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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조 초기 아르다시르 1세 부조에 묘사된 복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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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stume Style on the Rock Reliefs of Ardashir I in Early 

Sassanian Per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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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Sassanian dynasty was to succeed the civilization of Achaemenid dynasty but it shows vestiges
of Parthian civilization in many way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take a look at Sassanian civilization through analyzing
these rock reliefs since these features are shown on the rock relief of Ardashir I in early Sassanian Iran. The way carried
out this study was first, to collect and search documentary data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llect pos-
itive data by exploring this region and then we comparatively analyzed the two data in general and the result is the fol-
lowing: The form of costume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person's status. In the early period of Ardashir I the costume
style of the royals is reflected by clothes such as tunic, trousers in parthian style. However, trousers do not have vertical
pleats which are commonly shown in the case of parthian trousers. It assumed that after the early period of Ardashir I,
Sassanians formed their own styles. The form of cap is also different according to the person's status. Ardashir I and the
Ahura mazda god put on crown and Korymbos which symbolized the sovereign power. Except the king and the god, the
prince and the king's vassal put on high caps called Kolah. Diadem which symbolized sovereign power of king was used
by the king, the god and the crown prince. There are two kinds of diadem. The first form has vertical pleats and the other
does not have pleats. This form becam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ocial position. The form of hairstyle is generally thick
curly hair which goes down until the shoulder.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ir hairstyle in terms of the social position. The beard
style is generally in the form of scoop. There is also no difference in terms of the person'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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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페르시아 사산왕조(Sassanian)는 파르티아(Parthia) 왕조를 뒤

이어 3세기부터 7세기 초까지 지금의 이란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로 중세에 활발해진 동서 문명 교류로인

실크로드 상에서 그들이 차지했던 중간지점으로서의 지리적 조

건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던 왕조였다. 그래서 사

산왕조는 실크로드를 통한 고대 문명교류사 연구(국제한국학회,

1999; 정수일, 2002, 2006; 중앙아시아학회 2006)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왕조이다.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서도 고대 문

화의 올바른 정체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실크로드를 통한 외부

문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과정 속

에서 신라의 경주와 실크로드의 동쪽 관문인 중국의 돈황 그리

고 중앙아시아까지 잇는 연구(권영필, 1997, 2000; 민병훈,

2000)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실크로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산왕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

어 사산왕조 문화의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

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서 실크로드를 통한  외부 문화의

영향에 대한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산왕조 문화연구에 대한 중요성은 시

급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복식연구를 통하여 사산왕조 문화의 실체를 파악하

기 위함이 그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올바른 고대사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페르시아 예술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

었다. 주로 자기가 세운 왕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굳건

한 왕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표현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런 경향은 최초로 세계 대 제국을 세웠

던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다리우스 대왕의 부조(장영수,

2008a, 2008b)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산 왕조에서

는 초기 부조 예술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산 왕조는 전 왕조인 파르티아 왕조와는 넓게는 같은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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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시아계통의 종족이었으나 혈통적으로는 아케메네스 왕조와

같은 종족이었다(Nagel, 1982). 그래서 사산왕조는 왕조 초기에

의도적으로 아케메네스 왕조의 전통을 이으려는 정책들을 시행

하였다. 그러나  파르티아 왕조를 이은 왕조였기 때문에 실제적

으로는 파르티아 왕조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자기 고유의 스

타일을 만들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산왕조 초기

에는 문화 예술 전반에서 제도적 전통을 이은 파르티아 왕조의

특성과 사산왕조의 혈통적 계보인 아케메네스 왕조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은 사산조 초기에 조성된 아

르다시르 1세 부조에 특히 잘 나타나고 있어 사산왕조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르다시르 1세 부조는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

다. 아울러 이 부조에는 왕조초기 궁중의 중요한 테마를 수행

했던 구성원들의 복식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사산조 초기

복식 문화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두 왕조의 특성들이 아르다시르 1

세 부조에 어떻게 나타나며 또 복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를 관찰하여 사산조 초기 복식의 형태를 분석하며 사산조 문화

이해를 복식연구의 측면에서 접근하려한다.

이 연구를 진행시킨 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기위해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또한 부조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이 지역을 답사한 후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2. 아르다시르(Ardaschir)1세의 의미와

사산조 초기의 역사적 배경

파르티아 왕조에서 이스타크르(Istakhr)지역(지금의 파르스

(Fars)지방의 봉신(封臣)이었던 아르다시르 1세의 아버지 파팍

(Papak)은 205/6년에 이 지역의 왕이 되었다. 왕이 된 아버지

아래에서 아르다시르 1세는 이스타크르(Istakhr)지역 다라브기

르드(Darabgird) 지방의 도지사(Satrap)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

죽음 후 왕위를 이어받을 아르다시르 1세의 형 샤푸르 파파칸

(Shapur Papakan)(보통 샤푸르(Shapur) 라고 하는데, 아르다시

르 1세의 아들 샤푸르(Shapur) 가 아님)이 갑자기 죽게 되자

아르다시르 1세는 스스로 이스타크르 지역의 왕이 되었다. 그

후 아르다시르 1세는 케르만(Kerman)지역을 점령하며 자기의

세력을 뻗어나갔는데 그의 세력 확장에 위협감을 느낀 파르티

아의 왕 아르타반(Artaban, 혹은 Artabanos)5세는 아르다시르 1

세를 공격하였다. 이 싸움에서 아르다시르 1세는 파르티아 왕

아르타반 5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였는데 이 싸움이 224년 호

르미즈다간(Hormizdagan)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싸움으로 이 싸

움을 계기로 파르티아 왕국은 무너졌고 아르다시르 1세(224-

240)는 새로운 왕조 사산조(224-651)를 세웠다. 이 당시 파르티

아 왕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아르메니아(Armenia), 아제르

바이잔(Azerbaijan)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

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226년에 아르다시르 1세

는 크테시폰(Ktesiphon, 지금의 바그다드)을 점령하여 파르티아

의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결국은 아르다시르 1세 세력 안에 놓

이게 되면서 파르티아는 결국 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파르티아

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지역은 5세기 초까지 지역 군주

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230년에 아르다시르 1세는 파르티

아가 지배했던 지역 중에서 아르메니아와 하트라(Hatra)를 제

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자기 세력 아래에 넣었고 북 메소포타

미아 지역을 점령하기위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싸

움을 시작하였다. 이 싸움에서 처음에는 아르다시르 1세가 승리

하였으나 232년에는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Severus

Alexsander)의 공격을 받았고 이 전쟁으로 두 나라는 상당한 손

해를 입게 되었다. 235년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

(Severus Alexsander)가 사살되자 아르다시르 1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로마를 다시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마침내 240

년에는 그 당시 로마의 세력아래 놓여 있던 실크로드에서 중요

한 무역 도시였던 하트라(Hatra)를 점령하며 세력을 키워나갔다. 

