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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apa, the traditional bark cloth of Hawaii, including materials, method 
of manufacture, and colors and patterns, and t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Kapa to identify traditional culture of 
Hawaii as well as the unique culture of cloth of Hawaii in tropical area. The method of study is qualitative research 
using documentary records about Kapa. The cultivated Wauke proved to be the best material for bark cloth in 
Hawaii. The manufacture of Kapa was made by beating divided into two stages. The dyes for coloring were very 
different due to the existence of various plants. Indigenous Hawaiians showed the unique textures like grooving 
and watermarks, and the various designs in their Kapa. The characteristics of Hawaiian K叩a appear the symbol 
of some colors, the preference of geometrical patterns, the various uses of Kapa, and perfumed Kapa. Through these 
characteristics of Hawaiian Kapa, the traditional culture of indigenous Hawaiian can be understood very well. This 
study will help people understand indigenous bark cloth of tropical areas including Hawaii.

Key words: bark cloth（수피 직물）, Hawaii（하와이）, Kapa（카파）.

I. 서 론

하와이는 우리나라에서 1903 년 미국 영토(territory) 
로 처음 이주하기 시작했던 곳으로 우리나라 이민 

역사에 있어서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지역이다. 당 

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이민을 간 한 

국인들은 월급의 일부를 독립자금으로 내놓음으로 

써 고국의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까지 하와이로 이주한 한 

국인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는 하와이에서 생활한 한국인들의 삶의 역사를 파악 

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와이 전통문화 

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하와이 

전통 직물문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하와이 전통문 

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와이 복식문화는 1820년대에 서양의 선교사들 

이 그들의 포교활동을 위하여 하와이에 도착한 이 

후에 서양복 스타일의 복식으로 매우 혁신적인 변화 

를 하였다. 이러한 복식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복식 

의 재료가 되는 직물에서의 변화 또한 뒤따랐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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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스타일의 새로운 복식은 하와이 원주민들의 복 

식에 사용되었던 전통의 카파(Kapa*가 너무 쉽게 

찢어져서 봉제 의복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幻 직 

조된 직물로 구성되었다.

하와이에서 서양복 스타일의 복식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와이 의 전통 복식 소재 인 카파 

의 생산 역시 줄어들어 1890년대에는 그 맥이 끊기 

게 되었다. 어느 민족이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물 

려줄 그들만의 전통문화를 지켜 나가는 것은 매우 

소중할 뿐 아니라 중요한 사명 이 라 볼 수 있다. 하와 

이의 전통 직물인 카파 제작에 관한 것도 예외는 아 

니다. 이러한 취지로 하와이에서 사라졌던 카파의 

제작은 20세기 초기에 다시 부활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각 나라마다 고유의 전통적인 직물 

직조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와이의 전통직물인 카파 

는 식물의 내피로 만든 수피직물(bark cloth)이다. 이 

수피직물은 트로피컬 국가들의 산물로 아프리카 말 

레이반도, 인도네시아, 뉴기니아, 말레이시아, 폴리 

네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지구 여기저기에서 만들어 

졌다. 그 중에서 폴리네시아의 수피직물이 대체로 

다른 지역에서 만든 것에 비하여 우수하며, 하와이 

의 카파가 가장 다양한 질감과 색상디자인을 나타낸 

다3). 이와 같이 가장 다양하게 발전된 하와이의 전통 

직물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소한 수피직물이 

라는 새로운 원시적 직물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하와이인들의 전통문화 이해의 견지에서 의의가 있 

다고하겠다.

카파에 관한 선행 연구는4)주로 사라졌던 카파의 

재현 및 예술 작품으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한 카파 

제작에 관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여 Sowell"은 

카파의 종교적 사용과 역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 

다 그리하여 본고는 선행된 카파 제작에 관한 연구 

들과 저서들을 바탕으로 하와이의 카파가 지니고 있 

는 특징적인 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와이 전통직물인 카파의 소 

재와 제작법, 색상과 문양의 표현 등을 고찰하고 하 

와이 카파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하와이의 전통문화 

를 이해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하와이 카파 직 

물은 물론 공예 그리고 복식 관련 문헌 및 사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분석한 문헌연구이다.

n. 카파의 어의와 기원

1. 카파의 어의

폴리네시아의 수피직물은 일반적으로는 “타파(Tapa)” 
로 명명된다. “타파”라는 용어를 하와이 사람들은 수 

피직물에 사용하였고, 사모아 사람들은 염색된 수피 

직물의 색이 없는 가장자리에 사용하였다们

19세기 초반에 영국, 프랑스, 미국의 고래잡이들 

은 하와이, 타히티, 마르케사스, 사모아, 뉴질랜드 등 

의 폴리네시아에 그들의 근거지를 두었고, 수피직물 

이 어디에서 생산된 것이든 상관없이 타파를 모든 

폴리네시아의 수피직물에 대한 일반적 명칭으로 소 

개하였다. 그리하여 하와이와 사모아에서 “타파”라 

불렸던 수피직물 조각들에 대한 이름은 유럽과 미국 

의 항해사들과 원주민 승무원들의 영향으로 “타파” 

로 전파되어 일반적 인 공통어(Lingua franca)가 된 것 

이다. 이러한 타파는 지역에 따라서 타히티(Tahiti)에 

서는 "아후(Ahu)”, 마르케사스(Marquesas)에서는 "히 

아포(Hiapo)”, 사모아＜Samoa)에서는 “시 아포(Siapo)”, 
통가(Tonga)에서는 “가투(Ngatu)”라고 부른다.

“카파(Kapa)”라는 말은 “두들겨 편(the(ka) beaten 
(pa))”이라는刀 "타파(Tapa)”를 칭하는 폴리네시아 타 

입의 하와이어 버전으로 전통적인 단어에 속한다,

1) Kapa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bark cloth를 칭하는 말이다.

2) Anne Leonard and John Terrell, Patterns of Paradise, (Chicago: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1980), p. 25.
3) Peter H. Buck, Arts and Crafts of Hawaii, 2nd ed. (Honolulu: Bishop Museum, 2003), p. 166.
4) Jocelyn Fujii, "'Keeping traditions alive,Spirit of aloha Vol. 16 No. 2 (1991); Pat Pitzer, ''Bringing kapa back 

to life,” Honolulu Vol. 13 No. 11 (1979); Deborah L. Ward, "Kapa re-emerges as art and potential industry,M 
Wai ola o OHA Vol. 12 No. 5 (1995).

