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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ey of Rice:
Walking through ASEAN

Contents

6

전시 소개
Introduction

8

주제전
Main Exhibition

10

전시 전경
Exhibition Overview

16

주제전: 사진
Main Exhibition: Photography

26

주제전: 공예품
Main Exhibition: Craftwork

36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38

전시 전경
Exhibition Overview

42

특별전: 사진과 공예품
Special Exhibition:
Photography and Craftwork

2021 신남방비즈니스위크
2021 아세안 위크
쌀의 여정: 아세안을 걷다

<2021 아세안 위크: 아세안 사진 및 라이프스타일 전시>는 서울 코엑스 동문

로비(10.4-8)와 C홀(10.5-6)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아세안 소울
푸드’를 통해 각국의 식문화와 그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면,
올해 전시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소울푸드의 공통분모이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다채로운 식문화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천혜의 자연환경, 그와 공존하며 쌓아온 문화유산인 전통 풍습, 의례와 축제,
생활양식 등을 다루었습니다.
전 세계 쌀 생산량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아세안 사람들에게 쌀은 생명의
탄생과 지역 사회의 번영을 의미하는 문화적 상징이자 공동체의 근간입니다.
특히 아세안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아열대성 작물인 벼 재배를 위한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좁고 경사진 산악 지대가 많아 마을
사람들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이며, 지금까지도 배려와 나눔의
가치가 생활양식과 사회문화 전반에 속속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연적 한계를 이기고 빚어낸 눈부시게 아름다운 경작지와 그곳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쌀 축제들, 쌀을 중심으로 발달한 다채로운 식문화까지 아세안 사람들
에게 쌀은 무한한 가치와 포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다(What we eat is who we are)’라는 말처럼, ‘쌀’은 단순한 에너지원을
넘어 아세안 문화권의 가치관을 함축하는 작물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의
로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에 있는 열 단의 벼는 아세안 회원국을 상징하며,
회원국의 조화로운 번영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빗방울 한 개보다 가벼운 볍씨 한 톨이 자라나 한 단의 벼에 백여 개의 새로운
씨앗이 매달리기까지, 그 안에는 수많은 낮과 밤, 계절의 흐름, 무엇보다
인간의 셀 수 없는 땀방울과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한 톨의 쌀을 따라
걷는 아세안 문화로의 다채로운 여정, 지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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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ASEAN & India
Business Week 2021
ASEAN Week 2021
The Journey of Rice:
Walking through ASEAN

The ‘2021 ASEAN Week: ASEAN Photo and Lifestyle Exhibition’
was held at COEX Lobby (4-8 Oct) and Hall C (5-6 Oct) in Seoul.
Last year, we explored culinary culture and stories of each ASEAN
country through ‘ASEAN Soul Food’. This year, the exhibition was
held on a theme of ‘rice’, a common factor and a key element in
soul foods of 10 ASEAN countries. It featured a gift of nature that
enabled the development of rich culinary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that has been built along with it ranging from traditional
customs, ceremonies and festivals to lifestyles.
Rice is a cultural symbol and a foundation of community that
represents the birth of life and regional prosperity to the ASEAN
people, whose rice production accounts for 1/3 of the global yield.
With high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ASEAN has the optimal
climate for cultivation of rice, which is a subtropical crop. As there
are many narrow and slopy mountainous area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villagers have been vital for cultivation.
The value of consideration and sharing can still be seen throughout
the lifestyle and social culture in ASEAN today.
From dazzling rice paddies that overcame environmental limitations,
and splendid rice festivals that take place in the rice paddies to rich
culinary culture that developed around rice, rice has infinite potential
and capacity to the people of ASEAN. Just like the saying ‘What
we eat is who we are’, rice is a crop that embodies the values of the
ASEAN region beyond a simple energy source. As seen on
the ASEAN Emblem, 10 bound stalks of rice in the center represent
10 ASEAN Member States, and it reflects a wish for co-prosperity
of all Member States.
For a grain of rice that is lighter than a raindrop to grow into a stalk of
rice with hundreds of new seeds, countless days and nights, change
of seasons, and invaluable efforts and endeavors have been put into
the process. Let’s embark on the colorful journey of rice, walking
through the culture of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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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Exhibition

Photography

캄보디아
Cambodia

라오스
Lao PDR

캄보디아의 한 논에서

라오스의 한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 대부분의 쌀 생산

농부가 써레질하는 모습.