정치적으로 아르다시르 1세는 사산조의 수도를 파르티아의

수도였던 크테시폰으로 정하고 지방의 군주들을 통합하여 통제

하는 중앙 집권제를 실시하며 사산조의 기틀을 만들어 나갔는

데 여기에서 사산조의 대표적인 귀족가문인 수렌(Suren)과 카렌

(Karen) 가문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아르다시르 1세는

아케메네스 왕조처럼 조로아스터교를 권장했다(Wiesehoefer,

2002; Ghirshman, 1962). 

3. 사산조 초기 아르다시르 1세 부조 분석

다음 장의 복식 분석을 위한 배경으로 이 장에서는 아르다

시르 1세 부조를 먼저 살펴보려한다. 사산조 초기의 작품으로

전 왕조인 파르티아 왕조의 전통이 읽혀지는 피르자바드

(Firuzabad)에 묘사된 아르다시르 1세의 싸움장면 부조(Fig. 1)

와 아르다시르 1세 서임식 부조(Fig. 2), 사산조의 특징이 나타

나기 시작하는 나그쉐- 라잡((Naqsh-e Rajab), 페르세폴리스

(Persepolis) 바로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으로 나그쉐-로스탐

(Naqsh-e Rustam)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에 묘사된 아르다시

르 1세의 서임식 부조(Fig. 3), 그리고 파르티아의 영향에서 완

전히 벗어나 사산조 초기의 부조를 완성한 나그쉐-로스탐

((Naqsh-e Rustam), “로스탐(Rustam)의 그림들” 이란 의미로,

이란 선사시대의 유명한 영웅 ‘로스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Fig. 1.피르자바드(Firuzabad) 싸움장면 부조, von Gall, Ta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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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Hinz, 1969). 페르세폴리스 근처에 있는 지역이며 아케

메네스 왕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다) 에 묘사된 아르다시르 1

세 서임식 부조(Fig. 4)를 선정하여 부조의 양식과 디테일을 살

펴보며 부조에 나타나는 아케메네스 왕조, 파르티아 왕조의 영

향과 사산조 고유의 특성들을 이해하려한다. 

3.1. 부조의 일반적 설명

3.1.1. 피르자바드(Firuzabad) 아르다시르 I세의 싸움 장면 부조

피르자바드 지방출신 사산조의 창건자 아르다시르 1세와 파

르티아의 마지막 왕 아르타반 5세의 싸움 장면을 묘사한 이 부

조는 사산조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작품이다. 224년 4월 28

일에 호르미즈다간(Hormizdagan)에서 벌어졌던 싸움을 세 장

면으로 나누어 회화형식으로 자세히 묘사한 이 작품은 지금까

지 발견된 부조 중에서 제일 긴 것으로 그 길이가 22,4 m 이

고 높이는 4 m이다(Herzfeld, 1988; Hinz, 1969). 맨 오른쪽에

는 아르다시르 1세가 파르티아의 마지막 왕 아르타반 5세를 창

으로 찔러 떨어뜨리는 장면이, 중앙에는 아르다시르 1세의 왕

위 계승자인 샤푸르 왕자가 파르티아 왕 아르타반 5세의 서기

인 다라반다드(Darabandad)를 찔러 넘어뜨리는 장면이 그리고

왼쪽은 아르다시르 1세의 신하가 파르티아의 기사를 끌어안고

목을 조르는 포즈로 묘사되어 졌다(Fig. 1-1). 도상들의 묘사에

있어서 머리는 측면묘사이고 몸통은 정면묘사로 측면과 정면의

묘사 방법이 섞여있다(Hinz, 1969). 

3.1.2. 피르자바드 아르다시르 I세의 서임식 부조

피르자바드에 묘사된 아르다시르 I세의 서임식 장면 부조는

기원전 226년으로 편년되고 있어 싸움 장면 부조를 만든 후

바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7 m 넓이에 3,70 m 높이(Hinz,

1969)의 이 부조 왼쪽에는 아후라마즈다(Ahura-mazda) 신이 홀

로 묘사되어 있고 그 앞에는 아르다시르 1세가 4명의 왕의 수

행원을 거느리고 서 있다(Hermann, 1969). 왼쪽에 아후라마즈

다(Ahura-mazda) 신이 오른손을 내밀어 왕권의 상징인 두 개

의 넓은 끈, 다이아뎀(Diadem)이 달린 링(Luschey, 1986)을 건

네주고 있고 왼손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성물인 바솜(Barsom) 막

대기를 들고 있다. 아르다시르 1세는 역시 오른손을 내밀어 링

을 받고 있고 왼손은 들어 올리고 있는데 이는 사산조에서 존

경을 표시하는 전통적인 제스처로 고대 오리엔트에서부터 내려

오는 전통이다(Herzfeld, 1988). 

보통 사산조 초기 부조에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조와 파르

티아의 부조에서 나타나지 않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이 부조에

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왕 뒤에는 수행원

이 묘사되고 신 뒤에는 수행원이 묘사되지 않는 부조 형식

(Lewit-Tawil, 1993)이고, 둘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은 크게 묘

사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작게 묘사하는 대상비중의 법칙이

다(Erdman, 1969). 대상비중의 법칙은 동아시아의 벽화에도 나

타나고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관찰되는 기법이다.

