh』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장인들과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쿠치를 방문한다. 한편, 쿠

치의 많은 장인들 또한 선조의 혈통과도 연결되어 있는 신드의 공예 공동체를 방문한다.

결론

쿠치는 다양한 공동체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쿠치의 어디에서나 신드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고 공예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느낄 수 있다.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정치적 경계

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쿠치와 신드의 관계를 분리할 수는 없다. 이야기와 지역 문화유산 속에서 

이들의 관계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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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토착·지역 지식, 정령숭배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토착민의 권리와 지식 체계 및 관행 보존을 위한 도전과제 및 노력

바비 로페즈

(L.P.T., MAEd. 필리핀 불라칸주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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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령숭배(anitism)를 다루는 이 연구는 필리핀의 평야, 산맥, 연안지역에서 형성된 토착지식

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설명한다. ‘토착민의 권리와 지식 체계 및 관행’(IKSP)의 

보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루었다. 연구는 관련 문헌의 면밀한 분

석과 비체계적 인터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기후변화 경감과 자연환경 보존에 도움이 된 토

착신앙체계와 관련된 지역 지식과 관습도 살펴본다. 또한, 천연자원과 IKSP 보존을 둘러싼 쟁점과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 정부, 토착문화공동체(ICC)가 통합된 노력을 기울일 때 정책 입안과 

프로젝트 관리가 보다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핵심어: 정령숭배(anitism), 인위적(anthropogenic), 기후변화, 토착·지역 지식, 토착민 권리와 

지식 체계 및 관행(IKSP), 지속 가능한 발전

서론

1979년 처음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세계기상기구(WMO)를 선봉으로 한 국제회의에서 기후변

화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했다(Casis 인용, Casis, 2008).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위협은 실재한다”고 인정하면서 해수면 상승, 북극해 빙하 해빙, 해

양 산성화, 태풍과 허리케인의 강도 증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가뭄 심화 등 몇 가지 예를 언급

했다(UNFCCC in Casis, 2008, p.6). 이 현상은 순환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발생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변화의 전 과정이 인간의 활동으로 앞당겨지고, 그 결과 인위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위협에 맞서 고전분투하고,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는 1980년대 후

반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을 도입했다. 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란 개념이다((UN General Assembly, 1987 & 

Duhaylungsod, 2001). 이 움직임은 악화일로의 전 세계 기후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윤리적·

도덕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면을 만들려는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었다(Escobar 인용, 

Duhaylungsod, 2001). 이처럼 정령숭배(anitism)에 바탕을 둔 토착·지역 지식은 그 확장에 있

어 꼭 필요한데, 관습에는 이미 핵심 가치 또는 염원에 담긴 영혼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착·지역 지식, 정령숭배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토착민의 권리와 지식 체계 및 관행 보존을 위한 도전과제 및 노력

바비 로페즈 (L.P.T., MAEd. 필리핀 불라칸주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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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룩학의 정의에 따르면(Bruchac, 2014), 토착지식은 “특정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인간과 비인

간, 인간 이외의 존재 간의 관계를 이끈 지식과 신앙, 전통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한편 정령숭배

를 의미하는 애니티즘(anitism)은 초기 필리핀인들의 믿음 체계로, “죽은 조상의 영혼” 또는 “자연

에 깃든 정령”을 의미하는 “애니토(anito)”라는 단어에서 유래한다(Hernandez, 2015). 

이 연구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비슷한 주제를 다룬 연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연관성이 

높은 연구도 산림, 코딜레라 산맥을 따라 형성된 공동체, 해안지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토착 지

식과 관습에 한정되었다(Chunhabunyatip, Sasaki,Grunbuhel, Kuwornu, & Tsusaka, 2018; 

Duhaylungsod, 2001). 평지를 언급한 연구는 전혀 없다시피 했고, 필리핀 여러 지역의 지식과 

관습을 비교하려는 시도도 거의 없었다.

이 글에서는 1)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과 관련해 정령숭배를 바탕으로 한 토착·지역 지식이 기

여한 바와 2) 토착민의 권리와 지식 체계 및 관행 보존에의 도전과제와 노력을 조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이 연구에 사용되는 방법은 기술적 연구 설계이다. 문헌 검토 방법을 활용해 자료를 모은다. 군도 

토착민의 민족지 기술, 필리핀 민속학 서적과 문서 조사, 공개되지 않은 관련 연구 자료 등도 포함

된다.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인류학과 환경교육 전문가인 필리핀환경재단 지역자문위원회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도 실시했다. 

연구 결과와 논의사항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지식에 대한 토착적 믿음

자연환경과 자원의 보존 및 보호와 관련해 토착적 믿음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

다. 그림(Grim) 저서(Snodgras & Tiedje, 2008)에서 저자들은 신성한 나무를 종교적 신념으로 

수세대에 걸쳐 보호했던 인도 일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착신앙이 생태학적이고 건전한 행위를 

강화한다는 점(p. 7)”을 강조한다(Chunhabunyatip, Sasaki, Grunbuhel, Kuwornu, & Tsusaka, 

2018). 이와 유사한 사례가 사바, 코타 벨루의 두순 틴달족의 신앙으로 이들은 정령이 깃든 나무

가 “자연과의 유대감을 깊이 다진다”고 믿는다(Livan, 2014, para. 4). 비슷한 방식으로 방글라

데시에 서식하는 “검은자라, 인도늪악어, 양비둘기, 히말라야원숭이 등 야생생물”이 현지의 민간

신앙 덕분에 보호되었다(Chunhabunyatip, Sasaki, Grunbuhel, Kuwornu, & Tsusaka, 2018). 

게다가 인도네시아 탈랑 마막족은 숲을 성지라는 생각으로 보호했고, 태국 송크람강 하구지역의 

토착민들은 조상 영혼의 존재를 믿었기에 자신들의 영토에 속한 천연자원을 보호했다(Evanty, 

2018 & Chunhabunyatip, Sasaki, Grunbuhel, Kuwornu, & Tsusaka, 2018).



216      3차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고등교육 네트워크 국제세미나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인접국들과 조상의 영혼, 자연의 정령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필

리핀의 경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지에서 정령숭배(antism)로 알려진 이 믿음은 군도 전

역에 퍼져 있으며, 오늘날에도 구전전통과 사회화를 통해 일부 집단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Hernadez, 2015).

다음 토착·지역 지식은 정령숭배에서 유래하며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활용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A. 동물

1.  카가얀 북서부의 토착민은 전통 낚시법과 사냥법을 고수하고 있다. 낚시·사냥 방식을 선택적 

으로 적용하여 임신하거나 암컷 동물은 피한다(Magulod, 2008).

2.  불라칸, 말롤로스에는 그 지역의 금기 음식이 있다. 물고기나 새와 같은 동물이 끔찍한 재앙으 

로부터 그들 조상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 믿으며 특정 가문이 수세대에 걸쳐 이 동물들에게 최

고의 존경과 숭배를 표현했다(Tantoco, 1990). 또 다른 예로 타갈로그족은 거북이와 부엉이처

럼 액운을 가져오는 동물이 있다고 믿는다. 불라칸, 산미구엘의 일부 주민들은 신비로운 존재의 

가호하에 있는,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되는 동물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3.  저지대의 타갈로그족은 또한 영혼이 곤충이나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장 적절한 예 

가 나비다. 죽은 정인의 영혼이 나비로 변신해 방문한다고 생각했다. 아스왕은 “필리핀 전통 설

화에 나오는 변신이 가능한 사악한 존재로, 늑대인간, 뱀파이어, 시체를 먹는 악귀와 같은 괴

기한 특징을 보이며(Valdeavilla, 2018, para. 4)” 검정 개나 돼지의 형상을 흉내 낼 수 있다

(ADHIKA & NHI, 2001). 이런 민간신앙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은 동물과 곤충을 다룰 때 신중

을 기했다. 

