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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랜 세월 동안 모든 민족들이 지리적 위치, 기후 등 살아오는 생활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생활방식으로 살게 되었으며 몽골 유목 민족은

몽골 고원의 거칠고 추운 날씨에 적합한 생활양식인 방목형 유목 생활방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방목형 생활양식이란 사계절에 주기적으로

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생활양식이며 주요 생업이 가축이다. 몽골 유목

민족의 가축도 자연환경에 잘 맞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먹을 수 있으며

추운 날씨에 강인한 양과 말 등 오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생활환경으

로 인해 몽골 유목 민족의 철학적 사상과 풍습 등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20세기부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가 도시화 되너 모든 민족들이 비

슷한 환경에 살게 되었으나 가치관, 생각 등 다른 요소로 의해 생활양식

을 구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동일한 황경에서 살아도 고대부터 전

해져온 풍습, 예절과 세계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동아시아에 생활해 왔던 몽골 유목 민족의 미

의식을 철학 사상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미의식이 몽골 전통 복식에서 나타는 반영을 조형성과 상징성을 활용해

밝혔으며, 몽골과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나타난 몽골 전통복식

의 조형성을 형태, 디테일과 트리밍, 액세서리 위주로 고찰하여, 비교 분

석을 하였다.

이 결과 강함에 대한 숭상, 자연과의 어울림, 정직함과 성실함에 대

한 존경, 관적인 사고와 말에 대한 숭상이란 다섯 가지 고유 미의식을

도출하였다. 거친 기후와 끊음 없는 전쟁 등이 강함을 숭상하는 미의식

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자연과 가까이 살면서 자연의 원형을

유지하며 자연과 어울려 사는 생활방식은 자연과의 어울림 미의식의 바

탕이 되었다. 몽골 유목민들은 넓은 지역에 멀리 떨어져 생활하였으며,

교통수단인 말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기에 모든 풍습과 문화에

말에 대한 존경이 속해 있다.

몽골 민족의 생업은 비교적 시간이 많은 한가롭기에 그들은 오축의



가죽과 모 등을 활용해 근사하며 활동적인 생활양식에 맞는 전통복식을

만들어 냈다. 몽골 전통복식이 유목 생활방식과 사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아주 적함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처음에 형태 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고

유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앞여밈과 칼라 부

분에만 변형이 생겼다. 몽골 복식은 내복 참츠와 움드, 겉옷 델, 테를렉,

후렘, 한타즈, 오지, 다흐 등이 있으며 시간과 대에 맞게 착용되었다. 고

대 흉노 시대 전통 데은 오른쪽에서 몸을 돌려 입는 방식이었으며 요나

라 시기부터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돌려 입는 방식으로 바꿔 현대까지

유지되어 왔다. 몽골 전통복식이 중세 몽골 제국 시대에 더 부유해졌으

나 특히 원 제국 시대에 금실로 만든 소재를 활용하게 되어서 더 화사해

졌다. 17세기 말부터 몽골 복식 앞여밈에 큰 변화가 일어나 사각형 앞여

밈이 있는 델을 주로 착용하게 되었다.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복식에 고유한 미의식이 조형적과 상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기혼 여성 복식은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

으며 이 예시로 벅턱과 데르베게르 우스를 언급할 수 있다. 몽골 전통복

식은 형태 외 색상과 문양 등으로 의해 상징성이 더 풍부해졌다.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고찰한 결과 몽골 패션 디자이너들은 몽골

전통 문양과 형태 등으로 몽골 유목 민족의 고유 미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몽골에 대한 강한 군인 이

미지와 야생적인 이미지 등을 컬렉션에서 주로 활용하였다.

주요어: 몽골, 전통복식, 미의식, 유목 민족, 현대 패션

학번: 2017-2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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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인류의 최초 사회는 수렵 채집 사회였으며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기존 천연자원에 의존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하거나, 자연에 있는 열매를

채집하는 것이 주요생활 방식이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에 유럽, 남미,

북미,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서아프리카의 일부 민족들이 한곳에

머물며 농경을 주업으로 삼아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 반면

중동지역 민족들은 동물을 사육하고 방목형 유목 생활을 시작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사회 집단으로 살아왔으나 산업혁명으로

19세기부터 도시권에 사는 사람 수가 급증하여 현대 2020년에 세계

인구의 56.2 퍼센트가 도시권에서 생활하고 있다(Katharina Buchholz,

2020).

도시화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또한 20세기 말부터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급속화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국경 없이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원하는 곳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례 없이 다른 민족 문화에 대한 쉬운 접촉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개인의 연령, 학력, 가치관

등에 따른 다양한 생활양식으로 살게 되었다. 생활양식은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의 생활양식은 그 민족의 전통 문화와 고대부터 살아온 고유한

방식 등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로 차이가 크다. 농경문화와

유목문화에 따른 고유한 문화의 흔적이 각 민족의 언어, 풍습, 예술과

복식에 여전히 남아 있다.

유목 민족의 특징은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사계절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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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을 기르기 위해 초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목민들이 사는 집, 사용하는 기물이 모두 가지고 다니기

적합하게 구성되었다. 유목 민족 전통 복식도 말을 타고 오랜 시간

이동하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 유목 민족 중 몽골 민족들은 다른

유목 민족과 달리 문자를 사용했으며 사적으로 소수의 자료를 남겼다.

몽골 민족이 유목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웃 정착사회 국가들과 전쟁을

하여, 지배한 경우가 많기에 몽골 민족이 지배한 국가들에 의해 남겨진

자료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를 근거로 유목 민족에 대한 연구는 몽골

민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몽골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이 패션 컬렉션에서 전통

복식 요소를 널리 활용하기 시작했다.

미셸&아마존카(Michel&Amazonka), 아리우나 수리(Ariunaa Suri) 등

남성과 여성복식 브랜드들은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 요소를 현대패션과

조화시켜 기성복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는 반면 토르고 패션(Torgo

Fashion), 오쿠튀르(O'Couture) 등 패션 하우스들이 몽골 전통요소를

이용한 오트쿠튀르(Haute Couture) 컬렉션을 또한 발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몽골 젊은 층이 전통 복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몽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몽골 전통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패션 저널 www.kaltblut-magazine.com에 의하면 2019년에

보리스 비잔 사베리(Boris Bidjan Saberi)는 몽골 전통 복식과 전통 주거

형태 게르(ger)를 영감으로, 2020년에 일본계 미국 패션 디자이너 타다시

쇼지(Tadashi Shoji)는 몽골 제국을 영감으로 삼아 디자인한 컬렉션을

발표했다. 또한 대중 예술 분야에서는 주인공 왕비의 의상 및 머리

장식을 몽골 기혼여성의 복식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 (Star Wars)」가 2019년에 개봉되면서 전 세계가 아시아의