이 부조에서는 첫 번째 부조 형식의 특징은 잘 지켜져 있으나

두 번째 특징에서는 변형이 관찰되고 있다. 왕의 수행원들은 왕

보다 작게 묘사되어 대상비중의 법칙이 읽혀지나 왕과 신은 같

은 크기로 같은 평면(Ebene)에서 마주보며 서 있어 대상비중의

법칙에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왕의 중요도를 아

후라마즈다 신과 같은 비중으로 표현한 것으로 다분히 아르다

시르 1세의 정치적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Herman, 1969). 즉

왕의 의미를 신의 위치로 끌어올리며 사산조 초기의 왕권을 강

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된다. 

도상들은 저부조로 파르티아의 정면묘사에서 벗어나 얼굴과

머리는 앞에서 설명한 피르자바드 싸움 장면의 묘사에서처럼

측면묘사이고 몸은 3/4 정면 묘사이다(Hinz, 1969). 각 도상들

의 몸 부분은 세부 묘사가 생략되고 덩어리 모양으로 양식화되

어 표현되어져 실제 몸의 형태보다 훨씬 조형적인 중압감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는 사산 왕조 초창기 부조의 양식적 특징이다

(Erdman, 1969).

3.1.3. 나그쉐-라잡(Nasqh-e Rajab) 아르다시르 I세의 서임식

부조

나그쉐-라잡에 묘사된 아르다시르 I세의 서임식 부조는 3-5 m

크기의 고 부조로 기술면에서 피르자바드 부조보다 훨씬 뛰어

난 작품이며 형식에서 또한 균형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제작

년도는 피르자바드 아르다시르 1세 서임식 부조 보다 후로 추

측되고 있다(Herman, 1969; Hinz, 1969). 

이 부조의 테마도 서임식으로 피르자바드 서임식 부조에서

처럼 아후라 마즈다 신이 아르다시르 1세에게 왕권의 상징인

다이아뎀 장식이 붙은 링을 건네주는 도상이다. 아르다시르 1

세와 아후라마즈다 신이 그림의 구성상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왕 뒤에 두 수행원이 서 있다. 신 뒤에도 두 형상이 묘사되어

이 부조는 중앙 중심선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Fig.

Fig. 1-1.상세도, von Gall, Abb. 3. 

Fig. 2.아르다시르(Ardashir) I세의 서임식, 피르자바드(Firuzabad), Hinz,

Taf.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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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좌우 대칭의 표현은 사산조 초기 부조의 또 하나의 특징

이다(Hinz 1969). 그러나 신 뒤에 두 형상은 다른 방향을 향해

서 있어 신을 수행하는 수행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앞에서 설명한 왕 뒤에는 수행원이 따르고 신 뒤에는 수행원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산조 초기 부조 형식을 지키기 위해 첨가한

형상으로 보고 있다(Herman, 1969; Lewit-Tawil, 1993). 

형상들은 피르자바드 싸움장면 부조에서처럼 머리와 얼굴은

측면묘사이고 몸의 상체는 3/4정면묘사이며 하체부분은 정면묘

사로 파르티아의 정면묘사에서 많이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부조는 앞에서 살펴본 피르자바드 서임식 부조와 비교하

면 테마는 같으나 왕과 신의 위치를 바꾸어 묘사하여 처음의

구성 양식에서 벗어나 양식적인 면에서 변형을 주기 위해 새로

운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부조의 표현 양식에 변화

를 준 요소로는, 첫째 이 부조를 대칭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신

뒤에 두 형상을 첨가시킨 것이고 둘째는 대상비중의 법칙을 깨

면서 왕의 수행원들의 형상을 크게 묘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상들의 크기에서도 이 부조를 대칭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시도한 표현 양식의 변형으로 설명되고 있다(Herman, 1969;

Lewit-Tawil, 1993). 대상비중의 법칙은 피르자바드 서임식 부조

에서처럼 왕과 신의 형상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아르다시

르 1세는 이 부조에서도 왕권을 강조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1.4. 나그쉐-로스탐(Nasqh-e Rustam) 아르다시르 1세 서임

식 부조

이 부조는 나그쉐-라잡의 서임식 부조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

으로 아르다시르 1세의 여러 부조 중 그 구성과 디테일에서 가

장 뛰어난 작품(Lewit-Tawil, 1993; Hinz, 1969)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다시르 1세와 아후라마즈다 신이 말위에 올라앉아서

다이아뎀이 붙은 링을 붙잡고 있는데 아르다시르 1세는 그의

말발굽 밑에 파르티아의 왕 아르타반 5세를 밟고 있고 아후라

마즈다 신은 역시 그의 말발굽 밑에 악신(惡神) 아후리만

(Ahuriman)을 밟고 있다. 아르다시르 1세는 이 부조에서 파르

티아 왕 아르타반 5세에 대한 자기의 승리를 정당화하여 표현

하기위하여 악신(아후리만(Ahuriman))을 이긴 아후라 마즈다 신

을 묘사함으로써 악에 대한 선(善)의승리를 상징화하고 있다

(Herzfeld, 1988). 왕 뒤에는 부채를 든 왕의 수행원이 대상비

중의 법칙에 따라서 왕 보다 작게 묘사되어 있다(Fig. 4, 4-1).

왕 뒤에는 수행원이 묘사되고 신 뒤에는 수행원이 묘사되지 않

는 사산조 초기 부조의 법칙에 따르고 있으나 왕과 신의 묘사

는 대상비중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부조에

서처럼 여전히 왕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조

또한 나그쉐 라잡의 부조처럼 중앙의 중심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표현되어 있다. 

말 탄 형상의 묘사는 로마의 기념비 조각이나 기념비 부조

양식에서 나타나는 특색으로 루샤이(H. Luschey)는, 나그쉐 로

스탐 서임식 부조에서 말을 탄 왕과 신의 모습 그리고 말이

앞발을 들고 그 앞발로 적(敵)인 파르티아 왕과 악신 아후리만

Fig. 4.나그쉐 로스탐(Naqsh-e Rustam) 아르다시르 1세 서임식 부조,

연구자 촬영

Fig. 4-1.상세도, Herman, Fig. 4.

Fig. 3.나그쉐 라잡(Naqsh-e Rajab) 아르다시르 1세의 서임식 장면

부조, Hinz, Taf. 57.