4.  삼원우주(tripartite cosmos)와 그 상징은 하늘(새와 해), 땅(나무), 지하세계(거북이와 뱀)로 

구성되는데, 이는 필리핀인들의 일반적인 세계관뿐만 아니라 동물 생명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보여준다(Hernandez, 2015).

B. 나무

1.  카가얀 북서부의 이푸가오족과 토착민에게는 벤 나무를 기리는 나무심기 관습이 있다 

(Magulod, 2008 & Camacho, Gevana, Carandang & Camacho, 2015).

2.  이푸가오에서는 어린나무와 발리테(balite)와 피스쿠스(fiscus) 같은 나무 종의 베기는 피한다 

(Camacho, Gevana, Carandang & Camacho, 2015). 아마도 이는 나무가 자연 정령이 머물

거나 거주하는 곳이라 믿는 민간신앙과 연관 있을 것이다.

C. 토양 비옥도 관리와 병충해 방제

1.  카가얀 북서부와 오리온 바타안의 에바 아에타에 거주하는 일부 토착민 공동체는 썩은 과 

일, 벼, 보릿짚, 동물 배설물로 만든 유기질 비료을 사용한다(Magulod, 2018 & Abeledo & 

Abeledo, 2015). 

2.  이푸가오족은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 홀록(holok)을 거행한다. 의식을 치르면서 농민들은 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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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모아 곱게 간 다음 농경지에 흩뿌린다. 현지 주민의 말을 빌리면 사흘 정도 지나면 가시

적인 효과가 나타난다(ADHIKA & NHI, 2001).  

이러한 유기질 비료 활용은 통상적인 비료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D. 성스러운 장소와 시간

1.  필리핀인들은 대체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머무는 신성한 장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러한 장소는 훼손되지 않은 채 자연 그대로 남아있다(Hernandez, 2015). 그 결과 성소 주변

에는 다양한 생물이 번성하며 풍부해졌다. 이러한 믿음은 자연의 정령이 강기슭과 산, 들판 등

에 머문다는 생각에 각인되어 있다. 루손에서 민다나오에 거주하는 다양한 토착민들이 동굴, 바

다, 지하세계의 구멍을 사후세계로 가는 통로라고 믿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바타안과 

카가얀 북서부 등 사냥과 어업이 허용되는 장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작업하기 전에 자연의 정

령에게 허가를 청하는 의식을 치른다(Abeledo & Abeledo, 2015).

2.  시키호르 라지 지역의 세노라강에서처럼 동물들의 증식과 번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 

기 위해 사냥과 어업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시기가 있었다(Mansueto, Duran, & Jumawan, 

2012).  

3.  코딜레라의 화전농업을 계속해온 지역에서는 경지를 사용한 후 지력 회복과 초목 재생을 위해 

휴경기간을 가진다[예: 칼리가주 우마](See & Sarfati, n.d.).

4.  무용(muyong, 이푸가오), 라콘(lakon, 마운틴주 본톡), 이뭉(imung, 칼링가-아파야오)은 전통 

산림경영 시스템으로 그 효율성이 증명됐다(See & Sarfati, n.d.).

E. 천연자원 활용

이바탄, 루마드, 마푼 등 바타네스의 토착민은 바다를 공유재산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바다로부터 

뭔가를 얻을 때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려고 한다. 탐욕은 이들의 마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마스바테, 보홀, 수리가오, 부투안 등 금광이 풍부한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사

고방식과 행동양상이 나타난다(ADHIKA & NHI, 2001). 가문의 세습재산 차원에서 귀금속을 제

작할 정도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전통의 일부로 후세대에 전승한다. 사실상 이런 관행이 천연자원

의 보존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

앞서 다룬 구체적인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토착민들이 지속해온 관행은 물리적 환경을 배경으로 

조상의 영혼과 자연 정령과의 공존에 대한 이들의 이해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경외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주변 환경을 다룰 때 더 신중해진

다. 아마도 이 점이 인간, 자연, 애니토(정령)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

능한 발전은 이들 관계의 균형과 조화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어느 하나가 다른 요소를 지배하지

도, 이에 종속당하지도 않는다. 이 존재들은 서로 동등하며 상호 깊은 존중과 배려심을 갖는다. 이

는 이들 존재가 ‘영혼’을 규정하는 공통의 핵심요소로 구성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필리핀 신화와 

민간전승에 따르면 영혼은 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남부 토착민 일부의 민간신앙에 근

거한 무생물을 포함한 다른 존재도 마찬가지로 가진다. 따라서 ‘영혼’은 생명, 움직임, 의식, 건강, 

논리적, 윤리적 이성, 친절함 등 많은 것을 ‘영혼’ 소유자에게 준다(ADHIKA & NH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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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하늘과 땅, 지하세계의 존재가 자유로이 떠돌면서 세계 다양한 층위의 다른 존재와 소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역 전설과 설화는 이들 관계의 친밀함과 조화에 관한 생각에 힘을 싣는다. 따

라서 이들의 세계관에서 인간이 사는 물리적 세계란 인간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비롯해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는 공간이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이들 간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애니토는 강력한 

힘을 가지며 지역 주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의식과 액막이를 사용해 애니토의 은총과 보호

를 받을 수 있다. 자연은 인류에 너그러우면서도 인색하다.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

라 자연이 주는 어획량은 풍부하거나 부족할 수 있다. 이 관계에서 인간은 가장 능동적인 행위자로 

여겨진다.

이들 관계의 균형은 식민주의, 자본주의, 세계화의 출현과 우주에서의 인간 중심주의와 우월주의

가 하나의 철학으로 주목받으면서 어려움에 부닥쳤다. 우리의 토착적 방식을 등지고 주체-객체 관

계로 전개되면서 결국 이 관계가 과거의 ‘균형’을 대체하게 되었다. 주체-객체 관계에서 영리추구

가 강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탐욕과 권력을 탐하는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찼다. 이 상태가 불균

형을 발생시키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동체가 거대한 위험에 놓였다.

IKSP 보존의 과제와 해결 노력

현재 토착지식 보존과 관련해 수많은 어려움과 심각한 위협이 있다. 라 비나(Daoas, 1999)에 

따르면, “(1) 산림 파괴, 정부 사업에 따른 이주, 천연자원의 상업적 이용의 결과 토착민들의 영

토 기반이 상실됨. 이로 인해 다수의 토착민 공동체가 토착지식을 보존하는 게 불가능해짐 (2) 소

위 ‘현대적’ 농업 방식과 의학 도입 (3) 외부 연구자의 지식 유용(流用)으로 토착지식에 미치는 위

험 증대(p. 5)”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도 토속지식의 오용(誤用)으로 악령이란 비하로 이어지

고 그 가치와 과학성을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낳았다. 구체적 예를 들면, ‘현대’ 또는 ‘서구’ 관습 등

의 대응어와 비교되면서 방식의 차이일 뿐인데도 낙후됐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생물다양성 조

사와 법 이행에서 IKSP는 인정되지 않고 배제되었다(Conflict Sensitive Resource and Asset 

Management, 2018). IKSP 보존과 관련된 다른 난관으로는 전통적 관리방식의 약화, 지속되지 

않는 관광, 부실한 인프라 개발 계획을 들 수 있다(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20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입법 조치가 마련되었고, 다음 법률이 제정되었

다. RA 8371은 토착민의 권리를 보호, 인정, 증진하며, RA 10121는 재해 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대처 방안에 토착지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포함시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RA 8423은 전통

적, 대체적 건강관리법을 포함시켜 국민건강 관리전달체계의 향상을 추구하며, RA 11038은 정

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토착민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에 속한 보호구역을 이들의 불문법과 관

습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토착민들에게 부여한다. 이외에 토착민 권리의 인정과 증진을 위

한 정책, 계획, 사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1997년 국가선주민위원회(NCIP)가 설립되었다. 

