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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태국 방콕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의 전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태국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박물관은 서구 

식민지 경험을 가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근대 국가수립 이후에도 의도적으

로 식민지적 근대로서 서구의 시각을 박물관 전시에 표상하고 있는 점과 비교

해서 주목되는 점이 파악되었다. 퀸 씨리낏 박물관은 타이족의 역사인 아유타

야시대의 견직물 생산과 의복 문화를 부각하고 현재 타이족 중심의 방콕 왕실 

역사의 정체성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라마 5세의 근대화 치적을  부각하

여 라마 5세가 주변 지역을 방문하고 서구의 근대적 문물을 접하게 된 과정, 이
를 통해 씨암 왕국에  양잠과 견 생산 개혁,의복의 서구화를 추진한 내용을 강조

하고 있다. 동시에 라마 9세 왕과 왕비의 농촌 직물  부흥 운동과 북부 따이족의 

전통 직물 문화를  씨암  왕실과 타이족의 전통  문화로 상징화하는 타이 민족주

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박물관의 전시에는  타이족이 아닌 다른 문

화적 배경을 가진 종족들의 직물과 의복문화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또한 

태국  왕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구 디자이너들과의 인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지역과의 긴 한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방콕 퀸 

시리킷 직물 박물관의 전시 표상은 기존의 태국 국가 정체성의 3가지 요소로 

언급된 왕실, 불교, 타이민족주의 가운데 왕실과 타이 민족주의가  중요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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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쑤코타이(Sukhothai, 1238-1350)시대는 현재 타이족 중심

의 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쑤코타이시대 따이

어(Tai language)를 사용하는 종족 집단들 중 하나였던 타이족이 중

앙 집권적인 왕조국가를 수립하면서 타이어(Thai)를 공유하는 타이

족 공동체가 등장한 역사적 의미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후 19세기 

후반 태국 사회는 왕, 불교, 타이족 중심의 근대적 타이 민족주의 

개념이 등장한다(한유석 2017: 105-106). 

그러나 태국 사회가 추구하는 왕, 불교, 타이족 중심의 국가통합은 

현실적으로 북부 고산지대의 카렌(Karen), 몽(Hmong), 라후(Lahu), 

아카(Akha), 미엔(Mien), 틴(Htin), 리수(Lisu), 루아(Lua), 카무

(Khamu)등의 고산족들, 빈곤한 동북부 이싼(Isan)지역, 남부 지역 무

슬림 등 태국 사회 내부의 지역 차이와 다양한 비타이계 종족 집단들

의 갈등과 통합의 문제(조흥국 2006)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태국 

왕실과 정치영역은 국가 통합 원리로 왕, 불교, 타이족 중심의 국가 

정체성을 표방해왔고 태국 왕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상징들을 강

조하는 국가 표상을 만들어왔다(Peleggi 2002: 19-71).  

라따나꼬신(Rattanakosin)왕조 이후 태국 왕권의 유형(김홍구 

1991), 태국 왕실과 관료 엘리트에 관한 연구들(문인원 1988 ; 문인

가  표상으로  강조되고 있었지만 불교적 요소는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라마 5세부터 라마 9세 시기 왕실이 추구해온 서구적 근대를 부각함으로서 불

교 대신 태국 왕실에 의해 추진된 서구적 근대를 강조하고 있었다.

주제어: 태국, 근대, 국가 표상,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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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1989 ; 조흥국 2005), 그리고 태국 사회에서 푸미폰 국왕으로 상

징되는 왕실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김홍구 1998 ; 서경교 

2017)에서 태국 왕실을 중심으로 국가와 엘리트 집단이 추구한 태국 

사회의 정체성과 근대국민국가 체제 구축의 지향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태국 왕실의 예술품과 농촌 지역의 전통 직물을 포함한 

수공예품이 태국 사회 왕실과 지배 엘리트의 공적 담론화 과정을 거

쳐 새로운 의미로 재구조화 되는 과정(김이선 2003), 태국을 대표하

는 방콕 왕궁(The Grand Palace)과 주변 왕실 건축물들이 조성되고 

배치된 역사적 맥락과 함께 이것들이 태국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국

가 정체성 상징화와 관련된 연구(노장서 2009)도 있었다. 이 연구들

은 예술품, 직물, 의복, 건축 등의 문화유산들이 태국 역사에서 왕실

과 국가가 지향하는 정체성을 표상하고 상징화하는 역할을 논의함

으로서 국가 정체성 이해에 중요한 연구 대상임을 확인해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근대 국민국가 성립 이

후 대중들과 국가 외부인들에게 국가 이미지, 통치 이념과 정체성을 

상징화하고 대중적인 차원의 교육 매체로서 박물관을 활용해왔다. 

따라서 박물관은 해당 국가가 지향하는 근대 국가의 이념과 지향성

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대상으로 이미 많은 연구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확인되어왔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1991: 247-276)은 박물관은 

유럽 식민지 지배 시기부터 국가가 자신의 지배력을 상상하는 방식

을 보여주는 공간이자 박물관과 박물관화하는(museumizing) 상상은 

모두 정치적인 것이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박물관화 된 유물들은 세

속적인 식민지 국가의 문장(regalia)으로 재배치되고 독립 이후 국가

들은 이 같은 박물관의 정치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근대 국민국가의 

사고방식을 재현하는 공간으로 박물관을 주목한다. 동남아시아의 경

우, 서구 식민지 지배와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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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안에서 각 국가의 국립 박물관들이 국가 상징물들을 통해 식민

지 근대성, 국가 정체성 그리고 통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예를 들어 시각적 표상과 기억의 문화정치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인도네시아 국립 박물관이 재현하고 있

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성격에 관한 연구(송승원 2011), 싱

가포르의 국가 기념물인 머라이언과 싱가포르 아시아문명 박물관등

에 전시된 시각적 상징물들을 통해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국가 정체

성을 표상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강희정 2011), 민족지적 접근과 역

사적 분석을 통해 베트남 민족 박물관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종족과 

국가 정체성 사이의 정치성에 관한 연구(최호림 2011a), 캄보디아 역

사적 과거 기억이 뚜얼슬렝 학술 박물관 전시에 재현되는 양상에 관

한 연구(부경환 2011)들이 이들 사례연구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근대 국가 성립과 통치

과정에서 그 이전의 역사적 문제와 국가 내부의 문제들을 어떠한 시

각으로 재현하고 있는가를 제시한다. 태국 사례는 태국 방콕 국립 

박물관의 전시가 왕, 불교, 민족이라는 태국 국가 정체성을 재현하고 

강화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이상국, 2010)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태

국사회는 방콕 국립 박물관 이외에도 선사 시대 유물을 전시하는 반 

까오 국립 박물관(Ban Kao National Museum), 찬타라까쎔 국립 박

물관(Chantharakasem National Museum), 치앙마이 국립 박물관

(Chiangmai National Museum), 치앙마이 문화·예술 센터(Chang Mai 

City Arts & Cultural Centre)등 많은 박물관이 있다. 따라서 이들 태

국 박물관들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연

구의 축적은 태국 사회와 문화 이해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들을 제공

할 것이다. 

이 글은 2012년 왕실 주도로 개관한 태국 방콕 퀸 씨리낏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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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Queen Sirikit Museum of Textiles)의 전시 프로그램들과 전

시물들이 재현된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태국 왕실과 국가가 

지향하는 정체성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태

국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목

적이 있다. 인간 사회에서 의복은 외부 환경에서 몸을 보호하는 기본

적 기능 이외에도 사회의 미학적 담론, 문화적 상징과 의미를 표현해

왔다. 예를 들어 의복은 식민지 시대 식민 지배 권력과 담론을 강화

하는 장치로서 국가가 의도하는 통제 권력이 작용(김명숙 2017 ; 공

제욱 2005)하였고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국민복과 같이 국가통합과 

지배이념이 표현되는 기제(Finnane 1999)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직물 생산이 중요했던 동남아시아 각 지역들

에서 식민지 시대를 거쳐 근대 국가성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직물

과 의복이 식민지배 이념이나 국가 정체성을 상징화 해 왔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섬유, 직물, 의복과 관련된 박물관은 자카르

타 직물 박물관(Jakarta Textile Museum), 페칼롱간(Pekalongan)의 국

립 바틱 박물관(National Batik Museum),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의 국립 직물 박물관(National Textile Musem)등이 있다. 그러나 태

국 방콕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은 왕실과 왕비와 관련된 직물과 의복

이 박물관 정체성과 전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재 동남아시아 지역 다른 박물관들과 비교되는 점이 있다. 이것은 

직물과 의복 등을 통해 태국 왕실과 국가가 지향하는 정체성을 읽어

낼 수 있는 연구의 가능성을 의미하여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비

교 차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명칭이 상징하는 것처럼,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은 태국의 

직물과 의복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마 9세의 왕비, 씨리

낏이 1950년대부터 국가의 공식 행사와 외국을 순방할 때 착용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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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들 그리고 태국 농촌 지역 전통 직물 부흥 활동과 관련된 직물과 

의복들을 전시 프로그램과 전시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박물관

이다. 앞서 언급한 동남아시아 지역 박물관에 관한 연구들 중 캄보디

아와 인도네시아 국립 박물관 등 식민지 경험을 가진 국가들의 박물

관이 근대 국가 성립 이후에도 식민지적 근대로서 서구의 시각을 의

도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태국 방콕의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과 전시 내용의 특성이 있다. 즉 서구 식

민 경험이 없는 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재현되고 있는 서구 

식민지 영향 대신 태국 전통 문화를 근간으로 한 타이민족주의 그리

고 왕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서구적 근대의 표상들이 태국 

왕실과 국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의도적으로 재현, 강화되고 있

다. 