유목 민족 복식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2020년에 영화

「스타워즈」를 바탕으로 만든 비디오 게임 「더 심즈- 스타워즈 바투

행성의 모험(The Sims-Journey to Batuu)」에서 몽골 전통 복식

요소가 표현된 의복이 소개되었다. 또한 몽골 전통 복식을 입고,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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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창법인 성대로 소리를 내는 음악 후미(Khöömei)와 전통 악기를

활용하여 헤비메탈(heavy metal) 음악을 하는 록 밴드(rock band) 더 후

(The Hu)는 전세계 로커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 빌보드

차트(Billboard chart)의 하드 록 디지털 송 판매(Hard Rock Digital

Song Sales) 부분에서 노래 월프 토템 (Wolf Totem)은 2019년 4월에

1위, 유왜 유왜 유(Yuve Yuve Yu)는 7위, 2020년 5월에 송 오프

우멘(Song of Women)이 9위를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90년에 일어난 민주화 혁명에 의해 1992년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자유롭게 전 세계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몽골 학자들은 자칫 잊힐 뻔 했던

몽골 역사와 전통문화를 되살려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젊은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또한 타국 몽골학 학자들이 몽골

민족의 문화를 대상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는데, 연구의 대부분은 유목 민족의 역사와 생활양식, 풍습, 유목

민족의 샤머니즘 또는 불교 등 종교, 예술과 전통복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다.

몽골 유목 민족의 복식 문화에 관한 선행연구(최해율, 2002; 2005;

2006; Erdenebat & Bayar, 2011; 김용문, 2013)는 시대에 따른

전통복식에 관한 연구, 예복과 전통복식의 색깔 상증에 대한

연구(권순정, 2001; 최수빈 & 조우현, 2002; 홍정민, 2002; Sumber,

2018)가 있다. 또한 몽골 민족의 세계관, 철학 사상 관련 연구(박원길,

2010; Bilegt, 2014; Gantulga & Kim, 2018),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에

대한 연구(유순례, 2006; Chao Li, 2008)가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드물고, 현대 패션과 연결해서 한 연구는 더욱더 드물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몽골 민족의 미의식 특징을 밝히고, 미의식

특징이 몽골 전통복식에서 상징적으로, 또 조형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몽골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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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을 조형적으로 분석하여 몽골 현대 패션에서 몽골의 전통복식

요소와 미의식이 반영되는 형식을 밝히며, 더불어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조형적으로 고찰하여 그들에게 몽골 유목 민족의

문화와 미의식이 어떤 식으로 인식됐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몽골 유목 민족의 고유 미의식을 분명히

정의 내리고, 추출한 미의식이 오랜 세월 동안 전통 복식에 반영되어 온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몽골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반영된 전통복식 요소와 미의식 표현을 분석한다. 더해서 전 세계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 작품에 반영된 몽골 민족 유목문화와 미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현대 패션에서의 유목 민족 전통미 표현과 활용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고원에서 생활하였던 몽골 유목 민족의 생활방식과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몽골 유목 민족의 고유 미의식을 도출하고, 몽골

전통 복식의 조형적 및 상징적 특성에 미친 영향을 밝힌다.

둘째, 현대 몽골 패션디자이너의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미의 표현을

밝히고, 타국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에 표현된 몽골 유목 민족 미의 표현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몽골 유목 몽골 민족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그들의 미의식을 밝힘으로써 몽골 유목 민족의 사고방식과

미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몽골 유목 민족 미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이유를 찾는 데 기여할 거라고 기대한다. 또한 타국

패션디자이너와 자국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에서 몽골 전통 요소 표현의

특징을 밝히므로 국내 패션디자이너에게 국제 시장에 도전하는데 영감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현대 패션에서 몽골 유목 민족 전통미의 표현을

밝히므로 몽골 유목 민족 전통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대패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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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에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제 2 절 연구방법과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을 여러 유목 민족 중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방목형

유목 생활양식과 유목 문화를 꾸준히 유지하고, 몽골고원에서 이동하면

서 생활을 하였던 유목 민족들 중 몽골민족으로 한정하였다. 몽골 통계

청 웹사이트(www.1212.mn)에 개재된 2019년의 통계에 따르면 현대 몽

골에서 171,650가족이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 몽골고원이란 몽골

과 중국에 걸쳐 북서와 서부는 알타이(Altai), 북동은 야블로노비

(Yablonoi), 동쪽은 다싱안링(Greater Khingan), 남쪽은 인산(Yin)의

여러 산맥으로 둘러싸인 고원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의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역사,

문화와 생활 방식 등 삶의 특성을 이해하였으며, 그를 바탕으로 유목민

의 전통 미의식을 밝혔다. 문헌 연구를 이용해 몽골 유목 민족의 생활양

식의 특성과 전통 미의식을 밝히기 위해 몽골과 다국적 학자들의 몽골

어, 영어와 한국어로 된 몽골과 유라시아 유목 민족의 생활양식, 전통문

화와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 또한 플라노 드 카르피니(John of Plano de

Carpini)의 『몽골의 역사(History of Mongolia)』, 마르코 폴로(Marco

Polo)의 『동방견문록(The Travels of Marco Polo)』 등 이탈리아, 프랑

스 이스라엘과 러시아 저자들의 영어, 몽골어와 한국어로 출판된 유목

민족 역사 및 문화 관련 단행본과 몽골의 유일한 필기 자료인『몽골 비

사(Mongolian Secret History)』를 선정하고 주로 사용하였다. 『몽골의

역사(History of Mongolia)』는 13세기에 이탈리아 교황이 몽골로 파견

한 사절이 교황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몽골의 날씨, 자연환경, 생활양식,

풍습과 문화 등 모든 것에 대해서 간명하게 남긴 기록이다. 이는 서양인

이 몽골에 대해 필기한 첫 자료이며,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본 것을 기

록하였기에 몽골에 대해서 가장 여실히 드러낸 자료 중 하나다. 이탈리



- 6 -

아인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13세기 원나라 시대에 17년 동안 쿠빌

라이 칸의 외교대표로 일을 했으며, 고향에 돌아간 후에 작가 루스티켈

로 다 피사(Rustichello da Pisa)을 통해 『동방견문록(The Travels of

Marco Polo)』책을 출판하였다. 쿠빌라이 칸의 생각과 태도, 원나라 귀

족의 생활양식, 축제와 잔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1228년에 쓰인 『몽

골 비사(Mongolian Secret History)』에서 칭기즈 칸(Chinngis Khaan)

의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칭기즈 칸이 사망할 때까지 기간을 기록해 놓았

다. 몽골인이 스스로 기록해 남긴 자료로 몽골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유

목 민족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다. 몽골 민족의 정치, 사회,

법, 군사, 언어, 문자, 종교, 문화와 풍습 등을 포함하므로 고대 몽골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몽골 전통복식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몽골 전통복

식에 나타난 유목 민족 미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2004년에 몽골 전통 복

식에 대한 연구를 하며, 몽골 전통 복식을 전 세계와 자국의 젊은 세대

에 알릴 목적으로 설립된 몽골의 전통복식 아카데미(Academy of

National Costumes research)에서 출판한 책 『몽골 복식의 비사(Secret

history of Mongol Costumes)』을 위주로 사용하였다. 전통복식에 반영

된 유목 민족의 미의식을 조형적·상징적으로 살펴봤다.