5) Teri Lynne Sowell, “From darkness to light: Art and the Hawaiian theory of the body"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1999), pp, 74-97.

6) Simon Kooijman, Tapa in Polynesia (Honolulu: Bishop Museum, 1972), p. 4.
7) Linda T. Kim, Ancient Hawaiian Uses of Kapa: An Annotated Bibliograph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Manoa, 198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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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 

나는 '수피직물'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가장자리, 

테두리, 또는 경계'를 의미한다幻

2. 카파의 기원

카파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옷감 자체의 유기적 

이고 썩기 쉬운 성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단지 미 

약하나마 그 제작 시기를 엿볼 수 있는 출토물을 살 

펴보면 약 4,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피직물 

의 단편이 페루에서 발견되었고, 기원전 약 1,000년 

전의 돌방망이(stone beaters)가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고고학적 유물과 함께 발굴되었다. 또한, Ling에 의 

하면 중국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수피직물을 사용했 

는데, 꾸지나무(Paper mulberry)가 주요한 재료였고, 

3세기에는 양쯔강(Yangtze Kiang) 남쪽 지역에 거주 

하는 사람들이 꾸지나무 또는 후(Fu)의 껍질을 두들 

겨서 옷감을 만들었으며, 그 보다 수세기 이후인 13 

세기 말에는 마르코 폴로(Marco Polo)가 중국에서 

여전히 그런 과정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여 

기록하였다고 한다幻 이로써 보면 수피직물이 만들 

어지기 시작한 것은 약 8,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 

라 갈 수 있으며, 그 유물의 잔존이 어려운 점을 감 

안하면 매우 오래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피직물을 만드는 지역들은 아프리카, 동남아시 

아, 태국, 미 얀마, 인도와 폴리네 시 아, 남아메 리카 등 

적도 부근의 지역들이다. 카파는 초기에 남부 중국 

과 대륙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수천 

년을 거치는 동안 인도네시아에 전해져서 수공업 기 

술이 발전되고 다듬어졌다. 폴리네시아 조상인 동남 

아시 아 사람들은 약 3,000년 전에 나무껍질로부터 옷 

감을 만드는'기술과 지식, 그리고 몇 가지 필요한 식 

물들을 오세아니아 섬들을 거쳐 남하하여 더 넓은 

태평양으로 이주하면서 옮겼다瑚

이와 같이 하와이에서 제작된 카파의 기원은 남 

부 중국과 대륙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 • 

발전하여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폴리네 

시아로 이주하면서 카파의 소재와 만드는 기술을 함 

께 하와이로 전해 주었던 것이다.

in. 카파의 소재와 제작방법

1. 카파의 소재

하와이는 다양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 

을 지녔으며, 그로 인하여 수피직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풍부하였다. 매우 다양한 식물이 하와이 카 

파 소재로 사용되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이 중 가 

장 많이 사용된 어크(Wauke)와 마마키(Mamaki)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어크(Wauke)

어크(Wauke; Waoke; Broussonetia papyrifera', pa

per mulberry)는 쐐 기풀목 뽕나무과 낙엽활엽 소교목 

인 꾸지나무이다. 이것은 카파를 만드는 목적으로 

초기 이주민들에 의해 폴리네시아로 옮겨진 식물들 

중의 하나로 초기 하와이에도 소개되었다. 어크는 중 

앙 폴리네시아에서 “어트(Ante)”라 불렸고 하와이 섬 

의 코나(Kona) 지역에서는 “포아아하(Po'a'aha)”라고 

불렸다. 포아아하는 코나지역에서 처음 자란 어크를 

잘라내고 다시 잘 재배된 두 번째 생장물의 원기 왕 

성함을 가리켰고 오아후(O'ahu)에서는 어크의 속껍 

질을 말하였다.

어크는 카파의 재료로 사용된 모든 식물들 중에 

유일하게 재배되었다. 나무는 120〜 180cm의 줄에 

60cm씩 떨어져서 약 30cm 길이로 잘라 심었고, 토양 

의 비옥함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직물의 종류에 따라 

1.8m에서 3m 높이로 재배되었다. 나무의 지름이 약 

2.5cm 정도가 되면 베었는데⑷ 그 크기로 자라는데 

12〜18개월, 때로는 2년이 걸리기도 하였다⑵ 카파 

제작에 적당한 나무는 키가 크고 곧은 것이어서 옆

8) Simon Kooijiman, Polynesian Barkcloth, (UK: Shire Publications, 1988), p. 15.
9) Shun-Sheng Ling and Mary Man-Li Ling, “Bark-cloth, Impressed Pottery and the Inventions of Paper and 

Printing,Monogr (1963) Vol. 3, p. 30, p. 35, p. 63, 재 인용, Simon Kooijman, Op. cit. (1972), p. 1.
10) Roger Neich and Mick Pendergrast, Tapa of the Pacific, (Auckland: David Bateman, 2001), p. 3.
11) Simon Kooijman, Op. cit. (1972), pp. 101-102.
12) Peter H. Buck, Op. cit.,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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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나오자마자 가지치기를 하였다 이러한 어크 

는 하와이 카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소재로 

가장 중요한 식물이었다.

2) 마마키 (Mamaki)

마마키(Mamaki; Pipturus albidus)는 쐐기풀과 핍 

투루스(PiptuF偽) 속의 풍성한 초록관목으로 그 종이 

매우 다양하며 하와이에서 자생하는 야생식물이다. 

빛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밀집한 숲 지역에서 자란 

마마키는 크고 곧으며 옆가지가 적어 껍질에 흠을 

적게 생기게 함으로써 좋은 재료가 되었다.

