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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is the area with the most Muslim populations in China 
and the costume of this ethnic minority group was influenced from its surrounding environment 
and religion. Headgear is one of the important costume elements of Muslim ethnic minority such 
as Kazakh, Kirghiz, Uzbek, and Tadzhik people, and each group has developed narious forms of 
it. Especially, we can notice characteristics of headgear in Xinjiang Uygur and four ethnic minor-
ity groups through women's headgear pursuant to motive of wear, classification of type, differ-
ences and comparability with other areas. Thu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omen's 
headgear of Muslim ethnic minority in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Based on local data 
at the Xinjiang Uygur Museum, the study referred to Chinese ethnic minority costume and liter-
ature data as well as advanced researches related to Islam, and analyzed characteristics of wom-
en's headgear of four ethnic groups in connection with Muslim formation background in Xinjiang 
Uygur. Women's headgear of Muslim ethnic minority in Xinjiang Uygur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types; cylindrical, conical and hood type. Headgear was influenced not only by natural 
environment and weather for protection of body, but also by Islam. Along with strong desire for 
decoration and expression of racial features, it was used as a means of race discrimination and 
representation of identity. The religion of Islam within these four ethnic groups grew in accord-
ance with tradition of existing nomadic trib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women's headgear 
developed in various ways added with religious precepts and nomadic features. Taking everything 
into consideration, it is found that women's headgear of Kazakh, Kirghiz, Uzbek, and Tadzhik 
people developed, adopting their own living style and features of minority races instead of re-
maining identical to the headgear type of Muslim countries in oth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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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 중 10개 민족이 이슬람교

를 믿고 있으며, 이 중 7개 민족이 중국의 서북지역

신장웨이얼자치구(Xinjiang Uygur, 新疆維吾爾自治區

- 이하 신장자치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

역의 소수민족 복식에 있어서 종교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되며, 특히 여성쓰개는 무슬림

계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복식요소로, 주거지인 신장

자치구의 큰 연교차와 바람이 거센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고루 받아 종류와 장식 면에 있어서 매우 다

양하게 발달하였다.

쓰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몽고족 모자를 형태별로 묶어 특징을 분석

하고, 오방색과 연관시켜 쓰개의 형태와 장식을 통하

여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찾고자 한 형태 중심의 연

구가 있고, 다음으로는 중국 소수민족의 쓰개를 지

역․성별․상징성을 중심으로 한 유형 분류와 세계

각 민족의 두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주변 여러 환

경과의 연관성을 추론한 유형 중심의 연구가 있다

(Cho, 1993; Son, 1991; Yoo & Kim, 1999). 또한

여성의 두식을 한 민족의 역사․지리․환경과 연관

하여, 미혼녀와 기혼녀로 분류하거나, 아시아를 지역

별로 나누어 살펴본 폐면용 쓰개중심의 연구가 있다

(Wang, 2013; Choi & Cho, 2000; Hong, 1987). 이

외에도 중국소수민족의 복식관련 연구(Park, 1995;

Han & Cho, 1997; Kwon, 1995; Li, 2012; Shin &

Je, 2001)와 소수민족과 연관된 중앙아시아 국가의

민족복식과 종교, 풍속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Kim,

2000; Park & Cho, 2006; Jabeurieba, Jeong, &

Cho, 2008; Oh, 1990; Kang & Jeon, 2003; Min,

1999; Jang, 2010). 주로 유형과 형태별로 나누어 주

변 환경과 연관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찾거나 쓰개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의복관련 연구에서는 실

크로드 문화와 종교, 직물과 관련하여 복식 전체를

살펴보고 쓰개와 관련된 내용은 부분적인 언급만 하

는 정도가 많았다.

쓰개는 우리가 착용하는 복식 중에서 신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머리를 가리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점차 다양한 상징성을 가

지고 발달하였으며, 특히 민족의 종교 신앙에 따른

영향이 쓰개 발달에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중국에서 무슬림인구가 많은 신장자치구에 거

주하는 무슬림계 소수민족의 여성쓰개를 종교적 영

향에 중점을 두고 주변 환경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신장자치구 무슬림계 소수민족 여성쓰

개의 착용 동기를 살펴보고, 형태별로 분류하여 쓰개

에 나타난 민족별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도 네 민족 쓰개의 특징을 통하여 착용만으로 민족

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각 민족별 쓰개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범위는 신장자치구에 주로 거주하는 무슬림계

소수민족 중 카자흐․키르기스․우즈베크․타지크족

4개 민족을 중심으로 하였다. 네 민족은 인접하고 있

는 중앙아시아에 같은 민족이 독립국가인 카자흐스

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운영

하고 있다(Jeong, 2008). 이들은 중앙아시아와 중국

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각각의

복식과 생활양식, 독특한 풍속 등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일민족으로 복식관련연구에 있어서 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Gong, Lee, & Cho, 2011). 남은 3개