사례 연구를 이용해 자국 디자이너 또는 영국, 독일, 일본 등 몽골

외 타국 패션 디자이너 작품에서의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 표현을 조

형적으로 고찰하여, 표현 방식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도출했다. 우선 몽골

의 유목문화와 전통복식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서 디자인을 한 타국 패

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였다.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복식

과 문화를 영감으로 삼아 디자인한 패션컬렉션을 찾기 위해

www.wgsn.com, www.wwd.com과 www.fashionista.com 등 글로벌 패

션 웹 사이트에서 Mongolia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개재된 기사에

서 패션 컬렉션을 설명할 때 Mongolia이란 단어가 언급된 타국 패션 디

자이너의 2013년부터 발표된 모든 패션 컬렉션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선

정된 패션 디자이너는 파리 패션 위크에서 발표된 마이엣(Maiyet), 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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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야케(Issey Miyake), 보리스 비잔 사베리(Boris Bidjan Saberi), 밀

라노 패션 위크에서 발표된 에트로(Etro), 미쏘니(Missoni), 디스퀘어드

2(Dsquared2), 런던 패션 위크에서 발표된 교유니 김최(GyoYuni

Kimchoe), 크리스토퍼 래번(Christopher Raeburn), 뉴욕 패션 위크에서

발표된 스킨그래프트(Skingraft), 타다시 쇼지(Tadashi Shoji), 러시아 패

션 위크에서 발표된 알레나 아크마둘리나(Alena Akhmadullina)와 밴쿠

버 패션 위크에서 발표된 텡그리(Tengri) 등 총 12 컬렉션이었다. 선정

된 컬렉션에서 몽골 유목 민족 문화 요소를 어떤 식으로 조화시켰는지를

밝히고자 조형적 요소인 형태, 색채, 소재, 문양과 장신구를 고찰하였다.

그 다음에 현대 몽골 패션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통해 자국 패션디자

이너 작품에서의 몽골족 유목 민족 전통미의 표현과 현대적 미와의 조화

를 파악하였다. 자료를 각 디자이너 혹은 브랜드의 공식 페이스북

(Facebook Page),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각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

를 이용해서 수집하였다. 2013년 이후 몽골 외 다른 나라에서 개최된 둘

이상의 국가에서 패션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국제 패션쇼에 참석 경험이

있는 패션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위에 언급한

조건에 맞는 몽골 패션 디자이너는 미셸&아마존카(Michel&Amazonka),

93//키돌트(93//Kidult), 퓨튜리스틱 타입(Futuristic type), 뮤스 아트 하

우스(Muse Art House), 조손(Zoson), 촐로 뭉흐(Tsolo Munkh), 오쿠튀

르(O'Couture), 아리우나 수리(Ariunaa Suri), 린친 예쉬(Rinchin Yesui)

와 토르고 패션(Torgo Fashion) 등으로 이상 총 10명의 디자이너가

2013년부터 2020년에 발표한 136개 컬렉션에 들어간 디자인의 형태, 색

채, 소재, 문양과 장신구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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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과 전통복식

본 절에서는 몽골고원에서 생활했던 몽골 유목 민족들의 역사, 문화

와 생활양식을 고찰하여 미의식을 도출했으며, 몽골 할흐 유목 민족의

남성과 여성 전통복식의 조형성을 고찰하였다.

제 1 절 몽골 유목 민족의 생활양식과 미의식

동일한 시대, 사회와 생활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정한 생활

양식으로 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한 이념을 가지게 된다.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

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6).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각 만족의 특정한 생활방식, 이념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 민족의 생활양식과 미의식의 연관성을 찾는다는 것은

크게 보면 한 민족의 생활양식과 문화양식의 상관성을 전제로 하여 민족

의 개성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민족 문화와 생활에

비추어진 민족구성원의 보편적이며, 전통적인 개성이 민족의 미의식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곧 한 민족의 생활양식과 문화가 그 민족의 미의

식을 유발하여, 그에 따른 미적 태도와 경험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로부터 몽골 유목 민족은 생활양식의 특징에 따라 서양뿐만 아니

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와 다른 특유의 고유문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몽골 유목 민족만의 독특한 미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의식

을 몽골 민족의 풍부한 역사, 풍습, 복식과 전통 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

다. 몽골 유목 민족의 문화는 그것에 크게 영향을 끼친 ‘국민혁명’을 기

준으로 1921년에 일어난 국민혁명 전과 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국민혁명 전에 몽골 유목 민족의 고유문화가 대체로 전해져 왔으나,

특히 16세기와 17세기에 불교가 널리 전파되면서 불교사상이 유목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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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불교예술이 발전하였으며 또한 17세기 말부터 청

나라의 지배를 받았으므로 정략적으로나 혹은 자연스럽게 청나라의 영향

을 받기도 하였다. 국민혁명 이후 1924년에 몽골 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

서 몽골이 소련과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갖

게 되었다. 몽골 인민공화국이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몽골 유목민들

의 개인 가축을 몰수하고 국유화하였으므로 가축이 없는 유목민들이 모

여서 살기 시작한 것이 정착 생활의 시작이었다. 몽골이 소련의 도움으

로 국가를 산업화하고, 이와 동시에 몽골인들의 언어와 생김새 외 문화,

예술, 생활방식, 음식과 복식이 전부 서구화 되었다(Azjargal, 2015).

1992년에 몽골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므로 생

긴 자유는 인민공화국 시대에 금지되었던 자신의 전통을 되찾기 위한 학

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 몽골 유목 민족의 생활양식과 문화

원시에 유라시아 대초원에서 칼미크(Kalmyk), 위구르(Uyghur), 카

자흐(Kazakh) 등 여러 유목 민족이 생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몽골고원

에서 이동하면서 사는 몽골 유목 민족이었다. 몽골 유목 민족이 생활하

던 몽골고원은 산, 초원과 사막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의

날씨가 건조하고 기후 환경의 변화가 매우 심하였다. 이로 인해 농경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은 반면에 전 지역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했

다. 몽골 유목 민족이 기원전 209년에 설립된 흉노 제국을 시작으로 현

대 몽골까지 몽골 제국, 원나라 등 여러 국가를 설립하였으나, 전통적인

생활양식인 방목형 유목 생활양식을 거의 그대로 보존해 왔다. 칭기즈칸

테무친(Chinggis Khaan Temuujin)이 건국한 몽골 제국(1206-1405)은 유

목 민족 국가 중 가장 큰 제국이었다. 칭기즈칸이 체계적으로 구성을 잘

설계한 덕분에 몽골 제국이 성공적으로 전쟁을 하여 커다란 영토를 침략

할 수 있었다. 몽골제국은 유목 민족뿐만 아니라 점점 다양한 문화를 가

진 여러 나라를 통일시켰기 때문에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 좋은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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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유목 민족들의 하늘을 숭배하는 관습이 몽골제국 시대에 절