마마키는 어크 다음으로 중요한 카파의 소재였으 

며, 어크만큼 부드럽지도 희지도 않지만 튼튼하고 두 

꺼운 카파를 만들었다. 마마키의 본래 색상은 어크보 

다 탁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 하기 어 렵고⑶, 내수 

성이 좋지 않아 용도가 제한적 이었다. 다른 섬에서는 

보통 마마키와 어크를 혼합하여 카파를 만들었다⑷

어크로 만든 카파는 희고 품질이 좋았으며 세탁 

이 가능하였던 것에 비하여, 마마키는 내구성이 강 

한 카파를 만들어 오래 사용할 수는 있었으나, 세탁 

이 불가능하였다⑴

2. 카파의 제작방법

카파는 나무의 줄기를 잘라 껍질을 벗긴 내피에 

두 단계의 방망이로 두들기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진다. 이러한 카파 제작은 하와이에서 카파의 재료 

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크가 나무에서 직물로 만들 

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카파 생산을 위한 어크의 재배와 자르기, 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방망이와 모루, 스탬프 등의 도구 

를 만드는 것은 남자가 하였으며, 방망이질에 의해 

내피를 직물로 만드는 작업은 여자가 하였다.

1) 초기 준비 단계

어크는 처음에 자라난 줄기는 잘라내고 두 번째 

로 자라난 어린 가지에서 곧은 줄기를 선택하여 돌 

이나 대나무 칼로 자른다, 껍질은 톱니 모양의 날카 

로운 조개껍질을 이용하여 세로로 절개해서 조심스 

럽게 벗긴다. 그런 후에 껍질의 안쪽이 밖을 향하게 

둘둘 만다. 그것을 다시 펴서 줄기를 판판하게 한 다 

음 큰 조개껍질을 이용하여 외피를 벗긴다⑹ 옷감의 

재료로는 외피가 제거된 내피가 사용되었다.

외피를 벗겨낸 내피는 티(ti)잎에 감아서 용기에 

넣고 바닷물을 부어 열흘 이상 담가 불순물을 제거 

하고 작업하기 쉽도록 유연하게 만든다. 이는 바닷 

물에 내피를 담그면 수액이 적당히 빠지면서 흐물흐 

물해지게 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마마키 내피도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바닷물이 아닌 담수에 담그는 

데 결과적으로 바닷물에 담근 어크만큼 흰색은 아니 

다. 이러한 점을 응용하여 더 어두운 색의 어크 카파 

가 필요할 때는 바닷물 대신 담수를 이용한다. 다른 

식물들의 내피도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처리하여 카 

파를 만든다m 그 다음은 내피에서 바닷물을 제거하 

고 헹구어 다발을 만들어 어크 내피로 만든 끈으로 

묶어서 준비한다.

2) 첫 번째 방망이질

첫 번째 방망이질 단계(Hobmobmob)에서는 바 

닷물에 담갔던 내피를 부분적으로 넙적하게 두드린 

다. 방망이질은 돌모루(Kua pohaku) 위에서 “호호아 

(Hohoa; Hoahoa)”라는 둥근 방망이(그림 1-①)로 한 

다. 호호아는 야구방망이와 같이 둥그스름하며 표면 

은 매끈하거나 이랑과 같은 가늘거나 굵은 평행선의 

홈이 파져 있다. 이 단계에서는 모두 세 가지 방망이 

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방망이의 홈이 성긴 면, 두 번 

째에는 홈이 섬세한 면, 세 번째에서는 매끈한 면을 

사용한다询 이 첫 번째 단계의 방망이질이 끝난 상 

태의 내피는 “모오모오(Mo'omo'o)”라고 한다博 Stokes

13) Violet Ku'ulei Ihara, Selections from the Bishop Museum barkcloth collection, (Honolulu: Bishop Mesume, 
1981), pp, 2-3.

14) Simon Kooijman, Op. cit. (1972), pp. 100-101.
15) Betty Dunford, The Hawaiians of Old, 3rd ed. (Honolulu: Bess Press, 2003), p. 125.
16) Simon Kooijman, Op. cit. (1972), p. 102.
17) Simon Kooijman, Ibid., pp. 102-103.
18) Peter 니. Buck, Op. cit., p. 170.
19) Peter H. Buck, Ibid.,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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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호아 ② 이에쿠쿠

《그 림 1〉방망이 (0偽 and Crafts of Hawaii, ① p. 170, 
② p. 171).

에 의하면 모오모오는 보통 5조각의 내피가 한 장의 

카파 옷감을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5개의 내피 

로 구성되었다고 한다2。). 즉, 넓적하게 편 내피 5겹 

이 하나의 모오모오가 되는 것이다. 이 모오모오는 

햇빛으로 건조하고 탈색하여 저장한다.

3) 중간 준비 단계

다음 과정 (Kau)은 모오모오를 느슨하게 말아서 

몇 시간동안 담수에 충분히 담근다. Stokes에 의하면 

이 느슨하게 만 상태의 모오모오를 “포포(Popo)”라 

고 한다. 여기에서 완성될 카파의 크기를 결정하여 

필요한 만큼의 포포를 모은다. 충분한 포포가 준비 

되면 바나나 잎을 그늘진 마당에 펼치고 그 위에 포 

포를 놓은 다음 더 많은 바나나 잎으로 덮고 모서리 

에 돌을 올려놓는다' 이 상태로 내피는 두 번째 방망 

이질을 위해 적당히 끈적끈적하고 유연해질 때까지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숙성시킨다纨 이것은 결과적 

으로 내피를 유연하게 만드는 바닷물에 담그기와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제 두 번째 방망이질로 넘어가 

게 된다.

4) 두 번째 방망이질

두 번째 방망이질 과정(Kukn)은 “이에쿠쿠(Fe ku- 

ku)” 라는 사각의 방망이(그림「②)로 나무모루(Kua 

lu'au; Kua kuku) 위에서 두들긴다. 나무모루는 위는 

평평하고 밑에는 우묵한 부분이 있다. 이 우묵한 하 

부는 소리를 울리게 만든다. 바닥 위에 2개의 편평한 

돌을 놓고 그 위에 모루를 세워서 안전하고 균형 있 

으며 튼튼하게 설치한다2刀 정사각의 방망이는 사면 

이 다른데, 각 면은 매끄러운 “몰레(Mole)”, 얕은 홈 

이 넓은 간격으로 파인 “몰레할루아(Mole halua)”, 

최고 14개의 U자 홈이 있는 “페페히(Pepehi)”, 1 인치 

에 12〜18개의 V자 홈이 있는 “호오파이(H。烷浦i)” 
로 구성되어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우선, 내피 섬유를 흐물흐물하게 만들기 위해서 

페페히의 표면을 사용하고, 그것을 압축시키기 위해 

호오파이 표면을 사용한다’ 옷감을 골고루 평평 하고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몰레의 면을 사용한다. 이렇 

게 손질된 내피는 방망이 패턴이 찍히도록 장인이 

좋아하는 기하학적 패턴이 있는 방망이(Te kuku ho' 

oki)(그림 2)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몰레의 매끄러운 

면은 다시 옷감을 매만지기 위하여 방망이질의 마지 

막에 사용된다方

방망이질이 끝난 카파는 햇볕에 널어 말린 다음에 

이끼위에 펼쳐서 밤이슬을 맞게 하여 탈색시킨다的. 

