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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부에서 태평양의 서안에

위치한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 역을 황하

의 중하류 지역, 이른바 중원이라는 작은 나라들을 시

작으로 시대에 따라 확장되거나 줄어들거나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기에 이르 다.

중국의 인구는 12억을 넘고 있으며 그 종족 구성을 살

펴보면 고대 중국문화의 창달자 던 한족(漢族)을 포

함한 55개의 소수민족이 융합하여 현재의 중국민족을

형성하고 있는데1) 중국 민족의 이 같은 복합성과 다

양성으로 인해 복식의 문화나 관습은 매우 다양하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인구는 비록 적지만 전 국토

면적의 50~60퍼센트에 달하는 지역에 분포하고, 대부

분은 미개발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각 민족들은 거주

하는 지역의 여러 조건에 따라 제각기 독특한 풍속습

관을 형성하고 유지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오늘날 복식사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복식은 풍부한 사회적 충족조건을 갖춘 문화적 현

상으로서 그것의 특징과 가치는 다량의 역사 문화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은 한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민족의 특수한 자아의식을 지닌 문화심리의 축적과정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의 생성과 변화과정 중에

서 실용적인 것 이외에 심미와 상징의의를 포함하고

있다.2)

민족복은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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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통체 대다수의 전통문화재로서 이제까지 몸에

걸쳐 왔고, 또 현재도 몸에 걸치고 있는 복장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3) 그러므로 민족복은 민족적 문

화적 자연적인 상징 요소가 내재된 미적인 복식 조형

으로 표현되어 무언의 상징 언어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의 복식에 관한 연구로는 동북·서

북지방의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4)가 있으며, 조선족 복

식에 대한 연구5), 실크로드 주변의 복식에 관한 연구6)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귀주

성(貴州省) 내에 거주하는 6개의 소수민족인 동족(

族), 먀오족(苗族, 묘족), 뿌이족(布依族, 포의족), 수이족

(水族, 수족), 이족(彛族), 거라오족( 族, 흘요족)을

중심으로 한 복식의 유형을 알아보고 거기에 표현된

여러 가지 장식기법을 알아봄으로써 소수민족 복식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여러 참고도서 및 문헌, 사진자료

등을 이용하여 각 민족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며 두

식의 형태적 특성과 복식의 형태 및 장식적 특성을 비

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귀주성은 동쪽으로는 호남성, 남으로는 광서장족자

치구, 서쪽으로는 운남성, 북쪽에는 사천성에 접하고

있으며 성도(省都)는 귀양(貴陽)이다. 전국시대 초나라

의 검중지지(黔中之地)라 하던 곳이기 때문에 검성(黔

省)이라고도 한다.7) 운귀고원의 동반부를 차지하여 서

부와 중부에서도 표고 천~2천미터에 달하나 북동남

의 변두리에는 600미터 정도로 낮다. 큰 산맥은 없으

나 북쪽의 대루산맥, 남부에는 양자강과 주강의 분수

령을 이루는 묘령산맥이 있다. 북위 25~29도에 걸친

아열대 지방으로 고지이기 때문에 기온이 1월에는

4~10℃이며 7월에는 20~28℃로 연교차가 크다. 강수

량은 1,000~1,500mm이다.

귀주성에는 주로 동족, 먀오족, 뿌이족, 이족, 수이족,

거라오족이 거주하고 있다.

경작지가 협소하여 계단 경작이 발달하 으며 산지

사면에는 밭농사를 짓고 자급자족을 한다. 산지에서는

양잠을 하며 자연림은 화전 경작으로 인해 크게 황폐

해 지고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수은, 철, 구리, 금, 안티

몬, 망간, 보크사이트 및 석탄 등의 많은 종류의 매장

광물 자원이 있어 동인(銅仁)을 중심으로 한 수은 생산

은 세계적이며 위녕(威寧)의 구리와 준의(遵義)의 망간

등도 그 생산이 많다. 이러한 자연 조건으로 은은 의

복의 장식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풍족한 원시림이

나 수자원을 이용하여 풍경이 좋은 산에 가깝고 물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염료나 자연광석을

이용한다거나 자연 제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1. 동족( 族)

동족은 역사적으로“백월(百越)”계통으로 전해지며8)

또는“동인(洞人)”“동묘(洞苗)”, “동만(洞蠻)”등에 관

한 기록이 있으며 위진 이후에 동족은“료(僚)”의 일

부에 속하 고 수·당 이후에는“동( )”또는“계동

(溪洞)”으로 일컬었다.9) 현재의 인구는 약 251만명이며

귀주, 호남, 광서 등에 분포하고 있다. 동족 인은 건축

을 잘하고 노래를 즐겨 부르며 그 가운데 특히 남부의

동족들은 그 민족의 풍속 습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한족들은 동가( 家)·동인( 人)이라고 부른다. 언

어는 태국어 계열이다. 중국에서도 비가 가장 많이 내

리는 원강 등의 상류 계곡에서 살고 있다. 논농사와

임업을 생업으로 한다. 고상식(高床式)10) 가옥으로 어

떤 하중이라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 목조 건축 기술

이 유명하다.

주요 거주지는 귀주성 경내에 여평(黎平), 용강(榕

江), 종강(從江), 금병(錦屛), 천계(天桂)현 나머지는 호

남성의 신황(新晃), 통도(通道), 수녕(綏寧), 성주(城走)

지역에 분포하고 살고 있다.

