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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ur walls of mural paintings in Afrasiab, Samarkand, have discovered: the indian-concept 
east wall, the west with the paintings of envoys from a number of countries bringing in King's let-
ters or gifts, the south describing traditional ceremony celebrating the new year, the north with a 
picture of a Chinese princess on board beside hunting scenes. Overall, Sogdians in Afrasiab mural 
paintings of 7th century had following costume codes: a very short haircut or the Turkic queue, a 
rather-narrow-sleeved caftan with round-neck, a belt and boots. The west wall showed various cos-
tume style of a set of envoys from countries. First, a Turkic envoy had 3-6 rows of long plaits, 
wearing a caftan with two lapels and a belt - interestingly, Sogdian and Turkic nobles didn’t wear 
pochettes. Second, a Chaganiyan had a hairband on his short hair, and his colorful round-neck caf-
tan is decorated with animal-patterned medallions and a golden belt. Third, a Chach wore a jew-
elled hairband, putting gaiters on his pants. Forth, a Chinese was in putou with a round-neck caf-
tan, and with a belt and sword around his waist. Lastly, also appeared a Koguryo envoy in white 
putou with a double-bird-feathered crown on top, wearing a long-sleeved yellow v-neck top, a belt, 
narrow-cuffed pants and boots. Identical to the Sogdian statues excavated in various regions of 
China are the appearance of big eyes and nose -similar to the warrior stone in Korea- a hairband, 
and a pochette down from the waist line. During this period, white and red were considered as 
prevailing colors for clothing: red and yellow among Turks. The costumes of characters in Afrasiab 
mural paintings were preferably made with the animal-patterned, sophiscated samite Zandanachi of 
Sogdiana. 

Key words: Afrasiab Mural Painting(아프라시압 벽화), Sogd(소그드), Turk(돌궐), Koguryo(고구려), 
Zandanachi(잔다나지). animal-patterned medallions(동물 연주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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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마르칸드(Samarkand)는 타쉬켄트에서 남쪽으로

353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아무르티무르 제국의 수

도였을 뿐 아니라 실크로드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

어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도시이다. 고대에는 마라칸

다(Marakanda)로 불렸었고 중국에서는 강국(康國)

으로 알려져 있다. 사마르는 산스크리트어로 사람들

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이며 칸드는 페르시아어로

도시를 말한다. 즉, 사람들이 만나는 도시가 바로 사

마르칸드이다.1) 정관(貞觀) 3년(630)에 사마르칸드

를 방문한 현장이 쓴 대당서역기에 “사마르칸드에

는 인구가 아주 많고 외국 각지에서 들어온 값진 상

품이 이곳에 집하되어 있다. …… 베 짜는 기술은 특

히 다른 나라 주민보다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

다.2) 위서에 강국의 왕은 머리를 땋고 일곱 가지

보석과 금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능(綾), 라(羅), 금

(錦), 자수, 목면으로 옷을 해 입는다. 부인은 계를

틀고 검은색 건으로 가린다. 장부(丈夫)는 머리를 짧

게 잘랐고 금포(錦袍)를 입는다.”는 기록이 있다.3)

아프라시압 벽화는 사마르칸드 교외에 있다. 1965

년 러시아 고고학자 알바움(Aibaum) 등에 의해 발

굴이 이루어져 옛 궁전지를 찾아내었다. 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인물의 모습과 의복, 장신구, 소그드 명

문에 의해 제작 년대는 7세기로 밝혀졌다. 7세기는

소그드 문명의 이슬람화 이전으로 사마르칸드가 비

쟌틴에서 중국까지의 실크로드를 지배하고 있었다.

연구방법은 2002년에 아프라시압 벽화를 1차 답사

하였고 2010년에 아프라시압 국립 역사박물관, 히바

와 부하라의 박물관, 테르메즈의 고고학박물관, 달베

르진 테페와 파야즈 테페, 타쉬켄트의 역사박물관,

카라반 사라이 등에서 유물조사를 하였으며, 2009년

과 2010년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소장된 펜지켄트 벽

화의 복식을 조사하였다. 벽화인물의 국적은 소그드

명문에 의해 밝혀졌고, 모데(Mode)의 복원도, 얏센

코(Yatsenko)와 그르네(Grenet) 등의 선행연구4)를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연구목적은 아프라시압 벽화의 원본, 모사본, 추정

복원도, 판지켄트의 복식을 조사하여 7세기 아프라시

압 벽화에 나타난 각국의 복식을 소그드, 돌궐, 차가

니안, 중국, 고구려의 복식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아프라시압 벽화의 복식과 문양에 나타난 실크로드

의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Ⅱ. 아프라시압 벽화인물의 복식
현재 아프라시압 역사박물관 1층에 소장되어 있는

아프라시압 벽화는 부분적으로 채색이 떨어지고 윤

곽선이 흐려져 있으나 다행히 발견 당시 제작된 모

사도는 복식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모사작업에 참여한 화가로는 A. 이믈라모프, R.

