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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ltural diversity in terms of 

costumes by analyzing the costumes depicted in the early Kushan Dynasty 

relics, Tillya Tepe. As a research method, literature research and artifact analysis 

were conducted in parallel. The type of costume worn by the king (or priest) 

was in the type of a jacket and skirt, which was thought to be of Persian 

influence. The Greek god of Dionysos was wearing a costume with Danryong

( ) and narrow sleeves, a nomadic type of Central Asia. It could be seen 團領
that costumes were transformed into indigenous elements of the region. The 

shape of the helmet worn by the warrior was a Greek-Macedonian helmet. 

However, details were transformed into indigenous elements of the Kushan 

dynasty. The clothing of a nobleman riding a carriage was an element of dress 

that was observed in Chinese po( ), and was an unusual element not found 袍
in nomadic peoples. There were goddesses wearing Greek robes like Aphrodite 

in Tillya Tepe's relic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goddesses who did not 

wear Greek chitons like the Greek goddess Athena. Instead, they wore 

high-waisted robes worn by the Orient goddesses. In addition, after Kushan 

occupied India, there were Indian elements believed to be expressed by 

accepting Indian culture. These elements were combined with regional orient 

elements of the Kushan dynasty, Central Asian elements, and Kushan's own 

elements. Thus cultural diversity emerged in the costumes depicted in Tillya 

Tepe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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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틸랴 테페 황금의 언덕 이란 뜻 는 쿠샨(Tillya Tepe, ‘ ’ )

왕국 초기의 유적지이다 쿠샨왕국은 기원전 (Kushan) . 135

년 월지족 이 박트리아 지역 지금의 아프카니스탄 (Yueh-Chi) (

북쪽 에 세운 왕조이다 박트리아 지역은 다 문화가 번성했) . 

던 유라시아 초원지대로 들어가는 입구였으며 동 서양의 교

차로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이런 지리적 요인 때문에 이 . 

지역은 주위의 막강한 열강들에 의해 지배되어 기원전 세5

기 이후에는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Persia) (Achaemenes)

왕조의 번째 사트라프 가 되었고 알렉산더12 (Satrap)

대왕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점령한 이후에는 (Alexander) 200

년 가까이 그리스 셀로우쿠스 왕국(Greece) (Seleucid 

의 지배를 받아왔다 월지족은 Empire) (Boardman, 2003a). 

중국 북서쪽 지역인 천산산맥 동쪽 끝 사막지역인 간수

와 호탄 지역에 살았던 인도 유럽어(Gansu) (Khotan) - (Indo- 

족에 속하는 이란계 유목종족이다 이 종족은 박European) . 

트리아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중국과 동 투르크 족과 (Tuerk)

접하며 무역과 외교적 접촉 등으로 그들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월지족이 세운 쿠샨 왕국에는 이들의 문화적 .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월지족이 박트리아 지역에 쿠샨. 

왕국을 세웠을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파르티아 왕국(Parthia) 

이 이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시기여서 쿠

샨왕국에는 페르시아 파르티아의 문화적 요소도 많이 나타

난다 이런 배경으로 쿠샨 왕국은 동서양 문화의 용광로로 . 

불리었다(Cambon, 2010). 

본 연구에서는 틸랴 테페 유물에 묘사된 복식을 분석하여   

앞에서 서술한 쿠샨의 문화적 다양성들이 복식에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살펴보며 쿠샨 왕국의 문화를 복식의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실크로드에서 .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했던 쿠샨 왕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는 실크로드 문화의 이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복식연구를 . 

포함하여 실크로드 문화 연구를 위한 다방면에서의 접근은 

기원후 세기로 편년되는 실크로드와 관련된 신라의 유5~6

물을 이해하고 실크로드 문화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풀

어나가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신과 물질문명. 

의 표상이며 문명교류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 받는 결과물인 

복식에 대한 분석은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세부적으로 복식에 나타나는 다문화적 요소에 

대한 분석은 그 당시의 문명교류를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자

료가 되고 있어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 하겠다 두 번. 

째 목적은 유라시아에 살았던 유목종족들의 복식유형의 기

본자료 구축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복식유형에 대한 . 

기본 자료는 한국 고대복식의 원형과 유형연구에 중요한 자

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방법으로는 유물분석과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유물  . 

은 아프카니스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Afghanistan) 

유물 중 복식 분석이 가능한 유물 개를 연구대상으로 선11

정하여 분석하였다 유물분석을 위해서는 유물을 직접 답사. 

하고 촬영한 차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하나 현1

실적으로 직접 답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 연구에

서는 미국과 독일에서 아프카니스탄 카불 국립박물‘ (Kabul) 

관 유물 전시회 를 개최하며 발간한 전시 카탈로그’ , 

’Afghanistan- Hidden Treasures from the National 

과 를  Museum, Kabul’ ’Gerettete Schaetze Afghanistan’

독일 본 에 있는 예술 전시관(Bonn) (Kunst- und 

과 독일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고고학 연구소 비유럽문화 분과, (the Commission for 

Archaeology of Non-European Cultures of the German 

에서 수집하여 카탈로그에 있는 사진Archaeology Institute)

들을 차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 두 카탈로그에는 화상도가 2 . 

높은 사진들이 실려 있어 유물 분석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

고 있다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수집자료인 틸랴 테페 . 

유물이 만들어진 기원후 년 경 즉 세기가 되며 공간적 50 , 1

범위는 틸랴 테페 유물이 발굴된 지금의 아프카니스탄 틸랴 

테페 지역으로 제한한다 문헌자료는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 

가 부족하고 또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관련 문헌과 보

고서 그리고 그에 관계되는 유물사진들을 앞에서 언급한 독

일 고고학 연구소 비유럽문화 분과에서 수집하였다, . 

지금까지 국내에서 틸랴 테페에 대한 연구는 팉랴 테페   

고분을 발굴한 사리아니디 가 서술한 저서 (Viktor Sarianidi)

를 번역한 번역본Bactrian Gold (Sarianidi, 1985/2016)『 』

이 있고 쿠샨 왕국을 창건한 월지족에 대한 연구서인 

의 에서 한 파트로 서술된 틸Odani(2008) Dae Yuezhi『 』

랴 테페에 대한 기술이 있다 그리고 틸랴 테페 유적에서 . 

출토된 장신구에 대한 연구 가 있을 뿐 유물에 (Joo, 2014)

나타난 복식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틸랴 테페 유. 

적이 박트리아 지역 쿠샨왕조의 유적이고 쿠샨 왕조는 그레

코 박트리아 왕국을 이은 왕조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박-

트리아 지역과 쿠샨 왕조 복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

는데 박트리아 지역의 복식에 대한 연구 와 (Chang, 2017)

쿠샨왕조 복식에 나타난 외부적인 요소를 분석한 연구

그리고 쿠샨왕조 머리쓰개에 대한 연구(Chang, 2018a) 

등이 있을 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극소(Chang,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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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불과하므로 실크로드 복식문화 연구에 보다 포괄적이

고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국외적으로 이루어진 쿠샨 복식에 대한 선행연구로. 

는 월지족의 복식을 분석한 연구 와 틸랴 (Yatsenko, 2001)

테페 왕관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틸랴 (Shenkar, 2017) . 

테페에 관한 고고학 자료로는 틸랴 테페 유적을 발굴한 사

리아니디의 연구 가 있고 사리아니디(Sarianidi, 1980, 1984)

의 발굴 보고서를 바탕으로 틸랴 테페 유물을 분석한 

의 연구 등이 있다 또한 Pugachenkova and Rempel(1991) . 

틸랴 테페 유물에 묘사된 신 들을 인도 유럽 족의 다른 ( ) -神
신들과 비교분석한 연구 와 틸랴 테페 (Davis-Kimball, 1998)

유물을 그리스 문화와 연결하여 서술한 보트만(J. 

의 저서 와 논문Boardman) (Boardman, 2015) (Boardman, 

등이 있다 그 외에 틸랴 테페 유적과 유라2003a, 2003b) . 

시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그(Francfort, 2009) . 

리고 틸랴 테페 무덤 호 남자 피장자의 유물인 금벨트에 4

묘사된 여신에 나타난 페르시아 파르티아적 요소를 그 주변 

상황과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위(Peterson, 2012) . 

