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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public awareness and donning practices of traditional and religious dresses 
among Indonesian Muslim. The relevant literature was reviewed first, and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 were follow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Sarung and Kain Panjang are the 
most representative unisex traditional clothing of Indonesia. Traditional male dresses include Kemeja 
Batik, Beskap, Peci(Kopiah) and Blangkon. Traditional female dresses include Kebaya, Baju 
Kurung, Baju Bodo, Kemben, Rok Batik and Slendang. Baju Koko, Sarung and Peci(Kopiah) are 
the most well-known Muslim male dress items. Muslim female dresses are more diverse than men’s. 
For traditional and religious dresses, which were identified from literature study, public awareness 
and donning practices were examined with survey data. Indonesian people consider Kebaya, Sarung, 
and Batik as the most important traditional dresses which convey national identity. Peci(Kopiah), 
Baju koko, and Jilbab(Kerudung) are highly mentioned as the representatives of Muslim dresses. 
Indonesian Muslims report that they own these representative dresses commonly. Peci and Sarung 
are included both in religious and traditional dresses, demonstrating that the two items are the 
representative crossovers of their religion and the tradition of the country. For both traditional 
and Muslim dresses, Indonesian people think that aesthetics and traditional values are more rele-
vant than practical value. Lastly, it is found that traditional dresses are parts of the daily wear of 
Indonesian people from the fact that they wear traditional dresses more than once a week.1)

Key words: clothing culture(복식 문화), donning practice(착용 현황), 
Indonesian Muslim(인도네시아 무슬림), public awareness(대중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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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집단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총합으로

정의되며1), 다문화는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체계 등

이 한 국가라는 공동체 하에 함께 존재함을 의미한

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다문화’라는 용어

는 다양한 생활양식이나 가치체계를 수용하지 못하

고 다양한 인종 및 국적을 의미하는 협소한 개념으

로 사용되고 있다.
2)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서의 현재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수로 볼 때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집단의 상위그룹(2010년 통계 7위)에 속하지

만
3)
많은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인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낯설게 생각한다. 또한 외국인 체류 비율 상

위그룹에 속하는 나라들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유일

하게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이슬람 국가라고 선포한 적

은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88%가 무슬림이다. 헌법에서 종

교 선택의 자유를 명시해 놓았지만, 이슬람은 인도네

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체에 깊숙이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들은 태어

날 때부터 무슬림이 되며, 종교는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4) 인도네시아 이슬람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무슬림으로 태어나 걸

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이슬람 사원을

찾는다. 그리고 이슬람 교리를 생활의 중심으로 받아

들이고 있어 매주 금요일에는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

고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이슬람력에

따라 1개월여 동안 금식을 한다. 따라서 중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도 종교 복식이

매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5) 한국사회

는 이슬람을 대중종교로서 받아들인 역사가 없으며

이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인도네시아를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전통 복식은 어떤 국가나 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이

과거로부터 오랜 시간동안 착용해 온 복식을 말하며

종교 복식은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를 위해 착용하는

복식을 말한다. 인도네시아는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

고 있지만 삶의 곳곳에는 아직도 전통적 요소가 많

이 남아 있으며 이는 복식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또

한 종교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를 위한 종교 복식 또한 일상

에서 자주 착용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

도네시아인들이 전통 복식과 종교 복식의 가치에 대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어떻게 착용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복식 문화를 이

해하는데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도네시아에 관한 연구는 정치와 경

제, 사회 등에 대한 거시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생활문화 가운데 복식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

아의 전통복식과 종교복식에 대한 인식 및 착용현황

을 살펴봄으로써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복식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의 사회와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될 것이며, 앞으로 국내 인도네시아 무슬림 다문

화 가정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네

시아 전통 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종류 및 형태적 특

징을 이해한다. 둘째,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과 무슬

림 복식의 인식 및 착용 현황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방법

은 문헌 고찰과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고

찰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종류 및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실증적 연구로는

정성조사와 정량조사를 병행하였다. 정성조사는 인도

네시아 현지 거주 남녀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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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복식과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에 대한 내용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량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심층면접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 구성 후 인도

네시아 거주 무슬림 여성 1명과 한국에 유학중인 인

도네시아 여성 2명에게 복식 명칭과 설문 문항의 적

절성을 검증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인도네

시아 전통 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

가치에 대한 인식, 보유 현황, 착용 현황, 종교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됐다.

인도네시아 전통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종류에 대

한 인식 및 보유현황에 대한 문항은 연구자들의 한

정된 지식에 제한되지 않고 현지인들의 다양한 응답

을 얻기 위하여 자유기술형식으로 측정했다. 인도네

시아 전통 복식과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 가치에

대한 인식은 정인희 외6), 권수애 외7), 조우현, 김문

영
8)
의 연구를 참조하여 심미성, 전통성, 실용성으로

분류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미성 3문항, 전통성 4문항, 실용성 5문항

총 12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복식 착용현황은 8점

척도(1점: 전혀안입는다, 8점:매일착용한다)으로 측

정했고, 종교성은 응답자들이 얼마나 많이 종교적인

행위들(하루에 5번 기도, 코란을 읽는다, 라마단을

지킨다)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세 가지 문항을 5

점 리커트 척도(1점: 항상 한다, 5점: 전혀 하지 않

는다)로 측정했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결혼여

부, 거주지, 연령, 학력, 직업, 경제적 수준 등에 대한

내용을 선다형 및 자유기술형식으로 측정했다.

