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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trouser types of the ancient tribes after analyzing various types 
of trousers discovered on the reliefs of the Achaemenian period of Persia. Then us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basic data for a study on the Korean trousers type during the ancient times. 
For this, a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ancient tribes is developed by referring to the literature 
documents of literature, and European archeologists’ papers and photo data are collected and an-
alyzed as well. In addition to the above data, the data, which have been collected by researchers 
through a field study are comparatively analyzed. In terms of width, the trousers of the ancient 
tribes have been divided into three types: narrow, average and wide. Each type has diverse 
forms. The trouser types varied depending on the tribes, the regions and the manufacturing 
dates of the reliefs. The narrow type was popular among Median, Scythian and Kappadokian, 
while the average type was frequently worn by Bactrian and Sogdian who lived in the highland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Iran. Lastly, the wide type was mostly found in the southeast of 
Iran(Arachosia, Aria and Drangiana). The fact that trousers were discovered together with boots 
has been useful in guessing the lifestyle of ancient tribes. Also, even within the same tribe, the 
form of the trousers and how they were worn changed depending on the ti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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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ow type(좁은형), trouser types(바지 유형), wide type(넓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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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바지는 고대 오리엔트 문명(기원전 40세기에서 10

세기)이 거의 끝나는 시기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

으나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마지막 시기인 기원전 6

세기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시대에 아케메네스

왕조가 지배했던 주변 종족들에게서 갑자기 여러 가

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독일의 고고학자

칼마이어(Calmeyer)는 전하고 있다.1) 이는 바지의

연구에 있어서 아케메네스 부조에 묘사된 주변 종족

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원전 5-6세기에 만들어진 아케메네스 왕

조 부조에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아케메네스

왕조에 조공을 바치는 주변 종족들이 자기들 고유의

복식을 착용한 모습으로 부조되어져 전하고 있어 고

대 종족들의 복식 연구를 위한 현존하는 최고(最古)

의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이 부조에는 아케메

네스 왕조를 중심으로 서쪽, 북쪽 또 동쪽에 살았던

그 당시 여러 종족들의 다양한 바지형태가 부조들의

조성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 고대 종족

들의 종족별 바지 유형연구에 중요한 산 자료가 되

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대 바지에 대한 연구는 이

여성의 ‘고대 한국의 북방민족 계열설(說)’2)과 김 동

욱의 ‘우리나라 민족의 기마민족 유래설(說)’3)과 관

련하여 우리 복식의 원류를 찾기 위한 시도로써 중

요한 테마로 꾸준히 연구되어져왔으나 기존의 연구

들4)은 다양한 고대 종족들의 바지 유형을 참조하지

못하고 중국 북방지역 종족들의 바지 형태와 중앙아

시아 스텝지역에서 동쪽지역의 종족과 또 스키타이

종족과의 연결에 치중해있었다. 그러나, 고대 문명의

전달자로써 중앙아시아 스텝지역을 중심으로 동 서

쪽을 왕래하며 문물을 전달했던 고대 종족들의 복식

연구를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스텝 서쪽지역 고대 종

족들의 복식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연구의 필요성 또한 시급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 스텝지역에서 형성된 고대

종족들 중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기원전 9세기경에

카스피아 해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었던 종족

들(서 아리아족의 유목종족과 그 주변 종족들)의 바

지 형태에 대한 연구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바지의

역사에서 갑자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아케메네

스 왕조시대 부조에 묘사된 고대 종족들의 바지의

여러 형태를 분석하여 그 바지의 유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복식의 근원을 찾기 위한

연구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고대 바지의 유형 연구에

폭 넓은 기초자료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선사시대 역사가들의 문헌을

참조하여 고대 종족들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만들어

바지가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바지가 출현하기

전까지의 복식의 형태를 살펴보고 바지의 여러 유형

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아케메네스 부조 발굴에

직접 참가했던 유럽 고고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와 사

진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아울러 이 지역

답사를 통해 수집한 연구자의 자료 또한 비교 분석

하였다.

Ⅱ. 바지의 기원
1. 바지의 출현과 바지의 전(前) 형태
바지가 언제 어떻게 출현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려져 있지 않지만, 선사시대 역사가 칼 쉴라보우

(Karl Schlabow)5)에 따르면, “바지가 철기시대가 시

작하기 전 지구의 기후가 갑자기 하강하는 자연의

변화 시기에 그 변화에 대처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고고학자 나

겔(W. Nagel)6)의 연구에서는, 농경사회에서는 고기

로 이용되거나 물건의 운반용으로 사용되던 말이 기

원전 9세기-10세기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유목 및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전투의 사회에서 빠

른 움직임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북서 아리아인들

이 말 탈 때 입었던 가죽으로 만든 양말 달린 바지

를 최초의 바지로 보고 있다.