이러한 건조와 밤이슬을 맞게 하는 두 과정은 리넨 

과 같이 희고 윤이 날 때까지 반복된다

〈그림 2〉기 하학 패 턴의 방망이(7Z舛 沅 R伽馅沥, pp. 
109-111).

20) Simon Kooijman, Op. cit. (1972), p. 104.
21) Simon Kooijman, Ibid., p. 104.
22) Margaret Titcomb, The Ancient Hawaiians, (Honolulu: Hogarth Press, 1974), p. 20.
23) Peter H. Buck, Op. cit., pp. 171-172,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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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카파를 만드는 작업은 주로 방망이질 

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방망이질에서는 부 

드럽게 될 때까지 바닷물에 담근 후 부분적으로 편 

평하게 만들고, 두 번째 방망이질에서는 바나나 잎 

속에서 부드럽게 숙성된 내피를 원하는 사이즈의 직 

물로 만들고 문양도 새겨 넣었음을 알 수 있다.

IV. 카파의 색상과 문양

1. 카파 염료의 소재와 색

하와이 카파 제작자들은 그들의 옷감을 위한 색 

의 선택이 매우 광범위하였다. 이는 하와이의 풍부 

한 자연환경 에 의하여 카파의 재료가 다양하게 공급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카파에 색을 내기 위한 재 

료 또한 다양한 식물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색의 

재료로 사용된 것은 더 다양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얻 

어지는 색을 알 수 있는 것들만 정리하면〈표 1〉과 

같다. 염액은 식물의 뿌리, 열매, 잎 또는 껍질을 탕 

탕 쳐서 즙을 만들어 사발의 물과 혼합하여 만든다 

26). 식물염료 외에 오렌지와 빨강에 이르는 색을 지 

닌 오커 (Ocher; 'Alaea), 자주색을 만드는 바다성게 

(Urchin), 검정색에는 토란 늪 등이 사용되었다,

2. 카파의 색상과 문양 표현방법

1) 카파의 질감표현

하와이 인들은 카파 자체에 도드라지는 장식적 질 

감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지의 독특한 기술을 사용 

하였다, 그 하나는 손질이 끝난 카파에 이랑과 같은 

흠을 새겨 넣는 것(grooving)이고, 또 다른 것은 방망 

이질의 마지막 단계에서 워터마크(watermark)를 카 

파에 새겨 넣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카파 표면은 질감에 의한 문양을 갖게 되었다.

(1) 흫 새기기(Grooving)

직물에 홈을 새기는 방법(그림 3)은 완성된 젖은 

카파의 무늬를 새기고자하는 위치를 홈이 파인 판 

(Papa hole) 위에 올려놓는다. 그 다음 대나무 룰러 

(Bamboo ruler)를 길이 방향으로 놓고 왼손으로 잡은 

다음 오른 손으로 홈을 파는 도구(K8i hole; grooving 

implement)를 잡고 직물 위를 비벼 눌러서 편평한 직 

물의 표면에 홈을 만든다룰러를 이동하여 연속적 

으로 울퉁불퉁한 홈을 만든다. 이와 같이 직물에 홈 

을 새기는 방법은 18세기 하와이 카파의 독특한 특 

성 중의 하나로鸟, 여자가 아닌 남자들이 장식하였 

다. 이 방법에 의해 생긴 울퉁불퉁한 홈(KuaPla)이 

있는 카파는 두꺼운 카파를 꼭 맞게 두르는 것이 필 

요했던 로인클로스(Malo)와 스커트(夷坂) 용의 직물 

에 많이 사용되었다.

(2) 워 터 마크 AH 7171 (Watermarking)
워터마크 새기기는 완성 단계의 카파가 축축해 

있는 동안 모루의 매끄러운 평면 위에 놓고 기하학 

적인 무늬가 새겨진 반망이(그림 2)로 두들긴다. 방 

망이의 디자인에 따른 홈들이 젖은 카파에 새겨진다. 

이 과정은 카파 전면에 방망이의 무늬가 새겨질 때 

까지 계속 반복된다, 건조 후에 워터마크가 잘 되었 

는지 카파를 빛에 들어 올려 살핀다. 카파는 이 방법 

으로 더 얇게 두들길수록 더 부드럽게 된다勁 여기 

서 얻은 워터마크 카파(그림 4)는 매우 얇고 빛에 들 

었을 때 비치는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카파에 워터마크를 새기는 아이디어는 직물을 완전 

히 뚫고 구멍을 내어 레이스와 같은 폭 넓은 디자인 

으로 진보되었다. 이 독특한 방법은 하와이에서만 행 

해졌으며 단단한 나무 방망이에 복잡한 기하학적 디 

자인을 새길 수 있는 쇠 도구가 서양으로부터 소개 

되어 19세기에 절정에 달하였다.

2) 염료를 이용한 색과 문양표현

완성된 카파는 염료에 의해 염색되거나 문양이

24) Adrienne L. Kaeppler, The Fabrics of Hawaii, (England: F. Lewis, 1975), p. 9.
25) Peter H. Buck, Op. cit., p. 182; Simon Kooijman, Op. cit. (1972), p. 108.
26) Betty Dunford, Op. cit., pp. 127-128.
27) Peter H. Buck, Op. cit., p. 186.
28) Anne Leonard and John Terrell, Op. cit,, p. 24.
29) Donald D. Kilolani Mitchell, Resource Units in Hawaiian Culture, 4th ed. (Honolulu: The Kamehameha Schools, 

1992),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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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하와이 염료 식물과 색

색상 식물명 하와이명 사용된 부분 비고

핑크 (Pink)

Rubus hawaiiaensis 
and R. macraei

'Akala 열매 토산의 딸기나무

Hibiscus spp.
Kokia spp.