따라서 이 글은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시

프로그램과 전시물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태국 왕실과 국가가 의도

하고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

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이 개관하

게 된 역사적 배경, 박물관의 위치와 구조, 운영, 그리고 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를 위해 1차적으로 역사서, 학술논문, 박물관 웹사이트

(website)의 전시자료, 박물관에서 출판한 연구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해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전시 내용을 분

석하였다. 이것은 태국의 역사와 국가라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퀸 씨

리낏 직물 박물관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게 했다. 2차적으로는 

2020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방콕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해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왕궁 안의 사원, 왕실 

건물 등이 박물관과 연관된 관광 코스로 구성된 점 등을 통해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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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국 왕실의 상징적인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박물관 

학예사, 담당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정보

를 수집했고 현재 전시 내용을 관찰하였다. 시각자료는 2층 박물관

의 세부적인 전시물들에 관한 사진 촬영은 불허되었지만 연구 목적

을 밝히고 전시의 핵심적인 주제를 상징하는 원거리 사진들은 촬영

하였다. 그러나 1층 전시관은 사진 촬영이 허락되어 이 공간의 관련 

자료들은 촬영 할 수 있었다. 이외 세부적인 사진 자료들은 박물관 

웹사이트, 출판된 박물관 전시도록, 그리고 연구 자료들을 통해 확보

하였다.  

짝끄리 왕조(Chakri Dynasty)의 라마 9세, 푸미폰 아둔야뎃

(Bhumibol Adulyadej)왕은 70년 재위 기간 동안 씨리낏 끼띠야까라

(Sirikit Kitiyakara)왕비와 함께 태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

다. 푸미폰 왕은 절대왕정체제의 왕이 갖는 권력과는 달리 군부 세력

들의 견제로 상징적인 왕의 지위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힘이 없는 존

재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푸미폰 왕은 싸릿 타나랏(Sarit 

Thanarat)장군과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태국 국가의 실질적인 존재

로 부상하였다(서경교 2017). 특히 푸미폰 왕의 정치적 권위는 싸릿 

정권이 자신의 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국왕, 

불교, 국가라는 락타이(Lak Thai)이념을 활용하면서 더욱 강화되었

다(김홍구 1998). 

그러나 한편으로 왕과 군부세력의 결탁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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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그는 국정의 많은 시간을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북부의 고

산지대를 찾아 농민들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했다. 마약 재배로 연명

하는 농민들에게 커피 재배를 유도하고 왕이 직접 인공 강우 전문가

가 되어 농업 국가 태국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푸미폰 왕은 태국 역사에 빈번히 등장한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왕궁 문을 개방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태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왕의 상징적 의미를 만들었다. 

푸미폰 왕과 결혼 전에도 태국 왕실 가문 출신이었던 씨리낏 왕비

는 가족과 함께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서구식 교육을 받았다. 결혼을 통해 씨리낏은 태국 왕실의 왕비로서 

푸미폰 왕이 태국 근대화와 태국 사회 종족들에 대한 통합정책을 추

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과정에 씨리낏 왕비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태국 농촌 현장의 경우 전통 섬유와 직물의 

활성화 정책과 태국 학계와 국내 외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한 전통 

의복의 서구화였다. 

실질적으로 태국 역사에서 국가차원의 의복 서구화 시도의 시작

이 라마 9세부터라고는 할 수 없다. 라마 2세(1809-1824년)시기 영국

이 싱가포르를 식민지화하는 등 유럽인들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

한 식민기지 구축이 본격화한다. 라마 4세(1851-1868년)시기 영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등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태국도 주변 지역

과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 위협에 직면한다. 이를 극복하

는 일환으로 태국은 국가 제도적인 차원의 서구화를 추진하고 태국 

왕실의 적극적인 서구화 시도는 라마 5세 시기부터 본격화된다(조흥

국 2015a: 21-175). 라마 5세는 태국의 정치, 외교, 교육 제도의 근대

화 정책들(문인애 1989)이외에도 왕실 차원에서 서구 의복을 수용하

여 왕실의 남성과 여성 구성원들이 서구식의 의복을 착용하도록 한

다(Peleggi 2002: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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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엉 피분쏭크람(Luang Phibunsongkhram 1935-1946)시기 피분은 

국호를 “씨암”(Siam)에서 “태국”(Thailand)으로 변경하고 타이인

(Thai) 중심의 태국 민족주의를 강화한다. 태국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국민국가 건설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했던 피분은 태국 국민들의 일

상생활을 규제하는 법령을 발표 하고 일상생활 영역에서 의무적으

로 착용할 서구식 의복과 전통 의복 규정을 제시한다. 피분 역시 라

마 5세와 마찬가지로 태국의 전통 의복은 비문명화된 것으로 간주하

여 전통적인 의복을 금지하고 태국인의 근대화와 문명화는 서구적 

의복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Charnvit Kasetsiri 1974). 그럼에

도 1930년대 말까지 젊은 세대들을 제외한 태국 도시 엘리트층들은 

서구식 의복보다는 태국 전통 의복을 선호하는 보수적 성향을 드러

낸다(Benjamin 1974). 이것은 중부 도시 지역에서 전통 직물 사용의 

감소를 유도하였고 전통적인 직물은 유행에 뒤쳐진 것, 농촌의 가난

한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그러나 태국 

전통 직물과 의복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푸미폰 국왕과 씨리낏 왕비

의 전통 태국 직물 진흥정책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1955년 이후부터 씨리낏 왕비는 왕이 농촌 지역을 방문할 때 동행

하였고 이 과정에서 왕비는 농민들의 가난한 현실과 농촌지역 전통 

직물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한다. 왕비는 가난한 농촌 농민들의 생계

유지 방법은 이들 전통 직물 생산을 부흥시키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고 판단하고 전통 직조 기술의 보존과 직물 생산 활성화를 위한 방법

들을 모색한다. 따라서 왕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태국 농촌 전통 

직물 부흥 활동들이 전개되는데, 예를 들어 왕비는 17세기부터 태국 

대표단이 외국 방문 시 씨암 왕실의 대표적인 전통 직물로 상징화했

던, 머드 미(mud mii) 위사 이캇(weft ikat) 직물(Conway 1992)을 왕

비의 의상 제작에 활용하였다. 1970년대에 왕비는 왕실을 통해 농촌 

각 지역의 전통 직물을 구입하고 태국 전 지역의 전통 직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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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dictionary) 편찬, 지역별 직물 샘플(sample) 제작과 연구 자료 

출판, 이들을 활용한 일상용과 공식 행사용 왕비 의상들을 제작하여 

국내 외에 홍보하였다(Vithi Phanichphant et al. 1996). 

물론 이와 같은 왕비의 태국 농촌 직물 부흥 과정은 태국 왕실과 

엘리트들이 의도적인 담론화 과정을 통해  전통 직물을 포함한 수공

예품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왔던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70

년대부터 왕실과 불교사원의 다양한 수공예품과 농촌 전통 직물들

에 태국 왕실의 권위와 근대 국가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

가 부여되면서 태국 민족 문화로 주목받는다(김이선 2003, 2004). 결

과적으로 왕비는 1976년 개인 사재를 투자하여 서포트(SUPPORT)

재단을 설립하고 태국 각 지역에 왕실 예술·공예 센터(Royal Folk 

Arts and Craft Center)를 설립한다. 이 기관들은 태국 전통 직물 부흥

과 함께 농촌의 여성들이 기관에서 기술 교육을 받고 농촌으로 돌아

가 이전보다 품질 좋은 직물 생산을 통해 수입원을 마련하도록 유도

하고 생산된 직물의 유통까지 관리해주었다. 

왕비는 이 과정에서 농촌 각 지역에서 생산된 전통 직물을 공식적

인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소개하고 국민복을 만들어 국가적인 공식 

의복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펼치고 태국 대학 연구 기관 등을 통해 

이 성과를 가시화하였다(Bromberg 2014 ; Melissa Leventon et al. 

2013). 특히 1970년대 농촌 지역 전통 직물 생산은 국가에 의해 직기

의 개량과 생산성 높은 직기의 도입으로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 미국인 짐 톰슨(Jim Thompson)에 의해 태국 전통 

실크(silk)의 서구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태국 실크가 세계적

으로 유명해지는데(Pezzati 2011) 이 모든 과정에 씨리낏 왕비가 함

께 하고 있었다. 



태국 근대 국가  이미지의 표상: 방콕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  193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은 태국 방콕의 왕궁(The Grand Palace, 

Phra Nakhon Bangkok 10200 Thailand)에 위치해 있다. 왕궁은 1782

년 라마 1세 시기 건축된 왕실 건물로 현재 태국의 공식적인 국가 

행사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소이며 태국을 대표하는 왕실 건물

들과 사원들이 함께 위치해 있다. 랏싸다껀 피파타나(Ratsadakorn 

bhibhathana) 건물(그림1 왼쪽)은 1870년 왕실 재무부가 왕궁 부지에 

건립하였으나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2003년 씨리낏 왕비가 직

물 박물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견을 낸다. 이 의견이 왕실에 수용

되어 9년의 준비기간에 태국 왕실 관계자들, 학자, 태국의 유명 디자

이너들,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2012년 5월 9일 박

물관으로 공식 설립되었다(그림1 오른쪽).