자료 수집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20

세 이상 무슬림 남녀로 한정하였다. 자카르타는 인

도네시아의 1만 8,108개의 섬 중 가장 많은 사람들

이 거주하는 자바 섬에 위치 한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다. 본조사는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총 5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이 중

481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481부 가운데

부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374부가 객관식

문항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주관식 문항은 각 문

항별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인

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6.1%가

여성, 63.9%가 남성이었으며, 기혼자는 전체의 86.6%,

미혼자는 29.7%로 기혼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은 20대가 26.5%, 30대가

39.6%, 40대 이상이 34.0%로 연령대별로 비교적 고

르게 분포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9.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 독

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등의 통계기법이

이용됐다.

Ⅲ.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종류 및 형태

1.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의 종류 및 형태
1) 남녀공용복식, 하의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적도 부근에 위치하며 열

대성 몬순기후의 특징을 가진 나라이다. 연중 고온다

습하며 연평균 기온은 25~28도, 습도는 73~87%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나체일 때 쾌적하다고

느끼는 환경기온은 28~32도로 알려져 있다.
9)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기후조건에서는 최소한의 신체 부위를

가리는 간단한 형태의 의복만으로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고온 다습한 기후환경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하체를 두르는 형식의 옷이 발달하는

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입는 사롱(sarong)이 그

대표적 예이다. 사롱은 인도네시아어로는 사룽(Sarung)

이라 표기된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전통 복식에는

원주민 복식, 이슬람 복식, 서양 복식의 요소들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데
10)
, 하체를 가리는 형식의 옷은 곧 인

도네시아의 원주민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전통복식 가운데 남녀가 함께 착용하

는 옷으로는 하의인 사룽과 카인 판장(Kain pan-

jang)이 대표적이다. 사룽은 원통형의 천을 허리에

맞게 둘러 입는 형식의 옷을 말하는데 대개 발목 길

이가 많다. 사룽이 남녀 공용의 옷이긴 하지만 착용

상황은 남녀가 약간 다르다. 여자의 경우 공식적인

장소든 비공식적인 장소든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착

용하는 옷이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주로 모스크에 기

도하러 갈 때나 집에서 쉴 때 착용한다. 카인 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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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족자카르타

(Yokjakarta)

소노부도요

(Sonobudoyo) 박물관에

전시된 남녀 예복

(카인 판장과 베스캅)

- 필자촬영,

2012. 1. 19.

<그림 2> 페치,

크메자 바틱,

서양복 바지를

착용한 이슬람

사원 종사자

- 필자촬영,

2012. 1. 14.

<그림 3> 검정색

페치와 크메자 바틱을

착용한 남성

- 필자촬영, 2012. 1.

14.

<그림 4> 블랑콩,

루릭(Lurik, 줄무늬의

전통 면 셔츠), 카인

판장을 착용한

족자카르타 술탄

궁전의 남성 종사자

- 필자촬영,

2012. 1. 19.

<그림 5> 카인

판장을 착용한

의류 매장의

여직원과 크바야

- 필자촬영,

2012. 1. 16.

인도네시아어로 ‘긴 천’이라는 의미이다. 사룽과 달리

원통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긴 천을 그대로 이용하

여 허리 이하 하체를 감싸는 형식의 옷을 말한다. 사

룽이 일상용으로 많이 입히는데 반해 카인 판장은

공식적인 상황이나 예복 용도로 주로 착용된다. <그

림 1>의 남녀 하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룽이나

카인 판장에는 바틱(batik) 천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

으며, 이 경우 사룽 바틱, 카인 바틱 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전통문양직물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바틱 이외에 송켓(sonket)이나 이캇

(ikat) 등 다른 문양직물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2) 남자복식

(1) 상의

인도네시아 남자의 전통복 상의로는 크메자 바틱

(Kemeja batik, 바틱 셔츠)과 베스캅(Beskap) 등이

있다. 동남아시아의 고온다습한 기후환경 조건에서는

원래 하체를 가리는 간단한 형태의 하의 이외에 상

반신의 특별한 옷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

생활에서는 비록 상반신을 노출하고 생활할지라도

사회생활에서는 상의를 입는 것이 오랜 관습으로 정

착된 경우가 많은데11),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자의 정

장 재킷의 일종인 베스캅과 여자의 전통 블라우스인

크바야(Kebaya)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크메자 바틱은 바틱 천으로 만든 셔츠를 말한다.

옷의 형태와 구성적 측면에서 볼 때 서양복의 와이

셔츠(Y-shirt) 혹은 남방과 동일한 모양의 옷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셔츠가 인도네시아의 전통 상

의에 포함된 것은 바로 바틱 천 때문이다. 인도네시

아인들은 서양복 셔츠에 자신들의 전통 바틱 천을

적용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옷으로 재탄생시켰다. 크

메자 바틱에는 원주민의 직물 전통과 서양 복식의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크메자 바틱은 <그

림 2>와 같이 서양복 바지(Celana)와 함께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스캅은 자바의 남성복 정장인 틀룩 베스캅(Teluk

beskap)의 상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형태는 하이 네크

라인의 양복 재킷과 유사하며 소재는 바틱을 쓰지 않

고 단색인 경우가 많다. 상의의 전면에 화려한 자수가

놓이는 경우도 있다. <그림 1>의 왼쪽 남성복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베스캅과 함께 하체에 카인 판장을

입으면 자바 남성의 전통 정장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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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질밥,

바주 쿠룽,

바지를 착용한

무슬림 여성과

원피스를

착용한 여아

- 필자촬영,

2012. 1. 13.

<그림 7> 카인 판장과 큼벤을

착용한 족자카르타 술탄 궁전의

여성 종사자들

- 필자촬영, 2012. 1. 19.