민족 중 위구르족과 회족은 중국 전체 무슬림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관련연구가 많고, 타타르족은

카자흐족에게서 분리되어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중국신장자치구박물관 현지자료를

토대로 하여 중국 소수민족복식과 이슬람교 관련 선

행연구와 문헌자료, 동일 민족인 네 나라의 복식관련

문헌자료도 함께 참고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Ⅱ. 신장자치구의 무슬림 형성배경
이슬람교는 중동과 터키, 중앙아시아와 중국 서북

지역, 유럽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고

있으며, 약 18억 내외의 인구가 믿는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이다(Islam, n.d.). 중국은 이슬람교가 유입되

던 7세기 이전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무슬림

아랍상인들과의 교류로 인하여 이슬람교가 전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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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3세기 무렵에는 칭기즈칸의 서역 원정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다수의 무슬림들이 몽골의 군대

에 의하여 중국으로 이주해왔고, 이들은 현지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이슬람공동체를 형성하였다(Jeong, 2008;

Sohn, 1998). 신장자치구는 10세기 무렵에 중앙아시

아를 지배했던 사만왕조의 왕자가 망명하면서 그의

영향과 설교로 인하여 이슬람교가 시작되었다(Hwang,

2009). 이후 이슬람교는 16~17세기에 이르러 신장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현재는 신장자치구 전체 인

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내에서 무슬림

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Park, 2006).

이렇듯 일부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전래된 중국의 전

체 무슬림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약 2,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China, n.d.).

신장자치구에는 카자흐․키르기스․우즈베크․타

지크의 각 민족 95%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으며 소

수민족으로 거주하고 있다. 카자흐족은 중국의 무슬

림계 소수민족 중 회족과 위구르족에 이어 세 번째

로 큰 이슬람 민족이다. 이들은 18세기 중반에 청 왕

조의 천산산맥 정복 이후, 일부가 남아 귀순하게 되

면서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었다(Dabata et al.,

2006). 키르기스족은 15~16세기 무렵 거주하던 예니

세이강 일대에서 점차 중국의 천산산맥 지역으로 이

주해온 민족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몽골, 카

자흐족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였다(Jeong,

2007). 두 민족은 비슷한 시기인 16세기 무렵에 이슬

람화 되었으며 기존의 민속의식과 함께 융화되어 나

타나고 있다. 우즈베크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신장자치

구를 오가던 우즈베크 상인들 중 일부가 중국내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민족이다(Jeong, 2007). 이들은

8~9세기에 강화된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영향을 받

아 민족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다(Son,

2004). 타지크족은 2~3세기 파미르고원 동부 일대에

거주하던 유럽인종인 이란부족이 그 선조이다. 투르

크계인 카자흐․키르기스․우즈베크족과는 다르게

유일한 이란계 민족으로 비교적 이른 10세기 초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였고, 믿기 시작하였다.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의 기본복식은 자연환경의

영향에 따른 상․하의가 분리된 구조로 무덥고 건조

한 사막지대의 기후에 맞춰 넉넉한 통옷형태로 발달

하였다(Kang & Jeon, 2003). 여성들은 무채색 계열

의 수수한 복식 착용으로 전신을 가렸으며, 이슬람

경전인 코란 24장 빛의 장(章) 31절에서는 정숙성을

특히 강조하는 내용을 언급하여 결혼한 여성들로 하

여금 외부로부터 폐쇄적인 형식의 복식을 착용하게

하였다(Seo, 2014; Kim, 2002). 이 외에도 남녀 모두

는 다양한 형태의 쓰개를 착용하였는데 이는 무슬림

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복식요소라 할 수 있다. 신장

자치구의 무슬림들은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슬람국가의 기본구조와 비슷한 형태의 복

식을 착용하였지만, 색상은 홍색을 비롯한 원색계열

을 선호하였다. 쓰개는 여성쓰개가 크게 세 가지 형

태로 화려하게 발달하였으며 착용에 있어서 때와 신

분, 그리고 이슬람교의 계율을 지키고 있다.

Ⅲ. 무슬림계 소수민족 쓰개의
착용동기

카자흐․키르기스․우즈베크․타지크족은 신장자

치구의 북부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거주

하고 있다. 이들은 천산산맥과 파미르 고원 일대에

거주하면서 강한 햇빛과 거센 바람으로부터 머리를

가리고 보호하기 위하여 원통형과 두건형 쓰개를 착

용하였다. 카자흐족은 천산산맥 북부 지역의 드넓은

초원에서 가축의 이동에 따른 유목생활을 하였으며,

길고 추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하여 쓰개를 착용하였

다. 이들은 생활터전에서 얻은 양의 털과 가죽을 원

통형 쓰개의 겉과 안, 그리고 테두리에 사용하여 거

센 바람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였다. 키르기스족 또

한 천산산맥 산기슭과 파미르고원 일대의 유목생활

에서 얻은 양과 여우의 모피를 쓰개 재료로 사용하

여 고산지대의 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였다. 카자

흐족과 키르기스족은 산맥과 고원의 산간지대에서

생활하면서 한랭한 기후와 지형의 영향으로 인한 방

풍과 보온을 목적으로 하는 원통형 쓰개가 발달하였

으며 이를 주로 착용하였다. 우즈베크족은 16세기 무

렵 중앙아시아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신장자치구로

이주해 온 민족으로 톈산의 북쪽 이녕(伊寧)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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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정착생활을 하였다(Kim, 2007).

