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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to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between religious 

costumes and Kazakh and Tajik minority women’s costumes in the Chinese 

northwestern minority population that believes in both Islam and Shamanism.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investigating the forms, colors, and patterns of 

240 representative costume pieces and making quantitative comparisons 

between religious and traditional costum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azakh 

and Tajik costumes were similarly formed, both intended to cover the human 

body. Both the Islamic and traditional headdresses were also similarly shaped. In 

terms of color, black, white, green, and blue were found frequently in the 

Islamic religious costumes, as were red and yellow. Red, white, and brown, 

ascribed to the colors of shamanism, signifying incantations, were also frequent, 

indicating that this was engrained in their lives. A review of the traditional 

costumes revealed the patterns of Islam. Plants, geometry, abstraction, and 

letter patterns were dominant, whereas the meaning of the Islamic patterns, 

rebirth, sun, life, and hope, influenced the traditional costume patterns. 

Patterns associated with incantations, like the animal horns shown in the 

shamanism religious costumes, were persistently observed even after the people 

were converted to Islam. This study on the similarities between religious and 

traditional costumes in the Chinese minority might help us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religious and traditional costumes and elucidate the 

cultural costume trans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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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중국에서 하자크족과 타지크족이 생활하고 있는 서부지역은 

상업적 교통의 요충인 실크로드 가 지나가는 길목(silk road)

에 위치하여 서양문화의 빠른 유입과 더불어 이슬람교 라마, 

교 등의 외래 종교에 노출되기 쉬운 지리적 입지이다(Xu & 

이러한 종교적 영향이 중국 서북지역 소수민족Bae, 2017). 

의 문화와 복식에 독특한 양식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로써 중국 소수민족은 화려한 의복과 더불어 쓰개 팔찌, , , 

요대 신발 등을 포함하는 장신구를 중요시하였는데( ), 腰带
이 중에서도 특히 서북지역 소수민족은 문예(Dai, 1994), 

가 발달된 민족으로 동 서양 스타일이 혼합된 복식이 ( ) , ·文藝
돋보인다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이 착용하는 민속복식이 .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들 복식에는 중국 전통. 

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요소가 다수 잔존해있어 이

들의 여성복식은 전통적 예술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상징의  

한 부분으로도 강조되고 있다.

중국 서북지역 소수민족의 민속복식은 미우미우  (Miuccia 

Prada 알렉산더 맥퀸, 1950 ), (Alexander McQueen, 1969∼

존 갈리아노 베로니카 에2010), (John Galliano, 1960 ), ∼ ∼

트로 비비안 웨스트우드(Veronica Etro, 1974 ), (Vivienne ∼

등과 같은 현대패션 디자이너들에게 디Westwood, 1941 ) ∼

자인의 영감을 주어서 현대패션에 새롭게 응용되는 등 새로

운 시각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그 한 예로 미우미우는 . 2015 

컬렉션에서 하자크족 여성 민속복식의 이미지를 응용F/W 

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중국 소수민. 

족 복식은 과거의 전통복식문화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고 더 

나아가 현대패션 디자인의 영감을 제공하는데 일조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중국 동북 서북  ·

지역의 소수민족에 한정하여 그들의 의복과 장신구에 따른 

민족 특성을 분석한 연구 중국 윈난성 개 (Park, 1995a), 7

소수민족 남녀 장신구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Cho, 2015), 

중국 신장자치구 무슬림계 소수민족의 여성 쓰개를 형태별

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착용동기를 고찰한 연구(Kang & 

가 있다 또한 중국 귀주성 소수민족 복식의 유Cho, 2015) . 

형과 장식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Boo, 2003; Kim & 

중국 일부 서북지역의 소수민족 남녀의 의복Hong, 1998), , 

두식 신발 귀걸이 목걸이 팔찌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 , , , 

(Han & Cho, 1997; Kwon, 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1995) . 

구들은 대부분 소수민족 의복이나 장신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나 소수민족별 혹은 지역별 복식의 특성을 비교 분석·

하고 있지만 종교가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중국 서북지, 

역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복식과 종교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 제기된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자크족과 타지크족은 샤머니즘과   

이슬람교를 동시에 신봉하여 일상생활에서 종교적 의존도가 

높다 이 두 종족의 이러한 특징은 여성 복식에 잘 나타나. 

고 있는데 종교적인 형태 색채 문양 등에서 관찰되고 있, ,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서북지역 소수민족 여성 민속복. 

식과 종교복식의 유사성을 형태 색채 문양 측면에서 분석, , 

함으로써 서북지역 소수민족의 복식과 종교의 관련성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특한 전통복, 

식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  . 

구는 국내 외 중국 소수민족 종교사 및 복식사 관련 서적과 ·

학위논문 학술지 등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사, . 

례연구는 여성 의복과 장신구인 쓰개 요대 신발을 각 점, , 30

씩 총 점 선정하여 종교복식과의 유사성을 분석하였다240 . 

연구의 자료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16 3 2 2017 8 21

중국민족박물관 수도박물관 상하( ), ( ), 民族博物館 首都博物館
이박물관 신장웨이우얼자치구박물관( ), (上海博物館 新疆維吾

의 소수민족 복식을 연구자가 직접 촬영하여 자)爾族博物館
료로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의류. 

학 전공 박사 인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평가단의 객관적 5

검증을 거쳐 총 점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형태 색채 문240 , , , 

양으로 분류한 후 종교복식과의 유사성을 정성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론적�배경.�Ⅱ

중국�서북지역의�지리적문화적�특징1.� ․

중국 서북지역은 중국 면적의 약 에 분포되어 있고 전30%

체인구의 약 정도를 차지하는데7.3% (“Chinese northwestern,” 

하자크스탄 커얼커즈스탄 타지크스탄 우즈베크스탄 2017), , , , 

등 여러 국가의 접경에 위치한 해발이 높은 고원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동서양 무역로와 문화의 통로인 (Jeong, 2008).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었다 또한 이슬람(Shi, 2016). 

교를 위시한 여러 종교를 신봉하는 중앙아시아 및 서역의 

상인들이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서북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토착민과 결혼하게 되자 이들의 외래문화가 현지문화, 

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 결과 서북지역의 독특한 외래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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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화의 혼합문화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혼(Jeong, 2008). 

합문화의 결과물은 언어에도 나타난다 한 예로써 지방에 . , 

거주하는 하자크족 사람들은 하자크어 를 사용하( )哈薩克語
지만 도시 거주민들은 고유의 하자크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

도 혼용하여 사용하는데(Tabata, Kanamaru, Shinmen, 

Majjeuoka, Sui, & Daniels, 2006) 이 점 역시 하자크족과 , 

타지크족의 문화에 중국문화가 섞인 혼합문화의 한 형태라

고 볼 수 있다.

중국 서북지역에 분포된 개 소수민족 중 이슬람교와 샤  14

머니즘을 동시에 신봉하는 종교의식이 강한 하자크족과 타

지크족은 토종 소수민족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소수민족

으로 북쪽에 위치한 건조하고 한랭한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생활하고 있( )新疆維吾爾族自治區
다 이러한 지리적(“Minorities in Xinjiang Uygur,” 2019). ․
기후적 요인으로 서북지역은 목축이 경제활동의 주를 이루

었고 의생활에 있어서 보온과 방한이 중요하였으므로 면이, 

나 가죽으로 제작된 신체를 감싸는 복식을 착용하여 외부의 

찬 공기로부터 몸을 보호하였다(Duan, 2004).  