2001년 10월에는 국가문화예술위원회(NCCA)가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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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담당하는 무형유산위원회를 설립했다(Peralta 인용, David, 2013). 이러한 노력은 교육제도에

서 강화되어 음악·예술·체육·건강(MAPEH), 필리핀어, 과학, 사회 등 중등학교 교과목에 IKSP

가 편입되었다(Botangen, Vodanovich, & Yu, 2017). 이러한 움직임은 바기오(Baguio)시 공립

학교 교사실습 등 과학 과목에서 더 명확해졌다(Botangen, Vodanovich, & Yu, 2017). 고등교

육 차원에서는 2013년에 공표된 고등교육위원회명령 CMO 20 시리즈를 통해 필리핀 토착 공동

체(사회과학군)와 창의적인 토착공예(인문학군)를 일반교육과목 선택과정으로 제공했고, 최근 

2019년에는 CMO 02시리즈를 통해 토착민 연구와 교육을 교과목으로 제공하는데, 사회과학과 

인문학 과목에서 토착민과 무슬림을 주제로 삼거나 읽기자료에 포함하는 등 다양하게 다룬다. 살

아있는 전통학교(SLT)도 설립되었는데,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코딜레라의 살아있는 전통학교는 

이푸가오 무용(muyong, 사유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바타안의 경우는 아에타 마그부콘 토

착문화의 보존을 목표로 삼는다(Camacho, Gevana, Carandang & Camacho, 2015 & David, 

2013). 살아있는 전통학교는 문화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형식, 구전, 시연’의 형태로 토착지식

을 후세에 전승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NCCA, 2021). 토착문화 쇠퇴의 원흉으로 지목

되는 기술이 토착문화의 진흥과 보존의 도구가 되었다. 이에 적절한 예는 이고로트 이주민 가운데 

보타겐, 보다노비치, 유가 진행한 연구(2017)일 것이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자생

성의 부활과 토착문화의 학습에 보완적 역할을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Botangen, Vodanovich, 

& Yu, 2017, p.2310)”고 밝혔다.

더욱이 국제기관과 기구와의 협력사업이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국

제노동기구(ILO)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IKSP 보호를 위해 (1) IKSP 공동체의 기록화 작업을 장려

하고 (2) 지역사회자원센터 설립을 앞장서 지원했다(Daoas, 1999). 또 다른 성공적인 사업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원하고 지구환경금융이 재정 지원한 필리핀 토착민-공동체 보전지역

(ICCA)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필리핀 토착민-공동체 보전지역을 제도적으로 지정하여 

생물다양성으로 중요한 장소의 보존, 보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GEF, 2019, para.8). 

이러한 지역은 “성스러운 숲과 산, 원주민 영토, 문화경관, 해양경관 등 신성한 장소와 제레의식을 

치르는 곳”이다(GEF, 2019, para.6). 오늘날에도 칼링가, 팅라이언의 타우응아이산, 이푸가오, 티

녹의 폴리스산, 누에바 비즈카야, 산타페의 이무간에서 이러한 장소를 찾을 수 있다(GEF, 2019).

결론과 제언

토착민의 정체성과 지식, 역량을 인정하는 것이 포용적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 가능

한 발전의 핵심적 특징이다. ‘모든 곳에서’ ‘모두를 위한’ 발전이란 말의 본질적 의미에서도 필수다. 

이는 성공에서 누구도 도외시되거나, 무시, 소외,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초기 필리핀들 사이에 널리 퍼진 조상의 영혼과 자연의 정령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토착지식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정령숭배사상’이 기후변화의 경감

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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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기서 다루지 못한 대기 보호를 위한 토착지식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뤄줄 것을 권

장한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생명을 위협하는 대참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토착지식을 활용해 앞으

로 닥칠 재앙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계와 토착문화공

동체, 지방정부는 적절한 조례 제정, 문화전시 기획, 관련 연구에 대한 재원 지원, 시민조직 결성, 

IKSP를 다루는 별도의 과목을 기본 교육과정에 편입하는 등 토착지식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협력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beledo, C.C.V.C. & Abeledo, R. (2015). Traditional environmental practices of the Eva Aetas: 

The value of indigenous knowledge in rehabilitation. Environmental Practice, 17 (1), 60-77.doi: 

10.1017/S1466046614000519.

ADHIKA ng Pilpinas, Inc & NHI (2001). Kasaysayang Bayan: Sampung Aralin sa Kasaysayang 

Pilipino. Pilipinas: Author.

Botangen, K.A., Vodanovich, S., & Yu, J. (2017). Preservation of indigenous culture among 

indigenous migrants through social media: The Igorot peoples. A paper presented in the 50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Retrieved January 29, 2021. URL: 

http://hdl.handle.net/10125/41433.

Bruchac, M. (2014). Indigenous Knowledge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C. Smith (Ed.), 

Encyclopedia of Global Archaeology, 3814-3824. New York: Springer. 

https://repository.upenn.edu/cgi/viewcontent.cgi?article=1172&context=anthro_papers.

Camacho, L., Gevaña, D., Carandang A. & Camacho, S. (2016). Indigenous knowledge 

and practice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Ifugao forests in Cordillera, Philippines. 

International Journal of Biodiversity Science, Ecosystem Services & Management, 12:1-2, 

5-13. doi: 10.1080/21513732.2015.1124453.

Casis, R.J. (2008). The climate change crisis: Global legal framework, policy initiatives and the 

Philippine response. In R.J. Casis (Ed), Experts Dialogue on Philippine Climate Change Policy: 

Mitigation and Adaptation Measures (pp.1,4-7,17-18). Quezon C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Legal Studies, UP Law Center.

Conflict Sensitive Resource and Asset Management (2018). Indigenous practices for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Retireved January 28, 2021 from https://www.giz.de/en/

downloads/giz2018-de-coseram-biodiversity-philippinen.pdf.pdf.

Chunhabunyatip, P., Sasaki, S., Grunbuhel,G., Kuwornu, J. & Tsusaka,T. (2018). 

Influence of indigenous spiritual beliefs on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ecological conservation in Thailand. Sustainability, 10, 1-18. doi:10.3390/su10082842.

Daoas, D. (1999). Efforts at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The experience of the Philippines. 

Retrieved January 29, 2021 from https://www.iatp.org/sites/default/files/Efforts_at_Protecting_

Traditional_Knowledge_ Th.pdf.

David, N. (2013). Preservation of indigenous culture of Bataan through an Ayta Magbukon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동질성      221

School of Living Traditions (SLT) program. IAMUR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7 

(1), 1-10. DOI:10.7718/ijss.v7i1.602.

Duhaylungsod, L. (2001). Rethink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digenous peoples and 

resource use relations in the Philippines. Retrieved July 8, 2019 from https://www.jstor.org/

table/27865766.

Evanty, N. (2018). The sacred places of the Talang Mamak indigenous people, Indonesia. 

Journal of World Heritage Studies. Retrieved January 29, 2021 from https://core.ac.uk/

download/pdf/161252406.pd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2019). Indigenous peoples in the Philippines leading conservation 

efforts. Retrieved January 28, 2021 from https://www.thegef.org/news/indigenous-peoples-

philippines-leading-conservation-efforts. 