크리보세이, V. 바도피신, V. 보한, G. 울코 등의 이

름이 알려져 있다.5)

아프라시압 벽화는 문이 있는 동벽에 인도주제가

표현되어 있고 맞은편 서벽에는 각국의 사절들이 표

현되어 있다. 남벽에는 전통 신년제(나브루즈) 의식

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북벽에는 배를 타고 오는

중국의 공주와 수렵장면이 그려져 있다. 나브루즈는

새해, 새날을 의미하며, 이란의 전통 노르즈(Nurauz)

제례를 큰 뼈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노르즈에는 왕의

신하나 시종들이 한 사람씩 순서대로 왕 앞에 나아

가 새로운 공물을 바치고 기쁘게 한다고 한다.6)

1. 동벽인물의 복식
동벽은 입구의 양쪽에 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훼손

이 가장 심하여 복식의 상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일

부 학자들은 동벽이 인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

다고 하며, 복식과 큰 귀걸이, 정수리를 묶은 헤어스

타일, 갈색 피부 등이 인도풍이다. 왼쪽 끝 사각의자

에 앉아 있는 인물은 주름이 잡힌 풍성한 바지가 발

목에서 오므려지게 입었으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명이 그려져 있다.

오른쪽에는 세 명의 옷을 입지 않은 소년이 왼쪽

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 한 명은 왼쪽 무릎을 바닥

에 대고 오른 쪽 발은 직각으로 세워 안정된 자세로

활을 쏘고 한 명은 서서 쏘고 있으며, 한 명은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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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데의 서벽 복원도(2002) <그림 2> 서벽, 필자사진

아프라시압 국립역사박물관, 2010. 6

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왼쪽 무릎을 직각으로 세워

서 쏘고 있다. 나체의 남자는 동물의 꼬리를 잡고 있

으며 강물이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다. 파란 파도 위

에 인물, 수영하는 동물, 새, 물고기, 거북 등이 묘사

되어 있다.

2. 서벽인물의 복식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입은 흰색의 전통의복

차판(Chapan)의 아래 부분에 소그드 명문 16행이 명

확하게 남아있어 아프라시압 벽화의 연대를 7세기로

추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명문에는 차가

니안(Chaganiyan)과 차치(Chach, 타쉬켄트)의 사신

이 사마르칸드로 와서 바르후만(Varkhuman) 왕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후만은

658년 당 고종에 의해 강거도독부(康居都督府)의 도

독으로 임명되었다. 서벽에는 바르후만 왕에게 친서

나 선물을 가지고 온 사신들이 묘사되어 있다. 입구

에 들어설 때 보이는 서벽에 중요한 벽화가 그려졌

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벽인물은 모데의 복원도 <그

림 1>7)을 중심으로 현존하는 하단의 42명의 인물들

의 복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물들의 방향에 따라

왼쪽은 서방의 사절들, 오른쪽은 돌궐을 비롯한 한국

의 사절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이 향하고 있는 떨어져

나간 부분에는 각각 바르후만 왕과 돌궐왕이 좌우대

칭으로 배치되고 가운데 최상단부에는 소그드의 신

상이 그려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는 2010

년 아프라시압 국립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아프라시압

벽화의 서벽을 찍은 것이다.

서벽의 벽화는 상중하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신하들은 변발을 하고 있다. 당시의 돌궐인들은

변발이었으므로 왕의 신하들 중 대다수가 돌궐인들

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소그드의 복식

소그드는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

사이를 흐르는 자라후샨과 그 남부의 카슈카다리아

양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현재는 우즈베키스

탄과 타지키스탄의 일부이며, 고대의 호칭으로 소그

디아나라고도 한다. 주민은 동이란어계 민족이다. 역

사적으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하나로 기원전 4

세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점령되고 그 중심지는

마라칸다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 후 박트리아 왕

국, 대월지 쿠샨조, 사산조페르시아, 에프탈, 돌궐의

지배를 받았다.8) 소그드인들은 풍요로운 자라후샨

강 유역에서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며 동서교통의 요

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실크로드 상의 국제

상인으로서 사방에서 활약하였다. 그 결과 아람어와

관련된 소그드의 문자는 실크로드 무역의 통용어가

되었고, 그들은 마니교, 조로아스터교와 실크로드를

따라 동점한 종교의 전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

며, 나아가 중국문화의 중앙아시아 전파에도 큰 영향

을 끼쳤다.9) 위서에 “속특국은 강거의 서북쪽에

있으며,...... ”10), 구당서에 소그드인은 모두 눈이

깊고, 코가 높으며, 많은 수염과 구렛나루가 있다.11)

고 하였다. 소그드인은 전, 갈, 피, 첩 등으로 된 옷



服飾 第60卷 7號

- 120 -

을 입는데 옷은 몸에 꼭 끼고, 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정수리는 드러내며, 혹 비단 띠로 이마를 묶는다.12)“

