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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Xiognu people were the first of the Central-Asian nomads to establish a nation in 209 B.C. 
They always moved around looking for places to breed their animals and fertile grounds, so they 
wore clothes made of fur and leather and covered their tents with felt from the livestock. This 
research studies on the literatures, costumes and the achievement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Furthermore, to investigate on costumes excavated of Xiongnu, we visited the Mongolian National 
Museum and the Hermitage Museum. A corn-hat made of felt, a felt hat with ear flaps and a 
golden crown with a bird on the top were unearthed from a tomb of Xiongnu in Inner 
mongolia. Women usually wore pigtails, and men wore pigtails or ponytails but they cut their 
hair short when holding a funeral. Many pigtails discovered in Noyon uul tombs can be consid-
ered as their funeral customs. The Xiongnu wore a round or v-neck caftan attached straight 
sleeves reaching knees in the left folded style, and because they always rode horses, having the 
length of the caftan not go past their buttocks would have made it more convenient for them. 
During the period of Western Han, Ho refered to Xiongnu and it became a common name for 
northern races. They used leather belts and an animal-designed buckle was found. Women com-
monly rouged their cheeks for a vivid and cute look, and many ornaments were excavated in-
cluding bracelets, rings and decorations made of gold, silver, copper and jade, among which 
there were hair ornaments used to identify one's class. A horse pattern with wings and a horn of 
Golmod T20 was substitution for the Schythian use of deer. Patterns or shape of unearthed ar-
ticles present in the Xiongnu culture in Noyon uul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Altaic, Greek 
and Persian cultures. The Xiongnu clothing was made of animals' skin and fur, woolen textiles 
and felt. It was folded to the left for upper garments, and the pants were adjusted using a belt 
and shoes were made of leather, which was very suitable for protection against the cold and 
horse riding. Mobilit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ir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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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의 북방유목민족 역사상 흉노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헤로도투스나 사마천과 같은

고대 사가들의 글에 묘사된 스키타이나 흉노의 모습

은 중세나 근세에 돌궐이나 몽골인들에 대한 기록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며, 이는 유목민들의 생활방식

이 지난 2천년동안 기본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음

을 보여준다. 즉 “가축을 따라 목축하면서 이동한다

(隨畜牧而轉移)” 혹은 “수초를 따라 이동한다(逐水

草遷徙)”는 기록1)이 말해주듯이 기본적으로 가축을

기르면서 이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유목민이 역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대략

기원전 1천 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 유목은

계절적 이동을 통해 가축을 기르고 그 생산물에 의

존하는 생산경제의 한 방식이며, 유목민들은 가축의

생산물을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

능하다. 동물의 고기와 젖을 먹고 마시며, 그 털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펠트로 텐트를 덮는다.

초원=스텝지대는 마치 벨트와 같이 유라시아 대륙

의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모두 계절적

이동을 하면서 가축을 기르던 유목민들이 살았으며,

그들은 종족적으로는 서로 달랐을지라도 생활양식과

풍습 등에서는 많은 유사성을 나타냈었다. 북위 30∼

40도 사이의 상당 지역은 사실상 유목도 가능하고

농경도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동부

초원에 유목국가가 출현한 것은 기원전 3세기경으로

즉, 흉노가 출현하여 국가를 건설하고 중국사상 최초

의 통일국가인 진한제국과 대립하기 시작한 것이

다.2)

유목민은 역사라고 하는 경사와 사회라고 하는 위

사에 의해 직조된 독자적인 생활문화를 형성하게 된

다. 유목민은 생산수단과 생활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복식양식을 바꾸지 않는다. 북방의 유목민들

은 스키타이와 같은 이란계이든 흉노와 같은 투르크

-몽골계이든 관계없이 말 위에서 그들의 일생을 보

냈으므로 유목민의 복식은 기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들의 생활방식과 재산의 특성으로 인해 앗

시리아-바빌로니아로부터 받은 영향 가운데에서 문

장적인 주제나 싸우는 동물의 양식화된 표현 등이

나타났다.3)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흉노복식에 관한 문헌, 출토

유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연구함으로써 흉노의 복

식문화 즉, 호복의 특징을 연구하며 또한 기원전 307

년에 조무령왕이 받아들인 호복과 흉노복식과의 관

계, 흉노와 한과의 복식교류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내

용은 흉노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문헌에 나타난

흉노복식과 출토유물에 나타난 흉노복식에 관하여 노

용 올뿐 아니라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성과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서 흉노의 헤어스타일과 모자, 의복,

장화와 혁대, 화장과 장신구, 직물과 문양 등에 관하

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와 출토유

물 조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노용 올에서 출토된

복식과 직물 대부분이 러시아의 에르미타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소수의 유물만이 몽골 국립역사박

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흉노의 출토복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6년과 2012년에 몽골국립역사박물관의 카

펫과 직물, 2009년에 에르미타쥐박물관에 소장된 6호,

12호, 25호 무덤의 모자와 바지, 카프탄, 버선 외에

다양한 종류의 비단 조각, 삼각형 문양의 비단 주머

니, 변발과 비단으로 만든 머리카락 주머니, 아플리케

기법으로 동물문양을 수놓은 펠트 카펫, 사람 얼굴이

표현된 두 점의 직물 등을 직접 조사하였다.

Ⅱ. 흉노의 문화적 배경
1. 흉노의 기원 및 특징
흉노는 기원전 4세기말부터 기원 2세기까지 약 5

세기에 걸쳐서 몽골에 번영하였던 유목기마민족으로

흉노의 이름이 역사상에 나타난 것은 기원전 318년

이다. 흉노라고 한자로 표현된 그들의 원명은 Huna

또는 Hunna에 가까운 음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그들의 언어는 몽골어와

퉁구스어의 혼합설이 있지만 근래에는 투르크어로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다.4) 흉노에 대한 정설은 아직

없고 다만, 일반적으로 흉(匈)을 훈(Hun)의 음사(音

寫)로 보는데, 그 의미는 현대몽골어에서 훈[k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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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다.5) 흉노시대는 대초원의

동부에서 최초로 지역 정치체가 출현하는 시기이며,

문헌사적으로는 기원전 209년부터 기원 93년까지이

다.6)

회남자․제속훈(淮南子․齊俗訓)의 “호(胡), 맥

(貉), 흉노의 나라 사람들은 몸을 곧추 세우고 머리

일부를 깎으며, 두 다리를 뻗고 앉으며 다른 말을 쓴

다.”는 기록은 중국 고대문헌 중에 처음으로 흉노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흉노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역사상

최초로 기원전 209년에 묵특(冒頓)이 국가를 건설하

였다.7) 기원전 201년 중국의 한(漢)나라를 굴복시키

고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장악하였으며, 한의 고

조(高祖) 유방(劉邦)이 백등산에서 흉노에 포로가

되기도 하였다. 기원전 141년 한무제 즉위 이후 흉노

에 대한 반격으로 서역을 장악하고, 후한대(기원 48

년) 흉노가 남북으로 갈리고 남흉노는 점차 중화에

일부 동화되었다. 북흉노는 동쪽에서 선비(鮮卑)와

오환(烏桓), 북쪽에서 정령(丁零), 남쪽에서 남흉노

후한의 공격을 받고 서방으로 이동하였고 이는 로마

시대 유럽에서의 훈족 등장과 관련이 있다<그림 1>.