Hernandez, J.R. (2015). Anituismo at Kristiyanismo (Bilang reaksyon sa artikulo ni Lasco). 

Saliksik E-Journal, 4(1),114-120.

Livan, L. (2014). Native religion in Malaysia: An introduction. Retrieved January 28, 2021 from            

https://www.article19.org/resources/native-religion-malaysia-introduction/.

Magulod,G.J.(2018). Conservation belief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people in Northwestern 

Cagayan, Philippines: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promotion and education. J.Bio. Env. Sci. 

12(6), 186-194. Retrieved July 14, 2019 from

https://innspub.net/jbes/conservation-beliefs-practices-indigenous-people-northwestern- 

cagayan-philippines-implications-environmental-promotion-education/.

Mansueto, J., Duran, E. & Jumawan, R. (2012). Cultural practices in relation to the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the Senora river and other community practices. Siliman Journal, 53 (2), 

213-218 Retrieved July 8, 2019 from http://archive.su.edu.ph/assets/media/resources/sj%20

issues/53-2.pdf.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2001). School of living traditions. Retrieved 

January 29, 2021 from http://gwhs-stg02.i.gov.ph/~s2govnccaph/school-of-living- 

traditions/#:~:text=A%20School%20of%20Living%20Traditions%20(SLT)%20is%20one%20

where%2,oral%20and%20with%20practical%20demonstrations.

See, B. & Sarfati, G. (n.d.). Indigenous agroforestry practices in the Cordillera. Retrieved July 8, 

2019 from https://aboutphilippines.org/documents-etc/Indigenous%20agroforestry.pdf.

Tantoco, R. P. (1990). Ang kasumpaan: Isang buhay na tradisyong oral sa Malolos [Sulat-

Balitaan ngDepartamento ng Kasaysayan]. Pamantasan ng Pilipinas, Diliman, Lungsod 

Quezo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slo, Norway: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nvironment.

Valdeavilla, R. (2018). Aswang: The terrifying vampire ghouls of the Philippines. Retrieved 

January, 13. 2021 from https://theculturetrip.com/asia/philippines/articles/aswang-the- 

terrifying-vampire-ghouls-of-the-philippines/.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동질성      223

발표 4

동아시아 인쇄술의 보편성과 특수성

김방울

(한국전통문화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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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 인쇄술 관련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현황

첫째, 동아시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무래도 본 발표문은 동아시아 인쇄술을 다루고 있기에 

전근대기 인쇄술이 발달했던 지역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시기별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전근

대기에 인쇄술이 발달했던 지역은 중국과 그 주변 지역들이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베트남

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인쇄술이 발달했던 지역을 

동아시아라는 범주로 묶고, 나라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인쇄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인쇄술은 텍스트의 대량 복제를 위한 기술이다. 구전에서 

필사의 시대로, 필사의 시대에서 인쇄의 시대로, 인쇄의 시대에서 디지털 복제의 시대로, 우리 인

류 문명은 진화해 왔다. 인류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인쇄술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천년 정도

이다. 사회적 필요가 새로운 기술을 추동해 내고, 이를 체화한 장인들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

다. 즉 무형의 필요와 기술이 유형의 물건을 산출해내는 것이다. 인쇄술과 관련하여 이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쇄에 대한 사회적 필요 → 장인과 기술 → 목판 또는 활자 → 책

본 발표문에서는 전근대 인쇄술의 대표적 방법인 목판과 활자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기술이 왜 필

요했는지, 그 사회적 배경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는 장인과 기술은 무형문화유산으로, 목판과 책은 세계기

록유산으로 등재된다. 동아시아 인쇄술 관련하여 현재 두 분야에 등재되어 있는 목록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목판 인쇄술이 2009년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중국의 전통 목판 

인쇄술은 대대로 수작업 교육과 연습을 통하여 오늘날의 인쇄 종사자에게까지 전수되었다. 현재 

양저우 광링(廣陵) 목판 인쇄소, 진링(金陵) 경전 전각 인쇄소, 더거(德格) 사원 인쇄소 등의 인쇄

소가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1) 다음으로 활자 인쇄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목활자(木活字) 인

쇄술이 2010년 세계무형문화유산 중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었다. 목활자 인쇄술은 중국 저장성

(浙江省) 뤼안(瑞安)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목활자는 족보를 편집하고 인쇄하는 데 사용된

다. 2010년 현재 약 10가구, 60~80명의 사람들이 목활자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다.2) 인쇄술의 소

동아시아 인쇄술의 보편성과 특수성

김방울 (한국전통문화대 연구원)

1  유네스코와 유산 사이트

(heritage.unesco.or.kr/)에서 

‘중국의 목판 인쇄술’ 항목 참조.

2  유네스코와 유산 사이트

(heritage.unesco.or.kr/)에서 

‘중국의 목활자 인쇄술’ 항목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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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인 목판과 관련해서는 2007년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이 세계기록유

산에 등재되었다. 2015년에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

재되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2009년 베트남 국가기록문서보관국에 소장된 응우옌(阮) 왕조

(1802~1945)의 목판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2. 동아시아 인쇄술의 대세는 목판 인쇄

인쇄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목판 인쇄와 활자 인쇄가 그것이다. 그리고 활자에는 목활자

와 금속활자가 있다. 물론 중국에서는 목활자 이전에 진흙활자가 최초로 시도되었지만 말이다. 15

세기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창안한 활자는 금속활자이다. 그래서 인쇄술 하면 활자 인쇄술, 그중

에서도 금속활자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유럽의 문화적 맥락에서만 타당하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활자가 인쇄에 

있어 대세를 점했던 적이 없다. 활자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되었던 물건이다. 위에

서도 언급했지만 인쇄의 목적은 텍스트의 대량 복제이다.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주목받는 건 소

수 성직자와 귀족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던 성경을 비롯한 고대의 텍스트들을 대량 생산하여 시민

들의 품으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역할을 시종일관 목판이 담당해 왔다. 활

자는 단기적으로 여러 종의 책을 소규모로 찍어낼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인쇄술의 역사에 있어서는 목판 인쇄와 활자 인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인쇄사에

서 활자 인쇄, 그중에서도 금속활자에 집착하는 것은 유럽의 문화적 맥락에 편승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왜 동아시아에서는 목판 인쇄가, 유럽에서는 활자 인쇄가 주로 

활용되었는가. 동아시아에서 활자가 널리 활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로 유럽에서는 왜 

목판 인쇄가 발달하지 못했나. 목판 인쇄의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활자 인쇄로 진입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물론 구텐베르크 이전에 일부 지역에서 목판화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지만 텍스

트의 복제에는 목판 기술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일찍이 한자와 알파벳이라는 문자의 차이에 주목한 견해가 제출되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 차이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동아시아에서 

목판 인쇄가 가졌던 우위에 대해 로제 샤르티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서양 학자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우월한 것인 양 이를 기준으로 동양의 

인쇄술에 대해 판단을 내려왔다. 중국과 일본의 서적 및 출판에 대해 더 잘 이해했다면 이러한 민

족주의적 결론을 성급히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목판 인쇄 역시 그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는 중국어처럼 많은 표기 문자로 이루어진 언어, 또는 일본어처럼 다양한 표기 방법으로 이

루어진 언어의 인쇄에는 목판이 활자보다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목판은 서예 

표본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므로, 필사본의 제작 및 출판과 연관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

으로 목판은 내구성이 뛰어나 동일한 서적을 수천 부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판(再版) 인쇄도 

편리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춘 판본 제작도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장점을 감안하면 구텐베르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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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기술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은 인쇄 기술사적 

의미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지만, 인쇄물의 광범위한 전파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기술은 아니

었다는 뜻이다.3)

첫째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표기 문자상의 난점, 둘째는 서예의 특징을 살리는 데 있어서의 목판의 

장점, 세 번째는 대량 인쇄에 적합한 목판의 장점,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나마 목판 인쇄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인쇄술의 장단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

해서는 동아시아 4국 인쇄술의 특징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동아시아 4국 인쇄술의 특징

(1) 중국

중국은 목판의 나라다. 서양 인쇄 기술이 도입되기 전까지 거의 모든 책을 목판으로 찍어냈다. 그

들은 활자 인쇄술을 몰랐을까. 알았다면 왜 그들은 활자 인쇄술을 널리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활자라는 기술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은 상용화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우선 중국에서 목판 인쇄는 수당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여기에는 대승불교의 서사(書寫) 문화가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활자 인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시초에 대해서는 실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서나마 그 일단을 엿볼 수밖에 없다. 