정기를 맞이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몽골제국의 종교 및 철학 사상이 되었

다(Gerelbaatar, 2005). 칭기즈칸의 후계자 쿠빌라이 칸(Khubilai Khaan)

이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전체를 몽골에 통일시켜 원나라(1271-1388)를

창건하여, 현재 북경을 수도로 삼았다. 원나라에 유목을 생활양식으로 삼

는 민족뿐 아니라 정착을 생활양식으로 삼는 민족 등 여러 민족들이 통

일되어 있었으므로 다양한 문화, 언어, 글자와 종교 등이 동시 존재하였

다. 몽골제국과 원나라의 역사는 몽골 유목 민족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다. 또한 현재 몽골에 내려온 풍습, 예절과 정통의 절대다수가 몽골 제국

때부터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Ariyasuren & Nyambuu, 1992).

몽골 유목 민족의 주요 생업이 방목형 축산업이기 때문에 방목형 유

목 민족이라고 불린다. 유목 생활양식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

지 않고, 사계절 내내 가축을 길러 주기적으로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방

식이다. 몽골 유목 민족의 주된 생업인 가축을 오축이라고 한다. 오축은

말, 양, 염소, 소와 낙타 다섯 가지 가축을 의미한다. 가축의 종류가 지역

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면,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소의 일종인 야크

(yak), 동토대에 사슴의 일종인 순록, 고비 사막에는 낙타를 기르는 경우

가 많았으나, 양과 말의 경우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키웠다.

오축이 유목민들의 기본적 생업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가축들이

겨울철 대단히 추운 날씨에도 잘 견디며, 초원에서 풀을 찾아 먹기 때문

에 따로 먹이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등 손이 덜 가는 가축이었기 때문이

었다(유원수, 2012; 박환영, 2012). 특히 양과 말은 유목민들의 자산이었

다. 말은 자주 이동을 해야 하는 유목민들의 교통수단이었다. 가축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유목 민족들의 어휘에도 가축과 관련된 단어와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가축이 유목민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

한 요소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유목 민족들이 기본 생업인 가축 외 부업

으로 야생동물 수렵 또는 식물과 산과를 따는 것 등을 하였다. 유목민들

이 애초에 오축에서 나오는 원료인 우유, 고기, 가죽과 울, 또는 사냥물

인 야생동물 가죽, 털 등을 이용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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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였으나, 점점 이웃의 정착 사회 국가들과 비단 등 고급 직물, 금,

진주, 구슬, 도자기, 쌀과 와인 등 농산품과 수공예품으로 교류를 하게

되었다(Amitai & Biran, 2015).

인류가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창조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

을 포괄적으로 문화라고 한다. 문화는 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

로 존재하며 다음 세대로 계승되면서 문화의 내용이 늘어난다. 민족 전

통문화는 같은 자연환경과 사회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몽골 유목 민족

의 문화를 몽골의 역사와 생활양식에서 찾아낼 수 있다. 몽골 유목 민족

전통문화를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란 두 가지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 몽

골 유목 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는 고대부터 무형 문화재로 전해져 왔으

나, 전통 물질문화는 고고학적 유물, 출토품이나 보관되어 온 다른 유형

문화재로 남아 있다. 몽골 유목 민족의 정신문화에는 그들의 세계관, 가

치관, 신념 등 철학 사상, 풍습과 신화, 구비문학, 민요 등 예술이 포함된

다. 반면 물질문화는 복식, 생활품, 가재도구, 거주하는 집과 예술 작품

등 인간이 사는 것을 둘러싼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물질문화는

정신문화의 실질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 유목 민족의 정신세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고유한 철학 사

상을 알아야 한다. 몽골민족의 고유한 철학 사상을 크게 신화적 사상과

샤머니즘이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화적 사상은 에투겡

(Etugen) - 땅, 하늘, 영혼, 분진 등이 주요 개념인 몽골 유목 민족의 가

장 오래된 사상이며, 몽골 유목 민족의 샤머니즘이 형성되는 데에 큰 영

향을 미쳤다. 몽골 유목민들이 세상의 모든 것과 현상들이 생명이 있다

고 생각하여,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심으로 융숭하게 대하였다. 몽골 유목 민족 고유 신화적 사상에

의하면 창조자는 우선 끝이 없는 물 위에 육지를 이루어 세상을 만들었

으며 그 다음으로 사람,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삶을 이루었으나, 사람을

위해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Buyandelger, 2009). 그러므로 몽골

유목민들이 보편적으로 자연을 바꾸어 자신에게 맞추는 것보다, 자연의

모든 것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고 숭배하는 문화가 생겼다. 고대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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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신화적 사상에서 몽골 민족이 수렵 채집을 생업으로 하였을 때

땅이 주요 역할을 하였으나,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후로 하늘이 더 중요

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Dulam, 1989).

그러나 신화에서 창조자라는 중요한 기능 이외에 큰 역할이 없던 하

늘이 샤머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위대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이며, 사람의 행동에 따라 운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

(Buyandelger, 2009). 몽골 유목 민족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의 모든 유목

민족이 샤머니즘에 기반을 둔 하늘을 숭배하는 텡그리즘(Tengrism) 신

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세 몽골 유목 민족 사이에서 "영원한 하

늘(Munkh Tenger)"을 숭배하는 새로운 신앙이 생겼다. 이 신앙에서는 "

영원한 하늘"을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높

은 존재로 여겼다. 『몽골 비사』에 의하면 13세기 칭기즈 칸의 몽골 제

국의 국교가 "영원한 하늘"을 숭배하는 텡그리즘이었다. 모든 생물이 "영

원한 하늘"에서 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다. 텡그리즘은 몽골

유목 민족의 신앙이며 샤머니즘과는 다른 것이다(Bilegt, 2014).

몽골 유목 민족의 모든 문화가 그들이 사는 환경에서 생겨났다. 그

러므로 몽골 민족의 전통주거인 게르(ger)는 몽골 유목 민족의 물질문화

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목재와 펠트를 이용해서 만든 게르의 형태

는 고대부터 거의 그대로 내려왔으며, 유목생활에 적합한 가볍고 짧은

시간 안에 조리와 해체가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몽골

유목민들의 일부도 여전히 게르에서 생활하고 있다. 13세기에 칸(khaan)

과 양반들의 게르를 우마차 위에 지었으며 이동할 때 해체하지 않고 그

대로 운송하였다. 이를 게르 테레그(ger tereg)이라고 불렀다. 또한 어르

드 게르(ord ger)란 쿠릴타이(Ikh Khuraldai) 등 큰 회의를 할 때 몇 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게르가 있었다.