왕은 변발(索髮)하고 금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

된 전모를 쓰고, 능라금수(綾羅錦繡), 백첩(白疊)으

로 된 의복을 입으며, 부인은 계(髻)를 틀어서 흑건

으로 덮고 금화(金花)로 장식한다.13) 남자는 금포를

입고 전발하지만 변발도 하였다.14)

아프라시압 벽화의 일부 인물들의 용모, 의복, 장

신구와 돌궐 석인상의 출토품과 형태를 비교해 보아

도 6-8세기 돌궐인과 소그드인과의 물질문화의 공통

점을 알 수 있다. 소그드인의 복식과 용모의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6세기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무대에 돌궐이 출현하였을 때, 소그드의 지배

자만이 돌궐의 풍습을 따라서 긴 변발을 하고 시종

들은 지배자와 돌궐과는 다르게 머리를 잘랐다.15)

<그림 3>의 소그드인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머리

띠를 하고 있으며 차가니안의 사신과 같은 차림이다.

단령이나 번령의 카프탄을 입고 허리에 손수건을 매

달았다.16)

<그림 4>는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전시된 펜지켄트

벽화의 인물로 번령 카프탄을 입고 있는 장면이 잘

표현되어 있다.

고구려와 소그드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경주의 무

인석상이나 토용에서 소그드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림 5>는 괘릉의 무인석상으로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있으며 허리에 작은 주머니를

뒤에 늘어뜨리고 있다. 작은 주머니는 기마풍습이 있

는 유목민족의 특성이다.17) <그림 6>은 내몽골 고원

에서 1018년 조영된 요대(辽代)의 공주의 허리 오른

쪽 부분에서 출토된 금으로 만든 주머니이다.18)

괘릉과 흥덕왕릉의 무인석상의 외모, 머리띠, 허리

띠 위로 드리운 복장, 허리에 늘어뜨린 주머니 등 복

식의 특징은 중국 각지에서 출토된 소그드인 석관상

조각과도 일치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소그드인

도래의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19) 황성동에서

출토된 호모를 쓴 심목고비의 호인용과 7세기 통일

신라 경주 용강동고분에서 출토된 홀을 들고 단령의

카프탄을 입은 토용도 소그드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

서 당시 신라에 소그드 상인의 왕래가 있었을 가능

성이 높다.20)

신당서에 “신라의 남자들이 머리를 잘라서 팔고
흑건을 썼다, 시장에서 모든 부녀들이 팔고 산다.”는

기록이 있다.21) 신라 남자들의 헤어스타일 중에 단발

로 자른 전발(剪髮)이 있었다는 것은 7세기가 되면

통일신라에 소그드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차가니안의 복식

차가니안은 사마르칸드와 테르메즈(Termez) 사이

에 존재했던 작은 나라이다. 서벽의 아래 왼 쪽의 세

명은 차가니안의 사신으로 알려져 있다.22) <그림 7>

의 차가니안 사신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머리띠를 두

르고 있으며, 단령의 흰색 카프탄을 입고 있다.23) 구

슬을 물고 있는 공작연주문이 그려져 화려하다. 허리

에 검은색의 벨트를 두르고 장검과 붉은색 수건을 매

달았으며 검은색의 장화를 신고 있다. 왼쪽의 사신은

앞중심에 크고 화려한 멧돼지 머리문양이 장식되어

의복이 전체적으로 화려하며, 허리에 검은색 벨트를

두르고 장검을 매달았고 검은색 장화를 신고 있다. 오

른쪽 사신은 흰색과 빨간색이 혼합된 카프탄을 입고

있으며 같은 옷감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다. 화려한

시무르그 문양으로 높은 계급임을 알 수 있으며 파란

색의 숄을 목에서 뒤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허리에

벨트를 두르고 단검을 차고 파란색 수건을 매달았으

며 검은색 장화를 신고 있다. 벽화에 그려진 목걸이는

608년에 사망한 이정훈(李靜訓, Li Jingxun)묘에서 실

지로 출토되었다. 페르시아 등 서방에서 만들어진 것

으로 파란색의 보석은 토르말린이다.24)

3) 돌궐의 복식

돌궐은 600-603년에 동서돌궐로 분열되지만 중앙

아시아에서 8세기 중엽까지는 그 세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고구려는 보장왕(642-668) 때에 당에

9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던 사실을 참고하면 돌궐

과 가까운 고구려 세력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사마

르칸드에 사신을 보낸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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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벽의 소그 드인,

필자사진, 아프라시압

국립역사박물관, 2010. 6.

<그림 4> 펜지켄트의 번령 카프탄,

필자사진, 에르미타쉬 박물관,

2009. 2.

<그림 5> 무인석상의 주머니,

ユ ラシアの風新羅ヘ.

p. 114.

<그림 6> 주머니

辽陳國公主墓, p. 201.

<그림 7> 차가니안 사신

서벽모사도, 필자사진, 국립중앙박물관, 2010. 5.