나겔의 이런 주장은 칼 예트마르(Karl Jettmar)7)

가 “기원전 1000년경, 청동기 말기는 농경사회에서

가축사육의 유목생활과 말 타고 싸우는 기마 전투의

사회로 바뀌어 가는 시기로 인간 생활의 경제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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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새 아시리아 시대 청동 통에 묘사된 조공을 바치는 이란인들, 상세도,

지비제(Ziwije),

- Alt-Iran, Fig. 66,

<그림 2> Kul-i Fara II 부조, 이제/말라미르(Izeh/Malamir),

- Les Reliefs Élamites de Mālamīir, pl. XII.

<그림 3> 소를 타고 싸우는 아베스타인 영웅 트레타오나,

- Ninus und Semiramis in Sage und Geschichte, Abb. 3.

역과 군사적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때 아시

아에서 이란 유목민족들이 생성되었다”는 설명을 뒷

받침하는 것이다. 위의 설명들을 종합해보면, 바지는

기원전 9-10세기경 청동기 말기, 철기시대 초에 지구

의 변동에 따른 자연의 변화 시기에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났으며 또 이 시기에 인간 사회

에 생계를 위한 문화적 변형이 생기면서 그 문화에

적응하기위해 생겨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지를 입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옷을

착용했을까? 이것에 대해 아직까지 확실한 형태에 대

한 주장은 없으나 몇몇 학자들은 다리를 감싸는 형태

를 바지의 전 형태로 추측하고 있다. 기원전 8세기

새 아시리아(new Assyria) 시대에 지비제(Ziwije)8)

에서 발견된 청동으로 만든 통에 새겨진 조공도에서

조공을 바치는 이란인들<그림 1>9)은 아시리아의 전

형적인 술 달린 원피스 밑으로 노출된 다리를 무늬

있는 천으로 감싸고 있는데 이 형태가 바지의 전 형

태로 설명되고 있다.10) 또한 이와 비슷한 형태가 후

기 엘람시대이며 초기 페르시아 시대(기원전 8세기

초)의 부조로 밝혀진 쿨리파라 2(Kul-i Fara II) 부

조(이제/말라미르(Izeh/Malamir))에서 무릎 밑까지

오는 코트형의 옷<그림 2> 밑에서도 관찰되어 판덴

베르게(Vanden Berghe)와 칼마이어는 이 형태를 바

지의 전 형태로 추측하고 있다.11) 왜 이 형태를 바지

의 전 형태로 보았는지 그 기준이 확실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애매하나 이들은 바지가 다리를 감싸는

형태의 옷이라는 점을 강조한 듯하다. 그러나 다리를

감싸는 형태는 바지 이외에도 다리만을 감싸는 각반

등의 형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주장들은 완

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

바지의 전 형태는 아니지만 바지가 출현하기 전까

지 착용했던 옷으로 볼 수 있는 한 형태가 기원전 10

세기(B.C. 960-900)로 편년되는 청동상에 묘사되어

있다. 아베스타-아리아(Avesta-Aria) 신화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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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 명칭 연대 바지를 착용한 종족 바지유형

비수툰 부조
다리우스 1 세 대왕 재위기 초기:

기원전 522-486

3번째와 8번째 바빌론왕,

4. 메디아왕, 6. 사가르티아인,

10. 스키타이왕(스쿤카 Skunkha)

A.1

<표 2> 비수툰(Bisutun) 부조에 묘사된 바지를 착용한 종족과 유형

Type A(바지통이 좁은 형) B(바지통이 보통인형) C(바지통이 넓은 형)

형태

1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

2

(바지통이

좁으며 묶여진

형)

1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

2

(일자형으로

끝이 자루

모양을 이루며

발목에서

묶여진 형)

1

(바지 끝을

장화 속으로

집어넣어

착용한 형)

2

(바지통이

넓으며 묶여진

형태 (높은

장화 착용))

3

(바지통이

넓으며 묶여진

형태 (장화

착용하지

않음))

<표 1> 바지 유형 분류 (연구자 분류)

“소를 타고 싸우는 아베스타인 영웅 트레타오나

(Traetaona)”의 청동상<그림 3>은 소아시아민족의 선

조인 아베스타-아리아인의 한 선발대를 묘사한 것으

로 여기에서 트레타오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경사

회의 특징적인 옷의 유형으로 알고 있는 발목까지 오

는 긴 치마형태의 옷을 착용하고 있다. 트레타오나가

타고 있는 소 또한 이들이 농경민족이었음을 시사하

는 것으로 이때는 아직 말을 타고 싸우거나 이동하는

유목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소를 타거나, 싸울 때는

소아시아에서 유래한 소가 끄는 싸움 차를 타고 싸움

을 했다고 설명되고 있어12) 기원전 10세기 이들이

영위했던 농경사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아울

러 바지의 전 형태의 옷으로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

형태의 옷이 착용되고 있었음도 추측 할 수 있다.

Ⅲ. 아케메네스 부조에 묘사된
고대 종족의 바지 유형

이 장에서는 아케메네스 부조에 묘사된 바지를

착용한 여러 종족들을 조사하고 그들이 착용한 바지

의 유형을 바지통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바지의 유형

을 살펴보려한다.

