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er Story Lenj

The Last 
Shipbuilders

Despite cheaper alternatives and diminishing demand, a small 
community of shipbuilders on Iran’s Qeshm Island is determined to 

keep the 3,000-year-old tradition of the Iranian lenj  afloat.

페르시아만 최후의 조선공
3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페르시아만 지역 이란 렌즈 선박의 전통적 건조 및 항해 기술. 

이란 남부 케쉼섬에서는 렌즈 선박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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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남부 케쉼섬의 조선소. 에어컨이 가동되는 차에서  

내리자 페르시아만의 후텁지근한 공기에 선글라스가 뿌예졌다. 

조선소 바닥 곳곳에는 자투리 티크 목재와 호두나무로 만든 

쐐기들이 톱밥을 뒤집어쓴 채 나뒹굴고 있었다.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 무렵이었고, 유일한 그늘이라곤 길이 30미터의 이란 전통 

선박 ‘렌즈’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뿐이었다. 수작업으로 

건조되는 이 목제 선박 주변으로 비계(飛階)가 잔뜩 설치된 걸 

보니 완성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할 듯했다. 그러나 미완성인 

지금의 모습만 봐도, 무척이나 견고하며 오랜 시간을 견딜 

선박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렌즈 선박을 건조하는 전통 기술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렌즈’라 부르는 목제 선박은 수천 년에 

걸친 이란의 해양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찬란한 유산이다. 

전통적으로 어업, 진주 채취, 페르시아만 인근 국가와의 무역에 

이용되었고,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까지 상업용 화물을 

수송하기도 했다. 렌즈 선박은 거친 바다 항해에도 적합한 견고한 

구조에 과일이나 향신료, 동물이나 도자기 등의 화물을 한 번에 

많이 적재할 수 있어 귀한 대접을 받았다. 인도와 잔지바르 등 

아주 먼 지역까지 항해하거나 모험에 나설 때도 렌즈 선박이 

The humidity of the Persian Gulf fogs my sunglasses 

as I step from the air-conditioned car onto the grounds of 

the old shipyard. Discarded scraps of teak and wedges of 

walnut wood coated in sawdust litter the ground. The only 

reprieve from the blazing midday sun is a pool of shade 

cast by a 30m-long traditional Iranian lenj. Encased in a 

skeleton of scaffolding, the hand-built wooden vessel is 

still some way from completion, but even in a half-finished 

state, it’s obvious that it’s built to last. The longevity of the 

tradition itself, however, is up in the air.

Lenjes have been a fixture of Iranian maritime culture 

for millennia, used for fishing, pearl hunting and trade 

around the Persian Gulf. Prized for their hardy, seaworthy 

construction and ability to carry large amounts of cargo, 

they were also used on longer journeys and trading 

expeditions to places as far away as India and Zanzibar. 

But changes are threatening to capsize this ancient 

tradition and relegate the wooden lenj to the recesses of 

maritime history, as cheaper fiberglass substitutes and 

이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렌즈 선박의 유구한 전통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 그로 인해 목제 렌즈 선박은 

해양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값싼 유리 섬유 

재질로 만든 선박과 현대식 화물선의 등장으로 많은 렌즈 선박 

제작자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은 렌즈 선박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케쉼섬의 조용한 어촌 구란에는 비록 소수이나 

여전히 렌즈 선박을 만드는 이들이 있다. 케쉼은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큰 섬으로, 이란 남부의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에서 배로 

45분 거리에 있다. 자연적 조건 덕분에 구란의 조선소는 수백 

년간 케쉼섬 내에서 렌즈 선박 건조와 보수의 중심 역할을 맡았다. 

“인근의 맹그로브 숲이 파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물의 깊이는 

렌즈 선박을 정박하고 수리하기에 적당하죠.” 마을에서 일하는 

modern cargo ships force many shipbuilders to give up the 

trade. Thankfully, however, modern developments have 

failed to erase the tradition from Iranian seafaring culture 

completely, and shipbuilders can still be seen constructing 

lenjes in the sleepy fishing village of Guran, on Qeshm, the 

largest island in the Persian Gulf.

For centuries, Guran’s natural assets have made it the 

center of lenj building and repair on Qeshm. “The nearby 

mangrove forest protects lenjes from the waves, and the 

depth of the water is perfect for the boats to dock and be 

repaired,” explains Mohammad Pozesh, a 38-year-old 

shipbuilder who has been making lenjes since he was 18.

While other yards on Qeshm have fallen into disuse 

or been converted into repair shops for older vessels or 

fiberglass lenj workshops, Guran’s small community of 

shipbuilders is sticking to tradition, continuing to build 

wooden lenjes by hand, plank by plank, using the same 

basic principles that have stood for centuries — all without 

the use of a blueprint. “We can determine a lenj’s physical 

케쉼섬의 구란 마을은 목제 렌즈 선박 건조의 명맥을 잇고 있다. 선박 제작자들은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수작업으로 배를 건조한다(왼쪽 페이지, 아래).

