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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아프리카대륙에는 UN 회원국(총 189개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4개국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군은 한

대륙에 가장 많은 국가 수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인구 63억의 12%에 해당하는 약 7억의 주민이

아프리카대륙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는 어느

한 국가 내에 다양한 부족들이 공존해 있고, 이로 인

해 다양한 부족 언어 및 문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스

와힐리(Swahili어)로 캉가(kanga)는 동아프리카 여성

이 몸에 걸치는 화려한 무늬의 엷은 면포로서 19세기

중반 동아프리카 해안에 처음 나타났는데 이 새로운

스타일은 다른 어떤 의복보다도 급속히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즉시 소비자들은 그 이름을 kanga로 부르

게 되었다. 그리고 긴 세월동안 인도, 동아시아 제국,

유럽 등 타 지역에서 디자인 되고 프린트 되었으나

1950년대부터는 탄자니아(Tanzania), 케냐(Kenia)등

에서도 디자인 되고 프린트 되었다. kanga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양은 기학적인 것, 자연적인 것, 가정적인

테마 등으로 가장 전통적인 모양은 가로 150cm, 세로

110cm의 기하학적인 커다란 문양으로 구성된 한 개

또는 두 개 조각으로 되어있다. 가장자리에 박음질 한

것 이외에 다른 디테일이 없이 주름잡고, 접고 하면서

의복의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 멋지고 실용적인

kanga가 동아프리카의 문화를 구성하는 일부분이 되

었으며 현재 동아프리카에서 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東아프리카 地域에서 廣範圍하게 着用하는 Kanga槪念 硏究
姜 恩 淑

光州大學校 디자인學部 衣裳디자인專攻 助敎授

A Study on Kanga Fundanental Notion of Apparel Widely Throughout East Africa
Eun-Sook Kang

Assistant Prop.,Division of Design. College of Arts. Gwang-Ju Universit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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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아프리카에서는 왕국<그림 1>의 크기는 별로 중

요하지 않았고, 군주(혹은 통치자)에 대한 충성, 그리고

왕국의 주요 자원과 시장을 다스리는 힘이 중요했다.

서부 아프리카의 말리(Mali)의 고대 송가이(Songhai)와

동부 아프리카의 부룬다와 르완다에 위치한 지방에서는

통치자와 지방 호족간의 독특한 사회적인 신분차이가

있었으며, 서부 아프리카의 다호메이에서는 사회적 신

분이 비교적 유동적이어서 왕실과 가까운 친척들이 후

대에는 그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고대 아프리카 왕실에서는 홀(笏), 왕관, 악기,

음식, 음료를 담는 병, 가구, 그리고 왕실의 장식물 등

이 모두 신분과 권력을 나타내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여왕이나 공주 혹은 왕의 어머니들이 직물 공예(textile)

와 같은 엘리트(elite) 미술 활동을 즐기기도 했다.

고대 아프리카 국왕들의 이방여인들과의 혼인, 활발

한 무역 활동을 통해 소개되는 새로운 물건들을 통해

왕실 미술의 동향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게 된다.

서부 나이지리아 베넹 왕국의 상징물들은 이러한 복합

적인 요인을 통하여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징

물의 의미는 변화되어 상인을 상징하는 모습은 어느

시기에 사제로 바뀌기도 하 다. 아프리카 왕국의 지

하자원으로 인한 산업 발전과 활발한 무역 활동 등을

통하여 레조(leso)라고 하는 서양의 손수건이 아프리

카에도 들어왔고 이것을 직사각형의 한 조각으로 해안

의 모험적인 상인들이 주문하여 아프리카의 기후 조건

에 맞게 묶고, 되접고, 주름잡고, 모으고 하여 인체 공

학적으로 아름다운 kanga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즈음 각광받고 있는 에스닉 의상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동아프리카 지역의 민속 의상인

kanga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현재 많은 패션 디자

이너 및 패션 관련자에게 감의 원천을 제공하는 아

프리카 예술과 민속 의상은 학문적으로 그다지 체계적

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첫째, 북쪽 수단과 에티오피아에

서 남쪽으로는 잠베지 강에 이르는 지역 및 마다가스

카르 섬이 포함된 동아프리카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

용하는 Swahili어, 아프리카 문화 및 조형 예술의 변

화에 Swahili어가 미친 향, 동아프리카 조형 예술의

발생 및 문양, 동아프리카 조형 예술이 현대 복식에

미친 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동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하게 착용되는 kanga의 탄생 및 발전, 격언 또

는 슬로건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kanga의 착용법

등을 고찰하여, 아프리카 조형예술이 가지고 있는 조

형성·단순성 및 무한한 창의성을 패션 관련자들에게

소개하여 에스닉풍의 모티브를 Karga에서 찾아봄으로

써 아프리카 조형예술이 지니는 조형성을 패션에 접목

시키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kanga

1. 아프리카의 이론적 배경

1) 동아프리카와 광범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Swahili어

아프리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단위는 인종·

종족·민족이었으며(사하라 이남지역은 지금도 동일

함) 그 수가 거의 3,000개에 달한다. 그 대부분은 정

치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사회 구성단위인 종족집단으

로서 공통된 문화정서와 일체감을 갖고 있다.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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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잔 프레스턴 블라이어 김호정 역(2004).