에 열거한 고고학 자료들을 본 연구에서는 복식 형태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그 당시의 사회 정치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는 자료로 이용하였다 즉 쿠샨인들이 차용했던 그리. , 

스적 요소들과 쿠샨 왕조가 세워졌던 중앙아시아의 특성 박, 

트리아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지리적으로 인접했던 지역인 

중국의 요소들이 쿠샨 왕조 초기 문화에 어떤 배경으로 나

타났는지를 고고학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내용으로는 장에서 복식 분석의 기본이 되는 문화  II 

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쿠샨왕조와 틸랴 테페 유적지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틸랴 테페 . 

유적지의 조성배경과 유물이 발굴된 무덤의 성격에 대하여 

파악하고 복식 분석에 대한 기본 지식을 마련하였다 장. III

에서는 분석 대상 유물의 이해를 위하여 대상 유물의 종류, 

아프카니스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번호 그리고 유물, 

사이즈를 표로 정리하였고 유물이 놓였던 위치를 추정하여 

유물의 용도를 추측하여 표현한 도식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에 유물에 묘사된 복식을 남자복식과 여자복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그 유형을 정리하였고 장에서는 장에서 분석IV III

한 복식요소에 나타나는 외부적인 요소를 정리하여 복식에 

나타나는 문화의 다양성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가 복식에 나타나는 문화의 다양성 연구이  

기 때문에 복식 용어 또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용어들이 표

현된다 이는 그 지역 복식의 형태적 특징에서 명명된 용어. 

들이다 그 중에서 하이웨이스트 는 오리엔트 지방의 특색. ‘ ’

을 나타내는 긴 윈피스를 일컫는 용어로써 일반적으로 긴 

원피스를 이르는 로브 와는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또 포‘ ’ . ‘ ’ 

는 중국의 전형적인 복식용어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

는 복식의 형태를 일컬을 때 사용하였다 이외에 깃의 형태. 

를 명명하는 단령과 앞트임이 있는 전개형 웃옷과 튜니카

튜닉 등의 용어는 지역적 특성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 ) 

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쿠샨왕국의�초기�지리적�역사적�배경과�틸랴�테페�II.�

유적지

중국의 역사서 사마천 의 사기 에 의하면 월지( ) ( )司馬遷 史記
족은 중국 북서쪽 간수 지방 천산( , Gansu) , ( , 甘肅 天山

산맥과 돈황 사이 지역에 살았던 유목종족Tienshan) ( ) 燉煌
이었다 월지족은 기원전 세기 중국 북쪽 동 시베리아의 . 2

초원지대에 살던 흉노족이 세력을 확장할 때 흉노족에 밀려 

기원전 년 경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기원전 165 . 

년경 풍요로운 땅인 옥서스 강 북쪽 지역에 도착140 (Oxus)

하여 그 곳에 있던 박트리아 왕국을 점령하였다(Tucker, 

그 당시 월지족은 흡후 부족장 가 있어 그들이 점령2003). 5 ( )

한 지역을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다 기원전 년경 월지족. 128

이 거주하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는 (Usbekistan) 70

개의 도시가 있었으며 주민들은 만이었다고 전하나 학자10

들 사이에 이 숫자에 대한 논쟁이 있는 실정이다(Gaube, 

월지족이 정착한 후 약 년이 지난 기원 후 세기 1995). 100 1

초 중엽 경에 월지의 흡후 중 세력이 가장 컸던 귀상~ 5 (貴
흡후의 쿠줄라 카드피세스 기원후 약 ) (Kujula Kadphises 霜

가 다른 흡후를 지배하며 귀상 쿠샨 왕국을 창건30~80) 4 ( ) 

하였다 쿠줄라 카드피세스는 카불 지역(Odani, 1999/2008). 

을 점령하며 북인도의 간다라 와 펀잡 지(Gandhara) (Punjab) 

역까지 세력을 확장시켜 왕조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였다. 

기원전 년 한무제에 의해 외교 사절단으로 월지족에 파138

견된 장건은 사마르칸트 와 옥서스 강 사(Samarkand) (Oxus)

이에서 월지족을 만났는데 그들은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고 전했다 실크로드의 중간지점에 위치했(Boardman, 2015). 

던 월지족은 실크로드 무역의 중간 상인으로 큰 부 를 ( )富
축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추적한 부로 기원 후 세기 중엽 . 2

카니쉬카 대왕 기원후 약 때 쿠샨 왕(Kanishka) ( 132~150) 

조는 주변으로 영토를 더욱 확장하며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카니쉬카 왕은 불교를 장려하여 대부분의 쿠샨인들은 불교

신자들이 되었다 기원 후 세기 중엽 쿠(Boardman, 2015). 3

샨 왕조의 서쪽에서 세력을 키운 페르시아 사산조의 침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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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Kushan� Empire� and� Locaion� of� Tillya� Tepe�
(1:� Tillya� Tepe,� 2:� Kushan� Empire,� 3:� Afghanistan� Today,� Numbering�

by� Author)
(Kunst- und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ABD], 2010, p.24)

Figure� 2.�
Distribution�Map� of� the� Tomb� of� Tillya� Tepe�

(Nr.� 1~� Nr.� 6)
(Hiebert & Cambon, 2008, p.213)

로 쿠샨왕국은 멸망하였다(Gaube, 1995; Odani, 1999/ 

2008; Tuckers, 2003 )(Figure 1).

앞에서 설명한 월지족의 지리적 환경과 그들의 이동 경로  

는 월지족의 문화의 다양성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

었다 유목종족인 월지족이 중국 북서부 지역에 살았을 때는 . 

중국과 교류했고 그들이 이주한 박트리아 지역에서는 그 지

역에 오랜 전통으로 남아있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마, 

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규율을 받아들여야 했다

(Boardman, 2015).

틸랴 테페 유적지는 발크 에서 서쪽으로   (Balkh/Bactra)

가량 떨어져 있는 곳인데 년 러시아의 고고학100km 1980

자 사리아니디 에 의해 발굴되었다 왕자로 추측되(Sarianidi) . 

는 남자의 무덤이 하나이고 그 주변으로 개의 여자무덤이 5

발견되었는데 이 무덤들은 무덤 호의 피장자인 (Figure 2) 4

왕자의 부인들의 무덤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에서 . 

왕이 죽으면 그 부인들을 매장하는 아시아의 관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추측되었다 옷과 부장품들(Boardman, 2015). 

은 호화로웠다 이 부장품들은 정밀한 세공기술을 보이고 있. 

었으며 그 양식과 주제는 앞에서 언급한 월지족의 다문화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피장자들의 옷은 부식되어 형태를 . 

알아 볼 수 없었으나 옷에 달려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장

식품의 위치를 근거로 발굴자 사리아니디는 피장자들의 옷

의 형태를 추정하였다.  

틸랴�테페�유물에�묘사된�복식�분석�III.�

이 장에서는 틸랴 테페 유물에 나타난 복식을 분석하여 쿠

샨 왕조 초기의 복식을 정리해 본다 틸랴 테페 유적을 발. 

굴한 사리아니디는 발굴 당시 피장자의 몸에 붙어있던 금 

장식물의 위치를 근거로 그 장식물의 용도와 내용을 추정하

였는데 이 장식물에는 여러 형상들이 묘사되어 있어서 이 

장식물들은 쿠샨 왕조 초기의 복식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

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에서 사리아니디의 설명. Table 1

을 토대로 분석 대상 유물의 내용을 제시한 후 그 유물에 

묘사된 복식을 남자와 여자 복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유물�분석표1.�

남자�복식2.�

동물을 붙잡고 서 있는 남자의 복식 1) 

제 호 묘에서 발견된 이 페단트는 귀걸이로 추정된다2

도상의 중앙에 서서 양 손에 용을 붙잡고 (Cambon, 2010). 