서한대의 호는 흉노를 위시한 북쪽 유목민족의 통칭

이 되었으며, 흉노는 중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

한제국과 대립하게 되었다.

<그림 1> 흉노의 최대영토(기원전 209∼216년)

- http://ko.wikipedia.org

흉노는 고정식 거상궁려(車上窮廬)에서 살았다고

한다.8) 흉노는 가축을 따라 목축하면서 이동하거나

수초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족이므로 기본적으로

가축을 기르면서 이동생활을 하였다. 그들의 가축은

주로 말․소․양이었으며, 가축의 고기와 젖을 먹고

마시며, 그 털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펠트로

텐트를 덮는다. 그들은 평상시에 목축에 종사하는 한

편 새나 짐승을 사냥해서 생계를 유지했으나 싸울

때에는 전원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 이것은

거의 타고난 천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9) 최근 섬서

성에서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진시황제의 병마용갱

에서는 호, 단적으로 흉노라고 생각되는 용(俑)이 발

견되었다. 이 인형들은 체구가 작고 코가 낮은 몽골

로이드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나라 시대의 흉노인이 북구 인종이었다고는 생

각되지 않는다.

몽골과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분묘에 매장된 인

골을 보면 흉노인의 용모가 오히려 오늘날의 몽골인

에 가깝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외몽골의 노용 올

무덤에서 출토된 기원후 1세기 인골에 관해서는 유

감스럽게도 상세한 보고가 나와 있지 않으나, 남아있

던 변발을 근거로 몽골로이드계로 인정하고 있다.10)

2. 흉노와 한의 교역
사막의 초원지역은 북방 유목민족들이 활동하는

역사적인 무대였다. 흉노는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중

원과 교류가 가장 많은 북방유목민족이다. 기원전 3

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그들의 세력이 아주 강

대해져 전국시대부터 한나라까지 흉노가 자주 남쪽

으로 내려와 중원의 왕조에게 큰 위험이 되었다. 한

나라의 화친 정책, 한나라와의 호시(互市) 등을 통해

흉노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원 한민

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은 황실의 공주를 선우의 처로 바치며, 매년 한

은 흉노에게 솜, 비단, 술, 쌀 등을 바치고, 한과 흉

노 사이에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한의 화친책은 문

제와 경제 시대에 한층 강화되어 흉노와 맺었던 조

약에 따라 정기적인 교역장이었던 관시(關市)를 설

치하여 민간교역을 촉진하고, 황실의 공주를 선우에

게 보내는 등 흉노를 계속하여 후하게 대접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흉노의 침탈은 그치지 않았다.11)

기원전 2세기에 한문제가 선우 모둔에게 엄청난

수의 조공물을 보냈으며, 보낸 물품 중에 겹으로 만

든 수를 놓은 옷, 장유(長襦), 금포(錦袍) 각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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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비여(比余:빗) 한 개, 황금식 패대(佩帶) 한 개,

황금 서비(胥紕:띠고리) 한 개, 수놓은 것 14필, 금

30필, 붉은색 비단 40필, 녹색비단 40필이 있다.12) 기

원전 51년 한은 남흉노의 선우 호한야(Huhanxie)가

왕소군과 혼인할 때 77 벌의 의복, 금수기곡(錦繡綺

穀) 등 비단 8000 필, 명주솜 6천근 등을 보냈다.13)

왕소군은 아름다운 용모에 단장을 하니 빛나게 돋보

였고, 뒤돌아 볼 때는 옷이 치렁치렁하게 돌아가는

광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움직일 정도였

다고 한다.14) 이런 물품들이 골모드(Golmod) T1과

T20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동경(銅鏡)이나 마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굴품은 중앙아시아에서 제작된

금속 제작품이었다. 골모드 T20 무덤에서 발견된 직

물은 펠트 26%, 모직물 23%, 견직물 8%로 구성되

어 있으며, 또한 많은 금편이 출토되었다.15)

선우를 비롯하여 흉노의 황후들은 매년 한으로부

터 다량의 견, 솜, 미곡 등을 받고 있었으나 이것들

이 일반 주민들에게 얼마나 분배되었는지는 명확하

지 않다. 한의 풍속은 일반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추

악한 것으로 여겨져 오히려 거부되던 풍습이었다. 따

라서 이와 같은 한의 문물이 일반 유목민들에게 하

사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와 같은 다

량의 견, 솜 등은 서역의 상인들을 통하여 서방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16)

매년 새해 첫날에 조하(朝霞)하는 선우들에 대한

후한의 답례는 억구십만에 이를 정도로 그 비용은

견줄 데가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후한은 선우 이외

에 흉노의 여러 왕들과 골도후들에게도 막대한 견포

를 주었는데 그 물자들이 남흉노를 거쳐 북흉노까지

흘러 들어갔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17)

선우에게 투항한 중행설(中行說)은 선우에게 중국

의 비단과 무명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언

했다. “흉노의 인구는 한나라 한 군에도 미치지 못합

니다. 그런데도 흉노가 강한 것은 입고 먹는 것이 한

나라와 다르기 때문이며 그것을 한나라에 의존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우께서 풍습을 바꾸어

한나라 물자를 좋아하시면 한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소비하는 물자의 10분의 2를 채 흉노에게 소비시키

기도 전에 흉노는 모두 한나라에 귀속되고 말 것입

니다. 한나라의 비단과 무명을 손에 넣으시거든 그것

을 입으시고, 풀과 가시밭 사이를 헤치고 돌아다니십

시오. 옷과 바지가 모두 찢어져 못 쓸 것입니다. 그

리하여 비단과 무명이 털로 짠 옷이나 가죽옷만큼

튼튼하고 좋은 점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온 나라

에 보여 주십시오.”18)

사료에 의하면 북흉노들은 국내에서 얻지 못하는

물자(견, 비단, 곡물)를 중국에서 수입하였고 또한

흉노와 중국과의 교역이 서역 경영과 깊은 관련이

있다. 52년, “북흉노가 한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말과

모피를 공납하고 화친을 구했다. 그리고 서역의 모든

오랑캐를 통솔하는 데 헌신한다고 했다.”19) 는 기록

에서 알 수 있다.