6세기 말 돌궐에 의한 투르판 정복이후 현지 사람

들은 돌궐의 풍습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612년에 이

미 투르판의 지배자는 돌궐의 풍습을 거부하였다. 따

라서 돌궐만이 아니라 돌궐에 종속된 영주들이나 여

러 민족도 서돌궐, 카가나르의 붕괴까지 변발을 하였

던 것이다.26) 변발의 풍습은 이미 흉노에 의해 알려

져 있다.

북사에 “돌궐의 풍속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오

른쪽의 섶이 위에 오도록 여며 입고(被髮左袵) 천막

에 살며 .......몸에 가죽과 털옷(裘褐)을 입는다.”는 기

록이 있다.27) <그림 8>의 왼쪽의 두 명은 사마르칸드

왕의 시종으로 변발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며, 둥근

큰 귀걸이를 달고 있다. 한 명은 담황색 번령 카프탄

을 단추로 왼쪽으로 여며 입었고 소매가 넓지 않으

며 푸른색의 수건이 매달려 있다. 다른 한 명은 얼굴

에 소그드 문자가 남아 있으며, 적갈색의 카프탄을

입고 검은색 벨트를 두르고 있다. 벨트의 왼쪽에는

작은 주머니를 달고 있다. 중국 사신의 옆에서 오른

쪽을 향하고 있는 <그림 9>의 시종은 머리카락을 여

러 가닥으로 땋아서 엉덩이까지 길게 등 뒤로 늘이

고 끝부분을 묶어 가지런히 정리하였다, 소매끝부분

에 한 뼘 정도 문양이 보인다. 뒷모습이지만 흰색의

카프탄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허리띠의 오른 쪽에

주머니를 매달고 있다. 주머니는 돌궐에서 합타가

(kaptarga)라고 하며, 거울, 빗, 돈 등을 넣었을 것이

다. 아프라시압 벽화의 돌궐과 소그드의 귀족은 주머

니를 매달지 않았다. <그림 10>은 오른쪽 하단의 두

명은 왕의 시종이며, 그 중 첫 번째 남자는 검은 머

리카락을 길게 땋아서 허리까지 늘이고 문양이 없는

붉은색의 번령 카프탄을 왼쪽으로 여며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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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돌궐의 시종

서벽, 필자사진,

아프라시압 국립역사박물관, 2010. 6.

<그림 9> 돌궐의 시종

서벽, 필자사진, 아프라시압

국립역사박물관, 2010. 6.

<그림 10> 돌궐의 시종

서벽모사도, 필자사진, 국립중앙박물관,

2010. 5.

바지를 입고 장화를 신고 있다. 소매의 아래 부분은

검게 되어있고 얼굴에 소그드 문자의 흔적이 남아있

다. 두 번째 남자는 황색의 단령 카프탄을 입고 변발

을 늘이고 있으며, 허리부분에 옷주름이 보인다.

4) 중국의 복식

<그림 11>은 중국의 사신으로 오른 쪽의 일곱 명

은 상투를 틀고 복두를 쓰고 단령 카프탄을 입고 허

리에 벨트를 두르고 장검을 차고 있는 중국의 사신

이며, 견직물 등을 공양하고 있다.

5) 차치의 복식

<그림 12>의 세 명의 차치 사신은 보석이 박힌 머

리띠를 하고 귀걸이를 하였으며, 황색의 카프탄을 입

고 황색의 각반을 두르고 호랑이 가죽을 왼쪽 팔에

걸치고 있다. 모데와 알바움은 차치인으로 보는 반면

그르네는 티베트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28) 파미르

지역의 유목민으로 보기도 한다.

6) 고구려의 복식

오른 쪽 끝의 두 남자는 고구려의 사신으로 흰색

의 작은 복두 위에 두 개의 깃털을 꽂은 조우관을

쓰고 무릎까지 오는 황색의 상의와 발목부분이 오므

라진 바지를 입고 화를 신고 있으며 공수한 자세이

다. 직령상의는 소매길이가 길고 허리에는 벨트를 두

르고 환두대도(環頭大刀)를 차고 있다. 공수한 자세

에서 예를 갖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3>의 고

구려 사신은 원본이 훼손되어 명확하지 않으며 단령

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발굴 당시의 모사도에는 옷깃

이 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직령을 입은 것으로 생각

된다. 조우관에 관하여 위서 고구려전에 “머리에

절풍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깔과 같고 옆에 새의 깃

을 꽂는데 귀천의 차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29)

<그림 14>는 비슷한 시기의 돈황 220굴(642년)의

동벽 유마경변상도이다. 외국사신들 중에 한 명이 조

우관을 쓰고 소매가 넓은 포와 바지를 입고 공수한

자세로 서있는 고구려 사신이 그려져 있다. <그림

15>는 335굴(686년)의 북벽 유마경변상도에 두 명의

한국사신이 그려져 있으며, 조우관이 확실하게 보인

다. <그림 16>30)은 염립본이 그린 왕회도(王繪圖)의

삼국 사신이며, 가운데 조우관을 쓰고 있는 남자가

고구려의 사신이다. 장회태자묘(8세기초)의 한국사신

도 조우관을 쓰고 있으며, 고구려의 무용총벽화, 신

라, 백제, 가야 고분에서 나온 출토유물에서 새의 깃

털이나 모형을 모자에 부착하는 조우관이 한반도에

서 보편적인 쓰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벽화을 상세히 조사하면 중앙아시아와 서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복식연구

- 123 -

<그림 11> 중국 사신 모사도

필자사진, 국립중앙박물관, 2010. 5.