The village of Guran, on Qeshm Island, is one of the last places 
wooden lenjes are built. Builders here still follow traditional methods, 
constructing vessels by hand, plank by plank (opposit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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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렌즈 선박 내부

Lenjes are valued for their ability to 
carry large amounts of cargo.

38세의 조선공 모하마드 포제시의 말이다. 그는 18세 때부터 

선박을 만들어온 렌즈 선박 기술자다.

케쉼섬의 많은 조선소가 문을 닫거나, 낡은 배를 수리하는 

정비소로 바뀌었다. 아니면 유리 섬유 렌즈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로 전환했다. 지금은 구란에 거주하는 극소수의 렌즈 

선박 제작자들이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고대로부터 전승된 기술에 따라 수작업으로 목제 렌즈 선박을 

건조한다. 판자 하나를 끼워 넣더라도 반드시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일은 없다. 

“고객이 얼마나 많은 화물을 적재하기 원하는지를 기준으로 

배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적재량 600톤인 렌즈 

선박을 원한다면 우리는 배 길이가 30미터, 너비는 10미터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뭘 해야 

하는지 전부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포제시가 반쯤 완성된 

렌즈 선박의 그림자 그늘 밑에서 말했다. 

렌즈 선박에 쓰이는 목재는 미얀마,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한다고 한다. 케쉼섬에는 선박 건조에 

적합한 목재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선박 건조 

기술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수됐는데,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건조 기술을 배웠고,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 식으로 전통이 이어졌지요. 기본 기술을 익히는 데만  

3~4년이 걸렸습니다.” 포제시의 말이다. 

렌즈 선박은 100년 넘게 사용할 만큼 튼튼한데, 이 정도의 

내구성을 갖추려면 당연히 비용이 따른다. 배 한 척을 건조하려면 

약 40만 달러가 필요하고, 현대식 장비를 동원한다 한들 완성까지 

대략 2년이 걸린다. 이렇듯 엄청난 비용과 제작 시간 때문에, 

전통 방식을 고수하던 많은 제작자가 유리 섬유 렌즈 선박 쪽으로 

돌아섰다. 유리 섬유 렌즈 선박은 목제 렌즈 선박보다 강도나 

내구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비용이 덜 들고 제작 기간이 짧으며, 

무엇보다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많은 유리 섬유 렌즈 선박이 어업과 진주 채취에 활용되며, 

두바이, 무스카트를 비롯한 페르시아만 주변 항구 도시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대의 도장과 동전을 보면 페르시아만 북쪽 해안에 사는 

이란인들이 최소 3000년 전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바다는 가장 중요한 식량 공급처이자 

수입원이었고, 항해술을 익히는 일은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지속적인 범선 개량은 항해의 새 시대를 

열었다. 노잡이의 완력에 기댈 필요 없이 바람의 힘을 빌려 더 

멀리, 더 빨리 항해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dimensions based on how much cargo the customer 

wants to carry. For example, if someone wants a lenj with 

a 600-ton capacity, we know that the length should be 

30m, the width 10m, etc. From that, we have in mind what 

we should do,” Pozesh says. All the wood that he and the 

other shipbuilders use is imported from Myanmar, India or 

Africa, as Qeshm lacks suitable trees.

Traditionally, the art of lenj building was passed on from 

father to son and took years to learn. “I learned from my 

father as an apprentice, and my father learned from his,” 

Pozesh says. “That was how the tradition continued. It took 

about three or four years just to learn the basics.”

While a lenj can last for well over 100 years, this 

longevity comes at a price. A typical vessel costs around 

US$400,000 and takes up to two years to build using 

modern tools. Such a significant investment has forced 

much of the industry to switch to fiberglass lenjes, which, 

though not as strong or durable, require less time, 

expertise and money. Indeed, these days it’s fiberglass 

lenjes that are often used for fishing and pearl hunting, as 

well as to ferry passengers and goods around the gulf.

Ancient stamps and coins indicate that Iranians living 

on the gulf’s northern coast began building boats at 

least 3,000 years ago. As the ocean was their primary 

source of food and income, mastering the open seas was 

crucial to survival. Continuing advances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ailboats in the region heralded a 

new age in sea navigation. No longer did ships need to be 

powered by men and their oars; instead, the wind could be 

harnessed to travel further and faster than ever before.

