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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ori's traditional clothing materials, weaving, basic forms of dress, and the pat
tern and technique of tatoo were examined in the present study in order to deepen the 
appreci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Maori.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was the analysis of written materials. And a fild-trip 
was also made for the study. The study was limitted to the traditional culture of body 
adornment of the Maori including the clothing which is preserved and practicing by 
them at the present day, and the origin and the proces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ose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present study.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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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y far the most widely used fiber for Maori 시。thing is attained from what is
commonly called New Zealand Flax. The fiber of reycinetia baueriana) and
cabbage txees(Cordyline spp.) may also be used. The strong, long-lasting fiber of 
toi(cordyline indivisa) is used for a prestige warrior's cloak. Flat strips of ti 
kax^kaiCordyline australis) are also used as thatch on rain cloaks.

(2) Regardless of technique used, Maori weaving is always worked horizontally from 
left to right. Traditionally the work was suspended between two upright turuturu 
or weaving sticks. As the work progressed a second pair of uprights was used to 
keep the work off the ground. These uprights were moved forward as required. 
Because the weaver sat on the ground, the working edge was kept at 거 height 
that was comfortable to reach. No weaving tools are used, the wefts (aho) being 
manipulated by the fingers. The two main Maori weaving techniques are what니 

aho patahi (single-pair twining) and whatu aho rua (double-pair twining).
(3) The Maori wore two basic garments - a waist met and a cloak. The cloth of 

commoners were of plain manufacture, while those of people of rank were su
perior, sometimes being decorated with feather or dyed tags and decorated 
borders. Children ran more-or-less naked until puberty, being dressed only for 
special events. Some working dress consisted of nothing more than belts with 
leaves thrust under them. Chiefs and commoners usually went barefoot, u응ing 
rough sandals on journeys over rough country

(4) The adornment of men 서nd women of rank was an important matter of tribal con
cern as it was in chiefly persons that the prestige of the group was centred. The 
durable items of Maori personal adornment were either worn or carried. 
Ornaments of various kinds were draped about the neck or suspended from 
pierced earlobes. Combs decorated the head. Personal decorations not only 
enhanced the appearance of men and women, but many had protective magical 
function. The most evident personal ornament was the hei-tiki made of jade or 
other material. Maori weapons were treasured by their owners. They served on 
bottle and were also personal regalia. A man of rank was not fully dressed without 
a weapon in hand. Allso weapons were essential to effective oratory.

(5) No man or woman of rank went without some tattoo adornment except in ex
tremely rare instances when a person was too sacred to have any blood shed. The 
untattooed were marked as beeing commoners of no social standing. This indelible 
mark of rank was begun, with appropriate rite and ritual, at puberty. And tattoo 
marked the person as being of a marriageable age.

Maori tattoo was unlike most traditional tattoo in that its main lines were “engraved” 
on the face with deep cuts made by miniature bone chisels. The fill-in areas were not 
tattooed with cuts but with the multiple pricks of small bone “combs” that only ligh닌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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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ted the skin surface.
The instrument of tatoo consisted of small pots of pumice or wood into which was 

placed a wetted black pigment made from burnt kauri gum, burnt vegetable caterpillars 
or other sooty materials. A bird bone chisel or comb set at right angles on a short 
wooden handle was dipped into the gigment, then a rod or stick was used to tap head of 
this miniature adze, causing penetration of the skin surface. Black pigment lodged 
under the skin took on a bluish tinge.

A full male facial tattoo consisted of major spirals with smaller spirals on each side of 
the nose and sweeping curved lines radiating out from between the brows over the 
forehead and from the nose to the chin. The major patterns were cut deep, while the 
secondary koru patterns were lightly pricked into the skin.