<표 2>는 비수툰(Bisutun) 부조<그림 4>13)에 묘사

된 바지를 착용한 종족과 바지의 유형이다. (종족명

앞의 숫자는 부조에 새겨진 순서)

<그림 4> 비수툰 부조

- 연구자 촬영

<표 3>은 아파다나 궁 조공도 부조(페르세폴리스,

Persepolis)<그림 5>14), <그림 5-1>15)에 묘사된 바지

를 착용한 종족과 바지의 유형이다.

<표 4>에 다리우스 대왕 무덤 부조(나그쉐 로스탐,

Naqsh-e Rustam)<그림 6>16), <그림 6-1>17)에 묘사

된 바지를 착용한 종족과 바지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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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 명칭 연대 바지를 착용한 종족 바지유형

아파다나

조공도

다리우스 1

세 대왕

재위기:

기원전

522-486

1. 메디아인, 3. 아르메니아인, 9. 카파도키아인,

11. 스키타이인, 16. 사가르티아인,

19. 스쿠드라-트라커인, 21. 메디아족

A.1

4. 아리아인, 혹은 아라코시아인, C.2

13. 파르티아인, C.1

15.박트리아인, B.1

17. 소그드인, B.2

<그림 5> 아파다나 궁 조공도 부조, 페르세폴리스

-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Tafel 3.

<그림 5-1> 상세도

- Persepolis, Abb. 45.

<표 3> 파다나 궁 조공도 부조에 묘사된 바지를 착용한 종족과 유형

<표 5>는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페르세폴리

스)에 남아있는 남쪽 현관문 부조<그림 7>18)에 묘사

된 바지를 착용한 종족과 바지의 유형이다.

<표 6>은 크세르세스 1세(Xerxes I)와 아르타크세

르세스 1세 (Artaxerxes I) 궁전 계단의 조공도(페르

세폴리스)에 묘사된 바지를 착용한 종족과 바지의

유형<그림 24, 30 참조>을 정리하였다.

<표 7>은 다리우스 대왕 궁전 서쪽 계단 조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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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 명칭 연대 바지를 착용한 종족 바지유형

다리우스 무덤

부조

다리우스 대왕

서거후(크세르크

세스 재위기(B.C.

486-465) ch

2. 메디아인, 20. 아르메니아인, 21.카파도키아인,

14. 사카- 하우마바르가인(Saka haumavarga),

15. 사카-티그라카우다인(Saka tigrachauda),

24, 바다건너 사카인(Saka jenseits des Meeres),

25. 스쿠드라인

A.1

5. 아리아인, 9. 드란기아나인, 10. 아라코시아인 C.2

4. 파르티아인, 8. 코라스미아인 A.1

7. 소그드인 B.2

6. 박트리아인 B.1

<그림 6> 다리우스 대왕 무덤 부조, 나그쉐 로스탐(Naqsh-e Rustam)

- 연구자 촬영

<그림 6-1> 상세도

- Zur Genese altiranischer Motive VIII, Falttafel 1.

<표 4> 다리우스 대왕 무덤 부조에 묘사된 바지를 착용한 종족과 유형

(페르세폴리스)에 묘사된 바지를 착용한 종족과 바

지의 유형이다. <그림 26, 27> 참조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까지 아케메네스 왕조 부조에 묘사된 고대 유목종족

들의 바지 형태와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바지 형은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이 좁은 형의 바지는 메디아인,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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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명칭 연대 바지를 착용한 종족 바지유형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에

남아있는 남쪽

현관문 부조

크세르크세스1세

재위기:기원전

486-465년

1. 메디아인, 3. 아르메니아인, 9. 카파도키아인,

16. 사가르티아인, 20. 스쿠드라(혹은 스키타이인)
A.1

4. 아라코시아인(혹은 아리아인),

7. 아리아인(혹은 아라코시아인), 13. 파르티아인
C.2

11. 사카- 파라아르야(Saka Paradarya)

15. 박트리아인, 18. 코라스미아(혹은, 스키타이인)
B.1

17. 소그드인, 22. 사카- 티그라카우다,

28. 사카- 하우마바르가
B.2

<그림 7>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 남쪽 현관문 부조, 페르세폴리스

- 연구자 촬영

<그림 7-1> 상세도

-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p. 62, 63.

<표 5> 100개의 기둥이 있는 궁전에 묘사된 바지를 착용한 종족과 유형

파도키아인, 아르메니아인, 사가르티아인등 주로 이

란의 중앙과 서쪽 지방의 종족들이 착용하였고 통이

보통인 형은 소그드인, 박트리아인등 이란 북동쪽 지

방의 종족이 착용하고 있으며, 또 바지통이 넓은 형

은 아라코시아인, 아리아인등 이란의 남동쪽 지방의

종족들이 착용하고 있다.