북송 시대 심괄(沈括)이 지은 『몽계필담』에 “필승이 진흙으로 활자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데, 이것이 중국 활자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성능은 그다지 시원찮았던 모양으로 상용화되지는 못

했다. 다음으로 원대 왕정이 지은 『농서』에 나무 활자와 그 배열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즉 원대에

는 나무로 만든 목활자가 사용되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책들을 보면 이때에도 대부

분의 책은 목판으로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남아 있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명대 홍치 년간(1488~1505) 무석(無錫)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 금속활자본은 화수(華燧)가 제작을 주관하였으며 회통관(會通館)이라고 명시

된 사설기관에서 인쇄된 것이다.4) 즉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인쇄된 판본이다. 현재 남아있는 

판본을 조사해 보면 인쇄수준이 동시대의 조선 금속활자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조선의 금속활자는 거의 전적으로 주자소나 교서관 등 중앙정부 기관에서 제작되었다.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어 오랜 세월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 수준이 높았

다. 따라서 동시기 중국의 민간 금속활자에 비해 양질의 인쇄를 해내고 있었다. 무석 화씨 회통관

에서 인쇄한 금속활자본은 금속활자본 인쇄의 초창기 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회통관 이외에 무석 화씨의 난설당, 석산안씨관 등에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 전해지고 있다.

청대에는 동활자로 인쇄한 거질의 『고금도서집성』과 목활자로 인쇄한 무영전 취진판본이 남아 있

다.5) 하지만 이 책들은 전체 인쇄 분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3  미하엘 프리드리히, 「사본 문화에

서의 목판 인쇄의 위치」, 『디지털

시대의 목판보존과 활용』(한국국

학진흥원, 2019), 195쪽.

4  츠언 쩡 홍, 「중국 초기 금속활자 

본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 금

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

성 1』(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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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활자 인쇄술이 끝내 목판 인쇄술을 대신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인쇄사의 대

가인 전존훈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활자 인쇄의 발명은 목판 인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었다. 중국 인쇄의 발전 중에 활자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일찍이 여러 차례 단속적으로 진행되었

다. 인쇄를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러한 활자 인쇄를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이다. 물론 중국에서 활자를 사용한 인쇄 효과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말이다.”6) 애초에 

활자 인쇄술은 목판 인쇄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강구되었지만, 그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사라져갔다고 밝히고 있다. 

티안 예 교수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첫째, 중

국 문자는 표의 문자로서 책을 인쇄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활자 20만 개가 필요했다. 둘째, 활자

는 한 번에 더 많은 책을 인쇄하기 위해 조판하고 분해하기를 반복해야 했다. 셋째, 활자 인쇄를 위

해서는 목판 인쇄보다 더 큰 비용이 필요했다. 넷째, 활자 인쇄는 서체의 아름다움과 정확함을 살

릴 수 없었다. 다섯째, 중국의 금속활자는 글자 크기가 서로 달라 규격화에 실패했다. 그리고 활자 

조판에 있어서도 목판보다 미감이 부족했다. 여섯째, 활자 제작에는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이 중국에서 활자 인쇄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이

유이다.7)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의 목활자 인쇄술은 2010년 세계무형문화유산 중 긴급보호목록에 등재

되었다. 이는 목활자 인쇄술이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이유는 무엇이

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목활자는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가. 이는 중국에서 보편적 현상인가, 아

니면 특수한 현상인가.

중국의 목활자 인쇄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 기술 중 하나이다. 저장성(浙江省) 뤼안(瑞安)

은 이 기술을 유지해 왔고, 여전히 이 기술을 이용하여 족보를 편찬한다. 남성은 나무에 한자를 새

긴 다음 필요한 글자를 골라 식자한 후 인쇄를 한다. 여성은 종이를 자르고 장정하는 일을 맡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장인들은 목활자와 인쇄 도구를 가지고 여러 사당을 다니면서 족보를 제작

한다. 목활자 인쇄술은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정밀한 훈련이 필

요한 대신 수입은 적고 일은 힘들다. 그리고 현대 컴퓨터 인쇄 기술이 보급되고 족보를 제작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이 기술을 가진 장인의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8)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긴급보

호목록에 등재된 것이다. 현재 완벽하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의 수는 10명 내외라고 한

다. 이를 통해서도 중국에서 활자 인쇄술은 특정 지방에서 민간업자들이 족보 등 특정 책을 간행하

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베트남

중국에서 목판 인쇄술은 적어도 6~7세기에 출현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불경과 함께 8세기 말 이

전에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베트남에는 13세기 말 불교 관련 인쇄를 했다는 기록이 있지

만, 당시 인쇄한 책들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베트남에서 인쇄술이 사용되었다

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15세기다.9)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세기 말부터 13세기까지 선종과 선사들의 사적을 한문으로 기록한 『선원집영(禪苑集英, Thiề 

Uyể tậ anh)』에 따르면 리-쩐 왕조 시대에는 목판 판각이 널리 유포되지 않고 사원에서만 행해졌

5  티안 예, 「활자 인쇄술과 보첩 각 

인」,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 

인식과 비교』(한국국학진흥원, 

2018), 214쪽.

6 위 논문, 215쪽에서 재인용.

7 위 논문, 216쪽.

8 위 논문, 216~217쪽.

9  응우옌 뚜언 끙·팜 반 뚜언·응 

우옌·카오 탄, 「19세기 불교 인

쇄 문화 맥락에서 본 케호이(Khe 

Hoi, 溪洄)사의 목판 컬렉션」, 『아

시아의 목판 보존 경험의 공유』

(한국국학진흥원, 2017), 157쪽.



228      3차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고등교육 네트워크 국제세미나

다고 한다.10) 그러다가 호 왕조(1400~1407) 시기 인쇄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여 호 뀌 리(胡季犛, 

Hồ Quý Ly)가 지폐 인쇄를 시작했다. 수초, 물결, 구름, 거북이, 기린, 봉황새 등 복잡한 모양도 인

쇄되었다.11) 

15세기에는 목판 인쇄업이 직업 마을 형태로 발전했다. 르엉 느 혹(Lươg Như Hộ)이 중국에 사신

으로 갔다가 목판 인쇄술을 배워서 홍룩(Hồg Lụ) 마을과 리에우짱(Liễ Chàg) 마을 주민들에게 전

해 준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12) 이후 이 지역은 베트남 최초의 전문적인 인쇄 중심지가 되었다.