장동어족(壯 語族)에 속하는 언어를 쓰며 캄 수이

마구어계라고 불리는 이들의 문자는 타이어와 관계가

깊다. 요족(瑤族)과 먀오족, 그 외의 아우스트로 아시아

인들에게서 향을 받았으며 나무로 만든 높이 30cm

가량의 원통형 파고다식 탑들이 독특한 건축술로 손

꼽힌다. 대나무 관으로 물을 댄 관개지에서 벼농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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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고 물소를 기른다. 물소는 부의 중요한 상징이며 제

물로도 쓰인다. 일부 관개지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매

를 이용한 사냥을 하기도 한다. 귀주성의 동족은 목화

와 인디고를 키우고 질 좋은 면직물을 짜서 귀주성과

운남성에 내놓기도 한다. 시장은 주일에 1번씩 열리고

종종 축제일과 겹치기도 하는데 동족의 사회 생활과

상업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진 것

으로 보이며“두”라고 불리는 주술적인 의례를 행한다

고 한다.11)

2. 먀오족(苗族, 묘족)

고대 먀오족은 장강 중하류 유역과 황하하류 일대

에 웅거하면서 강대한 부락을 형성하 는데 그들을

구려(九黎)라고 불 으며 그 군왕은 치우(蚩尤)로써, 후

에 황제가 군왕이 된 다른 부족이 황하 상류의 희수에

서 흥성하여 구려(九黎)를 핍박하 다. 탁록( 鹿)에서

황제가 치우(蚩尤)를 죽이자 전쟁에 패배한 구려(九黎)

의 잔존 부락은 황하 유역을 떠나 장강의 중류지구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후 점차로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고대 먀오족은 삼묘(三苗) 또는 남만(南蠻)에 속하며

상주시대에는“무인( 仁)”이라 하며 춘추시대에는

“형만(荊蠻)이라 하 다.12) 중원을 떠난 후, 먀오족은

현재의 상서(湘西)와 귀주 동부의 동인(銅仁), 송도(松

桃) 일대에 도착했다. 그곳은 원강 유역으로 5줄기의

지류가 있으며, 또 무능산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진·

한시대에“오계만(五溪蠻)”혹은“무릉만(武陵蠻)”이라

하 고13) 당나라 때부터“묘(苗)”라고 부르기 시작하

다.14) 철저하게 중원에서 물러난 묘(苗) 백성은 비록

중원에서 대지와는 이별하 지만 이 땅에서 가져간

풍요로운 문화를 온전하게 보전해 내었다.

명대에는 일부의 먀오족은 사면을 받아 그들에게

복종을 하여서“숙묘(熟苗)”가 되었고 따르지 않은 먀

오족은“생묘(生苗)”라 칭하여 졌으며 살육을 당하거

나 멸시받았다.15) 청 왕조는 먀오족을 여러 차례의 봉

기로 참혹하게 진압하여 현지 토사(土司)16)를 폐지하

고 바꾸어서 파견한 조정의 유관(流官)17)이 통치를 했

다. 강유양책을 함께 사용하여서 먀오족을 강압하여

성명을 바꾸게 하고 머리모양과 복장을 바꾸게 하

다. 일부의 따르지 않은 생묘(生苗)는 무력탄압을 피하

여 할 수 없이 계속하여 검서남 방향으로 봉건통치세

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옮겨갔다. 일부는

검중을 경유하여 안순지역으로 들어갔고 또 나머지는

운남을 통하여 월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의 지역

으로 이주하게 된다.18) 이것은 먀오족 역사상 가장 마

지막의 대규모 천도 다.

먀오족의 호칭에 대해 청조시대는 60여종이 있었으

며 그 중 대부분의 것이 그 몸차림의 스타일과 색채적

특징에 근거하여서 정해졌으며 의복의 색이나 자수,

문양 등에 의해 분류되었다.19)

대부분의 먀오족은 정령, 귀신, 조상신 등을 숭배하

고 악령을 쫓아내는 무당들이 있으며 제례를 직접 집

전하는 성직자들도 있으며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일

이 널리 행해진다. 결혼 풍속은 젊은이들은 그들의 배

우자를 직접 고를 수 있고 성적인 면에서도 많이 개방

되어 있다. 가족은 결혼한 아들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

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부모가 죽으면 그 가족은

소단위로 분가하게 된다.20)

3. 뿌이족(布依族, 포의족)

뿌이족은 인구가 약 254만명21) 정도이며 운귀고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황과수폭포와 귀주 운귀고원

은 꽃으로 유명한 계곡에서 거주한다. 매우 아름다운

뿌이족 사람들은 단순하고 정교하며 아름다움을 추구

하는 민족이다.22)

민족의 연원은 일설에 의하면 옛“백월(百越)”중의

“낙월(駱越)”의 한 지파가 발전하여 온 것이라고 하고

일설에 의하면 옛 야랑(夜郞)의“복인( 人)”혹은“요

인(僚人)”에서 연원하고 있다고 본다. 오대에서는“도

균향(都勻香)”으로 칭하 으며, 원·명 이후에는“팔번

(八番)”, “중가(仲家)”라고 하 으며 청대에는“포중(布

仲)”, “포의(布依)”라고 하 다. 주로 귀주 서쪽의 뿌이

족, 먀오족자치주, 흥의, 안순지구와 귀양시 등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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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23)

언어는 타이계이며 한족들은 중가(仲家)라고 부른다.