중국�서북지역의�주요�종교와�종교복식2.�

이슬람교와 종교복식1) 

이슬람교는 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의 메카570 (Saudi Arabia)

에서 무함마드 에 의해 창시된 종교이(Mecca) (Muhammad)

고 현재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Kim, 2009), , , , 

남아시아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약 억 명의 신도를 가15.7

지고 있다 이슬람 이라는 용어는 순종(“Islam,” 2018). (Islam)

과 평화를 뜻하며 인간이 유일신인 알라에게 절대적으로 , 

복종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신의 (Jeong, 2002). 

계시를 아랍어로 기록한 코란을 경전으로 하는데(Kim, 

코란은 성별과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는 인간 평등2004), 

사상을 설파하고 있다 또한 여(Park, 2006; Weiss, 2007) . 

성들은 코란에 기록된 복식규정에 따라 신체를 감싸는 폐쇄

적인 형태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Kim, 1971; Seo, 2013).

이슬람교가 중국으로 전파된 과정을 살펴보면 당 왕조  , 

때부터 송 왕조 까지 아랍과 페르시(618-907) (960-1279)

아 중앙아시아의 외교원과 상인들이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 

중국으로 와서 서북지역에 거류하였고 이후 다수의 상인들, 

이 중국의 현지인과 결혼하여 중국에 정착하면서 이슬람교

가 본격적으로 중국 서북지역에 전파되었다(Han, 2001; 

세기에 이르러 몽골제국 칭기Jeong, 2007; Park, 2006). 13

스칸 의 서역원정으로 인하여 (Chingiz Khan, 1162 1227)∼

중앙아시아 다수의 이슬람교도가 몽골의 군대에 의해 중국

의 신장웨이우얼자치구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들이 무역과 , 

관직에 종사하면서 현지 한족 여성과 혼인을 통해 정착하자 

이슬람교와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The nationalities introduced into China,” 2017). 

과정을 거쳐 세기 무렵 이슬람교는 중국 서북지역 전역에 16

전파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 전파된 이슬람교(Jeong, 2008). 

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전통문화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독

특한 종교문화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의 이

슬람교와 다른 중국만의 독특한 종교문화를 형성하게 되었

다(Park, 2006).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승려 혹은 성직자  ( ) 聖職者
계급이 없고 신 앞에서 모두 평등한 종교지도자 울마라, 

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종교지도자들이 착(Ulama) . 

용하는 종교복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아닌 

지역 특유의 민속복식으로 형성되었고 크게 의(Lee, 1986), 

복 쓰개 요대 신발로 분류될 수 있다, , , . 

이슬람교 의복의 경우 인도 혹은 아랍에서 착용하는 쥬바  

는 남녀가 평상시에 모두 착용하는 의복으로(Jabbah) (Jeong, 

에 제시된 것처럼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2011), Figure 1

는 원피스 위에 폭이 넓고 긴 카프탄 형의 겉옷이다(kaftan) . 

또한 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이란 서북지역 여성들이 Figure 2

착용하는 긴 원피스 위에 카프탄형의 겉옷을 착용한 사례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지순례 시 착용하는 이. 

호람 은 과 같이 봉제선이 없는 백색(Ihram) Figure 3 ( )白色
의 드레이퍼리형 의복이고 백색 바탕에 줄무늬가 장식되어 , 

있다.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쓰개는 착용 시 형태에 따라 의복  

형 드레이퍼리형 혼합형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의복형, , . 

에는 에 제시된 하이크 와 차도르Figure 4, 5 (Haik) (Chador)

가 있고 드레이퍼리형에는 에 제시된 터번, Figure 1, 6, 7

(turban 와 히잡 니캅 이 있으며 혼합형에는 ) (hijab), (niqab) , 

에 제시된 부르카 가 있다Figure 8 (burqa) (Kim, Kim, & 

의복형 쓰개는 얼굴만 제외하고 Han, 2012; Seo, 2013). 

몸을 완전히 감싸는 폐쇄적인 구조이고 드레이퍼리형 쓰개, 

는 얼굴 혹은 눈을 덮는 어깨길이의 형태이다 혼합형 쓰개. 

는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드레이퍼리형 쓰개에 원통

형 쓰개가 연결되어 얼굴을 가리고 망사로 눈을 덮는 구성, 

이다.

또한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요대는 과 같이 줄무  Figure 1

늬가 반복되어 직조된 수평형의 커머번드 로  (cummerb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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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Jabbah

(Fashion Specialty 

Dictionary, 2008, 

p.1058)

Figure� 2.
Women’s� Clothing� of�
the�Western� Iran
(Anawalt, 2009,

p.71) 

Figure� 3.
Ihram

(Anawalt,

2009, p.53)

Figure� 4.
Haik

(Fashion Specialty 

Dictionary, 2008,

p.1488)

Figure� 5.
Chador

(https://ko.wikipe- 

dia.org)

폭이 넓은 의복의 앞자락을 고정하고 있다 이슬람교 종교 . 

신발은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덧신 장화형으로 추운 Figure 9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추위를 막기 위해 제작되었

는데 장화형 신발 위에 앞코가 올라가 있으며 굽이 달려 , 

있는 덧신을 착용한 예를 보여준다 이 외에 에 제. Figure 1

시된 신목이 없는 신발은 앞코가 올라간 형태에 바닥이 구

부러져 있는 신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색채는 주로 흑색 백색 녹색 청색  , , , 

이며 이슬람교에서 황색 은 희망을 소멸시키는 ( ) , ( )青色 黃色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문(Lee, 1986). 

양은 아라베스크문양과 카네이션 수선화 튤립 석류꽃 다, , , , 

알리아 로터스 팔메트 로제트(dahlia), (lotus), (palmette), 

등의 꽃문양과 아칸서스 등의 나뭇잎문(rosette) (acanthus) 

양을 포함한 식물문 팔각형 삼각형 다각형 별 줄무늬 격, , , , , , 

자 지그재그 모자이크 등의 기하문 아랍 문자문 추상문이 , , , , 

사용된다(Chin, 2014; Kim, 2004).

샤머니즘과 종교복식2) 

샤머니즘은 다양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인류 최초의 종교로, 

시베리아 통구스어인 샤만 에서 용어가 유래하였다(shaman)

(Sasaki, 1999) 다른 종교와 달리 구체적인 교파 와 . ( )教派
교리 경전이 없고 동물과 자연 및 조, (“Shamanism,” 2019), 

상에 대한 숭배는 종교철학을 바탕으로 각 민족의 장식을 

특징짓는 요소가 되었다 주로 기후 및 환경이 (Jeong, 2007). 