<그림 12> 차치와 고구려 사신모사도,

필자사진, 국립중앙박물관, 2010. 5.

<그림 13> 고구려 사신, 필자사진,

아프라시압 국립역사박물관, 2010. 6.

<그림 14> 돈황 220굴의

고구려 사신, 敦煌莫高窟,

3, 도 31

<그림 15> 돈황 335굴의

고구려 사신, 敦煌莫高窟,

3, 도 61

<그림 16>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

조선일보(1998)

진(西晋) 및 북위(北魏)에 속하는 지방을 잇는 북방

루트 주변의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고구려의 사신이 아프라시압에

보내졌을 것이다.31)

3. 남벽인물의 복식
남벽은 왼쪽 끝의 건물로 향하는 왕실의 행렬이

그려져 있다. 이는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이나 장례행

렬로 해석되고 있다.

코끼리 앞의 네 명의 소그드인은 카프탄의 아래

부분만 보이는데 연주문 안에 페가수스, 진주를 문

새문양이 그려져 있다. 말을 탄 차가니안의 세 여인

은 검은 머리카락을 이마 위에서 반원형으로 굽어지

게 하고 왼쪽 귀 앞에 곱슬머리가 내려오고 있다. 머

리 위에 핀을 꽂고, 귀에는 귀걸이를 하였으며, 황색

의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와 바지를 입고 화를 신고

있다. 왼쪽으로 깊이 여며 입었고 소매는 잘 맞으며

원피스 안에 단령의 옷을 입고 있다.

<그림 17>은 낙타에 탄 두 명의 차가니안 사신으

로 짧은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카프탄을 입고 귀

걸이를 하였으며 노란색 천이 나부낀다. 황금목걸이

와 양 손의 황금 팔찌를 세트로 하였다. <그림 18>은

달베르진 테파에서 출토된 큰 보석을 박은 화려한

금목걸이이며, 벽화의 사실적인 표현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림 19>의 말을 끌고 가는 소그드 남자는 검은색

의 짧은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얼굴 앞부분에 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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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차가니안 사신, 필자사진, 아프라시압

국립역사박물관, 2010. 6.

<그림 18> 금목걸이, 필자사진

파야즈테페 박물관, 2010. 6.

<그림 19> 소그드인의 파담, 필자사진, 아프라시압

국립역사박물관, 2010. 6.

<그림 20> 납골기의 파담, 필자사진

카라반사라이, 2010. 6.

을 착용하고 있으며, 큰 귀걸이를 하고 있다. 파담은

의식 때 성스러운 불을 더럽히지 않도록 쓰는 마스크

이며, 파담을 착용한 모습으로 보아 사제로 생각된다.

거위들 뒤의 젊은 남자는 변발로 땋아 뒤로 늘이고 흰

색의 카프탄을 입고 파담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20>

은 조로아스터교 제례의식이 묘사된 7세기 소그드 납

골기이며 파담의 착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인물에

비해 크게 표현되어 있는 사신단의 대표는 카프탄을

입고 짧은 머리 위에 모자를 쓰고 장식을 하였으며 어

깨 위에 망토를 두르고 있으며, 장화를 신고 갈색의

말을 타고 있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다갈색이며 왼쪽

귀에 귀걸이를 하고 있다. 뒤를 따르는 두 명의 기마

인도 비슷한 복식을 입고 있다. 카프탄을 입고 허리에

검은색 벨트를 하고 목에 두른 숄이 길게 늘어져 있

다. 갈색 말에 탄 인물도 카프탄을 입고 허리에 가죽

벨트를 두르고 어깨에 망토를 두르고 있으며, 차가니

안 사신과 같은 팀으로 보인다. 말의 꼬리를 중간에

한번 묶어서 단정하게 하였고 귀와 목 부분에 방울을

달아서 장식하였다. 아프라시압 벽화의 서벽과 남벽에

나타난 각국의 복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북벽인물의 복식
북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왼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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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식
차가니안 소그드 돌궐 중국 차치 고구려

머리

모양
짧은 머리

짧은머리,

변발
변발(3-6가닥) 상투, 쌍환계 변발 상투

쓰개

장식

머리띠,

머리핀
머리띠 변발장식

복두, 화려한

머리장식
보석머리띠 조우관

의복
단령 카프탄, 숄,

원피스, 바지
단령 카프탄 번령 카프단

단령 카프탄

줄무늬치마와 숄
단령카프탄, 각반

직령상의,

바지

신발 검은색 장화 검은색 장화 검은색 장화 검은색 장화 황색 화 황색 화

벨트
금색(수건, 패도,

장검)