<그림 8> 의류 매장에 진열된 록 바틱

- 필자촬영, 2012. 1. 14.

<그림 9> 슬렌당을

아기 띠로 착용한

여성

- 필자촬영,

2012. 1. 17.

(2) 모자

인도네시아 남자의 머리쓰개로는 페치(Peci)와 블

랑콩(Blangkon)이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의 페치<그림 2><그림 3>는 말레이시아

에서는 송콕(Songkok)이라 불리기도 하며 때로는 이

슬람의 상징적 모자로서 코피아(Kopiah)라고 불리우

기도 한다. 형태는 위가 평평한 타원형의 납작한 원

통형이 많으며 소재는 대부분 검정색의 펠트나 면,

또는 벨벳으로 만들어진다. 때로는 개인적 취향과 옷

의 스타일에 따라 검정 이외의 다른 색이 사용되기

도 하고 자수 장식이 부가되기도 한다. 페치는 전통

복식과 함께 착용되기도 하고, 결혼식, 장례식, 이슬

람 축제 등과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도 착용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의 머리쓰개의 전통

은 13세기경 이슬람의 도래와 함께 대중화되었다.
12)

이슬람은 신도들이 머리를 가릴 것을 권장했으며 무

슬림 남성들이 모자를 쓰는 행위는 자발적인 좋은

행위로 간주되었다. 초기에는 터번과 같은 형태가 유

행했으나 이는 평민보다는 이슬람 학자들의 머리쓰

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평민들에게 유행했

던 머리쓰개는 바로 페치와 같은 형태의 모자였다.

페치와 같은 형태의 모자를 착용한 모습은 13세기경

이미 말레이 군도에서 익숙한 풍경이었다.13) 페치는

이슬람의 복식 요소가 인도네시아의 전통 복식으로

유입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초기 이슬람 학자들의 머리 쓰개로 여겨졌던 터번

(turban) 역시 오늘날 인도네시아 자바 남성의 전통

머리쓰개로 남아 있다. 터번은 인도네시아에서 서반

(Serban, Sorban)으로 불리운다. 카인 크팔라(Kain

kepala) 라는 정방형의 바틱 천을 이용하여 터번 모

양으로 머리를 둘러 감거나 묶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다. 이것을 꿰매어 아예 모자 모양으로 만든 것을 블

랑콩<그림 4>이라 한다.14)

3) 여자복식

(1) 상의

인도네시아 여자의 전통 상의로는 크바야(Kebaya),

바주 쿠룽(Baju kurung), 바주 보도(Baju bodo), 큼

벤(Kemben) 등이 있다.

크바야는 인도네시아 여성의 대표적 전통 상의이

자 동시에 발리 여성의 의례용 블라우스이다. 얇고

반투명한 소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긴 소매에

앞 트임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크바야는 자바와

발리 지역에서 나이 든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할

뿐만 아니라 결혼식과 피로연, 도시의 공식 행사 등

에서 여성들이 착용하는 공식 의상이기도 하며 때로

는 여행 및 호텔업계에 종사하는 여직원들의 근무복

이기도 하다. <그림 5>는 카인 판장을 착용한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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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한 직원이 카인 판장과 함께 착용하는 상의

로서 크바야를 소개하는 장면이다.

인도네시아의 상의 착용 전통은 두 가지 거대한

역사적 과정, 즉 이슬람화와 유럽화의 결과물인 것으

로 추정된다.15) 크바야는 이미 16세기에 인도네시아

북서부 해안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기원에 관해서는 아랍의 반재봉형의 긴 블라우스(a

long, semi-tailored blouse)에서 진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중국(명) 한족의 앞 트임이 있는 긴 소매 상

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16)

바주 쿠룽<그림 6>은 무슬림 여성들이 많이 착용

하는 것으로 무릎 길이의 헐렁한 긴 소매의 셔츠 또

는 블라우스를 말한다. 쿠룽(Kurung)이 ‘닫힌(en-

closed)’이란 뜻이므로 바주 쿠룽은 앞트임이 있는 크

바야와 달리 앞트임이 없음을 강조한 옷이라 할 수

있다. 바주 보도는 슐라웨시(Sulawesi) 지역의 여성

상의로써 커다란 사각형의 천을 반으로 접어 만든다.

다른 상의들과는 달리 소매를 따로 달지 않는 것이

특징적인데 따라서 착장 시에 소매가 밀려 올라가서

퍼프 효과를 낸다.17)

큼벤은 여성들의 상체를 둘러 싼 가슴 천이다. 크

바야 등의 상의가 일반화되기 전에 자바 섬에서 주

로 입던 방식으로 좁고 긴 천으로 가슴 부위를 감고

하의로는 카인 판장을 착용한다.18) <그림 7>에서 술

탄 궁전내의 여성 종사자들이 여전히 큼벤과 카인

판장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하의

록 바틱(Rok batik)은 인도네시아어로 ‘바틱 치마’

라는 뜻이다. 원래 인도네시아 원주민의 하의는 사룽

이나 카인판장이 대표적이었으나 이들이 현대에 와서

일반적인 여성용 치마로 대치된 것이다. 의류 매장에

서는 <그림 8>과 같이 바틱 천으로 만든 치마를 많이

볼 수 있다. 겉모습이 사룽처럼 보이도록 디자인 된

치마, 허리가 고무줄로 처리된 치마, 훅과 지퍼가 달

린 서양복 스커트 형식 등 디자인이 다양하다.