한으로부터 받은 많은 양의 견직물과 복식은 흉노

귀족층의 복식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Ⅲ. 문헌에 나타난 흉노의 복식
흉노의 등장은 동아시아사상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사한 기마전법이 보병을 주체로 하

는 중국의 전법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북(河北)과 산서(山西)에서 그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조무령왕(趙武靈王, 재위 기원전 326년∼기원전

299년)이 유목민의 기마군단을 모방하여 자신의 군

대를 개혁한 것으로도 명백히 드러난다. 무령왕은 병

사에게 페르시아 풍의 얇은 비늘형 갑옷과 바지를

입도록 하여 기마기술을 훈련시켰으며, 이 개혁을 실

행하기 위해 많은 유목민을 용병으로서 채용했었던

것 같다.20)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전국시대 조무령왕 19년(기

원전 307년)에 처음으로 호복이 중국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림 2>는 조무령왕의 호복기사를 복원한 것

이다.21) 주대(周代)의 청동무사상<그림 3>도 바지를

입고 있다.22) 전국책(戰國策)에서 조무령왕은 옷이
란 편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인은 물론

장군과 융사(戎史)가 호복을 착용했다. 조무령왕이

호복으로 바꾼 구체적인 형식과 제도가 상세하지 않

다. 그가 주소(周紹)에게 호복과 황금사비(黃金師比)

를 하사하였다고 한다.23) 사비는 동호 선비족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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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허리띠의 갈고리이다.24) 흉노의 복식은 카프탄

과 바지를 입고 혁대로 여미고 가죽으로 만든 화를

신는 투피스 양식으로 기마에 편리하며, 기동력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

진(秦)나라와 조나라의 중국인들이 무거운 전차를

기동성 있는 기병으로 바꾸어 기동력을 발휘하고자

한 것은 유목민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

함이었다. 이것은 군사상의 혁명을 일으켜 중국의 복

식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고풍스런 겉옷은 유

목민들의 것을 차용하여 기마용 바지로 대체되었고,

더욱이 중국의 전사들은 ‘세 갈래의 꼬리’가 있는 깃

털장식의 모자와 허리띠 버클을 유목민들로부터 차

용하였는데 이는 이후 전국시대의 예술에 지대한 역

할을 하였다.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흉노가 통합되

어 강력한 국가를 이룬 것은 기원전 3세기 후반이라

고 한다.25)

사기 흉노열전에 “군왕 이하 모든 백성들이 가

축의 고기를 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모직물

과 가죽옷으로 덮는다.”26) “흉노인의 풍습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동물의 우유를 마시며 그 가죽으로 옷

을 해 입는다. 가축은 먹을 물을 따라서 옮겨 다닌다.

말을 타고 활을 쏘며……”, “흉노인은 가죽과 모직물

로 만든 옷을 입는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흉

노인들의 의복은 주로 가죽과 모직물로 만들었으며

견직물은 귀족과 왕족에서 일부 사용되었을 것이다.

한서(漢書) 흉노전에 “흉노는 피발좌임이며, 흉

노는 가죽옷과 모직물을 입는다. 문양과 색채가 없으

며, 군위(裙褘)와 곡금(曲襟)의 제도가 없다.”고 기

록되어 있다. 염철론(鹽鐵論)에도 “흉노인은 가죽

을 입고 모직물을 덮는다.”는 기록이 있다.27) 군위는

무릎을 덮는 치마이며, 곡금은 전국시대부터 서한까

지 유행한 긴 옷으로 땅에 닿는 길이의 곡거포를 의

미한다. 좌임은 춘추시대부터 중원 및 북방 소수민족

사이에 넓게 유행하였다. 한서 이능전(李陵傳)에
한의 장수 이능과 위율(衛律)이 흉노에 투항하여 흉

노풍속에 따라 호복에 ‘추결(椎結)’했다는 기록이 있

다.28) 추계란 안사고(顔師古)의 주에서 계와 같이 결

속하여 그 모양이 송곳같은 것이라고 한다.29)

한대에는 흉노인의 용모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

아있지 않다. 5호 16국 시대에 후조(後趙)를 건설했

던 흉노 출신의 석씨(石氏) 일족의 용모에 관하여 
위서(魏書) 석륵전(石勒傳) 및 진서(晋書)에는
“눈은 움푹 들어가고 코는 높으며 턱수염이 많았다.”

고 기록되어 있다.30) 중국인들이 묘사한 흉노의 모습

은 그들의 후예라고 보는 투르크인과 몽골인의 모습

과 비슷하였다. <그림 4>31)의 흉노인은 털모자를 쓰

고 어깨에 털을 두르고 바지를 화속으로 넣어 입고

있다.

호광(胡廣)에 의하면 북방의 한랭을 헤아려, 본디

머리를 따뜻하게 하려고 담비가죽으로 만든 관을 썼

으며32), 또한 전국책에서 제영아요(齊嬰兒謠)가 이
르기를 큰 관이 마치 삼태기 같다고 하여 그 관의

형상이 곡식을 까부를 때 쓰는 키와 같다고 하였다.

이 관은 원대의 사응관(栖鷹冠)과 현재의 풍설모(風

雪帽)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석명(釋名)에 “옛

날에 석리(舃履)는 있었지만 장화는 거의 없어서 쉽

게 볼 수 없었는데, 조무령왕이 처음 착용하기 시작

하였다.”고 하였다. 중화고금주(中華古今注)에는
“장화는 대개 옛 서쪽 오랑캐들의 것이다. 옛날 조무

령왕이 호복을 좋아하여 항상 그것을 신었는데 짧은

신발에 황피(黃皮)를 덧붙여 만들어 한가로울 때 신

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화는 유목민들이 말

을 타고 외출할 때 화의 바깥쪽에 훈피(熏皮)로 만

든 덮개를 씌운 것으로 유목민들에게 현재까지 전해

오고 있다.

레옹 위제(1856∼1933)에 의하면 흉노인들은 “신

체는 작지만 땅땅한 편이고, 머리는 아주 크고 둥글

며, 안면은 넓고,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콧구멍이 넓

으며, 콧수염이 아주 텁수룩하고, 아울러 콧수염은

많지만 뺨에 난 뻣뻣한 털로 된 수염을 제외하고는

턱수염은 없다. 긴 귀에 구멍을 뚫어 둥근 모양의 귀

걸이를 달고 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겨우

정수리에 있는 머리털만을 남긴다. 종아리까지 내려

오는 헐렁한 겉옷은 양쪽이 터져 있으며, 그것을 묶

은 허리띠의 끝을 앞으로 늘어뜨린다. 추위를 막기

위해 소매는 손목에서 단단하게 묶는다. 짧은 털로

만든 망토로 어깨를 덮고 털가죽 모자를 쓴다. 신발

은 가죽으로 만들었고 단요화(短靿靴)와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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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무령왕의

호복기사 복원도

- 中國古代軍戎服飾,

p. 22.

<그림 3>

주대(周代)의

청동무사

- 중국의 옷문화,

p. 169.