I.序論

타이티 방면의 기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뉴질랜드에 이동해온 것으로 알려진 폴리네시 

아계의 마오리족은 대부분 북섬에 거주한다. 원래는 태평양의 바이킹이라고 불린 항해민족이 

었으나 移住후로는 농경에 종사하였으며, 많은 부족사회로 나뉘어 추장의 통치하에 생활하였 

다. 그들은 일용품 • 배 • 가옥 등에도 독특하고 뛰어난 조각을 남겼으며, 온갖 자연현상을 神 

으로 받들고 아름다운 신화와 전설도 만들어 내 었다.U 따라서 이들 마오리족의 전통문화는 많 

은 지역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한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마오리족의 전통복식문 

화에 대 한 고찰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 다.

이에 본고에서는 마오리족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현대 한국 복식산업체의 제 

품을 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착상을 얻는데에 도움을 주고자,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마오리족의 傳統 裝身文化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기된 연구문제는 마오리족의 (1)전통 의 

복재료의 종류와 생산기법 조사 (2)전통 기본복식의 종류와 형태적 특성 분석 (3)전통 문신 

의 문양과 형 성 기법 조사이다.

본고는 문헌자료 고찰과 현지조사(1992.12〜 1993.1)에 의해 이루어진 normative-descrip
tive survey이며, 현지조사는 주로 마오리 전통 직조가力와의 면접, 직조현장 관찰(whakare- 
warewa 마오리 민속촌), 박물관(Auckland, Papa Tongarewa)에 보관된 전통복식 유물 관 

찰을 통해서 행해졌다.

상기 연구문제에 제시된 연구대상의 기원 및 발전단계는 본고의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 

으며, 현재까지 보존 혹은 사용되어지는 것에 국한하였다.

1) 동아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4, s.v. “뉴질랜드”

2) 면접자 Moana Te Rangihiroafe 64세의 마오리족 여성이다. 1992년 12월 현재 뉴질랜드 북섬의 87 
Waipuna Road Mt Wellington Auckland에 거주하면서 1978년 이래 마오리 원주민 공예센터를 운영해왔 

으며, 주 1〜2회씩 Te Whakarewarewa 민속촌의 Weaving School에서 전통직조법을 재현한다. 본 저자 

와의 면접은 Whakarewarewa 민속촌의 Weaving School에서 1993년 1.월 4일과 10일에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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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衣服材料

1.종류

1) Flax
마오리족은 처음에는 나무껍질을 두들겨서 만든 소위 “tapa” 조각을 의복으로 사용하였으 

나, 타이티 방면에서 이동해온 마오리인들에게는 뉴질랜드의 기온이 이 tapa만으로 견디기에 

는 너무 서늘하고, 또한 일종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tapa로 우기를 지내기에는 매우 부적절 

하였다.3E 그 결과 tapa 대신 도처에서 무성히 자라고 있는 flax(그림 1 참조)를 피복재료로 

이용하게 되었다.

〈그림 1〉Flax

2) Muka
한편 flax를 그대로 엮어 만든 의복은 신축성이 없고 인체에 편안하게 맞지 않아서, 조개껍 

질처럼 단단하고 끝이 예리한 것으로 flax 잎의 표피를 갉아냄으로써 flax 잎 속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섬유를 얻게 되었다.由 이 섬유가 “muka”라 불리는 마오리인의 주된 전통 의복재료 

이다. 일상용 의복을 만들 때는 flax 잎을 약 2cm 나비로 쪼갠 후 칼날 따위로 섬유질만 남기 

고 앞뒤의 표피를 갉아내어 얻은 섬유(muka)를 깨끗이 하여 그대로 직조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의복을 만들 때는 muka를 더 손질해야 한다. 즉, 이 섬유를 물 속에 담갔다가 말려서

3) Terence Barrow, Maori Art, Reed Books, 1984, p.86
4) Mick Pendergrast, The Sacred Thread, Reed Books, 1994, p. 6
5) Ibi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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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에 한 가닥 혹은 몇 가닥씩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밀어 꼰다. 이들을 타래로 만들어서 

다시 물속에 담갔다가 돌방망이 (patu muka)로 두들긴 후, 다시 손바닥 사이에 끼워 부드럽 

게 비벼서 더욱 부드럽고 매끈하게 정리한다."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서 섬유가 부드럽고 

희고 오글오글 하여 신축성이 있게 되면 직조준비가 끝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작한 