몽골 게르는 몽골 유목 민족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 및 생활양식과

조화를 이루며 설립되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게르의 내부구조와 이용방식

에 유목민들의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황경순, 2013). 유

목민족이 늘 자연과 가까이 생활하기에 전통주택인 몽골 게르는 자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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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실을 최대 감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게르의 모양이 원형이기 때문에 몽골고원에서 흔한 현상인 강바람이 불

때 안정적으로 풍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가볍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

날 때 큰 손해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홍수 때 물이 빠

질 수 있도록 펠트로 만든 게르의 밑자락을 걷어 올린다. 몽골 유목민들

의 친환경적인 생활양식과 맞게 그들의 전통주거인 게르를 조립해 살아

가는 동안 밑에 있는 토양과 푸성귀를 해치지 않기에 유목민들이 이동한

후 초지가 바로 회복된다. 또한 게르의 펠트 덮개는 통풍이 잘 되는 것

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가축의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유목민의 생활

양식에 가장 적합한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다(Sulderdene, 2014).

2.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

몽골 유목 민족의 고유한 미의식은 원시부터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

따라 형성되었다.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사회, 문화와 종교의 변화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몽골 민족 미의식이 발전되어 왔으나 고유 미의식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다. 몽골 고유 미의식은 몽골 유목 민족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유목이라는 생활양식의 특징으로 인해

구비 문학인 신화, 동화, 영웅 서사시 등의 설화, 또 민요와 민속무용 등

무형 예술 직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덧붙여 암각화, 공예품

과 복식 등 물질적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다. 몽골 유목민족의 문화를 연

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그들의 연구에서 몽골 민족의 의식과 사상에 대해

서 언급한 바가 있다.

연구자 Elverskog(2004); Dashnyam, (2010)에 의하면 몽골 유목 민

족의 생업은 가축으로 인해 노동이 적고 자유 시간은 많았으나 가축과

축산물은 값이 비쌌기에 몽골 유목민들이 삶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근심

걱정이 없는 생활을 하였다. 이는 몽골민족의 모든 예술에 반영되어 있

다.

연구자 오윤게렐(Oyungerel, 2014)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말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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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가축에 대한 존중이 몽골 유목 민족 민요에 나타난다고 하였고 학자

린첸삼부(Rinchensambuu, 2011)는 민요를 몽골 유목 민족의 문화, 자연

과 고향에 대한 존중에 더불어 삶에 대한 사랑의 미적 표현이라 하였다.

그에 의하면 모든 몽골 민족 민요에 반영되어 있는 번화적 사상, 세상,

삶, 부모 등 모든 것의 풍부함, 완벽함과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

는 것과 궤변과 아첨 없이 진리만을 말하는 정직함, 미래에 대한 긍정이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의 일부다.

할흐(khalkh)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 무용에서는 주로 산수, 분향,

천리마와 아름다운 영웅을 묘사하며, 할흐 민족의 여성들이 무용으로 유

목 생활 중 일과인 가축의 젖을 짜거나, 털을 치는 행동(noos savakh)과

실를 꼬는 행동을 춤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산수, 산천초목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사방에 절하여, 고수레(tsatsal orgokh)를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전통 춤이 있다(Dulam, 2015).

이초와 이은영이 「원나라 몽골복식의 미적특성(2008)」연구에서 힘

을 숭배하는 미의식, 통합과 조화미라는 두 가지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

식을 소개하였다. 학자 바트출롱(Batchuluun)은 「몽골 유목 민족의 펠

트 공예, 기호체계(2003)」에서 펠트 공예에서 나타나는 태양, 달과 하늘

숭배, 동물을 모티브(zoomorphic)로 하는 미적 사상과 추상미 등을 도출

하였다.

몽골 유목 민족의 서사시와 신화 등 설화에서 대부분 이상적인 영웅

은 매우 지혜롭고 용감하며 강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냥꾼이나 목자이

며, 영웅을 항상 도와주는 미래를 보거나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 등 초능

력을 가지고 있는 똑똑하고 정직한 말이 등장한다. 설화 속 가장 용감하

고 강한 영웅을 가려낼 때 모든 남성 중에서 몽골 유목 민족 남성의 삼

대 경기(Eriin gurvan naadam)인 경마, 씨름과 궁도에 가장 능숙한 사람

을 선정하였다. 이 남성의 삼대 경기가 현대 몽골에서도 큰 축제를 할

때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일등을 한 선수는 국민의 존중을 받고 있다.

몽골 유목 민족의 신화와 영웅서사의 특징은 대부분 영웅이 악당에게 직

접 당하고, 그런 악당을 직접 징치한다는 것이다. 몽골 설화의 악당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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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나쁜 인물을 의미하기보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몽골 유목 민족의 신화와 영웅서사에 등장하는 영웅은 그들의 이상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몽골 유목민의 환상적인 꿈, 이상과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설화에서 무한한 초원, 장엄한 산과 깨끗하고 맑은 강과 하천

으로 아름다운 배경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본향에

대한 사랑을 기리고 찬양하므로 자연을 위대하게 여기는 미의식이 반영

되었다(Gejin, 1997; 임재욱, 2011; Ganzorig, 2016; Otgonbaatar, 2016).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찰한 결과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을 강함에

대한 숭상, 자연과의 어울림, 정직함과 성실함에 대한 존경과 낙관적 사

고, 말에 대한 숭상이란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강함에 대한 숭상

역사상 몽골 유목 민족 제국들은 최대 100년에서 150년 이상 존재하

지 못하였다. 유목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여러 유목 민족 부족들을 통일

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전쟁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카리스마가 있는, 강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건국되었다가, 지도자가 사망한 후 후계자가 위에

언급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국이 붕괴되었던 것이다

(Kradin, 2018).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전쟁을 하는 시기가 많았으므로 거

의 모든 유목민들이 군인이었고 이에 따라 강함은 유목민들에게 매우 중

요한 기준이 되었다.