논농사를 주로 짓는 농민으로 다신교를 믿는다.24)

4. 수이족(水族, 수족)

수이족의 주요거주지는 운귀고원 동남부, 묘령산맥

이남, 도류강과 용강 상류에 거주한다. 수이족은 고대

“백월(百越)”계통이다.25) 수이족을“휴( )”라 칭하며

한어(漢語) 음이“수(水)”이며 수족의 본래의 뜻은“비

자( 子)”인데 민족의 번 이 비치( 齒)와 마찬가지로

가지런하고 조 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한족은 수가

(水家), 스스로는 아이수라고 부른다. 인구는 약 34만명

이며 언어는 타이어의 캄 수이 마구어계이다. 논농사

를 주로 지으며 다신교를 믿고 있다.26)

촌채(村寨)에서는“채로(寨老)”가 자연적인 우두머리

이고 부락공동체의 회의제도와 관습법이 있다. 음력 9

월이 정초가 되며 정월을“단(端)”이라고 부른다. 8월

하순부터 10월 상순 사이에 묘일이 되면 각 마을이 돌

아가면서 정월맞이 축제를 벌인다. 남녀가 한껏 차려

입고 동고(銅鼓)를 치며 노생(弩笙)을 불면서 경마, 가

무 등을 벌인다. 노래를 부를 때는 화성반주용 악기를

사용한다.

5. 이족(彛族)

이족은 중국 서남부에서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2

천여년전에 사천 안녕하, 금사강 양안과 운남 전지(

池)에서 노동을 하고 살아왔다. 당나라 때에는“오만

(烏蠻)”으로 일컬어졌고 원·명 때에는“나라(羅羅)”로

불려졌는데27) 현재는 인구가 약 657만명으로 사천 귀

주, 운남 광서성 등에 분포하고 있다. 비교적 집중적으

로 살고 있는 지역은 양산 이족자치구와 초웅 이족자

치구 등이며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비교적 넓기 때문

에 복식과 입는 방법이 동일하지 않는 점이 있다. 이

어군(彛語群)에 속하는 소수민족으로는 나시족(納西族,

납서족), 하니족(哈尼族, 합니족), 바이족(白族, 백족)이

있으며 이 종족들은 모두 운남성 안에 자치구역이 있

다. 전통문화로는 괭이를 사용하는 원시농경 목축 수

렵을 하며, 예전에는 계급제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

누어 있었다. 지배계급인 흑골(黑骨) 이족은 중국 서북

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어느 종족의 후손으로 추정되

며, 인구가 더 많은 백골(白骨) 이족은 한 때 흑골 이

족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던 종족의 후손

이다. 성격이 몹시 거칠고 독립심이 강한 흑골 이족은

자신들의 토에 들어오는 중국인 이주민들을 집요하

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다. 백골 이족은 운귀고원에

흩어져 살아온 반면 흑골 이족은 주로 사천 분지 서남

부에 대·소 양산산맥에 살고 있다.28) 중화인민공화국

이 성립된 후 1952년 10월에 사천성 양산 이족자치구

만들어졌으며 1956년에는 노예가 해방되었고, 1959년

에는 토지개혁이 완료되었다. 주 산업은 농업이고 목

축도 함께 하고 있다. 비모라는 무당이 중심되는 다신

교를 믿고 있다.29)

6. 거라오족( 族, 흘요족)

귀주의 송도(松挑), 보정(普定), 준의(遵義), 직금(織

金), 검서(黔西), 금사(金沙), 진녕(鎭寧), 인회(仁懷) 등

20여개 현에 분포되어 있으며 또한 작은 수의 인구는

광서, 운남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전국에서 서한시대

에 서남지역에서는 하나의 고사성어가 있는데“야랑

자대(夜郞自大)”로 유명한 작은 나라가 있다. 야랑국

(夜郞國)의 창시인이 바로 지금의 거라오족의 선조인

복( )또는 요인(僚人)이다.30)

농업 생산에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대에 이미 소형의 제방이나 관개수로 등 치수사업을

한 적이 있다. 경제 문화 발전은 기본적으로 주위의

한족과 같다. 호를 기본단위로 한 생산활동을 하며 논

이 전체 경지 면적에 60%를 차지한다. 방직, 도자기 제

조, 제철, 가축사육 등의 부업이 활발하여 고정적인 시

장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혼 남녀들에게 민요

를 대창(對昌)하는 주파(走坡)라는 사교형식이 있었는

데 정작 혼인의 결정여부는 모두 부모가 맡아서 한다.

여자는 결혼 후 시집에서 살지 않으며 분가하여 독립

된 가정을 이룬다. 다신 숭배사상을 지니고 있어 3년

마다 전 촌락 혹은 전 가족이 성대한 제사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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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 동족( 族)

동족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북부지역은 금병(錦屛),

천계(天桂) 나머지는 호남성의 신황(新晃), 장강(藏江),

회동(會同), 성주(城走) 지역에 살고 있다. 남자의 복장

은 한족과 비슷하나 두식은 전통적으로 체크 문양인

화격포파(花格包 )를 이용하 다. 여자도 한족과 유사

하며 우임무령의(右 無領衣)를 입고 어깨에 장식을

하거나 은단추 장식을 하 다. 하의로는 장고(長 )를

입고 수화혜(繡花鞋)를 신는다. 동족의 미혼녀들은 홍

색댕기를 넣어 땋아 정수리에 올려 장식하 고, 수화

혜를 중요시하고 시집갈 때 60-70 쌍을 가지고 갔다.