고품질의 의복은 현금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섬유질 채취 • 직조 및 의복제작은 마오리 여성 

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였다. 뿐만 아니라 마오리인들은 flax를 그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였고, 또 이에 따라 함유하고 있는 섬유의 질과 양이 달랐기 때문에 의복재료용 

및 그 외 수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flax를 따로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색상이 좋 

고 긴 것은 돗자리 용으로, 짧으나 신축성 이 있는 것은 가방(주머 니 ) 혹은 바구니용으로, 길면 

서도 질긴 것은 어망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하는 질의 flax를 집 가까이에서 재 

배하였다.

3)기 타

Toi 혹은 Kiekie와 Cabbage 나뭇잎에서 얻어지는 섬유도 피복재료로 사용되었으며, 國鳥 

인 Kiwi와 앵무새 • 공작새 등의 새깃털과 털이 달린 개가죽이 직물장식의 재료로 사용되었 

다."

2.직조기법

이들에게는 직기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잡이용 통발을 만드는 매듭기법을 이용해서 의복을 

만들었다. 이는 “finger weaving”이라 하기도 하며 그 주된 기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whatu aho patahi (single-pair twining) ”라 불리 는 방법 으로서 그 기 본 꼬임 은〈그림 2〉에 

서 보는 바와 같고, 다른 하나는 “whatu aho rua(double-pair twining) ”라 하는 것으로 그 기 

본 꼬임은〈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9〉

가장자리 마무리는 끝부분을 술처럼 정리하는 방법과 끝가닥을 구부려서 다시 두세 번을 

매듭 속으로 끼워 넣어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그림 4A 참조), 또는 씨실을 묶어서 매듭을 만 

들어 정리하기도 한다(그림 4B 참조)

바탕은 대부분 염색하지 않은 muka로 만들고, 장식부분에는 염색한 muka 혹은 다른 소재 

를 주로 쓴다卢＞ flax를 다양한 형태의 끈으로 만든 것, 새 깃털, 술 따위로 직물을 장식하는 기 

법은〈그림 5〉에서 소개하는 바오+ 같이 바탕의 매듭 속으로 장식물을 삽입하는 것이다.⑵

의복(주로 cloak)의 양 옆과 밑 단에 두르는 “taniko”라 칭하는 선장식은 부드럽고 윤이 나 

며 색상이 좋은 flax 섬유를 선별하여 잘 다듬어서 섬세하게 짠다. taniko에는 염색하지 않은 

flax 섬유 그대로의 색상과 빨강 • 오렌지 • 노랑 • 검정색이 조화된 여러가지 문양이 놓여 있

6) Huia Publishers ed., Nga Puna Roimata o te Arawa, 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 
1993, p. 5

7) S.M. Meed, The Art of Taniko Weaving, A.H. & A,W. Reed, 1968, p. 11
8) Mick Pendergrast, p. 12
9) Ibid, pp, 13-15.

10) Ibid. p. 16, 107.
11) S.M. Meed, The Art of Taniko Weaving, p. 11
12) Ibid. pp. 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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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오리족 전통직조기법 :

Whatu aho patahi
(M. Pendagrast. The Sacred 
Thread, p. 14)

〈그림 3> 마오리족 전통직조기법 :

Whatu aho rua 
(M. Pendagrast. The Sacred
Thread, p. 14)

nnwmnmfflt

〈그림 4> 마오리족 전통직물의 가장자리 처리법

(M. Pendagrast. The Sacred Thread, p. 16, 107)

는데, 빨강 • 오렌지 • 노랑색은 천연 염료로 염색한 것이고, 검정색은 진흙 늪에 담가서 얻은 

색상이다. 문양은 주로 삼각형, 지그재그, 다이아몬드, 마름모 등을 모티프로 하며 어떤 문양 

은 매우 단순한 반면, 어떤 것은 복잡하다(그림 6 참조). taniko를 짜는 데에는〈그림 7〉과 같 

은 기법이 사용된다.翊

13) Ibid. pp.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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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마오리족이 전통 직물장식 기법 