열악한 지역에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샤머니즘에 의

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아시아 북아시아(Kim, 2002), , , 

동남아시아 남북아메리카 등에 널리 퍼져 있다, (Jeong, 

제사장인 샤만은 망아 혹은 탈아 의 상태2002). ( ) ( )忘我 脫我
에서 신령과의 교섭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재난을 피하

고 인생의 길흉 및 운명을 점치는 원초(Hong, 2004), ( ) 吉凶
적인 기원방식을 행한다 이러한 점복 의 (Cho, 1962). ( )占卜
특징은 물상 과 조상 을 모시고 이를 위해 특별( ) ( ) , 物象 兆象
히 제작한 점복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점복 도구는 .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짐승의 뼈 이빨 뿔 발톱, , , , 

나무와 자연현상인 구름 별 산 월 바람 등이 주, , ( ), ( ), 山 月
로 사용된다(Hong, 2004).

중국의 경우 척박한 기후조건을 가진 중국 동북내몽골지  ․
역과 일부 서북지역에서 샤머니즘을 주로 신봉하는 것은 이

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후대에 갈수록 봉건제도가 빠른 . 

속도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중국 북방 소수민족은 샤머니즘

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외래 종, 

교와 병행하여 종교를 신봉하게 되었다(“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istic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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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ijab

(https://ko.wikipedia.org)

Figure� 7.
Niqab

(https://ko.wikipe-dia.org)

Figure� 8.
Burqa

(https://en.wikipedia.org)

Figure� 9.
Samarkand� Boots

(Anawalt, 2009, p.149)
  

Figure� 10.
� Tungus� Shaman�

Costume
(http://sucai.redocn.com)

Figure� 11.
Shaman� Costume

� in� Evenk
(Shaman, 2011, p.51)

Figure� 12.
Shaman� costume� in�

Enets
(Michael, 1963, p.128)

Figure� 13.
Shaman� Costume� in�

Manchu
(http://www.amgx.org)

Figure� 14.
Shaman� Headdress� in�

Enets
(Shaman, 2011, p.119)

샤먼의 종교복식을 살펴보면 크게 시베리아와 동북아시아의 , 

복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Han, 2012; Wang & Bae, 

시베리아의 대표적인 샤머니즘 복식은 퉁구스1988). 

족 에벤크 족 에넷츠 족 만족(Tungus) , (Evenk) , (Enets) , ( , 滿族
의 샤머니즘 복식에 남아있다 먼저 Manchu) (Park, 1995b). 

의복의 경우 퉁구스족의 샤머니즘 의복은 과 같이 , Figure 10

옷깃이 없고 대칭 여밈으로 되어 있는 튜닉형인데 여러 줄, 

의 털실이 술처럼 장식되어 있다 에벤크족의 샤머니즘 의복. 

은 처럼 긴소매가 달린 뒤여밈 형태의 진한 갈색 Figure 11

튜닉에 방울 금속 장식이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다 에넷츠, . 

족의 샤머니즘 의복은 사슴가죽으로 제작되었고(Henry, 

에서 보듯이 원피스형 튜닉 형태이다 또 1972), Figure 12 . 

한 만족의 샤머니즘 의복은 과 같이 옷깃이 없고Figure 13

맞여밈으로 되어 있는 백색 상의와 발목길이의 긴 치마로 

구성되었으며 소매의 솔기에 술이 장식되었으며 치마에 독, , 

수리 물고기문양의 구리 장식이 줄로 꿰어 아래로 길게 늘, 

어뜨린 예를 보여준다.

샤먼 종교복식의 쓰개를 살펴보면 퉁구스족의 원통형 쓰  , 

개는 에 제시된 것처럼 의복과 같은 털실로 제작Figure 10

된 술 장식이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에 제시. Figure 11

된 에벤크족의 쓰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에넷츠족의 원통. 

형 쓰개는 처럼 갈색 바탕에 가장자리에 구리 금Figure 14

속 장식과 가죽 술 장식이 있으며 양옆에 모피가 달려 있, 

다 이 밖에 만족의 쓰개는 에서 볼 수 있듯이 적. Figure 13

색 가죽으로 제작된 원뿔형인데 정수리에는 독수리문양의 , 

금속 여러 줄의 작은 진주가 가장자리에 마치 술처럼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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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haman� Costume

in�Mongolia
(Anawalt, 2009, p.128)

Figure� 16.
Shaman� Costume�

in�Mongolia
(Anawalt, 2009, p.129)

Figure� 17.
Shaman� Headdress� in�

Mongolia
(Shaman, 2011, p.119)

Figure� 18.
Shaman� Shoes�
in� Mongolia

(National Museum of 

Mongolia- Writer Photo)

되었다 의복이 튜닉형태의 여유 있는 실루엣이므로 요대는 .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발은 에 제. Figure 11

시된 바와 같이 굽이 없이 앞코가 평평하며 신목이 있는 장

화형태의 신발이 착용된 예를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샤먼복식은 몽골 샤먼복식으로  , 

에 제시된 것처럼 사슴가죽으로 제작된 갈색의 튜Figure 15

닉인데 앞면에 해골문양의 철제판과 땅을 상징하는 원형의 , 

구리판이 장식되었고 뒷면에 장식된 긴 옷감은 사후 극락세, 

계로 여행하는 내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한 . Figure 

에 제시된 몽골 샤먼의복 역시 뒤여임 형태의 적색 튜닉16

이고 열쇠고리문양의 금속판과 화살 등이 장식되어 있다, . 

여기에 열쇠고리문양의 금속판은 영혼과의 교섭을 의미한다

(Anawalt, 2009).

쓰개의 경우 에서 보듯이 끝이 뾰족한 원뿔형  , Figure 17

으로 정수리에는 사슴뿔 문양의 금속 장식이 사용되었고 요, 

대는 착용하지 않았다 신발은 과 같이 진한 갈색 . Figure 18

가죽으로 제작된 장화형으로 앞코와 바닥이 평평하고 굽이 , 

없으며 술이 장식되어 있다 샤먼복식의 색채는 주로 백색. , 

적색 갈색이고 문양은 사슴뿔 산양뿔 물고기 독수리 등, , , , , 

을 포함한 동물문과 화 태양 등의 자연문이 주로 사용( ), 火
되었다(Um, 2017; Yu & Zhang, 2016).

하자크족과�타지크족�여성�복식.�Ш

본 장에서는 하자크족과 타지크족의 대표적인 여성 의복  

과 쓰개 요대 신발을 유형별로 각 점씩 총 점을 선, , 30 , 240

정하여 형태 색채 문양을 중심으로 사진자료를 분석하였다, , . 

의복의 분류기준은 포 를 포함한 원피스형과 상하의형으( )袍 ․
로 분류하였다 쓰개는 착용 시 형태를 (Cho, & Kim, 1992). 

기준으로 원통형 원뿔형 드레이퍼리형 혼합형으로 분류하, , 

였다 요대(Hong, 1986; Kang & Cho, 2015; Kim, 2002). 

의 형태는 수평형과 수직형 허리선에서 아래로 늘어지는 비(

율이 이상인 경우 에이프런형과 혼합형으로 분류하였1:3 ), 

고 신발은 신목이 없는 일반형과 신목이 (Xu & Bae, 2016), 

있는 장화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복식(Xu & Bae, 2015). 

의 색채 분류기준은 전체 면적의 이상을 차지하는 주50% 

요색을 중심으로 보았고 여기에 유사한 비율로 여러 색채가 , 

섞여 있는 경우는 다색 멀티 으로 분류하였다 문양은 무문( ) . 