Beginning of a Grain

지역은 메콩 강을 따라 위치해 있다.
Farmers harrowing
a rice paddy in Cambodia.

A famer planting rice in a paddy
field in Lao PDR. Most of the
rice-producing provinces are
located along the Mekong River.

인도네시아
Indonesia

미얀마
Myanmar

자띠루위, 발리

수확 후 논에서 볏짚을 거두는
농부들. 미얀마의 전체 면적 중 5분의

발리섬의 전통적인 관개시설인
수박(Subak)을 중심으로 형성된

1 이상이 경작 가능한 농지이다.

계단식 논으로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Farmers collecting rice straws
in the field after harvesting
in Myanmar. Over one fifth of
the land in Myanmar is arable
and good for agriculture.

Jatiluwih, Bali
Rice terrace formed around
Subak (a traditional irrigation
facility in Bali).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in
2012 as cultur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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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Exhibition

Photography

필리핀
Philippines

라오스
Lao PDR

코르딜레라, 이푸가오, 루손

탁발

루손섬 고지대에 형성된 계단식
논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라오스 북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이자,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지정된 루앙프라방의 아침은 승려들의
탁발 행렬과 함께 시작된다.

Cordilleras, Ifugao, Luzon
Rice terrace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in 1995 formed on Luzon
Island highlands.

Rice of ASEAN: Its Prosperity

Tak bat
The morning of Luang Prabang,
ancient city in the northern
Laos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in 1995, begins
with the Tak bat procession
of Buddhist monks.

베트남
Vietnam

인도네시아
Indonesia

사파, 라오까이

세렌 따운

베트남 북서부 라오까이성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순다족의 전통 추수

계단식 논으로 고산지대 특유의 그림

감사축제로 풍성한 벼 수확에 감사하고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이듬해의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다.

Sapa, Lào Cai
Rice terrace located in Lào Cai
city in the Northwestern part of
Vietnam. One of the most famous
tourist sites with the unique
picturesque view of alpine regions.

Seren Taun
Traditional Thanksgiving festival
of the Sundanese in Indonesia
appreciating the bountiful
rice harvest and wishing for
prosperity in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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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Malaysia

태국
Thailand

사바주 카마탄 축제

쌀튀밥으로 만든 화환
해 말라이 카오 떡(튀밥 화환 행렬)

말레이시아 사바에서 5월 내내 열리는
연례 추수감사제.

Rice of ASEAN: Its Prosperity

이라는 문화 행사를 위해 튀밥으로
장식을 만드는 태국 여성.

Kaamatan Festival, Sabah
An annual harvest festival held
throughout the whole month
of May in Sabah, Malaysia.

Popped Rice Garland
A Thai woman making garland
with popped rice for a cultural
event called Hae Malai Khao Tok.

필리핀
Philippines

태국
Thailand

키핑

분 방 파이 로켓축제

찹쌀로 만들어진 나뭇잎 모양의 전통
웨이퍼(전병)로 케손 주의 가장 큰

풍농과 비를 기원하는 태국 북동부
지역의 전통 축제로 대나무에 화약을
넣어 하늘로 쏘아 올린다.

추수감사제인 파히야스 축제 기간에
먹거나 장식으로 사용된다.

Rocket Festival (Bun Bang Fai)
A traditional festival held
throughout Northeastern
Thailand wishing for enough
rainfall and a good harvest by
launching rockets made of
bamboos filled with gunpowder.

Kiping
A traditional leaf-shaped wafer
made from glutinous rice, used
as decorations or eaten during
the biggest harvest festival in
Quezon Province, called the
Pahiyas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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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캄보디아
Cambodia

크투팟

놈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엮은 야자수

코코넛과 팜슈거로 속을 채우고

잎 속에 찹쌀을 넣어 만든 전통 떡으로
하리 라야 아이딜피트리 (이슬람 종교

바나나 잎으로 감싸 굽거나 쪄내는
단 찹쌀떡이다.

축제) 축제 기간에 즐겨먹는 음식 중
하나이다.

Rice of ASEAN: Its Diversity

Num Koum
Grilled or steamed sweet
glutinous rice cake filled with
coconut and palm sugar
wrapped in banana leaves.