아프리카 왕실미술. p.1.



카 민족을 문화적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

공통된 특징들을 가진 여러 사회구성단위를 하나의 문

화지역으로 묶으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애초의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기는 했

으나,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서로 다른 구성단위들을

하나의 커다란 문화집단 속에 묶으려 한 것부터가 무

리한 시도 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

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북부·서

부·중서부·동부·중부·남부 지방으로 구분되며 여

기에 마다가스카르 섬이 추가된다. 아프리카 대륙 동

부지역은 부룬디·케냐·르완다·탄자니아·우간다·

소말리아 등의 국가들이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동부

아프리카는 북쪽의 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 남쪽으로는

잠베지 강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말하며 모잠비크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고대 동아프리카 왕국은 북쪽의

수단, 에티오피아, 아잔데 왕국, 망베투 왕국, 부간다

왕국, 쿠바 왕국, 남쪽의 잠베지 강에 이르는 지역 및

마다가스카르 섬이 포함된다. 고대 아프리카 왕국은

16~17세기 유럽 여행가들이 남긴 아프리카에 대한 기

록에서 볼 수 있듯이 화려한 왕궁들, 사치스러운 왕궁

생활, 강력한 통치자들, 그리고 아름다운 미술품에 대

한 기록들로서 왕권 등이 확립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왕국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망베투와 부간다 왕국은

아프리카 화려한 왕궁 건축물, 베넹 왕국은 정치·종

교와 자연의 질서, 요루바와 다호메이 왕국은 왕권주

의, 아잔데 왕국은 황금 사용하는 방법, 콩고와 쿠바

왕국은 왕권과시 미술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Swahili어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로서 탄자니아에서 국가 공식어의 지위를 확보하

고 있으며, 케냐에서도 공용어로 지정되어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코모로 제도의 전역과 잠비아,

말라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의 국경 지역에서도

Swahili어 화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언어를 제

2언어, 제3언어로 사용하는 집단을 포함하면, Swahili

어 화자 수는 7천만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Swahili어 화자는

케냐와 탄자니아의 해안 지방 거주자에 한정되어 있었

다. 이처럼 Swahili어가 동아프리카 해안 지역에서 광

범위한 내륙 지역에까지 전파된 것은 최근 2세기 동안

동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변화

와 접한 관계가 있다. 19세기 초에 급격히 증가된

동아프리카 해안 지방과 내륙 지역간의 무역,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된 독일과 국의 동아

프리카 식민 통치, 1960년대 독립 정부의 수립 등이

Swahili어가 동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에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Swahili어 내

륙 전파의 가장 큰 계기는 내륙 교역의 급격한 성장이

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내륙 무역은 대상(caravan)이

담당했는데, 이러한 대상을 이끄는 사람들은 Swahili

어를 구사하는 해안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내륙의 주민들과 다양하게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Swahili어가 내륙으로 전파되었다. 내륙 무역이 활발

하던 시기에 Swahili어는 남쪽으로는 잠비아, 서쪽으

로는 콩고공화국에 까지 전해졌다. 이러한 거점에는

서로 종족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Swahili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Swahili어 전파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유럽

출신 기독교 선교사들로서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독

일 출신의 선교사인 크라프(J. L. Krapf)는 1850년에

Swahili 문법을 정리한 책을 출판하 고, 1882년에는

Swahili어 사전까지 내놓았다. 국 출신의 선교사, 스

티어(E. Steere) 역시 Swahili어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1870년에 Swahili어 학습을 위한 책을

출간한 바 있다. 그는 Swahili어 민담을 수집하는데도

관심을 보여, 같은 해에 Swahili 민담집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유럽 출신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수세기 동

안 아랍문자를 이용하여 손으로 써서 표기되던

Swahili어에 로마자 표기를 적용시키고, 출판문화를

도입하기도 했다.

아랍문자로 Swahili어를 표기하던 시대의 Swahili

문자문화와 새로 도입된 로마자를 매개로 한 Swahili

문자문화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과거 아랍문자를 이용

해 문자생활을 위하던 사람들은 특정 사회 집단에

한정되어 있었다. 아랍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해안

지방의 이슬람계 학교(madarasa)에서 교육되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랍 문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와는 다르게, 로마자를 도입한 유럽계 선교사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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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당국은 보편적 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했다. 또한 아랍문자를 이용한

문자문화에서는 문헌의 유통을 손으로 직접 쓴 원고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것을 접하는 사람의 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로마자를 이용한 문자문

화에서는 인쇄술의 도움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Swahili어로 된 문헌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보편적 교육과 인쇄술의 도입은 아프리카의 문맹을 타

파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의 개혁을 이루

었으며 아프리카 조형 예술 역시 서구화 되어갔다.