응우엔 왕조(1802~1945) 시대는 목판 조각 및 인쇄업에 있어 가장 빛나는 발전기이다. 국가기관

은 물론이고 민간업체도 인쇄 공장을 세워서 목판으로 책을 찍어냈다. 국가가 편찬을 주관한 역사

서와 백과전서 등 거질의 서적들이 인쇄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13)

이러한 책들을 찍어냈던 목판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당시에 간행되었던 책들은 다양하여 불경, 역사서, 시문, 의학서, 교재, 지리서, 법률서, 목판화 등

을 망라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사찰에서 많은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는 쭉럼(竹林, Trú 

Lâ), 럼떼(臨濟, Lâ Tế), 따우동(曹洞, Tà Độg), 디잉도(淨土, Tịh đhộ) 등 어떤 종파라도 사원 생활

은 대승불교 정신을 공통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아

미타경』 등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들을 중시한다.14) 대승불교에서는 이들 경전의 수지(受持), 독송

(讀誦), 해설(解說), 서사(書寫)를 강조한다.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

판 인쇄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들 목판은 주로 18~19세기에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사찰로는 다수의 목판을 소장하고 있는 간안사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빙엄사 컬렉션, 

보다사 컬렉션, 드담사 컬렉션 등이 많은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이 컬렉션 외에도 베트남 북쪽은 

물론이고 베트남 전역의 사원에 연구자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중소 규모 목판 컬렉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5) 베트남에서는 불교 사원들이 목판 판각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

다. 이를 통해 불교지식을 수집하고 확산시켰으며, 지역간·종파간 불교 네트워크를 형성했다.16)

베트남에서는 15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인쇄술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목

판은 18~19세기에 제작된 것들이다. 베트남에서 활자 인쇄술이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었다면 어

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 아마 베트남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목판을 이

용하여 책을 인쇄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중국의 목판 인쇄는 부처의 성스러운 말에 귀의하여 불경의 대량 복제 

행위를 성스런 종교 행위로 승화시킨 대승불교 정신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나라 시대의 백만탑 

다라니는 중국 불교의 상징 복제라는 문화현상을 계승하여 체현한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길이의 

본문을 제한 없이 복제한다고 하는 인쇄의 단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일본의 출판은 

이후 200년 이상 정체되다가 아예 중단된다.17)

9세기 당나라 시대의 출판은 촉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헤이안 신불교의 개척자인 입당팔가

(入唐八家)18) 들이 책을 수입해 왔다.19) 이를 통해 책의 복제라고 하는 인쇄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

10  쩐 번 꿍·쩐 티 미잉, 「베트남 

목판 유산의 특별한 가치」, 『아

시아 목판의 문화사 - 인식과 

비교』(한국국학진흥원, 2018), 

147쪽. 

11  위 논문, 148쪽.

12  위 논문, 148쪽.

13  위 논문, 149쪽.

14  응우옌 뚜언 끄엉·응우옌 디 

잉 흥, 「간안(Càn An)사 목판 사

례 18~19세기 베트남 북쪽 인

쇄문화 및 불교지식 네트워크」,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 인식과 

비교』(한국국학진흥원, 2018), 

49쪽. 

15  위 논문, 87쪽.

16  위 논문, 80~86쪽.

17  스미요시 토모히코, 「일본 중세

의 판목과 판본」, 『디지털시대의 

목판보존과 활용』(한국국학진흥

원, 2019),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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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다가 송나라가 건립된 후 송 태조는 칙명을 내려 동아시아 최초의 대장경을 판각하게 한

다. 이 대장경은 고려와 거란, 일본 등에 전해졌다. 이를 『개보장(開寶藏)』이라고 한다. 

이 대장경은 일찍이 986년 카이펑(開封)에서 태종을 알현한 승려 초넨(奝然)에 의해서 일본에 들

어왔다. 이 무렵부터 초넨을 지원한 후지와라노 미치나가를 비롯한 헤이안 귀족들 사이에서 목판

본 제작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송나라 목판본 수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귀족의 주변에서 행해지는 공사(公私)의 법회가 이러한 목판본 불경을 이용하는 최대의 기회였다. 

공가일기(公家日記)나 기도문 목록 등에서 목판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나 『무량의경(無量

義經)』,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 『아미타경(阿彌陀經)』 등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은 손으로 불경을 필사하는 사경(寫經)의 공덕을 대체한 것이다. 사경이 책의 질을 

높이고 장식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목판에 의한 인쇄는 숫자에 중심을 두고 발달했다.20) 텍스트의 

대량 복제를 통해 다수의 불경을 확보하고, 이 불경들을 여러 사찰에 봉안함으로써 그 공덕을 얻고

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11세기 들어 송나라 목판본의 영향 하에서 목판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본격적인 출판이 

일본에서 실현되었다. 이러한 목판 인쇄 기술은 헤이안 귀족을 주도한 후지와라 가문의 우지데라 

21) 인 나라의 고후쿠지(興福寺)에 축적되었다. 간행 년도가 알려진 것 중 일본 최고(最古)의 판본

은 1088년 고후쿠지에서 간행된 『성유식론』이다. 고후쿠지가 간행한 판본을 카스가판(春日版)이

라고 한다. 이들은 이미 부적 복제의 범주에서 벗어나 불경과 교리를 전파하고 텍스트 내용의 향유

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으로 나아갔다.22)

일본의 인쇄술과 관련하여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활자 인쇄술의 기원과 역할이다. 일본 활자 인쇄

술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중에서 유럽의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선교

사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주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조선의 활자 인쇄술이 

전래되었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일본에 처음으로 금속활자가 도입된 것은 1590년이다. 1582년 일본 큐슈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

을 벌이던 예수회 순찰사 알레산드로 발리냐노 신부는 일본 소년사절단의 유럽 파견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1585년 로마에 도착하여 교황을 알현하고 1590년에 귀국했다. 그 사절단

에 참여했던 콘스탄티노 도라도라는 일본인 소년이 서양식 활판 인쇄 기술을 습득하고 1590년 귀

국했던 것이다. 귀국하기 전인 1588년에 인도 고아에서 『하라 마르티뇨의 연설』이라는 책을 라틴

어로 인쇄했다. 이 책이 일본인이 서양식 활판 인쇄술로 인쇄한 최초 판본이다. 

이들은 귀국한 다음 해인 1591년 큐슈의 카즈사에서 서양식 금속활자 인쇄술로 책들을 간행했다. 

이 판본들을 키리시탄판이라고 한다. 그런데 161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독교 금교령을 내리

면서 기독교 관련 시설은 국외로 추방되고 서양식 활판 인쇄술 또한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약 20

년간 100종 이상의 책을 인쇄했는데, 현전하는 것은 약 30여 종에 불과하다.23) 만약 일본에서 키

리시탄판 인쇄술이 계속 발전했다면 동아시아 인쇄술의 전개 양상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도 금속활자가 전해졌다. 1592년과 1597년 일본에 전해진 조선의 

활자본과 직공은 약 50년에 걸쳐 고활자판의 시대를 열었다. 그 영향은 게이쵸칙판(慶長勅版)을 

만들게 한 고요제이(後陽成) 천황의 궁중이나 새로운 위정자가 되어 후시미판(伏見版)과 스루가

18  헤이안 초기에 당나라로 건너가 

밀교 경전을 전한 여덟 명의 승

려.

19 위 논문, 7쪽.

20 위 논문, 8쪽.

21  후지와라 집안의 조상을 모시고 

있는 절.

22 위 논문, 8~9쪽.