<그림 4>

흉노 무사 복원도

- 草原文化,

p. 109.

<그림 5>

중국에서 묘사한 훈족(a-14세기, b-17세기)

- культура хуннов и ноинулинские курганы,

fig. 31.

두 개의 가죽 줄로 신발의 중앙에서 묶는다. 넓은 바

지를 입고 바짓단을 발목에서 가죽 줄로 묶고 넓은

바지를 허리띠로 단단하게 묶는다. 허리띠에는 활집

을 왼쪽 넓적다리 앞으로 기울여 매단다. 화살통 역

시 허리띠에 매되 등 뒤에 걸치고 활시위는 오른쪽

을 향하도록 한다.”고 기록하였다.33) 흉노인들은 바

람과 추위를 막기 위하여 털과 가죽으로 만든 의복

의 손목 끝부분과 바짓단을 가죽줄로 묶고 허리띠를

단단히 매어 보온성과 기동성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로마의 역사학자 암미아누스는 훈족이 입는 옷은

대부분 마직물로 된 속옷과 쥐가죽으로 된 겉옷을

한데 기워놓은 것이며, 속옷은 진한 색을 띠는데 일

단 입고 나면 옷이 닳아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갈

아입지 않는다. 거기에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털이

덥수룩하게 난 다리를 양가죽으로 감싸고 나면 제법

훈족의 모습이 갖추어진다. 그들이 신는 신발은 모양

이나 치수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걷기에 매우 불

편했는데, 이를 보아 그들이 보병으로는 적합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34) 중국에서 묘사한 훈족<그림

5>35)은 털모자를 쓰고 모직물로 만든 카프탄과 바지

를 입고 가죽으로 만든 화를 신고 있다.

장례는 그 민족의 풍습을 무엇보다도 단적으로 보

여주는 것으로 흉노에서는 이면(剺面), 전발(剪髮),

순사(殉死) 등이 행해지고 있었다. 동관한기 경병
전에 “남선우는 거국적으로 상을 발표하고 이면유혈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면은 죽은 자를 애도하

기 위해 장송할 때 스스로 얼굴에 칼로 상처를 내

죽은 자의 이마에 피를 흘리는 것으로서 죽은 자와

남겨진 사람이 일체화되어 죽은 자를 소생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 풍습은 흉노뿐만 아니라 북방

유라시아 여러 민족에게 광범위하게 행해져 스키타

이, 훈, 돌궐, 여진 등에서도 보이고 있다. 전발은 영

혼이 머문다고 전해지는 머리카락의 일부를 베어서

죽은 자에게 바쳐 그 영혼을 불러오는 풍습을 말한

다. 이면과 전발의 풍습이 널리 보급되었던 것은 순

사로 인해 빼앗기는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렇

게 함으로써 귀중한 노동력 및 전투력을 보존하고

공동체의 약체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

다.36) 노용 올 무덤에서 출토된 잘린 변발들은 전발

풍습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Ⅳ. 출토유물에 나타난 흉노복식
흉노 귀족의 무덤은 600여기가 발굴되었으며, 묘

도가 있는 방형으로 깊고 규모도 크다.37) 지금까지

발굴된 무덤들은 모두 기원후 1세기로 편년되어 서

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무덤

구조와 출토유물은 피장자의 신분차이를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38) 위세품들을 가진 무덤들이 대체적

으로 더 깊고, 복잡한 묘실구조를 가지고 있다.39) 64

호 무덤의 목관에는 금으로 만든 해와 달을 상징한

장식이 붙어 있어 해와 달을 존경하였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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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현재 몽골 국장과 국기도 해와 달을 상징한 모

양이다.40)

출토된 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흉노시기에 이미

북방 유목민족들의 특징을 갖춘 의관복식들이 있었

다. 오르도스에서 출토된 흉노 유물에는 금관의 매장

식, 금 허리띠, 금 버클, 금 목걸이, 호랑이가 소를

무는 문양의 금 장식패, 보석 및 장식품 등이 있다.

금관과 금 허리띠의 양식과 디자인은 유목민의 생활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부녀자들의 머리장식은 금,

마합(馬蛤), 옥, 수정, 마노, 금속으로 만든 구슬 그

리고 자석(赭石)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양식은 현

대 오르도스와 차하르의 부녀들의 머리장식과 매우

비슷하다. 흉노는 여러 동물의 모피, 모직물, 펠트를

의복의 소재로 사용한다. 첨정형 펠트모자 또는 펠트

로 만든 귀마개가 달린 모자를 쓰고 좌임의 원령이

나 교령의 무릎까지 오는 카프탄과 바지를 입고 허

리에는 대를 두르고 화를 신었다.

노인 울라는 몽골어로 귀족의 산이라는 의미이며,

이와 같은 대규모 고분의 피장자는 흉노의 왕급이었

을 것이다.41) 노용 올과 노인울라는 같은 지역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몽골에서 사용되는 노용 올로

통일하였다. 노용 올 유적은 1912년 황금광산 회사의

기술자인 E.Ballod에 의해 외몽골의 우르거(현재 울

란바타르)에서 북쪽으로 약 130㎞ 떨어진 하라강 상

류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1924년〜25년에 코즈로

프(P.K.Kozlov)가 이끈 몽골-티베트 조사단에 의해

212기의 무덤을 확인하고 대형무덤 8기와 중형무덤

4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무덤들

은 이미 도굴된 상태로 내부 구조는 대부분 파손되

어 있었으며, 출토된 직물은 작은 조각뿐이다.42) 노

용 올의 출토품은 대부분이 한대의 것으로 금, 능,

라, 사 평견 등의 고급 견직물과 건평(建坪) 5년(기

원 2년)의 명문이 있는 칠배, 귀걸이, 비녀, 거울 등

이 출토되었다. 출토품의 문양이나 구도는 알타이 및

남시베리아의 유목민족과 공통된 것으로 노용 올의

흉노문화는 중국문화, 알타이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43) 2006년에 발굴된 노용 올 20

호 무덤의 묘실 바닥 전체에 깔린 펠트 카펫은 동물

문양을 아플리케 기법으로 장식하였으며, 한대 귀족

분묘와 같은 방법으로 축조되었고 한대의 마차 파편

이 출토되었다. 내부 사각형 통나무에서 양모류, 비

단류 등이 다량 발견되었다. 서쪽에서 은제 대구(帶

鉤), 동물이 도약하는 문양의 카프탄이 발견되었

다.44)

1. 헤어스타일과 모자
1) 헤어스타일

흉노인의 헤어스타일은 피발과 변발이다. 흉노인

의 피발이란 머리카락을 뒤로 빗어 넘기는 것이다.

섬서성(陝西省) 객성장(客省庄) 140호 한대 흉노무

덤에서 출토된 구리장식패의 씨름을 하고 있는 두

남자는 모두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있다<그림 6>.