둘째, 바지 형태는 종족 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디아인과 스키타이인들은 대부분의 부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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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명칭 연대 바지를 착용한 종족 바지유형

크세르세스 1세와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궁전 계단의 조공도

크세르크세스 1세 재위기:

기원전 486-465 와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재위기:

기원전 465-425년

카파도키아인 A.1

스키타이인 A.2

아라코시아인 C.3

<표 6> 크세르세스 1세와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궁전 계단의 조공도에 묘사된 바지를 착용한 종족과 바지 유형

부조명칭 연대 바지를 착용한 종족 바지유형

다리우스 1세 대왕

궁전 서쪽 계단

조공도 부조

아르타크세르세스 3세 재위기:

기원전 359-338년

스키타이인 C.3

소그드인 B.2

<표 7> 다리우스 대왕 궁전에 묘사된 바지를 착용한 종족과 유형

서 거의 같이 A.1형의 바지를 착용하고 있고, 아라코

시아인, 아리아인 등은 대체로 통이 넓은 바지를 착

용하고 있어 바지 형태는 종족 군과 일련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조의 제작년도에 따라 바지 형태와 착장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바지의

형태는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Ⅳ. 바지유형의 분석
앞의 표들의 분석에서 바지의 형태가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또 종족이 속한 종족 군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그리고 부조의 제작년도에 따라서

도 달라지고 있음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복장의 형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알려진

지역, 민족, 시대적 요인19)에 일치하고 있는 현상이

다. 이 장에서는 이 세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

여 바지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1. 지역과의 관계
고대 종족들의 바지 유형은 그들이 사는 지역들에

따라 바지통이 좁은 형, 보통 형, 넓은 형 등 세가지

형으로 구분된다.

1) 바지통이 좁은 형

(1)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메디아인이 착용하고 있는 바지형태로 바지통이

좁아 바지가 전체적으로 몸에 꽉 끼는 스타일이다.

바지통은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길이는 발목

까지 내려오며 바지 끝에 신발 혹은 양말이 붙어있

는 형태<그림 8>20), <그림 8-1>21)이다. 이는 앞에서

나겔이 최초의 바지라고 설명한 그 형태와 비슷하

다.22) 칼 마이어는 이 바지가 아마도 헤로도투스의

역사서 헤로도트 1장 71, 2(Herodot I 71,2)에 쓰여

있는 가죽으로 만든 바지의 형태일 것이라고 추측하

며23) 이 바지의 끝은 쐐기 모양<그림 9>24)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바지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북부 독일

쉴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 토르스

베르크(Thorsberg) 습지25)에서 발견된 철기시대(4세

기)의 바지로 편년된 바지 형태<그림 10>26)와 매우

유사다.

쉴라보우27)는 이 바지<그림 11>, <그림 12>는 두

다리를 감싸는 두 개의 큰 조각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지의 안쪽에만 꿰맨 자국이 관찰되고 있어 천으로

다리를 감싼 후 안쪽에서만 꿰맨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바지의 바깥부분에 쐐기 모양의

천 조각을 붙여 안쪽에서 꿰맨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러나 정강이 부분에는 꿰맨 자국이 관찰되지 않아

이 부분은 아마도 꿰매지 않고 그냥 터놓아 바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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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바지통이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메디아인의 바지, 아파다나 궁

조공도,

- 연구자 촬영

<그림 8-1> 바지 상세도

- 연구자 촬영

<그림 9> 바지 끝이 쐐기모양인

메디아인의 바지,

-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n Archaeologie, Abb. 3.

<그림 10> 철기시대 게르만 민족의

바지 형태, 4 세기, 북부 독일

토르스베르크 습지 발견, 2012, Hose

- http//de.wikipedia.org

<그림 11> 바지의 뒤와 앞, 상세도,

- Trachten der Eisenzeit, Abb. 17, 18.

<그림 12> 재단 형태의 재현,

- Trachten der Eisenzeit, Abb. 16,

에 바지와 같은 천으로 꿰매져 붙어 있는 발 부분을

감싸는 양말(혹은 신발)을 착용하기 쉽게 만들었으

며 이 부분은 바지를 입을 때마다 매번 끈으로 묶었

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엉덩이 부근에는

앉는 부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사각형의 천 조각

을 덧붙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쉴라보우의 이 분석은 양말(혹은 신발)이 달린 통

이 좁은 A.1 형의 바지 형태를 어느 정도 짐작케 하

고 있다.

2) 바지통이 보통인 형태

(1)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박트리아인이 착용하고 있는 이 형태의 바지<그림

13>는 앞에서 설명한 A.1형과 비슷한 형태이나 바지

통이 보다 넓고 바지 밑엔 A.1형처럼 양말이 달려있

지 않다.

박트리아는 높은 고원을 의미하는 “박트리스

(Baktris)"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지역은 고원의

평원지대<지도 1>28)로 박트리아인들은 이 지역에 정

착한 유목민족인 아리아(Arier) 족 중에서 농경 생활

을 했던 아베스타-아리아(Avesta-Arier) 족의 한 종

족인 발크(Balk)족이다.29)

장화를 착용하지 않은 바지형태에서도 농경생활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어 바지의 형태가 그들의 지

역과 생활환경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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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박트리아인,

아파다나 궁 조공도

- Ninus und Semiramis

in Sage und

Geschichte, Abb. 7.

<지도 1> 기원전 7세기 이란 동쪽의 주변종족들,

- Ninus und Semiramis in Sage und Geschichte, 지도 4.