의복의 여러 부위 즉 수구, 앞깃, 두두(兜兜)31)의 위쪽

에는 모두 겹겹으로 수화쇄변( 花 邊)32)을 하 다.

머리에는 환잠(環簪), 홍화(紅花), 은채(銀釵)와 반용무

봉(盤龍舞鳳)을 장식한 은관을 썼다. 그 밖의 몇 개의

은목걸이를 하 으며, 가장 직경이 큰 것은 어깨까지

이르 고 항상 귀걸이, 팔찌, 작은 목걸이를 하 다33)

<그림 1>.

남부지역은 귀주성 내에 여평(黎平), 용강(榕江), 종

강(從江), 호남성의 통도(通道), 수녕(綏寧), 정현(靖縣)

및 광서의 삼강(三江), 용승(龍勝), 융수(融水) 등지에

살고 있으며, 복식은 북쪽지역보다 단순하고 덜 세련

되었다. 남자들 대부분이 대금의(對襟衣)로 좌임과 우

임이 혼용되며 하의로는 장고(長 )를 입어 방퇴(

腿)34)하고 초혜(草鞋)를 신었으며, 머리에는 두파(頭 )

를 감고 있다<그림 2>. 축제 때에는 은모나 은식을 착

용하 다. 여자는 군(裙)이나 장고(長 )를 입었는데,

백습군(百褶裙)에는 방퇴( 腿)하고, 장고(長 )를 입은

경우는 좌임단의(左 短衣)를 입었다. 성장(盛裝) 시에

는 계모군(鷄毛裙)을 입었다. 기혼녀는 뒤통수에 계를

하여 비녀를 꽂고 두건을 둘 다.

동족은 일반적으로 흑, 남, 짙은 자색을 선호하며,

봄과 가을 겨울에는 흑과 청을 좋아하고 여름에는 백

색을 축제일에는 자색을 이용한다.35)

동족은 특히 직조 기술이 발달하여 이들의 직금(織

錦)을 동금( 錦)이라 하는데 중국에서는 유명하다. 옛

날“윤직(倫織)”이라는 직물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색

깔의 가는 실로 교직하여 짰다. 전통적인 제례의식 때

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어깨에“윤직(倫織)”

을 둘 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선조를 잊지 않았다. 또

한 채색이 화려하고 무늬가 세 한 평문포(平紋布), 사

문포(斜紋布), 화초면포(花椒眠布)와 번쩍이는“단포(蛋

布)”등이 있어 동족 직물의 독특한 예술적인 풍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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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族 여자 복식(中華民族服飾文化 p.250) <그림 2>  族 남자복식(中國民族服飾 p.249)



도화(桃花)의 문양으로는 매화, 복숭아, 야생 국화, 卍

자, 초화(草花) 등을 기하학적으로 만들어 수를 놓는다.

구도는 대칭성을 지닌 대상(帶狀)으로 이루어진다. 자수

의 문양으로는 화(花), 조(鳥), 어(魚) 등의 디자인은 생

동감이 있으며 강렬한 이미지를 준다<그림 3>. 이러한

자수는 어깨, 소매부리, 바지단, 깃의 가장자리에 장식

으로 포첨하거나 타인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도 많았다.

2. 먀오족(苗族, 묘족)

여자는 두발형은 추계(椎 ), 변발( 髮), 고계(高 )

양식으로 가체나 모사(毛絲)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연출하 으며36) 먀오족 두발형이 가장 기이하고

특징적인 곳은 검서북이다. 육충하(六沖河) 북안(北岸),

필절(畢節), 대방(大方)이 분포하는 목소묘(木梳苗)는

머리에 우각형(牛角形)의 큰 얼레빗을 꽂았는데, 얼레

빗은 50m 길이이고, 머리 땋는 법은 머리카락을 얼레

빗으로 머리 정수리에 고정시키고, 다시 얼레빗 위에

다갈색의 털실 혹은 가발을 둘둘 감았다. 귀주의 보정

(普定), 직금(織金), 육지(六枝)가 인접한 지역의 청묘(菁

苗)는 머리에 길이 78cm의 얼레빗을 꽂았는데 얼레빗

은 멜대처럼 ∽자형의 큰 쪽의 상투를 올렸으며, 상투

에는 가발을 섞어 가발무게는 1.5kg이상에 달하는데

본래 먀오족은“대각(戴角)”이라 칭하 다. 남자의 두

발형은 추계(椎 ), 변발( 髮)을 하며 여자들 보다 다

양하지는 않다.

먀오족 남녀는 여러 가지 종류의 머리 두파(頭 )를

광범위하게 사용하 다.37) 귀주성 송도현(松桃縣) 여자

의 두파(頭 )는 바둑판 무늬로 만들었는데, 수건의 길

이는 10여미터이고 머리 위에 원통모양으로 둘둘 감

은 모습인데 높을수록 아름답게 여겼다. 이런 두파(頭

)로 만들어진“원통(圓桶)”혹은 여자들만이 홀로 가

지는“소창고(小倉庫)”에는 그녀들이 항상 속에 휴대

하는 받짇고리, 사탕과자 등의 작은 물건을 넣어 두었

다. 귀주 진녕(鎭寧)의 먀오족은 방건사각파(方巾四角

)를 쓰기도 했다.

