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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고 어느덧 춘절이 다가오고 

있다. 춘절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 중 하나

가 만두다. 한국에서도 설날엔 만두를 직접 빚어 

먹을 만큼 만두는 우리와 친숙한 음식이다. 그 만

두에 대해 알아보자.

만두의 유래
만두의 유래는 여러 가지 있다. 그 중 삼국시대 

제갈량이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만들었

다는 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제갈량은 정벌을 마

치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이 심해 강을 건너지 못

했다. 이때, 제갈량이 신의 노여움을 사서 사람 

머리 49개를 신에게 바쳐야만 강을 건널 수 있다

고 한다. 하지만 제갈량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 생각하여 밀가루 안에 소고기와 양고기 

등을 갈아 넣은 속을 집어넣어 사람 머리 모양으

로 빚었다. 만두를 사람 버려 대신으로 올린 후 

강이 다시 잠잠해져 제갈량이 무사히 강을 건너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기만하는 머리

라는 뜻을 가진 만두를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다.

만두의 종류
바오즈(包子)

가장 유명한 만두는 바오

쯔(包子)다. 바오즈는 포자

라 불리며 한국 찐빵과 생김

새가 비슷하다. 다른 만두와 

달리 만두피가 빵처럼 두껍고 폭신폭신하다. 크

기도 다른 만두와 달리 커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기 적합하다.

자오즈(饺子)

교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만두로 만두피 안에 다

양한 재료의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은 만두다. 교자

는 쪄서 먹기도 구워서 먹기도 하고 국과 함께 끓

여 먹기도 한다. 

샤오롱바오(小笼包)

샤오롱바오는 앓은 만두 피 안에 꽉 차있는 육

즙으로 유명한 만두이다. 다

른 만두와 달리 뚜렷한 특색

이 있는 만큼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유명 샤오롱바오 식당에서는 알맞은 양의 육즙

과 고기를 위해 일정한 양의 소를 만두에 넣는다. 

훈툰(馄饨)

훈툰은 흔히 말하는 만둣

국의 일종이다. 하지만 속이 

꽉 차있는 만두를 사용하는 

한국식 만둣국과 달리 훈툰 

만두에는 속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 또한, 피가 

굉장히 흐물흐물해 입에 걸리는 것 없어 먹기 아

주 편하다. 만둣국의 국물 또한 과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깔끔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다.

만토우(馒头)

만토우는 안에 내용물이 

없는 밀가루 찐빵이다. 한국

에서 먹는 꽃 빵도 만토우의 

한 종류이다. 중국인들이 가

장 많이 먹는 만두 중 하나로 만토우에 다른 반

찬을 곁들여 먹는다.

샤오마이(烧卖)

대부분 만두가 고기를 주

로 만들어졌다면, 샤오마이

는 독 측 하게 새우가 주재

료로 만들어 졌다. 샤오마이

는 딤섬의 한 종류로 상하이에서는 샤오마이를 

간식처럼 많이 먹는다. 

중국 유명 냉동만두 브랜드
완차이부두(湾仔码头)

완차이부두 만두는 가격

이 다른 냉동만두보다 비싼 

만큼 맛이 고급지고 쉽게 질

리는 맛이 아니다. 대표적인 

만두로는 새우 해삼 만두가 있다. 만두 크기도 많

이 크지 않아 한 입에 먹기 간편하다. 

비펑탕(避风塘)

비펑탕 만두는 중국에

서 유명한 홍콩식 음식점

으로 냉동만두도 출시했

다. 완차이부두보다는 저렴한 편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만두 개수는 적다. 비펑탕의 대표 만

두로는 죽순이 들어간 새우만두가 있다. 

학생기자 박성언(SAS 12)

일반적으로 여권의 색상이나 디자

인은 각 나라의 종교나 정치적 또는 

지리적 특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여권만 보고 그 나라가 

어느 문화권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있

고, 같은 여권 색을 가진 나라에서 공

통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여권, 녹색이었던 이유

한국의 여권은 1988년부터 발행됐

다. 이때부터 줄곧 일반 여권은 녹색

으로 발행됐다. 외교부 여권 업무 담

당자는 현재 발급되는 초록색 여권에

는 큰 의미가 없고 질리지 않는 무난

한 색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또 눈에 띄지 않게 해 도난 위험

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다. 

녹색 여권은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색상의 여권이다. 

예외인 국가도 있지만 이슬람교의 창시

자 무함마드가 녹색을 좋아한다고 알려

져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

는 대부분의 나라가 녹색 계열의 여권

을 사용한다. 이외에도 1975년 체결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를 결성한 나

라 또한 모두 녹색의 여권을 사용한다. 

남색으로 바뀌는 이유

여권 디자인이 35년 만에 바뀐 이

유는 이처럼 이슬람 국가가 녹색 계통

의 여권을 많이 사용하는 까닭에 우

리나라 국민이 한국 여권을 제시하면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 게시판을 보면 '대한민국

을 상징하기에 녹색은 적합하지 않다', 

'심지어 태극기에도 녹색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의견의 국민청원 글도 다

수 올라와 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

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0년

에는 녹색에서 파란색 계열로 바뀐다

고 발표했다.

디자인, 색깔, 속지, 재질까지 모두 변경

올해부터 바뀐 차세대 전자여권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표지의 색깔이

다.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9.7%, 정

책 여론조사의 65.8%가 새로운 여권

의 색상으로 남색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

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결

정됐다. 

디자인도 변경된다. 표지이면은 한

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다양

한 크기의 점들로 패턴화해 전통과 미

래를 표현했다. 속지도 기존에는 숭례

문과 다보탑이 각 면에 번갈아 인쇄됐

으나, 신규 디자인은 선사시대부터 조

선 시대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재가 인쇄돼 있다. 

재질도 바뀐다. 가장 중요한 신원 정

보가 인쇄된 부분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될 예정이다. 폴리카보네

이트는 OECD 국가 36개국 중 15개국

이 선택하고 있는 여권 재질로 내구

성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 화기로부터

도 강해 여권의 보안성 역시 강화했다.

주민등록번호 삭제, 여권번호 영문 2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

민등록번호 또한 사라졌다. 또 기존에 

영문자 한 개와 8개의 숫자로 조합했

던 여권번호에 영문자 한 개를 추가

해 향후 새롭게 발급될 신규 여권번

호의 수량을 확보하고 보안성도 높였

다.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기

간 만료 이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여

권을 반납한 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

할 수 있다.

학생기자 조현서(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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