서 있는 남자는 왕 혹은 제사장으로 보고 있는데

머리에는 성벽 모양의 관을 쓰고 엉(Davis-Kimball, 1998) 

덩이까지 내려오는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착

용하고 있다 머리에는 성벽 모양의 왕관을 착(Figure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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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 Analysis� Table� of� the� Tillya� Tepe� Artifacts� in� Afghanistan� National�Museum�

Figure� of� Artifacts� Category� of� Artifacts�
Exca-vated�

Tomb

Archive� Nr.� of� the�
Afghanistan�

Nationalmuseum�

Size� of�
Artifacts�

Picture

A standing man 

while holding an 

animal 

Earring (pendant) Tomb Nr.2  Inv. Nr. MK 04.40.53
12,5 x 6,5 

cm

Dionysos and Ariadne Neck ornament Tomb Nr.6  Inv. Nr. MK 04.40.53 6,5 x 7 cm

Warrior

Coat fastening 

ornament

(attached to the 

chest and locked 

together) 

Tomb Nr.3
 Inv. Nr. MK 

04.40.245
9 x 6,3 cm

A man in a 

dragon-drawn chariot 

Ornaments tying 

shoes and pants
Tomb Nr.4

 Inv. Nr. MK 

04.40.383

5,5cm, ⌀
H. 1,1 cm

Athena

Ring 1 Tomb Nr.2
 Inv. Nr. MK 

04.40.116
3 x 2,7 cm

Ring 2 Tomb Nr.2
 Inv. Nr. MK 

04.40.117
3 x 2,7 cm

Athena

Oval jewelry 

(attached or hanging 

on clothes)

Tomb Nr.3
 Inv. Nr. MK 

04.40.162

1,6 x 1,2 x 

0,6 cm
no picture

Bactrian  Aphrodite Necklace pendant Tomb Nr.6  Inv. Nr. MK 04.40.9 5 x 2,6 cm

Kushanic Aphrodite Necklace pendant Tomb Nr.2
 Inv. Nr. MK 

04.40.113
4,5 x 2,5 cm

A goddess while 

holding an animal

Found on the face 

of the victim (usage 

not sure)

Tomb Nr.6  Inv. Nr. MK 04.40.52
5,8 x 4,6 x 

0,5 cm
no picture

A goddess while 

riding a lion 
Belt decorarion Tomb Nr.4 Inv. Nr. MK 04.40.384 97,5 x 2 cm

(all pictures from Hiebert & Cambon, 2008, pp.242-284) 

용하고 있다 성벽 모양의 관 은 아시리아와 페르. (Figure 5)

시아의 왕들이 착용하였던 관으로 기원전 세기 초 페르시6

아 아케메네스 왕조 비수툰 부조에서도 관찰된다(Bisutun) 

쿠샨 왕국이 세워진 박트리아 지방은 페르시(Figure 6, 7). 

아 아케메네스 왕조 시기 세기 엔 아케메네스 왕조(BC 4~6 )

의 점령 아래에 있었던 지방이었으므로 성곽형 모티브의 왕

관은 이 시기에 박트리아 지방에 전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남자의 얼굴은 넓으며 광대뼈가 강조되어 있고 눈은 길게 

찢어진 형태로 전형적인 아시아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마. 

에는 인도인이 이마에 표시하는 둥근 점 백호 이 크게 ( , urna)

묘사되어 있어 아시아적 요소와 인도적 특징이 융합된 것으

로 보인다 이 펜단트는 다산 의식에 봉헌했었던 물건. ( ) 多産
이었을 것이라고 설명되며 중앙의 남자를 이를 관장하는 신

으로 보고 있다(Davis-Kimball, 1998). 

상의는 전개형이다 큰 자형 목둘레를 형성하며 좌측으  . V

로 여며지고 허리에서 허리띠로 고정되어 있다 소매는 착수. 

가 아니고 약간 넓은 형이다 저고리 깃 부분과 밑단에는 . 

선( )襈 장식이 나타난다 선 . 은 의복의 가장자리인 깃 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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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arring� Pendant� with�
King� and� Dragon

(KABD, 2010, p.170)

Figure� 4.�
Detail� of� the� Earring

(KABD, 2010, p.170)

Figure� 5.�
Detail� of� the�Wall-shaped�

Crown� and� Face� of� the� King

(KABD, 2010, p.17)

Figure� 6.�
The�Wall-shaped� Crown� of� the�

King� Darius,� Bisotun,�
Achaemenes� Dynasty,� Persia

(Koch, 1992, p.61)  

섶 밑단이나 혹은 의복의 재단 부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 

목적으로 그 위에 천을 덧댄 것으로 고대 계급사회에서는 

그 폭과 색 등을 구별하여 신분을 표시하기도 했었는데

이 도상에서도 옷에 표현된 선은 왕의 신분(Chang, 2017) 

을 표현하거나 또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상의는 페르시아 파르티아 기원전 기원후   (Parthia)( 3~ 3

세기 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착용했던 상의와 매우 유사하며 )

파르티아 샤미 왕자 상 과 (Shami) (Curtis, 2000)(Figure 8, 9)

쿠샨왕조 초기 칼차얀 벽화 에서도 (Caltchajan) (Figure 10)

관찰된다 샤미 왕자의 청동상은 기원전 (Colledge, 1977). 2

세기 작품으로 편년되는데 이 시기는 파르티아의 왕권이 안

정되어 주변의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로 동쪽

으로 인접해 있던 박트리아 지역에 파르티아의 문화가 유입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파르티아의 복식 또한 박. 

트리아 지방의 쿠샨 왕국에도 영향을 주어 오랜 기간 동안 

쿠샨왕국의 지배자 계급에서 파르티아 귀족의 복식을 차용

하여 입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샤미 왕자의 청동상과 다른 점은 하의이다 틸랴 테페 왕  . 

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반면 샤미 왕

자는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이 옷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 

왕조에서 엘람왕국의 옷을 차용하여 입은 페르시안 드레스

와 파르티아의 샤미 왕자 상이 착용하고 (Yi-Chang, 2003)

있는 유목민족의 바지 저고리 형태의 융합으로 해석되고 있

다(Boardman, 2003a). 

디오니소스 와 실레노스 복식2) (Dionysos) (Sillenos) 

디오니소스와 실레노스가 묘사된 장식물은 제 호 묘 피장6

자의 목 부분에서 발견된 장식물로 그리핀을 타고 앉아 있

는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 가 묘사되어 있고 그(Ariadne)

리핀 밑에는 그리스 신화의 주정뱅이 노인으로 알려져 있는 

실레노스가 묘사되어 있다 디오니소스는 무(Figure 11, 12). 

릎까지 내려오는 물방울 무늬의 투니카 를 (Tunica, Tunic)

착용하고 있다. 소매 부분은 주름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은 이에 대해 소매가 착수이고 두껍게 묘사되어 Boardman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형태의 소매는 초원지대 유목

민의 소매 양식을 모방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투. 

니카의 깃은 단령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Boardman, 2015). 

나 깃의 디테일 사진 을 살펴보면 깃의 형태를 둥(Figure 13)

근 단령의 형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깃의 형. 

태가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예를 통하여 디오니소스 투

니카의 깃의 형태를 이해하고자 한다. 

틸랴 테페 유물과 비슷한 시기로 편년되는 듀라 유로포스  -

부조에서 투니카의 깃의 형태가 좀 더 구(Dura-Europos) 

체적으로 관찰된다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 앞에 갑옷을 착. 

용한 아플라드 신이 묘사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종(Aphlad) 

아리까지 내려오는 튜니카를 착용하고 있다(Colledge, 

투니카 앞면에는 주름이 많이 형성되어 1977)(Figure 14). 

있는데 이는 소재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주름으로 보인다

이 주름은 튜니카의 깃을 형성하고 있으나 단(Figure 15). 

령의 형태는 아니다 이 형태는 에서 이 . Figure 13 Boardman

묘사한 투니카의 디테일의 묘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년으로 편년되는 듀라 유로포스 부조는 셀레우코스 왕조54 -

시대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 헬레니즘 도시인 -

듀라 유로포스 에 묘사된 부조로 그리- (Dura-Euro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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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Detail� of� the� Ornament� with�

Dionysos� and� Adriane
(Boardman, 2009, p.106)

Figure� 13.�
Detail� of� Dionysos

(Boardman, 2009, p.106)

Figure� 14.�
Tunica� of�Worshiper�
in� Dura-Europos

(Colledge, 1977, p.99)

Figure� 15.�
Detail� of� Tunica�
of� Worshiper�

(Colledge, 1977, p.99)

스 문화의 토대에서 표현된 것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은 틸. 