Koki'o 또는
Hau hele 'ula

꽃잎 핑크와 라벤더

레 드 (Red)

Acacia koa Koa 수피

Cordia subcordata Kou 잎

Dodonaea viscosa- 'A'ali'i 캡슐

Morinda citrifblia Noni 줄기와 뿌리의 내피

석회 첨가 시 빨간 색.

줄기에서 얻은 색은 Jnahung" 
로 불리며 최상의 스커트(J宜U) 
에 사용

Myrsine spp. Kolea 수피

Sadleria cyatheoides 'Ama'uma'u 잎 양치 류

Syzygium malaccense 'Ohi'a'ai 열매 껍질

Aleurites moluccana Kukui 줄기 내피 candlenut tree. 브라우니시 레드

Sphenomeris chinensis Pala'a 늙은 잎 양치류. 브라우니시 레드

레드-다크 퍼플

(Red to dark purple)
Antidesma spp.

Hame, ha'a, 
또는 Mehame

열매

옐 로우 (Yellow)

Coprosma emodeoides
Kukaenenee 
또는 'Aiakanene

가지 내피

Gardenia spp. Nanu 또는 Na'u 열매

Gossypium tomentosum Ma'o 꽃잎

Morinda citrifblia Noni 줄기와 뿌리의 내피

Ochrosia spp. Holei 가지와 뿌리의 껍질

옐로우-골드

(Yellow to gold)
Curcuma longa

'Olena 또는

'Olenalena
뿌리줄기

심황

성장 정도에 따라 색이 다름

옐로우-황갈색

(Yellow to tan)
Artocarpus altilis 'Ulu 수꽃 • 성장 정도에 따라 색이 다름

그린 (Green)

Gossypium tomentosum Ma'o 잎 신선한 즙

Solarium americanum Popolo 잎

Thespesia populnea Milo 열매 내벽 옐로이시 그린

Peperomia spp. 'Ala'ala wai nui 잎과 가지 그레이시 그린

브라운 (Browi)
Syzygium malaccense 'Ohi'a'ai 줄기와 뿌리의 내피

Cordia subcordata Kou 늙은 잎 옐로우 브라운

Aleurites moluccana Kukui 뿌리 내피 candlenut tree. 레디시 브라운

블루 (Blue)
Dianella spp. Wuki 열매 페일 블루 석회 첨가 시 순색

Alphitonia ponderosa Kauila 잎과 수피 블루이시

퍼플 (Purple) Phytolacca sandwicesis Popolo ku mai 열매 다크 퍼플

Solanum americanum Popolo 열매 블래키시 퍼플

라벤더 (Lwender) Osteomeles anthyllidifblia Oei 열매

블 랙 (Black)

Aleurites moluccana Kukui 견과 껍질, 뿌리 숯에서 얻음

Heteropogon contortus Pili 숯에서 얻음

Myrsine spp. Kolea 줄기나무 숯에서 얻음

Nasturtium sarmentosum Pa'ihi 가지 껍질

Saccharum cfficinarum Ko 가지 사탕수수. 숯에서 얻음

Cheirodendron spp. 'Olapa 열매, 잎, 수피 블루이시 블랙

Scaevola spp. Naupaka kuahiwi 열매 퍼플리시 블랙

그레이 시/베이지

(Grayish/beige)
Aleurites nv)luccana Kukui 열매 껍질 candlenu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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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 랑직 홈 새기기(Re&mrce Units in Hawaiian 
Culture, p. 219).

〈그림 4〉워 터 마크 카파(77* Fabrics of Ha
waii, plate. 31),

표현되었다. 색상과 문양을 표현하기 위한 염료의 

준비는 남자가 하였고, 직물에 염색을 하는 것은 여 

자가 하였다.

(1) 침염(Immersing)

침염(Hobh血)은 가장 일반적인 카파 염색법으로 

카파의 양면이 같은 색이 되도록 염액에 담가 염색 

하는 것이다. 염료는 신선한 식물 재료를 돌절구에 

넣고 돌절구 공이로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물을 첨 

가하여 만든다. 하와이에서 염색에 사용된 용기는 

나무로 만든 것과 호리병이 있었고, 이러한 용기 안 

에 들어있는 물에 뜨거운 돌을 넣어 가열시킴으로써 

염료의 침투를 촉진시켰다. 이 때 식물의 나무껍질, 

뿌리, 뿌리줄기로부터 얻은 염료만 가열하였다.

매염제(Ke kaliki; Liki)는 소금과 소변 등이 사용 

되었다. 소금과 소변은 전 세계 원주민들이 사용한 

매염제이기도 하다. 이 외에 석회 또한 매염제로 사 

용되었다고는 하나 정확하지 않다科

하와이인들은 용기가 작아 커다란 카파를 전체 

침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망이질 전에 내피를 선 

염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그리기 (Painting; Brush Work)
그리기 기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염액을 카파에 칠하는 방법으로 칠을 위한 붓으로는 

카파를 접어 자루걸레(swab) 같이 만든 것과 뻣뻣한 

섬유 타래의 판다누스 열매(Pandanus keys)가 사용되 

었다. 이 기법은 하와이에서는 드물게 사용되었고, 

이 런 방법으로 표현된 문양은 아주 불규칙적 인 것을 

제외하고 블록 프린트한 것과 유사하다. 아주 얇은 

옷감은 한쪽면만 칠해도 다른 면까지 염료가 관통되 

어 침염의 효과를 갖는다.

또 다른 방법은 주로 회색의 카파를 만드는데 사 

용된 기법이다. 색의 표현방법은 숯가루를 넣은 작 

은 카파 주머니로 옷감의 양쪽 표면을 칠하거나 문 

지른다. 이러한 숯 주머니로 색을 입히는 방법은 다 

른 지역인 사모아와 통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지 

만, 하와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3) 겹치기(Overlayin割 Bonding)
겹치기는 색이 없는 카파위에 색이 있는 다른 카 

파를 놓고 두들겨서 한 겹으로 만들어 밑면은 색이 

없고 윗면은 색을 지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겹 

치기로 만들어진 카파(Kapa pabpaP)는 고대 하와이 

에서 튼튼하고 착용감이 좋아 매우 가치가 높았고 

더러워지면 물세탁도 가능하여均 실용적인 면도 있 

었다.