Ketupat
Rice cake packed inside a
diamond-shaped container
of woven palm leaf pouch.
One of the celebrative dishes
for Hari Raya Aidilfitri.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미얀마
Myanmar

르망
찹쌀밥과 코코넛 밀크를 섞어 만든

미얀마에서 쌀국수를 햇볕에 말리는
모습. 미얀마의 쌀국수로 만든 대표적인

반죽을 바나나잎으로 감싸 대나무 통에
쪄낸 대표적인 간식이다.

요리인 모힝가는 민물고기 육수로
만든 진한 국물과 함께 제공된다.

Lemang
Typical Brunei traditional rice
snack with glutinous rice and
coconut milk wrapped in
banana leaves and steamed in
a bamboo stick.

Handmade rice noodles dried in
the sun in Myanmar. One of the
signature dishes of Myanmar
called Mohinga is made with rice
noodles in rich broth made from
freshwater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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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Malaysia

싱가포르
Singapore

푸투 피링

바쿠테

팜슈거와 잘게 조각낸 코코넛으로

후추를 친 차우저우식 돼지갈비

속을 채워 쪄내는 동그란 모양의
쌀가루 케익.

탕으로 밥과 밑반찬을 곁들여 먹는다.

Rice of ASEAN: Its Diversity

Bak Kut The (Teochew style)
An iconic Teochew style Bak Kut
Teh, a peppery pork rib soup
served with rice and side dishes.

Putu Piring
A round shaped steamed rice
flour cake filled with palm sugar
mixed with shredded coconut.

싱가포르
Singapore

베트남
Vietnam

박창
여러가지 재료들로 채우거나 담백하게

베트남 전통 방식으로 라이스페이퍼를
만드는 모습. 베트남에는 라이스페이퍼를

찐 찹쌀 경단으로 야자수 잎 또는
판단 잎으로 감싸서 차려낸다.

활용한 음식이 많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돼지고기와 새우, 각종 채소를 라이스
페이퍼로 감싸 먹는 고이 꾸온이 있다.

Bak Chang
Steamed glutinous rice dumpling
wrapped in bamboo or pandan
leaves, served plain or filled with
assorted ingredients.

A traditional way of making rice
paper in Vietnam. Vietnam has
many dishes made with rice paper.
One signature dish in Vietnam
is called Goi Cuon, which is sliced
pork and shrimp with vegetables
wrapped in ric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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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ei Darussalam / Cambodia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캄보디아
Cambodia

니루와 수딥 니봉

바구니

니루는 주로 논에서 쌀알과 겨를 분리
하거나 키질하는 데 사용되며, 고기나

캄보디아에서 음식을 담는데 사용하는
그릇으로, 주로 대나무나 야자수 잎을

생선과 같은 음식을 건조시킬 때
사용되기도 한다. 얇은 등나무 및 대나무

엮어 만든다.

줄기로 엮어 만든다. 수딥 니봉은
야자나무의 한 종인 니봉(Nibong)으로

Basket
A basket used to store food in
Cambodia. It is made by weaving
bamboo or palm leaves together.

만든 나무 주걱으로 쌀을 푸는 데 사용
된다. 니봉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단단하고 내구성 있는 목재로 알려져 있다.
Nyiru and Sudip Nibong
Nyiru is used in the paddy fields
to separate grains of rice from
the husk or to winnow. It can also
be used to dry meat and fish.
It is made by weaving thin rattan
or bamboo stalks. Sudip Nibong
is a wooden spoon ladle used
to scoop rice, and it is made from
Nibong, a species of palm tree.
Nibong wood is considered as
one of the strongest and durable
timber in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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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ndonesia

라오스
Lao PDR

보보코(둥근 대나무 바구니)

호앗카오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쌀통을 뜻하는
순다어로, 보보코의 모양은 쌀의 여신에

등나무 등의 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라오스 전통 조리도구이다. 찰밥을

대한 순다족의 경의와 존경을 반영한다.

찌는데 주로 사용되며, 채소를 찌는데도

Indonesia / Lao PDR

사용할 수 있다.

Boboko
Boboko means rice container made
by interwoven bamboo strands
in Sundanese. Its form reflects
the Sundanese respect and honor
to the Goddess of rice.