(3) 숄(Shawl)

여성들이 장식적, 혹은 실용적 목적으로 어깨에

걸쳐 늘어뜨리거나 머리에 둘러 쓰는 방식으로 사용

하는 장방형의 숄이 있는데 슬렌당(Selendang)과 율

로스(Ulos) 등이 대표적이다. 슬렌당은 일반적으로

한쪽 어깨에 드리우는 장식 숄이지만 때로는 머릿수

건처럼 두르기도 하고19), <그림 9>에 보이는 바와 같

이 아기 띠(baby sling)로도 많이 사용된다. 율로스

는 북부 수마트라(Sumatra)의 바탁(the Batak) 족

이 사용하는 어깨 천이다. 바탁 족 내부의 하위 부락

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통 천을 가지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율로스 라기둡(Ulos Ragidup)이다. 이것

은 양쪽 끝에 흰색의 패턴이 들어간 어두운 색의 직

물이다.20)

2.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의 종류 및 형태
1) 무슬림 남자복식

인도네시아 무슬림 남자복식으로는 바주 코코

(Baju koko), 사룽, 페치, 서반 등이 대표적이다. 바

주 코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도네시아 남자의 전통

복식에서 설명된 아이템들이다. 바주 코코는 무슬림

남자들이 입는 흰색 또는 밝은 색의 상의로, 줄여서

코코(Koko)라고 칭하기도 한다. 혹자는 크메자 푸티

(Kemeja putih, 흰색 셔츠)라 칭하기도 한다. 작은

스탠드 칼라가 달리고 완전하게 앞 트임 있는 셔츠

형태이다. 그러나 <그림 10>와 같이 칼라가 없거나

목 부분에만 작은 트임이 있는 형식도 많다. 바주 코

코와 함께 하의로 사룽이나 바지를 입고 머리에 페

치를 쓰면 기도를 하거나 예배에 참석할 때 착용하

는 종교복식이 완성된다. 페치(코피아)는 원래 검정

색인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에는 흰색으로 바꾸어

쓴다21)고 하지만, 현재에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이슬람 단체의 종류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페치의

모양과 색이 다양하다.

2) 무슬림 여자복식

무슬림 남자들에 비해 무슬림 여자들의 복식은 더

다양하다. 상의로 무크나(Mukena), 무슬림 가미스

(Muslim gamis), 바주 쿠룽(Baju kurung) 등이 있

으며 머리쓰개로는 질밥(Jilbab)이 대표적이다. 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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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흰색

페치와 바주

코코를 착용한

남성

- 필자촬영,

2012. 1. 13.

<그림 11> 무숄라(mushola,

공공장소에서의 소규모

기도장소)에 비치된 공용

무크나

- 필자촬영, 2012. 1. 17.

<그림 12> 질밥, 가미스,

슬렌당을 착용한 한 여성과

그녀의 아이들

- 필자촬영, 2012. 1. 14.

<그림 13> 의상 색에 맞춘 다양한 질밥들

- 필자촬영, 2012. 1. 14.

쿠룽은 앞서 인도네시아 여자의 전통복식에서 설명

했던 아이템이다.

무크나<그림 11>는 얼굴이 나오는 부분에만 트임

이 있고 머리와 몸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흰색의 망

토인데 기도시에만 착용한다. 무슬림 가미스는 아랍

지역에서 널리 입는 옷으로 긴 소매가 달린 튜닉형

의 발목길이 정도의 긴 옷을 말한다. 줄여서 가미스

(Gamis) 혹은 바주 가미스(Baju gamis)라 칭해지기

도 한다. 무크나가 기도시에 착용되는 것과 달리 가

미스는 머리쓰개인 질밥과 함께 일상적으로 널리 입

히는 무슬림 여성 복식이다. <그림 12>는 질밥과 가

미스를 입은 한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하는

모습인데 슬렌당을 아기띠로 착용한 모습이다.

질밥<그림 13>은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자들의 머

리수건(headscarf)으로 중동에서는 히잡(Hijab)이라

고도 불리우는 머리쓰개이다. 질밥은 인도네시아에서

크루둥(Kerudung)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역시 베일

(veil)이라는 뜻이다. 베일은 이슬람 종교 발생 이전

부터 존재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베일을 무슬

림 여성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무슬림 여성의 베

일 착용 관습은 이슬람의 상징이라는 종교적 해석이

나 여성 차별이라는 서구적 페미니즘의 시각만으로

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정순
22)
는 이슬람 사회에서 여

성의 베일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 나라에서 베일 착용이 상징하는 바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라고 했다. 그는 베일 착용은 사회적, 문

화적, 경제적, 종교적, 심리적, 정치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3)
고 보았다. 특히 오늘

날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은 19세기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산된 경향이 있는데24), 이는 무슬림 여

성들이 베일 착용을 통해 자국의 전통과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인도네시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기에 있을 때에는 질밥을 착

용하는 여성들의 수가 더 많아진다
25)
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질밥은 디자인과 착용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무늬가 없는 단색의 수수한 것에서부터 무