하나의 예로 편평하게 편 빨간 내피를 횐색의 내 

피위에 놓고 카파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함께 

두들겨 만든 카파(PaTula)는 한 면은 흰색이고, 다른

30) Beatrice H. Krauss, Plants in Hawaiian Cultur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3), p. 68.
31) Simon Kooijman, Op. cit. (1972),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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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빨강이다, 교역에 의해 면이 공급되면서 빨간 

내피는 빨간 면으로 대체되었다32). 이 겹치기는 두세 

가지의 여러 가지 색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4) 줄 륑기기(Cord Snapping)

줄 튕기기(Kaula kakau; kaula: 끈, kakau: 찍기)는 

줄을 튕겨서 카파에 문양을 새기는 방법이다. 염료 

에 끈을 담가 흰색의 카파 위에 줄을 팽팽하게 잡은 

후 중간을 들어 올려 튕기는 기법으로 카파에 비스 

듬하게 꼬인 형태의 줄문양이 찍히게 된다.

(5) 블록 프린팅 (Block Priiitiiig)
하와이 카파의 많은 기하학적 패턴들은 이 블록 

프린트에 의해 이루어졌다. 블록 프린트를 위하여 하 

와이인들은 처음에 무늬가 새겨진 카파방망이(그림 

2)를 사용하였으나, 방망이가 무겁고 정교하지 못하 

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고안품(그림 5)인 카파 스탬 

프(stamps)와 라이너(liners)를 만들어 기하학적 모티 

브와 직선을 표현하였다. 이 스탬프와 라이너는 다 

른 나무로도 만들었지만, 대나무가 가장 적합하여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스탬프는 대나무 줄기 

('Ohe kapala)의 안쪽 끝에 무늬(표 2)가 새겨졌고, 유 

럽에서 도입된 쇠 도구로 복잡한 디자인을 새길 수 

있게 되어 19세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라이너는 갈..

① 스탬프 ② 라이너

《그림 5> 대나무 스탬프와 라이너(由佑 and Crafts oj 
Hawaii,① p. 193,② p. 203).

〈표 2〉대나무 스탬프 디자인

무늬 종류 디자인

평행선과 

교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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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K

갈매기 w w 0고、刀^名“化所， MT Z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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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 u n u II n

마름모 XXXXX
《》◎《》《》

©金蛇x8>©

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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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由 II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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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혼합형

眺5明。

:;"。次;月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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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渝N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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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汐沪

混 蹈장& 踮必與

■T- ~L T_ -l-

: 爾，：호、g葺泠»>

퀴와 같은 형태로 염료를 묻혀 카파위에 찍어서 선 

을 표현하였다制

이상으로 살펴본 카파에 이랑의 홈을 새기거나 

워터마크를 새기는 방법은 하와이에서 고안된 독특 

한 질감 표현방법이었다. 또한, 염료에 의한 색상과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침염과 그리기는 오래 

된 기법으로 폴리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 

으로 행해진 방법이나 하와이에서는 드물게 사용되

32) Peter H. Buck, Op. cit,, pp. 190-191.
33) Ibid.,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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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오히려 겹치기, 줄 튕기기, 특히 대나무 스탬프 

와 라이너를 이용한 블록 프린팅 기법 등이 새롭게 

개발되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색과 문양 

을 표현하는 독특한 기법을 발전시킴으로써 하와이 

특유의 카파직물을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다.

3. 카파의 문양

카파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몸을 둘러 감쌌던 것 

으로 그들의 신체에 직접 표현하였던 문신과 함께 

착용자의 혈통을 나타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문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문 

양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하여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로 구분하여 시대적 카 

파문양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8세기 카파의 문양

18세기 카파의 문양은 이랑과 같이 홈을 새긴 것 

과 선, 기하학적 디자인, 점과 채색한 공간의 대담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대나무나 나무 펜촉과 라이너를 

이용하여 직접 손으로 그려 넣었다网 문양（그림 6） 

은 대담하고 솔직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 삼각형, 갈 

매기 무늬 장식 그리고 사선 형식을 이루기 위해 선 

적인 요소들이 서로 가로지르고 한 점에 집중되는 

등의 창조적 조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직선은 대담하게 직각을 이루거나 직물에 평행하게 

또는 사선을 이루고 다른 직선이나 사선에 의해 교 

차되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선이 점이나 짧은 물 

결 디자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삼각형이 

나 마름모형을 이루도록 서로 만나거나 교차되기도 

한다. 평행한 지그재그 선들이 크거나 작은 계단과 

같은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功 이와 같이 18세기 하 

와이의 카파 문양은 굵직하고 대담한 각을 이루는 

디자인이며, 이랑의 홈을 새겨 직물의 질감을 표현 

하였다迥

2） 19세기 카파의 문양

19세기에는 서양에서 쇠 도구의 도입으로 스탬프 

와 방망이에 디자인을 세밀하게 새겨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19세기 카파의 문양은 정교하 

게 스탬프로 찍는 디자인과 워터마크（그림 3）로 만들 

어져 18세기 카파에 비하여 선적인 요소（그림 7）가 

덜 강조된다. 직선은 주로 문양의 윤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 그 안에 표현한 작은 모티브의 배열을 

둘러싸는 틀을 이룸으로써 공간 분할에 의한 정돈이 

더 잘 되어 있다.

〈그림 6> 18세기 카파（Ko四, p. 5）. 〈그림 7> 19세기 카파（&明 p. 7）.

34) Violet Ku'ulei Ihara, Op. cit., p. 3.
35) Andrienne L. Kaeppler, Kapa, 2nd ed. (Honolulu: Robert Boom, 2003), pp. 3-6.
36) Roger Neich and Mick Pendergrast, Pacific Tapa, (Auckland: David Bateman, 1997),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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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프는 문양을 표현하기 위하여 옆에서 옆으로, 

끝에서 끝으로 또는 몇 가지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기 위해 조합되어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배치되었다. 

그리하여 사선, 갈매기 무늬, 삼각형, 마름모형 등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다.

18세기와 19세기 모두 카파 문양으로 정점에서 

만나는 세 개의 삼각형으로 형성된 모티프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같은 모티브를 기본적으로 사용 

하면서도 그 표현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그 

예로 다이아몬드 모티브 자체는 확실히 18세기에 손 

으로 그리던 고유한 디자인이지만, 모티브를 반복적 

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규칙성은 19세기 스탬프에 의 

해 이루어졌다.