랴 테페 유물이 만들어지던 쿠샨 왕조 초기의 그레코 박트-

리아 왕국의 그리스 문화의 문화적 배경을 이어받았던 상황

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편년되는 시기도 비슷

하기 때문에 틸랴 테페 장식물에 묘사된 디오니소스 투니카

의 형태를 앞에서 설명한 듀라 유로포스부조에 묘사된 투니-

카의 형태와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디오니소스 튜니카 끝의 터어키석 장식은 튜니카 끝단의   

선 장식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옷 끝단의 선 장식은 그

리스 옷에는 나타나지 않는 복식요소로 이는 오리엔트적인 

요소이다 이 선 장식은 (Chang, 2017). 듀라 유로포스 부조-

의 튜니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요소로 이는 쿠샨 왕조의 

특색으로 보인다.  머리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웨이브있는 긴

머리이다 장화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장화로 아칸더스. 

잎으로 추측되는 나뭇잎으로 장식되어 있다(Akanthus) . 

이를 종합해 보면 틸랴 테페 장식물에서 그리스의 디오니  

소스 신은 그리스 문화의 전형적인 튜니카를 착용하고 있으

나 유목민의 특징적인 소매와 오리엔트의 선장식이 표현된 

튜니카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복식의 부분적인 요소가 각 지

역적 특징을 잘 표현한 튜니카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프랑크포르트 는 이 장식물의 컨셉은 극히 그리스(Francfort)

적이나 털이 많게 표현된 그리핀과 그리핀 갈기의 묘사 등 

장식물 각각의 형상에서는 중앙아시아적 요소로 변형되어 

표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Francfort, 2009). 

스적 전통에 중앙아시아적 요소로 변화된 부분이 공존하는 

현상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오니소스의 복식에서도 나

타나고 있었다. 

실레노스의 머리는 대머리에 더부룩한 턱수염이 있고 귀  

는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다 옷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전. 

폐형 튜닉을 착용하고 있고 털로 만들어졌으며 헤라클레스 

매듭 으로 허리에서 묶여져 있다(Heracles knot) (Cambon, 

실레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2010). 

신의 교사로 일반적으로는 노인으로 묘사된다 기원전 세. 4

기 이후 그리스 연극에서는 털이 많은 타이트한 옷을 착용

한 노인의 형상으로 묘사되는데 틸랴 테페 (Tucker, 2003) 

장식물에 묘사된 실레노스 형상과 비슷하여 실레노스의 옷

은 디오니소스 신의 옷처럼 복식요소가 변화되지 않고 그리

스 식의 형태로 그대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옷 여밈 장식에 묘사된 전사의 복식 3) 

제 호묘 피장자의 앞가슴에서 발견된 이 장식에는 잠금쇠3

가 있어 두 옷깃을 여미는 장식으로 추측된다(Cambon, 

금장식에는 무장을 한 군인이 방패와 긴 창을 들고 2010). 

서 있는데 데빗 킴벨은 이 도상을 생명나무 (Figur 16, 17) -

안에 묘사된 무사 혹은 신으로 보고 있다(Davis-Kimball, 

이들이 착용한 갑옷은 그리스 혹은 그리스 박트리아 1998). -

군인들의 갑옷의 형태와 비슷하나 디테일에서는 차이를 보

인다 머리에 착용한 헬멧은 굵은 끈으로 (Cambon, 2010). 

턱 밑에서 고정되어 있다 이 헬멧은 당시 그리스 박트리아 . -

군인들이 착용했던 마케도니아식 헬멧의 형태로 박트리아의 

왕 유크라티데스 세 의 동전에서도 관찰된다1 (Eucratides I)

(Figure 18).

유크라티데스 세 헬멧의 끝은 웨이브 없이 마무리되어   1

있으나 틸랴 테페 금조각 장식의 군인들의 헬멧의 끝은 여

러 줄의 꽃줄 장식이 있으며 웨이브가 있고 헬멧 중앙에는 

뱀 모양 장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케도니아 (Figur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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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rmed� Soldier,� Tillya� Tepe�

(Hiebert & Cambon, 2008, p.255)

Figure� 17.�
Detail� of� Armed� Soldier

(Boardman, 2003a, p.356)

Figure� 18.�Macedonian� Helmet� of�
Bactrian� king,� Eucratides� I

(Seipel, 1996, p.260)

Figure� 19.� Detail� of� Helmet�
of� Kushan� Soldier�

(Hiebert & Cambon, 2008, 

p.255)

Figure� 20.� Greek� Coat� Chlamys
(Koch-Mertens, 2000, p.70)

Figure� 21.� Shoes� Ornament,�
Tomb� 4

(KABD, 2010, p.195)

Figure� 22.� Detail� of� Shoes�
Ornament

(Boardman, 2003a, p.360)

헬멧에서 변형된 쿠샨 왕조 헬멧의 특징이다(Cambon, 

어깨에는 여러 겹의 주름이 있는 망토가 양 어깨를 2010). 

덮으며 걸쳐져있고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으로 고정되어있다. 

이 망토는 그리스 인들의 망토인 클라미스(Chlamys)(Figure 

와 비슷하다 가슴 밑 부분에는 끈이 매듭을 만들며 묶20) . 

여져 있는데 매듭은 힘을 상징한다(Cambon, 2010; Hiebert 

허리에는 벨트가 매여져있고 벨트에는 & Cambon, 2008). 

칼집을 고정시키는 수직 클립이 붙여져 있다 이는 우즈베키. 

스탄의 올라트 지역이나 서주의 사마르티아인(Orlat)

에서도 발견되는 요소로 쿠샨인들이 주변종족의 (Sarmatian)

전통을 차용한 것으로 추측된다(Hiebert & Cambon, 

갑옷의 하의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형태로 끝단2008). 

에는 주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활동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각형 모양의 금장식이 두 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 

각 단 밑에는 굵은 밧줄 모양의 끈 장식이 있는데 이 장식

은 칼이나 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장식인 것

으로 추측된다 신발은 종아리까지 올라오(Cambon, 2010). 

는 장화이며 끈으로 묶여져 있다 신발 앞부리는 둥근 달걀. 

모양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아칸더스 잎으로 추정되는 나뭇

잎 모양의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신발고정 장식에 묘사된 남자 복식 4) 

제 호묘에서 발굴된 신발을 묶는 장식품에는 한 남자가 두 4

마리의 용 혹은 상상의 동물 이 끄는 마차의 천개 지붕 밑에 ( ) ( )

앉아 있다 남자의 머리는 짧은 생머리이다(Figure 21, 22). . 

남자는 주름이 많은 전폐형 옷을 착용하고 있으며 목과 소

매 끝은 터어키 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옷의 끝단에 

장식하는 선 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목의 터어키 석은 ( ) . 襈
둥근 단령을 장식한 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이 옷이 전페형

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또한 소매 끝단의 터어키 석은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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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3.� Shoes� Ornament�
of� Kanishka,� King� of� Kushan,�

Surkh� Kotal
(College, 1977, p.87)

Figure� 24.�
Shoes� Ornament�

of� Kushan� Nobleman
(Yatsenko, 2001, p.89)

Figure� 25.�
Goddess� Athena�

of� Ring� 1,� Tomb� 2�
(KABD, 2010, p.166)

Figure� 26.
� Detail� of� Goddess� Athena� of�

Ring� 1�
(KABD, 2010, p.166)

은 소매의 선 장식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매가 넓은 . 

옷은 중국의 옷으로 대부분 착수인 유목민들의 옷과는 대조

적이다 이 옷에 대해서는 주름이 많은 특성 때문에 그리스 . 

옷이라는 견해 와 중국 옷으로 보는 견해(Cambon, 2010)

가 있으나 앞에 설명한 이유에 근거하면 (Boardman, 2003a)

이 옷은 중국의 옷이라고 사료된다 그 당시 그리스 인들의 . 

옷은 넓은 천을 두르는 형태의 옷이지 여기에 표현된 옷처

럼 재단된 옷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옷은 앞에서 살펴본 . 

왕과 용 의 도상에서 왕의 옷과는 깃의 모습과 소매와 여밈‘ ’

에서 차이가 있다 왕의 옷은 전형적인 유목민의 옷으로 볼 . 

수 있는 전개형으로 깃은 직령 소매는 착수였다 옷 이외에 , . 

이 남자가 타고 있는 마차의 지붕인 천개는 중국 한 나( )漢
라 마차의 천개와 유사한 것이다(Cambon, 2010; 

이는 쿠샨을 세운 월지족이 중국의 Davis-Kimball, 1998). 