Houad Khao
One of the most basic traditional
cookware in Laos, usually made
from rattan. It is mainly used for
steaming sticky rice and can also
be used for steaming veg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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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 Myanmar

Malaysia
말레이시아

미얀마
Myanmar

바쿨 산당 사라와크

옻칠 그릇

수확한 벼를 담아 놓는 용기로 벰반
(사라왁 주에서 자라는 갈대)으로

옻칠은 미얀마 전통 수공예품 중 하나로,
바간 시대(11~13 A.D.)부터 존재했다고

제작된다. 뒷면의 끈은 농부들이 벼를

알려져 있다.

수확하는 동안 메고 이동하는 데 쓰인다.
Lacquer Bowl
One of the traditional handicrafts
in Myanmar that is known to
have existed since the Bagan
period (11th-13th A. D.).

Bakul Sandang Sarawak
Beautifully woven containers for
storing rice once harvested, made
from bemban. Back straps are
attached for farmers to carry while
harvesting the p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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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 Singapore

싱가포르
Singapore
클레이팟
싱가포르에서 클레이팟 라이스나
클레이팟 락사를 요리할 때 종종
사용하며 특색 있는 맛을 가미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숯불에 요리한다.
Claypot
Often used in Singapore for
cooking rice dishes such as
Claypot Rice and Claypot Laksa.
Traditionally cooked over
a charcoal stove to give the
dishes distinctive flavor.

필리핀
Philippines
키핑
찹쌀로 만든 잎 모양의 웨이퍼(전병)로
매년 파히야스 축제에서 장식용으로
사용되며, 굽거나 튀겨 먹을 수도 있다.
Kiping
A traditional leaf-shaped wafer
made from glutinous rice.
It is used for decoration during
the annual Pahiyas Festival, and it
can also be eaten grilled or f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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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 Vietnam

태국
Thailand
끄라띱
대나무나 야자수 잎으로 만든 뚜껑이
달린 용기이다. 태국에서 밥을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다.
Kratip
A container with a lid made of
bamboo or palm leaves. Used to
keep the rice hot in Thailand.

베트남
Vietnam
니우 & 래
밥을 짓고 고기 및 생선을 끓이는데
사용하는 작은 크기의 토기. 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대와 함께 사용한다.
Nieu & Re
Mini clay pot used for cooking
rice and braising meat and fish.
Used with Re (rack) which is
used as an ins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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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Cambodia

미얀마
Myanmar

소년과 물소

논에 물을 대는 모습

캄보디아 논에서 한 소년이 물소를
타고 거니는 모습. 전통적으로 물소는

전통 농기구를 사용하여 물을 대는
미얀마 농부. 미얀마 이라와디 강의

논밭을 경작하는데 쓰인다.

삼각주 지역은 비옥한 토양으로
대표적인 벼 생산지역이다.

The Boy and Buffalo
A boy riding a water buffalo in
Cambodia. Water buffalos
are traditionally used to plow
farmlands.

Beginning of a Grain

Irrigating the rice fields
Farmers irrigating the rice fields
using a traditional farming
equipment in Myanmar.
The delta region of the Ayeyarwady River in Myanmar is a
typical rice-producing region
with fertile soil.

라탄 수공예품

옻칠 그릇

캄보디아의 크메르 장인과 토착민들이

옻칠은 미얀마 전통 수공예품 중 하나로,
바간 시대(11~13 A.D.)부터 존재했다고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라탄 수공예품
으로, 씨엠립 인근 마을 크로베이리엘

알려져 있다.

(Kro Bei Riel)에서 유래된 직조법으로
Lacquer Bowl
One of the traditional handicrafts
in Myanmar that is known to have
existed since the Bagan period
(11th-13th A. D.).

제작되었다.
Rattan Handicrafts
Rattan handicrafts made by
indigenous Kuoy and Khmer
arti-sans of Cambodia using
a style of basket weaving that
originated from Kro Bei Riel,
a village near Siem R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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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ndonesia
파쭈 자위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 섬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황소 경주로, 수확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다.
Pacu Jawi
Time-honored traditional bull
race celebrating successful
harvest in Sumatra, an island
in western Indonesia.

토라자 패턴 나무 항아리
인도네시아 토라자 부족의 목공예품으
로, 토라자 종교인 알룩토돌로
(Aluk To Dolo)의 다양한 축제를 대표

하는 색으로 만들어졌다.