금색(수건,

주머니, 패도,

장검)

검은색 가죽

(수건, 주머니,

장검)

검은색

가죽(장검)

검은색

가죽

검은색가죽

(환두대도)

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반지

큰 귀걸이,

목걸이, 반지
큰 귀걸이 귀걸이

벽화 서벽, 남벽 서벽, 남벽 서벽 서벽, 북벽 서벽 서벽

특징 여성의 좌임 파담, 선장식 단추, 좌임 줄무늬 색동치마 호피 긴소매

<표 1>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각국의 복식

<그림 21> 중국 여인 묘사도, Grenet, 2006, 도 1 <그림 22> 동벽시녀도, 新城長公主墓 發掘報告

중국식 복식을 입고 배에 탄 여자일행이 그려져 있

고 오른쪽에는 사냥을 하는 남자들이 그려져 있다.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 보다 크게 그려 강조하고 있

다. 배에는 중국공주를 중심으로 시녀와 연주인

두 명, 배의 앞뒤에 한 명씩 총 열 명이 타고 있

다. 배의 아래 부분에 물고기와 괴수가 등장하는데

태원에서 출토된 우홍 소그드묘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21>의 선명한 모사도를 중심으로 복식분석

을 하였다. 배에 탄 여자 주인공은 쌍환계로 빗고 상

의 위에 줄무늬 치마를 가슴까지 끌어올려 입었으며

소매가 넓지 않다. 오른쪽 어깨에 숄을 걸치고 있으

며 꽃무늬 금직의 선장식이 화려하다. 줄무늬 치마는

돌궐 여성복식의 영향이며 숄은 페르시아의 영향이

다. 북사페르시아(波斯)조에 페르시아 여성복에 대
한 기록이 있다. “부녀복은 대삼(大衫)을 입고 숄(大

帔)을 두른다.” 6-7세기 사산조 페르시아는 북방의

인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문화의 영향을 받았

을 것이다. 사냥을 하는 남자들은 복두를 쓰고 단령

카프탄을 입고 허리에 검은색 벨트를 두르고 있다.

<그림 22>는 신성장공주묘의 동벽시녀도이다. 가

게야마는 배에 탄 여자의 복식이 663년에 죽은 당의

신성장(新城長) 공주묘 벽화의 인물들과 상당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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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식
차가니안 소그드 돌궐 중국 차치 고구려

카프탄
흰색, 빨강색,

파랑색

흰색, 붉은색,

황색, 푸른색

담황색, 적갈색,

붉은색
황색

황색,

갈색

상의
노란색, 파랑색,

붉은색
황색

하의
황색 원피스

황색 바지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치마
황색 각반 황색 바지

숄
파란색,

노란색
파랑색

장신구
금색, 파랑색,

붉은색
금색, 붉은색 금색

머리띠
흰색,

빨강색

빨강색,

파랑색
변발장식 흰색(보석장식)

수건
붉은색,

파란색

파랑색

주머니 짙은 갈색 짙은 갈색

문양

동물연주문

(시무르그.

페가수스, 공작,

멧돼지, 코끼리)

동물연주문(시무

르그, 멧돼지,

공작, 페가수스,

산양, 새),

식물문(꽃)

동물연주문

(페가수스)

식물문

(꽃문양 금직)

벽화 서벽, 남벽 서벽, 남벽 서벽 서벽, 북벽 서벽 서벽

비고
문양의 전체적

사용

칼라, 소매

끝부분, 도련에만

문양 사용

칼라,

소매끝부분에만

문양 사용

선장식에만

문양사용

소매끝 부분에

문양 흔적

<표 2> 아프라시압 벽화의 각국 복식에 나타난 색상과 문양

사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신성장공주는 고종의

여동생으로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32)

Ⅲ.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색상과 문양

아프라시압의 벽화의 복식은 밝은 색상과 선명한

문양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각국의 복식에 나타난 색

상과 문양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33)

차가니안 사신의 복식은 빨강색, 흰색, 파랑색, 황

색을 사용하며 밝은 색상의 선명하고 큰 동물 연주

문양이 전체적으로 나타나 매우 화려하다.

낙타에 탄 두 명의 차가니안 사신은 붉은색의 카

프탄을 입었으며 속에 입은 옷의 문양이 목둘레와

옆도련에서 보인다. 소매 끝부분에는 페가수스 연주

문이 보인다. 빨간색 머리띠를 두른 남자는 흰색의

카프탄을 입고 있으며 목둘레, 소매 끝부분, 도련에

코끼리 연주문이 보인다.