몽골 낙안산(諾顔山) 25호 흉노무덤에서 출토된 자

수의 남자들이 머리카락을 모두 뒤로 빗어 넘겼다.

낙안산 흉노무덤에서 잘린 변발 17개가 출토되었으

며, 붉은 띠로 묶었는데 여자의 변발인 것 같다. 남

자는 변발 또는 뒤로 넘기거나 묵어서 늘이며 장례

시에는 전발로 자른다. 전발은 영혼이 머문다고 전해

지는 머리카락의 일부를 베어서 죽은 자에게 바쳐

그 영혼을 소환하는 풍습을 말한다. 이 풍습은 이면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노용 올에서 발견된

많은 변발은 그 풍습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림 7>.

2) 모자

노용 올에서 첨정형 모자와 귀마개가 달린 방한용

모자가 출토되었다. 두꺼운 펠트에 초피를 댄 방한모

는 양귀에 모피가 달려있다<그림 8>. 견직물로 만든

겉․안감 두 장의 속에 펠트를 넣은 변형모를 쓰고

양쪽의 끈으로 묶었다<그림 9>.

1972년 내몽고 이극소맹항면기(伊克昭盟杭棉旗)

아로시등(阿鲁柴登)의 흉노무덤에서 기원전 3세기의

흉노 금관이 출토되었다.45) 대량의 금장식과 함께 발

견된 금관은 유일한 흉노의 왕관이다. 왕관의 꼭대기

에는 날개를 펼치는 새가 있다. 새는 독수리 또는 매

로 추측된다. 새의 발은 4마리 양을 먹는 4마리 이리

가 조각된 금으로 만든 반구형을 밟고 있다. 새의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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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피발

- 西域硏究, 2008(2), p. 64.

<그림 7> 변발

- культура хуннов и ноинулинские 

курганы, fig. 19.

<그림 8> 펠트모자

- культура хуннов и ноинулинские 

курганы, fig. 17.

<그림 9> 견직물 모자

노용 올 6호 무덤

- 필자사진

<그림 10> 금관

- 北方騎馬民族文物展, p. 34.

리, 목, 그리고 눈은 터키석으로 만들어졌다. 관의 몸

체는 두 마리 용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용의 머리는

내몽고 적봉지역에서 출토된 홍산옥저용의 머리와

같다<그림 10>. 전국시대에 이런 호관(胡冠)이 호복

과 같이 중원으로 들어왔다.46) 왕국유(王国維)는 관
당서림(觀堂集林) 호복고(胡服考)에 “호족의 관은

한나라에서 무변(武弁), 또는 번관(繁冠)이라고 한다.

고대의 변자와 번자의 음은 모두 ‘pan’이다.…… 이

관에 초선(貂蟬)이나 새꼬리 깃털을 꽂는 것도 호족

의 풍습에서 나온 것이다. 담비털을 꽂는 것은 조혜

문관(趙惠文冠)이라 한다.”고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후한서 여복지에는 “무관(武冠)，또는 무변대관

(武弁大冠)이라고 한다. 무관들이 이 관을 사용한다.

시중(侍中)，중상시(中常侍) 등은 금, 매미 등으로

장식하고 담비꼬리를 꽂아 조혜문관이라고 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 호족의 관은 털로 선을 두르거나 새

의 깃털을 꽂는 것이 특징이다.

2. 의복
흉노인은 원래 여러 동물의 모피, 모직물, 펠트를

의복의 소재로 사용한다. 좌임의 원령이나 교령의 무

릎까지 오는 카프탄과 바지를 입고 허리에는 대를

두르고 화를 신었다.47) 산동 기남(沂南)의 그림에는

호족 기병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상의와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화를 신은 모습이 그려져 있다.

노용 올에서 카프탄, 바지, 포, 버선 외에 다양한

종류의 비단 조각, 톱날과 비슷한 문양의 비단 주머

니, 변발과 비단으로 만든 머리카락 주머니, 아플리

케 기법으로 동물문양을 수놓은 펠트 카펫, 사람 얼

굴이 표현된 두 점의 직물 등이 출토되었다.

1) 카프탄

원령이나 교령의 무릎까지 오는 카프탄을 좌임으

로 여며 입었으며, 말을 타고 이동해야 하므로 카프

탄의 길이가 무릎을 넘지 않는 길이가 편리하였을

것이다. 좌임은 춘추시대부터 중원 및 북방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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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카프탄

- культура хуннов и ноинулинские курганы, fig. 14, p. 43.

<그림 12> 카프탄

- культура хуннов и ноинулинские курганы, fig. 15, p. 44.

<그림 13> 흉노 여자 목용

- 中國古代北方民族与蒙古族, p. 3.

사이에 넓게 유행하였다. 한족은 살아서는 좌임을 입

지 않으며 우임으로 여며 입으며, 죽은 사람의 옷을

좌임으로 여몄다. 좌임이 한족과 호족을 구분하는 하

나의 표시이고, 좌임이 소수민족을 부르는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48) 흉노, 선비, 돌궐, 거란, 여진, 몽골족

이 좌임으로 입은 것은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된다.49)

노용 올 6호 무덤에서 출토된 견직물 카프탄<그림

11>은 원래 짙은 자주색이었으나 지금은 노란색이다.

어깨와 등 부분, 깃 끝과 소매 끝부분이 수달의 털로

장식되어 있으며, 안쪽에도 털을 댄 흔적이 있다. 옷

의 길이는 무릎정도 오는 1.17미터, 넓이는 1.94미터

이다. 소매는 통수이며 도련쪽으로 넓어져 기마에 편

리하였을 것이다. 노용 올에서 출토된 종아리까지 오

는 통수가 달린 카프탄<그림 12>은 심을 펠트로 넣

었고 목둘레를 따라 깃을 말아 접고 몸전체를 감싸

오른쪽 옆선에서 깊숙이 여며 입는다. 흉노와 한의

양식이 혼합된 카프탄이다.50)

흉노 여자의 복식은 겨울에는 모피로 만들고 여름

에는 부유한 경우 견직물로도 만들었을 것이다. 흉노

의 여자복식에 관한 역사기록이 매우 드물며, 출토유

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남성 신양장대

관에서 출토된 여성 목용<그림 13>을 보면 부드럽고

선이 유연한 우임의 빨간색 장포를 입고 있으며 소

매가 호수(胡袖)이고 옷깃와 소매 끝에 마름모 문양

으로 장식되어 있다. 중단(中單)은 분홍색이다. 이런

스타일은 돌궐 및 몽골제국시대에도 귀족여성들이

선호하였으며, 그 당시 중원지역의 귀족 여성들도 좋

아하였다. 호수는 소매가 호형(弧形)이 아니라 흉노

복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호수는 편리

하고 활동적이며, 전체적인 이미지가 고귀하고 단아

하며 선이 우아하다.51) 한대 흉노무덤에서 출토된 5

개의 석패(石佩)에 긴치마와 긴소매를 입고 허리에

대를 두르고 머리에 관을 쓴 여자 무용인 중 세 명

은 좌임으로, 두 명은 우임으로 입고 있다.52)



服飾 第63卷 3號

- 10 -

① 견직물 바지 ② 모직물바지 ③ 문자금 바지

<그림 14> 노용 올 6호 무덤 출토 바지

- культура хуннов и ноинулинские курганы, fig. 10-12.