(M. Pendergrast. The Sacred Thread, p. 112, 113, 115)

〈그림 6> Taniko 문양의 예

（Auckland 박물관 소장품에 첨부된 Taniko관찰 결과, 199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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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aniko 직조기법 

{The Sacred Thread, p. 20, 24)

ID. 服種別 形態 및 成形

마오리족은 남녀 모두의 기본 의복으로 cloak과 kilt를 착용하며, 우천시에는 비옷을 사용 

한다. 서민들의 것은 수수하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것에는 새의 깃털 • 개털 • taniko 장식을 

가하였다.0
어린이들은 성년이 될 때까지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의복을 입지 않고 지냈다. 그 

러나 성년이 되면 치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 예의로 간주되었다.侦

평민 남성들은 대개 허리위로는 옷을 입지 않지만(그림 8 참조) 추울 때나 특별한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cloak을 걸친다.작업복으로는 벨트에 식물잎을 늘어뜨린 것을 주로 사용하 

고 맨발로 지내며, 가끔 샌들을 착용하기도 한다.1”
마오리족의 전통 cloak과 kilt의 평면도는 모두가 장방형을 이루지만, 그 크기와 소재 및 제 

작법에 따라 다양한 착장상태를 낳는다. 크기(신체를 싸는 부분의 양을 좌우하게 됨), 소재 

및 제작법에 따라 분류한 각종 의복의 직조법, 장식 및 성형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kaitaka
우수한 질의 flax 섬유를 선별하여 정교하게 짠 cloak을 이른다.(그림 9 참조). cloak의 직 

조가 시작되는 가장자리 의 모양과 위치는 그 cloak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1" 즉 직조시의 시작

14) Terence Barrow, Maori Art, p. 86.
15) Ibid. p. 13.
16) S.M.Meed, Traditional Maori Clothing: A Study of Technological & Functional Change, A.H. & A.W.

Reed, p. 14
17) Terence Barrow, Maori Art, p. 86
18) Te Rangihiroa, (personal interview, January 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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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전통 kilt를 착용한 마오리 남성 <그림 9> 마오리인의 kaitaka 
(The Sacred Thread, p. 95)

부분이 착용시에 밑단으로 놓이는 cloak은, cloak의 직조가 완성되었을 때에 직조시의 시작부 

분(윗쪽)을 아래로 배치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직조한 줄이 목선으로 된다. 한편 직조 시작 

부분이 한쪽 옆으로 놓이도록 성형한 것은 착용시 씨실(aho)이 세로로 놓이게 되며 이들은 

kaitaka paepaeroae}- 불리 운다. 그러나 kaitaka는 시작부분이 그대로 목선이 되고 마지막으 

로 짠 부분이 아래가 되는 cloak이다.

2. patea
taniko 장식 이 첨 부된 고급 kaitaka를 이른다.

3. huaki paepaeroa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옆과 아랫단 부분에 두 줄의 taniko 장식이 첨부된 pae

paeroa o]i4. 그림에 소개되고 있는 것의 평면도는 길이 133cm, 나비 169cm의 장방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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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uaki paepaeroa
{The Sacred Thread, p. 96)

4. korowai
촘촘히 꼰 flax를 검정색으로 염색하여 표면에 첨부 장식한 cloak이다(그림 11 참조).⑴ 평 

면도의 크기는 대개 길이 124cm, 나비 157cm 정도이다.

5. kahukura
마오리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cloak으로서, 전체가 앵무새 깃털로 덮여 있다.