플라노 드 카르피니(John of Plano de Carpini, 2006)는 몽골 유목

민족이 살아가는 지역에 대해서 변동이 매우 심하며, 바람이 센 거친 기

후환경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몽골 유목 민족이 고향인 몽골고원

의 변화가 매우 심한 기상상태에서 사계절 내내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사는 생활양식과 긴 시간 동안의 전쟁 상태는 자연스럽게 강함을 선호하

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강함을 숭상하는 미의식을 몽골 유목 민족의

설화와 속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원시 몽골 유목민들이 암각화에서 육식동물인 경우 이빨과 발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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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식동물인 경우 뿔을 강조해서 그렸으며, 날개 달린 호랑이, 황소 등을

그려 남겼다. 몽골 암각화에 표현된 동물 중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 뿔

이 있는 사슴이다. 학자 다시냠(Dashnyam, 2010)에 의하면 몽골어로 사

슴이란 단어 부가(buga)의 원 단어의 의미는 무서운 뿔이 있는 동물이라

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대 몽골 유목민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뿔을

장식과 모자로 나타냄으로써 그러한 뿔의 힘을 얻는 시도를 하였다. 또

한 몽골 유목 민족의 민속 설화 「낙타와 사슴」에서 낙타가 사슴의 뿔

과 같은 아름다운 뿔이 있었으며 항상 과시하고 살다가 사슴에게 사기를

당해 뿔을 뺏겼다고 나온다. 응석을 잘 부리는 것을 배우기 대신 힘든

일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라(erhiig surahaar berhiig sur), 스스로 넘어진

아이는 울면 안 된다(ooroo oichson huuhed uildaggui), 엄부자모(hair ni

dotroo hal ni gadnaa) 등 몽골 유목 민족의 속담에서 그들의 어린이를

강하게 키우려는 의지가 보인다.

몽골 유목 민족 영웅서사시에서는 주역인 영웅이 항상 매우 강한 정

신과 신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영웅서사시의 영웅은

몽골 유목 민족의 환상적인 꿈과 이상이기 때문에 영웅은 남성의 삼대

경기인 씨름, 경마와 활쏘기에 모든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으

로 표현된다. 덧붙여 영웅은 환상적인 인물답게 일반인과 달리 하루하루

빨리 자라서 태어난 지 삼일 후에 몸이 어머니와 비슷하게 되며 그 사이

에 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 초능력과 가까운 힘을 가지게 된다(Namjil,

2016). 이는 영웅은 처음부터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tenger

zayatai)'는 의미를 서사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몽골 유목민들의 영원한 하늘(Munkh tenger)은 하늘과 땅 신이나

신령이 아닌 모든 것의 바깥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다(Lorinz, 1972:

Buyandelger, 2009에서 재인용). 마르코 폴로(Marco Polo)에 의하면 원

나라 사신이 가지고 다니는 위임표인 게레게(gerege)에다가 "영원한 하

늘의 힘으로"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몽골비사』에서 칭기즈칸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영원한 하늘의 힘으로, 하늘과 땅의 도움을 받아

힘이 되어서 온 나라를 합쳤다"고 말한 바 있으며, 또한 아들 우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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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udei)가 전쟁에 나가서 소식이 끊겼는데 그것을 "영원한 하늘에게 맡

긴다"라고 하였으므로 영원한 하늘이 가장 강한 존재인 것이 증명된다.

② 자연과의 어울림

몽골 유목 민족은 생활양식의 특징에 따라 자연과 밀착된 관계를 가

지고 있으며, 고대부터 유목민들이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과 어울려 생활

해 왔다. 몽골 유목민들은 자연의 원형을 바꾸기보다 자연 그대로의 형

태를 더 즐기고 유지하는 데에 더 의미를 두었다. 유목은 생활 방식 자

체가 한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으므로 자연이 스스로 회복되는 데에

더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이다. 몽골 민족의 생업인 가축이

자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에 몽골 유목민들이 고대부터 자연에 감

사하고 자연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초지는 몽골 유목민들

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이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여서 다른 나라를 지배한 후 농경지의 대부분이 회복되게 함으로써

초지가 되도록 하였다(Khazanov, 1994). 13세기 몽골 제국 시대의 이흐

자사크(Ikh Zasag) 법을 보면 잔디가 자랐을 때 땅을 파는 것을 금지하

고, 강이나 하천 등의 물에 오줌을 싸거나 초지에 불을 지르면 사형을

내리는 등 초지와 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입법했으므로 자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Amarkhuu, 2000). 몽골 유목민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에도 어릴 때부터

풍습을 통해 자연의 원형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게끔 가르쳤다. 이의

예시로 ‘물에 더러운 것과 유제품을 넣지 않는다’, ‘식물을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 ‘열매를 가지와 같이 자르면 안 된다’와 ‘동물의 새끼에 그늘지

면 안 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Ulziisaikhan, 2001). 이로 인해 몽골 유

목 민족이 자연을 보존하여 어울려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몽골 유목 민족의 생활양식이 전체적으로 자연과 어울려 사는 삶이

었다는 것은 전통 주거 양식인 게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통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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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의 문을 남쪽으로 향해 짓는다. 이는 게르 앞에 있는 창문으로 들어

오는 햇빛을 이용해 시간을 알기 위한 것이다. 또한 몽골 유목민들이 별

의 위치로 방향을 알았으며, 하늘의 색과 바람 방향 등 자연 현상을 관

찰해서 날씨를 예측하여 그에 맞게 생활을 조절하였다.

자연을 위대하게 여기며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을 몽골 민족 문화의 모든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몽골

유목 민족이 생활하는 고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통 노래와 서사시를

통해 아낌없이 표현하였다. 영웅서사시에서 영웅의 고향은 대부분 강산

과 초원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동물과 식물이 부유한 지역으로 묘사되었

다. 몽골 유목 민족이 본향 자연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알타인 마그

탈(Altain Magtaal)」, 「항가인 마그탈(Khangain Magtaal)」, 「이흐

버그드 불르강 항가이(Ikh Bogd Bulgan Khangai)」 등의 민요가 있다.

이 외에도 웅장한 산, 맑은 강, 태양과 딸, 끝이 없는 초원 등에 대한 민

요가 수 없이 많다(Rinchensambuu, 2011; Schubert, 2007).

③ 정직함과 성실함에 대한 존경

몽골 유목민의 성격의 특징 중 하나가 정직함이다. 플라노 드 카르

피니(John of Plano de Carpini)가 『몽골의 역사(History of Mongoli

a)』에서 “모든 몽골 민족 유목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자신

에 리더에 성실하며 공경한다. 그러므로 배신할 일은 거의 없다.”, “도둑

이 없기 때문에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며, 자물쇠가 없다.”라고 몽골 유목

민들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대해 기록하였다. 정직함과 성실함은 몽골 유

목 민족의 문화 작품에 때때로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몽골비사』에

서 칭기즈칸이 다른 민족을 침략할 때 자신의 왕에게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자를 용서하고 구제하였으나, 왕을 배신하여 칭기즈칸에게 굴복하

겠다는 자들을 모두 처형하였다 하므로 고대 몽골 유목 민족의 정직함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또한 몽골 민족 민요와 설화에도 정직함에 대

한 가치 중시가 반영되었다. 몽골 유목 민족의 민요에서 추악을 혐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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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실과 고통을 숨기지 않으며, 진실을 망설임과 꾸밈이 없이 알려주

는 것이 목적이며,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이 몽골 민족 민요가 지니

는 미적 가치다(Rinchensambuu, 2011).