19세기의 새로운 문양 표현법은 바탕과 문양을 

반대로 나타내는 전환법이다’ 이는 바로 스탬프를 

찍은 부분이 배경이 되게 하고 스탬프 사이의 프린 

트되지 않은 부분에 색을 칠하여 디자인을 만든 것 

이다. 19세기 카파 문양은 스탬프에 의한 반복적 표 

현으로 18세기에 비하여 복잡하고 정교한 디자인이 

며 워터마크에 의해 직물의 질감을 표현하였다.

V. 카파의 특징

1. 색의 상징성

카파에 표현된 색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됨으로 

써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에서 흰색은 

하와이 인들의 종교적 상징의 색으로 사제 나 나무 조 

각상과 같이 신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이나 대상과 

관련되었다. 종교적 신봉으로 신상에 카파 로인클로 

스를 두르는 것은 상 자체는 특별한 가치가 없지만, 

카파를 두름으로써 그 안에 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을 상징하였다. 신이 사제에게 말을 전하기 전에 사 

원(Heiau)에 세워진 높은 오벨리스크 형태의 탑을 통 

하여 들어온다고 여겨서 이 탑도 섬세한 횐색 카파 

로 둘렀다司 또한, 횐색의 카파 로인클로스는 예배 

동안 사제(Hakuna) 계층의 구성원들이 입었다. 존엄 

한 지팡이(PuloPloh; Kapu stick)는 흰색 카파 볼을 

꼭대 기에 달아서 예배 동안 지배자들을 평 민들과 구 

분하는 표식 이 되 었다岡 소년의 할례와 같이 중요한 

때에도 흰색의 카파로 머리 둘레에 둘렀다. 이와 같 

이 흰색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제는 물론 

사원과 신상을 둘렀던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색 

이었다.

그러나 신상에는 흰색 이외에 다른 색도 사용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신과 의 

사소통을 하고자 접촉을 원할 때 영적 매개자(Haka) 

는 신과 제안된 교섭을 높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 

여 그 신이 선호하는 색으로 만든 카파 두르개(wrap) 
를 입었을 것이다. 또한 바치는 제물도 어떤 신을 대 

상으로 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같은 선호하는 색 

의 카파로 감쌌을 것이다. 특별한 신과 관련된 색으 

로 노란색은 훌라(Hula)의 수호 여신(Laka)과 물 요 

정이나 도마뱀 신(Mo血)과 관련 있고, 빨강과 검정 

또는 빨강과 흰색은 화산의 여신(P育lei)과 관련 있으 

며, 검정이나 매우 어두운 색은 천둥의 신과 관련 있 

다39). 이는 몇 개의 신상에 빨간 카파를 둘렀던 것에 

서 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카파의 색은 지배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데에도 사 

용되었다. 지배자 계급을 상징하는 색상은 빨강, 분 

홍, 노랑, 검정, 초록과 아주 옅은 파랑 등이다4。). 그 

중에서 빨강은 폴리네시아 전역에서 성스러운 색이 

었고, 그러한 보편적인 상징의 원리가 하와이에도 영 

향을 미쳐 가장 고위의 지배자가 입었던 의복 색이었 

을 것이다, 또한, 검정 카파 케이프는 지배자만이 입 

었다고4D 한다. 지배자를 상징하는 색은 다양한 색으 

로 때에 따라 다른 색을 입기도 하였을 것이나, 사제 

의 색은 흰색 한 가지로 보다 한정적이었던 것 같다.

2. 기하학적 문양의 선호

하와이인들은 카파의 문양으로 기하학적 문양을

37) Simon Kooijiman, Op. cit, (1988), p. 33.
38) Ilona Finkey, <4Wauke: Hawaiian Bark Cloth (Kapa),'' Hawaii Online/Interlink [database online] (1998 [retrieved

29 October 1999]); printed from World Wide Web @http://www.ihawaii.net/ — finkey/by the library of Univer
sity of Hawaii

39) Teri Lynne Sowell, Op. cit., pp. 81-82.
40) Titcomb, Margaret, Op. cit., p. 29.
41) Teri Lynne Sowell, Op. cit,,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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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였다. 그리하여 하와이 카파 장인들은 추상적 

기하학 패턴과 비대칭적 패턴을 적용하기 위하여 손 

으로 직접 그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포크 모양의 라 

이너, 섬세한 펜, 정교한 패턴의 대나무 스탬프 등의 

발전에 대단한 재간을 선보였다纽

하와이 카파에 표현된 문양의 가장 단순한 형태 

는 직선 줄무늬나 격자의 기하학적 문양이다. 격자 

문양은 두 줄 세 줄 또는 네 줄 등의 다양한 수로 결 

합된 평행선이 비스듬하게 또는 직각으로 교차되어 

표현되었다. 직선은 줄무늬 외에 문양의 유곽을 주 

로 이루고 손으로 그리거나 스탬프로 찍어서 나타내 

었다. 곡선 형태가 스탬프로 적용될 때에도 그 배열 

은 거의 항상 직선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하와이 카 

파에서 나타나는 큰 윤곽 형태와 면적이 거의 대부 

분 조합되어 사각형, 삼각형, 마름모형과 같이 단순 

한 구성을 이루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4기 이러한 기하학적 도형은 문양의 큰 윤곽뿐만 아 

니라 작은 모티브로도 카파에 표현되었다. 그것은 

〈표 2〉에서 본 스탬프의 디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 원형, 타원형 등이다. 이 

러한 기하학적 도형을 기본으로 하는 변형된 형태와 

혼합된 형태의 디자인도 있어 매우 다양한 문양을 

연출하였다

하와이 카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양의 배열은 

문양을 반복하여 평행선이 되도록 표현한 것이다. 

평행선은 두 개, 세 개, 네 개, 또는 다섯 개가 같이 

결합되거나 세트로 일정한 간격을 두기도 하였다. 