박물관이 공식 사이트와 자료들을 통해 표방하는 박물관의 공식

적인 설립 목적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들의 섬유와 의상에 

 출처: Arts of Asia 2014/05-06, p.70 ; 최 승연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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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존, 전시, 연구 및 교육 기관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물관

이 지향하는 더욱 실질적인 목적은 태국 역대 왕실과 관련된 직물과 의

상,  씨리낏 왕비가 국내외 공식 행사에서 착용했던 의상의 전시 그리고 

1950년대부터 씨리낏 여왕의 주도하에 서포트 재단이 수행해왔던 태

국 농촌 전통 직물 장려 활동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한 태국의 후대인들

에게 태국 전통 섬유와 직물 예술 연구, 전시 및 해석을 통해 태국의 정체

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안내하고 

있다.  

  

(1) 왕궁과 박물관

박물관은 매일 개관하며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

까지, 마지막 입장은 3시 30분까지이다. 박물관은 태국 왕궁입구로 

진입한 후 전면과 좌우로 펼치지는 왕궁의 사원들과 건물들로 진입

하기 직전 입구에서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다. 박물관 입장을 

위해서는 매표소에서 박물관을 시작으로 왕궁 전체를 관람할 수 있

는 입장권을 구매해야 한다. 박물관이 왕실에 위치하고 박물관 관람

은 왕궁의 왕실 사원들과 건축물들을 함께 관람하도록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왕궁을 구성하고 있는 왕실 관련 건축물에 관해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왕궁은 1782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고 라마 1세가 수도를 이전한 

이후 왕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왕실과 국가 행사의 경우에만 

이용된다. 왕궁 안에는 라마 1, 2, 3세들이 살았던 왕실 공간과 왕족

들의 거주 건물들, 왕실 공무를 담당하는 건물들이 위치해있다. 짝끄

리 마하 쁘라쌋(Chakri Maha Prasat)은 유럽풍의 건물로, 라마 5세가 

유럽을 순방하고 귀국하면서 건축하여 1882년 완공하였고 라마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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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라마 6세까지 외빈을 위한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버롬 피만 

궁전(Borom Phiman Mansion)은 1903년 라마 5세 때 유럽 양식으로 

건축되었고 라마 6세부터 라마 8세까지 왕궁으로 사용되었다. 프라 

마하 몬티얀(Phra Maha Montien)은 보름피만 궁전 옆에 있는 사원 

모양의 건물로 1785년 라마 1세 때 건축되었다. 두씻 마하 쁘라쌋

(Dusit Maha Prasat)은 짜끄리 마하 쁘라쌋 옆 태국 사원풍의 건물로 

1790년 라마 1세 때 건축되었고 십자가 모양의 구조와 네 겹의 겹 

지붕, 7층 첨탑 등이 인상적인데 화장하기 전의 왕과 왕족의 시신을 

안치하고 조문을 받는 곳으로 이용된다. 왓프라깨우 박물관(The 

Temple of The Emerald Budda Museum)은 유럽풍 건물로, 궁전을 

장식할 때 쓰였던 물건들, 궁전에서 쓰던 그릇, 장식품 등이 전시되

어 있다.1) 

이와 같이 태국 씨암 왕실의 찬란한 문화를 표상하는 왕궁 안에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이 위치해있고 박물관 입장권은 왕궁 안의 사

원과 왕실 건물들을 관람하는 관광코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점은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이 태국인들과 외부인들에게 태국 왕실 문화

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화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된다.  

(2) 박물관의 구조와 운영

박물관의 전체 구조는 먼저 박물관 정문 현관에 도착하기 전 오른

편으로 박물관의 뮤지엄 샵(museum shop)과 연결되는 입구가 있다. 

뮤지업 샵과 연결되어 있는 본관 건물은 전시장과 체험장으로 구성

된 2층 건물이며 본관 건물 뒤쪽으로 섬유와 직물, 의상들을 보관하

는 저장고, 등록관 사무실, 도서관, 교육과 강의를 위한 공간 그리고 

태국 최초의 섬유 보존 실험실이 있다. 박물관 전담 학예사(curator)

1)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87XX39200034, 검색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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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근무하며 이들은 박물관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전시와 관련된 

자료들을 출판하는 일을 담당한다.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들 이

외에도 전시에 필요한 태국과 국외 디자이너 등 외부 전문가들과 협

력 작업도 진행한다. 

특히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왕실 섬유류 유물들로 

전시 과정과 보관 과정에서 섬유 손상에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

였다. 따라서 박물관 전시물의 핵심인 섬유와 의복의 보존과 복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박물관에는 태국 최초의 섬유 보존실을 갖추고 

있다. 섬유 보존실은 섬유 실험과 복원을 하는 연구소의 형태를 갖추

고 있으며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섬유 보존 관련 연구원들

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물관의 유물 관리와 상세 정보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는 레지스트라(registra)들이 왕실의 국가적 상징물들

인 박물관 직물과 의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박물관에

는 현재 본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 이외에 별도의 저장고가 있다. 

이 저장고는 1만 5천 개의 직물과 의복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유물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습도와 온도 관리를 전

문적으로 하고 있다. 

뮤지엄 샵은 박물관 1층 오른쪽에 위치하며 뮤지업 샵 입구 한쪽 

면은 씨리낏 왕비와 푸미폰 왕의 서구식 결혼 사진이, 벽 다른 쪽에

는 태국 전통 직물로 만든 의상을 입은 왕비의 사진이 걸려있다. 뮤

지엄 샵에는 태국 전통 직물의 직물조직(pattern)을 문방구, 쿠션

(cushion), 가방 등의 제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전통 견직

물을 종류별로 전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2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왕

비의 다양한 의상들의 직물 문양과 조직을 활용한 상품들을 판매하

고 있다. 

뮤지엄 샵에는 박물관 상품들에 사용되고 있는 왕실 브랜드 로고

인 “왕실 공작 로고(Royal Peacock Logo)”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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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로고는 뮤지엄 샵에서 판매하는 태국 실크의 등급을 로얄 

태국 실크(Royal Thai silk, gold peacock), 고전적 태국 실크(Classic 

Thai silk, silver peacock), 태국 실크(Thai silk, blue peacock), 태국 

실크 블랜드(Thai silk blend, green peacock)등 4 가지로 구분하여 

공작의 색상을 황금색, 은색, 푸른색, 초록색으로 분류해 두고 있다.  

씨리낏 박물관 본관 정문에 입장하면 1층 로비가 등장하고 박물관 

직원들이 입장객들을 관리한다. 박물관 1층 로비 중앙에는 2층 전시

장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기본적으로 전시장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한다. 입장권을 내고 2층으로 올라가면 박물관의 중심적인 전시

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현재 전시는 라마 5세가 수집한 인도네시

아 바틱 컬렉션(batik collection)인 “A Royal Treasure: The Javanese 

Batik Collection of King Chulalongkorn of Siam”과 씨리낏 왕비의 

의상과 태국 전통 직물을 주제로 한 “The Power of Love” 2가지이

다.

라마 5세의 인도네시아 바틱 컬렉션은 태국 왕실의 역사적인 궁정 

수집품들 중 라마 5세 시기 수집된 300여개 정도로 추정되는 바틱의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 이 바틱 수집품들은 1910년 라마 5세의 사망 

당시에는 왕실에 보관하였고 왕실 관계자와 소수의 태국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바틱 수집품들은 공개적으로 전시된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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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이 개관한 후 2014년부터 라마 

5세의 바틱이 태국인들과 외부사람들에게 전시를 통해서 공개되기 

시작했다.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 전시의 목적은 라마 5세의 1871년, 

1896년, 1901년 총 3회에 걸친 인도네시아 자바 방문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라마 5세가 인도네시아 자바를 통한 근대적 문

물에 대한 인식과 이 과정에서 수집한 자바의 전통 예술과 문화를 

전시하는 것이다. 라마 5세의 인도네시아 자바 바틱 전시관은 크게 

2개의 전시실로 구분된다. 

첫 번째 전시실(그림 2)은 인도네시아 전통 의복에서 하의로 사용

되는 사룽(Sarung)용 자바 바틱들을 직사각형의 평면 형태로 펼쳐 

전시하고 있다. 이들 바틱들은 세마랑(Semarang), 라셈(Lasem), 페칼

롱간(Pekalongan)등 자바 북부 해안 지역, 인드라마유(Indramayu), 

가루트(Garut)등 서부 지역 등 자바의 지역적 바틱 스타일을 전시하

고 있다. 사각형의 평면적 바틱 형태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자바인들

의 일상에서 의복으로 착용하는 머리 수건(ikat kepala), 여성과 남성

이 엉덩이에 감싸 하의 의복으로 착용하는 사룽(sarung), 여성들 가

슴 가리개(kemben)를 의복의 형태로 전시하고 있다. 전시중인 자바 

바틱 전시물 중간 중간에 동영상과 그림을 통해 공예로서 인도네시

아 전통 자바 바틱 만들기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188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자바 각 지역의 현지인들과 왕

실 사람들이 의복으로서 바틱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다. 바틱 전시물들 가운데에는 라마 5세가 수집한 바틱들의 상세 

정보표(batik inventory tags)를 전시하고 있다. 정보표에는 바틱 생산 

지역, 바틱 문양, 가격, 바틱을 착용할 수 있는 착용자의 신분

(Harmen et al. 1993: 48-54)등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있다.   