<그림 14> 소그드인,

아파다나 궁 조공도

-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Taf. 24.

<그림 15> 소그드인, 다리우스

대왕 무덤 부조

- Zur Genese altiranischer

Motive VIII, Falttafell.

<그림 16> 코라스미아인,

100개의 기둥이 있는 홀 문

부조

-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Abb. 6.

<그림 17> 코라스미아인,

다리우스 대왕 무덤 부조

- Zur Genese altiranischer

Motive VIII, Falttafel 1.

(2) 일자형으로 끝이 자루 모양을 이루며 발목에

서 묶여진 형태

앞에서 설명한 B.1형과는 약간 다르게 바지통이

변화가 없이 발목까지 일자형으로 내려오고 발목에

서 자루 모양을 만들며 묶여진 형태로 소그드인<그

림 14>30), <그림 15>31)과 코라스미아인<그림 16, 17>

들에게서 관찰되고 있다.

앞의 <지도 1>에서, 코라스미아 지역은 박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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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아파다나 궁 조공도에서

4번째 사절

- Ninus und Semiramis in Sage und

Geschichte, Abb. 8.

<그림 19> 바지통이 넓고 바지 끝이

장화 위를 덮으며 내려뜨려진 형태,

아파다나 조공도 아리아인

-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Taf. 14.

<그림 20> 바지통이 넓고 바지 끝이

장화 위를 덮으며 내려뜨려진 형에

가로주름이 있는 바지, 아파다나 조공도

드란기아나인

- Es kuendet Dareios der Koenig....,

Abb. 72.

<그림 21> 아리아, 드란기아인, 다리우스 대왕 무덤 부조

- Zur Genese altiranischer Motive VIII, Falttafel 1.

<그림 22> 아라코시아인과 아리아인,

100개의 기둥이 있는 문 부조

-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p. 62.

밑에 위치하여 드란기아나(Drangiana)와 아라코시아

(Arachosia)와 경계하고 있는 고원의 오아시스 지역

이다.32) 이곳에 정착한 코라스미아인과 소그드인들은

원래 아베스타-아리아 족 중에서 튜러(Turer) 족과

사카(Saka) 족에 속하는 유목종족이었으나 오아시스

지역에 정착하여 유목 생활보다는 농경 생활에 익숙

하게 된 종족33)으로 이들의 바지 형태에서 그들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다.

3) 바지통이 넓은 형

(1) 바지 끝을 장화 속으로 집어넣어 착용한 형태

바지통이 B.2형보다는 넓은 형태로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반장화 속으로 바지가 주름 없이 집어넣어

진 형태이다. 아파다나 조공도에서 4번째 사절단 아

리아인34) (혹은 파르티아인) <그림 18>이 착용하고

있다.

(2) 바지통이 넓으며 묶여진 형태(높은 장화 착용)

아파다나 궁 조공도에서 7번째 사절단 아리아인,

혹은 아라코시아인35)은 통이 넓은 바지에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있는데 무릎 밑에 바지를 묶은 것

으로 생각되는 끈이 내려져있어 이 바지가 장화 위

에서 묶여진 것으로 추측된다.36) 바지통이 넓어 바지

가 묶여진 후 장화 위로 내려뜨려진 형태<그림 19>

이다. 이런 착장방법은 아파다나 궁 조공도 15번째

사절단 드란기아나인(아라코시아인)<그림 20>37) 에

서도 관찰되는데 이 사절단들의 바지에는 주름을 표

시한 것으로 보이는 가로주름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나그쉐 로스탐 다리우스 대왕 무덤 부조에서는 아리

아인, 드란기아인. 아라코시아인<그림 21>들이 통이

넓으며 무릎 밑에서 묶여진 바지를 착용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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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의 기둥이 있는 문 부조에서는 아라코시아인과

아리아인<그림 22>들이 통이 넓은 바지를 착용하고

정강이까지 오는 반장화를 신은 후 바지를 묶은 모

습이 관찰된다. 이상과같이 이 형태의 바지는 주로

이란의 남동쪽 종족인 아라코시아인, 드란기아나인,

아리아인 등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2. 종족 군과의 관계
앞의 표에서 살펴본 대로 메디아인과 스키타이인38)

은 통이 좁은 A.1 형의 바지를 착용하고 있고 아라코

시아인, 아리아인등은 대체로 통이 넓은 바지를 착용

하고 있다. 아라코시아인과 아리아인들은 나겔의 종족

군 분류39)에 의하면 아베스타-아리아 종족 군에 속하

는 종족으로 종족적 연원이 같은 종족이다. 이 두 종

족이 같은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바지의 형태는 종족적 뿌리가 같은 종족에게

서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같은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메디

아인과 스키타이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리우스 1세 대왕은 기원전 519년에 아랄 해를

넘어 스키타이인들을 쫓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들의

왕인 스쿤카(Skũnkha)를 생포한 후 그 형상을 비수

툰 부조에 첨가해 넣었었다. 여기에서 스쿤카 왕은

끝이 뾰족하고 긴 삼각형 모양의 바쉴릭40)을 착용하

고 저고리 끝이 직선으로 재단된 카삭(Kasak, 혹은

사르피스(Sarpis))41)과 몸에 꽉 끼는 통이 좁은 바지

를 착용하고 있다. 바지통은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며 바지 끝에는 양말 혹은 신발이 달려있는 형

태<그림 23>42)로 아파다나 조공도에서 관찰되는 메

디아인의 바지형태<그림 8>와 같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종족이 같은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고고학자 나겔은 이 두 종족이 같은

종족 군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 주장을 바탕

으로 바지 형태는 종족의 연원과 관계가 있다고 추

측해 볼 수 있다.