Fig. 3-1.상세도, Lewit-Tawil,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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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밟고 있는 모습은 로마의 막 아우렐스(Marc Aurels) 황제가

말을 타고 말 앞발로 꿇어앉은 적을 누르고 있는 로마의 동상

을 연상케하는 모습(Fig. 5)이라고 설명하며 나그쉐 로스탐 서

임식 부조에서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은 로마의 기사상(騎士像)

의 원형 양식이 사산조 예술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Luschey, 1968; Porada, 1962). 이로써 이 부조는

로마와의 접촉이후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2. 부조의 양식과 도상들의 묘사방법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는 페르세폴리스의 부조 작품에서 관찰

되듯이 부조 기술이 발달하여 고 부조 형식으로 표현되었고 형

상들 또한 섬세하게 묘사되어졌었다. 그런데 파르티아 시대에

는 전반적으로 아케메네스 왕조의 고 부조 기술을 따라가지 못

하여 대부분 저 부조 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섬세함에서도 아케

메네스 부조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악한 묘사가 많았었

다. 그래서 사산조 초기에 발견되는 피르자바드 싸움장면 부조

나 피르자바드 서임식 부조등의 저 부조 작품은 파르티아 시대

의 저 부조 기술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나 나그쉐-라잡

과 나그쉐-로스탐부조에서는 디테일들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아

케메네스 부조에서의 섬세함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도상들의 묘사에 있어서도 정면묘사만을 표현했던

파르티아의 전통적인 묘사 방법(Fig. 6)만이 아닌 아케메네스

왕조 부조의 묘사방법인 측면묘사를 표현했다. 

도상들의 양식적 표현에서는, 피르자바드 서임식 부조와 나

그쉐-라잡 서임식 부조에서 고대 오리엔트 아시리아 서임식 부

조의 양식인 왕과 신이 서 있는 양식으로(Root, 1979) 묘사되

었으나 나그쉐-로스탐 서임식 부조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로마의 영향으로 왕과 신이 말 탄 형상으로 묘사되어져있다. 이

는 왕조 초기에는 고대 오리엔트 양식의 영향을 받았던 아케메

네스 왕조의 양식을 모방하여 표현했기에 고대 오리엔트 양식

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르다시르 1세 왕권이 안정된 후

에는 로마와의 접촉을 통해 받아들인 로마의 양식이 나타나며

사산조 고유의 틀을 만들어 나간 결과라고 해석된다.

3.3. 부조에 묘사된 복식의 전반적 특징

앞에서 설명한 부조들은 피르자바드 아르다시르 1세 싸움장

면 부조를 제외하고는 서임식이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묘사

되어 부분적인 표현들이 각 부조마다 반복 표현되어 있고 이 반

복된 표현들은 부조마다 양식적 변화를 보이고 있어 부조 조성

시기에 따라 양식적 표현이 달라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복식 또한 각 부조의 조성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졌는데

복식 유형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부조의 양식적 표현에 따

라 디테일에서 많은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

피르자바드 서임식 부조에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중압감있

는 부조의 전체적인 표현은 복식표현에서 일체의 디테일이 생

략된 채 튜닉과 바지의 전체적인 형태만 나타나고 있으며 중압

감있는 표현은 옷들이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부조에서 도상들의 신분의 구별은 오직 이들이 착용

하고 있는 머리쓰개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피르자바드 부조보

다 뒤에 조성된 나그쉐-라잡과 나그쉐-로스탐 부조에서는 피르

자바드 서임식 부조의 투박한 표현에서 벗어나 섬세한 디테일

이 점차 표현되어 형상들의 복식형태를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디테일의 완성은 섬세한 선의 표현으로 부조를 마

치 회화처럼 묘사한 나그쉐-로스탐 부조에서 완성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아한 드레퍼리의 표현이 반복되며 복식이 전체적

으로 볼륨있게 묘사되어져있다. 이런 볼륨있는 복식의 형태는

이 시기에 사산조에 유입된 로마 문화의 영향으로, 로마 토가

(Toga)복식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4. 각 부조의 복식 분석

이 장에서는 사산조 초기 복식을 이해하기위해 앞에서 열거

한 각 부조에서 복식에 나타나는 아케메네스 왕조와 파르티아

왕조의 복식요소를 분석하고 아울러 사산왕조만의 복식 스타일

을 구분하여 고찰하려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자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두 왕조의 복식 형태를 살펴보며 비교 분석하

려한다. 

4.1. 아케메네스 왕조 일반적 복식형태

아케메네스 왕조의 복식은 페르시안 드레스와 바지 저고리

형태로 구분된다. 페르시안 드레스는 원래 엘람인들의 복식이

었는데 페르시아 인들이 차용하여 착용한 것으로 엘람인들과

페르시아의 왕과 귀족들에게서 관찰되는 복식형태이다(장영수

Fig. 5.꿇어앉은 적을 말의 앞발로 누르고 있는 로마의 막 아우렐스

(Marc Aurels) 황제, Luschey, Pl. 19.1

Fig. 6.탕에 사르박(Tang-e Sarvak)에 묘사된 파르티아의 정면 묘사

부조, 상세도, von Gall, p. 15, Ab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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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또한 바지 저고리는 페르시아인과는 같은 뿌리의 종족

으로 아케메네스 왕조의 중요한 구성원들이었던 메디아인

(Median)의 복식 형태였는데 메디아 인들이 아케메네스 왕조에

서 그들 고유의 복식을 계속 착용함으로써 바지 저고리는 페르

시안 드레스와 함께 아케메네스 왕조의 일반적인 복식 형태로

자리 잡았었다. 메디아인들의 바지는 폭이 좁은 형으로 바지에

신발이 달려있는 형태이다(장영수, 2008a, 2008b)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왕은 주로 원피스 형식의 페르시안 드

레스를 착용하고 있고 머리쓰개로는 둥근 머리띠 형의 관과 둥

근 실린더 모양의 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 관위에 성곽형 모

티브가 나타나고 있다. 성곽형 모티브가 있는 둥근 머리띠 형

의 관(Fig. 7)은 왕조 초기 비수툰 부조 다리우스 대왕에서만

관찰되고 비수툰 이후에 묘사된 페르세폴리스 부조에서는 둥근

실린더 모양의 관이 주로 나타나는데 다리우스 대왕이 착용한

둥근 실린더 관 위에 성곽형 모티브의 장식이 붙어있다

(Calmeyer, 2009)(Fig. 8). 왕의 수염 형태는 달팽이 모양의 짧

은 곱슬수염으로 양쪽 귀 밑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정돈되어 턱

을 덮고 있으며 턱밑에는 곱슬 수염이 긴 사각형 모양을 만들

며 내려뜨려져 있다(장영수 2005). 