해발 660m의 이녕지역은 토지가 비옥하며 연평균 기

온이 8℃이상으로 온화한 기후지대로 방한보다는 강

한 햇빛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통형 쓰개

를 착용하였다(Jeong, 2007). 이후에는 쓰개가 종교

적 계율에 의해 여성의 머리와 신체 일부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면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춰 착용

하게 되었다. 타지크족은 파미르고원 동부 일대를 주

거지로 삼아 반 정착․반 유목생활을 하였으며, 일

년 내내 눈으로 뒤덮인 한랭한 고원지대에서 방한을

위하여 쓰개를 착용하였다(Park & Cho, 2002). 방한

용은 원통형 쓰개 뒷부분에 렴(簾)을 달거나 양 옆

에 귀마개를 달아 바람을 막았고, 짐승의 모피보다는

솜을 넣어 누빈 천을 사용하여 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통형 위에 두건을 두르는

두 가지 형태의 쓰개가 융합된 것으로 기후나 자연

환경으로부터의 신체보호와 종교적 영향이 함께 나

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카자흐․키르기스․우즈베크․타지크족과 같은 소

수민족은 다수의 민족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

으며 이들의 종교는 각 민족의 사회, 경제 및 생활습

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oh & Kim, 2008). 무

슬림계인 네 민족의 여성쓰개는 형태면에서 이슬람

교를 대표하는 두건형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착용

방법으로는 머리를 가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신체

를 덮는 부위에 따라 크게 히잡, 차도르, 니캅, 부르

카 등 4종류로 구분된다(Oh, 2006). 이슬람 여성복식

문화를 대표하는 히잡(Hijab)은 얼굴은 내놓고 머리

만을 가리는 두건형태이며, 차도르(Chador)는 얼굴을

제외한 머리와 전신을 가리는 망토형태이다. 니캅

(Niqab)은 히잡과 함께 착용하며 눈을 제외한 얼굴

과 전신을 가리고, 부르카(Burka)는 가장 보수적인

쓰개로 눈 부위까지도 망사로 가려 착용하였다. 이처

럼 머리를 포함한 신체 일부를 가리는 두건형 쓰개

를 중국에서는 개두(蓋頭)라 불렀다(Shin, 2009). 신

장자치구의 무슬림계 소수민족인 카자흐․키르기스

․우즈베크․타지크족 여성들은 면이나 비단을 사용

한 두건형 쓰개인 개두를 착용하였다. 개두는 얼굴을

제외한 머리와 귀, 목 등을 가리는 형식으로 히잡과

가장 비슷하다. 또한 이들의 두건형 쓰개는 다른 이

슬람 국가들에 비하여 보수적인 형태가 보이지 않는

다. 두 가지 형태의 쓰개는 민족별로 색상과 장식 면

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구성과 그 착용방법

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게 발달하였다. 두건형은 기혼

여성들 위주의 착용으로 외출은 물론 실내에서도 항

상 착용하였으며, 원통형은 어린 소녀와 미혼여성들

위주로 착용되던 것으로 신체보호도 있지만 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이슬람교의 특성상 챙이 없는 형태로