늬가 있는 화사한 디자인, 착용시 이마 부분에만 작

은 챙이 달린 것, 얼굴부분에 고무줄 처리가 된 여아

용 질밥 등이 있다. 착용법은 머리에 꼭 맞는 캡으로

먼저 머리를 정돈한 후에 질밥을 착용하는데 머리와

목을 두르는 방식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매우 다양

하다. 마지막은 어울리는 브로치로 정돈하여 질밥이

머리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질밥의 디자

인 및 착용방식의 다양성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성

격과도 일맥상통한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은 13세기

이래 인도네시아 군도의 이슬람화 진행 과정에서 언

제나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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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빈도(%) 품목 빈도(%) 품목 빈도(%)

kebaya 185(17.52) blankon 34(3.22) kopiah 5(0.47)

sarung 119(11.27) baju bodo 28(2.65) baju muslim 4(0.38)

batik 117(11.08) baju koko 25(2.37) kemben 4(0.38)

peci 92(8.71) ulos 25(2.37) jilbab 3(0.28)

kemeja batik 82(7.77) kemeja 20(1.89) gamis 3(0.28)

others 59(5.59) selendang 16(1.52) kerudung 3(0.28)

kain panjang 54(5.11) koteca 11(1.04) baju bali 3(0.28)

rok batik 48(4.55) baju kurung 11(1.04) sorban 3(0.28)

beskap 47(4.45) baju batik 9(0.85) kemeja panjang 2(0.19)

songket 37(3.50) rok 5(0.47) jas 2(0.19)

총 합계(빈도/%): 1056(100.00)

<표 1> 인도네시아 전통복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

슬람은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 왔다.26)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개

방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이 다양한 스타일의 질밥에

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Ⅳ.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인식 및 착용 현황

1.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종류 및 가치에 대한 인식

1) 전통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

(1) 전통복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

인도네시아는 많은 종족과 다양한 문화가 인도네

시아라는 하나의 국가 이름하에 모여 있으므로 한국

의 한복이나 일본의 기모노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전

통복식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전통복식으로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틱(batik)이지

만, 바틱은 엄밀히 말해 옷이 아니라 ‘납방염으로 특

정 문양을 표현하는 염색기법’을 지칭하거나 그러한

‘납방염 문양이 표현된 천’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인도네시아 자국민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전통

복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전

통복식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유기술형식으로 개수

제한 없이 응답하게 했으며, 탤리(tally)작업으로 응

답내용을 분류 및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설문지 481부 가운데 해당 문항에 대한 미응

답자를 제외한 329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답변 가운데 크바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7.5%(185회)

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사룽과 바틱이 각각 전

체 품목의 11%씩을 차지했으며, 페치와 크메자 바틱

도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 카인 판장,

록 바틱, 베스캅, 송켓, 블랑콩 등이 3% 이상을 차지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응답

을 바탕으로 이상의 10개 복식이 다른 품목들에 비해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전통 복식(national dress)으로

서 정체성을 보다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2) 무슬림복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

인도네시아는 비록 대외적으로 이슬람 국가를 천

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로 인구의 88%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이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이슬람교는 모태 신

앙이며 생활 종교이다.27) 따라서 중동의 다른 이슬람

국가들처럼 인도네시아인들에게도 종교복식이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복식에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개수제한없이 자유기술형

식으로 응답하게 했으며, 탤리작업으로 응답내용을

분류 및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자 367명의 설문지를 분석

한 결과 전체 답변 가운데 바주 코코가 차지하는 비

율이 17.5%(247회)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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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통 복식과 종교 복식의 교차

품목 빈도(%) 품목 빈도(%) 품목 빈도(%)

baju koko 247(17.47) serban 41(2.90) kain kapan 4(0.28)

peci 210(14.85) kerudung 39(2.76) tunih 4(0.28)

jilbab 192(13.58) sajadah 32(2.26) tasbih 4(0.28)

mukena 176(12.45) others 27(1.91) kemeja batik 2(0.14)

gamis 155(10.96) kaftan 10(0.71) baju kurung 2(0.14)

kopiah 130(9.19) pashmina 7(0.50) kain panjang 1(0.07)

sarung 124(8.77) baju muslim 6(0.42) baju panjang 1(0.07)

총 합계(빈도/%): 1414(100.00)

<표 2> 인도네시아 무슬림복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

치와 질밥, 무크나가 각각 전체 품목의 12% 이상씩

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 가미스와 코피아, 사룽

이 각각 8%이상씩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서반과 크

루둥, 사자다(Sajadah) 등도 각각 2%이상씩의 비율

을 보였다. 다만 일부 응답자는 페치를 코피아로 기

록하기도 하고, 질밥을 크루둥으로 기록한 경우도 있

었다. 두 개의 이름을 동일한 품목으로 본다면 페치

와 코피아의 비율이 24%(340회), 질밥과 크루둥의

비율이 16.3%(231회)로 나타나 페치와 코피아가 바

주 코코를 제치고 1위로 올라오게 된다. 정리하면 이

상의 8개 복식이 인도네시아 무슬림 종교복식을 대

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이한 점은 상당수(2.3%, 32회)의 인도네시아인

들이 기도시에 사용하는 깔개인 사자다(Sajadah)도

종교 복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

은 특별한 재단 없이 천 자체를 그대로 옷으로 사용

해온 인도네시아의 토착 복식 문화에서 비롯된 사람

들의 인식 특성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이점은 서반

(Serban)에 대해서 상당수(2.9%, 41회)의 응답자들

이 종교 복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서반의 변형이

라 할 수 있는 블랑콩(Blangkon)에 대해서는 종교복

식으로 인식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전통

복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표 1>에서 블랑콩이 3.2%

(34회), 서반이 0.3%(3회)를 차지한 결과와는 대조

적이다. 변형 서반인 블랑콩에는 전통성이 부여되었

으며, 그 원형인 서반에는 종교성이 더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전통복식

과 종교복식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4>

와 같다. 상기의 8종류의 대표적 무슬림 복식 가운데

에는 앞서 언급한 10종의 대표적 전통 복식과 교차

되는 품목도 있는데 페치와 사룽이 그들이다. 이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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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 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요인평균