2) 아프리카 문화에 Swahili어가 미친 향

현재 아프리카는 어느 한 국가 내에 다양한 부족들

이 공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부족 문화들을 지

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내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통일

성 혹은 단일성을 이루고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문화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에 있는 각각의 부족들이 자신들의 가치체계, 종교적인

행위와 생활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부

족이 여러 나라에 위치해 있어 부족적인 경계와 어떤

특정한 국가를 구분 짓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자

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문제가 한 국가로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내륙 무역의 번 을 계기로 동아프리카에 널리 퍼진

Swahili어가 식민지 시대에 접어들어 행정,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더욱 그 쓰임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동아프리카의 식민 교육 체계에서 Swahili어는 교

육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혹은 하나의 교과목으로 지

정되었다. 이러한 공교육의 발전은 Swahili어로 쓰여

진 책에 대한 수요를 제공하여, 식민지 기간 중 교육

적 요구에 의해 Swahili어 서적이 많이 출판되었다.

1960년대 초에 케냐, 탕가니카, 잔지바르는 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 다. 1964년에는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통합되어 탄자니아 연방이 성립되었다. 동

아프리카에 독립 국가가 형성되면서 Swahili어의 운명

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탄자니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독립 국가 형성 과정에

있어 Swahili어의 중요성을 이른 시기에 인식하 다.

그들은 Swahili어를 새로이 건설된 탄자니아의 정체성

과 국민 문화(National culture) 확립에 꼭 필요한 요

소로 여겼다.

2. 동아프리카의 조형 예술 및 문양

아프리카인의 정신이나 조형적 특성 중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 요소 속에 발견되는 조형의식이다. 생활의

장속에서 나타나는 의식이나, 환경 공간의 개념은 아

프리카인의 조형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기본적인 요소

이다. 아프리카의 조형적 특성은 그 전체에 있어서나

세부에 있어서 하나의 기호이며 상징이다. 종교와 예

술관은 인간의 정신과 생활에 깊이 향을 주며 미술

적 감과 작품을 탄생시키는 창조력의 바탕이 된다.

특히 아프리카 조형예술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

지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프리카

인들은 예술제작에 있어서 현실을 재현하는 것보다는

현실의 배후에 있는 신비한 것과 초월적인 것에 관심

을 가졌다. 그들은 추상적인 형태나 기하학적인 형태

속에 진실한 상징을 발견하고자 하 고 동물이나 인

물, 제식용 미술품과 같은 모티브의 상징성은 원시적

인 종교사상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

부적인 표현이나 부차적인 표현 등은 개입되지 않았으

며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생명의 감동, 그 밑바닥의

자아와 세상과의 대립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 아프리

카인들의 예술관이다. 아프리카 직물의 문양은 기하학

적인 문양이 주류를 이루며 플랑기(plangi), 바틱

(batik), 이카트(ikat), 컷 파일(cut pile) 등과 같은 기

법으로 문양을 표현했으며 삼각형, 사각형, 번개형, 원

형 등을 기본으로 하는 기하학적인 문양<그림 2>을 만

들어내고 있다. 또 아프리카 직물에 나타난 도형 대부

분은 사람과 동물 또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요소 등

이 실제 혹은 공상적으로 양식화된 형태로써 조형적으

로 연속 무늬형태를 이룬다. 기하학적인 면과 규칙적

인 선의 반복에 의해 조형적으로 연속무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문양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변

화를 보이는 것은 아프리카 직물 문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특색이며 이러한 문양들은 복잡하고 다양

한 변화 속에서 질서와 조화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요즈음 발견된 20C의 동아프리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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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 탄자니아(Iraqw Tanzania), 지야마 케냐

(Giryama Kenya), 키쿠쿠 케냐(Kikuyu Kenya), 케

레베/카라 탄자니아(Kerebe/ Kara Tangania) 등의

유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Iraqw Tanzania의 동아프리카의 유물은 직사각형

문양의 스커트로서 동물 가죽에 유리구술, 금속 종들

을 부착한 작품으로 화려한 문양의 술이 달린 플레어

(flare) 스커트이다.

Giryama Kenya에서 발견된 문양은 나무 양옆에 삼

각형의 문양이 직선으로 톱니바퀴처럼 나열(이러한 문

양은 동아프리카에서 많이 보인다.)되어 있고 그 한 가

운데커다란원에작은원이꽃처럼들어있는문양이다.