발달하였다. 이와 같이 머리를 포함하여 신체를 가리

는 형태의 쓰개는 여성의 신체노출을 금하여 맨머리

로 다니는 것을 기피하는 이슬람교의 계율이 반영된

것이다. 네 민족은 쓰개를 통해 자신들이 독실한 무

슬림임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일부 보수적인 두건형

쓰개는 종교적 영향이 여성에게 있어 더 엄격하게

요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쓰개는 머리에 착용하는 복식요소 중 하나로 신체

보호와 더불어 꾸미고자 하는 장식적인 욕구가 반영

되었다. 카자흐․키르기스․우즈베크․타지크족의 여

성들은 공통적인 쓰개장식으로 자수(刺繡)와 더불어

구슬, 금․은 조각 등으로 꾸미거나 민족에 따라 깃

털과 짐승의 털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카자흐족은 만

드는 모든 것에 문양을 넣어 자수를 하는 민족의 특

성을 갖고 있어, 테두리와 윗부분에 다양한 색실과

구슬을 함께 섞어 수를 놓거나 자수와 함께 금․은

조각을 붙이고 매달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Battolga,

2009). 자수 외에도 길상과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

깃털을 원통과 원뿔 그리고 두건형의 모든 쓰개에

꽂았으며, 생활터전에서 얻은 양이나 여우 등 짐승의

털을 쓰개 테두리에 둘러 보온과 장식 두 가지 효과

를 내었다(Shin & Je, 2001). 키르기스족은 색색의

구슬을 쓰개 테두리에 꿰어 꾸미거나, 색실로 원통형

쓰개 전체에 걸쳐 자수를 놓아 장식하였다. 축제나

행사 등의 가무(歌舞)시에는 주로 복색에 맞춰 자수

를 장식한 원뿔형에 베일을 길게 달아 늘어뜨렸다.

두건형을 제외한 원통과 원뿔형 쓰개에는 고원의 유

목생활에서 얻은 조류의 깃털을 정수리에 풍성하게

꽂아 장식하기도 하였다. 또한 짐승의 털을 쓰개 테

두리에 두르거나, 윗부분에는 실을 뭉쳐 만든 방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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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함께 양 옆으로 귀마개를 늘어뜨려 장식과 더

불어 보온 효과를 내기도 하였다. 카자흐족과 키르기

스족은 쓰개 장식으로 조류의 깃털과 짐승의 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두 민족의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으며, 신체보호와 함께 장식적인 면도 고려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우즈베크족은 농경생활에서 얻은 면

화와 실크로 인한 면직이 발달하여 직접 짠 천에 문

양을 넣어 쓰개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정착민족

으로 깃털이나 털 장식보다는 다양한 문양의 천과

자수, 그리고 술 장식이 발달하였다. 술 장식은 금사

로 수놓아 만든 두퍼(Duppi) <Fig. 8>의 테두리에 달

아주었는데, 굵은 실을 꼬아 만든 술은 쓰개장식과

동시에 기혼녀의 쓰개임을 표시하는 수단이 되었다.

타지크족은 꽃이나 기하문양을 전체 또는 테두리에

빼곡하게 수놓은 쓰개를 착용하였고, 그 위에 쓰개

장신구를 따로 만들어 덧달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장

신구로는 구슬과 다양한 유색 보석을 사용하여 꾸민

은사슬을 원통형 쓰개 위에 이마 앞쪽으로 늘어지도

록 착용하였다.

Ⅳ. 무슬림계 소수민족
쓰개의 형태와 특징

카자흐․키르기스․우즈베크․타지크족의 여성 쓰

개는 기본구성에 따라 원통형, 원뿔형, 두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형태의 쓰개는 한 장 또는 두

장의 조각으로 만들어지며, 윗부분과 테두리부분으로

구성된 원통형과 원뿔형, 그리고 천을 그대로 머리에

두르는 두건형이 있다. 원통형과 두건형은 네 민족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착용하던 쓰개이며, 원뿔형은

전통유목민족인 카자흐족과 키르기스족이 혼례나 축

제․가무(歌舞) 등 특별한 날에만 착용하였다.

1. 원통형
원형의 테두리에 윗부분은 편평하거나 돔 모양으

로 노인여성을 제외한 남자, 여자, 어린이가 모두 착

용하였다. 원통이라는 기본형은 같지만 민족별로 조

금씩 차이가 있으며, 타키야(Takiya), 튜베테이카

(Tubeteika), 두퍼(Duppi), 스컬캡(Skullcap)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Table 1>은 원통형 쓰개의 기본 도식화와 패턴이

다. 정수리의 모양에 따라 돔형<Fig. 1>과 납작형

<Fig. 2>,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테두리 부분은 가

로로 긴 직사각형, 윗부분은 원형으로 재단한 두 장

의 조각이 필요하다. 직사각형 원단으로 테두리를 만

든 후, 그 위에 둥근 조각의 원단을 맞춰놓고 원형과

직사각형이 만나는 부분을 봉제하였다. 테두리부분인

직사각형의 높이에 따라 윗부분인 원형의 크기가 좌

우되며 돔형과 납작형으로 완성된다. 쓰개를 자수로

장식할 경우에는 선 자수, 후 봉제하여 형태를 만든

후 짐승의 털을 두르거나 깃털, 구슬과 진주, 금․은

박편 등을 달았다.