여자의 상의 유형으로는 귀주 검동남 지역의 교령

단상의(交領短上衣), 상서·검동북 지역에서는 원령대

금단의(圓領大襟短衣)로 어깨나 단의 가장자리, 소매부

리에 자수나 도화(桃花) 장식을 하 다. 검중남지역에

서는 교령대금의(交領對襟衣)에 도화(桃花)나 납염장식

이 많다. 검서, 천남, 운남 동남, 운남 동북 및 계북 지

역에서는 대금(大襟) 혹은 대금단의(對襟短衣), 해남 일

대에는 흑색 원령편금장삼(圓領偏襟長衫)을 착용하며

홍색 직대(織帶)를 허리에 차고 있으며 옷깃, 수구, 단

에는 홍포(紅布)로 장식을 하 다.38) 각지 먀오족 남자

의 복식은 지역 차가 적다<그림 4>. 노년은 청포장삼

(靑布長衫), 청년은 대금(對襟) 혹은 대금상의(大襟上

衣), 성장(盛裝)을 착용할 때는 백조의(百鳥衣) 혹은 백

색마포 장삼(長衫)으로 깃과 소매가 없다. 평상복은 일

반적으로 자수나 도화(桃花) 납염을 사용하지 않고 무

지로 입고 성장(盛裝)에는 다양한 장식을 첨부한다.

여자의 하의 유형은 장·중·단 백습군(百褶裙)<그

림 5>으로 치마 단에는 자수나 도화(桃花) 장식을 하

다. 검서지역에서는 허리에 늘어뜨리는 위요(圍腰)39),

허리에 늘어뜨리는 표대(飄帶)40)를 두른다. 해남일대는

납염포군(蠟染布裙)으로 장식이 비교적 적다.

안순현(安順縣) 초이패(焦泥 )의 남자의 고( )는

짧고 헐 하고, 고( )의 가랑이가 매우 넓고 길이는

67cm이며, 바짓단 넓이는 오히려 57cm인데, 이것은

먀오족 남자의 군(裙)에서부터 고( )로 변한 초기 스

타일로써, 그것을 칭하여“군고(裙 )”라고 한다.41)

그 외에 피견(披肩)42), 방퇴( 腿), 화대(花帶)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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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초혜(草鞋)를 신는다. 성장(盛裝) 시에는 많은 은

식을 착용하며 먀오족 내에서 가장 화려한 장식을 하

다<그림 6>.

직물에 나타난 문양으로는 하늘을 나는 새, 들판에

거니는 짐승, 사자가 옥을 굴리고 있는 문양, 뱀을 감

고 있는 용이 옥을 희롱하는 도안, 봉황, 나비, 물고기

문양 등은 장수와 다남, 길상을 기원하는 바램으로 사

용하 다<그림 7>. 특히 사실을 기초로 두고 악센트를

확실히 잡아 생략하거나 덧붙이거나 과장하여 전혀

다른 형으로 변화시킨다던가 하는 변형과 과장 기법

인 데포르마시옹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무

궁한 상상력과 기묘한 구상력을 표현하 다.

3. 뿌이족(布依族, 포의족)

여자 복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종류

는 귀주성 진녕(鎭寧), 관령(關嶺), 보정(普定), 보안(普

安)지구 및 검서북 일대의 복장이다. 부녀들은 교령단

의(交領短衣)에 상의의 가장자리, 어깨, 소매부리에 자

수하거나 납염을 한 것을 포첨하 다. 하의로는 백습

장군(百褶長裙)으로 그 소재는 사선으로 무늬가 찍힌

납염포이다. 흑색의 직금(織錦)한 장위군(長圍裙)40)을

착용하 다. 머리에는 수화파( 花 ), 두건(頭巾)을 착

용하 다<그림 8>.

기혼의 부녀는 곧 죽피(竹皮), 순각( 殼), 청포(靑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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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苗族 百褶裙 (ミャオ族の人びと, p.93.) <그림 5>  苗族 남자 복식(苗裝 p.92)

<그림 6>  苗族 銀飾 (苗裝 p.145)

<그림 7>  苗族 소매의 鷄龍 文樣 (貴州少數民族服飾デザイン集 p.33)



등으로“가각(假殼)”을 만들어 머리에 썼다<그림 9>.

뒤쪽을 향하여 옆으로 1척 넘겨 치켜올렸다. 또 머리

에 과건( 巾)을 하지 않기도 하 으며 겨우 홍, 녹색

의 끈으로 장식을 하 고 가슴 앞의 푸른 천으로 만든

위군(圍裙)에 사다리 모양의 붉은 수화( 花)를 장식하

다. 대부분이 초혜(草鞋) 혹은 포혜(布鞋)를 신는다.

중노년 부인은 머리카락을 정수리 위에 얹고 그 위에

두건(頭巾)을 착용하 다.

두 번째 종류는 귀양 교외, 검남서부에서는 대금단

의(大襟短衣)와 장고(長 )를 입었으며 바지 단에는 장

식 단을 대었다. 머리에는 남색의 두건을 착용하 으

며 머리카락은 정수리 위에 얹거나 또는 청색과 백색

의 방격포두건(方格布頭巾)<그림 10>을 쓴다. 운남 나

평(羅平) 일대에는 대금단의(大襟短衣)로 소매 통이 크

고, 통이 넓은 장고(長 )를 입었다.

중년 남자는 대금(大襟) 혹은 대금단의(對襟短衣)를

입고 청년은 대금단의(對襟短衣)를 입으며 성장(盛裝)

을 착용할 때는 장삼(長衫)을 입고 노인들 대부분이

대금단의(大襟短衣)나 장삼(長衫)을 입는다. 동족과 먀

오족의 남자 복식과 유사하다. 뿌이족 남녀 모두 청,

남, 백색을 좋아하는데 남자들 역시 남, 백, 흑색의 포

두건(包頭巾)을 쓴다.