Kikuyu Kenya에서 발견된 것은 7줄의 타원형에

흰색·밤색의 교차반복리듬을 띄고 있는 나무로 된 장

식품인데 이러한 양식화 된 연속 무늬형태는 케냐의

건축, 복식, 생활용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Kerebe/Kara Tangania에서 발견된 유물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과 같은 삼각형 문양으로서 수평선

에 교차반복리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카소의 조각

작품 속에서도 많이 보이는 형태로 붉은 밤색, 진 밤

색의 아프리카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기하학적인 문

양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동아프리카의 Iraqw

Tanzania, Giryama Kenya, Kikuyu Kenya,

Kerebe/Kara Tangania의 유물에서 나타난 동아프

리카의 문양은 삼각형·사각형·원형 등의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동아프리카 조형 예술이 현대복식에 미친
향

아프리카 원시 미술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의

조형 예술에 많은 향을 미쳤다. 20세기 아방가르드의

개시를 알린 첫 미술사조 던 야수파는 순색에 대한 새

로운 가치, 아라베스크의 장식성, 새롭게 유럽에 소개된

흑인 조각의 충격을 중심으로 야수파란 이름 하에 아카

데미즘 적 회화에 저항 운동을 하 다. 그 후에 나타난

입체주의는 피카소(Picasso), 브라크(Braque), 그리

(Gris)등이 주도한 회화 상의 일대 혁명인데 이 사조는

피카소가 흑인 미술과 이베리아 반도의 전통 조각에서

감을 받아 1907년 상반기에 두 단계에 걸쳐 완성한

작품“아비뇽의 처녀”에서 발단 되었다. “아비뇽의 처

녀”는 균형이 잘 맞는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 대칭형,

다양한 입체와 표면과 선 사이의 리듬감과 조화, 객관

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을 측정 했다기보다는 작가의

직관에 호소하는 경향이 짙은 작품으로서 회화의 추상

화와 변형에 의존한 작품이었다. 르네상스적 원근법과

입체감을 완전히 부정하고 원시적인 형식을 도식화한

이 작품은 전통적인 가치와 표준을 완전히 부정한다.

해 턴(Hemilton)은 이 작품을 이집트회화와 전 로마

이베리아 예술과 아프리카 원시 미술을 종합한 작품으

로 보았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통 하여 서구 미술이

그때까지 추구하던 예술 이론을 완전히 부인 한다. 예

술은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결과로서 그는

원시 예술 형태에서 강한 힘을 느꼈다.

현재 우간다에 위치한 부간다 궁의 관할지구들은 전

체 동아프리카 왕궁 건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카

바카(kabaka)라 불리는 각 왕은 현재 수도인 캄팔라

의 높은 언덕에 자신의 수도를 건설하 다. 당시 이

지역에 머물 던 여행자들은 옆을 울타리로 막아놓은

넓은 거리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 왕국의 거대한 그물

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왕실 관할지구는 450

여 개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넓은 중앙 궁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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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잔 프레스턴 블라이어 김호정 역(2004).

아프리카 왕실미술. p.237.



의 지붕은 약 200명의 백성들이 2개월에 걸쳐 제작

한, 잘 짜여진 짚으로 덮여 있었다. 그 규모와 화려한

장식을 제외하면, 그 궁궐의 겉모습은 주위에 있는 일

반 백성들의 거주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부

간다와 그 주변 지역의 전통적인 바구니 제조법에서

유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패션에서도 아프리카의 고대 조각, 건축, 화려

한 문양, 민속의상, 장신구등이 디자이너들이 창의력을

발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유행의 주기 변화에

따라 아프리카 조형예술의 특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

다. 동아프리카 조형 예술 중의 특이한 것 하나는 문

학에 접근 하여 전통적인 민담의 주인공들을 조형예술

로 표현 하는 것인데 의복의 경우 아프리카에서 광범

위하게 사용하는 구슬을 실로 꿰어 바느질 하고 섬세

한 그림을 그리는 방법 등이다. 2004 S/S 컬렉션에서

입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화이트 실크로 제

작된 쉬폰 드레스에 비즈를 장식하여 1980년대 스타

일을 연출 하 으며 니콜 러(Nicole Miller)는 탈색

된 비즈가 달린 이브닝 웨어를 표현 했으며 타타니카

(Tatanica)는 실크 소재 원피스에 붓으로 그린 듯한

효과로 회화 작품을 보는 듯한 효과를 주어 그 위에

스팡클로 장식해 화려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을 선 보

다. 헬무트 랑(Helmut Lang)은 레이어드 룩의 상의

에 금속사 소재의 kanga 스커트, 레이어드룩의 원피

스위에 kanga 스커트 등을 발표했으며 매 컬렉션 마

다 kanga 류를 가장 많이 발표하는 지아니 베르사체

(Gianni Versace)는 톱(Top), 토가(Toga), 일반적인

kanga스커트 등을 발표 했으며 에쉴리 이즈함

(Ashely Isham)은 리조트(Resort)류의 kanga를, 루

이스 뷔톤(Louis Vuitton)은 한 장의 직물로 된 직사각

형의 허리 아래 부분 까지만 드레이프 된 kanga 원피

스를 선 보 다.