The lenj was born out of this exciting period in 

maritime history. Throughout the centuries, lenj sailors 

also developed complex navigational systems and 

accumulated vast knowledge of the natural world. With 

the invention of the sail and the possibility of journeys that 

could last months or even years, sailors began looking to 

the heavens to navigate their ships. Using the kamal (an 

ancient navigational tool harking back to the ninth century) 

and the position of the sun, moon and stars, they could 

chart their voyages and determine their position at sea.

Iranian seamen also invented formulas to cal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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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렌즈 선박의 돛은 엔진으로 교체되고, 페르시아 나침반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에 의해 밀려나는 추세다. 새로운 세대가 

현대식 장비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때문에 과거의 과학적 

지식과 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렌즈 선박은 이란의 탐험 역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이란은 이런 종류의 배를 이용해온 오래된 제국 중 하나이며, 

그 시작은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 대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란 역사 마을 협동조합’ 소속인 

알리 푸잔의 말이다. 3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 협동조합은 

렌즈 선박과 마을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관광 

산업 부흥을 기반으로 렌즈 선박 관련 문화를 지키려고  

한다. “몇 년 안에 구란에 렌즈 박물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고대로부터 이어진 전통 기술에 관한 교육을 하고,  

우리 지역이 선도한 이란의 항해 문화를 지켜갈 생각이죠.  

하지만 관광 산업을 통해 충분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렌즈 문화는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푸잔의 말이다. 

이란의 렌즈 선박은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긴급 보호 목록에 등재되면서 그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이 단순히 목제 렌즈 

had guided them for centuries. In recent times, however, 

lenjes’ sails have been replaced by engines, and the 

Persian compass has been cast aside in favor of GPS. 

The preference of the younger generation for working 

with modern tools means that this vast body of scientific 

knowledge and wisdom is likely to disappear.

“Lenjes have been absolutely central to Iran’s history 

of exploration. Iran was one of the oldest empires to use 

this type of ship, beginning with Cyrus the Great,” says 

Ali Pouzan of the Historical Village of Guran Cooperative 

Company. Established to preserve lenjes and other village 

traditions, the 39-member cooperative is determined to 

save the culture of the ships through tourism. “We plan 

to build a lenj museum in Guran in the next few years, 

which will educate the public on the ancient tradition and 

preserve the culture of sailing that’s been so important 

to life in this part of Iran,” Pouzan says. “However, if we 

don’t receive enough support through tourism, then 

unfortunately lenj culture will disappear forever.”

길고 긴 항해 해양 역사상 매우 흥미진진한 시기에 렌즈 선박이 

태어났다. 렌즈 선박 선원들은 복잡한 항해술을 개발했고, 

자연계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축적했다. 돛이 개발되고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친 바다 여행이 가능해지자 선원들은 뱃길을 

찾기 위해 하늘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9세기에 사용하던 

고대의 항해 장비인 ‘카말’을 이용해 태양, 달, 별의 위치를 보고 

이동 경로, 배의 좌표를 파악했다. 

이란 선원들은 위도와 경도를 계산하는 특별한 공식을 

개발했고, 연안으로 불어오는 계절풍을 연구했으며, 그 계절풍에 

각각 이름을 붙여주었다. 바람에 대한 정교한 지식은 바다 여행 

계획에 크게 도움이 됐다. 그뿐이 아니다. 렌즈 선박 선원들은 

물의 색깔, 파도의 높이, 구름의 움직임을 읽는 데 고수였다. 

갈매기의 움직임을 보고 폭풍을 예측했을 정도다.  

나침반이 이란에 전해진 이후, 선원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천문학과 자연계에 관한 지식을 접목해 페르시아식 나침반을 

개발했다. 나침반의 특정한 지점에 17개 별의 이름을 새겨 

항해사들이 하늘의 이정표를 따라 손쉽게 배의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페르시아 나침반은 수백 년간 바다 

항해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런 빛나는 전통을 뒤로하고  

latitude and longitude and studied the seasonal winds that 

swept over their shores, giving each gale its own name. 

Intimate knowledge of these winds helped them plan their 

journeys. Lenj sailors also became experts at reading the 

color of the water, the height of the waves, the movement 

of clouds and even the behavior of seagulls to help them 

avoid approaching storms.

When the compass was introduced to Iran, sailors fused 

this new technology with their knowledge of astronomy 

and the natural world to create the Persian compass. 

Writing the names of 17 stars alongside certain points on 

the compass made it easier for navigators to steer their 

ships in the direction of one of the celestial signposts that 

수 세기에 걸쳐 선원들은 자연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축적했다(아래). ‘노루즈 에 

사야드’ 의식은 지역 사회와 렌즈 선박 간의 관계를 드러낸다(오른쪽 페이지).