대부분의 의복 소재는 뿌이족 스스로가 짠 백색의

토포(土布)이며, 여러 색으로 짠 직포(織布)가 있다. 이

직포(織布)는 꽃종류와 물고기 문양 등을 넣어 짰다.

직금(織錦) 도안의 대부분은 남색 바탕에 흰꽂과 기하

문, 인물문 등을 수놓았다.

뿌이족의 염색공예는 매우 화려하며 도안은 정교하

고 아름답다. 전통적인 제조방법은 동편으로 제작한

칼로 나무에 액체를 채취하여 백포에 도안을 작성한

다. 뿌이족이 심은 식물에서 남색으로 염색하게 된다.

남, 백색뿐이지만 그들은 점, 선, 면 등을 이용하여 매

우 선명한 도안을 만들어 낸다. 염색한 도안은 민족적

인 특성을 나타낸다. 치마의 도안은 거의 마름모 모양

으로 띠고 있고 염색의 모든 작업이 끝나면 염색포는

상단(床單)44), 두건(頭巾), 배포(背包)45) 등으로 만들어져

국내외로 수출되는 공예 정교품 중의 하나이다. 자수

의 방법에는 평수(平 ), 전수(纏 ), 도수(挑 ) 등이

사용되며 문양은 용봉(龍鳳), 화초(花草), 어충(魚蟲), 인

물, 짐승 등이 이용되었다. 여성들은 명절이 되면 은식

의 귀걸이, 반지, 팔찌, 목걸이를 착용하 다.46)

4. 수이족(水族, 수족)

수이족의 남녀복장은 대부분 청, 남색이다.47) 남자의

복장은 한족과 유사하며<그림11>, 부녀자는 남색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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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貴州 鎭寧 여자 복식(中華民族服飾文化 p.240)

<그림 8>  假殼한 여자 복식 (中國民族服飾 p.242) <그림 10>  布依族 남자 복식 (中國民族服飾 p.243)



원령반장삼(大襟圓領半長衫)으로 소매통은 넓으며 아

래에는 청색 포의 장고(長 )를 입고 청색이나 흑색의

자수 위요(圍腰)를 걸치고 봉황(鳳凰)을 수놓은 수화혜

(繡花鞋)를 신었다. 어깨, 수구나 바지 단에 자수장식을

포첨하 다. 노부녀는 교령단상의(交領短上衣)를 입고

흑색의 위군(圍裙)을 입으며 머리는 정수리에 감아 올

리고 거기에 청포나 백포를 감았다. 그리고 축제 시에

는 다양한 은식을 하 다.

남자는 대금단의(大襟短衣)에 아래에는 장고(長 )를

입고 머리에는 청색 천으로 머리를 감았다. 초혜(草鞋)

나 포혜(布鞋)를 신었다. 한족과 거의 비슷하다. 노인들

은 아직까지 대금장삼(大襟長衫)을 즐겨 입는다.

수이족의 방직, 직조나 염색 기술은 높은 수준이다.

염색에 주로 사용하는 문양은 단봉(丹鳳)문양, 물위에

노는 용(龍), 물고기, 원앙문양 등을 사용한다. 수이족

의 자수법에는“마미수(馬尾 )”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은 말의 꼬리 털에 백사를 꼬아서 천의 외곽선에

수를 놓고, 문양 안에는 다른 색사로 수를 놓아 생동

감이 있고 다채롭게 표현하 다. 이러한 자수법은 수

화혜(繡花鞋), 수화모( 花帽), 애를 업는 것 등에 사용

한다.

5. 이족(彛族)

남자는 대금우임(大襟右 ), 착수상의(窄袖上衣)를 착

용하고, 아래에는 장고(長 )로 바지 폭이 대 중 소로 3

종이 있다<그림 12>. 바지부리의 둘레가 넓어서 착용 모

습은 치마와 같다. 이족 복식의 가장 독특한 특색은 머

리에 매는“ 웅결(英雄結)”과 몸에 두르는 찰이와(察爾

瓦)이다. 양산에서 남자의 웅결(英雄結)로 남, 흑, 홍색

인 긴 가닥으로서 머리를 싸맬 때에 앞쪽에 저울추 모

양의 장결(長結)을 하는데 아주 높이 들어올리면 길이

는 약 10-30cm정도로 서로 같지 않고 대부분이 청년들

이 하 다. 찰이와(察爾瓦)는 대양산, 검서북 등지의 이

족들이 즐겨 입는 망토형 피전(披氈)으로 보통 양모로

직조하 으며, 이것은 겨울에 추위를 피하거나 비를 피

하기 위해 착용하 고 흑, 남, 황, 백색 등으로 물들인다.

양산 남자는 추계(椎 )하여 머리 정수리에 올렸으며

그것을 속칭“천보살(川菩薩)”이라 한다48)<그림 13>.

사천 및 검서북 이족의 여자들은 우임대금단의(右

大襟短衣)를 입고 습장군(褶長裙)을 입었으며 깃의 가

장자리, 수구, 치마단에 남, 홍, 백색의 장식 선을 포첨

하거나 운뢰문(雲雷紋), 수문(水紋) 등을 자수하 다.