필리핀
Philippines

임바야 축제, 바나웨

살라콧

이푸가오 바나우에의 가장 큰 문화

농부들이 비와 강한 볕으로부터 보호

축제 중 하나로 풍성한 벼 수확에 감사하기
위해 4월에 열리는 추수감사제이다.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 모자로 대나무,
야자 잎 등으로 만들어진다.

Imbayah Festival, Banaue
One of the biggest cultural
festivals in Banaue, Ifugao,
celebrated during the month of
April to appreciate a bountiful
rice harvest.

Salakot
A headgear or native hat worn by
farmers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strong sunlight and rain.
It is usually made from bamboo
and palm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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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aja Pattern Wooden Jar
Wood carvings of the Torajans
of Indonesia, made with colors
that represent the various
festivals of Aluk To Dolo
(the Way of the Ancestors),
the indigenous Toraja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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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Thailand

말레이시아
Malaysia

권농일

사바주 카마탄 축제

벼 농사의 전통적인 시작을 알리는
태국 고대 왕족의 의식이다.

말레이시아 사바에서 열리는 추수감사제
기간에 입는 민족 전통 수공예 의상이다.

Royal Ploughing Ceremony
Ancient royal rite held to mark
the traditional beginning of the
rice growing season. Literal
translation of the ceremony is
“auspicious beginning of the
rice growing season.”

Kaamatan Festival, Sabah
Traditional hand-stitched ethnic
costumes worn during a harvest
festival held in Sabah, Malaysia.

끄라띱

바켈라란 갈대 나무껍질 상자

대나무나 야자수 잎으로 만든 뚜껑이
달린 용기이다. 태국에서 밥을 따뜻하게

사라왁의 바켈랄란 고산지대에서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다.

열쇠 등 귀중품을 보관하는데 사용된다.

Kratip
A container with a lid made of
bamboo or palm leaves. Used to
keep the rice hot in Thailand.

Bakelalan Reed and
Bark Covered Box
Handicraft made in Bakelalan
Highlands of Sarawak used for
storing not only food, but other
valuable items like keys.

Rice of ASEAN: Its Prosperity

만들어진 공예품으로 음식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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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Lao PDR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압카오/팁카오

푸룻팡강아얌

찰밥을 따뜻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쓰인다. 주로 대나무나 등나무로

찹쌀밥에 닭고기로 만든 삼발 소스를
함께 넣어 구워 낸 국민 음식이다.

만들어지며, 라오스 요리와 각 가정의
번영을 상징한다.

Rice of ASEAN: Its Diversity

Pulut Panggang Ayam
Grilled glutinous rice with
chicken sambal filing wrapped
in banana leaves.

Ab Khao / Tip Khao
The symbol of Lao cooking
and prosperity of each home,
used to store sticky rice to
keep it warm and soft. It is
usually made from wood such
as bamboo or rattan.

바용 직조 용기
소나무 잎, 대나무, 판단, 라탄, 실랏 잎을
엮어 만든 작은 바구니로 1950년대부터
과일 및 생선 등을 보관할 때 사용해왔다.
Bayong Woven Bowl
A woven basket used to store
fish and fruits since the 1950s.
It is made by weaving pine
leaves, bamboo, pandan, rattan,
and silat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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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Vietnam

싱가포르
Singapore

라이스페이퍼를 건조하는 모습

하이난 치킨라이스

라이스페이퍼를 대나무발 위에 놓아두고
햇볕과 바람에 자연 건조하는 모습.

데친 닭을 밥과 세가지 대표 디핑 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는 국민요리이다.

Drying rice paper
Rice paper is spread over a
bamboo grid and left to dry
in sun and wind.

Hainanese Chicken Rice
A national dish served with
poached chicken with rice and
three signature dipping sauces.

노이

클레이팟

밥을 짓고 고기 및 생선을 끓이는데
사용하는 토기이다.

싱가포르에서 클레이팟 라이스나

Rice of ASEAN: Its Diversity

클레이팟 락사를 요리할 때 종종 사용
하며 특색 있는 맛을 가미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숯불에 요리한다.

Noi
Clay pot used for cooking rice
and braising meat and fish.

Claypot
Often used in Singapore for
cooking rice dishes such as
Claypot Rice and Claypot Laksa.
Traditionally cooked over a
charcoal stove to give the dishes
distinctive fl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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