과 유문으로 구분하고 유문은 단문 인 식물문 기하문, ( ) , , 單紋
동물문 자연문 추상문과 복합문으로 분류하였다, , (Jin, 

2009).

하자크족1.�

의복1) 

하자크족 여성의 의복은 점 모두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원30

피스 위에 겉옷이 착용된 구성인데 이는 여러 벌을 덧입는 , 

이슬람교 종교 의복의 레이어드 구성과 형태적으로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한랭한 고지대에 위치하기 때. 

문에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 긴 원피스와 바지가 주로 착용

된 것으로 보이며 원피스의 길이에 따라 안에 겹쳐 착용한 , 

바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은 자색. Figure 19, 20 (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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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One-Piece� Dress�

in� Kazakh
(Xinjiang Uighur Region 

Museum - Writer Photo)

Figure� 20.
Detail� of� One-Piece� Dress�

in� Kazakh
(Xinjiang Uighur Region 

Museum - Writer Photo)

Figure� 21.
One-Piece� Dress�

in� Kazakh
(Xinjiang Uighur Region 

Museum - Writer Photo)

Figure� 22.
Detail� of� One-Piece� Dress�

in� Kazakh
(Xinjiang Uighur Region 

Museum - Writer Photo)

의 긴 셔츠에 줄무늬 장식이 있고 이 안에 착용한 로터) , 色
스와 수선화문양이 자수 장식된 원피스인데 이는 이슬람교 , 

종교복식의 형태와 문양의 사용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이슬람교에서 로터스문양은 비옥과 재생 수선화문양은 청정, 

한 마음을 상징한다 은 티어드 스커(Jeong, 2011). Figure 21

트 의 적색 원피스 위에 자색 조끼를 겹쳐 착용(tiered skirt)

한 형태이고 는 이의 세부 사진으로 원피스와 조, Figure 22 , 

끼에 이슬람교 종교복식에 사용된 로터스문양과 샤머니즘 

종교복식에 나타난 산양뿔문양 하자크족의 부엉이문양이 동, 

시에 자수 장식되어 있다 즉 이들의 주요 종교인 이슬람교. , 

와 샤머니즘의 종교복식 요소가 동시에 민속복식에 사용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복의  색채는 적색계열 점 백색 점 15 (50.0%), 5 (16.7%), 

녹색계열 점 청색계열 점 황색계열 점4 (13.3%), 2 (6.7%), 2

흑색 점 자색계열 점 순으로 나타(6.7%), 1 (3.3%), 1 (3.3%) 

났다 민속복식에 사용된 이러한 색채 사용을 그들의 종교색. 

으로 구분해 보면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주요색인 백색과 흑, 

색 녹색 청색은 샤머니즘 종교복식의 주요색인 백, , 40.0%, 

색과 적색은 로 나타났다66.7% .

문양은 식물문 꽃문양 당초문양 나뭇잎문양 점  ( , , ) 19

동물문 사슴뿔문양 부엉이문양 산양뿔문양 점(63.3%), ( , , ) 5

복합문 식물문 기하문 동물문 점 무문 (16.7%), ( / / ) 3 (10.0%), 3

점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식물문 점 중 (10.0%) . 19 (63.3%) 

중국인이 선호하는 모란과 매화 당초문양이 점, 13 (43.3%), 

이슬람교 종교복식에 나타난 로터스 수선화 로제트 아칸, , , 

서스문양이 점 으로 나타났다 동물문 점6 (20.0%) . 5 (16.7%)

중 샤머니즘의 사슴뿔과 산양뿔문양이 점 으로 나타4 (13.3%)

났고 하자크족이 선호하는 부엉이문양이 점 으로 나, 1 (3.3%)

타났다 복합문은 총 점 인데 이 복합문에는 로터스. 3 (10.0%) , 

와 수선화 줄무늬 지그재그 부엉이 산양뿔문양이 복합적, , , , 

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들의 종교적 의미를 가진 문양으로 . 

구분해 보면 이슬람교 종교복식에 사용된 식물문과 기하문, 

이 샤머니즘 종교복식에 사용된 동물문이 33.4%, 16.6%, 

복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로 민속복식에 사용된 것10.0%

으로 나타났다 색채와 문양에서도 이들의 주요 종교인 이슬. 

람교와 샤머니즘의 종교복식 요소가 민속복식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신구2) 

하자크족 여성의 장신구에서 쓰개는 혼합형 점11 (36.7%), 

원뿔형 점 원통형 점 드레이퍼리형 점7 (23.3%), 6 (20.0%), 6

순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원뿔형과 드레이(20.0%) . 

퍼리형의 혼합형 쓰개는 점 으로 나타났으며8 (26.7%) , Figure 

은 사슴뿔문양이 쓰개 중앙에 장식되어 있고 그 위에 적23 , 

색 베일이 길게 늘어진 형태이다 원통형과 드레이퍼리형의 . 

혼합형 쓰개는 점 으로 처럼 얼굴을 제외3 (10.0%) , Figure 24

한 두발 귀 목을 모두 감싸는 폐쇄적인 백색 드레이퍼리형 , , 

쓰개에 원통형 쓰개가 연결되어 있는 구성이고 백색 바탕에 , 

산양뿔문양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다룬 샤머니즘 종, 

교복식에 나타난 문양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Figure 25

는 한 장의 천을 머리와 목에 두르고 그 위에 다른 한 장의 

천을 겹쳐 착용한 이중 드레이퍼리형 쓰개로 이슬람교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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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ombined-Type� Headdress�

in� Kazakh
(Xinjiang Uyghur Culture 

Exchange Association, 2006,

p.88)

Figure� 24.
Combined-Type� Headdress�

in� Kazakh
(Xinjiang Uyghur Culture 

Exchange Association,

2006, p.90)

Figure� 25.
Drapery-Type� Headdress�

in� Kazakh
(Dai, 1994, p.198)

Figure� 26.
Cylinder-Type� Headdress�

in� Kazakh
(Wei, 2013, p.163)

복식의 줄무늬 격자문양이 자수 장식되어 있다 또한 , . 

은 염색된 가죽으로 제작된 원뿔형 쓰개인데 이는 Figure 26 , 

샤머니즘 종교복식에 나타난 끝이 뾰족한 원뿔형 쓰개와 유

사하게 정수리에 깃털이 장식되었고 가장자리에는 모피가 , 

장식되어 있는 예를 보여준다 은 폭이 넓고 평평. Figure 27

한 원통형 쓰개인데 모자에 당초문양과 비즈가 장식되어 있, 

다.

하자크족 여성의 요대는 수평형 점 과 혼합형   25 (83.3%) 5

점 으로 나타났다 의 흑색 요대는 폭이 넓(16.7%) . Figure 28

은 수평형으로 백색 당초문양이 자수 장식되어 있고 이는 , 

앞서 다룬 에 제시된 이슬람교의 커머번드와 유사Figure 1

한 형태이다 수평형과 수직형의 혼합형인 요대는 . Figure 29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평부분에 추상문양이 장식되어 있으

며 술장식이 허리부터 무릎까지 길게 늘어진 구조이다, .

하자크족 여성의 신발은 점 모두 장화형으로 나타났다  30 . 