라마 5세 바틱 컬렉션 두 번째 전시실은 첫 번째 전시실보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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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양이 많지 않았지만 이 전시실은 1896년 라마 5세가 인도네시

아를 2 번째 방문할 당시 자바 왕실이 라마 5세를 위해 특별히 준비

한 전통 자바 왕실 의복을 착용한 라마 5세의 사진과 함께 당시 착용

했던 의복을 전시하고 있다(그림 3). 한쪽 벽면 <동영상>에는 라마 

5세가 자바를 방문한 과정에 관한 설명과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다. 

동영상이 재생되는 옆 벽면에는 자바 중부지역 왕실 문화를 상징하

는 족자카르타(Yogyakarta)와 수라카르타(Surakarta)지역 그리고 자

바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직사각형의 바틱을 전시하고 있다. 두 번째 

전시실 다른 한편에는 ‘Kain Panjang with Sirikit pattern’이라는 이름

최승연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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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각형 바틱이 특별히 전시되는데, 이것은 1960년대 인도네시아

를 방문한 씨리낏 왕비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특별 제작한 사각형 

바틱이다. 이외에도 이 당시 푸미폰 국왕의 인도네시아 방문 동영상

도 함께 상영되고 있다. 

       출처: 최승연 2020/01/13

“The Power of Love” 전시관은 2개의 전시실로 구분되는데, 박물

관이 밝히는 전시의 목적은 1950년대부터 농촌 전통 직물 부흥과 

현대화 과정에서 씨리낏 왕비의 활동을 기념하고 왕비 의상을 통해 

태국 국민들에 대한 왕비의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첫 번째 전시실은 1966년부터 1985년까지 국내 공식 행사와 해외 

국가 방문에 왕비가 착용했던 총 6개의 의상들과 장신구들이 전시되

고 있다(그림 4). 왕비가 국내외 공식행사에 착용한 의상, 핸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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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와 태국 전통 직물들 그리고 관련 동영상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실은 입구에는 푸미폰 왕과 왕비의 결혼사진, 서약서, 가족사

진과 왕자와 공주의 유년기 사진, 왕과 왕비의 단란한 사진, 그리고 

한쪽 편 벽면에는 젊은 시절 피아노 연주를 하는 여왕과 왕의 사진들

과 함께 푸미폰 왕이 왕실에서 연주했던 흰색 피아노가 전시되어 있

다. 다른 한쪽 벽면에는 푸미폰이 화가로서 활동한 사진과 푸미폰이 

왕비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 사진도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실이 끝나면 다른 두 번째 전시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두 번째 전시실에는 왕비가 1950년대부터 푸미폰 왕과 함께 서포트 

재단 활동 과정에 태국 농촌 전통 직물을 현대화한 과정들을 전시하

최승연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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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전시실 입구에는 푸미폰 왕과 왕비가 양장

과 양복을 입고 북부농촌지역을 방문했던 사진을 포함하여 서포트 

재단 활동을 하던 시기의 왕비의 의복과 활동 관련 사진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그림 5). 더욱 구체적으로 전시물들을 살펴보면 1975

년부터 2000년대까지 왕비가 농촌 활동에 착용했던 의상들을 시대

별로 전시하고 있다. 태국 전통 실크로 만들어진 바지 정장에 양산과 

모자, 구두를 착용한 왕비의 의상을 포함하여 모두 태국 전통 직물의 

소재, 문양, 기법을 중심적으로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서구식의 

스타일을 접목한 의상과 소품들이다. 이외에도 1950년대와 1980년

대 태국 군대를 방문할 때 왕비가 착용했던 태국 군복 3개가 왕비가 

최승연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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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했던 당시 사진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의상과 마찬가지로 태국 

전통 직물의 패턴과 태국 왕실 로고를 활용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서

구식의 디자인을 활용한 모자와 가죽 가방들은 의상과 분리되어 전

시되어 있다. 전시물 옆 전시 안내문에는 의상에 사용된 태국 직물의 

종류, 제작기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왕비가 이것을 착용했던 

시기와 장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전시장 한편에는 왕비가 직접 태국의 전통 매트미 이캇 기법을 소

개하는 동영상과 이 동영상이 끝나면 북부 농촌지역에서 직물을 직

조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상영되고 있다. 특히 왕비가 소멸되어 가는 

전통적인 직조기법을 복원하여 왕비 의상 제작에 활용하고 있는 사

례로 비타이윙(beetiewing)자수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

적으로 태국 농촌 지역의 곤충 몸통을 건조시켜 의상에 장식하는 것

으로 왕비의 의상 장식으로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 

태국 전통 직물 제직 기술이었지만 사라진 제직 기술 가운데 금사

(gold thread)를 삽입하여 직조한 문양직물을 왕실차원에서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전시물 가운데에는 북부 지역 푸 따이(Phu 

Tai)족의 전통 직물이 태국 전통 직물로서 전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왕비의 의상 소품들 가운데 모자와 부채, 가방들은 별도로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실의 마지막은 2000년대 이후 왕비의 공식적인 6개의 

드레스들이 시대순으로 일렬로 전시되어 있다. 살펴 본 씨리낏 왕비

와 관련된 전시의 전체적인 특징은 태국 전통 직물의 문양, 염색, 

소재, 기법 등을 중심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부분적으로 서구

적인 디자인으로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박물관 공식 웹사이트와 전시자료 가운데 “Fit For A Queen” 

(2016년 8월-2019년 3월) 전시 프로그램은 씨리낏 왕비 의상을 20년 

이상 담당했던 세계적인 프랑스 디자이너인 피에르 발망(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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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in)과 왕비와의 인연을 소개하는 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작품들은 반대로 현재 전시중인 왕비 의상들과 비교해서 서구적인 디

자인을 중심으로 태국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태국적인 요소를 서구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 본관 1층에는 오른쪽으로 뮤지엄샵이, 왼

쪽으로는 체험실이 있다. 현재 체험실 프로그램은 2층 라마 5세의 

바틱 컬렉션과 연계되어 운영 중이다. 체험실 한쪽 벽면에는 “올드 

타운 이야기(A Tale of Old Town)”라는 전시 문구와 함께 라마 5세

가 방문했던 인도네시아 방문 지역이자 라마 5세의 바틱이 수집된 

지역들인 세마랑, 라셈, 페칼롱간 등 자바 북부 해안 지역, 인드라마

유, 가루트 등 서부 지역들의 지도가 벽면에 프린트되어 시각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벽면에 묘사된 것은 라마 5세가 인도네시아 자바를 방문

하고 파악한 서구 문물들이자 태국 귀국 후 그 당시 씨암을 현대화하

도록 영감을 준 열차, 거리 자동차 및 포장 도로 등의 흑백사진을 

벽면에 프린트해놓았다. 다른 벽면에는 라마 5세가 인도네시아 자바 

방문 당시 태국 왕실 구성원들과 함께 유럽과 서구 지역에서 유행 

중이었던 양복과 양장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그림 6)이 있다. 그리고 

귀국 후 씨암에 최초의 근대적 교통수단인 트렘(tram)을 도입한 것의 

계기가 되었던 인도네시아의 트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7). 

체험실에는 실제 바틱 만들기 과정에서 랍과 염료를 발라 문양

을 찍는 바틱 찹(batik chap)을 비치하고 방문객이 직접 종이에 바틱 

문양을 찍을 수 있는 체험 활동 공간이 있다. 방문객은 체험실 담당

자의 설명을 듣고 종이에 바틱 찹으로 문양을 찍는 체험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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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바틱 문양 찍기 이외에도 체험실 가장 안쪽에는 남성과 여성용 

인도네시아 자바 바틱 의복이 비치되어 방문객들이 직접 착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최승연 2020/01/13

최승연 2020/01/13



206  동남아시아연구 30권 1호

박물관 공식 웹사이트에는 박물관에서 출판한 영문 전시 관련 자

료 중 “Silk Production and Its History in Thailand”2)가 있다. 이 자료

에는 태국 지역에서 출토된 선사시대 추정의 견 섬유 유물을 과학적

으로 분석한 자료와 함께 1693년 외국인에 의해 기록된 씨암(Siam) 

왕국의 지도, 그리고  아유타야(Ayutthaya)시기 씨암인들의 의복으

로 추정되는 의복 그림 자료들이 제시되어있다. 

태국 방콕 국립 박물관의 전시 분석 사례(이상국 2010)는 국립 박

물관 전시가 태국 쑤코타이 왕조가 타이족의 문명을 세우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라마 5세는 태국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왕으로, 타이 역사 전시관은 라마 9세가 태국 국민들을 위해 애썼던 

행적과 공적을 높이 치하하고 왕실이 현재의 태국 발전에 큰 공을 

세웠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자료에서도 타

이족의 역사인 아유타야시대 씨암 왕국의 견직물 생산과 독자적인 

의복 문화를 강조하면서 현재 태국 왕실의 섬유, 직물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아유타야 시대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의 아유타야 역사의 강조는 쑤코타

이 왕조 이후 아유타야 왕조 역시 현재 타이족 중심의 방콕 왕실 

역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2) http://www.qsmtthailand.org/research/, 검색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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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방콕 국립박물관의 전시 사례와 공통

적인 연장선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점이다. 