23  무네무라 이즈미, 「도쿠가와 이

에야스와 쓰루가판 동활자」, 『동

아시아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

안과 과학성 1』(한국학중앙연구

원 출판부, 2017),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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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駿河版)을 간행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도 이르렀다. 그들은 『사서』나 『일본서기』, 『칠서』, 

『군서치요 』등과 같은 공가와 무가의 고전을 활자로 간행했다. 그 영향은 신흥 지식 계층인 의사와 

일련종(日蓮宗)의 사찰, 수도의 호상(豪商)에게도 끼쳤으며, 게이초 시대(1596~1615)의 활자 인

쇄를 실현했다.24)

고활자본의 등장이 일본의 출판 역사에 끼친 영향은 무로마치 시대까지는 사찰이 거의 전적으로 

책 제작을 독점하고 있었던 데 비해, 궁정이나 민간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서적을 간행할 수 있

게 되었다는 점이다.25) 하지만 고활자본 간행은 활자 인쇄술이 일본 훈독 책의 다양한 글자 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출판 사업의 양적·시간적 확대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에이 시대

(1624~44) 이후에 후퇴한다. 고활자본의 시대는 출판 서점의 발생과 독자의 확대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남기고 종식되었다. 이후 출판 기술의 주류는 목판 인쇄로 회귀했다.26)

(4) 한국

1960년대 불국사 석가탑 보수 과정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나왔다. 하지만 간기와 간행지

가 없어 정확히 언제, 어디서 간행되었는지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8세기 중엽에 간행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목판을 이용해 책을 간행하게 

된 것은 10세기 들어서의 일인 것 같다. 중국에서 오대십국의 혼란기가 정리되고 송나라가 들어서

면서 문치주의를 표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활발한 서적 간행이 이루어졌고, 그 성과물들이 고려에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이 고려에서도 활발하게 책을 간행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후 고려와 조선에서는 목판과 활자를 이용한 서적 간행이 이루어졌다.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은 

목판 인쇄술과 활자 인쇄술이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활자가 특정 시

기, 특정 지역에서만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던 다른 나라와는 뚜렷이 차이나는 지점이다. 이를 ‘한반

도 인쇄술의 이원 구조’라 부르고자 한다.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왜 고려와 조선은 활

자 인쇄술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발전시켰을까.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술은 필요의 산물이다. 유럽에서 구텐베르크 활자가 최고의 발명품으로 

평가받는 건 본격적으로 텍스트 대량 복제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그 

역할을 이미 목판이 하고 있었다. 목판으로 필요한 수만큼의 책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었다. 하

지만 목판의 가장 큰 단점은 하나의 목판으로는 하나의 텍스트만을 인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 그러다보니 목판의 제작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었다. 필요한 책을 일일이 목판에 새겨야 

하는 수고를 피할 길이 없었다. 대량의 책이 필요할 경우는 이러한 수고를 감내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소량의 책만이 필요할 경우는 고민이 생기게 된다. 즉 가성비를 따지게 된다. 만약 여러 종류의 

책이 소량으로 필요할 경우는 그 고민이 깊어진다. 이 경우 목판 제작은 가성비가 낮다. 따라서 목

판의 대안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그 대안이 바로 조판과 해체를 반복하는 활자였던 것이다. 이

는 필요에 따른 인쇄술 발전의 자연스런 결론이었다. 

다종 소량 생산의 필요성과 대량 생산 필요성의 공존, 이것이 한반도 인쇄술의 이원 구조를 만들어

낸 원인이다. 조선에서는 중국과 일본과 달리 서적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민간 시장의 역할이 미약

했다. 18세기 이후 방각본의 제작과 유통이 민간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전체 분량

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일단 필요한 서적의 선정과 제작은 중앙정부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 

24  스미요시 토모히코, 「일본 중세 

의 판목과 판본」, 『디지털시대의 

목판보존과 활용』(한국국학진흥

원, 2019), 33~34쪽.

25  스미요시 토모히코, 「일본 목 

판인쇄의 역사」, 『동아시아의 

목판인쇄』(한국국학진흥원, 

2008), 592~593쪽.

26  스미요시 토모히코, 「일본 중세 

의 판목과 판본」, 『디지털시대의 

목판보존과 활용』(한국국학진흥

원, 2019),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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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적들을 일일이 목판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필요한 책을 소량으로 인쇄한 후, 이 책을 

지방에 배포한다. 이 책들 중 대량으로 유통시킬 필요가 있는 책은 다시 지방에서 목판으로 복각하

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같은 책이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이 시스템이 조선

의 기본적인 도서 출판 방식이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자라는 문자는 활자와 친해지

기 어렵다. 최소한 수천 개의 한자를 도합 10만 개 이상 제작해야 활자 구실을 할 수 있다. 조선시

대에 한글이 창제되었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은 전적으로 한자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에서는 금속활자 제작에 몰두했다. 이를 통해 한문본 서적을 간행했던 것이다. 한글 창제 이후 

언해본 제작이 이루어지면서 한글 활자 제작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소리를 표기하는 알파벳 시스템이다. 서양의 알파벳이 서양 활자 

인쇄술을 가속화시킨 요인임을 앞에서도 언급했다. 대소문자와 특수 문자를 다 합하더라도 알파벳 

활자는 백 자를 넘지 않는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 다해 24자이다. 그러니 한자 대신 한글을 주로 썼

다면 활자 제작이 용이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서적의 제작과 유통이 촉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

움이다. 하지만 알파벳과 한글은 소리를 음소 단위로 분리해 낸다는 원리는 비슷하나 표기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입체적으

로 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낸다. 아마 이는 한자의 성운(聲韻)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한글 표기 방식은 발음 하나하나를 표기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제작할 활자 수가 많

아지게 된다. 한글 역시 활자로 제작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문자가 되어 버렸다.

4. 결론을 대신하여 - 동아시아 인쇄술을 만들어낸 힘 

동아시아 인쇄술을 만들어낸 힘은 무엇인가. 우선은 오랜 시간 축적된 기초 기술의 힘이 있을 것이

다. 하나의 새로운 기술은 무(無)에서 나오지 않는다. 겹겹이 축적된 기술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 새로운 필요성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술 출현을 격발시킨다. 

유럽 문명은 문명의 지리적 중심축이 계속 이동해 왔다. 오리엔트 지역에서 에게해로, 에게해에서 

지중해로, 지중해에서 서유럽으로, 서유럽에서 브리타니아 섬으로, 브리타니아 섬에서 대서양 건

너 미국으로, 이제 미국도 붉은 석양을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문명은 언제나 지리적 중

심축이 고정되어 있었다. 황하와 장강을 두 축으로 하는 중국 대륙이다. 이 땅에 다양한 민족과 문

화와 종교가 모여들어 용광로를 이루었다. 이 용광로가 동아시아 문명의 산실이다. 이 용광로가 펄

펄 끓어 다양한 금속을 잘 녹여낼 때 동아시아 문명은 융성했고, 용광로가 식어 새로운 금속을 만

들어내지 못할 때 동아시아 지역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 동아시아 지역은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했다. 한자는 소리와 뜻과 모양을 일체화시킨 독특한 문

자체계이다. 인류의 초기 문자는 모두 비슷한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발전

방향을 달리 했다. 모양 중심에서 소리 중심으로 진화해간 것이다. 한자 역시 많은 글자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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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소리 중심으로 발전해 갔지만, 결코 그 모양을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다. 이러한 공통의 문자 생활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전통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

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금석(金石)에 글을 새기거나 죽백(竹帛)에 글을 쓰는 아름다운 전통이 발달

해 왔다. 죽백은 종이로 진화해 갔다. 이를 통해 서예라는 예술이 탄생했다. 이 서사(書寫)를 통해 

책의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이 서사의 전통을 벗어나 인쇄로 나아가는 데는 또 다른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 그 자극은 불교가 제공했다. 불교 중에서도 대승불교의 독특한 사유체계가 제공

했다. 