마오리인들은 國鳥인 kiwi, 비둘기, 앵무새 등 여러가지 종류의 새깃털로 기하학적 문양을 

만들어가며 cloak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户 그러나 새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숲들이 농지로 

개발되면서부터는 토종새의 보호가 불가피해져서, cloak을 장식하기 위한 새깃털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戸 가끔은 깃털장식이 가미된 cloak을 기하학적 무늬의 taniko 장식이 가미된 고 

급 kaitaka cloak을 착용한 위에 덧입는다. (그•림 12 참조)2少

6. kahukuri • Topuni
털이 달린 개가죽으로 만든 clock이다. 이것 역시 마오리인들이 매우 귀히 여겼으며, 부족 

장 등 지위가 높은 사람만 착용하였다.19 20 21 22 23) muka를 매우 촘촘하게 엮어서 두껍고 조밀하고 튼

19) Stuart Park, An Introduction to Auckland Museum, Auckland Institute and Museum, 1986, p. 10
20) Mick Pendergrast, p. 11
21) Ibid. p. 12
22) Don Sin이air, The Maori in Colour, The Caxton Press, 1990, p. 12
23) Moana Te Rangihiroa, (personal interview, January 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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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orowai
(S. Park, An Introduction to Auc
kland Museum, p. 10)

〈그림 12> 고위 전사의 정장

(D. Sinclair, Maori in Colour, p. 12)

튼하게 바닥(kaupapa)을 만든 다음 그 위로 토종 개가죽을 그 털의 색에 따라 무늬를 맞추어 

가며 배치하여 부착시킨다오늘날에는 토종개가 희귀해짐에 따라 거의 생산되지 못하고 있 

다.24 25 26,

24) Mick Pendergrast, p. 93.
25) Moana Te Rangihiroa, (personal interview, January 4, 1993)
26) Mick Pendergrast, pp. 82-91.

7.브 I옷(rain cape)2®
Flax 잎을 거칠게 꼬아서 만든 비옷은 평민들의 일상복이기도 하고 작업복으로도 사용되었 

다. 어깨 주변만을 덮을 정도의 아주 짧은 cape 형태도 있으며 더 크고 긴 것도 있다.〈그림 

13〉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hieke”라 불리우는 길이 69cm, 나비 142cm 크기의 비옷이다. 이 

것은 whatu aho rua식으로 직조하며, 씨실은 29~35mm 간격으로 짜 넣는다. 날실은 상당히 

두꺼우며, 1cm당 3줄 정도 들어간다. 전면에 술처럼 드리워지는 tag은 flax 잎을 좁고 납작하 

게 쪼갠 것인데, 그 길이는 대개 17cm 가량 되며,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게 하기 위해 잎의 표 

피를 대충 긁어낸다. hieke-type의 겹 tag은 대부분 중앙부분의 표피를 긁어내어서 양 끝부분 

이 각각 따로 tag의 형태를 형성하게 한다(그림 14a 참조). 또 어떤 때는 한쪽 끝의 표피를 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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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Hieke
(M. Pendergrast. The Sacred Thread, p. 85)

어낸 후 섬유질만 남긴 단일 tag 두개를 연이 

어 삽입하기도 한다（그림 14b 참조）.〈그림 

14c〉는 hieke 직조시 씨실의 시작과 마무리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에 소개된 것은 “para”라 불리우 

는 비옷이다. 길이 93cm, 나비 134cm이며, 

kiekie 섬유로 whatu aho patahi 기법에 의 

해 만든다. 날실은 lcm 당 2줄 정도 들어가 

고, 씨줄 두 줄마다（한줄씩 건너 띄워서） 한 

줄씩에 kiekie 섬유 고리를 첨부하므로 표면 

전체가 실고리 （loop）로 뒤덮히게 된다.（그림 

5h 참조）

“whakatipu"라 칭하는 비옷은, 매우 가볍 

고 얇은 flax 잎을 갈색으로 염색하고 표피를 

대중 긁어서 만든 길이 약 9cm의 tag을 매

〈그림 14> Hieke의 tag 삽입과 가장자리

처리법

（M. Pendergrast. Te ’
Aho Tapu, p. 85）

씨줄마다 촘촘히 첨부한 것이 그 특징이다. 그 크기는 para와 비슷하며, 바탕은 whatu aho 
rua 기 법 으로 제 작한다. 날실은 1cm 당 5줄 정도 들어 간다.

이밖에도 전사들 전용이면서 매 우 딱딱하고 질긴 toi 혹은 산에 자라는 cabbage 나무 섬유 

로 섬세하게 만든 비옷이 있는데 이는 “kahutoi”라 부른다.