에 제시된 것처럼 앞코가 약간 올라가 있고 굽이 Figure 30

있으며 갈색 바탕에 이슬람교 종교복식에 사용된 로터스문, 

양과 샤머니즘 종교복식의 독수리문양이 동시에 장식되어 

있다.

이상에서 장신구의 색채는 적색계열 점 백색   36 (40.0%), 

점 흑색 점 청색계열 점 갈색22 (24.4%), 20 (22.2%), 7 (7.8%), 

계열 점 녹색계열 점 순서로 나타났다 색3 (3.3%), 2 (2.2%) . 

채는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색채가 샤머니즘 종교복56.6%, 

식의 색채가 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양은 식물67.7% . 

문 꽃문양 당초문양 점 무문 점 동물( , ) 41 (45.6%), 22 (24.4%), 

문 산양뿔문양 사슴뿔문양 독수리문양 점 복합( , , ) 16 (17.8%), 

문 식물문 동물문 기하문 동물문 점 기하문 격자문( / , / ) 7 (7.8%), (

양 줄무늬 지그재그문양 점 추상문 점 순, , ) 3 (3.3%), 1 (1.1%) 

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물문 점 중 중국인이 선호. 41 (45.6%) 

하는 모란과 매화 당초문양이 점 이슬람교 종교, 27 (30.0%), 

복식의 로터스와 수선화 로제트문양이 점 이 있다, 14 (15.6%) . 

복합문은 총 점이며 복합문에는 로터스문양과 부엉이문양7 , , 

당초문양 산양뿔문양 지그재그문양 마름모문양 사슴뿔문, , , , 

양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문양에는 이슬람교 종교복식. 

에 사용된 문양이 샤머니즘 종교복식에 사용된 문양24.4%, 

이 의 빈도로 나타났다23.4% .

타지크족2.�

의복1) 

타지크족 여성의 의복은 점 모두 원피스 혹은 원피스에 30

겉옷을 겹쳐 착용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 중 원피스 위에 . 

코트 재킷 조끼 등의 겉옷을 겹쳐 착용한 경우가 점, , 24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에 제시된 것처럼 (80.0%) , Figure 31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레이어드 구성과 형태적 유사성을 보

이고 있다 은 황색 원피스 위에 적색 코트를 덧. Figure 31

입은 구성이며 소맷부리와 가장자리에 이슬람교 종교복식에 , 

사용된 지그재그문양이 자수 장식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구. 

조는 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녹색 원피스에 당Figure 32 , 

초문양과 더불어 샤머니즘 종교복식의 산양뿔문양과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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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Conical-Type� Headdress�

in� Kazakh
(Xinjiang Uyghur Culture 

Exchange Association, 2006,

p.119)

Figure� 28.
Horizontal-Type�Waistband

in� Kazakh
(Tang, 2005, 

p.227)

Figure� 29.
Kazakh�Girl� with� Folk� Costume,�
Combined-� Type�Waistband�

(http://,xj.cnr.cn)

Figure� 30.
Boots� of� the� Kazakh

(Shi, 2015, p.46)

Figure� 31.
Women’s� Dress� in� Tajik
(http://sucai.redocn.com)

Figure� 32.
Women’s� Dress� in� Tajik

(http://news.xinhuanet.com)

Figure� 33.
One-Piece� Dress� in� Tajik

(Tang, 2005, p.238)

Figure� 34.
One-Piece� Dress� in� Tajik
(Xinjiang Uighur Region 

Museum - Writer photo)

교 종교복식의 로제트문양이 동시에 자수 장식되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은 연한 황색 원피스 위에 적색 . Figure 33

조끼를 겹쳐 착용한 형태이며 적색 바탕에 이슬람교 종교복, 

식의 아칸서스문양의 아플리케 장식된 예를 보여준다. 

에 제시된 적색 원피스는 소맷부리와 밑단에 반짝Figure 34

이는 금속 시퀀이 장식되어 있고 옷깃에 샤머니즘 종교복식, 

에 사용된 화문양 의 아플리케가 장식되어 있다( ) .火紋樣

의복의 색채는 적색계열 점 황색계열 점  20 (66.7%), 4

녹색계열 점 갈색계열 점 자색계(13.3%), 2 (6.7%), 2 (6.7%), 

열 점 다색 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1 (3.3%), 1 (3.3%) . 

로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색채가 의 빈도로 낮게 나타6.7%

난 반면 샤머니즘 종교복식의 색채는 로 높은 빈도로 , 73.4%

타지크족 여성 민속복식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 

양은 기하문 지그재그문양 삼각형문양 마름모문양 점(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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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Tajik�Women’s� Headdress
(http://dp.pconline.com)

Figure� 36.
Tajik� Women’s� Headdress
(http://dp.pconline.com)

Figure� 37.
Apron-Type�Waistband� in� Tajik

(Tang, 2005, p.238)

Figure� 38.
Horizontal-Type�Waistband� in� Tajik

(Tang, 2005, p.232)

Figure� 39.
Boots� in� Tajik

(Xinjiang Uighur Region Museum - Writer photo)

식물문 꽃문양 나뭇잎문양 점 복합문 식(33.3%), ( , ) 8 (26.7%), (

물문 동물문 점 무문 점 자연문 화문양/ ) 6 (20.0%), 3 (10.0%), ( ) 

점 추상문 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물2 (6.7%), 1 (3.3%) . 

문 점 중 꽃문양인 로제트문양이 점 나뭇8 (26.7%) 4 (13.3%), 

잎문양인 아칸서스문양이 점 중국인이 선호하는 모2 (6.7%), 

란과 당초문양이 점 복합문은 총 점인데 여기에는 2 (6.7%), 6 , 

사슴뿔과 산양뿔 로제트 지그재그 모란 당초문양이 복합, , , , 

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양은 샤머니즘 종교복식의 사슴. 

뿔 산양뿔 태양 화문양을 합하여 의 빈도로 나타났, , , 23.4%

고 이슬람교의 지그재그와 삼각형 로제트 아칸서스문양을 , , , 

합하여 의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이는 의복의 색채는 60.0% . 

샤머니즘 종교복식 요소와 문양은 이슬람교 종교복식 요소, 

와 유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신구2) 

타지크족 여성의 장신구에서 쓰개는 혼합형 점 과22 (73.3%)

원통형 점 으로 나타났다 먼저 드레이퍼리형과 원8 (26.7%) . 

통형의 혼합형 쓰개에는 와 같이 이슬람교 종교복Figure 35

식에 사용된 로터스문양이 자수 장식되어 있는데 그 위에 

긴 베일을 늘어뜨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문. 

양은 에 제시된 원통형 쓰개에서도 찾아볼 수 있Figure 36

는데 이는 이슬람교 종교복식과 같은 로터스와 로제트문양, 

이 민속복식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타지크족 여성의 요대는 에이프런형 점 수평형   16 (53.3%), 

점 수직형 점 으로 나타났다 에 12 (40.0%), 2 (6.7%) . Figure 37

제시된 황색 에이프런형 요대에는 이슬람교 종교복식과 같

은 마름모 지그재그 로터스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 . Figure 

의 수평형 요대는 흑색바탕에 산양뿔문양이 아플리케 장38

식되어 있는데 이는 샤머니즘 종교복식에 나타난 문양과 ,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타지크족 여성의 신발은 점 모두 장화형으로 나타났는  30

데 와 같이 앞코가 올라간 구조이며 갈색 바탕에 , Figure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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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이 없는 신발의 예를 볼 수 있다.