카자흐족의 소녀들과 미혼 여성들은 타키야(takiya)

<Fig. 3>라고 불리는 원통형 쓰개를 착용하였다. 보

릭(boryk) <Fig. 5>은 테두리에 구슬과 금․은 박편

을 달아 자수와 함께 꾸미고, 생활터전에서 얻은 짐

승의 털을 둘러 멋과 보온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타

키야 <Fig. 4>는 새의 깃털을 장식으로 사용하는 전

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민족의 특성에 따라 정수리

Diagram

<Fig. 1>Dome Type (Johannes, K. & Margareta, P.,

2003, p. 233)

<Fig. 2> Flat Type (Johannes, K. & Margareta, P.,

2003, p. 233)

making

method

Connection was cut off the rim and the top

Using two or more pieces

<Table 1> Diagram and Pattern of Cylindrical He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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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dress

<Fig. 3> Takiya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6. 25)

<Fig. 4> Takiy

(Wang, 1986, p. 94)

<Fig. 5> Boryk

(Album, 1996, p. 151)

Wearer Girl, Single woman

Use Identity, protection Protection, smarten

Head-

dress

<Fig. 6> Takiya

(Corpus of Chinese Fabric,

Embroidery and Finery Editorial

Board. (Ed.), 2005, p. 193)

<Fig. 7> Skull cap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6. 25)

<Fig. 8> Skull cap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6. 25)

Wearer Girl, Single woman

Use Identity, smarten Thermal, smarten

Head-

dress

<Fig. 9> Tubeteika

(Yoo et al. 2006, p.235)

<Fig. 10> Duppi

(Seong, D. K., 2013, p. 35)

<Fig. 11> Ddanu

(Johannes, K, 2003, p. 256)

Wearer Single woman Married woman The rich young woman

Use Symbol of Muslim
Symbol of Muslim & married

woman

Cover of headdress,

go out

Head-

dress

<Fig. 12> Skull cap

(Corpus of Chinese Fabric,

Embroidery and Finery Editorial

Board. (Ed.), 2005, p. 235)

<Fig. 13> Skull cap

(Wang, 1986, p. 109)

<Fig. 14> Skull cap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6. 25)

Wearer All women

Use Body protection, daily, politeness, keeping warm

<Table 2> Cylindrical He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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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테두리에 올빼미와 부엉이 등의 깃털을 꽂아 장

식한 쓰개이다. 특히 부엉이 깃털은 예로부터 성스러

운 신조로 여겨 용맹함과 도전을 상징하는 쓰개 장

식으로 많이 사용하였다(Hua, 2014).

키르기스족은 홍색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기고

숭상하여 소녀와 미혼 여성들의 쓰개인 타키야<Fig.

6>와 스컬캡(skullcap) <Fig. 7>, <Fig. 8>에 많이 사

용하였다(Gong, Lee, & Cho, 2011). 쓰개장식은 구

슬을 사용한 자수와 짐승의 털, 방울 장식과 귀마개

등을 사용하여 꾸밈과 동시에 추운 고원지대 생활

속 보온기능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장식에 있어서 카

자흐족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는 두 민족이 초원과

고원지대에 흩어져 사는 전통유목민족으로 비슷한

거주환경에서의 생활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

로 보인다.

우즈베크족은 농경생활로 인해 면직이 발달하여 쓰

개의 종류가 다양하며, 꽃문양을 수놓은 쓰개를 항상

착용하고 다녔다(Seong, 2013; Hua, 1992). 미혼 여성

들은 챙이 없고 자수가 놓인 튜베테이카(tubeteika)

<Fig. 9>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이 독실한 무슬림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상위 계층의 젊은 여성들은

외출 시에 자수와 실로 만든 방울을 달아 장식한 ‘딴

우(Ddanu)’ <Fig. 11>라는 후렴이 길게 달린 덮개를

튜베테이카 위에 착용하여 화려함을 보여주었다. 기

혼 여성은 유일하게 사각의 형태인 두퍼(duppi)

<Fig. 10>를 착용하고, 테두리에 굵은 실로 만든 술

을 달아 부녀자임을 표시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우

즈베크족의 쓰개는 종교적 영향이 다른 민족에 비하

여 쓰개 형성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기혼녀

를 따로 표시하기 위한 쓰개장식을 통하여 위계질서

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타지크족

은 연령과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개를 착용하였다. 쓰개 장식으로는 전체에 걸쳐 꽃

문양이나 이란인의 기호디자인인 만자문양 <Fig. 12>

등을 빼곡하게 수놓아, 네 민족 중 유일한 이란계 민

족임을 나타내었다. 이는 쓰개를 통하여 종교적 복장

의 일부를 보여줌과 동시에 민족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인 고원지대의 거센

바람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개 뒷부분

에 렴(簾) <Fig. 13>을 달거나, 양 옆에 귀마개 <Fig.

14>를 달아 방한과 보온에 신경을 썼다.

2. 원뿔형
둥근 원형의 테두리에 쓰개 정수리부분이 위로 길

고 뾰족하게 솟은 콘 모양이다. 축제나 결혼식 등 특

별한 날에 의상에 맞춰 길게 늘어뜨린 베일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하여 착용하였다.

