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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UBJECT  태국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전통놀이 게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What’s a favorite Traditional game for children in Thailand? 

 

1. 예상 촬영날짜 / EX FILMING DATE: 7월 중순 / Around the middle of JULY  

(Filming will begin in end of June to First weekend july the documentary expected to air later this year)  

4박 5일 예상 / 4Night 5Days  

2.  촬영지역 / LOCATION: 방콕 또는 치앙마이 치앙라이 / Bangkok or Chiang Mai / Chiang Rai  

 

3. 촬영스텝 / TOTAL CREW +3  

-감독 PD-1 

-카메라 CM-1 

-코디네이터 CD-1  

*치앙라이 전통놀이 전문가 선생님 섭외 완료  

 

4. 내용 / CONTENT : 태국 어린이가 가장 선호하는 게임은 무엇인가?  

THAI CHILDREN GAME IN THAILAND  

태국에는 1,200 가지가 넘는 타이 전통 게임이 존재한다. 수코타이 왕국 (1238-1438)의 시대에 시작되어 수백 년 후, 

라마 6 세 (Rama VI) 통치 기간에 이 게임은 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얻었다.  

 

 



태국의 전통 게임은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락, 휴식 및 운동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시작되었다. 태국 어린아이들의  전통게임은 노래 및 말과 같은 소리의 사용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더 재미를 

더 한다. 과거에 많은 아이들이 쌀을 타작하는 가재도구나 음식을 저장하는 도구나 식기,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물과 

식물, 동물의 형상 같은 내용을 주재로 놀이를 찾았다. 태국은 일년내내 무더운 열대기후에 속한다 덕분에 코코넛 야자수 

나무열매 또는 바나나잎 그리고 대나무 잎과 같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것에서 놀이를 찾았다.. 

 

그중에 대표적인 태국놀이가 던까라 이다. 코코넛 야자수 나무 열매를 반으로 잘라 만든 샌들을 신고 걷는 게임인데 누가 

빨리 목적지까지 가는것이다. 코코넛 샌들을 싣고 한국식으로 여의땅 해서 목적지 라인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우승하는것이다. 그리고 바나나잎 또는 대나무 잎을 가지고 즐기는 전통게임이 두 번째로 인기다. (자료참고)  

 

그리고 세번째는 바로 타이어 경주게임이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폐타이어를 가지고 굴려 놀이를 즐기는 게임이다.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에 따라서 승자를 따지는 게임이다. 그외에도 수많은 게임이 있는데 아래 A/ 참고  

 

영문자료: 유네스코 방콕  

 http://www.unescobkk.org/culture/ich/children-games/games/a-z/ 

유튜브자료: Traditional Thai children's games 
https://www.youtube.com/watch?v=t5y0t0g_eGk 

 

 

A/ 태국의 전통놀이 

1.코코넛 샌들신고 걷기/ (던까라) Dern Kala: Walking on Coconut shell Sandals  

2.말타기 / Khee MA Karn Kluay 

3.릴레이 경주 / Wing Peow: Relay Race  

4.말등타기(업어타기/Khee Ma Song Muang : Riding the Horse Back Home  

5.굴렁쇠 경주 /Tee Look Lor) Wheel Racing)  

6.줄다리기/ Tug of war  

7. 2인 3각 경기/Two Legged Race and Pid ta tee Mo 

8.눈가리고 항아리 때리기/ TO Strirke the pot blindfoded 

 

 

http://www.unescobkk.org/culture/ich/children-games/games/a-z/
https://www.youtube.com/watch?v=t5y0t0g_eGk


 

 

 

그외, 태국에는 수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그중에서도 북쪽 고산지대에 있는 카렌족, 라후족, 

아카족, 리수족, 몽족이 있다. 고산지대 소수민족 아이들의 전통놀이 또한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  

 

1. 중국 소수민족 라후족 전통놀이 

Minor LaHu Tribe Traditional Game Culture In China  

https://www.youtube.com/watch?v=3Kz9fu51nsI 

 

2. Ngu kin hang - Traditional Thai children's game 

https://www.youtube.com/watch?v=Ns8PgPh51gU 

 

3. Thai Games at Cross Culture Thailand Trek VBS 2015 | Group VBS 

https://www.youtube.com/watch?v=kOppimNIB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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