<그림 15> 골드 플라그

- 草原瑰寶, p. 83.

<그림 16> 벨트장식

- 草原瑰寶, p. 85.

<그림 17> 견직물 신발과 화염문 노용올 12호 무덤

- 필자사진

2) 바지

바지는 합고이며 만당고이다. 즉 당이 달린 바지

를 입었다.53)

노용 올에서 궁고와 각반형의 바지가 출토되었으

며 모직물과 견직물로 만들었다. 우메하라(梅原末治)

는 견직물 바지의 작은 구멍이 용변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직접 실물을 조사한 결과 직물이 낡아서 헤

어져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리둘레와 발목 부분

에 좁은 테두리가 둘려져 있고 발목 부분에 주름을

잡아 오므라지게 하였다<그림 14-①>. 모직물로 만든

갈색 바지는 견직물 바지와 같은 모양이지만 테두리

가 없다. 길이는 1.14미터, 허리둘레는 1.16미터이다

<그림 14-②>. 양다리가 따로 분리된 형태의 바지는

겉감은 견직물 안감은 평견이며, 펠트로 만든 버선이

달려 있고 신신영광성수만년(新新靈廣成壽萬年) 문자

금(文字錦)으로 만들었다<그림 14-③>.54) 모직물 바

지는 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원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상의와 바지를 체형에 꼭 맞도록 만드는 복잡한 재단

법은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

다. 바지를 견직물로 만드는 경우 말을 탈 때 밑이

터지지 않도록 당이 꼭 필요하였을 것이다.

3. 혁대와 화
1) 혁대

호복에서 가죽으로 만든 혁대도 중요한 복식이다.

혁대는 상의를 여며 입기 위한 실용성과 동시에 장

식의 기능도 있다. 일반인은 가죽으로 만든 혁대를

사용하였으며, 전국책에 조무령왕이 주소에게 호복
의관, 구대, 황금사비 등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들며 장식이 없다. 장식

이 있는 허리띠는 호족의 허리띠이다.” 이런 기록들

은 출토된 실물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내몽고에서 출

토된 기원전 3세기의 골드 플라그<그림 15>55)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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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5세기의 구리로 만든 허리띠 장식<그림 16>은

대부분 장방형이고 그 위에 동물문양의 버클이 있으

며, 장식과 실용성을 겸하고 있다.

자라톨고이 3호 무덤에서 ∞ 모양의 철제 버클도

출토되었다.56)

2) 화

화는 유목민의 창작물이다. 석명에 “화는 과

(跨)이다, 양 발이 하나씩 들어가 말을 탈 때 신는다.

원래 호복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화는 대부분 가죽

으로 만들며 윗부분에 다른 재료로 문양, 이미지 등

을 만들어 장식하기도 한다.

완전한 형태가 남아 있지 않으나 가죽으로 만든

화를 신었을 것이다. 노용 올 6호 무덤에서 출토된

화는 펠트로 만들었다. 노용 올 12호 무덤출토 신발

은 화려한 무늬의 견직물로 만들고 바닥에 깐 창은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신바닥에는 화염문양의 자수가

남아있다<그림 17>.

4. 화장과 장신구
1) 화장

흉노민족은 유목민족이므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치는 단지 복식의 장식이나 개인의 장식,

허리띠의 고리와 버클 그리고 말의 장식뿐이다. 연지

(燕支)를 사용하면 부인의 얼굴색이 선명하고 귀엽

게 보여 즐겨 사용하였다.57) 연지는 여인들의 얼굴

치장용 연지(臙脂)나 흉노어에서 아내를 이르는 얀

지(閼氏)와는 동음이의어이다. 흉노어로 연지는 빨간

볼의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한다.58)

연지와 관련된 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문헌에

는 기록이 있다. 오대시화(五代詩話) 1권에 “북쪽

에 언지산(焉支山)이 있는데 산에 홍란이 많다. 북쪽

사람들이 그의 꽃을 따서 옷을 염색하고 그의 영선

(英鲜)을 가지고 연지를 만들었다. 여자들이 이것으

로 화장을 해서 얼굴이 밝고 귀엽다.” 는 기록이 있

다. 언지산은 지금 감숙성(甘肅省)에 있다. 서하구
사(西河旧事)에 “언지산이 없어지면 여자들이 색깔

이 없어진다.”고 하며, 연산(燕山)에도 홍란이 많이

났다는 기록이 있다. 여연왕서(与燕王書)에 “산에

홍란이 있는데 당신이 알고 있나? 북쪽 사람들이 그

것을 염색도 하고 연지도 만들어 화장하기도 한다.

나는 어렸을 때 연지를 많이 봤는데 이제야 그것은

홍란으로 만든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흉노들이

아내를 연지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연지처럼 귀엽다

는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이 사실

이라면 흉노여자들이 연지로 화장하였고 연지의 재

료는 홍란인 것을 알 수 있다.59) 흉노는 기원전 121

년에 기련과 언지의 두 산을 잃었고 “우리가 기련산

을 잃어 가축을 먹일 수가 없고, 우리가 언지산을 잃

어 여인의 얼굴을 물들일 수도 없구나.”라는 민요를

통해 당시 흉노인의 암울한 심정을 잘 알 수 있다.60)

2) 장신구

장신구는 민족의 미의식을 나타내며, 종교적 의미

도 포함되어 있다. 금, 은, 보석, 옥석 등의 사용은

옛날부터 고대 북방 민족의 큰 특징이었다.61)

흉노민족은 장신구를 매우 좋아하여 남녀노소 상

관없이 모두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흉노의 무덤에서

금은 장신구가 많이 출토되었다. 장신구는 금, 은, 동,

옥석 등으로 만든 팔찌, 반지, 수식 등이 출토되었으

며, 머리장식으로 신분을 구별하였다. 녹송석, 마노,

호박, 벽옥, 수정, 진주 등이 있고 색상은 홍, 황, 백,

흑, 녹, 갈색, 공작란 등이 있다. 유리구슬은 골모드 1

호 무덤을 비롯한 여러 무덤에서 발견되었다<그림

18>.62)

목걸이는 종류가 많고 신분에 따라 다르다. 초기

에 흉노의 선우와 귀족들이 금, 은 목걸이를 착용하

였고 목에서 두 바퀴 돌린다. 이 외에 각종 돌로 만

든 석주장식들이 있다. 돌을 원형, 방형, 타원형으로

만들어 중간에 구멍을 뚫고 실로 꿰어 착용하였다

<그림 19>. 팔지, 반지, 지투(指套) 등이 있으며 구리,

금, 은으로 만든다. 출토된 장신구를 통해 신분계급

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형무덤에서 발

견된 장신구들은 숫자도 많고 정교하며, 소형무덤에

서 나온 장신구는 숫자도 적고 상태가 조잡하다.63)

도르릭나르스 2호 무덤에서 출토된 직경 1.2㎝ 정도

의 누금세공품<그림 20>은 목걸이 장식에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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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유리구슬

골모드 1호 무덤

- 필자사진

<그림 19> 목걸이

- 草原文化, p. 118.