평행을 이루는 것에는 직선의 평행선, 물결무늬의 

평행선, 갈매기 패턴에 의한 지그재그의 평행선 등 

의 선들이 평행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삼각형이나 

마름모 등의 도형이 평행선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하와이 카파에서 기하학적인 문양은 

전체적 인 윤곽은 물론 세부적 인 모티브로도 주로 사

용되어, 하와이 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양이자 카파 

의 기본적인 문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용도의 다양성

카파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생활에서 분리하여 생 

각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직물이다. 카파의 주된 사 

용은 남녀가 착용한 복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남자는 카파 로인클로스(M시°)를 입었고, 여자는 카 

파 로인스커트(的0)를 입었으며, 남녀 모두 어깨에 

사각형의 케이프(Kihei)를 둘렀다. 이러한 의복 외에 

헬멧과 샌들, 가면의 장식 등에도 사용되었다. 한편 

으로 카파는 신체 장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작은 무 

지의 끈은 남녀 모두 팔과 다리에 둘러 장식하였고, 

오렌지색의 끈은 남자만 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 

였다. 그 다음 많이 사용된 것은 침대 시트(Moe)로44) 

여러 겹을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함께 바느질하여 

만들었는데, 가장 위층은 아름답게 장식되었다傾 이 

침대 시트는 하와이인들의 부와 계급 및 사회적 성 

공을 반영하였다佝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카파는 종교적 의식에 

도 중요하게 사용되 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 이나 출 

생 • 사망과 관련되어 개인의 특별한 상황에도 사용 

되었다. 젊은 지배자의 결혼식 동안 카파 시트는 신 

랑과 신부를 감싸는데 사용되었다. 갓난아이들은 얇 

고 부드러운 카파로 둘렀고, 사랑했던 사람의 죽은 

시체는 특별한 종류의 카파로 둘렀다仞

그 밖에도 카파는 모기장, 집의 칸막이, 벽걸이, 

바닥 깔개, 붕대, 연, 램프의 심지, 세금 등으로 하와 

이인 생활의 거의 모든 곳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 

었다. 이는 카파가 하와이 전통문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구성요소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4. 향을 지닌 카파

42) Roger Neich & Mick Pendergrast, Op. cit. (1997), p. 92.
43) Simon Kooijman, Op. cit. (1972), p, 154.
44) Violet Ku'ulei Ihara, Op. cit., p. 1.
45) Andrienne L. Kaeppler, Op. cit. (1975), pp, 7-10; Betty Fullard-Leo, "Kapa", Coffee Times [database online] 

(June, 1998 [retrieved 12 November 2006]);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kapa2.htm

http://www.coffeetimes.com/

46) Veronica S. Schweitzer, “Hina's Kapa", Coffee Times [database online] (June, 1997 [retrieved 12 November 2006]);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coffeetimes.com/kapa.htm

47) Ilona Finkey,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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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인들은 카파 직물에서 향기가 나게 하는 특 

별한 처리를 하였다. 향이 나게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향을 염료에 첨가하여 처 

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향 식물은 하와 

이 자생 의 양치류(LauUe; RHypodh伽 卩你执如浪砂이 

다. 양치류의 잎들은 처음에 뜨겁게 달군 돌로 처리 

되어 수액을 짜낸다, 수액은 구워진 코코넛 알맹이 

에서 얻은 오일과 섞어 염료에 첨가한다. 지배자가 

입었던 로인클로스는 향을 내기 위하여 이 방법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사용된 염료는 심황에서 얻었다. 

그리하여 로인클로스는 노란색을 띄었다. 또 다른 

방법은 완성된 카파의 겹 사이에 향이 나는 것을 넣 

어두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사 

용되 었다.

이와 같이 직물 자체에 향을 첨가하여 직물 자체 

에서 자연스럽게 향이 나게 하는 것은 하와이 카파 

가 갖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향을 입히는 

것은 내피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없애기 위한 방 

법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섬 

유 유연제에 향을 첨가하여 옷에서 향이 나게 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하와이 원주민들이 직물로 사용했던 전통 카파에 

관하여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파의 소재는 다양한 식물이 사용되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식물은 어크와 마마키 였다. 어크는 

카파직물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재배되었고, 마마키 

는 야생에서 자랐다. 하와이인들은 희고 품질이 좋 

은 카파를 생산한 어크를 주된 카파 재료로 사용하 

였다.

둘째, 카파는 두 단계의 방망이질에 의해 나무의 

내피로 만들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드럽게 

될 때까지 물에 담근 후 부분적으로 편평해지도록 

두들겼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하는 사이즈의 직 

물로 만들고 문양도 새겨 넣었다.

셋째, 염료는 다양한 식물의 뿌리, 열매, 잎 또는 

껍질에서 얻어졌다. 염액은 그것들을 탕탕 쳐서 만 

든 즙을 사발에 있는 물에 혼합하여 만들었다. 식물 

이외의 오커, 바다성게, 토란 늪 등을 염료로 사용하 

여 더욱 다양한 색으로 염색할 수 있었다.

넷째, 색과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 

여 하와이 카파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독특한 질감 

과 다양한 디자인이 표현되었다. 우선 질감에 의한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직물에 이랑 형태의 홈 

을 새기는 것과 방망이 표면의 문양을 탕탕 쳐서 워 

터마크를 새기는 것이 있었다. 염료에 의한 색상과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침염, 그리기, 겹치기, 줄 튕 

기기, 블록 프린팅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하와이인 

들은 겹치기, 줄 튕기기, 특히 대나무 스탬프와 라이 

너를 이용한 블록 프린팅 기법을 새롭게 개발하여 

독특하게 발전시켰다.

다섯째, 하와이 카파는 색상과 문양, 용도, 향 등 

에서 특징을 나타내었다. 카파의 몇 가지 색상은 상 

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사용 

되었다. 하와이 카파에 표현된 문양은 기하학적 문 

양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하와이인들의 기하학적 문양 

선호를 알 수 있었다. 카파의 다양한 용도는 하와이 

인들의 생활에 사용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카 

파가 하와이 전통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였 

음을 알게 하였다. 무엇보다 독특한 특징은 향이 나 

는 식물을 이용하여 카파직물 자체에서 향이 나도록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와이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전통 수 

피직물인 카파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하와이 원주민 

들의 생활과 전통문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하여 하와이로 이민을 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살았던 한국인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수피직물이라는 독특한 복식 소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러한 소재를 만들어 사용했던 

열대지역의 특징적인 직물문화 및 전통문화를 이해 

하는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고는 하와이 지역의 수피직물만을 분석하였기 

에 후속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 

함으로써 지역별 수피직물의 특성이 비교• 분석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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