장신구의 색채는 적색계열 점 흑색 점  37 (41.1%), 21

황색계열 점 백색 점 갈색계(23.3%), 13 (14.4%), 11 (12.2%), 

열 점 청색계열 점 자색계열 점 다4 (4.4%), 2 (2.2%), 1 (1.1%), 

색 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슬람교와 관련 있1 (1.1%) . 

는 색채의 사용은 샤머니즘과 관련 있는 색채의 사37.7%, 

용은 로 나타났다 문양에서 무문 점 식물57.7% . , 38 (42.2%), 

문 꽃문양 당초문양 점 기하문 줄무늬 다각형( , ) 26 (28.9%), ( , , 

지그재그문양 격자문양 점 복합문 식물문 동물, ) 11 (12.2%), ( /

문 기하문 점 추상문 점 동물문 산양뿔문/ ) 6 (6.7%), 5 (5.6%), (

양 사슴뿔문양 점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식물문 , ) 4 (4.4%) . 

점 중 이슬람교의 로터스 로제트문양이 점26 (28.9%) , 16

중국인이 선호하는 모란과 매화 당초문양이 점(17.8%), , 10

복합문은 총 점 인데 이 복합문에는 추상(11.1%), 6 (6.7%) , 

문양 로터스문양 로제트문양 마름모문양 사슴뿔문양 산양, , , , 

뿔문양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양에서는 이슬람교 . 

종교복식의 식물문 기하문 추상문이 샤머니즘 종교, , 41.2%, 

복식의 동물문이 로 여성 장신구에 사용된 것을 확인6.6%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복식과 종교복식의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과 같다Table 1 .

하자크족과�타지크족�여성�민속복식과�종교복식의�.�Ⅵ

유사성

본 장에서는 앞서 다룬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 민속복식

과 종교복식의 유사성을 형태 색채 문양 면에서 구체적으, , 

로 살펴보았다.

이슬람교적�유사성1.�

중국 서북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소수민족인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복식에는 주로 형태 색채 문양에, , 

서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복식의 특징이 높게 반영되어 있었

다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적 특징은 신체. 

를 드러내지 않고 몸을 가리는 폐쇄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열악한 자연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그

들의 경전인 코란에 나오는 신체 노출을 피하는 이슬람교 

종교문화 및 폐쇄적인 사회 풍조의 근저에 깔려있는 폐쇄성

적 규율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정숙한 옷차. 

림을 남성보다 더욱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일반 복식에도 이

러한 경향이 다수 나타났다.

형태적 유사성1)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 의복의 형태는 에 제시Figure 40

된 바와 같이 원피스 위에 겉옷 조끼 코트 재킷 을 겹쳐 ( , , )

착용한 경우가 하자크족 여성복식에는 벌 중 타30 100.0%, 

지크족 여성복식에는 벌 중 의 빈도로 나타났다30 80.0% . 

원피스만 착용한 경우는 타지크족 여성복식에서 로 20.0%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원피스 위에 겉옷 조끼 코트. ( , , 

재킷 셔츠 을 겹쳐 착용한 레이어드 형태가 평균 에 , ) 90.0%

달할 정도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폐쇄적인 형태의 의

복으로 몸을 가림으로써 신체를 은폐하는 이슬람교의 종교

적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 쓰개의 경우 총 개의 쓰개   , 60

중 과 같이 전체적으로 드레이퍼리형 원통Figure 41 36.2%, 

형 혼합형 원뿔형 순서로 나타났다33.8%, 18.4%, 11.6% . 

혼합형 중에는 드레이퍼리형이 포함되기 때문에 드레이퍼리

형 쓰개의 착용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쓰개의 형. 

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자크족 여성의 쓰개는 얼, 

굴만 제외한 신체 부위를 감싸는 드레이퍼리형과 혼합형이 

총 타지크족의 드레이퍼리형이 총 로 높게 나56.7%, 52.4%

타났다 이는 의복과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의 신체노출을 피. 

하는 종교문화를 반영한 폐쇄적인 드레이퍼리형 쓰개인 니

캅 및 히잡과 형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또한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 요대는 에서 볼   Figure 42

수 있듯이 복식의 폐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평형 요대가 

개 중 의 빈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평60 61.7% . 

형 요대는 의복 형태를 고정시키는 실용적인 목적과 더불어 

이슬람교 종교 의복에 착용된 요대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 신. 

발은 에서 보듯이 개의 신발이 모두 장화형Figure 43 60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복식과의 연관성 보다는 (100%) ,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체 보온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착

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색채와 문양의 유사성2)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슬람교 종교복식에 나타난 흑색 백색, , 

녹색 청색은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 복식에도 찾아볼 수 , 

있으며 총 , 벌의 의복과 개의 장신구 중 와 60 180 Figure 44

같이 무채색인 백색과 흑색 유채색인 녹색계열과 청색계열, 

은 하자크족 여성의 의복과 장신구 타지크족 여성의 장신구, 

에서 비교적 고른 비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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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azakh� and� Tajik� Women’s� Costume� and� Frequency� of� Religious� Costume

Nation Religious

Form Color Pattern

Garment
Accessory

Garment Accessory Garment Accessory
Headdress

Waist
band

Shoes

Kazakh

Islam

One-

piece 

dress

(one-

piece/

coat 100)

Combi

ned 

type

(36.7)

Combi

ned 

type

(36.7)

Horizon

tal 

type

(83.3)

Boot

(100

)

Red

(50.0)

Red

(40.0)

Botanical 

pattern

(Floral, leaf

 20.0)

Botanical 

pattern

(Floral 43.3)

Botanical 

pattern

(Floral 

15.6) 

Botanical 
pattern
(Floral, 
Tang 

dynasty 
flower 
design 
15.6)

White

(16.7)

White

(16.7)

White

(24.4)

White

(24.4)

Animal 
pattern
(13.3)

Animal 
pattern
(3.3)

Patternless

(24.4)

Cylinder

type

(23.3)

Combin

ed 

type

(16.7)

Nor

mal 

shap

e

(-)

Green

(13.3)

Black

(22.2)

Multi-pattern
(botanical 

pattern+geo
metric
pattern 
13.3)

Multi-patter

n

(animal 

pattern 

3.3)

Animal pattern

(17.8)

Blue

(6.7)

Blue

(7.8)

Patternless

(10.0)

Multi-patt
ern

(botanical 
pattern+g
eometric 

4.4) 

Multi-patt

ern

(animal 

pattern

 5.6) 

Shamanism

Two-

pieces

(-)

Conical

type

(20.0)

Apron 

type

(-)

-

Yellow

(6.7)

Brown

(3.3)
-

Geometric

pattern(3.3)

Black

(3.3)

Green

(2.2)
-

Abstract

pattern(1.1)

Drapery

type

(20.0)

Vertical 

type

(-)

-

Violet

(3.3)
- - -

- - - -

계 100
56.7

80.0
83.3

40.0

66.7

56.6

67.7

33.4

16.6

24.4

23.4

Tajik

Islam

One-
piece 
dress
(one-
piece/

coat80.0)