<Table 3>은 원뿔형 쓰개의 기본 도식화와 패턴이

다.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테두리와 부채꼴을 사용하

여 만든 원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쓰개를 만들었다

<Fig. 15>. 원뿔의 높이에 따라 부채꼴의 크기가 좌

우되며, 테두리부분 없이 부채꼴모양 만으로 쓰개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완성된 원뿔은 벨벳이나 실크 원

단으로 감싸고 그 위에 산호, 진주, 터키석 등의 보

석, 그리고 짐승의 털과 깃털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정수리에는 얼굴을 가리고 전신을 덮을 정도로 긴

베일을 달아 늘어뜨렸다.

사우켈레(Saukele) <Fig. 16>는 카자흐족의 대표

Diagram

<Fig. 15> Cone Type

(Johannes, K. & Margareta, P., 2003, p. 256)

making

method

Cut off the border of the cone part

Create a cone connecting the border

<Table 3> Diagram and Pattern of Conical Type He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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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원뿔형 쓰개이다. 여성들이 결혼하기 오래전부

터 긴 시간동안 공들여 준비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쓰개이자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 소중히 다루어

왔다. 축제에 참여하는 젊은 여성들은 의상에 맞춰

제작한 사우켈레 <Fig. 17>를 값비싼 여우나 낙타의

털을 두르고, 솔개나 닭, 고원에 서식하는 새의 깃털

을 풍성하게 꽂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사우켈레가

젊은 여성들이 착용한 원뿔형 쓰개라면, 중년 부인들

의 쓰개로는 좌울릭(Zhaulyk) <Fig. 18>이 있다. 자

녀가 있는 중년의 부인은 흰색 천을 사용하여 원뿔

을 감싸고 남은 부분은 뒤로 늘어뜨렸다. 장식은 수

놓은 천을 이마부분에 덧대어 둘러 고정시켜 주거나,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덧붙이는 정도이며 중년 이후

로 갈수록 점점 검소해졌다. 키르기스족의 원뿔형 쓰

개 <Fig. 20>는 카자흐족과 마찬가지로 젊은 여성들

이 주로 착용하였다. 쇼쿨로(Shokulo) <Fig. 19>는

자수와 구슬, 보석 등으로 꾸민 원뿔과 베일, 그리고

풍성한 깃털까지 모든 장식을 흰색으로 통일한 쓰개

이다. 쇼콜로는 결혼하는 신부가 착용하던 것으로 색

실의 자수 장식과 함께 의상 역시 흰색으로 맞추었

는데 이는 현대의 웨딩드레스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젊은 여성과 무용단원은 의상색깔에

맞춘 원뿔형에 다양한 색실의 자수와 풍성한 깃털,

그리고 베일을 늘어뜨려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원뿔형은 카자흐족과 키르기

스족이 특별한 날에 착용하는 쓰개이다. 이들은 이슬

람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고대 샤머니즘의 영향이 생

활 곳곳에 조금씩 남아 있어, 높은 곳에 있다고 믿는

신과의 교감을 위하여 뾰족하게 솟은 쓰개를 착용하

던 관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

Head-

dress

<Fig. 16> Saukele

(Album, 1996, p. 31)

<Fig. 17> Saukele

(Kim, I. S., 2008, p. 22)

<Fig. 18> Zhaulyk

(Album, 1996, p. 135)

Wearer Bride Young woman A middle-aged woman

Use For marriage Festival Go out

Head-

dress

<Fig. 19> Shokulo

(Corpus of Chinese Fabric, Embroidery and Finery

Editorial Board. (Ed.), 2005, p. 185)

<Fig. 20> Conical type

(Jeong, H. R., 2008, p. 166)

Wearer Bride Young woman

Use For marriage Festival

<Table 4> Conical Type He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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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Kim, 1998). 또한 두 민족은 유목민족의 풍

습인 새의 깃털을 장식으로 사용한 원뿔형 쓰개의

착용은 이들이 오랜 유목생활을 해오면서 고대로부

터 이어져 온 유목민족 계통의 문화를 지켜오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Kim, 2003; Kim,

2010).

3. 두건형
카자흐․키르기스․우즈베크족은 결혼한 여성들

중심으로, 타지크족은 모든 계층의 여성이 착용하였

다. 사각형이나 삼각형 또는 길이가 긴 천을 한 장

이상 사용하여 머리에 두르거나 뒤집어쓰는 방식이

다. 민족별, 연령대별로 키메세크(Kiymeshek), 쿤디

크(Kundyk), 엘레체크(Elechek), 레키(Ileki), 라체크

(Lyachek, Lachek), 루몰(Rumol) 등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다.

<Table 5>는 두건형 쓰개의 기본 패턴이다. 흰색

의 사각형 천을 부분 봉제 <Fig. 21>하여 구멍을 만

들어 뒤집어쓰거나, 삼각형 천을 길게 접어 <Fig.