몽골 유목 민족의 대다수 동화와 설화에서 악당이 간사스러우며, 요

망한 성격으로 반대편 영웅이 정직하여 성실한 성격으로 대립되어 묘사

된다. 이의 예시로 몽골 민족의 신화 『게세르칸』(Geser khaan)의 영웅

인 게세르와 그의 악당인 게세르의 작은아버지 처텅(Tsoton)을 들 수 있

다. 처텅은 늘 게세르와 경쟁하여 번복하길 잘하며 잔꾀를 부리는 비겁

한 역할이므로 영웅 게세르의 장점을 살려준다(Damdinsuren, 1986). 몽

골 할흐 민족의 영웅서사시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 모티프는 영웅의 아내

혹은 누이 등 집안 여성이 반역을 하여 적과 내연의 관계를 맺는 것이

다. 그러나 영웅은 죽어가면서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이

선아 & 정부용, 2017)

몽골 유목 민족 속담 중에도 정직하고 성실함을 응원하여 거짓과 속

임수를 비판하는 속담이 많다. 예를 들면 거짓을 진실이 잡으며 빠름을

화살이 잡는다(Khudliig unen guitsne Khurdniig sum guitsne), 잘못 숨

기는 것보다 잘 고백하는 것이 낫다(muu nuukhaar sain ilchil), 탐욕스

러우며 아부하는 사람이 꼬리 없는 개와 다름없다(avakh idekhed

shunagch unguch zusarch khun suulguigees bish nokhoitoi adil), 안장

이 없는 말이 엉덩이에 해롭다, 꾀는 명예에 해롭다(zaidan unaa

bogsond muu zalidangi sanaa khanshind muu) 등이 있다. 이러한 예시

를 토대로 정직함과 성실함은 몽골 유목 민족의 중요한 미의식 중 하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Mongolian Government Agency of Family and

Children Development, 2016).

④ 낙관적인 사고

고대부터 몽골 유목민들은 생활양식과 생업의 특징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아왔다. 몽골 유목민족의 생업인 가축은 손이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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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노동이 적으므로 자유로운 데다가 자신의 수요를 만족시켜 남은 축

산물을 값비싸게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에 걱정 없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왔다. 그러므로 낙관적

인 미의식은 몽골 유목 민족의 민간설화, 민요와 전통 춤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따로 유러얼(Yerool)이란 민속 예술의 한 종류가 되

어서 발전되어 왔다.

몽골 유목 민족은 입의 길조에서 미래의 길조(amnii belgees ashdiin

belge)라는 속담이 있으며 몽골 유목민들이 고대부터 모든 것을 낙관적

으로 바라보며 길조로 여기면 잘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

몽골 유목 민족의 민속 예술의 한 종류인 유러얼이 생겼다. 유러얼은 모

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예언하여,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

하는 시이며, 예를 들면 새 게르에 대한 유러얼, 혼인한 부부를 위한 유

러얼, 가축에 대한 유러얼 등이 있다. 유러얼에서는 먼저 축복 대상을 축

복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하고 다음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칭찬을 하며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잘 되길 바라는지를 축복한다(Oyungerel,

2018).

몽골 민족의 민요는 살고 있는 지역의 아름다움, 풍부함과 완벽함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며, 항상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몽골 유목 민족의 동화 및 설화가 다른 민족의 동화 및 설화

와 변별되는 차이점은 모든 동화와 설화가 마지막에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라고 끝나는 것이다(Dulam. 2015).

악언하거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꺼리며 긍정적으로 생

각하여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생긴 또 하나의 문화는 벨

게 우그(belge ug)이다. 벨게 우그는 길조의 한마디라는 의미이며 한마

디가 지니는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힘을 주며, 하는 것이 잘 되라고

축원하는 짧은 시이다. 유목민들이 만났을 때 서로 감사하다는 뜻으로

복이 많아져라(buyanaa nem), 어린이를 만날 때 눈이 예리하고, 생각이

지혜롭길 바란다(nud ni hurts, sanaa ni mergen bai) 등 해당 상황에

맞는 벨게 우그(belge ug)를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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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말에 대한 숭상

유목민족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생활양식으로 인해 교통수단인 말

은 유목민의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유목민들이 말

을 가축으로 기르는 것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사실은 기원전 3000년 경

그려진 암각화 속에 말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정형호, 1996). 유

목민들이 삶의 상당한 기간을 말 위에서 보냈기 때문에 말과 관련된 물

품인 재갈, 등자와 안장 등이 정착 민족들보다 먼저 발달되어 다른 나라

로 퍼졌다. 또한 몽골 유목민들이 인도, 러시아, 중국에 군마를 판매하였

으므로 말은 그들의 자산의 기준이었다(Khazanov, 2019).

또한 13세기에 몽골에 온 타국 사람들의 기록에도 몽골 유목민들의

말과 말을 숭상하는 사상에 대한 것이 많이 남아있다. 플라노 드 카르피

니는 세계 어디에도 이런 많은 기마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였으며, 남녀

모두 3살부터 말을 타기 시작하므로 마술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게다가

몽골 유목민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말을 드리며 그 말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마르코 폴로는 설날에 쿠빌라이 칸에게

많은 백색 말이 선물로 온다고 기록하였다.

몽골의 고대에서 내려온 신화, 설화 등 구비문학 작품과 『몽골비

사』에서도 몽골의 말에 대한 숭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몽골 유목

민족의 어휘에는 가축 관련 단어와 표현이 대단히 많이 있으며 그중 말

관련 단어가 약 430개, 말의 색을 나타내는 단어가 240개 있다고 한다

(박환영, 2012). 대다수 문학 작품에서 인물의 생활환경을 묘사할 때 또

는 인물 자체를 묘사할 때 말과 같이 묘사하였다. "멀리에서 백색 말을

탄 영감이 온다", "파란 갈색 말을 탄 남자" 등이라고 묘사하였다

(Sampildendev, 2005). 말을 황옥, 보석, 사람의 친한 친구로 표현하였으

며, 신화에서는 고대 몽골 유목민들이 숭배하는 천둥, 매, 사슴 등에 비

견하였다. 또한 말은 몽골 유목 민족 신화에서 인간 언어를 아는 총명한

조언자로 묘사되었다(Davaadorj, 2014). 신화의 영웅이 항상 가장 좋은

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은 힘과 속도가 초능력적이며, 지혜롭고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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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오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영웅의 동료이자 조언자이기에 영웅이

말을 본인과 동등하게 여긴다(Gejin, 1997). 몽골어에 말과 영웅을 훌레

그 머르, 훌레그 바타르(Khuleg mori, Khuleg baatar)이란 같은 단어로

표현한다. 말을 사람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신화에서만은 아니다. 칭기

즈칸의 이흐 자사크(Ikh zasag) 법에서 말을 훔친 자는 아들을 내줘야

한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말과 사람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 기

록으로 몽골 유목민들의 말에 대한 숭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와 몽골 민

요에서도 말에 대해 구가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몽골 민요 중에 사

이바르 하르타르 머르(Saivar Khaltar Mori), 투멩 에흐(Tumen Ekh),

헤브체그 사이항 할리웅(Khevtseg Saikhan Khaliun) 등 민요에서 몽골

유목민이 말을 얼마나 숭상하는지 알 수 있다(Renchinsambuu, 2011).