북서쪽 지역에 살면서 중국과 접촉하며 중국의 복식 또한 

수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옷의 넓은 소매의 

형태로 보면 이 옷은 중국의 포 와 유사하다 그러나 복( ) . 袍
식의 유형으로는 중국의 포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의 포는 . 

전페형이 아니고 전개형이며 깃의 모양은 위에서 살펴본 단

령이 아니고 직령이다 그래서 이 남자가 착용한 옷이 중국. 

의 포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중국의 복식요소를 모방하

여 마차를 타는 지배계급의 옷에 차용된 것으로 이는 쿠샨

의 복식에 나타나는 외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이 . 

장식품은 쿠샨 왕조의 왕과 귀족의 형상에서 바지와 신발을 

묶는 장식품인데 유물 등에서 자주 관찰되고 있어 쿠샨 왕

조에서 신분이 높은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던 장식

품이었다고 생각된다(Figure 23, 24)(Yatsenko, 2001). 

에서 남자들의 복식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리하였Table 2

다. 

여자�복식3.�

틸랴 테페 유물에 묘사된 여자의 형상은 아테나 여(Athena) 

신과 아프로디테 나이키 등 주로 그리스 (Aphrodite), (Nike) 

여신의 형상이다. 

아테나 여신 형상에 나타난 복식 1) 

틸랴 테페 유물에서 아테나 여신은 무덤 피장자의 반2, 3 

지 와 (Figure 25, 26, 27) 옷에 붙였던 보석 혹은 옷에 걸었

던 장식으로 추정되는 타원형의 보석(Cambon, 

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주름이 2010)(Figure 28)

많은 로브 와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무릎까지 내려오(robe) . 

는 로브의 상의는 하이웨이스트 로 가슴 밑 부분(high-waist)

에서 재단되어 주름이 많은 형태로 무릎까지 내려오며 하의

역시 주름이 많은 형태로 발을 덮으며 땅에 끌리고 있다.  

하이웨이스트 로브는 오리엔트 지방 프리기아 에  (Phrygia)

서 섬겼던 키벨레 여신이 착용했던 옷으로 이 모양(Cybele)

은 전형적인 오리엔트 옷의 스타일로 알려졌다(Bernard, 

키벨레 여신은 기원전 세기 프리기아에서 숭배되2010). 6~7

었던 엄마 여신 이었는데 이 숭배사상은 소(mother goddess)

아시아 지방의 그리스 식민지를 통하여 그리스 본토에 전달

되어 기원전 세기경에는 그리스에서도 키벨레 여신의 숭배6

사상이 유행하였다 그리스에서 키벨레 여신(“Cybele,” 2020) 

은 그리스의 전형적인 키톤 을 착용한 것이 아니(Figure 29)

고 오리엔트의 전통을 따라 키벨레 여신의 전형적인 옷인 

하이웨이스트 로브 를 착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Figure 30)

있다 이 하이웨이스트 로브는 오리엔트 지방에서는 키벨레 . 

여신 뿐 아니라 다른 여신들의 형상에서도 관찰되어 하이웨

이스트 로브가 오리엔트 여신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임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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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Basic� Type� of� Men's� Clothing� according� to� Their� Status

Social� Status Basic� Type� of� Men's� Costume Detailed� Elements� of� Costume

King

Crown Wall-shaped crown

Upper jacket
Opened upper jacket down to the hips with left 

closure 

Skirt Full wrinkles 

God of Dionysos 

 Head - Long wavy hair comes down to the chest 

Clothing

Tunic goes down to the knees

- Narrow sleeve

- Hem of the end of sleeve and under edge of 

clothing

Boots
Ankle high boots – 

Decorated with akanthus leaves 

Sillenos

 Head Bald & shaggy beard

Clothing
- Enclosed tunic down to the hips

-Hercules knot

Armed soldier

Helmet Greek-Macedonian helmet with snake decoration

Armor

Coat Greek chlamys

Bboots Long knee-high boots

Nobleman in a 

dragon-drawn chariot

Head Short style

Clothing
Closed upper jacket with full wrinkles

Hem of the neckline and the end of sleeve 

Figure� 27.� Goddess� Athena
� of� Ring� 2�

(KABD, 2010, p.166)

Figure� 28.� Goddess� Athena�
of� Oval� Gemstone�

(KABD, 2010, p.193)

Figure� 29.� Athena� Goddess�
with� Greek� Chiton

(www.en.wikipedia.org)

Figure� 30.� Goddess� Cybele�
with� High-waist� Robe

(www.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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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Rhyton� of� Nisa

(Stawiski, 1979, p.85)

Figure� 32.� Three� The�Muses�
with� High-waist� Robe

in� Ryton� of� Nisa

(Stawiski, 1979, p.88)

Figure� 33.� Worship� disc� for�
Goddess� Cybele

in� Ai-Khanum,� BC� 3

(KABD, 2010, p.138)

Figure� 34.� Detail� of� Goddess�
of�Winged� Victory�

with� High-waist� Robe�
in� Cybele� Disc

(KABD, 2010, p.138)

증하고 있다 페르시아 파르티아 왕조의 초기 수도였던 니사. 

의 리튼 에 묘사된 뮤즈 신들(Nisa) (Rhyton)(Figure 31)

과 쿠샨왕국의 전 왕조였던 그레코 박트리아 왕(Figure 32) -

국의 키벨레 여신 숭배물 에서 왕 옆의 마차를 모(Figure 33)

는 날개달린 승리의 여신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Figure 34) . 

또한 이 옷은 여신들의 형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귀족여인들의 형상에서도 관찰되어 지배계급의 여성들

이 여신의 옷을 모방하여 착용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

거나 아니면 반대로 신들의 형상을 묘사할 때 그 지방 지배

계급 여자들의 옷을 표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레코 박트리아 왕국의 아이하눔 의 일반 귀족- (Ai-Khanum)

여인의 조각 과 쿠샨왕조 초기 유적으로 세기에(Figure 35) 1

서 세기 초로 편년되는 칼챠얀 궁전의 벽화 2 (Chaltschajan) 

중 쿠샨왕조 지배계급의 여인들에서 하이웨이스(Figure 36) 

트의 로브가 관찰되어 이 옷은 오리엔트 지방에서 오랜 기

간 동안 서로 다른 왕조를 이으며 지배계층에서 전통적으로 

착용되었던 옷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틸랴 테페 유물에 묘사된 아테나 여신은 머리에는 헬멧을   

착용하고 창을 들고 있어서 그리스의 아테나 여신의 형상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아테나 여신은 그리스의 여. 

러 도시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여신이다 특히 그 이름과 관. 

계되는 도시 아테네를 지키는 여신으로 헬(“Cybele,” 2020) 

멧을 착용하고 창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특징이 틸

랴 테페 여신의 형상에서도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 

틸랴 테페 유물에 묘사된 아테나 여신에서는 오리엔트와 그

리스 두 지역의 특징적인 복식이 혼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쿠샨 왕조에 나타나는 두 문화의 융합의 .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반지 의 아테나 여신이 착용한 헬멧은 마케  1 (Figure 37) 

도니아 식으로 그 형태와 헬멧 위의 깃털 장식이 앞에서 살

펴본 박트리아 왕 유크라티데스 세가 착용한 헬멧과 거의 I

같은 형태이다 타원형의 보석에 묘사된 아테나 여신의 헬멧. 

또한 마케도니아 식 헬멧으로 설명되고 있다(Figure 38) . 

모자의 창 부분에는 굵은 끈이 달려있어 턱밑에서 고정된 

형태인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쿠샨의 군인들이 착용한 헬멧

과 비슷하여 이는 쿠샨왕조의 특징으로 간주된다(Figure 19)

(Cambon, 2010).

아프로디테 여신의  복식 2) (Aphrodite) 

틸랴 테페 유물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묘사된 개의 옷 장2

식과 개의 목걸이 장식이 발굴되었다 개의 날개달린 아1 . 2

프로디테와 동물을 움켜잡고 있는 하나의 아프로디테이다. 