라마 5세는 당시 주변 지역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영국령 인도 

지역들을 방문하여 서구 식민 지배의 실상을 파악한다. 동시에 이들 

지역의 근대적 변화를 인식하고 이것은 라마 5세가 이후 태국의 근

대화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Peleggi 2002: 44-62). 현재 

박물관 전시는 역사적으로 현재 라마 9세 푸미폰 왕과 씨리낏 왕비

가 전통 직물과 의복을 중심으로 태국 근대화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태국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상징적인 역할을 라마 5세로부터 찾고 있었다. 

특히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에서 라마 5세가 태국 근대화에 중심

적인 역할을 한 점을 2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박

물관의 연구 자료와 간행물을 통해 라마 5세가 싱가포르, 인도네시

아 자바 등 주변 지역을 방문하고 방문 지역들의 근대적 문물을 접하

게 된 과정과 이를 통해 씨암 왕국에 근대적 문물이 수용된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라마 5세 시기 왕실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씨암의 양잠과 견 생산 개혁 그리고 왕실 의복의 서구화를 강조하고 

있다.

(1) 라마 5세의 근대화 인식 : 인도네시아 자바 바틱 전시 

1868년 15세의 어린 나이에 태국 왕이 된 라마 5세는 태국이 다른 

주변 국가 마찬가지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식민열강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는 태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변국인 싱가포르와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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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자바 지역의 식민지 지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지역들을 

공식 방문한다(Imtip Pattajoti Suharto 2001: 4). 라마 5세의 1871년 

3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첫 여행은 인도네시아 자바를 방문한 

최초의 공식 방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라마 5세는 인도네시아 자바 

바틱에 대한 흥미와 함께 바틱을 개인적으로 구입, 수집하게 된다. 

이 첫 번째 방문 기간 동안 라마 5세는 동인도 총독인 피에터 미제르

(Pieter Mijer)와 많은 고위 인사들의 환영을 받았고 네덜란드 인구가 

많은 부유한 무역 도시인 세마랑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자바 바틱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자바 바틱을 선물 받은 후 싱가포르를 거쳐 태국

으로 귀국한다. 

라마 5세의 두 번째 자바 방문은 왕의 건강을 위한 비공식적인 

여행이었다. 동시에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열차, 포장 도로와 

자동차등 인도네시아의 근대 문물들을 파악하게 된다(Peleggi 2002). 

라마 5세의 마지막 자바 지역 방문에서 페칼롱간 출신의 바틱 상인 

그리고 인구가 많은 반둥(Bandung), 세마랑 지역에서 온 바틱 상인

들을 통해 자바 각 지역의 바틱들을 구입하고 족자카르타의 바틱 공

장을 방문하게 된다(Harmen 1996: 72-73). 

이 지점에서 인도네시아 자바 바틱이 씨리낏 직물 박물관에서 라

마 5세의 근대적 치적의 상징으로 전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

고 라마 5세가 1871년부터 싱가포르와 자바, 유럽 등을 방문하고 

1900년부터 라마 5세가 태국 씨암 양잠과 견 생산 부분의 개혁

(Brown 1980: 34-47)을 추진했던 사실을 퀸 씨리낏 박물관의 연구 

자료들을 통해 밝히고 있는 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

을 하게 된다.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은 태국 왕실의 직물, 의상을 

통해 태국 근대화와 관련된 국가 정체성을 상징화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라마 5세의 태국 근대화 정책들 가운데 라마 5세와 태국 

섬유, 직물, 의복의 근대화와 인도네시아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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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그 당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배지였으

며 인도와 함께 바틱 생산지로 중요했던 인도네시아의 그 당시 바틱 

산업 현황을 통해 이 질문에 답을 구해볼 수 있을 듯하다. 

유럽 식민지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식민지배자들의 관심을 끈 것

은 향신료 이외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풍부한 염료와 

직물들이었다. 유럽인들은 17세기 식민기지 구축 과정 중  남염(

)을 활용한 방염기법(resist dying)의 하나인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

역 바틱의 수공예적 생산 기법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모방하여 

유럽 본국에서 본격적인 프린트(print) 직물 산업을 통해 대량 생산

화에 성공한다. 이것은 특히 18세기 후반 영국 산업혁명과 함께 생산

성이 우수한 동력 직기와 롤러프린트(rollerprint)기법의 발명과 함께 

영국 이외 유럽에서 염직물 프린트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동

력으로 작용한다( 1996). 이것을 계기로 1811년 유럽 프린트 

직물의 중심지였던 영국에서 프린트 바틱이 대량으로 생산된다. 그

리고 반대로 유럽인들 자신이 현지방식을 모방했지만 자신들의 식

민지배 지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자바 등으로 유럽의 공장제 프린

트 바틱을 대량으로 수출한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세

기부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 식민 열강의 각축지였던 인도네시

아는 1811년부터 1816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시기 영

국 래플스(Raffles)총독이 이끄는 함대는 인도, 인도네시아 자바와 

말레이반도의 바틱을 모방한 유럽산 바틱을 대량으로 가져와 자바

에서 판매한다(Raffles 1978 [1817]: 216-217). 이 프린트 바틱은 초

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자바 현지에서 잘 팔리게 되었고 이것을 계

기로 지속적으로 영국에서 대량의 프린트 바틱이 자바로 수입된다. 

이후 자바 지역에서 유럽산 프린트 바틱의 시장성을 확인한 영국 동

인도회사, 런던의 상인, 맨체스터의 섬유 기업가들은 상호 경쟁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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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통해 자바인들이 선호하는 직물과 문양을 모방한 프린트 바틱

을 판매하면서 인도네시아 자바 바틱 시장을 점령해간다(Wright 

1961). 1816년 자바의 지배권을 다시 잡은 네덜란드는 이후 영국 동

인도회사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현지에서 생산된 프린트 바틱을 

자바 지역에 판매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럽산 프린트 바틱의 인기는 차츰 문제점을 드

러낸다. 즉, 인도네시아 자바 현지인들은 유럽산 프린트 바틱이 값은 

저렴하지만 원래 자신들의 전통 직물 문화이자 수공예적 바틱 툴리

스(tulis) 생산 방식으로 만든 자바산 바틱과 비교해 염색 견뢰도와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인기가 주춤해진다. 또한 

19세기 식민지배자들에 의해 철도, 도로가 마련되기 시작한 자바지

역에는 북해안의 항구도시까지 유럽산 프린트 바틱이 쉽게 운반되

었지만 자바 내륙까지 공급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반대로 1840년대부터 유럽 현지의 프린트 바틱 공장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바틱 찹(chap)을 활용한 자바 국내의 프린트 바

틱 생산이 소규모 공방부터 공장 단위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바 각지에서 현지 자바인들이 만든 바틱 상품 생산과 소비

가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그 이

전까지는 상품성을 갖춘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자바 국

내 바틱 생산자들이 시장 판매를 위한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자로 변

화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9세기 후반 자바의 각 지

역들에는 유럽산 프린트 바틱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춘 소규모 공

방 수준부터 근대적 제조업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한다(Harmen 1996: 

42).    

따라서 박물관의 인도네시아 바틱 전시는 인도네시아 자바 바틱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라마 5세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자바 현지에

서 파악한 근대적 바틱 산업 그리고 1900년부터 라마 5세가 씨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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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양잠과 견 생산방식을 개혁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들을 통한 

라마 5세의 치적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해석해 볼 수 

있다. 1900년 시작된 라마 5세의 태국 양잠과 견 생산의 개혁 그리고 

왕실을 중심으로 한 의복의 서구화 시도에 관해 아래에서 더욱 구체

적으로 논의한다.

(2) 라마 5세: 씨암 양잠, 견 생산 개혁과 왕실 의복의 서구화

태국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라마 5세의 근대화 내용 중 교

육제도 개혁(Wyatt, 2003: 202)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씨암 지역 양

잠과 견 생산 개혁과 왕실 의복의 서구화를 추진한 과정은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라마 5세와 씨암 왕실에 

의해 주도된 양잠과 견 생산 개선책은 1900년부터 10년 동안 왕실에

서 추진한 개혁으로 씨암에서 100년 이상 지속되어왔던 낙후된 양잠 

기술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Brown 1980: 34). 

그 당시 씨암에서 가장 중요한 누에고치와 견사의 생산지는 씨암 

북동쪽 지역 코랏(Khorat)고원지대와 주변 지역들이었으며 이 지역 

농민들은 대부분 농사와 양잠을 겸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집중적

으로 생산된 누에고치와 견사는 중부 씨암 지역에 공급되어 일반인

들의 수요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왕실과 엘리트들은 인도, 중국에서 

수입된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왕실과 씨암 지배층들이 수입품

에 의존했던 이유는 북부 코랏 지역에서 생산된 섬유 원료들은 농민

들의 자가소비를 위한 가내수공업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는 누에고치의 품종이 좋지 않았고 누에고치를 견

사로 제사하는 기술과 도구도 열악하여 품질이 좋지 않았다(Sarasin 

Viraphol 1977). 