Over centuries, lenj sailors accumulated vast knowledge of the natural 
world (below). Ceremonies like Nowruz-e-Sayyād (Fisherman’s New 
Year) reflect the importance of lenjes to local communities (op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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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만이 아니며 렌즈 관련 문화 전체가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렌즈 선박의 발달과 함께 ‘리바’ ‘레지프 하니’ ‘아즈바’ 

등의 전통 음악 행사도 흥했고, 선원들이 일하며 부르던 노래도 

풍성했다. 이러한 선박 문화와 함께 꽃을 피운 많은 이야기와 

아름다운 시가 시나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자연과 전통 선박 간의 공생 관계에 경의를 표하는  

다양한 의식과 축제는 바다 인근의 지역 사회에서 렌즈  

선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통 중  

상당수가 렌즈 선박과 함께 사라지는 실정이다. 전통 민요는  

점점 더 듣기 어려워지고, 선원들은 ‘어부의 새해’라는  

의미인 ‘노루즈 에 사야드’ 의식이 아니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노루즈 에 사야드 말고도 많은 항해 관련 행사가  

그간의 전통 사회 기여도와 무관하게 소멸하고 있다. 

렌즈 선박 수주가 줄어들고 전통이 쇠락하면서 관련  

산업으로 밥벌이한 지역 사회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오늘날 

렌즈 선박업계 종사자 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낮은 임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업계를 떠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선박 수주를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포제시가  

차를 마시면서 말했다. “지금 건조되고 있는 저 배는 3~4년  

전에 주문받은 거예요…. 저는 목제 렌즈 선박을 만드는  

마지막 세대라 할 수 있죠. 제 아이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전통을 이어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푸잔은 렌즈 선박 선장의 사회적 입지나 위상 역시  

달라졌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선장들이 배에서나 땅에서나 

존경을 받았어요. 주민들은 고기를 잡을 때나 진주를 채취할 때 

선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선장이 

주민들에게 같이 고기를 잡고 진주를 채취하러 가자고  

부탁해요.” 조선소를 떠나기 전에 나는 알리 압돌라 알리를 

만났다. 80대인 그는 은퇴한 선장이다. 숙소 앞 그늘에 앉아  

있던 압돌라는 이곳 지붕이 50년 전 잔지바르에서 들여온 

백단향으로 만든 거라고 했다. 그 시절에는 저 멀리 콜카타까지 

바다 항해를 떠나는 일이 잦았다고 회상했다.   

나는 압돌라에게 긴 항해가 두려운 적은 없었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어쩌면 렌즈 선박 제작자와 선원이 변화에 적응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으로 다가왔다.  

“바다는 끝없이 이어져 있고 매일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시간은 없죠.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자연이 던져주는 온갖 시련을 전부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압돌라가 한마디 덧붙였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글 숀 부수틸 사진 모하마드레자 도미리 간지 & 알리레자 샤함제

THE SEA NEVER ENDS In 2011, UNESCO added the lenj 

to it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recognizing its historical and cultural 

importance, as well as the risks to its culture.

Distinct musical traditions such as Lîva, Rezif-khānî 

and Azva developed alongside the lenj, and sailors would 

often sing while they worked. Literature about life at 

sea blossomed too — not surprising considering Iran’s 

proud history of poetry. Ceremonies and festivals that pay 

respect to the vessel’s relationship with nature further 

indicate the importance of the lenj to local communities. 

Sadly, however, many of these traditions are disappearing 

alongside the ships. Traditional music is hard to come 

by, sailors no longer sing while they work and, with the 

exception of Nowruz-e-Sayyād (Fisherman’s New Year), 

most of the sailing ceremonies that used to be important 

components of traditional life are no longer observed.

The decline of lenj building and the loss of these 

traditions are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communities. 

There are now fewer people working in the industry than 

ever before, and low salaries are forcing many to seek 

work elsewhere. “During the last two years we haven’t 

received a single order,” Pozesh tells me. “The ones in the 

shipyard at the moment are from three or four years ago ... 

I’m part of the last generation making lenjes.”

The social position of the lenj captain has also changed, 

Pouzan says. “In the past, the captain was highly respected 

both on the lenj and in the village, and people always asked 

him to take them to sea to fish and hunt pearls. But now, 

it’s the captain who’s asking people to come with him.”

Before leaving the shipyard I meet Ali Abdolla Ali, a 

retired lenj captain in his 80s. He tells me that when he 

sailed he often made voyages as far away as Kolkata. I ask 

him if he was ever scared on those journeys. His answer 

gives me a glimmer of hope that the builders and sailors 

of lenjes will find a way to persevere. “The sea never 

ends, and there’s drama every single day,” he says. “But 

there’s no time to be scared, and you have to accept every 

kind of torture nature throws your way until you reach 

your destination. You have to survive.”  By Shaun Busut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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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만에 떠 있는 목제 렌즈 선박   

Though declining in number, wooden 
lenjes still sail the Persian Gu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