<그림 20> 누금기법의

목걸이 장식

도르릭나르스 2호 무덤

- 필자사진

<그림 21> 허리띠의

금장식

- 草原瑰寶, p. 81.

<그림 22> 금 귀걸이

- 草原文化, p. 112.

<그림 23> 금 귀걸이

- 中國古代北方民族与
蒙古族, p. 5.

<그림 24> 옥 귀걸이

- 中國古代北方民族与
蒙古族, p. 5.

<그림 25> 터키석 금귀걸이

- 草原瑰寶, p. 84.

<그림 26> 금장식 골모드 T20 무덤

- 필자사진

<그림 27> 목관장식 골모드 T20 무덤

- 필자사진

다. 누금기법은 내몽고 아로시등 기원전 3세기 전국

묘 흉노식 귀걸이에서 나타나며, 알타이 파지리크문

화부터 그 예가 확인된다.64)

부유한 흉노 사람은 허리띠에 금, 은, 청동 등으로

만든 패나 단추로 장식한다. 그 패나 단추에 구리,

옥으로 만든 갈고리를 걸며 갈고리에는 생활용품 등

을 건다. 몽골복식의 중요한 특징이다. 갈고리는 후

대 왕이나 귀족들의 장식품이 되어 재료, 형태 등에

따라 신분이나 권력을 상징한다. 아로시등에서 출토

된 허리띠 금장식<그림 21>은 12조각이며, 너비 3.3

㎝ 길이 5㎝이다. 1978년 하북성 편산현에서 출토된

삼용옥환패는 용 세 마리가 태양의 주변을 두르고

있으며 하늘, 땅, 그리고 왕권을 상징한다.

귀걸이는 남녀가 모두 착용하며 금은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몽골 아르항가이에서 출토된

금귀걸이<그림 22>는 길이가 3.1㎝이다. 1979년 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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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 출토된 흉노의 금 귀걸이<그림 23>는 종모양

의 장식이 3개씩 달려있다. 내몽고 준격이기(准格爾

旗)에서 출토된 옥 귀걸이<그림 24>와 기원전 3세기

의 터키석과 끝부분에 세 가닥의 금꽃잎이 달린 귀

걸이<그림 25> 등은 기술적․예술적인 면에서 수준

이 높다.65)

골모드 20호 무덤에서 출토된 터키석이 박힌 금장

식품<그림 26>과 금으로 만든 목관장식<그림 27>은

디자인이 세련되었으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5. 직물과 문양
북쪽의 추운 초원지역에서 거주하는 유목민족들에

게 보온성이 큰 동물의 가죽과 모피는 가장 중요한

의복의 소재이다. 한족의 조공품으로 받은 견직물은

왕족과 상류층 귀족에 한정되어 사용되었을 것이다.

노용 올에서 출토된 복식은 견직물, 화려한 자수로

보아 피장자가 귀족층으로 생각된다.

1) 직물

(1) 모직물과 가죽, 펠트

흉노인들은 그들이 키우는 동물의 가죽과 펠트,

털로 직조한 모직물로 의복을 만들었다. 북방의 추위

와 강한 바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보온용 의복을

만들기에 최적의 소재일 것이다. 노용 올에서 모직물

로 만든 바지, 펠트와 털로 만든 방한모 등이 출토되

었다. 흉노인을 묘사한 자료에서 보면 어깨부분에 털

을 두르고 소매끝부분에도 털이 사용되었으며, 화의

겉부분에도 털이 달려있다. 펠트는 축융직물로 가볍

고 따뜻하다.

노용 올 20호 무덤에서 목실바닥에 동물문양의 펠

트로 만든 카펫과 내부 사각형 통나무에서 양모류와

비단류가 출토되었다.66)

(2) 견직물

고대 중국의 견직물은 월지나 흉노의 매개에 의해

기원 전 2세기부터 서방에 활발히 수출되기 시작하

였다. 특히 기원전 3세기 말 흉노는 매년 수많은 비

단을 한으로부터 공납받았다. 비단의 일부는 흉노사

회에서 소화되고 나머지는 실크로드를 따라 서방으

로 전해졌다. 시리아의 팔미라에서 한대의 기(綺)․

라(羅) 등 50점이 출토된 것은, 당시의 흉노가 비교

적 용이하게 서아시아의 파르티아와 왕래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또한 견직물을 풀어서 그 지역의 모섬

유와 섞어서 짠 호능(胡綾)이 출토되어 직물의 동서

교류를 알 수 있다.67) 노용 올 6호 무덤에서 견직물

로 만든 모자, 바지, 포, 버선 등이 출토되었다. 겉감

은 견직물로 만들고 안에 펠트로 심을 대거나 모직

물로 안감을 대어 보온과 내구성에 중점을 두어 만

들어졌다는 점에서 흉노인의 합리적인 복식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2) 문양과 색채

노용 올에서 출토된 대량의 귀금속제품 및 비단,

호화로운 자수는 흉노 내부에 어느 정도 조직적인

수공업자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흉노 지배 아래 놓여 있던 한

나라 출신의 직인과 서방에서 온 직인들이 고안해

낸 표현과 기법으로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해진 주거나 고정된 건물이 없던 그들에게 사실

주의적 표현을 요구하는 조각, 부조, 그림과 같은 것

들은 거리가 멀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치는 옷의

치장, 개인적인 꾸미기, 그리고 장비와 마구 등의 장

식이었다. 노용 올에서 출토된 허리띠의 고리와 버클,

마구의 판식, 칼집, 마차의 널, 다양한 종류의 손잡이

와 자루 등은 심지어 문장과 같은 모습으로 단지 양

식화된 처리를 위해서 도안된 것처럼 보인다.68)

노용 올에서 출토된 직물의 문양은 대부분이 양식

화된 신화적 문양이고 사실적인 문양도 있다. 직물의

원산지를 중국, 그리스-박트리아로 보았으나 최근에

인물문양은 흉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 25호 무덤에서 출토된 직물의

인면문양은 무덤 주인의 모습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사실로 증명되었다.69)

노용 올 6호 무덤 출토 카펫에는 맹수와 야크, 사

슴과 그리핀의 격투를 묘사한 동물문양을 아플리케

와 누비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28>. 그 밖의

동물문양 출토품도 있다<그림 29>. 골모드 T20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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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카펫의 아플리케와 누비기법

에르미타쥐박물관

- 필자사진

<그림 29> 동물문양

- культура хуннов и 

ноинулинские 

курганы, fig. 36.