왕실과 라마 5세의 관심은 이와 같은 1900년대 낙후된 씨암 견 

생산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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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잠 기술을 포함하여 근대적인 섬유 산업화를 이루었던 일본에 도

움을 구하게 된다. 왕실은 도쿄 대학(Tokyo University)의 카메타로 

토야마(Kametaro Toyama)박사와 일본인 프로젝트팀을 고용3)하고 

이들이 1902년 씨암에 도착하면서 왕실 계획은 가속화된다. 일본 프

로젝트팀의 첫 번째 임무는 북부 코랏 지역의 양잠과 견 생산에 관한 

현황조사였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 지역들의 양잠과 견 생산 

기술의 낙후성을 당시 씨암 농림부(Minister of Agriculture)에 제출

한다. 

이 보고서 결과에 영향을 받은 왕실은 1903년 씨암 농림부 산하에 

잠업부(Sericulture Department)를 설립한다. 잠업부의 최초 감독관은 

당시 21살이었으며 유럽에서 농학을 공부하고 막 귀국한 라마 5세의 

아들, 펜파타나퐁(Phenphatanaphong)왕자가 첫 감독관으로, 일본 박

사는 자문역(Chief Sericulture Adviser)으로 임명되었다(Brown 1980: 

36). 잠업부는 2년 동안 씨암에 연구실과 뽕나무 농장을 만들고 일본

인들 감독 하에 일본과 씨암의 누에고치 품종을 상호 교배하는 개량 

실험과 이 품종에 맞는 뽕나무 재배에 관한 실험들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일본인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개량된 내용들을 씨암인들에

게 훈련시켰는데 이 훈련생들은 대부분 왕실 가족의 구성원들과 10

대 소녀들이었다. 

이후 북부 코랏 지역 일대에 지부를 설립하고 이 지부를 통해 현지 

양잠 생산자들을 교육시켜 일본인들의 양잠 기술을 전수한다. 1905

년에는 씨암에 왕실 구성원들과 엘리트들의 자녀들을 위한 근대적 

시설을 갖춘 양잠 학교(Sericulture School)를 설립하고 씨암어로 된 

교과서도 편찬한다(Brown 1980: 37-38). 라마 5세의 태국 근대화 추

진 과정에 왕족과 귀족 등 엘리트의 역할을 중요시 한 측면(조흥국 

2015: 155)이 이와 같이 양잠 정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1908년부

3) www.qsmtthailand.org/research/, 검색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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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씨암의 양잠 부서들을 점차로 북부 코랏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그러나 1909년 왕실 프로젝트를 담당하

던 펜파타나퐁왕자가 사망하고 중심적인 일을 담당하던 일본인들도 

본국으로 떠나면서 1913년 씨암 왕실은 라마 5세에 의해 시작된 잠

업 근대화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결정한다. 이 당시 유럽 전문가들

이 씨암 코랏 일대의 경제와 양잠 생산 현황을 조사한 왕실 보고서에

는 라마 5세와 왕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 지역의 양잠 

생산 기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Reginald Le 

May 2018).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라마 5세의 씨암 양잠과 견 

생산 개선 정책은 박물관 영문으로 발간되는 공식 웹사이트의 전시 

자료를 통해 라마 5세의 큰 업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만이 부각되고 

있었다. 따라서 박물관은 태국 견직물 생산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라

마 5세의 양잠 장려 정책, 씨암 학생들이 양잠과 직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그림 8)을 시킨 라마 5세의 양잠과 직물 진흥 정

출처: http://www.qsmtthailand.org/research/, 검색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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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과정들을 박물관 자료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4) 

근대 시기 의복의 개념인, 패션(fashion)은 젠더(gender)(Wilson 

1985: 117)와 계급의 경계를 표시하며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보다 

더욱 낮은 것, 더욱 전통적인 것(Radway 1987)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비서구 지역의 근대성과 젠더에 관한 연구(김은정  2004; 이재윤  2014)

는 서구화와 남성성으로 상징화되는 근대 문화의 수용과정에서 여성들

은 남성 중심적인 지배 이념에 의해 남성들의 근대문화 수용과는 다른 

과정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즉 여성들은 근대 문화의 수용 과정이 남

성들보다 지체되며 기존 질서와의 갈등, 조정이라는 과정을 경험한다

(최 승연, 2020).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패션에서 젠더 불평등의 문

제는 계급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새로운 패션은 우선적으로 지

배계급에 의해 수용되어 피지배 계급에 영향을 주며 이 경우 지배계층

에서 패션의 젠더 불평등의 문제는 피지배계급에서보다는 완화된 양상

(Hudson 1974)을 보인다. 따라서 지배 계층의 여성들은 피지배 계층 여

성들의 젠더 차별화 경험과는 달리 그 시대의 가장 빠르고 새로운 패션 

문화를 수용해왔다.   

1870년대 초반 이후 씨암 왕실과 동남아시아의 식민지 엘리트들

과의 접촉은 라마 5세와 씨암의 왕실관료들에게 서구 식민지 열강들

을 포함한 국제적인 장에서 태국 왕실의 지위와 권위에 부합하며 문

명화된(civilized) 국가 이미지를 상징화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해석

해볼 수 있다. 서구식의 장식이 많고 몸에 착된 재단형의 의복, 

신발들은 씨암의 열대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왕과 왕실이 주도적으로 서구식의 의복을 적극적으로 수용(River 

books press 2013)하는데 이것은 라마 5세를 포함한 왕실 남성들과 

여성들의 의복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난다. 1896년 라마 5세가 25명의 

수행원과 함께 한 싱가포르와 자바 방문은 완전한 서구식 의복이 채

4) www.qsmtthailand.org/research/, 검색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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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었고 사진(그림 7)으로 기록되었다. 라마 5세와 왕실 일원들이 

다양한 상징물들을 통해 왕실 이미지를 만들어 온 방식에 관한 연구

(Peleggi 2002: 44-71)에서 라마 5세는 유럽 순방을 위한 의복으로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었던 프록 코트(frock coat), 넥타

이(necktie), 모자, 지팡이 등 그 시대 유럽의 상류층들에서 유행하는 

남성복을 전략적으로 준비했다. 

왕실의 여성들은 그 당시 유럽에서 여성들의 허리와 S자형 실루엣

을 강조하여 가장 유행하고 있는 아르 누보(art nouveau) 스타일의 

드레스(서구식의 모자와 부채까지 겸비한)와 서구식의 레이스 블라

우스(lace blouse)를 태국의 전통 쫑 끄라벤(chong kraben)과 혼용한 

옷을 착용했다. 인도네시아 술탄의 궁정에서 찍은 야외 사진에는 라

마 5세와 씨암 왕실 일행들은 그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는 서구식 

스타일의 의복을 입었고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 술탄은 자바의 전

통의상을 입고 있었다(Peleggi 2002: 62-66). 

태국 왕실에 걸려있었던 “왕실 가족”(The Royal Family)이라는 작

품은 라마 5세의 후원을 받은 이탈리아 출신 화가(Odoardo Gelli)의 

작품으로, 그 당시 태국 왕실 구성원들의 의복의 서구화 상황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라마 5세는 서구식 군대 육군 원수의 군복을 입고 

있으며 그의 오른쪽 무릎에는 깃털과 헬멧, 서구식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다. 왕비는 서구식 부채를 들고 태국 전통 의복인, 파신이나 

쫑 끄라벤 대신 길고 풍성한 서구식의 치마, 서구식의 어깨 장식과 

프릴 블라우스를 결합한 의상을 입고 있다. 라마 5세의 2명의 성인 

아들들은 라마 5세와 유사한 서구식의 군복을 입고 있으며 3명의 

어린 아이들은 유럽풍의 의복을 입고 있다(Peleggi 2002: 57-69).  

박물관 전시 연구 자료, ‘Dress And Color At The Thai Court, Ca. 

1850-Present’는 라마 5세 시기 왕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착용했던 직

물과 의복들, 서구의 액세서리 그리고 이것들을 착용한 왕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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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진 자료들을 통해 라마 5세 시기 서구적 의복들을 강조하고 

있다. 라마 5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방문기간 중 목격한 것은 

유럽인들에 의해 유입된 서구식 의복과 철도, 건축 등의 근대적 문물

이었다(Peleggi 2002: 56). 

귀국 후 라마 5세는 자신의 왕실 의복을 포함해서 왕실의 여성과 

남성 의복에 전통적인 태국식과 서구식을 혼용한 의복 착용을 시도

한다. 예를 들어 라마 5세 시기 왕실 여성들은 서구식 스타일의 코르

셋(corset)을 속옷으로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태국 전통 여성용 치마 

파신 대신에 서구식의 퍼프가 달린 블라우스를 전통적인 쫑 끄라벤 

위에 입고 서구식의 스타킹과 부츠 혹은 신발을 착용한다<그림 9>. 

여기에 부채, 모자 혹은 작고 흰색의 칼라를 추가한 서구식의 패셔너

블한 액세서리(Melissa Leventon et al. 2013: 216-233)를 착용하는 

등 전통적인 왕실 의복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난다. 라마 5세의 5번째 

출처: Arts of Asia 2014/05-06, p.79 ; Conway 2002: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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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였던 다라랏싸미(Dararatsami)의 왕실 의상은 이와 같은 왕실 의

복의 서구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그림10; Conway 2002: 130-153).

그 당시 왕실 여성들이 착용한 서구식의 의복과 소품들은 라마 5

세가 1871년에 시작된 싱가포르와 자바 그리고 인도 등의 해외여행 

기간 동안 구입한 것들이 많았다(Sachchidanand Sahai 2002: 56-98). 