심미성

및

전통성

인도네시아 전통복식은 고상하고 품위 있어 보인다 .80

2.74

34.19%

34.19%

.80 4.66

인도네시아 전통복식은 아름다운 의상이다 .78

나는 인도네시아 전통복식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77

인도네시아 전통복식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적

품목이다
.66

나의 다음 세대도 인도네시아 전통복식을 입었으면 좋겠다 .66

실용성

인도네시아 전통복식은 입고 벗기 편하다 .85 2.00

24.98%

59.17%

.69 3.67인도네시아 전통복식은 활동성이 좋다 .83

인도네시아 전통복식은 가격부담이 없다 .65

요인간 평균차이 t-value 21.78***

*** p<.001 (측정: 5점 리커트 척도)

<표 3>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 가치에 대한 요인분석 및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요인평균

심미성

및

전통성

나의 다음 세대도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을 입었으면

좋겠다
.82

2.99

37.32%

37.32%

.83 4.59

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복식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79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은 고상하고 품위 있어 보인다 .76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은 아름다운 의상이다 .75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은 이슬람 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품목이다
.60

실용성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은 활동성이 좋다 .82 2.04

25.46%

62.78%

.74 3.88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은 가격부담이 없다 .81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은 입고 벗기 편하다 .69

요인간 평균차이 t-value 17.57***

*** p<.001 (측정: 5점 리커트 척도)

<표 4>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 가치에 대한 요인분석 및 대응표본 t-검정 결과

개의 품목 이외에도 바주 코코, 바주 쿠룽 등에 대해

서도 전통 복식임과 동시에 종교 복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복식과 무슬림 복

식의 교집합적 요소로서 전통성과 종교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품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2) 전통 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가치인식

(1) 전통 복식에 대한 생각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전통복식에 대한 가치인식

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에

대한 가치를 측정한 8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베리멕스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분석결과 고유치 1이상의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

며 이는 전체변량의 59.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요인명은 문항의 내용과 선행연구에 따라 ‘심

미성 및 전통성’, ‘실용성’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추출된 두 가치

중 어느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자국 전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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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복식 가치 무슬림 복식 가치

심미성/전통성 실용성 심미성/전통성 실용성

성별 남성>여성

결혼여부 미혼<기혼

연령 정적상관 정적상관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상, 중>하 상, 중>하

교육정도 저<고 저>고

종교 부적상관 부적상관 부적상관

<표 5> 인구통계적 특성 및 종교에 따른 가치 특성

식에 대하여 실용성(평균=3.67)에 비해 심미성 및

전통성(평균=4.66)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무슬림 복식에 대한 생각

전통복식과 마찬가지로 무슬림 종교복식에 대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가치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에 대한 가치를 측정한 8문

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베리멕스 회전에 의한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고유치 1이상의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

며 이는 전체 변량의 62.7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추출된 두 요인은 각 문항별 요인 부하량의

차이는 있으나 앞선 전통복식과 동일한 문항들이 하

나의 요인으로 묶여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명은 앞선

전통 복식과 마찬가지로 문항의 내용과 선행연구에

따라 ‘심미성 및 전통성’, ‘실용성’으로 명명하였다. 또

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무슬림 종교복식에 대하

여 심미성 및 전통성과 실용성 중 어느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

시하였으며, 분석결과 <표 4>와 같다. 앞선 전통복식

에 대한 가치인식과 동일하게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무슬림 종교복식에 대하여서도 실용성(평균=3.88)에

비해 심미성 및 전통성(평균=4.59)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통계적 특성 및 종교에 따른 가치인식

차이

전통 복식에 대한 가치와 무슬림 복식에 대한 가

치가 인구통계적 특성 및 종교성과 어떤 관계가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표 5>에 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통 복식 가치인식에 있어서는 성별과 나

이,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정도, 종교가 유의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t=2.97, p=.003)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

복식의 실용성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r=0.14, p=.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 중인 계층

이 낮은 계층에 비해 이러한 실용성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F=5.32, p=.005) 종교성과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종교성이 높을수록 전통복식의

실용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0.20, p=.000).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고’ 교

육집단이 ‘저’ 교육집단에 비해 전통복식의 심미성

및 전통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t=-2.89,

p=.004), 반대로 실용성에 있어서는 ‘저’ 교육집단이

‘고’ 교육집단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2.00, p=0.46).

무슬림 복식 가치에 있어서는 결혼여부, 연령, 사

회경제적 지위, 종교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보다는 기혼이 무슬림 복식의 심미성/

전통성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t=-3.10,

p=.002), 연령이 높을수록 무슬림 복식의 실용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11, p=.034).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과 중간 계층이

낮은 계층에 비해 무슬림 복식의 심미성과 전통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F=5.54, p=.004), 종교

성은 두 가치 모두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종교성이 높을수록 심미성과 전통성(r=-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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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남자 여자 합계 품목 남자 여자 합계

batik 84(15.64) 58(15.03) 142(15.38) songket 4(0.74) 7(1.81) 11(1.19)

sarung 100(18.62) 40(10.36) 140(15.17) kerudung 1(0.19) 7(1.81) 8(0.87)

kebaya 38(7.08) 94(24.35) 132(14.30) jilbab 2(0.37) 6(1.55) 8(0.87)

peci 88(16.39) 28(7.25) 116(12.57) kopiah 7(1.30) 0(0.00) 7(0.76)

kemeja batik 81(15.08) 31(8.03) 112(12.13) selendang 2(0.37) 4(1.04) 6(0.65)

kain panjang 20(3.72) 33(8.55) 53(5.74) rok 2(0.37) 3(0.78) 5(0.54)