나겔43)은 스키타이인(사카인)들이 원래는 메디아

인과는 같은 종족에 속하는 아리아(Arier) 종족이었

으나 기원전 10세기경 아리아인들의 이주 때 남쪽으

로 이주한 메디아인 그룹, 페르시아인 그룹, 아베스

타-아리아인 그룹들과는 다른 경로로 이주하였고 또

이들의 일부는 이란지역 밖 초원지대와 유라시아 평

원과 아시아 고원지대에 남아서 살게 되어 이들의

언어와 종교관, 생활습관이 메디아인들의 그룹과는

다르게 발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겔이 여기서

일컬은 스키타이인은 유라시아 지역에 살았던 스키

타이인44)들이고, 이 유라시아 스키타이인과 메디아인

이 원래 같은 아리아 종족 군에 속하는 종족이었다

는 것이다.

<그림 23> 바지통이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바지를

착용한 스키타이 왕 스쿤카,

- 연구자 촬영

3. 시대에 따라 변화
부조의 제작연도에 따라 바지 형태가 다르게 나타

나고 있어 시대에 따라 종족의 바지 형태와 바지의

착장방법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제작된 부

조에 묘사된 바지의 형태는 주로 묶는 형태로 통이

좁은 바지를 묶는 형태인 A.2형과 통이 넓은 형태를

묶는 C.3형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바지통이 보

통이며 일자인 형에서는 방울 달린 형태(B.2형)도

관찰되고 있다.

1) 바지통이 좁으며 묶여진 형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B.C. 465-425)궁 계단 조공

도에서 스키타이인으로 밝혀진 종족은 바지통이 좁

으며 정강이에서 묶여진 형태의 바지<그림 24>45),

<그림 25>46)를 착용하고 있는데 바지를 묶은 끈이

리본 모양을 만들며 내려뜨려진 모습<그림 25-1>47)과

묶은 끈이 보이지 않는<그림 25-2>48) 두 스타일이 관

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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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스키타인,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궁 계단 조공도

- 연구자 촬영

<그림 25> 바지 상세도

- 연구자 촬영

<그림 25-1> 바지를

묶은 끈이 리본

모양을 만들며

내려뜨려진 모습

-연구자 촬영

<그림 25-2>

바지를 묶은 끈이

보이지 않는

스타일

- 연구자 촬영

<그림 26> 일자형 바지로 바지 끝에 동그란 물체가 달려있는

형태(좌), 바지상세도(우), 다리우스궁 조공도

- Persepolis, Abb. 6

<그림 26-1> 바지 상세도

- Persepolis, Abb. 6

이들은 저고리 끝단이 사선으로 재단된 저고리

(Cut-away Jacket)를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끝

이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한 바쉴릭을 쓰고 있어 아랄

해 동쪽에 살았던 사카-티그라카우다(Saka-Tigra-

kauda)인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끝단이 사선으로 재단된 저고리는 이

당시 소그드인들도 착용하고 있어 이들을 소그드 인

으로 볼 수도 있으나 끝이 뾰족한 모양의 바쉴릭은

끝이 뭉툭한 소그드인들의 바쉴릭의 형태와는 다르

기 때문에 구별되고 있다. 또한 이 종족들을 스키타

이인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옷을

조공물로 바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다나 조공도에

서 옷을 조공물49)로 바치는 종족들은 메디아인, 카파

도키아인, 스키타이인 그리고 사가르티아인 등이며,

소그드인은 아키나케스(Akinakes) 검과 팔찌50)들을

조공물로 바치고 있어 조공물에서도 소그드인과 구

별되고 있다. 따라서 통이 좁으며 정강이에서 묶여지

는 바지의 형태는 뾰족한 모자를 쓴 스키타이인 사

카-티그라카우다인의 바지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이들을 사카-티그라카우다인으로 본

다면, 다리우스 대왕 초기인 기원전 6세기 초보다 약

50년가량 뒤인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때의 사카-티

그라카우다인은 앞에서 살펴본 비수툰 부조의 사카-

티그라카우다인이 착용했던 A.1 형과는 다르게 좁은

형의 바지를 정강이에서 묶어 착용하고 있어 시대에

따라 변화한 사카-티그라카우다인의 바지 형태를 확

인할 수 있다.