III.
Kanga

1. Kanga의 역사

Kanga는 가장자리 주변에 눈에 띄는 선명한 색의

문양으로 프린트된 직사각형의 면소재로, 그 형태는

팔을 벌린 만큼 넓고 신체의 머리에서 무릎까지 혹은

가슴에서 발까지 덮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이다<그림

3>. 가장 전통적인 모양은 같은 문양 2개의 조각이나

또는 다른 문양 2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편

들은 Kanga를 부인들이나 아기엄마들에게 코디를 할

줄 아는 여성들은 친한 친구에게 선물로 보낸다. 남자

들은 Kanga를 감고 잠을 잘 수 있고 자주 집에서

Kanga를 입고 돌아다니며 여자들은 어디든지 입고

다니며 아기들은 실제로 Kanga에서 낳는다. Kanga

는 동아프리카에서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선물로 선정 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Kanga는

19세기 중반 동아프리카 해안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사

료에 의하면 잔지비르(Zanzibar) 몇 몇 우아한 부인들

이 손수건을 만들어 팔기 위하여 면을 로울로 구입하

고 또한 재단한 손수건을 양옆으로 붙여 3줄을 만들

어 보았다.

즉 프린트된 6개의 정사각형 중 새로운 세로로 3줄을

2개씩만들어그가운데를실로꿰매어보았다<그림 4>.

포르투갈 상인에 의하면 먼저 아프리카에 가져와진

정사각형의 손수건 이름에서 새로운 스타일은 <leso>

로 불리었고 <leso>는 다른 어떤 의복보다 급속히 인

기를 얻게 되었으며 해안의 모험적인 상인들이 <lose>

의 6조각을 하나의 프린트로 주문하게 되었다.

최초의 Kanga는 어두운 바탕에 흰 점으로 가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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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nna Avantaggiato(2002). Kanga. 서문



리가 프린트 되어진 것<그림 5>이었으며 즉시 소비자

들은 요사스러움, 사교적인 붉은 닭<그림 6>, 닭의 우

아한 깃을 붙인 것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을 Kanga라

불 다.

시간이 지나면서 Kanga의 디자인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화려한 장식과 색상들로 정성스럽게 가장

자리<그림 7>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 문양 등

이, 단순한 동기로 변화하면서 긴 세월 동안 Kanga는

많은 부분이 인도, 동아시아제국, 유럽 등에서 디자인

되고 프린트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는

Tanzania, Kenia 그리고 아프리카 다른 지방 등에서

도 아프리카의 직조기술의 발달로 디자인되고 프린트

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는 디자인에 Swahili문자를 넣었는

데, 최초로 Swahili문자를 넣은 것은 맘바사

(Mambasa)의 한 상인 아베룰라<Abelulla>로 이름난

카더디나 하지이삭(Kaderdina Hajee Essak)이었다.

이 많은 격언들은 그들의 신비하고 애매한 의미를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만약 어떤 한 문장

의 의미가 잘 생각나지 않을 때 Swahili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할

것이다. Kanga에 사용된 문양들은 주로 추상적이며

단순한 혹은 복잡한 형태들의 기하학적인 것<그림 8>,

닭, 식물, 아기 같은 가정적인 테마, 산·식물군·야생

동물 같은 자연적인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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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nna Avantaggiato(2002). Kanga. p.1.

<그림 5>  Anna Avantaggiato(2002). Kanga. p.2.

<그림 6>  Anna Avantaggiato(2002). Kanga. p.3. <그림 8>  Anna Avantaggiato(2002). Kanga. p.5. 

<그림 7>  Anna Avantaggiato(2002). Kanga. p.3.



또한 Kanga는 Kenia의 제품이 일반적으로 전 세

계에 많이 알려졌지만 정치적·사회적 행사에서

Kanga를 잘 활용하는 국가는 Tanzania이다. 현재 이

멋지고 실용적인 Kanga<그림 9>가 동아프리카의 문

화를 구성하는 일부분이 되었으며 동아프리카 지역 주

민의 일상복으로서 동아프리카 주민에게는 패션으로

호평 받고 있다.

2. Kanga의 문장

처음 아라비아 자가 소개되어 널리 사용되었던 아

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지역에서는 자를 일반적인 기

록의 역할로 사용한 것 외에 예식, 치유, 그리고 보호

의 역할로 많이 사용하 다. 특히, 탄자니아 정치 지도

자들은 Swahili어가 다양한 부족으로 이루어진 탄자니

아 사회에 국민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판단하고, Swahili어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

책을 수행했다. 1990년대 초부터는 디자인에 Swahili

문자를 넣었는데 Swahili문자를 넣은 것은 Mambasa

의 한 상인 <Abelulla>로 이름난 Kaderdina Hajee

Essak 덕분이었는데 그의 Kanga를 위한 많은 디자

인들은 <K.H.E-Mail Ya Abelulla>의 상표로 구별되었

으며 많은 격언들을 사용했다.