아프로디테 여신들은 모두 상반신은 나체이고 하반신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주름 많은 치마를 착용하고 있어 그리스

의 아프로디테 여신들의 모습과 비슷하나 그 외 머리형태와 

모자의 착용 그리고 등에 날개의 장식물을 메고 있는 모습 

등은 오리엔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박트리아의 아프로디테(1) 

무덤 호 피장자의 목걸이 펜단트에는 아프로디테의 형상이 6

묘사되어 있다 상반신은 나체이고 하반신은 주름이 많은 천. 

을 두르고 있고 머리는 중앙에서 가름마를 중심으로 양 옆

으로 갈라져 가지런히 올려져 있다 머리 위에는 굵은 띠를 . 

둘렀으며 이마 중앙에는 둥근 점 백호 이 있고 등 뒤( , urna)

에는 날개를 달고 있다 이마의 백호는 인도(Figure 39, 40). 

인들의 특성이다 그리스와 로마의 아프로(Cambon, 2010). 

디테 형상은 날개를 달고 있지 않다 그리스 여신들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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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Noblewoman�
with� High-waist� Robe

� in� Ai� Khanum,�
Greco� Bactrian� Kingdom
(Colledge, 1977, p.114)

Figure� 36.� Noblewoman�
with� High-waist� Robe�
of� Kushan� Empire,�

Chaltschajan
(Mode, 2013, p.213)

Figure� 37.�
Helmet� of� Goddess�
Athena� of� Ring� 1

(KABD, 2010, p.166)

Figure� 38.�
Helmet� of� Goddess� Athena�

of� Oval� Gemstone

(KABD, 2010, p.193)

Figure� 39.� Aphrodite� of�
Bactria�

(KABD, 2010, p.169)

Figure� 40.� Detail� of�
Aphrodite� of� Bactria�

(Boardman, 2003a, p.363)

Figure� 41.
Aphrodite� of� Kusha�

(KABD, 2010, p.169)

Figure� 42.� Detail� of�
Aphrodite� of� Kushan�

(Boardman, 2003a, p.363)

날개는 프시케 여신과 에로스 여신에게서 나(Psyche) (Eros) 

타나는데 틸랴 테페 유물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날개를 

달고 있으나 그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특색 때문에 이 아프로디(Boardman, 2003a, 2015). 

테는 프시케 아프로디테 로 명명되기도 - (Psyche-Aphrodite)

한다(KABD, 2010). 

아프로디테 여신의 형상과 복식은 그리스의 원형을 그대  

로 표현하였으나 이마에 표현된 인도적 요소는 초기 쿠샨 

왕국이 인도문화를 수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틸랴 테페 유적은 약 년 경으로 편년되고 있다. 50 . 

이 시기는 월지족의 흡후 중 귀상 흡후가 다른 흡후를 통5

합하여 쿠샨 왕조를 건립하고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북 

인도를 점령했을 시기이기 때문에 쿠샨 왕조에 인도적 영향

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 

듯이 이 아프로디테 장식물또한 쿠샨의 선 왕조인 그레( ) 先
코 박트리아의 그리스 문화 토대 위에 주변의 인도 문화를 -

수용한 장식물로 쿠샨 왕조의 문화적 다양성이 표현된 것이

라 볼 수 있다. 

쿠샨의 아프로디테(2) 

쿠샨의 아프로디테로 명명된 아프로디테 형상은 무덤 의 2

피장자가 가슴에 차고 있던 목걸이 펜단트였다 이 아프로디. 

테 역시 앞에서 설명한 박트리아의 아프로디테와 같이 상반

신은 나체이고 하반신은 주름이 많은 천을 두르고 있으나 

머리는 다른 형태이다 이 머리 형태에 대해(Figure 41, 42). 

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터번을 착

용했거나 혹은 큰 상투를 틀어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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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Aphrodite�
Holding� an� Animal�

(Francfort, 2009, p.99)

Figure� 44.� Detail� of� Aphrodite�
Holding� an� Animal

(Boardman, 2003b, p.141)

Figure� 45.� Gold� Belt,�
Tomb� 4

(KABD, 2010, p.196)

Figure� 46.� Goddess� Nana
in� Gold� Belt� �

(KABD, 2010, p.196)

와 다른 하나는 이 형태가 페르시아의 헤어(Cambon, 2010)

스타일로 파르티아에서 인도까지 여신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관 중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 등이다( ) (Boardman, 2015). 冠
이렇듯 아직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주장 모두 그리스

의 아프로디테 형상에 지역적 요소가 첨가되어 복식요소가 

변화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아프로디테와 다른 . 

점은 가슴에 끈이 교차되고 있는 것이다 이 끈은  어깨에. 

서 내려온 끈이 가슴에서 교차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는 로

마 인도 그리고 간다라 지방에서 가슴장식으로 가슴에 줄을 , 

착용하는 경우를 모방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아프로디테 형상에서는 끈이 아마도 뒷 날개를 고정시키는 

기능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Cambon, 2010). 

동물을 잡고 있는 여신 (3) 

무덤 호 피장자의 얼굴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여신 아프로6 (

디테 혹은 아나히타 도 그리스, Anahita)(Boardman, 2003b)

의 아프로디테 여신과 같은 유형의 하반신 옷을 착용하고 

있다 가슴에는 교차형 끈과 윗 팔에 날개로 추측되는 하트. 

형의 장식 을 매달고 있(Boardman, 2015; Cambon, 2010)

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쿠샨의 아프로디테 형과 유사하다. 

머리는 위로 올리고 다이아뎀 을 하고 있다(diadem) (Figure 

이 여신은 한 손에 북인도의 전형적인 동물이며 쿠43, 44). 

샨 초기의 미술품에 자주 묘사되는 마카라 라고 하(Makara)

는 동물 을 잡고 있으나 이 동물을 용으(Boardman, 2003b)

로 보기도 한다 거꾸로 묘사된 이 동물의 (Francfort, 2009). 

꼬리는 식물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고 위에는 새 아래에는 , 

물고기 등의 형상이 묘사되어 그리스의 형상이 초원 혹은 

박트리아의 도상적 구조 속에 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런 모티브들의 의미는 이란 종족(Francfort, 2009). 

중 특히 이란계 유목민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 모티브로 

아마도 생명력과 끝없이 이어지는 새로움을 연결시키는 의

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KABD 이를 , 2010). 

종합해보면 이 장식물은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여신과 이란 

유목종족들의 정신세계가 융합되어 표현된 형상으로 볼 수 

있는데 프랑크포르트는 이 형상은 그리스의 전통을 따라 제, 

작되었지만 그레코 파르티아 요소와 인도 파- (Greco-Parthia) -

르티아 의 요소가 첨가된 도상이라고 설명하였(Indo-Parthia)

다 이렇게 도상에서 나타나는 그리스의 (Francfort, 2009). 

전통과 박트리아 지역 인도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여신의 복, 

식 요소에서도 그리스 아프로디테의 주름 많은 우아한 의상

과 가슴에서 교차로 장식되는 가슴장식의 지역적 요소가 융

합되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벨트에 묘사된 여신(4) 

무덤 호에서는 왕자가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금세공 벨4

트가 발굴되었는데 여기에는 나나 여신(Nana) (Davis- 

이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이 여러 장면이 묘Kimball, 1998)

사되어 있다 이 여신은 짧은 치마를 입고 무릎(Figure 45). 

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있으며 컵을 들고 있고 사자 위

에 앉아있다(Figure 46, 47). 

나나여신은 원래 아르메니아 의 엄마 여신  (Armenia)

이다 그 형상은 젊은 여성으로 (Armenian mother goddess) . 

전사의 복장을 하고 그리스의 아테나 여신처럼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Nane,” 2020) 그러나 . 메소

포타미아에서부터 인도까지는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 벨트에 묘사된 나나(Boardman, 2015). 

여신은 사자를 타고 창과 방패 대신 컵을 들고 있으나 보통 

오리엔트에서 묘사되는 나나여신은 컵을 들고 있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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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Detail� of� Goddess� Nana�
(Boardman, 2009, p.107)

Figure� 48.� Priestess� of� Goddess� Bacchante
(Boardman, 2009, p.108)

Figure� 49.� Large� Necklace,� Tomb� 5
(KABD, 2010, p.214)

설명되어 여기서도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Boardman, 2015) 

스의 두 문화가 융합되어 묘사되었음 알 수 있다 보트만. 