또한 최초의 서구 재단사가 라마 5세의 초대로 1872년에 캘커타에서 

씨암에 도착하고 왕실에 거주하면서 서구식의 의상들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관행은 그 이후 지속되면서 왕실에 더욱 많은 서구

식의 의상과 장신구들이 늘어난다(Steve Van Beek 1999: 73). 1892

년 왕궁에는 라마 5세의 공주들의 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프랑스 디

자이너들을 고용되기도 하였다. 왕실 여성들과 태국 지배층들은 서

구식 양장에 적합한 태국의 직물들을 구입하고 전통 태국식과 서구

식 디자인, 장식을 혼용한 의복을 태국인 장인에게 맞춤옷으로 만들

도록 하였다(Lucien et al 1998: 92). 따라서 박물관은 전시와 전시 

자료들을 통해 태국 아유타야시기부터의 고대 견직물 생산 역사와 

라마 5세가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의복의 서구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과정을 강조하고 있었다. 

(1) 전통 직물: 태국 왕실과 타이족 중심의 태국 민족주의 국가 

정체성의 표상

1959년부터 태국 정부는 고산족 복지 위원회를 설립하고 1969년

에는 안보와 개발,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왕실주도의 왕실

북부계획(Royal Northern Project)을 실시한다. 또한 197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산족 통합 정책을 실시하여 이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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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면서도 태국사회에 통합시키고 타이인화를 유도하는 고산족 

정책을 1982년, 그리고 19992년부터 1996년까지도 지속해왔다(김홍

구 1995).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이들 다수의 종족들을 타이인

화하는 정책들의 어려움과 괴리가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과거 태국 중부 씨암 왕실과 통합되기 이전 북부 지역에 존재했던 

란나(Lan Na) 왕국의 직물과 의복에 관한 연구들은 문헌과 벽화 자

료들을 통해 란나 왕국에는 고유한 직물과 의복 문화를 가진 따이족

(Tai)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중부 타이족의 직물문화

에 미친 중요한 영향들을 언급하고 있다(Gittinger 1992: 29-57). 태국 

중부 지역의 지배층은 무역을 통해 아유타야 시기 중국, 인도, 페르

시아 지역들에서 직물을 수입하거나 톤부리(Thonburi) 왕조 시기에

는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태국 북부 지역의 란나 왕국, 캄보디아, 라

오스 등에서 공물로 주문하였다. 이와 비교해서 북부 지역에는 중부 

지역과는 다른 따이인들의 풍부한 전통 직물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Conway 2002)된다. 

란나 왕국이 씨암 왕실에 통합된 이후 태국 북부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들에서 따이 유안(Tai Yuan), 따이 푸안(Tai Phuan), 따이 담(Tai 

Dam)등의 따이인들이 북동쪽의 이싼 지역과 중앙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이주하여 정착한 지역들에서 자신들의 직조 문화를 유

지((H. Leedom Lefferts 1992; Cheesman 2009)해오고 있다. 이들의 

직조 전통의 많은 것들은 중앙 태국의 전통 직물 전통으로 통합되어 

실제로는 따이족의 문화가 타이족의 직물 문화로 상징화되고 있다

(Conway 1992: 135-185). 또한 태국 북부 지역에는 이들 따이족들 

이외에 북부 고산지대의 카렌, 몽, 라후, 아카, 미엔, 리수 등의 고산

족들이 종족 집단마다 고유한 직물과 의복 문화를 가지고 있다(국립

아시아문화전당 2016).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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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민족 개념(홈스봄 2001)형성 과정에는 전통의 강조와 함께 다양

한 내부의 차이들이 동질화(슈뢰르 2010)되면서 상상의 공동체가 재

구성된다. 방콕 씨리낏 직물 박물관의 중심 전시인 씨리낏 왕비의 

농촌 지역 전통 직물의 부흥과 왕비 의상을 통한 전통의 서구적 해석

은 앞서 살펴 본 태국 역사에서 19세기 이후 국가통합기제로서 활용

되어 온 왕실과 타이인 중심의 타이 민족주의가 퀸 씨리낏 직물박물

관의 과거와 현재의 전시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징화

되고 있었다. 

이것을 더욱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첫째 씨리낏 왕비의 농촌 전통 

직물 부흥 정책은 역사적으로 현재 타이족 직물 문화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었던 북부 지역 따이족의 전통 직물 문화를 타이족의 전통 

문화로 상징화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의 전시물 가운데는 동

영상을 통해 왕비가 직접 태국 공예 예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으

면서 바로 옆 전시관에 따이족의 한 종족인 푸 따이(Phu Tai)족의 

전통 직물을 태국의 전통 직물 문화로 전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박

물관 1층 체험실에서는 북부 지역 전통 직물인 매트미 위사 이캇 

직물의 염색과 직조 과정을 북부 농촌 지역 여성이 직접 시현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박물관 전시에는 

고유한 직물과 의복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북부 산악지대의 카렌족, 

리수족, 몬족 등의 고산족들의 직물과 의복 문화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들 고산족들의 직물과 의복들은 치앙마이에 별도의 고

산족 박물관을 통해 전시하고 있다. 동시에 남부 지역의 무슬림 그리

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종족들의 직물과 의복 문화 역시 이 

박물관의 과거부터 현재의 전시 프로그램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의 직물과 의복 전시는 타이종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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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민족주의를 상징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동시에 비타이족 계열

의 태국의 다른 소수 종족들의 문화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었

다. 특히 북부 따이 종족의 문화와 같이 정확한 의미에서는 태국 중

부 지역 타이족의 문화가 아닌 문화적 요소들은 적극적으로 타이족

의 문화로 강조하면서 이들의 문화가 타이족과 동질화된 공동체 문

화임을 표상하고 있었다. 

또한 서포트 재단을 설립하고 태국의 전통 직물을 발굴, 보존하고

자 했던 왕실의 노력을 부각하고 이와 같은 모든 활동이 왕과, 왕비

가 가난한 태국 농촌지역 농민들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서 상징화하

고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왕실로 대표되는 라마 9세와 왕비의 치

적을 통해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타이종족 중심의 민족주가 견고

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전시 표상이다. 

(2) 서구적 근대화와 서구 국가와의 관계 표상

앞서 살펴 본 왕비의 태국 농촌 직물 부흥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현재 전시중인 “The Power of Love”의 왕비의 의상들(그림 4)은 모

두 태국 전통 문양, 직물 소재, 전통적인 여성 의복인 파신(phasin)등 

태국 전통적 요소를 강조한다. 여기에 서구식 단추, 레이스 장식, 태

국 전통 파신 치마에 볼륨 있는 소매와 블라우스 형식으로 상의만을 

변형시키는 등 부분적으로 서구적인 디자인을 통해 태국의 전통 직

물과 의상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들이다. 따라서 <그림 

4>의 현재 전시 의상들은 서구적인 요소가 활용되었음에도 전체적

으로 태국 전통 직물과 의상의 분위기가 더욱 중심적인 것들이다. 

한편으로 세계 패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파리의 유명 디자이

너들이 제작한 왕비의 이브닝 드레스는 태국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서구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재해석된 것들로 “Fit For A Queen” 

(2016년 8월부터 2019년 4월)전시를 통해 선보였다. 이 전시는 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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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제작에 관여한 프랑스 디자이너 피에르 발맹, 루이비통(Louis 

Vuitton)등의 프랑스 장인과 디자이너들, 그리고 이들이 파리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 장인들과 협력하여 왕비의 22년 동안의 의상 

작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획 전시였다. 씨리낏 왕비와 피에르 발망

의 인연은 태국 왕실이 1959년 푸미폰 왕과 씨리낏 왕비의 유럽 14

개국과 미국 순방을 앞두고 해외 순방에 맞는 서구식 의상을 디자인

해 줄 수 있는 서구 유명 패션 디자이너를 찾는 과정에서 시작되었

다. 

발망은 수작업으로 태국 전통적 요소는 태국 전통 견직물을 활용

하고 대신 전체적인 드레스의 형태와 이미지는 서구식의 드레스(그

림 10)로 재구성하였다. <그림 11>은 프랑스의 레이스, 비즈(bead), 

크리스털(crystal)의 재료를 사용하여 태국 전통 직물 꽃문양을 재현

한 서구식의 이브닝 드레스(왼쪽), 오렌지 브라운(orange brown)의 

시폰(sippon)소재로 서구식 이브닝드레스의 실루엣을 만들어내면서

도 비즈와 크리스털로 상의 가슴 부분에 태국 전통 직물 문양을 재현

한 이브닝 드레스(가운데), 1982년 피에르 발망 죽음 이후 발망의 

동료였던 에릭 모르텐센(Erik Mortensen)이 푸른색의 태국 전통 직

물 소재만을 이용하여 완벽히 서구적인 형태로 재구성한 이브닝 드

레스(오른쪽)이다. <그림 12>의 이브닝 드레스는 크리스털, 비즈를 

수작업으로 장식한 견직물과 유럽식의 드레스 실루엣과 재단 기술

을 통해 태국 전통 여성복의 싸바이(sabai)와 의복 형태를 응용하였

음에도 전체적으로 서구식 이브닝 드레스의 이미지로 재현해내고 

있다.  