<그림 30> 유니콘

골모드 T20 무덤

- 필자사진

에서 날개와 뿔이 달린 말과 야생염소를 섞어 놓은

듯한 변종 동물문양 유니콘이 마구에 새겨져 있다

<그림 30>. 스키타이의 사슴대신 사용되었으며, 부를

창출하는 흉노사회의 신성한 동물인 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70) 매 모양의 그리핀과 유사한 괴조

가 순록을 습격하는 투쟁문양도 흉노를 비롯한 유목

민의 고유한 양식이다. 뿔과 날개가 달린 사자문양의

자수는 중국의 천록벽사의 영향이겠지만 이것은 원

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사자모양 그리핀에서

유래한다.71)

백등산의 사방에 배치되었던 흉노의 부대는 말의

색깔에 의해 편성되었다. 서쪽면은 모두가 백마, 동

쪽면은 전부다 청마, 북쪽면은 이른바 까마귀 날개같

은 흑마, 그리고 남면에는 붉은 색을 띠는 율모마였

다고 한다. 동은 청색, 남은 적색, 서는 백색, 북은

검은색이 배당되었다.72) 이것은 사방과 사색을 서로

조합했던 배치로 흉노부대들이 민첩하게 움직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흉노시기 복식의 색채는 많이 발전되었다. 그들의

복식은 각종 모피와 펠트 등의 자연 색 외에 선홍색,

선녹색, 쪽빛, 황금색 등의 색상도 있었다. 흉노의 누

비, 자수, 아플리케, 선두르기. 편직 등의 수공예 기

법을 통해 당시 봉제기술의 발전 정도를 알 수 있다.

흉노인들의 예술은 주제나 기법에서 그들의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도안이 정교하

고 색채가 화려하다. 특히 펠트로 만든 카펫 위에 다

양한 색깔의 털실을 사용해 아플리케 기법으로 장식

하였고 날개가 달린 말, 사자 등이 등장한다.

Ⅴ. 결론
흉노는 기원전 4세기말부터 기원 2세기까지 약 5

세기에 걸쳐서 몽골에 번영하였던 유목기마민족으로

흉노의 이름이 역사상에 나타난 것은 기원전 318년

이다. 흉노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역사

상 최초로 기원전 209년에 묵특이 국가를 건설하였

으며, 기원전 201년 중국의 한나라를 굴복시키고 중

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장악하였다. 서한대의 호는

흉노를 위시한 북쪽 유목민족의 통칭이 되었으며, 흉

노는 중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한제국과 대립

하게 되었다.

흉노의 등장은 동아시아사상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흉노의 기마전법이 보병을 주체로 하는 중국의 전법

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흉노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조나라의 무령왕이 기원전 307년에 병사에게 호복

즉, 페르시아 풍의 얇은 갑옷과 바지를 입게 한 개혁

을 실행하였다. 조무령왕이 받아들인 호복은 흉노를

위시한 북방 유목민의 복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은 황실의 공주를 선우의 처로 바치며, 매년 흉

노에게 솜, 비단, 술, 쌀 등을 바치고 한과 흉노 사이

에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기원전 2세기에 문제가 선

우 모둔에게 엄청난 수의 조공물을 보냈으며, 기원전

51년 한은 남흉노의 선우 호한야가 왕소군과 혼인할

때 77 벌의 성장, 비단 8000 필 등을 보냈다. 중국에

서 받은 많은 양의 견직물은 왕족이나 귀족들의 복

식에 사용되었고 안감에 누비 또는 펠트를 덧대거나

털을 둘러 방한성을 보충하였다. 골모드 T20 무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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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된 직물은 펠트 26%, 모직물 23%, 견직물 8%

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많은 금편이 출토되었다.

흉노 귀족무덤은 기원후 1세기경에 만들어졌고 출

토된 중국의 견직물로 만든 의복은 귀족이나 왕족의

것이며 일반복식으로는 볼 수 없다. 흉노는 유목민족

으로 추위와 바람을 막고 기마에 편리한 복식을 입

으며 동물의 모피와 가죽, 모직물, 펠트로 의복을 만

든다. 흉노의 복식과 기동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흉노의 헤어스타일은 변발과 피발이며, 상을 당하

면 머리카락을 잘랐다. 펠트와 모직물로 만든 방한모

를 쓰며, 모직물로 만든 카프탄을 좌임으로 여미고

어깨에 털을 두른다. 당이 달린 바지를 입고 혁대로

여미며 가죽으로 만든 화를 신었다. 상의와 바지를

체형에 꼭 맞도록 만드는 복잡한 재단법은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이며, 보온을 위한

효과적인 양식이다. 바지를 견직물로 만드는 경우 말

을 탈 때 바지의 밑이 터지지 않도록 당이 꼭 필요

하였을 것이다.

남녀복식에 큰 차이가 없으며, 여자들은 연지로

얼굴의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아름답게 화장을 하

였다. 출토된 장신구는 섬세하고 다양하며 화려하였

다. 의복과 카펫은 보온과 내구성에 중점을 두어 누

비와 아플리케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흉노는 스키타이의 사슴대신 부를 창출하는 흉노

사회의 신성한 말을 사용하였으며, 장신구와 카펫,

무기, 제기 등에 동물문양이 많이 사용되었다. 인동

문양, 로제타문양, 기하학적 문양, 식물문양, 그리핀,

유니콘, 출토 은제 장식의 여신 등 출토품의 문양과

구도를 보면 천신사상, 알타이, 그리스나 페르시아문

화의 영향을 알 수 있다.

군대에서 동서남북 사방향에 따라 다른 색의 말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색상의 화려한 자수, 누비와

아플리케 기법으로 만든 카펫과 복식 등을 통하여

흉노 복식문화의 지혜로움과 미의식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해 흉노는 중국문헌의 기록

처럼 야만적인 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의 특성에 맞

도록 보온력을 강화시킨 그들만의 복식문화를 영위

하였고 오히려 중국의 한족이 흉노와 북방민족의 영

향을 받아 호복을 착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

국에 전해진 흉노복식의 영향은 방한모, 바지, 혁대,

화, 연지의 사용 등이며 흉노에 전해진 중국복식의

영향은 견직물과 문자금, 면직물 등이다.

노용 올 무덤에서 출토된 복식을 실지로 조사 연

구함으로써 견직물 바지의 구멍이 용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낡아서 헤어진 것임을 밝힐 수 있었다. 앞으

로도 발굴되는 흉노무덤에서 출토되는 복식과 카펫

에 관한 새로운 유물자료를 계속적으로 조사 연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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