Combi

ned 

type

(73.3)

Combi

ned 

type

(73.3)

Apron 

type

(53.3) Boot

(100

)

Red

(66.7)

Red

(41.1)

Geometric pattern

(33.3)

Patternless

(42.2)

Yellow

(13.3)

Black

(23.3)

Botanical 
pattern

(Floral, leaf 
20.0)

Botanical 

pattern

(Floral 6.7)

Botanical 
pattern
(Floral 
17.8)

Botanical 
pattern
(Floral 
11.1)

One-
piece 
dress
(20.0)

Horizon
tal 

type
(40.0)

Green

(6.7)

Yellow

(14.4)

Multi-pattern

(botanical 

pattern 3.3) 

Multi-pattern
(animal 
pattern 
16.7)

Geometric pattern

(12.2)

Shamanism

Two-

pieces

(-)

Conical type

(26.7)

Nor

mal 

shap

e

(-)

Brown

(6.7)

White

(12.2)

White

(12.2)
Patternless(10.0)

Multi-patt
ern

(botanical 
pattern+

geometric) 
5.6

Multi-patt

ern

(animal 

pattern

2.2)

Vertical 

type

(6.7)

Violet

(3.3)

Brown

(4.4)

Natural pattern

(6.7)

Abstract

pattern(5.6)

Multi

(3.3)

Blue

(2.2)

Abstract

pattern(3.3)

Animal pattern

(4.4)

Combin

ed 

type

(-)

Violet(1.1) - -

Multi(1.1) - -

Total 80.0
73.3

100
40.0

6.7

73.4

37.7

57.7

60.0

23.4

41.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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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akh Tajik

Layered-type(90.0%)

One-piec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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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et+skir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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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The� Form� of� Kazakh� and� Tajik�Women’s� Garment� Figure� 41.� The� Form� of� Kazakh� and� Tajik�Women’s�Headdress

0%

20%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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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type(61.7%)

Apron-type(26.7%)

Combined-type(8.4%)

Vertical-typ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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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The� Form� of� Kazakh� and� Tajik�Women’s�Waistband� Figure� 43.� The� Form� of� Kazakh� and� Tajik� �Women’s� Shoes

를 보면 총 벌의 의복과 개의 장신구 중   Figure 45 60 180

청결과 순결의 상징을 가진 백색은 와 신중함8.3% 18.3%, 

을 상징하는 흑색은 와 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1.7% 22.8% , 

배 혹은 장례식에 참석할 때 사용되는 종교복식의 색채로

종교적인 정숙성을 상징(“Study on Islamic Color,” 2011) 

한다 이러한 무채색들은 하자크족 여성의 장신구에 . 46.6%, 

타지크족 여성의 의복과 장신구에 모두 이상의 빈도30.0% 

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색채에 있어 순결과 정숙성을 중요시

한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색채상징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녹색계열이 와 로 나타났는데 이슬람교 종10.0% 1.1% , 

교복식의 녹색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목생

활을 주로 하는 서북지역에서 녹지 는 유목민의 생명( )綠地
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색채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색계열 또한 와 로 (Lee, 2012). 3.3% 5.0%

나타났는데 청색은 이슬람교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이슬람교 , 

사원에도 많이 사용되어 종교적인 신비함을 드러낸다(Zuo, 

이러한 무채색과 유채색은 하자크족 여성의 의복과 2004). 

장신구에 와 타지크족 여성의 장신구에 40.0% 56.6%, 

의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적 의미가 부각된 이슬37.7% , 

람교 종교복식과 유사한 색채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이 . 

외에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색채상징과 관련이 없는 적색과 

황색계열의 사용 빈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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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The� Color� of� Kazakh� and� Tajik�Women’s� Clothing

Figure� 45.� The� Pattern� of� Kazakh� and� Tajik� Women’s� Clothing

선호하는 색으로 전통적인 색채감정 때문으로 (Jeong, 2013) 

해석된다.

또한 이슬람교 종교복식에 사용된 문양은 카네이션 로터  , 

스 로제트 등의 꽃문양과 아칸서스문양을 포함한 식물문, , 

팔각형 별 달 줄무늬 격자 지그재그 등의 기하문 아랍, , , , , , , ( )

문자문 추상문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양의 사용은 앞서 언, . 

급하였듯이 이슬람교의 경전인 하디스에 나온 우상숭배금지

의 영향으로 신과 사람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아이콘, (icon) 

대신 꽃 나뭇잎 기하도형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에서 , , ,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양들은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 . 

민속복식에도 나타났는데 에서 보듯이 하자크족 , Figure 45

여성 의복에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꽃문양과 기하문 아랍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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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추상문이 로 나타났고 타지크족 여성의 의복에 , 33.4% , 

장신구에 의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들 문60.0%, 41.2% . 

양에 내포된 상징은 앞서 언급한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문양

과 유사한 상징을 보이는데, 로터스문양 로제트문양은 재생, 

과 태양 별문양 달문양은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 . 

그 밖에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 복식에 나타난 식물문  

중 모란 매화 국화 당초문양 등 중국 전통문양을 사용한 , , , 

사례도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양의 사용은 전통. 

적으로 중국 특유의 길상 문양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 )吉祥
정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샤머니즘적�유사성2.�

하자크족과 타지크족은 원래 샤머니즘을 신봉하였으나 이슬

람교가 중국 서북지역에 유입되어 전파되자 기존에 믿었던 

샤머니즘과 이슬람교를 동시에 신봉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 

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의 복식은 형태 색채 문양에서 이, , 

슬람교 종교복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동시에 신봉하는 샤머

니즘 종교복식과 유사성을 보인다.

형태적 유사성1) 

샤머니즘 종교복식 중 의복은 하자크족과 타지크족의 민속

복식과 형태적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쓰개의 형. 

태는 주로 원뿔형과 원통형으로 샤머니즘 종교복식의 쓰개, 

의 형태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에 제시된 것과 . Figure 41

같이 두 민족의 쓰개 형태는 원통형 혼합형 33.8%, 18.4%, 

원뿔형 순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중에는 원통형 혹은 11.6% . 

원뿔형이 포함되므로 원통형과 원뿔형 쓰개의 착용이 비교

적 고른 비중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의 쓰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통형 쓰개는 하자크족 여성 복식에 , 

타지크족 여성 복식에 로 원뿔형 쓰개는 하20.0%, 47.8% , 

자크족 여성 복식에 의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23.3% . 

곳에서 신과 교감을 하고자 하는 샤머니즘의 주술적 사고방

식이 뾰족한 원뿔형 쓰개로 표현된 종교복식 의 (Kim, 1998)

쓰개와 형태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색채와 문양의 유사성2) 

앞서 언급하였듯이 샤머니즘 종교복식에 사용된 색채는 적

색 백색 갈색이고 이러한 색채는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 , , 

성 민속복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채색인 백색은 하자크. 