또한 박물관은 “Great and Good Friends”(2018년 3월 21-2018년6

월 30)전시에서 1818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져 온 태국과 미국 사이

의 우호관계와 함께 양국 사이에 교류되었던 국가적 조약 서류, 국보

급 예물들을 소개, 전시하였다. 관련 전시자료들에는 푸미폰 국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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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qsmtthailand.org/, 검색일: 2020.02.18.

출처: http://www.qsmtthailand.org/, 검색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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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식의 그림과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내용, 1960년 7월 5일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전설적인 재즈 음악가인 베니 굿맨과 그의 음악 밴

드들과 함께 색소폰 연주도 함께 사진들도 함께 싣고 있다. 이와 같

이 박물관에서는 태국 왕실이 서구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과 

미국을 포함한 서구 지역과의 긴 한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박물관 전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서구와 외부 국가 세

계와의 관계 표상에 라마 5세 시기 씨암 양잠과 견의 근대화 치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일본인들의 활동이 소개된 것 이외에 일

본과 중국 등의 국가와 관련된 표상들은 없었다는 점이다. 태국은 

태평양 전쟁으로 일시적으로 일본이 태국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출처: http://www.qsmtthailand.org/, 검색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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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놓이게 되고 1930년대부터 일본 군국주의의 영향(조흥국 

2008: 37-71)을 받았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그러나 태국 왕실은 일

시적으로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서양 열강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현재

까지 박물관 전시의 외부 국가와의 관계 표상에는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의 국가는 없었다. 이것은 태국 왕실이 외부 지역과의 관계에서 

강조하고 싶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지

점이다. 

근대 국민국가는 강제나 제도적인 통합 장치만으로 유지되는 것

이 아닌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 혹은 민족국가라는 상징과 표상 체계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박물관은 이와 같은 관념을 재구성

하기에 좋은 도구가 된다(최호림 2011b: 14). 이 글은 2012년 왕실 

주도로 개관한 태국 방콕의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의 전시 프로그램

들과 전시물들이 재현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태국 왕실과 

국가가 지향하는 태국의 국가 정체성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

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은 서구 식민지 

경험을 가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근대 국가수립 이후에도 의도적

으로 식민지적 근대로서의 서구의 시각을 박물관 전시 표상에 투영

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서 주목되는 점이 파악되었다. 

태국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전시 프로그

램을 통해 아유타야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타이인의 역사적 전통성, 

라마 5세에 이루어진 서구적 근대화의 치적을 강조하고 있었다. 동

시에 라마 9세 시기 태국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타이민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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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왕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서구적 근대의 표상들이 태

국 왕실과 국가 정체성의 핵심요소로서 의도적으로 재현되고 있었

다. 

구체적으로 박물관은 태국 방콕 씨암 왕실의 찬란한 문화를 표상

하는 왕궁 안에 위치하여 박물관 관람은 왕궁 안의 사원과 왕실 건물

들을 필수적으로 관람하는 관광코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태국인들과 외부인들에게 박물관을 태국 왕실 문화의 정통

성과 권위와 관련지어 상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물관에는 아유타야시대의 견직물 생산과 독자적인 의복 

문화를 강조하면서 현재 타이족 중심의 방콕 왕실 역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로서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태국 왕실 역사에서 라마 

5세의 서구적 근대화의 치적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라마 5세가 주변 지역을 방문하고 식민지 지배의 결과인 서구

의 근대적 문물을 접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 씨암 왕국에 

근대적 문물의 도입, 양잠과 견 생산 문화의 개혁 작업, 왕실을 중심

으로 의복의 서구화를 추진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다. 

동시에 라마 9세 왕실로 상징화되는 푸미폰 왕과 씨리낏 왕비의 

농촌 전통 직물 부흥 정책을 통해 왕실 차원에서 이루어진 태국 전통 

문화 보존 정책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북부 지역 따이족의 전통 

직물 문화를 씨암 왕실과 타이족의 전통 문화로 상징화하는 타이 민

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전시프로그램

에는 태국 북부 고산족, 남부 지역의 무슬림이나 그 외의 다른 문화

적 배경을 가진 종족들의 직물과 의복 문화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

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다른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던 태국사

회에 지속되어 온 중부 지역과 타이족 중심의 지역 불균형과 타이족 

중심의 종족 문제(조흥국 2006; 한유석 2019)와 연결되어 있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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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같은 점이 퀸 씨리낏 박물관의 전시 표상에도 재현되고 

있었으며 태국 왕실과 국가가 인식하고 있는 지역과 타이족 중심의 

종족 편향성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지점이다.   

현재 전시중인 왕비의 의상들은 태국 전통 직물을 기반으로 서구

적인 디자인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들이다. 대체적으로 태

국 전통 직물과 의복의 형태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서구적 해석을 

하고 있지만 태국 전통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편으로 박물관은 

20여 년 동안 태국 왕실과 왕비의 의상 제작에 참여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구 디자이너들과의 인연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 전시 의상

에서는 적극적인 서구적 해석을 수용한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지역과의 긴 한 우호관계를 강

조하는 전시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박물관 전시에서 외부 국가와의 관계 표상에는 일본, 중국과의 국가

적 상호 관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태국 왕실이 외부 

지역과의 관계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무엇인가가 상대적으로 강

조되는 지점이다. 

태국의 타이민족주의는 유럽 열강의 식민지배의 위험에 대한 대

응으로 등장하고 특히 1932년 이후 태국 군국주의 영향 안에서 태국 

영토를 점령한 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적인 동맹관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조흥국 2008: 37-38). 박물관 전시는 태국이 서

구 식민 지배를 모면하고 유럽,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지역과 마찬가

지로 일본을 통한 근대 문화의 수용은 감추어야 될 역사가 아닌 라마 

5세의 주체적인 근대화 노력으로서 높이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씨리낏 박물관은 태국 역사에서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이 태국 

영토를 점령한 사실과 전쟁 종료 후 전범 국가인 일본과 태국의 동맹

관계로 인해 태국이 겪어야 했던 문제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

부 학자들(Nuntana 외 1978)과 유사한 시각을 보이는 듯 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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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이후 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련성은 의도적으로 배제하

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부분이다. 

종합적으로 방콕 퀸 씨리낏 직물 박물관의 전시 표상은 기존의 태

국 국가 정체성의 3가지 요소로 언급되어 왔던 왕실, 불교, 타이민족

주의 가운데 왕실과 타이민족주의가 중요한 표상으로 재현되어 강

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불교적 요소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 

박물관은 라마 5세부터 라마 9세 시기를 중심으로 왕실이 추구해온 

서구적 근대를 전시물과 전시내용을 통해 부각함으로서 불교 대신 

태국 왕실의 서구적 근대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태국의 국가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불교의 역할 만큼 서구의 식

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태국의 국가적 자부심의 근원으로, 왕실에 

의해 추진된 서구적 근대를 강조하고자 하는 역설을 말하는 것일지

도 모른다. 

특히 씨리낏 직물 박물관의 태국 왕실의 섬유, 직물, 의복을 통한 

전시표상들은 철저하게 태국의 전통과 타이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서구 문화의 수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라마 

5세와 라마 6세시기부터 국왕과 태국 지배 엘리트들이 추구한 근대

화는 전통을 폐기한 서구화가 아닌 태국의 전통적인 질서를 건드리

지 않으면서 서구 문화의 외형적인 것을 수용한 대안적 근대성

(alternative modernity)의 양상(조흥국 2015b: 163-164)이 씨리낏 직

물박물관의 전시표상에도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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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esentation of the Thai Modern Nation Image: 
Queen Sirikit Museum of Textiles in Bangkok

CHOI Seungyeun
(The Institute of Asian Culture, Mokpo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representation of exhibition programs and 

exhibits of the Queen Sirikit Museum of Textiles in Bangkok, Thailand, 

and tried to understand how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Thai court and 

Thailand is revealed, For this purpose, the representations of the museum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and field 

research. 

The museum emphasizes the production of silk fabrics and 

independent clothing culture of the Ayutthaya period, which is the history 

of the Thai people, as a history symbolizing the identity of the Bangkok 

court history, In particular, Museum emphasized the process of Rama V's 

visit to Singapore, Indonesian Java and promoting the westernization of 

modern culture and clothing in the Siam kingdom through the intensive 

emphasis on Rama V'.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revival policy of the traditional textiles 

of the rural areas of the Queen Sirikit, which symbolizes the court of 

Rama IX, the Thai nationalistic tendency to symbolize the traditional 

textile culture of the Tai people in the northern region is the the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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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of the Thai people in Siam. while the textiles and clothing cultures 

of muslim or other cultural backgrounds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regions of Thailand are intentionally excluded.

Also, the costumes of the queen were reinterpreted as Western design 

through famous designers of the world based on traditional Thai fabrics. 

The museum emphasized the relationship with world famous Western 

designers who were involved in the costume production of the queen for 

20 years and the close friendship with the western region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the exhibition representation of the museum 

intentionally reproduced and strengthened as a key element of Thai court 

and national identity, the Thai nationalism based on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ailand, focusing on the Rama V and Rama IX. Nevertheless, among 

the court, Buddhist and Thai nationalism, which have been mentioned as 

three elements of the existing Thai national identity, Buddhist elements 

have not been revealed at all in the museum. 

 

Key Words: Representation, Thai, Modern Nation Image,  

Queen Sirikit Museum of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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