22> 머리를 감싼 후 뒤로 묶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민족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두건형

쓰개의 가장 기본착용법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한

장은 뒤집어쓰고 그 위에 다른 한 장을 터번처럼 말

아 올리는 방식으로 두 장 이상의 천을 사용하였으

며, 이와 반대로 말아 올린 두건 위에 다른 한 장을

덮어 착용하기도 하였다.

카자흐족은 첫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이후부터 두

건형 쓰개를 착용하였다. 쓰개의 명칭은 연령대별로

젊은 기혼여성과 노년부인은 키메세크(Kiymeshek),

중년부인은 쿤디크(Kundyk)라 하였다. 젊은 기혼여

성은 앞자락과 머리 넣는 구멍주위를 진주와 구슬,

색실 자수로 꾸미고, 이마와 머리 위에 은사슬과 깃

털을 꽂은 키메세크 <Fig. 23>를 착용하여 머리, 가

슴, 등을 가렸다. 반면 노년부인의 키메세크 <Fig.

25>는 앞자락에만 간단한 자수가 놓여있거나 장식이

없는 것도 있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쓰개 장식이

간소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년부인이 착용하는

쿤디크 <Fig. 24>는 키메세크와는 달리 앞자락이 없

으며, 머리 위에 둥근 틀을 얹고 그 위에 흰 천을 씌

워 뒤로 늘어뜨렸다.

키르기스족은 엘레체크(Elechek)와 레키(Ileki)가

대표적이다. 엘레체크는 젊은 기혼여성과 중․노년층

의 부인 모두가 얼굴만 내놓은 채 머리, 가슴, 목 등

을 가려 착용하였다. 젊은 기혼여성 <Fig. 26>은 자

수가 놓인 천을 이마위에 둘러 덧대고, 앞자락은 보

석과 구슬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중년 이후

의 부인들은 흰색의 긴 천을 머리 위로 둘둘 감아올

려 착용하였다. 엘레체크 <Fig. 27>는 감아올린 천의

형태가 왕관을 쓴 것처럼 보일 정도로 두껍고 크며,

겹겹이 감은 천의 길이는 부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최대 20~30m까지 긴 천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레키

<Fig. 28>는 또 다른 중․노년층 부인의 쓰개로 엘레

체크와는 달리 머리만을 가려 착용하였으며, 머리카

락을 보이지 않게 감싸고 남은 천을 사용하여 머리

위로 똬리처럼 감아올렸다.

우즈베크족의 두건형 쓰개는 기혼여성들의 채색두

D

i

a

g

r

a

m

<Fig. 21> Square piece garment hood

(karakalpak, n.d.-a)

<Fig. 22> Hood triangle

(karakalpak, n.d.-b)

<Hood Type>

making

method

Use a piece of cloth and sewing section or Bundling laid without sewing

Using two or more overlapping cloth

<Table 5> Pattern of Hoo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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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dress

<Fig. 23> Kiymeshek

(Shanghai academy comedy

Chinese people balsik Editional

board. (Ed.), 1999, p. 93)

<Fig. 24> Kundyk

(Album, 1996, p. 121)

<Fig. 25> Kiymeshek

(Song, 1985, p. 56)

Wearer Young married woman A middle-aged woman An old-age woman

Use Role covering head & body part(neck, chest, back)

Head-

dress

<Fig. 26> Elechek

(Shanghai academy comedy

Chinese people balsik Editional

board. (Ed.), 1999, p. 97)

<Fig. 27> Elechek

(Shanghai academy comedy

Chinese people balsik Editional

board. (Ed.), 1999, p. 97)

<Fig. 28> Ileki

(karakalpak, n.d.-c)

Wearer Young married woman A middle-aged & old age woman

Use Role covering head & body part(neck, chest, back)

Head-

dress

<Fig. 29> Coloring hood

(Kim, S. K., 2008, p. 227)

<Fig. 30> Rumol+hood

(Frances, K., 1994, p. 118)

<Fig. 31> Lyachek

(karakalpak, n.d.-d)

Wearer Married woman An old-age woman

Use Go out, role covering the head- Symbol of Muslim

Head-

dress
<Fig. 32>

Skull cap+hood+ornament

(Shanghai academy comedy

Chinese people balsik Editional

board. (Ed.), 1999, p. 105)

<Fig. 33>

Skull cap+hood

(Shanghai academy comedy

Chinese people balsik Editional

board. (Ed.), 1999, p. 104)

<Fig. 34>

Skull cap+hood

(Jeong, H. R,, 2008, p. 173)

Wearer Girl, young woman Married woman An old-age woman

Use Mark social position(age), go out

<Table 6> Hood Type He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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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노년부인의 라체크, 루몰이 있다. 채색두건

<Fig. 29>은 다양한 크기와 문양, 색상의 두건을 간

단하게 머리에 둘러 묶어 사용하였다. 흰색의 천으로

얼굴을 제외한 가슴 앞, 등 뒤를 가린 노년부인이 착

용하던 라체크(Lyachek) <Fig. 31>는 카자흐족 노년

부인의 키메세크와 비슷하다. 라체크 외에도 정사각

형이나 직사각형의 긴 천을 사용한 루몰(Rumol)

<Fig. 30>을 머리에 두르고 그 위에 두건을 덮고 양

옆과 뒤로 늘어뜨려 착용하기도 하였다. 루몰 위를

덮은 두건은 착용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점 크

기가 커졌으며, 늘어뜨린 길이에 따라 나이의 많고

적음도 구분할 수 있다.