은 그녀의 옷이 주름 많은 그리스 양식이나 소(Boardman)

매가 두껍게 표현되어 이는 초원지대의 소매 양식이 그리스 

옷에 접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양식의 접합은 도상에. 

서도 나타나는데 나나여신은 그리스의 아테나 여신에 동화

된 신일 수 있으며 초기 그리스 스키타이 시대 흑해 가까운 -

지역에서 나타난 그리스의 바커스 신의 열광의 여사제

와 같은 개념일 수 있다고 설명되는데 이런 접합(Figure 48)

이 나나여신의 옷에서 그리스와 초원지대 스키타이인의 영

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츠의 (Boardman, 2015). 

모양은 앞의 남자 복식 중 무사에서 살펴본 부츠의 모양과 

비슷하여 이 부츠는 쿠샨 초기 지배자들의 전형적이 부츠의 

형태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아리아드네(5) (Ariadne) 

제 호 묘 피장자의 목 부분에서 발견된 디오니소스 신과 6

아리아드네 형상 장식물의 아리아드네 여신은 복숭아뼈까지 

내려오는 그리스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다(Francfort, 2009) 

소매는 착수이고 앞에서 디오니소스 튜니(Figure 11, 12). 

카의 소매처럼 초원지대 복식의 소매 모양을 상상케 한다. 

디오니소스 신 튜니카의 착수와 아리아드네 드레스의 착수

는 쿠샨 복식이 그리스의 옷에 초원지대의 유목적 복식요소

가 첨가되어 착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쿠샨 왕조 문

화의 기본적 특징인 그리스적 영향과 쿠샨인들 고유의 유목

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형태라고 생각된다 옷깃. 

은 단령으로 보이나 깜봉 은 이는 단령이 아니고 (Cambon)

옷에 부착한 둥근 옷걸이를 묘사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무덤 에서는 목에 걸고 옷에 부(Cambon, 2010). 5

착하는 화려한 둥근 목걸이 가 출토되어 깜봉의 (Figure 49)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이키 여신의  복식 (6) (Nike) 

남자 복식에서 설명한 디오니소스 신과 아리아드네 형상

장식물에 묘사된 나이키 여신은 디오니소스(Figure 11, 12) 

와 아리아드네의 결혼을 축하하는 형상으로 볼 수 있다

발을 덮는 하이웨이스트 로브를 착용하(Francfort, 2009). 

고 있으며 등 뒤에는 넓은 날개를 달고 있는데 하이웨이스

트 로브는 가슴 밑 부분에서 끈으로 묶여져 있다 깃은 단. 

령이다 머리는 긴머리가 뒤통수에서 묶여져 있고 윗 팔에 . 

링 장식이 묘사되어 있다 나이키의 여신의 하이웨이스트 로. 

브와 날개 등의 복식요소 또한 앞에서 살펴본 아프로디테 

여신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여신들이 착용한 오리엔트 

전통의 복식요소들이다 에서 유물에 묘사된 여신들. Table 3

의 복식 유형을 정리하였다.

틸랴�테페�유물�복식에�나타난�문화의�다양성III.�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틸랴 테페 유물에 묘사된 복식에 나

타나는 문화적 요소는 다양하다 월지족이 가지고 있었던 유. 

목민족적인 요소와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요소 그리고 박트

리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스적 요소 페르시아적 요, 

소 등이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복식요소들을 쿠샨왕조에 영  

향을 준 문화적 특성별로 정리하여 쿠샨 왕조 초기 복식에 

나타난 문화의 다양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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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Basis� Type� of� Costume� of� the� Depicted� Goddess� in� the� Tillya� Tepe� Antiquities

Antiquities Type� of� Woman’s� Costume�

Costume of goddess of Athene
Macedonian element

High-waist robe

Costume of Aphrodite

Diadem 

Turban  

Spot on the forehead

Ornament crossing from the chest 

Robe of lower body

Wing

Goddess holding animals 
Diadem 

Robe of lower body

Goddess depicted in the gold belt   

Ponytail 

Short skirt 

Boots adorned with acanthus leaves

Ariadne 
One piece robe 

Narrow sleeve 

Goddess of Nike High-waist robe

그리스적�요소1.�

그리스적 요소는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에서 다 관찰되었는

데 대표적인 것이 마케도니아식 헬멧과 아프로디테의 로브

이다 그리스 마케도니아식 헬멧은 쿠샨의 무사와 아테나 . -

여신들이 모두 착용했는데 쿠샨 무사의 헬멧에서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식 헬멧 정수리 부분의 술장식이 뱀 장식으로 변

형되었다 또한 그리스 마케도니아 헬멧에는 없었던 턱 끈. -

을 첨가시켜 쿠샨의 형태로 변형시켰다 이외에 무사가 걸친 . 

망토는 그리스의 망토인 클라미스를 차용하여 착용한 것으

로 보여진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로브 또한 그리스 아프로디. 

테의 로브의 형태를 모방하였다. 

오리엔트적�요소2.�

오리엔트는 인도의 인더스강 서쪽에서 지중해 연안까지를 

가리키는 지역으로 구체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

이란 및 아라비아와 이집트를 가리킨다 그(“Orient,” 2010). 

러므로 인도 중아아시아 중국 등의 지역은 이 범위에 포함, ,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리엔트적 요소는 틸랴 테페 . 

유물에 묘사된 아테네 여신의 로브에서 관찰되고 있다 아테. 

네 여신은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의 주름이 많은 키톤을 착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틸랴 테페 유물의 아테나 여신들은 

그리스의 키톤이 아닌 오리엔트여신들이 착용하는 하이웨이

스트 옷을 착용하고 있다. 

페르시아적�요소�3.�

페르시아적 요소는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적 요소와 

파르티아 왕조적 요소가 있는데 왕과 용의 펜단트 에 묘사‘ ’

된 왕의 복식에서는 위의 두 왕조의 요소가 다 관찰된다. 

왕이 착용한 성벽형 모양의 모티브는 아케메네스 왕조 다리

우스 왕관의 모티브와 같다 이 모티브는 원래 아시리아. 

등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용하였던 모티브였는(As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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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기원전 세기의 왕조이고 쿠샨의 . 6~4

틸랴 테페 유물은 약 년으로 편년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50

는 약 년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쿠샨 왕조가 세워졌던 500 . 

박트리아 지역은 아케메네스의 번째 사트라프 지21 (Satrap) 

역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다 그. 

러므로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사용되었던 모티브가 이 지역

에서도 사용되며 오랜기간 전통적 모티브로 이어져 내려왔

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실제로 성벽형 모양의 모티브. 

는 틸랴 테페 유물에서는 왕의 왕관 모티브 이외에 옷 장식

품 모티브로도 관찰되며 또 쿠샨 초기 칼차얀 궁전의 지붕 

장식 모티브로도 나타나고 있어 이 모티브는 쿠샨 왕조 초

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장식무늬로 사료된다 왕과 . ‘

용 의 펜단트에서 왕이 착용한 복식 또한 페르시아의 아케’

메네스 왕조와 파르티아 왕조의 복식과 유사한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중앙아시아적�요소4.�

아프로디테 여신들의 등 뒤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그 날개는 

가슴에서 교차되는 끈으로 고정된 것으로 추측하는데 가슴

에서 교차되는 끈 장식은 중앙아시아에서만 나타나는 요소

로 보고 있다. 

유목민족적�요소5.�

유목민족들의 복식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소매가 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활동성이 강조되는 그들의 삶의 . 

방식에 맞게 만들어진 형태로 생각된다 틸랴 테페 유물 중 . 

옷깃을 여미는 용도로 만들어진 고정쇠에 묘사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과 아리아드네가 착용한 옷의 소매는 모두 착

수이다 이는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 신이 주로 나체로 혹은 . 

그리스 옷을 착용하고 묘사되는 형상과는 다른 점이다 이는 . 

쿠샨의 왕이나 귀족 복식의 좁은 소매를 모방하여 표현한 

것으로 그리스 신의 복식이 쿠샨왕조에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인도적�요소6.�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마에 표현된 둥근 점은 인도인이 전통

적으로 얼굴에 묘사하는 백호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쿠샨의 아프로디테 여신의 머리에 묘사된 모자는 인도의 

터번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틸랴 테페의 유물에서 발. 