아후라 마즈다 신(神)은 왕처럼 페르시안드레스를 착용하고

있고 머리쓰개로는 신의 관으로 알려진 실린더 모양의 관인 폴

로스(Polos)를 착용하고 있다. 이 관 위에는 아시리아 왕들의

관 위에서 관찰되는 새털 모양의 장식이 붙어있으며(장영수,

2008a) 수염은 왕처럼 긴 직사각형의 모양이다. 

 

4.1.1. 아르다시르 부조에 묘사된 아케메네스 왕조의 복식요소

4.1.1.1. 성곽형 관 

성곽형 관은 나그쉐-라잡(Fig. 3)과 나그쉐-로스탐 서임식 부

조(Fig. 4)에서 아후라마즈다(Ahura mazda) 신에서만 관찰되는

데(Fig. 9) 여기에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관에서처럼 모티브가

장식되어있는 형태가 아니고 관 자체의 모습이 성곽형 모티브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성곽형 모티브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정복시킨 도시

를 벽으로 둘러싼 형상에서 기인한 것으로(장영수, 2010) 이 성

곽형 모티브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 국립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

는 기원전 7세기 니느베(Nineveh), 아슈르바니팔(Assurbanipal)

궁전에 묘사되어 있었던 아시리아 부조에서 찾아지고 있다(Guitty,

1972). 이로써 아케메네스 왕조에 나타나는 성곽형 모티브는 메

소포타미아 문화의 영향임을 알 수 있으며, 아르다시르 부조에

나타나는 성곽형 관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아

케메네스 왕조의 문화적 모티브가 아케메네스 왕조의 전통을 계

승하려는 사산 왕조의 의도의 결과로 사산조 초기 예술에 나타

나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4.1.1.2. 삽 모양의 긴 곱슬수염 

삽 모양의 긴 곱슬수염의 형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염의

형태로 피르자바드 싸움장면 부조에서 샤푸르 왕자, 나그쉐-라잡

의 서임식 부조에서 아르다시르 1세, 아후라마즈다 신, 샤푸르

왕자, 그리고 나그쉐-로스탐 서임식 부조에서는 아후라마즈다 신

등이 삽 모양의 긴 수염을 하고 있다.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는 아후라마즈다 신, 다리우스 대왕등이

턱밑으로 길게 늘어진 곱슬수염을 하고 있었는데 사산조에서는

긴 곱슬수염의 형태가 삽모양의 형태로 다듬어져 나타나고 있

다. 그런데 피르자바드 싸움장면 부조에서 파르티아 신하의 목

을 조이고 있는 사산조 신하와 각 서임식 부조에서 왕 뒤에서

부채를 들고 있는 신하들은 모두 수염이 없어 긴 수염은 사산

조 초기 신, 왕 왕족등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계층의 복식요소

였음을 알 수 있다. 

4.2. 파르티아 왕조의 일반적 복식 형태

파르티아 왕조의 기본적인 복식형태는 바지 저고리의 형태

이다. 바지는 아케메네스 왕조 메디아인의 비교적 타이트하며

주름없는 형태의 바지와는 달리 통이 약간 넓으며 주름이 있는

형태로 세로로 주름이 있는 수직 주름 바지와 늘어진 가로 주

름이 있는 바지등이 있다. 저고리는 대부분 앞 여밈이 없는 튜

닉형이 일반적 형태이나 왕조 초기에는 앞 여밈이 있는 형태도

관찰되고 있다. 저고리의 길이는 무릎 위까지 길게 내려오는 형

태가 일반적이며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형태, 또 정강이까지 내

려오는 형태등 다양하다. 이외에 바지 저고리 위에 코트를 덧

입는 복식 형태도 나타나는데 이는 파르티아 왕의 복식형태이

Fig. 7.아케메네스 왕조 다리우스 대왕의 성곽형 

모티브가 있는 왕관, 비수툰 부조, 상세도, 

Henkelman, 그림 1.

Fig. 8.성곽형 모티브가 있는 둥근 실린더 

모양의 관, Calmeyer, Taf. 5,2 

Fig. 9.성곽형 모양의 아후라마즈다 신의 관, 

Hinz, Taf.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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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르티아 왕들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높은 관을 착용하

였는데 관 뒤에는 긴 리본의 다이아뎀이 내려져 있다(장영수

2006a; 2006b). 

파르티아 복식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복식에 비해 일반적으

로 주름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기원전 332년 아케메네스 왕조

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한 뒤 기원전 240년에

페르시아인 혈통의 파르티아 왕조가 들어서기까지 약 80년간

이 땅을 지배했던 그리스 계통의 셀로이키드 왕조(selucid

empire) 문화의 영향이 복식에 나타난 현상이다. 

4.2.1. 아르다시르 부조에 묘사된 파르티아 왕조의 복식요소 

4.2.1.1 다이아뎀(Diadem) 

앞에서 설명한 부조들에서 다이아뎀은 두 가지 형태가 관찰

되는데 정형화된 수직의 주름(Peck, 1993)이 있는 형태와 주름

이 없는 형태이다. 이 중 주름 있는 다이아뎀은 왕과 신에서

관찰되고 또 아후라 마즈다 신이 왕에게 왕권의 상징으로 건네

주고 있는 링에서도 관찰된다. 한편 주름없는 다이아뎀은 나그

쉐-라잡 부조에서 샤푸르 왕자와 아르다시르 1세의 부인으로

밝혀진 형상(Hinz, 1969) 즉, 왕이 아닌 왕자나 왕족에게서 관

찰되고 있어 주름있는 다이아뎀은 왕의 권위와 관계되는 복식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주름있는 다이아뎀은 파르티아 왕에서도 관찰되어 파르티아

왕의 복식요소였음을 짐작케하는데 피르자바드 싸움장면 부조

(Fig. 1-1)에서 쓰러지고 있는 파르티아의 아르타반 왕과 나그

쉐-로스탐 서임식 부조에서 아르다시르 1세 발 밑에 엎드려져

깔려있는 파르티아의 아르타반 왕에서이다(Fig. 4-1). 