rok batik 13(2.42) 32(8.29) 45(4.88) gamis 3(0.56) 1(0.26) 4(0.43)

others 19(3.54) 9(2.33) 28(3.03) ulos 4(0.74) 0(0.00) 4(0.43)

beskap 10(1.86) 10(2.59) 20(2.17) baju bodo 0(0.00) 3(0.78) 3(0.33)

baju coco 17(3.17) 1(0.26) 18(1.95) sorban 1(0.10) 1(0.26) 2(0.22)

kemeja 16(2.98) 1(0.26) 17(1.84) baju kurung 1(0.19) 2(0.52) 3(0.33)

baju batik 9(1.68) 5(1.30) 14(1.52) baju muslim 1(0.19) 1(0.26) 2(0.22)

mukena 2(0.37) 8(2.07) 10(1.08) blus batik 1(0.19) 0(0.00) 1(0.11)

blangkon 11(2.05) 1(0.26) 12(1.30) 합계 537(100.00) 386(100.00) 923(100.00)

<그림 15> 성별에 따른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 보유 현황

<표 6>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 보유 현황

단위: 빈도(%)

p=.000), 실용성 가치(r=-0.22, p=.000)를 모두 높

게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2.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보유 실태 및 착용 현황

1) 전통 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보유 실태

(1) 전통 복식 보유 실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통 복식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자유기술형식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탤

리 작업으로 응답내용을 분류 및 정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설문지 481부 가운데 응답자 356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바틱, 사룽, 크바야, 페치, 크메자

바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복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표 1>에서

응답한 상위 5개와 비록 순위는 약간 다르지만 항목

은 동일하다. 상기의 5개 품목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

아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복식은 카인 판장,

록 바틱, 베스캅, 바주 코코, 크메자였다.

9위와 10위를 기록한 바주 코코와 크메자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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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남자 여자 합계 품목 남자 여자 합계

baju koko 209(27.57) 50(9.62) 259(20.26) baju muslim 1(0.13) 7(1.35) 8(0.63)

peci 168(22.16) 46(3.85) 214(16.74) kaftan 0(0.00) 6(1.15) 6(0.47)

mukena 31(4.09) 113(21.73) 144(11.37) pashimina 0(0.00) 6(1.15) 6(0.47)

sarung 116(15.30) 26(5.00) 142(11.27) kain panjang 1(0.13) 4(0.77) 5(0.39)

gamis 57(7.52) 78(15.00) 135(10.56) kain kapan 0(0.00) 4(0.77) 4(0.31)

jilbab 27(3.56) 105(20.19) 132(10.33) batik 1(0.13) 1(0.19) 2(0.16)

kopiah 91(12.01) 27(5.19) 118(9.23) baju batik 2(0.26) 0(0.00) 2(0.16)

sajadah 23(3.03) 7(1.35) 30(2.35) selendang 0(0.00) 2(0.38) 2(0.16)

others 10(1.32) 16(3.08) 26(2.03) baju kurung 1(0.13) 0(0.00) 1(0.07)

kerudung 3(0.40) 20(3.85) 23(1.80)
합계 758(100.00) 520(100.00) 1278(100.00)

serban 17(2.24) 2(0.38) 19(1.49)

<그림 16> 성별에 따른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 보유 현황

<표 7>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 보유 현황

단위: 빈도(%)

복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상위 10위 안

에 없었던 품목들이다. 인식 조사에서는 이들 대신

송켓과 블랑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인

도네시아 전통 복식에 반영된 전통성과 현대성의 차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도네시아인

들이 전통 직물의 일종인 송켓과 남성의 전통 모자

인 블랑콩에 대해서 강한 전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 품목을 현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들보다는 남성의 종교 복식인 바주

코코와 일상복인 크메자를 실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인도네시아 전통복식 보유 현황 차이

를 살펴본 결과는 <표 6> 및 <그림 15>와 같다. 남자

의 경우 사룽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으

로 페치와 바틱, 크메자 바틱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

다. 여자의 경우 크바야를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바틱과 사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성별 상위 3개의 품목에

중복되는 것으로 사룽과 바틱이 보이는데 이로써 인

도네시아 남녀 공용의 하의인 사룽과 전통 직물인

바틱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 무슬림 복식 보유 실태

전통복식과 마찬가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슬

림 복식의 종류에 대한 자유기술형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탤리작업으로 분류 및 정리한 결과는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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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전통 복식 및 무슬림복식 착용 현황

과 같다.

응답자 406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답변 가

운데 바주 코코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페치, 무크나, 사룽, 가미

스, 질밥, 코피아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무슬림

복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표 2> 조사에서 응답한 상

위 7개와 비록 순위는 약간 다르지만 품목이 동일하

다. 상위 7개 품목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인들이 많

이 보유하고 있는 무슬림 복식은 사자다, 크루둥, 서

반이었다. 역시 무슬림 복식 종류에 대한 인식 조사

에서 8~10위를 차지한 품목과 순위가 약간 다르지

만 종류가 동일하다. 동일한 복식의 서로 다른 이름

으로 판단되는 페치와 코피아, 질밥과 크루둥을 하나

로 묶어 분석해보면, 페치와 코피아의 비율이 25.97%,

질밥과 크루둥의 비율이 12.13%로 집계되어 페치와

코피아가 1위, 바주 코코 2위, 질밥과 크루둥이 3위

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인도네시아 무슬림 복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7> 및 <그림 16>에 정리된 바와

같다. 남자의 경우 바주 코코와 페치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사룽과 코피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여자의 경우 무크나와 질밥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미

스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사룽의 경우 전통 복식

보유 현황에서 남녀 모두 상위 3개 품목에 포함되었

던 결과와는 달리 무슬림 복식 보유 현황에서는 남자

가 여자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남자의 경우 사룽을 종교 복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만 여자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사룽

은 남자에게는 전통성과 종교성을 모두 드러내는 옷

이며 여자에게는 전통성을 의미하는 옷이라 하겠다.