타지크족은 네 민족 중 유일하게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머리쓰개로 두건을 사용하였다. 소녀와 젊은

여성은 노란색 <Fig. 32>, 신부와 기혼여성은 붉은색

<Fig. 33>, 중년이후의 부인들은 흰색 <Fig. 34>으로

색을 정하여 연령대와 결혼 유무를 구분할 수 있다

(Shin, 2009). 연령대별 두건은 스컬캡 위에 덮고 앞

또는 뒤로 묶어 여미는 방식으로 원통형 쓰개와 함

께 착용되었으며 이를 라체크(Lachek)라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카자흐․키르기스․우즈베크․타

지크족은 비슷한 형태의 쓰개가 민족별로 발달하였

으며, 이를 통하여 네 민족 쓰개의 특징과 착용자의

성별, 연령대 등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쓰

개는 착용자의 종교를 포함하여 결혼의 유무 등 상

대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징적인 역할도

하였다. 또한 쓰개의 착용만으로 소녀부터 결혼하는

신부, 중년부인, 노년부인까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

로 다양하게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 신장웨이얼자치구에 거주하는 무

슬림계 소수민족 카자흐․키르기스․우즈베크․타지

크족의 여성쓰개에 관한 고찰이다. 네 민족은 비슷한

기후대의 환경에서 생활하며 무슬림이라는 공통점을

배경으로 다양한 쓰개가 발달하였다. 여성쓰개는 기

본구성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신장

자치구의 무슬림 형성배경과 착용 동기를 통하여 네

민족 쓰개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원통형과 두건형은 자연환경과 기후의 영향으로

발달하였으나 이후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아 두 가지

요인이 융합되어 나타났으며, 원뿔형은 유목민의 오

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발달하였다. 이

러한 세 가지 형태는 자연환경과 기후의 영향으로부

터 신체보호와 종교적 계율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였

으며, 꾸미고자 하는 장식적 욕구까지 더해진 네 민

족의 대표적 쓰개라 할 수 있다.

네 민족은 쓰개장식을 통하여 민족별 쓰개의 특징

을 표현하였다. 카자흐족과 키르기스족은 모피와 깃

털의 사용이 서로 유사하지만 두건형 쓰개의 착용방

법과 종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쓰

개는 이동이 잦은 유목생활 중 민족 간의 구분을 위

한 정체성 표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Seong, 2013). 또한 축제나 결혼식 등의 행사 때에

착용하던 원뿔형 쓰개가 전통유목민족인 카자흐족과

키르기스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민족은 16세기 무렵 이슬람화 되었으나, 전통적인 유

목민족으로 다른 이슬람 민족에 비하여 종교적인 영

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고 기존의 민속의식과 함께

융화된 쓰개양식을 보이고 있다(Shim, 2006). 우즈베

크족은 쓰개 착용을 통하여 무슬림임을 표시하고, 장

식을 통하여 기혼여성임을 표시하여 신분상징의 역

할을 하였다. 타지크족은 두 가지 형태의 쓰개를 함

께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기후의 특징

으로 인하여 생겨난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네 민족은 무슬림 여성을 대표하는 폐면용인 두건형

쓰개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착용되었으나, 다양한

장식으로 꾸며 화려하면서도 소수민족 자신들만의

특징이 더해진 변형, 발달된 쓰개를 착용하였다. 또

한 착용방법으로는 일반 무슬림 여성들의 폐쇄적 방

식이 아닌, 유목민의 특성에 따라 얼굴을 가리지 않

고 머리와 신체 일부만을 가려 착용하여 개방적인

쓰개의 착용모습을 보여주고 있다(Patrica, 2009).

신장자치구의 소수민족인 카자흐․키르기스․우즈

베크․타지크족의 이슬람교는 기존의 유목민족 전통

과 융합된 지역적 특색이 담긴 독특한 형태로 성장

하였다(Park, 2010). 여성쓰개는 그 중에서도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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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계율에 의한 영향과 유목민의 특성이 더해져

다양한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신장자치구 무슬림계 소수

민족인 네 민족 여성쓰개는 다른 이슬람국가에서 무

슬림들이 사용하던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자신들만

의 생활방식과 소수민족의 특성이 함께 융합되어 쓰

개양식에 나타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추후, 중국의 신장자치구 소수민족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민족복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민족별 쓰개의

특징과 연관된 복식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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