여자는 대체로 대금우임의(大襟右 衣)를 입고 백습군

(百褶裙)을 입었다. 군(裙)은 상반부는 체형에 꼭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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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水族의 남자복장(http://

www.hischina.net/)

<그림 13>  彛族의 남자 川菩薩 (中國民族服飾 p.153)

<그림 12>  彛族의 남자 복식 (中國民族服飾 p.148)



하반신은 주름이 많으며 여자의 체형이 돌출됨으로써

더욱 아름답다<그림 14>.

여자 복식은 대금장삼(大襟長衫)과 장고(長 )를 입

었다. 장삼(長衫)의 전후는 흑색이며 소매는 홍색의 좁

은 소매인데, 옷깃을 뒤부분에 올려 묶어 착용한다. 흑

색 장고(長 )는 바지단에 담청색 선을 두르고 은포(銀

泡) 두식과 털실방울로 장식하 다<그림 15>.

청년 남녀 복식은 대비되는 강렬한 색을 사용하기를

좋아하 다. 노인은 청색이나 남색을 사용한다. 오몽산

(烏蒙山)은 귀주와 운남 북부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남

녀 모두 대금장삼(大襟長衫)과 장고(長 )를 입는다.

6. 거라오족( 族, 흘요족)

거라오족은 청색을 선호하며, 부녀자는 대금단의(大

襟短衣)를 입고 장고(長 )를 입는다. 소매는 짧고 바

지도 비교적 짧다. 미혼녀는 습단통군(褶短筒裙)을 입

고 도화자수로 깃주위를 두른 홍포의 대금(對襟) 감견

(坎肩)을 입었다<그림 16>.

수구, 단, 어깨, 치마 단, 바지 단 등에 아름다운 도안

을 수놓아 염색한 꽃 무늬를 자수하 다. 물고기 비늘

같은 수를 놓아 한층 더욱 세련된 효과를 나타내었다.

상의에는 납염하여 각종 문양을 넣거나 자수를 넣어 문

양을 넣었다. 납염은 전통 수공예로 도안은 비교적 추

상적이며 중심으로부터 좌우 대칭이다. 남자는 긴 포를

머리에 감고 흑색 혹은 청색의 대금상의(對襟上衣)를

입고 아래에는 장고(長 )를 입고 포혜(布鞋)를 신었다.

미혼녀의 두건은 흑색이고 단에는 홍, 황, 녹, 자색

등으로 자수하 으며, 은수식을 하고 수화혜(繡花鞋)를

신었다. 역사적으로 거라오족 부녀는 방직에 능하여

이들이 짜낸 세 하고 유연한 세포를 속칭“낭자포(娘

子布)”라 하 다. 또한 거라오족은 매우 오래 전부터

풀로 짜서 만든 서초피( 草被)라는 풀이불을 만들며,

상나무로 권포(圈布)를 만들기 시작하 다. 양모로 두

터운 통군(筒裙)을 만들었다.49)

IV.

1. 소수민족간의 공통점

각 소수민족간의 민속복식 비교는 <표 1>과 같다.

두식에 있어서 각 소수민족들은 긴 천을 머리에 감

싸는 형태인 두파(頭 )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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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彛族의 여자 珠飾 (中華民族服飾文化 p.151)

<그림 14>  彛族의 여자 복식 (中國民族服飾 p.149)

<그림 16>  族의 여자복장

(http://www.hischin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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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수민족간의 민속복식 비교

분류 종족 族 苗族 布依族 水族 彛族 族

남

두식

여

상

남 의

복 하의

식

유

형 상

의

여

하

의

은장식

문양과

배치양식

색 상

장식기법

직 조

신 발

頭 , 花格包

미혼녀: 홍색댕기

기혼녀: 頭巾

북부: 한족과 유사

남부: 左·右 對

襟短衣

長

북부: 한족과 유사

右 無領衣

大襟無領短衣

百褶裙, 長

성장: 鷄毛裙

盛裝 시 착용

도화: 식물문

자수: 花, 鳥, 魚

동식물문, 기하문

기하학적 배치

흑, 남, 자색 선호

봄, 여름, 가을:

흑, 청색

여름: 백색

도화, 자수

錦, 布, 倫織

平紋布, 斜紋布,

花椒

眠布, 蛋布

방직기술 발달

繡花鞋

椎 , 髮

頭

두발형: 椎 , 

髮, 高

가체, 모사, 얼레빗

청년: 大襟, 對襟

短衣

노년: 靑布長衫

성장: 百鳥衣, 長衫

裙 , 長

交領短上衣

圓領大襟短衣

交領對襟衣

大襟, 對襟短衣

圓領偏襟長衫

披肩, 兜兜

長, 中, 短百褶裙

長 , 圍腰, 飄帶

盛裝 시 착용

가장 화려함.