위 부조외에도 파르티아 왕조에서 나타나는 다이아뎀을 살

펴보면, 파르티아 말기 복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

는 바르디 나샨데(Bard-i Nashandeh) 부조(Fig. 10)에서 파르티

아 왕이 주름있는 다이아뎀을 착용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고

앞에서 설명한 파르티아 말기 부조인 탕에 사르박(Tang-e

Sarvak) 부조(Fig. 6)에서는 왕이 주름없는 다이아뎀을 착용하

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따라서 파르티아 말기에는 주름있

는 다이아뎀 뿐아니라 주름 없는 다이아뎀도 사용한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런데 파르티아 초기의 왕 미트라다테스 2세

(Mithradates II세, 124/3-87 B.C.)의 왕관 그림(Fig. 11)에도

주름없는 다이아뎀이 붙어있어 파르티아 왕조 초기에도 다이아

뎀을 착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사산왕조에서는 초기

에 파르티아 왕의 복식요소였던 다이아뎀을 그대로 전승하여

사용하였으나 왕권을 강조하기위해 그 형태를 강조하어 사용하

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4.2.1.2. 문장(紋章) 

여기서 눈에 띠는 것은 문장인데, 피르자바드 싸움장면 부조

에서 파르티아인이나 사산인 말 덮개와 사산조 신하의 모자에

서 관찰된다. 

아르다시르 1세의 문장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링에 다이

아뎀 머리띠 끈이 달린 형태이고(Fig. 12) 파르티아 왕 아르타

반 5세의 말위에 묘사된 문장은 링 밑에 T자를 거꾸로 한 모

양의 받침이 붙어 있는 형태이며(Fig. 13) 아르다시르 1세 뒤

에 있는 샤푸르 태자의 문장은 파르티아 왕 아르타반 5세의 문

장의 형태에 초승달 모양의 형상을 붙인 형태로(Fig. 14) 아르

타반 5세의 문장을 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두 가문이

혈통으로 서로 연결되어있어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형상을

다시 응용했기 때문이다(헤르쯔펠트는, 파르티아 왕 아르타반

5세의 문장은 파르티아의 한 지역인 사카스탄(Sakastan) 지역의

수렌 군도파르(Suren Gundopharr) 왕조의 표시였는데 아르다시

르 1세 엄마가 수렌(Suren)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르타반 5

세 가문과 아르다시르 1세 가문은 엄마쪽으로 친척 관계에 있

었으므로 아르타반 5세의 문장이 아르다시르 1세 가문에서 응

용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Herzfeld, 1938).

피르자바드 싸움장면 부조 왼쪽에서 파르티아 신하의 목을 조

이고 있는 아르다시르 1세 신하 모자에 있는 문장은 T 자를 거꾸

로 한 모양의 받침위에 꽃 봉우리가 열려져 있는 형상으로(Fig.

Fig. 10.다이아뎀을 착용한 파르티아 왕, 

바르디 나샨데 부조, Kawami, p. 63.

Fig. 11.동전에 묘사된 파르티아 초기의 왕 미트라다테스

(Mithradates) II세의 왕관, Lewit-Tawil, Fig. 1-2b. 

 

 

Fig. 12.아르다시르 1세 문장 Fig. 13.파르티아의 왕 문장 Fig. 14.샤푸르 왕자 문장 Fig. 15.아르다시르 1세 신하(Page)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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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르다시르 가문의 문장과는 다른 형태이다. 문장은 각 개인

또 가문을 표시했던 것으로 그 개인과 가문의 권위나 직위를 나

타냈던 상징적 기호(von Gall, 1990; Herzfeld, 1938)였으므로 이

신하는 아르다시르 가문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2.1.3. 높은 모자(Kolah) 

파르티아 왕의 높은 관은 미트라다테스(Mithradates) II세의 왕

관(Fig. 11)이외에 앞에서 설명한 파르티아 말기 부조인 (Fig.

10)의 바르디 나샨데(Bard-i Nashandeh) 부조에서도 관찰되기 때

문에 파르티아 왕관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이와 비슷

한 형태의 관은 사산왕조 초기 부조에서는 왕자와 왕 뒤에 묘사

된 왕의 수행원들과 왕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피르자바드 싸움 장면 부조에서 맨 왼쪽에 묘사된 아르다시

르 1세의 신하와 나그쉐 라잡 부조에서도 왕 뒤에 서서 부채

를 들고 서 있는 왕의 수행원과 그 옆에 칼을 받치고 서 있는

샤푸르 왕자, 또 나그쉐 로스탐 부조에서도 역시 왕 뒤에서 부

채를 들고 서 있는 왕의 수행원등은 모두 둥근 원통의 헬멧

형 높은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사산왕조에서는 왕권을 강조하는 사산조 특유의 코림보스가

등장하면서 파르티아의 높은 왕관이 사산왕조의 왕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왕실에서 코림보스를 착용하지는 않으나 권위를 표현

하는 복식이 필요한 왕자나 왕의 신하의 관으로 정착된 듯하다.

4.2.1.4. 튜닉과 바지와 망토

튜닉과 바지의 복식 형태는 각 부조에서 아후라 마즈다 신,

아르다시르 1세 왕, 왕자, 왕의 수행원등 모든 신분에서 공통

적으로 관찰된다. 튜닉은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형태로 목은 둥

근 원형이다. 튜닉의 소매는 타이트하여 대각선의 주름이 겹쳐

져 있다. 바지의 형태는 파르티아왕조 바지의 일반적인 형태처

럼 세로 주름(장영수, 2006)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통이 약간 넓은 형태의 바지는 피르자바드 서임식 부조와 나

그쉐-라잡 서임식 부조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통이 좁은 바지는

나그쉐-라잡 서임식 부조에서 아후라 마즈다 신이 착용하고 있

어서 부조가 조성될 때의 시기에 따라 또 신분에 따라 바지

형태가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튜닉과 바지의 복식유형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복식유형이 아

니고 파르티아 왕조의 복식유형이다. 파르티아인의 바지는(Fig.