또한 "pake"라 불리우는 비옷도 있는데 이는 flax tag의 한쪽 끝을 섬유질만 남기고 표피 

를 긁어내어 이 섬유질을 날실로 사용하여 직조한 것이다（그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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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ara
{The Sacred Thread, p. 87)

〈그림 16> Pake 제작법

{The Sacred Thread, 
P. 89)

8. piupiu
kilt의 일종으로서（그림 17 참조） 직조에 의해 

만드는 것이 아니다.2” 즉, flax잎을 나비 약 

l~2cm, 길이 약 65〜75cm로 일정하게 쪼개고 

자른 다음, 길이를 따라 정확한 간격으로 일정부 

분의 표피를 칼로 갉아내어 섬유질만 남긴 후 말 

린다. 이것이 마르면서 표피가 벗겨지지 않은 부 

분이 도르르 말려 져 마치 대 롱과 같은 형 상이 된 

다. 이것을 여러개 마련한 후 이들의 한쪽 끝부 

분들을 엮어서 엮은 길이가 허리둘레와 같아지 

게 한다. 그 다음 이것을 검정색 진흙 속에 담그 

면 표피가 벗겨져 섬유질만 남은 부분은 검정색 

으로 염색이 되고, 표피가 벗겨지지 않은 부분은 

flax 잎이 말랐을 때의 짙은 노랑색을 그대로 유

지하게 된다. 다음에는 엮어진 가장자리 부분에 taniko 장식이 가미된 waist band를 첨부한 

다. 흔히는 waist band에 가미 된 taniko의 문양과 같은 문양이 들어 있는 머 리 밴드, bodice（여 

성용）를 함께 착용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조화를 이룬다.2"（그림 18 참조）

27) Ibid. p. 93.
28) Moana Te Rangihiroa, (personal interview, January 1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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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iupiu 
(Huia Publishers, 
Nga Puna Roimata, 
p. 23)

〈그림 18> Piupiu를 착용한 마오리 여성 

(New Zealand Upper Hu- 
tt 에서 1993년 12월 27 일 촬 

영)

N. 裝身具 및 附屬品

1. hei tiki
가장 널리 알려진 마오리인들의 전통 

장신구로서 목걸이이다. 흔히 “뉴질랜드 

보석”으로 불리는 greenstone으로 만들 

며 괴이하게 생긴 사람의 형상인데 이는 

초자연적인 힘을 상징한다.河 특히 tiki가 

높은 지위를 지닌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져 내려온 것일 때는 그 상징성이 더욱 강 

하다. 이것은 절단도구를 사용해서 모양 

을 형성한 후에 돌끼리 서로 마찰시켜서 

표면을 매끄럽 게 하여 완성하는데, 이 작 

업을 끝내는 데에 몇 년씩 걸리기도 하였 

다.3。） 남녀 공용이지만 지위가 높은 여성 

들 사이에서 더욱 널리 사용되었다.3。〈그 

림 19〉의 a가 hei tiki이다. 목에 거는 줄 

과 막대기 형태로 다듬은 새 날개뼈가 달 

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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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마오리족 전통 장신구의 형태

（T. Barrow, Maori Art, p. 84）

〈그림 20> Aurei
(Huia Publishers, ed.
Nga Puna Roimate, p. 4)

2. aurei

뼈로 만든 cloak 핀이다.（그림 20 참 

조） 장식 겸 cloak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 

용하였는데 이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이 

착용하였다.32）

3. 빗
나무, 고래뼈 등의 다양한 소재로 만들 

었으며 모양도 매우 다양했고, 크기는 일 

반적으로 작았으나 길이가 25cm를 넘는 

긴 것도 있었다. 빗은 머리를 빗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머리장식으로 

도 사용되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 

은 머리를 길렀으며 “tikitiki”라 불리는 

상투 형태로 손질하고서 빗을 꽂았다.3"