대승불교는 믿음을 중시한다. 어찌 보면 불교는 대승불교를 통해 수행에서 신앙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종교화된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다. 그 신앙의 끝은 무

엇인가. 내가 절대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자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밀교가 불교의 대미를 장

식하게 된다. 믿음을 중시하는 대승불교는 부처의 말이라고 포장된 대승불교 경전들을 무조건 믿

으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 경전들을 수지(受持)하고 독송(讀誦)하며 서사(書寫)하여 부처의 말

씀을 널리 전파하라고 말한다. 어쩌면 후발 주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포교 방법이었는지도 모른다. 

전통적 유교에서는 문자는 성인이 제정하여 전해 준 것으로 특수 계층의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해

독할 수 있는 신성한 물건이었다. 이러한 문자에 대한 신성성과 상징성이 텍스트의 대량 복제로 나

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사회가 팽창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졌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장애물을 걷어내 준 것이 대승불교의 사유였다. 대승불교에서

는 이미 문자에 대한 신성성이 사라지고 없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 들어온 대승불교는 이미 여

러 언어로 번역된 불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라고 하지 않는가. 어떻

게 널리 전파할 것인가. 일일이 손으로 필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미 중국에는 글자를 돌이나 

나무에 새기는 전통이 있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불경을 복제해 내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다음의 전개 양상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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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5

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계절 축제의 

공유, 지속 그리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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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사람들은 유사한 계절 감각을 공유하고 있으며, 오랫동

안 계절 축제 전통을 공유해왔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는 유산에 대한 그들의 경험에 공통성을 갖

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계절 축제 전통은 지역화된 표현 형식과 특성을 보이고 있다.2) 동아시아인

들은 중추절, 백중, 4월 초파일 그리고 24절기 등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리

고 축제관습에 가족윤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견고한 사회성”을 강조하는 유교, 도교 그리고 불교

의 문화적 전통을 공유한다. 그들은 이 축제를 집단적으로 즐기면서 축제와 관련된 예술 활동을 지

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유산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한다. 동아시아의 계절 축제 전통은 문화

적 다양성과 문화적 공유의 표현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동아시아의 계절 축제

의 공유, 지속 그리고 공동 보호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인들은 왜 계절 축제의 민속문화를 중시하고 지속하는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계절 축제의 민속문화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공통의 전통 달력을 적

용하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유사한 지리적 그리고 기후적 환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광

범위하게 분포하는 농경 문화적 특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의 계절 축제 체계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24절기는 천년이 넘은 것으로, 동아시아인의 자연의 시간과 시간의 연속성

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연철학의 개념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입춘대길”을 붙임

으로써 입춘을 기념하고, 일본인들은 춘분과 추분을 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는데 이는 태양력에 

부여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계절 축제의 민속문화는 문화적 정체성을 증진하는 기능적 가치

를 지닌다. 이는 문화적 소속감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시간 체계와 개념을 담고 있다. 이들 각각의 

축제에서 동아시아인들은 집단의 의식에 참여하고 계절 음식과 물건을 나누면서 유사한 물질적, 

정신적 경험과 유사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해 동아시아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통합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는 이러한 공통의 계절 축제를 기본으로 하여 지역화된 축제 문화가 있다. 

지역 경제의 분포, 사회적 적응 그리고 문화적 형태는 공통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며, 이는 다양

한 토양 위에서 육성되고 확인되는 지역적 특성과 인본주의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백중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이승을 떠도는 영령들의 환생을 위한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을걷이 

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계절 축제의

공유, 지속 그리고 보호1)

시아오 팡, 슈 키안, 후오 웬 (북경사범대학교)

1  원문은 시아오 팡교수와 박사과정

의 후오 웬 그리고 슈 키안이 공동 

집필하였다.

2  위안 진, 시아오 팡, 지앙난, The 

Twenty-Four Solar Terms in 

Jiangnan, Hangzhou: Zhejiang 

Wenyi Publishing House, 2020, 

pp.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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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불교의 영향이 더 두드러진다. 이러한 지역화는 지역민들

의 생산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삶에 대한 철학, 자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지역민들

의 다양한 문화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계절 축제의 민속문화가 오늘날까지 존속해 온 중

요한 이유이다.

유사한 계절 축제 민속 전승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된 문화적 지향성

동아시아인들은 계절 축제 관습에 있어서 공통의 문화적 지향성을 공유하며, 이는 동아시아인 간

의 정신적 연대가 된다. 동아시아에서 공유되는 축제 문화에는 이상, 윤리, 도덕 그리고 미학에 대

한 정신문화가 포함되며 이들은 구전문학, 길상문, 의례와 의식을 통해 전승된다. 또한 여기에는 

축제 음식, 의상, 의례용품 그리고 공예품 등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의례, 의식, 공연 그리고 기예 

속에 나타나는 행위문화도 포함된다. 이는 모두 가족의 행복, 개인 간 조화, 견고한 사회성, 수확과 

풍요, 건강과 장수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3) 이러한 가치와 연관된 일상

생활처럼 축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동아시아 국가 간에 상호 교류될 수 있는 정신적, 물

질적 문화이자 행위문화이다.

동아시아 계절 축제의 공동 보호를 위한 제안

앞서 언급했듯이, 동아시아는 많은 공통된 계절 축제의 문화적 토대를 지니고 있으며 핵심적인 유

산요소로서 계절 축제의 독특한 측면을 교류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유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상시적인 공유체계 수립

우리는 봄에는 새해, 여름에는 용 축제, 가을에서 추석 그리고 겨울에는 동지와 같은 4계절마다 큰 

축제를 선택하여 이들 축제를 우리가 공유하는 시간의 결절로 활용할 수 있다. 매년 돌아가면서 감

사와 교류 행사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함께 하는 활동은 동아시아 국가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연결하여 상시적인 공유와 교환체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축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TV 생

방송 그리고 웹캐스트와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축제 행사와 관광을 통해 지역 특성이 담긴 일상

생활 속에서 축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24절기는 단지 농경과 건강에만 관련된 것

이 아니라 음식, 특정 종류의 식물과 꽃 그리고 삶의 미적 감각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문

화는 매우 지역적이며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4) 계절 축제 문화는 단

순히 과거의 유산만은 아니다. 이 축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동아시아인을 더욱 가깝게 연결해주

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이해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할 

3  후앙 타오(Huang Tao), 

“Safeguarding traditional festive 

cultural heritage and building 

a harmonious society”,Journal 

of the People's University of 

China, Vol. 1, 2007, p. 70.

4  시아오 팡(Xiao Fang), “The 

Twenty-Four Solar Terms" 

is a cultural resource that is 

constantly being reproduced”, 

The News Daily, 5 Jan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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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동아시아 공통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계절 축제의 공동 보호

2020년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음력 4월 초파일 연등회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통

으로 행해지는 불교 문화 전통이다. 중국에서도 4월 8일에 대규모 불교 축제가 행해지며, 일부 지

역에서는 소수민족 전설과 농업 생산과 관련되어 있어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기념된다. 중

요한 것은 이러한 축제가 지역의 관습과 유산 연행의 변화무쌍한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를 공유하

는 장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인류 공

동의 유산이며 이의 공유와 공동 보호는 중요하다. 이는 공통의 계절 축제와 같은 동아시아문화에 

대한 자부심의 원천이며 공동책임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실천을 증진하

는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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