10)에서 보듯이 바지 통이 비교적 넓으며 대부분 세로로 주름

이 있는 형태이다(장영수, 2006). 

피르자바드에서 관찰되는 튜닉과 통이 넓은 바지의 형태는

페르세폴리스 궁에 묘사되어있는 아르다시르 1 세의 형인 샤

푸르 파파칸(Shapur Papakan)(Fig. 16)과 아르다시르 1세의 아

버지, 파팍(Papak)을 묘사한 그라피티(graffiti, 바위에 긁어서 그

린 그림)(Fig. 17)에서 확실히 관찰된다(Herzfeld, 1988;

Ghirshman, 1962). 페르세폴리스 다리우스 궁(tachara) 옆문에

선으로 스케치하듯이 새겨져 있는 샤푸르 형상에는 무릎까지

오는 튜닉과 통 넓은 바지가 잘 묘사되어 있어 피르자바드 서

임식 부조에서 관찰되었던 튜닉과 바지의 형태를 구체화시켜주

고 있다. 이 튜닉과 바지의 형태는 아르다시르 아버지 파팍의

형상에서 그 화려함이 완성되고 있는데 파팍 바지의 통은 샤푸

르 바지 보다 훨씬 넓은 형이므로 신분이 높을수록 바지의 통

은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4.2.1.5. 망토(cloak)

망토는 아르다시르 1세와 아후라 마즈다 신(神)만 착용하고

있고 샤푸르 태자나 왕의 수행원들은 착용하지 않고 있어 망토

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토를 덧

입는 복식 유형은 파르티아 왕의 대표적 복식 형태로(Fig. 10)

파르티아 말기의 부조 작품인 바르디 나샨데(Bard-i Nashandeh)

에서도 확인되고 있다(Herman, 1969; 장영수, 2006).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는 코트인 캔디스(Kandys) 를 튜닉과 바지 위에 착용하

였는데 아르다시르 1세 부조에 묘사된 망토는 캔디스 형태보다

는 파르티아의 망토 형태에 더욱 가까운 형태이다.

4.3. 사산왕조 고유의 복식형태

4.3.1. 코림보스(Korymbos) 

코림보스는 관에 붙인 장식물로 왕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Guitty, 1972; von Gall, 1990) 아케메네스 왕조나 파

르티아 왕조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사산조만의 스타일이다. 코

림보스는 긴 머리를 치켜 올려 정수리에서 묶은 후 실크로 싸

고 치켜 올린 머리를 정수리에서 타원형의 큰 공 모양으로 만

들어 고정시킨 형태이다(장영수, 2010)(Fig. 2, 3, 4). 

파르티아에서는 왕들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높은 왕관이 사

산조에서는 코림보스라는 사산조 고유의 스타일로 변화된 것으

로 생각된다. 실제로 사산조에서 코림보스 형태의 기원은 피르

자바드 싸움 장면 부조에서 윗머리를 머리위로 치켜 올려 높고

크게 과장하여 만든 아르다시르 I 세의 머리모양(Fig. 1-1)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Ghirshman, 1962; Guitty, 1972).

4.3.2. 둥근 다발의 곱슬머리

이 머리 형태는 각 부조에서 아르다시르 1세를 제외한 모든

Fig. 16.샤푸르 파파칸(Shapur 

Papakan)의 복식, 

Herzfeld, 1988, p.307, Fig. 401.

Fig. 17.파팍(Papak)의 복식, Ibid. 

p.309, Fig.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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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아후라 마즈다 신, 샤푸르 왕자, 왕의 수행원들에게서 공

통으로 나타나는 머리형태로 굵은 웨이브가 있는 곱슬머리가

어깨 위로 큰 둥근 다발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다. 이 머리 형

태는 신분에 따라서 거의 달라지지 않고 있으나 왕의 수행원에

서는 길이가 약간 짧아 어깨까지만 내려오고 있다.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머리형태는 단발머

리 길이에 달팽이 모양의 곱슬머리 형태였으나 사산조에서는

그 길이가 길어지고 곱슬의 형태 또한 굵어져있어 사산조 고유

의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다. 

4.3.3. 갑옷

피르자바드 싸움부조에서 사산 인들은 철 고리(chain)를 이

어 만든 갑옷에 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덧입었다(그림 1-1). 사

산 인들의 이 갑옷은 그 후 발달한 철 고리 갑옷의 첫 번째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Herman, 1969). 반면 파르티아 인들의

갑옷은 사산 인들의 갑옷과는 다른 형태로 쇠테를 이어서 만든

것이다(Hinz, 1969). 그러나 갑옷 위에 몸통을 한 번 더 보호

하기 위해 착용한 조끼는 파르티아 인과 사산 인에게서 공통으

로 관찰되고 있다. 

4.3.4. 튜닉과 바지, 망토 

파르티아 식의 튜닉과 바지, 망토의 복식형태가 나그쉐-라잡

아르다시르 서임식 부조에서는 그 스타일이 유연하게 변화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나그쉐-로스탐 부조에서는 그 유

연함이 완성되고 있다. 즉, 투박하고 뻣뻣하고 일률적으로 표현

되었던 튜닉과 바지, 망토는 많은 드레퍼리를 표현하며 아주 유

연한 스타일로 묘사되어 복식의 양식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사산조 복식에 나타나는 드레퍼리는 2세기 후반

작품으로 편년되는 아르다시르 1세의 살마스(Salmas) 부조(Fig.

18)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되고 있어 아르다시르 왕권 후

Fig. 18.아르다시르 1세의 드레퍼리 바지, 살마스 부조, Goldman, p.

204, Fig 5.