족 여성의 의복과 장신구에서 비교적 고른 빈도로 나타났고, 

유채색인 적색과 갈색계열은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의 

의복과 장신구에서 모두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복과 장신구에 나타  Figure 44

난 적색계열이 와 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58.3% 40.6%

는데 이는 화 를 상징하는 샤머니즘 종교복식의 적색, ( )火
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신성시하는 서북지역에(Zhao, 2017)

서 적색은 병을 치료하거나 재난을 피하는 주술적인 의미인 

화신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민족들이 주로 선호하( )火神
는 색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백(Xiao, 2015). 

색이 와 로 나타났는데 백색은 샤머니즘에서 재8.3% 18.3% , 

난을 피하는 주술적 의미가 내재된 설신( )(Nuo, 2015)雪神
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선호색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

다 갈색은 샤머니즘에서 악운을 피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색으로 주술적인 의미가 내재된 종교복식의 (Meng, 2008), 

색채상징을 보이며 더불어 말을 타는 유목생활을 주로 종사, 

하는 민족에서 말 등의 동물이 생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목민족들이 마모 의 색채인 갈색을 선호하기 때문으( )馬毛
로 파악된다 이러한 적색과 백색 갈색은 하(Zhao, 2007). , 

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의 의복과 장신구에 모두 이50.0% 

상의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므로 샤머니즘 종교복식의 색채 

사용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샤머니즘 종교복식에 사용된 문양은 주로 사슴뿔문  

양 산양뿔문양 등의 동물문 화문양과 태양문양 등의 자연, , 

문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문양들은 에 제시된 하자. Figure 46

크족과 타지크족 여성 복식에도 찾아볼 수 있다 동물문과 . 

자연문은 하자크족 여성의 장신구와 타지크족 여성의 의복

에 각 로 나타났다 이 중에 동물문인 산양뿔과 사슴23.4% . 

뿔문양은 행복을 기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는 주술

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연문인 화문양(Zhang, 2013). 

은 샤머니즘에서 재난을 피하는 주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태양문양은 벽사 의 상징으로 샤머니즘 (Dai, 1994), ( )辟邪
종교복식의 장신구인 청동거울에도 다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Cong, 2014).

전체적으로 볼 때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의 의복의 형  

태는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형태적인 폐쇄성이 높게 나타났

으며 쓰개의 형태는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샤머니즘의 상징, 

적 의미가 부각된 종교복식의 형태적 유사성도 높게 나타났

다 하자크족 여성의 의복과 장신구 타지크족 여성의 장신. , 

구의 색채는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색채 상징성과 유사성이 

높은 동시에 타지크족 여성의 의복과 장신구의 색채는 샤머, 

니즘 종교복식의 색채 주술성과도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자크족 여성 장신구와 타지크족 여성 의복의 문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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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 종교복식 문양의 주술성이 비교적 고른 빈도로 유

사성을 보였고 타지크족 여성의 장신구는 이슬람교 종교복, 

식의 문양과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Ⅴ

본 연구는 중국 서북지역 소수민족 중 이슬람교와 샤머니즘

을 동시에 신봉하는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의 민속복식

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복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 

자크족과 타지크족의 대표적인 여성복식의 형태 색채 문양, , 

에 나타난 종교복식의 요소를 고찰하여 이들 소수민족의 종

교복식과 여성 민속복식의 유사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슬람교 종교복식은 형태면에서 전신을 가리는 발목길이  

의 원피스 혹은 그 위에 카프탄형 겉옷을 덧입는 레이어드 

구성에 폭 넓은 요대를 두르고 두부 혹은 전신을 감싸는 , 

드레이퍼리형 쓰개와 덧신 장화형 신발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색채는 백색 흑색 녹색 청색이 종교적 상. , , 

징색으로 사용되었고 백색은 청결 흑색은 정숙성 녹색은 , , , 

생명과 희망 청색은 지혜를 상징하고 있었다 또한 문양은 , . 

아라베스크 로제트 로터스 수선화 등의 꽃문양을 포함한 , , , 

식물문 기하문 추상문 아랍 문자문이 주로 이슬람 종교복, , , 

식에 사용되었는데 로터스 로제트 수선화문양은 재생과 , , , 

태양 청정한 마음 별과 달문양은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 , 

것으로 나타났다 샤머니즘 종교복식은 형태면에서 튜닉형 . 

원피스 및 상하의 치마 형 의복에 요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 , ․
여기에 원통형과 원뿔형 쓰개와 장화형 신발을 착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샤머니즘 종교복식의 색채는 재난과 악운을 피. 

하는 주술적 의미를 가진 적색 백색 갈색이 주로 사용되었, , 

고 문양은 독수리 동물문양과 자연문인 태양문양과 화문양, , 

으로 나타났다 동물문양은 행복을 기원하는 것과 더불어 재. 

난을 피하는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자연문인 태양문양은 , 

벽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 민속  

복식과 종교복식의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형태면에서 , , 

여러 벌을 겹쳐 착용하는 레이어드 형식의 의복 및 드레이

퍼리형 쓰개는 신체를 가리는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형태적 

폐쇄성과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샤머. 

니즘을 동시에 신봉하기 때문에 하자크족 여성의 복식에서 

원뿔형 쓰개를 착용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 

곳에서 신과 교감하고자 하는 샤머니즘의 원뿔형 쓰개와 형

태적 유사성이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색채에서는 하자크족 여성의 의복과 장신구 타지크  , , 

족 여성의 장신구에 이슬람교 종교복식의 흑색 백색 녹색, , , 

청색뿐만 아니라 중국인이 선호하는 적색과 황색계열도 높

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슬람교 종교복식에 내재된 정, 

숙성 생명 지혜 등의 색채상징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색채, , 

의 선호경향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하. 

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의 의복과 장신구에 적색 백색 갈, , 

색계열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점은 샤머니즘 종교복식의 

색채 사용과 유사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자크족과 . 

타지크족이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에도 주술성을 강조한 샤

머니즘 종교복식의 색채가 여전히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파

악된다. 

셋째 문양 측면에서 하자크족 여성의 의복 타지크족 여  , , 

성의 의복과 장신구에 이슬람교의 식물문 기하문 추상문, , , 

문자문과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슬람교 종교복, 

식에 내재된 재생과 태양 생명 희망 등의 문양이 이들의 , , 

민속복식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파악된·

다 또한 하자크족 여성의 장신구와 타지크족 여성의 의복에 . 

동물문양이 비교적 고른 비중으로 나타난 것도 이들이 이슬

람교로 개종한 후에도 동물숭배를 중요시한 샤머니즘 종교

복식에 사용된 문양의 주술성이 그들의 민속복식에 잔존하

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슬람교와 샤머니즘을 동시에 신봉하는 하자  

크족과 타지크족 여성 의복은 형태면에서 이슬람교 종교복

식의 폐쇄성과 높은 유사성을 보였고 쓰개는 이슬람교와 샤, 

머니즘 종교복식 모두에서 높은 형태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색채와 문양에서도 이슬람교와 샤머니즘 종. 

교복식에 내재된 상징성과의 높은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복식과 하자크족과 타지크족 여성 민. 

속복식의 유사성 연구는 종교와 복식의 연관성과 더불어 이

를 통한 복식문화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중국 소수민족 여성 민속복식에 국. 

한하지 않고 여타 국가의 민속복식과 종교복식의 연구로 확

장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종교와 복식의 관계를 고찰함으

로써 복식사 연구의 지평이 넓혀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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