2) 전통 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착용 현황

(1) 전통복식 및 무슬림 복식 착용현황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전통 복식 착용 현황을 살펴

본 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상 착용한다는 응답자가 전

체의 43.9%(158명)로 나타나 전통 복식을 생활 속에

서 자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한복처럼 일 년에 1~2번 착용한다는 응답

자도 전체의 21.4%(77명)으로 높게 나타나 전통 복

식에 대한 착용 정도가 양극화 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무슬림 복식 착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 주에 2~3회 이상 착용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

의 50%이상을 차지하여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무슬림 복식을 매우 자주 착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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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적 특성 및 종교에 따른 착용실태

차이

앞에서 살펴본 전통 복식 착용정도와 무슬림 복식

착용정도가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종교성과 어떤 관

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통 복식의 착용

에 있어서는 성별과 결혼여부, 종교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통 복

식을 더 착용하고 있었으며(t=2.93, p=.004), 미혼인

경우보다는 기혼이 더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2.04, p=.042), 종교성은 점수가 더 낮을수록 종

교성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종교성이 높

을수록 전통복식 착용빈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r=-0.15, p=.005).

무슬림 복식의 착용에 있어서는 성별, 사회 경제

적 지위, 종교성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무슬림 복식 착

용빈도가 많았으며(t=2.15, p=.033), 사회 경제적 지

위에 있어서는 낮은 계층에 비해 높은 계층과 중간

계층의 착용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

3.62, p=.028). 그리고 종교성은 부적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0.19, p=.000). 즉, 종교성

이 높을수록 무슬림 복식의 착용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과 무슬림 복식의

종류 및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고, 전통 복식과 무슬

림 복식에 대한 인식 및 복식 착용 현황을 살펴봄으

로써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 가운데 남녀가 함께

착용하는 옷으로는 하의인 사룽과 카인 판장이 대표

적이다. 사룽은 원통형의 천을 허리에 맞게 둘러 입

는 형식의 옷이며, 카인 판장은 직사각형의 긴 천을

그대로 이용하여 허리 이하 하체를 감싸는 옷이다.

인도네시아 남자의 전통 상의로는 크메자 바틱과 베

스캅 등이 있으며 머리쓰개로는 페치(코피아)와 블

랑콩이 대표적이다. 여자의 전통 상의로는 크바야,

바주 쿠룽, 바주 보도, 큼벤 등이 있다. 그 외에 어깨

에 두르는 숄로서 슬렌당과 율로스 등이 있다. 인도

네시아 무슬림 남자복식으로는 바주 코코, 사룽, 페

치(코피아)가 대표적이다. 상의인 바주 코코와 함께

하의로 사룽이나 서양복 바지를 입고 머리에 페치를

쓰면 일상에서의 종교 복식이 완성된다. 무슬림 여자

복식으로는 상의로 무크나, 가미스, 바주 쿠룽 등이

있으며, 머리쓰개로 질밥(크루둥)이 있다.

둘째, 전통 복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

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전통복식으로 생각하고 있

는 유일한 품목은 크바야였으며 사룽과 바틱에 대해

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이 전통복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슬림 복식의 종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무슬림복식으로 생각하

고 있는 품목은 페치(코피아), 바주 코코, 질밥(크루

둥)이었다.

셋째, 전통 복식 및 무슬림 복식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양자 모두 실용성에 비해 심미

성 및 전통성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복식 및 무슬림 복식의 가치 인식이 인구 통계적 특

성 및 종교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

통 복식 가치에 있어서는 성별과 나이,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 정도, 종교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슬림 복식 가치에 있어서는 결혼 여부,

연령, 사회 경제적 지위, 종교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통 복식의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은 바틱과 사룽이었으며 크

바야, 페치, 크메자 바틱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었

다. 무슬림 복식의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페치(코

피아), 바주 코코, 질밥(크루둥)을 가장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룽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훨

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통 복식 착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주

일에 한 번 이상 착용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3.9%

(158명)로 나타나 전통복식을 생활 속에서 자주 착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 년에 1~2

번 착용한다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어 전통복식의 착



服飾 第62卷 7號

- 132 -

용 정도가 양극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슬림 복식 착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 주에 2~3

회 이상 착용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

을 차지하여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무슬림 복식을 매우 자주 착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전통 복식과

종교 복식의 종류 및 형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

해 할 수 있었다. 또한 전통 복식과 종교 복식에 대

한 인식, 실생활에서의 보유 및 착용 현황의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 복식 문화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

었다. 연구 결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전통 복식은

크바야, 사룽, 바틱이라 할 수 있으며, 대표적 종교

복식은 페치(코피아), 바주 코코, 질밥(크루둥)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다문화 생활 교육에서

인도네시아 복식 문화를 소개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복식 품목이 무엇인지를 시사해 준다. 또한 인도

네시아 복식에는 전통성과 종교성이 공존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았는데 이 역시 인도네시아 복식 문화의

특징이라 할 만 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또한 전통

복식에 반영된 전통성과 현대성의 차이를 보여줌으

로써 현대화에 따른 의생활 변화를 시사했으며, 인도

네시아인이 자국의 전통 복식과 종교 복식에 대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강

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특징

들은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인과 그들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데 핵심적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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