Table 1. 도상들의디테일비교

도상(圖像) 부조 머리쓰개 다이아뎀 머리모양 수염모양 옷 모양

아르다시르 1세 1. 피르자바드 싸움장면 없다 주름있는 다이아뎀

정수리 위로 묶어 왕관

처럼 부풀리고 나머지

는 어깨위로 내려뜨림

삽모양이나 끝이 리

본으로 묶여짐

철고리 갑옷

에 조끼

아르다시르 1세 2. 피르자바드 서임식
둥근모양의왕관에 

코림보스
주름있는 다이아뎀 정획히 관찰 안됨 삽 모양

튜닉, 바지, 코

트

아르다시르 1세 3. NRa 서임식 왕관에 코림보스 주름있는 다이아뎀
정수리 위로 묶고 부풀

림
삽 모양

튜닉, 바지, 망

토

아르다시르 1세 4. NRu 서임식 왕관에 코림보스 주름있는 다이아뎀

정수리 위로 묶어 부풀

리고 나머지는 어깨위

로 내려뜨림

술 모양으로 묶여짐
튜닉, 바지, 망

토

아후라마즈다 신 1. 피르자바드 싸움장면 x x x x x

아후라마즈다 신 2. 피르자바드 서임식 정확히 관찰 안됨 정확히 관찰 안됨 정확히 관찰 안됨 정확히 관찰 안됨
튜닉, 바지, 코

트

아후라마즈다 신 3. NRa 서임식
성곽형 관에 작은 

코림보스
주름있는 다이아뎀

어깨까지 오는 곱슬머

리 둥근다발
삽 모양

튜닉, 바지, 망

토

아후라마즈다 신 4. NRu 서임식
성곽형 관에 작은 

코림보스
주름있는 다이아뎀

어깨위로 내려진 곱슬

머리 둥근다발
삽 모양

튜닉, 바지, 망

토

샤푸르 태자

1. 피르자바드 싸움장면
높은 모자 (Kolah)

끝에 독수리 형상 
주름있는 다이아뎀

어깨까지 오는 곱슬머

리 둥근다발
삽 모양

철고리 갑옷

에 조끼

2. 피르자바드 서임식 높은 모자
다이아뎀(주름은 

정확히 관찰 안됨)

어깨까지 오는 곱슬머

리 둥근다발
삽 모양

튜닉, 바지, 코

트

3. NRa 서임식 높은 모자
다이아뎀(주름은 

정확히 관찰 안됨)

어깨위로 내려진 곱슬

머리 둥근다발
삽 모양

튜닉, 바지, 코

트

4. NRu 서임식 x x x x x

NRa : 나그쉐 라잡(Naqsh-e Rajab)

NRu : 나그쉐 로스탐(Naqsh-e Rus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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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드레퍼리성의 사산조 고유의 스타일이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복식 스타일은 아르다시르 1세 후대의 작

품인 아르다시르 1세의 아들 샤푸르 1세 부조의 작품에서 완

성되는데 이는 사산조 고유의 양식이 그 당시 사회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아 완성된 한 예로,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 항상 로마와 대적했었던 아르다시르 1세와 샤푸

르 1세가 로마와 접촉하면서 실크를 선호했던 로마 문화가 사

산조 복식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Goldman, 1993).

5. 각 부조에 묘사된 도상들의 복식

디테일 분류

이 장(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도상들 중에서 중요한 세 도

상(아르다시르 1세, 아후라마즈다 신, 샤푸르 태자) 들의 복식

디테일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기 위해 <표, Table 1>로

정리하였다.

6. 결 론

사산조 초기 복식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사산왕조

의 창건자 아르다시르 1세의 부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부조에 묘사된 복식 중 

1. 아케메네스 왕조의 복식요소는 아케메네스 다리우스 대

왕의 왕관을 모방한 성곽형 관과 또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신

(神)과 왕과 왕자의 수염이었던 삽 모양의 긴 곱슬수염 등이

있었으나 이런 복식요소들은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

니고 사산왕조에서는 약간씩 변형되어졌다.

2. 파르티아 왕조의 복식요소로는 왕들이 착용했던 다이아뎀

이 있었으나 사산왕조에서는 파르티아 때보다 다이아뎀이 훨씬

강조된 형태였다. 파르티아 왕가(王家)의 문장(紋章)은 샤푸르 태

자의 문장으로 응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파르티아 왕들의

높은 왕관은 아르다시르 1세의 부풀려 만든 윗머리 형태로 사산

왕조에서 재현되었으며 또한 왕자와 왕의 신하들의 높은 모자

형태에 영향을 주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파르티아 옷의

기본 유형인 튜닉과 바지의 유형이 사산왕조 초기 부조에서 모

든 구성원들의 기본 복식유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위

에 파르티아 왕들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착용했던 망토 또한

사산 왕조의 왕과 아후라 마즈다 신에서도 관찰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산왕조는 그들 특유의 복식형태 또한 발전시

켜 나아갔는데 

3. 사산왕조 고유의 복식형태로는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 만

들었던 큰 공 모양의 코림보스(Korymbos)가 대표적인 것이었

다. 또한 사산인들은 아케메네스 왕조와 파르티아 인들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둥근 다발의 곱슬머리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사

산인들이 착용했던 갑옷은 파르티아 인의 갑옷과는 그 형태가

다른 독자적인 것이었다. 

파르티아 왕들에게서 관찰되었던 튜닉과 바지 그리고 망토

의 복식 양식은 사산조 초기에는 파르티아 스타일과 비슷한 양

식으로 나타났었으나 초기 후기에 묘사된 부조들에서는 그 스

타일이 드레퍼리 성을 보이면서 유연한 스타일로 변화되어 나

타났는데 이는 사산조 고유의 양식이 형성되면서 파르티아의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상과 같이 아르다시르 1세의 부조에 묘사된 사산왕조 초

기 복식에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복식요소와 파르티아 왕조의

복식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사산조 초기 복식에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복식요소보다는 파르티아 왕조의 복식요소

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사산왕조가 같은 혈통

이었던 대(大) 아케메네스 제국의 부활을 모토로 내세워 문화

전반에서 의도적으로 아케메네스 왕조의 제도와 스타일에 접근

하려하였지만 파르티아 왕국을 이어받은 왕조였기에 대부분은

전 왕조의 스타일을 전승하고 모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 논문은 2011년 한국의류산업학회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된

포스터 (“A Study on the Costume Style on the Rock

Reliefs of Early Sassanian Persia")를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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