아래 사용한 문장은 Swahili어 문장의 격언이다.

kanga에 자를 넣기 시작한 것은 자를 예식, 치유,

보호의 역할로 많이 사용했던 아프리카인의 종교관에

서 온 것으로 사료된다.

3. Kanga의 착용법

Kanga를 처음 입을 때는 연속된 디자인을 화살표

지시에 따라 이행하면 만족한 결과를 줄 것이다. 그러

나 Kanga의 미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름잡고,

접고, 되접고, 묶고, 모으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

어야만 Kanga를 인체에 확실히 고정시켜 주고 착용

감이 높은 Kanga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가 착용하

는 모든 의복은 Kanga하나 또는 두 개만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가장자리에 박음질 한 것 외에는

Kanga는 박음질, 재단, 단추 구멍, 지퍼 혹은 다른 디

테일이 없다. 때때로 흘러내리지 않기 위하여 핀을 찌

를 수도 있지만, Kanga의 특수한 미적인 특성은

Kanga 하나만으로 Kanga의 고유미를 단순성과 완벽

성으로 표현하는데 있다. 아래 제시한 Kanga의 착용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착용법이다.

전통적인 치마<그림 10>, 전통적인 모자<그림 11>,

NDOVU WAWILI WAKISONGANA, ZUMIAZO NI NYIKA

두 코끼리가 충돌하면 누가 손해를 입나.

KULEYA MIMBA SI KAZI: KAZI NU KULEYA MWANA

임신하는것은힘들지않다: 아이를기르는것이힘들다

KUPATA SI KWA WERWVU, NA KUKOSA SI UJINGA

리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MTAKA YOTE HUKOSA YOTE

(누가) 너무 많은것을원하면, 아무것도갖지못한다.

VIDOLE VITANO-KIPI NI BORA?

다섯 개 손가락 중에서 어떤 것이 최고인가?

NJIA MWONGO FUPI

거짓말의 길은 짧다

AKILI NI MALI

지력은‘부’다

ADUI MPENDE

(너의) 적을 사랑하라

USINISUMBUE

날 방해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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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nna Avantaggiato(2002). Kanga. p.58.



수 복<그림 12>, 전통적인 벨트·주름·매듭을 풀어

지지 않게 하는 방법<그림 13>이다.

여자의 경우는 장방형의 천을 허리에 감은 후 끝자

락을 그대로 허리에 집어넣어 고정시키는데 반해, 남

자의 경우는 허리에 감은 후 허리부분을 몇 번 둘둘

말아서 고정시킨다. 전통적인 벨트, 주름, 매듭을 풀어

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써 1의 주름잡기는 길이를 조

정하고 의복의 외형을 보기 좋게 만드는데 필요하며 2

의 대각선 주름은 전통적인 모자류와 벨트 등에 사용

된다. 또한 3의 안쪽 대각선 주름은 벨트, 견장, 스카

프, 끈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4의 간단한 매듭은 위에

서 아래로 묶는 것이며 5의 평면 혹은 정방형 매듭은

한 개의 Kanga나 두 개의 Kanga의 끝부분을 수평선

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6의 흐르는 매듭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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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nna Avantaggiato(2002). kanga. p.41.

수 복

<그림 10>  Anna Avantaggiato(2002). kanga. p.16.

전통적인 치마

<그림 13>  Anna Avantaggiato(2002). kanga. p.23.

전통적인 벨트, 주름, 매듭을 풀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그림 11>  Anna Avantaggiato(2002). kanga. p.23.

전통적인 모자

흔히원피스나
미니스커트위에입음

확실성을위해
끝모퉁이를 밖으로
다시떨어지게놔둠

대각선으로접고감음

목덜미에놓음

A

A

A

A

A

B

B

B

B

B

끝부분을모아서
머리둘레를단단하게감음

이마위맨끝을
완전히묶음

1. 주름 잡기

2. 대각선으로접음

3. 안을 대각선으로접음

4. 매듭 5. 평면 매듭
정방형매듭

6. 흐르는 매듭



장 볼륨이 적은 정방형 매듭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의

복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이다.