남벽의 사신단 대표는 청색 바탕에 구슬을 물고 있

는 공작 연주문의 금직물로 만든 카프탄을 입었으며,

소매 끝부분에 붉은 페가수스 연주문이 보인다. 뒤의

두 명의 기마인 중 앞의 남자는 소매끝부분에 페가수

스 연주문이 보이며 카프탄은 푸른색의 공작 연주문

의 옷감으로 만들었다. 뒤의 남자는 목에 리본을 두른

푸른색 양 연주문의 붉은색 카프탄을 입고 있다.

소그드 사신의 복식은 빨강색과 흰색이 주로 사용

되었으며, 금색의 벨트가 특징적이며 동물 연주문은

칼라, 앞중심선, 옆트임과 소매 끝부분에 한 뼘 정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고 소매는 넓지 않다. 파담을 착

용한 남자는 흰색의 카프탄을 입고 옆트임과 도련,

소매끝 부분에 동물 연주문이 보인다. 꽃문양의 카프

탄도 입었다.

연주문은 동로마제국에서도 많이 제작되어 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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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무르그 연주문,

古代サマルカンドの壁畵, p. 55.

<그림 24> 시무르그 카프탄, 필자사진,

에르미타쉬 박물관, 2009. 2.

<그림 25> 소그드금 모자, 필자사진,

에르미타쉬박물관, 2009. 2.

<그림 26> 새 연주문,

古代サマルカンドの壁畵, p. 20.

<그림 27> 페가수스 연주문,

古代サマルカンドの壁畵, p. 53.

<그림 28> 날개 달린 사자 연주문,

古代サマルカンドの壁畵, p. 21.

양은 7-8세기 유라시아 대륙에 강하게 퍼져 있었다.34)

돌궐 사신의 복식은 담황색과 붉은색을 사용하며,

푸른색 수건을 검은색 벨트에 늘어뜨리고 있다. 소그

드 복식의 영향으로 칼라와 소매끝부분에 페가수스

연주문을 장식하였다.

중국 사신은 남자는 황색의 카프탄을 입었으며 북

벽의 배에 탄 여자들은 황색, 파랑색, 붉은색 상의와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의 색동치마를 입고 있다. 여

성의 복식에 금직의 꽃문양 선장식이 있으며 색동치

마는 돌궐복식의 영향이다.

차치의 사신은 황색의 카프탄을 입고 황색의 각반

을 하고 있다. 검은색 벨트와 큰 보석장식이 달린 흰

색의 머리띠를 하고 있다.

고구려의 사신 두 명은 흰색의 조우관을 쓰고 황

색의 직령상의와 바지를 입고 검은색 벨트를 두르고

있으며 환두대도를 차고 있다.

<그림 23>은 서벽의 세 명의 차가니안 사신 중 가

장 지위가 높은 사람의 카프탄에 그려진 시무르그

(Simurg) 연주문이다. <그림 24, 25>는 카프카즈에서

출토된 8-9세기로 추정되는 시무르그 문양의 카프탄

과 소그드 금으로 만든 뾰족한 모자이며, 에르미터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35) Dorothy Shepherd는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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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전형적인 소그드 직물 잔다나지(Zandanachi)

로 생각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

졌다고 한다.

잔다나지는 실크나 면으로 만들며, 면으로 만든 잔

다나지는 다른 지역과 거래할 때 브로케이드와 같은

가격으로 거래될 정도로 유명한 직물이었다. 잔단에

서 처음으로 실크를 사용하여 직조를 시작하였으며,

부하라의 직공들도 잔다나지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실크를 짜기 시작하였다. 부하라의 직공이 짠 견직물

은 잔다나지로 시장에 소개되었다.36) 사산조 페르시

아가 멸망하고 왕의 문양이었던 시무르그가 소그드인

에 의해 고급문양으로 풍속화 되었을 것이다.

멧돼지의 머리문양은 가장 힘세고 공격적인 조로아

스터교의 베레트라그나(Verethragna)를 상징한다.37)

아프라시압 벽화에는 양쪽으로 뿔이 말린 산양이 목

부분에 긴 리본장식을 두르고 있으며, <그림 26>은 서

벽의 새 연주문으로 목 근처나 날개에 리본으로 장식

을 하였다. 부리에는 진주가 연결된 리본을 물고 있다.

<그림 27>의 페가수스 연주문은 그리스나 오리엔

트에서 시작된 문양으로 사신단의 대표가 입은 의복

에 나타난다. 5-6세기 신라의 천마총에서 출토된 백

화수피로 만든 장니(障泥)에도 천마가 그려져 있다.

<그림 28>의 날개가 달린 사자 연주문은 아프라시압

벽화의 서벽에 나타나며, 사자는 가축과 자손을 내려

주는 신이며 빛과 신앙수호의 신인 미트라(Mithra)

를 상징한다(그림 28).38)

Ⅳ. 결론
아프라시압 벽화를 실지로 답사하여 원본과 모사

본을 중심으로 벽화에 나타난 복식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그드 명문에 의해 벽화는 7세기에 제

작 되었고, 사마르칸드의 바르후만 왕에게 공물을 바

치는 사신 등에 관한 내용이 그려진 것이 밝혀졌다.