동식물문

기하학적 배치

변형기법

청, 남, 백색

도화, 자수

납염 기술발달

土布, 斗紋布

草鞋, 繡花鞋

花格包

花 頭巾

假殼

方格布頭巾

청년: 對襟短衣

중년: 對襟, 大襟

短衣

노년: 大襟短衣,

大襟長衫

성장: 長衫

長

交領短衣

大襟短衣

圍裙

百褶裙, 長 , 長

圍裙

盛裝 시 착용

龍鳳, 花草, 魚蟲

인물, 짐승, 기하문

기하학적 배치

청, 남, 백색

자수, 도화

납염기술 발달

土布로 織紋

草鞋, 布鞋

繡花鞋

頭

頭

한족과 유사

청년: 大襟短衣

노년: 對襟長衫

長

大襟圓領半長衫

노인: 交領短上衣

長

盛裝 시 착용

인자문, 능문, 체

크문

기하학적 배치

청, 남색

자수, 납염

水家布

방직기술 발달

草鞋, 布鞋

繡花鞋

椎 , 頭

頭 , 方巾

大襟右 上衣

大襟長衫

大襟短衣

察爾瓦, 披氈

長

大襟右 短衣

大襟長衫

褶長裙, 長

盛裝 시 착용

雲雷紋, 水紋

기하학적 배치

백, 흑, 청, 남, 홍,

황녹의 대비되는

배색

자수, 납염, 도화

土布

양모 직조

繡花鞋

頭

頭巾

한족과 유사

對襟單衫

長

부녀: 大襟短衣

미혼녀: 對襟衣

長 , 褶短筒裙

盛裝 시 착용

기하문

기하학적 배치

청색

납염, 자수

娘子布, 圈布

방직기술발달

布鞋, 繡花鞋

분류 종족 族 苗族 布依族 水族 彛族 族



으로 흑, 백, 청색을 주로 사용하 으며, 이 세가지 색

상을 체크문양으로도 짜서 사용하기도 하 다.

복식유형에서 남자의 경우 기본적인 복장은 유사하

며, 공통적으로 상의는 대금(對襟), 대금단의(大襟短衣)

의 형태인 복장을 주로 착용하 는데, 이는 주로 청년

층에서 착용하 으며, 노년층은 길이가 장삼(長衫)을

주로 착용하 다. 하의의 경우 각 소수민족들은 평상

복으로 긴바지인 장고(長 )를 착용하 다.

여자의 경우도 공통적으로 상의는 대금(對襟), 대금

단의(大襟短衣)를 착용하 으며, 하의의 경우는 주름치

마인 습군(褶裙)을 착용하거나 긴바지인 장고(長 )를

착용하 다.

장식적인 방법으로는 각 소수민족들이 자수, 납염,

십자수의 형태인 도화(挑花)의 기법으로 장식하 다.

문양의 배치는 공통적으로 기하학적 배치 양식을 띠

고 있다.

색상은 주로 흑, 남, 청색을 기조색으로 사용하 으

며, 장식적인 자수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색상을 부분

색으로 사용하 다.

은장식은 공통적으로 성장(盛裝)을 착용할 때에 사

용하 으며, 그 형태로는 머리장식, 목걸이, 귀걸이, 팔

찌 등으로 제작하여 착용하 다. 신발의 경우 대부분

자수를 놓은 수화혜(繡花鞋)를 신었다.

2. 소수민족간의 차이점

두발형은 먀오족이 추계(椎 ), 변발( 髮), 고계(高

)의 형태를 하 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가체를

사용하거나 얼레빗과 대각(戴角)을 사용하여 다른 소

수민족과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 으며, 이족의 남

자는 추계(椎 )를 하여 상투양식을 하 다.

복식유형에서 남자복장의 형태는 유사하지만, 여자

복장의 경우 먀오족의 여장이 가장 종류가 많으며, 깃

은 교령(交領), 원령(圓領)의 형태이고, 여밈은 대금(對

襟), 대금(大襟), 편금(偏襟)의 단의(短衣) 형태이며, 장

삼(長衫)을 착용하기도 하 다. 다음으로 이족의 여장

은 대금(對襟), 대금단의(大襟短衣) 양식으로 지역에 따

라 색상이나 형태의 차이를 보 다.

장식적인 특성에서 공통점도 있으나 특히 먀오족과

뿌이족, 수이족이 납염기술이 발달하 으며, 자수기법

은 먀오족이 가장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 다.

복식의 색상은 이족의 경우 기조색을 가장 화려하

게 대비하여 사용하 으며, 동족의 경우는 흑, 남색과

함께 자색을 사용하 다.

은장식은 공통적으로 성장(盛裝)을 착용할 때에 사

용하 으나, 그 기법이나 기술양식 면에서 볼 때 먀오

족의 은장식이 가장 뛰어나며, 많은 양의 은장식을 치

장하 다.

직조기술은 각 소수민족의 독특한 자신들만에 방법

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각 소수민족만의 명칭으로 명

명되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V.

본 연구는 중국의 소수 민족 가운데 귀주성에 거주

하는 6개의 소수민족 복식의 유형을 살펴보고 거기에

표현된 여러 가지 장식적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소수

민족 복식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았다. 그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귀주성 지역은 다량의 은이 생산되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소수민족 대부분이 은장식을 많이 하게 되었으

며 특히 소수민족 가운데 먀오족은 성장(盛裝) 시에

가장 화려한 은장식을 하 다. 소수민족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에서 남색을 채취하여 의복에

염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식으로는 남녀가 긴 포를 머리에 다양한 방법으

로 감는 두파(頭 ) 형식을 취하 으며, 여자의 경우

은장식을 성장을 할때 주로 착용하 고 우각(牛角)장

식이나 털실 방울과 같은 주식(珠飾)도 하 다.

상의로는 대부분 대금(對襟) 혹은 대금(大襟) 단상의

(短上衣)를 착용하 으며, 하의로는 남자는 바지 형태

인 고( )를 착용하며 여자는 고( )나 군(裙)을 병용하

여 착용하 다.

장식 기법으로는 자수, 납염, 직조 방법을 공통적으

로 사용하 으나 그 사용되는 문양이나 색상은 각 소

수민족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문양은 전통적으로 사

용하여 오던 것을 계승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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