Kanga의 사용범위는 치마, 어깨위에 걸치는 쇼올,

머리위에 걸치는 쇼올, 머리와 얼굴을 가리는 쇼올, 댄

스 복장, 모자류, 목에 묶은 것, 목과 치마에 묶은 것,

측면 매듭 변형, 측면 매듭의 치마, 이중 측면 매듭 변

형, 이중 측면 매듭 치마, 어깨와 벨트 위에 묶는 방법,

벨트 없이 입는 두 개의 Kanga, 앞으로 교차로 묶는

방법, 어깨위에 매듭, 앞부분만 가리는 것, 벨트와 망

토로 한 의상, 가슴 위 매듭의 긴 의복, 목 뒤 매듭의

긴 의복, 우아한 의복, 토가(정방형 매듭, 흐르는 매듭),

수 복, 치마바지, 팬티, 간단한 Top, 뒤에서 교차하는

블라우스, 교차점 없는 블라우스, 앞으로 교차하는 블

라우스, 목에서 묶는 블라우스, 어깨 위 매듭 브래지

어, 목 뒤 매듭브래지어, 터번형의 스카프, 터번, 오바

이외에 커튼, 벽장식, 카펫트 등으로 한계가 없을 정도

로 사용되고 있다.

IV. Kanga

매시즌 kanga류를 가장 많이 발표하는 Gianni

Versace는 2004 S/S 컬렉션에서 Top, Toga, 일반

적인 kanga스커트류 등을 발표 했고, Helmut Lang

은 레이어드 룩의 상의에 금속사 소재의 kanga 스커

트, 레이어드룩의 원피스위에 kanga 스커트 등을 발

표했다. 2004S/S 컬랙션에서 Helmut Lang 은 이전

컬렉션 까지는 색상 사용이 너무 한정 되어 있었으나,

로얄 퍼플과 라임 그린등 트랜드를 수용 하는 포옹력

도 보여 주었다. 표현의 주관성을 억제 하고 그것이

의복임을 나타내는 요소만을 주장 하는 Helmut Lang

은 편안 하고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재단만을 선호한

다. 그는 이번 컬랙션에 잠자리라는 컨셉에 맞게 곤충

의 화려한 원색들을 미니멀리즘 속에 담아 근사한 의

상으로 탄생시켰다.

화이트, 퍼플, 그린, 엘로, 블루 등 화려해진 컬러뿐

만 아니라 광택있는 가죽까지 등장시켰다. 스포츠적인

원단을 선호하는 Helmut Lang은 안정적인 아름다움

과 자연스러운 재단, 스커트와 드레스의 구성적인 조

화를 2004 컬렉션에서 보여주었다.

<그림 14>는 어깨를 깊게 판 런닝 셔츠형식의 레이

어드 상의에 잠자리 날개 느낌의 여러 번 겹친 kanga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다. kanga 스커트의 오른쪽은

검정색 장식용 지갑을 달고 있으며, 양옆은 꼬리처럼

유머러스하게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그림 15>는 <그림 14>와 같은 어깨를 깊게 판 런닝

셔츠형의 피트(fit)한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으며, 원피

스 위에 원단이 저지류인 kanga를 걸치고 있으며 커

다란 지갑으로 장식하고 있다.

<그림 16>은 레이어드한 상의에 단이 트리밍 된 두

꺼운 금속 소재의 가장 기본적인 kagna 스커트를 착

용하고 있으며, 상의는 야구공 크기의 구멍이 니트를

변형시키는 이색적인 호기심의 디자인을 선보 다.

이번 시즌 Gianni Versace의 빅 메세지는 바로 프

린트, 2004 S/S 라노 패션 위크에 불붙는 열정이

Gianni Versace 컬렉션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모든 파스텔톤 프린트는 페일 핑크와 화이트로 부드러

운 느낌을 주고 있으며, 감싸기, 주름잡기, 슬릿과 곡

선미가 두드러진 컷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림 17>은

실크 쉬폰 소재 kanga 스커트로서 구성 방법은 좌측

은 이중으로 된 스커트로서 겉 kanga 스커트는 꼬임

의 형태로 되어졌으며 Top 형식의 브레지어를 착용하

고 있으며 허리 부분에 긴 매듭의 끈을 해주어 kanga

를 더욱 강조해 주고 있다. <그림 18>의 kanga 형식

의 원피스는 가장 기본적인 양옆이 여며지는 kanga

스커트로 언밸런스의 너풀이 붉은 색과 잘 어우러져

2004 S/S 시즌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9>의 kanga는 너풀이 많이 달린 단순반복

리듬의 kanga 스커트로서 뒷부분이 공작꼬리처럼 길

게 강조된 에스닉한 kanga로서 역시 Top 형식의 짧

은 상의를 착용하고 있다.

Gianni Versace는 매 시즌 kanga 류의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는 디자이너로서 전체적으로 신고전주의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Toga 형식의 kanga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신고전주

의 라인(Line)을 추구하는 Gianni Versace는 고대의

부활을 목표로 합리적인 미학에 바탕을 두며 그리스·

로마의 디자인 요소를 많이 사용하여, 합리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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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성을 특징으로 한다. V.

원시 조형 예술이 가지는 불가사의 하고 강력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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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Helmut Lang. Mode et

Mode(2004). モ－ドエ

モ－ド社. P.27.