견된 여러 아프로디테 중 인도의 터번을 착용한 아프로디테

는 쿠샨의 아프로디테라고 명명한 아프로디테에서만 관찰되

는데 이는 쿠샨 왕조가 북인도를 점령한 후 인도의 문화를 

흡수한 후에 만든 것으로 아프로디테의 형상에 나타나는 인

도적 영향으로 생각된다.

 

중국적�요소�7.�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있는 남자 의 복식은 단령에 넓은 ‘ ’

소매로 이는 중국의 포에 나타나는 복식요소이다 앞에서 설. 

명했듯이 유목종족들의 옷은 활동성을 강조한 착수가 일반

적이라서 이 장식품에 묘사된 넓은 소매는 이례적이다 이는 . 

월지족들이 중국 북서쪽에 살면서 중국과 교류하며 받아들

인 복식요소로 간주 된다.

쿠샨적�요소8.�

무사와 디오니소스 신이 착용한 부츠는 정강이까지 올라오

는 부츠인데 앞 부리가 아칸더스 잎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

다 이런 부츠는 앞에서 설명한 남자 금벨트에 묘사된 나나. 

여신도 착용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부츠는 주변의 다른 종. 

족들이 착용한 예가 발견되지 않아 지금까지는 쿠샨 왕조 

고유의 형태로 알려져 있다.

위의 설명을 에서 정리하였다  Table 4 . 

결론IV.�

틸랴 테페 유물은 월지족이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인 박트리

아 지역에 세웠던 쿠샨 왕조의 유물이다 월지족은 중국 북. 

서쪽에 살던 종족이었으나 그 당시 흉노족의 팽창으로 서쪽

으로 이주하여 박트리아 지역에 들어온 종족이었다 박트리. 

아 지역은 역사적 지리적 특징으로 인하여 여러 문화의 요

소가 용해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왕조를 . 

세운 쿠샨 왕조의 문화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쿠샨 왕조 초기 유물인 틸랴 테페에 . 

묘사된 복식을 분석하여 복식의 측면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틸랴 테페 유물에 묘사된 남자의 형상들은 왕 혹은 제사  (

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신 그리고 쿠샨 왕조), 

의 무장한 무사와 귀족으로 생각되는 마차를 탄 남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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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ternal� Cultural� Elements� of� the� Costume� of� Antiquities� of� Tillya� Tepe� �

External� Cultural� Element Man’s� Costume Woman’s� Costume Hairstyle�

Greek element
Greek-Macedonian Helmet Robe of Aphrodite

Diadem of 

Aphrodite

Oriental element
Hem of the end of sleeve and 

under edge of clothing
High-waist robe of Athena

Persian element 

Wall-shaped motive crown

Opened jacket mit left closure 

and hem of edge of jacket

Central Asian element
Wing of Aphrodite

Cross string of chest

Element of nomadic 

people
Narrow sleeve of Dionysos

Narrow sleeve of Ariadne 

and goddess Nana 

Indian element Spot on the forehead Spot on the forehead
Hat (or hairstyle) of 

Aphrodite

Chinese element  
Round collar and wide sleeve of 

man in the chariot

Kushan element
Boots mit decoration of Aknthus 

leaves of soldier, Dionysos

Boots mit decoration of 

Akanthus leaves of goddess 

Nana 

있었다 왕 혹은 제사장 이 착용한 복식유형은 상의와 치마 . ( )

형태로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좌임인 전개형 상의와 발목까

지 내려오는 치마이었다 하의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의 페르시안드레스의 하의와 상의는 페르시아 파르티아 샤

미 왕자의 상의와 비슷한 형태로 페르시아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은 그리스의 나체의 형. 

태나 그리스 복장이 아닌 무릎까지 내려오는 투니카로 소매

가 착수인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적인 복식요소를 갖고 있

어서 그리스 신화의 테마는 수용했으나 신화에 등장하는 신

들의 복식요소는 그 지역의 토착적인 요소로 변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장한 무사가 착용한 헬멧의 형태는 . 

그리스 마케도니아 식 헬멧이었으나 세부 장식은 술 장식에-

서 뱀 장식으로 변형되어 쿠샨 왕조의 토착적인 요소로 변

형시켜 착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중국적인 복식요소. 

도 관찰되었는데 마차를 탄 귀족의 옷은 단령에 소매가 넓

은 형으로 중국의 포에서 관찰되는 복식요소이며 유목민족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례적인 요소이어서 이들이 중국의

북서쪽에 살 때  중국의 복식 요소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추

측되었다 틸랴 테페 유물에는 주로 그리스의 여신들이 묘사. 

되었는데 그리스의 아테나 여신과 아프로디테 여신들이었다. 

틸랴 테페 유물에 묘사된 여신들은 아프로디테 여신처럼 하

반신만을 덮는 그리스 로브를 그대로 착용한 여신들도 있었

으나 그리스의 아테나 여신처럼 그리스의 키톤을 착용한 것

이 아니고 오리엔트 여신들이 착용하는 하이웨이스트 원피

스를 착용한 여신들도 있었다 이는 쿠샨 문화에 그리스의 . 

여신들의 개념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들의 형상은 쿠

샨의 지역적 특징을 표현한 것으로 쿠샨 사회가 외부문화를 

그들의 문화로 수용했었음을 복식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는 

한 요소라고 생각되었다 이런 쿠샨의 지역적 특징이 여신들. 

의 복식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쿠샨이 인도를 점령한 후에 

인도의 문화를 수용하여 표현된 것으로 추측되는 아프로디

테의 미간에 표시된 백호와 아프로디테의 터번 등이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틸랴 테페 유물에 묘사된 복식에서 관찰되

었던 외부 문화적 요소들은 그리스적 페르시아적 인도적, , , 

오리엔트적 요소와 중앙아시아적 요소들이 있었으며 이런 

요소들은 쿠샨 왕조가 처해있던 실크로드에서 동서양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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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라는 지리적 환경과 주변의 정치적 상황을 수용한 

결과에서 오는 문화의 다양성들이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실크로드에서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했던 쿠샨 왕국의 문화를 복식의 측면에서 이해하려

는 것으로 이는 실크로드 문화 연구를 다방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시도였다 실크로드 문화 연구는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 

연구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기원후 세기로 편년되는 5~6

실크로드와 관련된 신라의 유물로써 제기되고 있는 경주와 

실크로드 문화와의 관련성을 풀어나가기 위함이다 구체적으. 

로 쿠샨 복식과 경주의 유물들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나 

신라의 금관과 틸랴 테페 호 묘의 금관과 매우 유사하기 6

때문에 쿠샨 왕국에 대한 연구는 이런 관계를 연구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본 연구는 

쿠샨 왕조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일부분의 연구였으므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중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본 연. 

구의 두 번째 목적으로는 한국 고대복식의 원형을 찾는 연

구의 일환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복식유형에 대한 기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원후 세기 경에 유라시아 대륙1

에서 활동했었던 유목민족인 월지족이 세운 쿠샨 왕조의 복

식 유형을 검토하려고 하였다 한국 고대복식의 원형을 찾는 . 

연구는 한반도의 기마민족 유래설 에 관련된 논쟁과 깊이 ‘ ’

연계되어 있으므로 남자복식의 연구가 주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는 본 연구 중 남자복식의 유형을 정리한 

부분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제 호묘의 귀걸이에 묘사된 왕 . 2

혹은 제사장이 착용한 좌임의 전개형 상의가 있었다 이 상. 

의는 착수이고 옷 깃과 소매 끝단 그리고 앞 끝단에 선이 

붙어있었다 이는 파르티아 왕조 초기 샤미왕자의 상의와 유. 

사한 형태였고 또한 쿠샨 왕조 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인 기

원전 세기로 편년되는 파지리크 벽걸이 양탄자에 묘사4~5 

된 스키타이 기사의 상의와도 유사한 형태로 이 형태의 상

의가 유라시아 유목종족들에게서 공간적으로 남 시베리아의 

파지리크에서 쿠샨왕조의 박트리아 지역까지 걸친 넓은 지

역에서 또 시간적으로 기원전 세기에서 기원후 세기까4~5 1

지 오랜 기간 동안 착용되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유형은 한국 고대복식의 원형을 찾는 연구를 위한 기본 자

료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에서. 

는 아쉽게도 차 자료를 분석하지 못하고 전시 카탈로그의 1

사진인 차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이 점은 이 연구가 갖는 2

한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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