서벽의 차가니안 사신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머리

띠를 두르고 있으며, 단령 카프탄을 입고 있다. 카프

탄은 연주문 안에 양, 돼지, 공작, 코끼리, 날개달린

말문양이 크게 표현되어 있는 화려한 잔다나지로 만

들었다.

돌궐 사신은 3-6 가닥으로 땋아서 허리까지 길게

등 뒤로 늘이고 끝부분을 묶어 가지런히 정리하였으

며, 번령 카프탄을 좌임으로 입고 검은색 벨트에 수

건을 늘어뜨리고 있다.

소그드 사신은 짧은 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있으며

허리에 주머니, 수건 등을 매달았다. 귀걸이, 목걸이

와 반지를 끼고 있으며, 옆트임이 있는 무릎까지 오

는 선장식이 있는 단령의 카프탄을 입고 있다. 금색

벨트는 소그드 복식의 특징이다. 돌궐과 소그드의 귀

족은 작은 주머니를 착용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의

많은 회화자료에 있는 남성의상과 흡사한 돌궐식 번

령 카프탄을 입은 펜지켄트 여성을 볼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이미 유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정치적으

로 세력이 강한 사회계층의 관심사를 보여주었다. 번

령은 돌궐과 소그드의 카프탄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벽화에 그려진 금목걸이는 달베르진 테페에서 출

토되었으며, 소그드 유적에서 라피스 라즐리로 만든

단추도 출토되어 벽화의 사실적 표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많은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그 시기에 소그드

와 돌궐은 서로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을 보여준다. 또한 실크로드 상인들의 활발한 활동으

로 인해 돌궐의 관습, 문화, 의복이 확산되었다. 중국

의 여성 의복에서 중앙아시아의 전통적인 허리라인

이 높은 원피스와 양쪽으로 뒤집을 수 있는 망토를

볼 수 있다. 의상이 법으로 정해진 관리들도 돌궐식

의상을 입었다.

차치의 사신은 머리를 땋아 늘이고 황색의 카프탄

을 입고 각반을 둘렀고 보석장식이 있는 머리띠를

하고 있다. 중국의 사신은 복두를 쓰고 단령 카프탄

을 입고 허리에 검은색 벨트를 두르고 검을 차고 있

다. 차가니안의 사신은 잔다나지를, 소그드의 사신은

말과 거위, 중국의 사신은 견직물과 곡식 등을, 차치

의 사신은 호랑이 가죽을 공물로 들고 있다. 돌궐과

고구려의 사신은 공물을 들고 있지 않다.

고구려 사신은 조우관을 쓰고 있으며 소매길이가

긴 직령상의와 바지를 입고 있으며 검은색 벨트에

환두대도를 차고 있다. 모사본을 고찰한 결과 고구려

의 사신이 입은 상의가 직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프라시압의 벽화의 복식은 밝은 색상과 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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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소그드의 복식에는 빨강색

과 흰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돌궐의 복식은 황색과

붉은색을 사용하며, 차가니안의 복식은 빨강색, 흰색,

파랑색, 황색을 사용하였다.

아프라시압 벽화 인물들은 연주문 안에 시무르그,

새, 공작, 멧돼지머리, 페가수스, 산양, 날개달린 사자,

코끼리 등 페르시아의 문양의 화려한 견직물로 만들

거나 칼라와 소매 끝부분, 도련, 옆트임을 동물 연주

문으로 장식한 복식을 입고 있다. 차가니안 사신은

화려한 동물연주문의 옷감으로 의복과 모자를 만들

었으며, 돌궐과 소그드의 복식에는 칼라, 소매의 끝

부분, 도련에 동물연주문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소그드에서 동물연주문의 견직물이 화려했던 것은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이다. 8세기가 시작되면서

문양은 소그드 양식화 되었다. 단순화되고 추상화된

동물문양은 생명감이 넘치는 화려하고 선명하게 표

현되었다.　

소그드의 화려한 동물연주문은 서쪽에서 온 사신

들과 돌궐 사신의 의복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동쪽에

서 온 중국과 한국의 사신의 의복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투르판에서 7세기의 소그드 동물연주문의

잔다나지가 출토되었으나 국가를 대표하는 사신의

의복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복식을 고찰함으로써

벽화가 제작된 7세기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이 주변

국들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양

한 민족의 복식에 실크로드를 통한 페르시아, 소그드,

돌궐의 영향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복식은 실크로드를 통

하여 돌궐복식의 영향을 받아 소그드인의 변발, 번령

카프탄, 중국 여성의 색동치마, 주머니의 착용이 나

타나며, 페르시아 복식의 영향으로 머리띠, 숄, 동물

연주문이 유행하였다. 소그드 복식의 영향으로 돌궐

인이 카프탄을 단추로 여며 입었고 칼라와 소매끝부

분에 화려한 동물 연주문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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