<그림 15>  Helmut Lang. Mode et

Mode(2004). モ－ドエ

モ－ド社. P.27.

<그림 16>  Helmut Lang. Mode et

Mode(2004). モ－ドエ

モ－ド社. P.27.

<그림 17>  Gianni Versace. Mode

et Mode(2004). モ－ド

エモ－ド社. P.133.

<그림 18>  Gianni Versace. Mode

et Mode(2004). モ－ド

エモ－ド社. P.133.

<그림 19>  Gianni Versace. Mode

et Mode(2004).モ－ドエ

モ－ド社. P.133.



은 조형 예술 행위가 진부 해지고 무기력 해질 때 마

다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제공 해 주는 소중한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원시조형 예술은 존재 가능한

예술 형식 가운데 가장 순수한 형태이며 가장 오염 되

지 않은 것으로서 원시 예술형태에서 예술가들은 강한

조형적 힘을 느꼈다.

Zazibar의 부인들이 손수건을 만들어 팔기 위하여

작은 조각의 손수건을 큰 직 사각형의 손수건으로 꿰

매어 보았고, 그것을 해안의 모험적인 포르투갈 상인

들이 하나의 큰 프린트 주문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동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하게 착용되는 Kanga는 탄생

되었다. 내륙 전역으로 확산된 swahili어의 향, 아프

리카 한 국가 내의 서로 다른 부족 간의 공존, 그리고

kanga를 처음 주문한 해안의 포르투갈 상인의 무역

거점의 확장 등으로 인하여 동 아프리카 전 지역에 광

범위 하게 착용 되었다. kanga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이 몸에 걸치는 화려한 무늬의 면포로서 가장자

리 주변에 선명한 문양으로 프린트 된 가로 150센티,

세로 110센티의 직사각형의 면포이다. 크기는 팔을 벌

려서 들만큼 폭이 넓으며 머리에서 무릎까지 혹은, 가

슴에서 발까지 덮을 수 있는 긴 기장이다. 가장 전통

적인 모양은 같은 문양 2개의 조각이나 다른 문양 2개

의 조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문화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최초의 kanga는 어두운 바

탕에 흰점으로 가장 자리가 프린트 된 것 이었으며 소

비자들은 즉시 요사스러움, 사교적인 붉은 닭, 닭의 우

아한 깃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을 kanga라 불 다. 시

간이 지나면서 kanga의 디자인은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화려한 장식과 문양으로 정성스럽게 가장자리

를 만들었으며 긴 세월 동안 인도, 동 아시아 제국, 유

럽 등에서 디자인 되고 프린트 되었다. 1990년대 초부

터 격언 또는 슬로건 등을 동 아프리카 공용어인

swahili어로 넣게 되었으며 정치적, 사회적 행사에서

kanga를 잘 활용 하는 국가는 tanzania이었다. 매 컬

렉션 마다 kanga류를 가장 많이 발표하는 Gianni

Versace는 Top, Toga, 일반적인 kanga스커트 등을

발표 했으며 Helmut Lang은 레이어드 룩의 상의에

금속사 소재의 kanga 스커트, 레이어드룩의 원피스위

에 kanga 스커트 등을 발표했다. Ashely Isham은

Resort류의 kanga를, Louis Vuitton은 한 장의 직물

로 된 직사각형의 허리 아래 부분 까지만 드레이프 된

kanga 원피스를 선 보 다. 1900년대부터 나타난 현

대 패션의 경향 중 하나가 이국 취향과 이콜로지로서

이국 취향은 아프리카적 요소, 라틴 아프리카적 요소,

아시아적 요소를 현대 패션에 재현한 에스닉 패션이고

이콜로지로 서양 복식에 주로 사용 된 것은 문명에 물

들지 않은 순수한 아프리카 조형 예술들로서 패션 디

자이너들이 주로 사용 하는 것은 민속의상, 장신구, 문

신, 상흔 등이다.

아프리카 왕국의 지하자원으로 인한 산업 발전과 활

발한 무역 활동 등을 통하여 leso라고 하는 서양의 손

수건이 아프리카에도 들어왔고 이것을 직사각형의 한

조각으로 해안의 모험적인 상인들이 주문하여 아프리

카의 기후 조건에 맞게 묶고, 되접고, 주름잡고, 모으

고 하여 인체 공학적으로 아름다운 kanga로 발전하

게 되었다. 아프리카 조형예술이 가지고 있는 조형

성·단순성 및 무한한 창의성은 패션 관련자들에게 새

로운 디자인의 개발과 도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요즈음 각광받고 있는 에스닉 의상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동아프리카 지역의 민속 의상인

kanga의 개념에 대하여 연구하 다.

앞으로 아프리카인의 지역별 kanga선호도, 국가간

수출입 관계, 매 컬렉션 마다 나타나는 kanga의 디자

인 요소,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kanga의 관심도등

의 후속 연구가 되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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