4. 무 기

과거 마오리인에게 있어서 무기（그림 

21참조）는 일종의 보물이었다. 전쟁터에 

서는 무기로'쓰였으며 개인적으로는 장문

29) Terence Barrow, Maori Art, p. 78
30) Don Sin시air, The Maori in Colour, p. 14
31) Terence Barrow, Women of Polynesia, Reed Books, 1967, p. 18.
32) Huia Publishers, ed. p. 4.
33) Terence Barrow, Maori Art,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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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마오리 전통 무기형태

(T. Barrow, Maori Wood Sculputure, p. 90)

의 역할을 하였다.34)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정장에는 그 부속품으로서 반드시 손에 무기 

를 들고 있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무기는 연설의 효과를 더하는 데에도 필수적이었다. 부족 

장이 공회당 혹은 그외의 장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에는 이 무기를 휘두 

르면서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지닌 사람은 그 징표로서, greenstone으로 

만든 짧은 방망이 형태의 무기를 손에 든다.(그림 12 참조)

34)Terence Barrow, Maori Wood Sculpture of New Zealand, Reed Gooks, 1969, p. 90.

5.기 타

〈그림 19〉는 마오리인들 전통 장신구의 기본형을 소개하고 있匸" Greenstone으로 만든 것 

이 최상의 것이고, 향유고래의 이빨로 만든 것도 귀하게 여겨졌다. 상기한 바와 같이 a는 hei 
tiki이고, b • c • d ■ e • f 모두 주로 목걸이 용이며, g • h는 목걸이 뿐만 아니라 귀걸이용으로 

도 많이 쓰이는 형이다. b는 manaia 머리가 달린 코일형태로 만든 고리로서 실용성과 장식성 

을 겸비한다. e는 작은 박쥐형이며, f형은 주로 고래 이빨로 만든다. g는 곧게 늘어뜨려지는 

형태의 펜던트이고, h는 한쪽 끝이 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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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文身

마오리인에게는 문신장식이 없음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평민임을 뜻했으며, 문신을 하지 

않은 얼굴은 추한 얼굴로 간주되었다.35> 가문이 좋은 여성들은 얼굴에 문신을 섬세하게 한 남 

자를 좋아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이 문신은 일련의 의식을 행하면서 시작 

했으며, 그 사람이 결혼 적령기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부족장들은 문신의 디자인 

을 그들의 서명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문신의식은 개인적으로나 부족 모두에게 매우 의 의 

있는 행사였으며, 문신 기술자는 부족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남성들의 얼굴 전체에 행해진 문신은 코의 양쪽에 배치된 나선형의 커다란 주된 선과 작은 

선, 그리 고 미 간에 서 부터 이 마쪽으로 퍼 져 나가는 곡선과 코에 서 부터 턱 쪽으로 퍼 져 나가는 곡 

선으로 구성된다严>〈그림 22〉는 얼굴 각 부분의 문신모양을 소개한 것이다.

마오리 인들의 문신은 세계 대부분의 종족들의 전통 문신방법과 달리, 주된 선을 만들 때에 

뼈로 만든 소형의 조각칼로 피부를 깊숙히 베는 방법을 썼다.3” 즉, 원하는 문신모양을 결정한

〈그림22〉 얼굴 각부분의문신모양 

(T. Barrow. Maori Art. p. 83)

35) Don Sinclair, Decorative Art of the New Zealand Maori, Reed Books, 1964, p. 76.
36) W.J.Phillipps, Maori Carving Illustrated. Reed Books, 1955, pp. 18-19
37) Terence Barrow, Maori Art,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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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그 문양을 피부 위에 그린 다음, 그 선을 따라 뼈로 만든 뾰족한 조각도를 피부 깊숙히 반 

복해서 집어 넣는데, 조각도로 피부를 벨 때마다 먼저 조각도의 날을 카우리 소나무의 수지 

등을 태워서 만든 숯혼합물에 담근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처가 아문 뒤에 남는 흉터자국이 그 

대로 푸른 빛이 도는 문신으로 된다. 주된 선 주변의 보조 문양들은 머리 빗 형태로 된 도구의 

뾰죽한 끝(빗살 끝)으로 가볍게 찔러서 색소가 스며들게 해서 만든다. 문신이 수염에 가려지 

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염을 하나하나 뽑았다.物 문신을 받고 있는 중인 사람은 얼굴 상처의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나무 깔때기를 이용하여 유동음식 

을 섭취하였다. 이는 또한 성스러운 피가 음식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潮 문신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완성되었으며 수년이 걸리기도 하였다.