1) 바지통이 보통이고 끝이 자루 모양을 이루며

발목에서 묶여진 형태

아르타크세르세스 3세가 그의 재위 기간인 기원전

359-338년 동안에 다리우스 궁에 계단51)을 조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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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쪽 입구 계단에 다리우스 1세 때 만들어진 아파

다나 궁의 조공도를 모방한 조공도 부조를 만들었는

데 여기에, 앞에서 살펴본 B.2 형의 바지<그림 26>가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지 끝에 달린

방울이 눈에 띤다. 이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바지

끝을 조이는 끈에 달린 방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바지를 착용한 종족들은 앞에서 설명한 소그드

인들이 착용한 것과 같은 바쉴릭과 재킷(Cut-away

재킷)을 착용하고 있어 이 종족 또한 소그드인이라

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소그드인들은 다리우

스 시대 보다 100년 뒤인 아르타크세르세스 3세 시

대 때의 소그드인을 묘사한 것이며 이 바지 형태는

소그드인들의 변형된 바지 형태로 봐야할 것이다.

3) 바지통이 넓으며 묶여진 형태

아르타크세르세스 3세(B.C. 358-338)가 조성한 다

리우스 궁의 서쪽 계단 조공도에서 스키타이인들은

통이 넓은 일자형 바지에 무릎 밑 부분과 끝 부분에

둥근 가로 주름이 있는 바지<그림 27>를 착용하고

있다. 고고학자 칼마이어는 이 바지가 장화처럼 사용

되는 두꺼운 양말 위에 바지를 입고 양말 위에서 바

지를 묶는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52), 칼마이어의

설명대로라면 이 바지에 묘사된 2개의 가로 주름은

바지를 끈으로 2번 묶은 후 바지통이 넓어 내려뜨려

쳐진 모양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바지

형태는 다리우스 궁 서쪽 계단 파편 조각<그림 28>

에서도 관찰되고 있어 다리우스 궁 조공도가 조성될

당시인 기원전 4세기 중엽에 주로 착용했던 바지의

형태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넓은 바지를 착용한 스키타이인들은

스키타이인 종족 중 어느 종족일까? 이들은 앞에서

설명한 다른 스키타이인들처럼 끝이 사선으로 재단

된 저고리(Cut-away Jacket)에 끝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바쉴릭을 착용하고 있다. 바쉴릭의 형태는 이

미 앞에서 설명한 끝이 완전히 뾰족하며 긴 삼각형

모양은 아니고 오히려 소그드 인들이 착용한 삼각형

모양의 바쉴릭에 가깝다.

이런 복식의 형태는 나그쉐-로스탐 다리우스 대왕

무덤의 옥좌를 받들고 있는 종족들의 부조에서 발저

(Walser)와 칼마이어가 스키타이인들의 한 종족인

사카-하우마바르가(Saka-haumawarga)53)인<그림

29>이라고 설명한 종족들에서 관찰되고 있어 복식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여기 다리우스 궁 조공도에 묘사

된 이 종족을 사카-하우마바르가인으로 보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듯하다.

사카-하우마바르가인은 시르다리아(Sir-Darja, Jaxartes)

강 동쪽에 살던 사카 족으로 앞에서 설명한 시르다리

아 강 서쪽에 거주했던 사카-티그라카우다인들과는

구별된다<지도 1>54). 또한 이 두 종족들은 이들이 착

용했던 바쉴릭에서도 구별되고 있는데 사카-티그라

카우다인들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끝이 뾰족한 긴 삼

각형 모양의 바쉴릭을 착용한 반면 사카-하우마바르

가인들은 <그림 27>55)에서 보듯이 바쉴릭의 끝이 뾰

족하지 않은 삼각형 모양의 바쉴릭을 착용하고 있어

그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다리우스 궁 계단 조공도에 묘사된 스키타이인을

사카-하우마바르가인으로 본다면 나그쉐 로스탐에

묘사된 사카-하우마바르가인의 복식과 다른 점이 발

견된다. 즉, 바지통의 넓이가 약간 다른 듯하고 또

바지에 가로주름의 유무가 다르다. 그래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다리우스대왕이 서거한 후 세워진 그의 무덤 부조

를 그의 아들 크세르세스 재위 기간(B.C. 486-465)

초기인 기원전 5세기 말이라고 본다면 이때의 사카-

하우마바르가인들은 통이 비교적 넓은 형의 바지를

묶지 않고 <그림 29>에서 보듯이 발목까지 내려오게

그냥 착용했고, 다리우스 궁 계단 조공도가 조성된

시기인 아르타크세르세스 3세 때인 기원전 4세기 중

엽에는 바지통이 비교적 넓은 형의 바지를 무릎에서

두 번 묶어서 착용하고 있어 사카-하우마바르가인들

이 시대에 따라 변화된 바지 형태를 착용했다고 추

정해 볼 수 있다.

바지통이 넓으며 묶여진 형태는 스키타이인 이외

에도 아라코시아인 들에서도 관찰되는데 아르타크세

르세스 1세 궁 조공도에서 아라코시아인들은 바지가

정강이에서 묶여지는 형태의 바지<그림 30>를 착용

하고 있다. 아파다나 궁 조공도에서 아라코시아인들

이 통이 넓은 바지를 무릎 밑에서 묶어 착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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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스키타이인, 다리우스 궁 조공도(좌)와

바지 상세도(우)

- Studies and Restorations at Persepolis and other

sites of Fars, Fig. 48.