남성은 얼굴 전체에 문신을 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무릎에서 허리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여 

자들은 주로 입술주변과 턱에만 했으며, 붉은 입술을 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입술에 푸른 문신 

을 했고, 드물게는 여성들도 이마나 코주변에 작은 형태의 문신들을 더하였다

VI.結論

1. 마오리족의 전통 의복재료는 주로 flax에서 얻었으며 (muka), kiekie와 cabbage 나무도 

전통 의복재료원이었다. 그외에 키위새, 앵무새, 비둘기 등의 새깃털과 털이 달린 개가죽 

이. 장식용 재료로 사용되었다. 이들에게는 직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망을 만드는 매듭기 

법인 finger weaving 에 의해서 의복을 만들었다. whatu aho patahi (single-pair tw
ining) 2]- whatu aho rua(double-pair twining)가 마오리 인들의 전통 finger weaving의 

주된 기법이다. 새깃털, 술 등으로 의복을 장식하는 기법은 바탕의 매듭속으로 장식물을 

삽입하는 것이다.

2. 마오리족 남녀 모두의 전통 기본의복은 cloak과 kilt이며, 그 소재 • 직조법 • 장식의 특성 

및 성형 방법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kaitaka, patea, huaki paepaeroa, korowai, kahu- 
kura, kahukuri, rain cap, piupiu가 있다. 천연 소재를 자연 그대로에 가까운 상태로 사 

용하였고, 의복의 성형 및 직조기법에 의해 전통의복의 다양성을 낳고 있었다.장신구에 

부여한 상징적 가치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사회적 지위와 초자연적인 힘을 상징하는 장 

신구가 애호되었다. 가장 널리 애호되는 마오리 전통 장신구는 greenstone으로 만든 사 

람 형 상의 hei tiki 였다.

3. 전통 문신 모양은 주로 나선형과 곡선이었는데, 주된 문양은 뼈로 만든 소형의 조각칼로 

피부를 깊숙히 베어서 만드는 반면, 주된 문양 주변의 보조문양들은 빗살 형태의 도구 끝 

으로 가볍게 찔러서 색소가 스며들게 하여 만들었다. 문신이 지닌 상징적 가치도 매우 높 

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결혼 적령기를 상징했다.

4. 뉴질랜드의 자연조건이, Flax가 무성하게 자라기에 매우 적절했으며, 마오리인들은 이를 

이용해서 그들이 뉴질랜드의 자연속에서 살아가는데에 매우 적절한 의복형태를 발달시

38) Don Sin이air, The Maori in Colour, p. 17.
39) Terence Barrow, Maori Art, p. 83.
40) Ibid.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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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음을 볼 수 있었다. 즉 그들의 의복은 뉴질랜드의 기후에 알맞은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남방식 및 권포형이며, flax • 새깃털 • 개가죽 등 자연 그대로의 소재를 사용한 지극히 자 

연에 가까운 아름다움이 마오리 전통복식 의 특성인 것으로 사려된다.

5. 특히 taniko 장식과, para, piupiu의 形態와 成形法은 현대 복식산업체의 제품 디자인에 

접목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마오리 전통 직조 및 직물 장식기법 

은 모두 手作業에 의한 기법이기 때문에, 현대 복식산업체에서 활용하려면 원가 상승과 

같은 비실용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패션 小品 혹은 제품의 高附加價値化를 위한 

제품의 부분적 장식에 사용한다든가, 유형 전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 계 기술적 방법 

을 모색한다면 제품의 다양성 제고에 보탬이 될 것이다.

마오리인들의 전통 美的 價値觀 및 사회심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수 

출시장 개척에 보다 유익한 지역연구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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