<그림 28> 다리우스 궁 파편 조각에 묘사된 바지 형태

- Studies and Restorations at Persepolis and other sites

of Fars, Fig. 130.

<그림 29> 사카 하우마바르가(Saka haumavarga)인의

복장, 다리우스 무덤 부조

- Zur Genese altiranischer Motive VIII, Abb. 4.

<그림 30> 아라코시아인,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궁 조공도(좌)와 바지상세도(우), 페르세폴리스

- Studies and Restorations at Persepolis and other sites

of Fars, Fig. 72.

은 이미 앞에서 실펴보았는데 약 20-30년 후에 조성

된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궁에서는 통이 약간 좁은

바지를 정강이에서 묶어서 착용하고 있어 아라코시

아인들은 주로 바지를 묶어 착용하였으나 시대에 따

라 바지통의 넓이와 착장방법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바지를 묶어 착용한

형태는 주로 이란의 남동지역의 종족인 아리아인, 아

라코시아인, 드란기아인 등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런

착장방법은 유목 종족들이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

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묶여지는 착장방법은

종족에 따라 또 같은 종족이라도 시기에 따라 약간

씩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V. 바지의 유형에 따른 종족의 지역별, 
시대별 분류

아케메네스 부조에 묘사된 종족들은 바지의 유형

에 따라 지역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표 8, 9>,

<지도 2>.

Ⅵ. 결론
고대 종족들의 바지 유형을 연구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바지는 언제 출현하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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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Type B Type C

1 2 1 2 1 2 3

이란

중앙과

서쪽 지방

이란 북동지역

(아랄 해동쪽

시르다리아 강

서쪽지역)

이란북동지방 이란북동 지방
이란 북동

지방
이란 남동 지방

이란북동지방

(시르다리아 강

동쪽지역)

<지도 2> 바지의 유형에 따른 종족의 지역별 분류도

<표 8> 바지의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류

년도 기원전 6세기 초 기원전 6세기 초-5세기 말 기원전 5세기 말- 5세기 중

바지

유형

A.1 A.1 B.1 B.2 C.1 C.2 A.1 B.1 B.2

<표 9-1> 바지의 유형에 따른 시대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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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기원전 5세기 말- 5세기 초 기원전 4세기 중-4세기 초

바지

유형

A.1 A.2 C.3 B.2 C.3

<표 9-2> 바지의 유형에 따른 시대별 분류

나 청동기 말기 철기시대 초에 지구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추워진 기후에 적응하기위해 생

겨난 산물이며 또한 그때까지 영위했던 농경 생활이

유목생활로 바뀌면서 활동성 있는 유목생활에 적응

하기위해 생겨난 산물로 추측되고 있었다.

유목생활이 시작된 이후 각 유목종족의 바지 형태

들이 기원전 6세기 경 역사상 최초로 세계 대 제국

을 만들었던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부조에 아케

메네스 왕조에 조공을 바치던 주변의 종족들이 묘사

되면서 갑자기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각

종족들의 바지를 유형과 종족별로 정리해보면, 바지

유형은 1)지역, 2)종족 군, 3) 부조의 제작년도에 따

라 달라지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복장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진 지역, 민족, 시대적 요인

에 일치하는 것으로써 고대 종족의 바지의 형태도

일반적인 변화 요인에 따라 변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지역에 따른 형태에서는 바지통의 넓이에 따라

좁은 형, 보통인 형 넓은 형으로 구분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바지통이 좁은 A형은 주로 메디아인과 스

키타이인 그리고 이란의 서쪽 유목종족인 카파도키

아인 등이 착용하고 있었고, 바지통이 보통인 B형은

이란의 북동지역의 고원 지대에서 농경 생활을 영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박트리아인과 소그드인등에서

나타났다. 바지통이 넓은 C형은 주로 이란의 남동지

역에 살았던 아라코시아인과 아리아인 그리고 드란

기아나인들이 착용하고 있었으며 장화와 같이 착용

하고 있어서 유목생활을 영위하며 살았던 그들의 생

활 습관 또한 짐작할 수 있었다.

2) 종족 군에 따라 비슷한 바지 형태가 관찰되었

는데 아베스타-아리아 종족 군에 속하는 아라코시아

인과 아리아인들은 대체로 통이 넓은 C형의 바지를

착용하였고, 종족의 큰 분류에서 아리아 족에 속하는

메디아인과 스키타이인들은 모두 바지통이 좁은 A.1

형의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는 각기 다른 지역

에 정착한 서로 다른 종족이지만 그 민족적 연원이

같을 때에 같은 유형의 바지를 착용한 좋은 예로 분

석 되었다.

또한 3) 바지 형태는 부조의 제작년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바지의

형태와 착장 방법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요인이었다. 후에 나타나는 바지의 형태는 주로

정강이에서 묶여지는 형태였으며 이는 스키타이인과

아라코시아인 들에게서 관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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