몽골 유목 민족의 말에 대한 숭상을 나타내는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몽골 전통 현악기 머릉 호르(Morin Khuur)이다. 이름은 말 악기란 의미

를 지니며, 악기의 윗부분에 말의 머리 모양이 새겨져 있고 줄을 말의

꼬리털로 만든다. 머릉 호르의 근원에 대한 신화인 허허 남질의 신화

(Khokhoo Namjiliin domog)에서 사랑하는 말의 죽음 때문에 서러워하며

석 달 동안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다가 말의 머리를 모방하여 머릉 호

르를 만들어 말의 걸음을 연주하였다고 나온다. 또한 몽골 유목 민족의

남성의 삼대 경기(Eriin gurvan naadam)의 한 종류가 경마이며, 경마에

우승하는 준마에 무한한 칭찬을 하는데 박식해마지 않으며 게양을 할 만

큼 아름다운 모든 보물의 성질을 이룬 평화로우며, 풍부하고 행복한 모

두의 선두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 몽골 유목민들이 말을 교

통수단과 다른 가축보다 소중하게 여겨 숭상한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복식

모든 민족의 전통 복식은 오랜 세월 동안 각 민족의 자연환경과 생

활양식에 적합하게 발달되어 왔으며 그 민족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나타

낸다. 기원전 3000년 경 고대 유목민들이 물레질하여 모직물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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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으며 가축과 사냥한 동물의 가죽 또한 모직물로 만든 옷에 구슬

등을 장식으로 달아 착용한 것을 몽골 영토의 출토 무덤에서 나온 물레,

옷에 다는 여러 가지 장식과 뼈로 만든 바늘을 통해 알 수 있다(Suvd,

Erdenebat & Saruul, 2015). 그 후로 현대까지 몽골 민족의 복식은 유목

민족의 문화의 특징을 흡수하여 발달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몽골 전통

복식의 종류와 변천 또한 조형성과 상징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1. 몽골 전통복식의 종류와 변천

몽골 유목 민족 전통복식 종류가 내복으로 입는 상의 참츠(tsamts),

하의 움드(omd), 겉옷인 델(deel), 델 위에 껴입는 겉옷 테르렉(terleg)

후램(khurem), 오지(uuj), 조끼 한타즈(khantaaz), 델 위에 어깨에 걸쳐

입는 무루브츠(morovch), 자하(zakh)와 더딕(dodig), 겨울철에 입는 다흐

(dakh), 모자 말르가이(malgai), 허리띠 부스(bus)와 전통화 고탈(gutal)

또한 장식과 허리띠에 매는 도구 등이 있다.

1.1 상의 참츠와 하의 움드

참츠는 상의 의복이며, 델 안에 착용하는 내복이라고 볼 수 있다. 참

츠는 몸에 열을 보관하기 위해 착용되며 주로 가벼우며 얇은 몸에 밀착

이 잘되는 소재로 만들어진다. 세워진 칼라가 있는 디자인도 있으며 칼

라가 없는 디자인도 있다. 델과 똑같이 사각형 겹친 앞여밈, 몸을 감사

겹친 무룰진 앞여밈이 있거나, 중간에 만난 앞여밈 참츠도 있다. 참츠의

단추가 작고, 단추 고리 실베(shilbe)는 짧다(Sulderdene, 2014). <사진

2-2>

13세기 전의 참츠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참츠에 대한 흔적

을 13세기 『몽골비사』에서 언급된 것으로 인해 찾아볼 수 있다. 몽골

비사에서 우엘룬(Oelun)이 남편을 도피하라고 설득하면서 보고 싶을 때

냄새를 맡으라고 자신이 입고 있던 참츠를 벗어준 것으로 보면 참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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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몸에 닿게 착용한 내복인 것을 알 수 있다(Damdinsuren &

Ishjamts, 1985). 또한 13세기의 몽골 석인상은 델의 소매 안에서 참츠의

소맷자락이 보인다(김용문 & 에렉젠, 2008). 그러나 중세 몽골 참츠의

형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몽골 전통복식 중 참츠, 델, 후렘 등 모든 상의에 착용하는 의복들의

앞여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 복식은

고대부터 남성 의복과 여성 의복이 큰 차이는 없었으나 기혼 여성복식만

다른 복식과 달랐다. 몽골 전통복식의 앞여밈은 무룰진(muuruljin), 사각

형과 중간에 만나서 겹치지 않은 맞 앞여밈이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사각형 앞여밈이 있는 경우 세워진 칼라가 있고 무룰진 앞여밈은 칼

라가 없기에 무룰진 칼라라고 불리기도 한다. 중간에 만나는 앞여밈이

있는 의복들은 참츠 외 주로 후렘과 오지 등 델 위에 껴입는 의복이기에

칼라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사진 2-1>

<2-1a> 무룰진 앞여밈 <2-1b> 사각형 앞여밈과 <2-1c> 중간에 만나는

세워진 칼라 맞 앞여밈

<사진 2-1> 몽골 전톤복식의 앞여밈 종류와 칼라

몽골 전통복식의 칼라, 여밈에 따라 밑단까지 이어지는 가장자리와

소매 단 가장자리를 다른 색상의 다른 원단으로 조화를 이루는 엠제르

(emjeer), 단추 고리와 단추 등 디테일을 활용해 장식한다. 몽골 전통복

식의 주요 디테일은 다음과 같다. 주로 엠제르를 같은 소재로 너비를 다

르게 바인딩(binding)처럼 두세 번 두르며 이를 엠제르라고 한다. 그러나

가장자리를 한번 좁게 둘렀으면 타삼 엠제르(tasam emjeer), 두 가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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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두 번 둘렀으면 다브하르 엠제르(davkhar emjeer), 본 원단과 다른

소재를 옷가슴, 옷자락과 트임에 넓게 달아 장식하는 것을 무시구르

(moshgoor), 무시구르 옆에 박는 장식선을 허시먹(khoshmog)이라고 한

다. 또한 단추와 단추 고리는 몽골 전통복식에서 장식 역할을 한다

(Sulderdene, 2014). 위에 언급한 디테일들은 앞여밈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몽골 복식의 칼라부터 앞여밈으로 이어져서 밑단까지 가장자리를

다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매자락과 솔기선에도 활용된다.

델 안에 참츠 밑에 착용한 의복은 움드다. 추운 날씨와 말을 장시간

타는 유목 생활양식의 특징 때문에 몽골 유목 민족에게는 바지가 꼭 필

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애초에 몽골 유목민들이 부드럽게 만든 양의

털가죽을 연결해서 착용하는 형태의 바지를 개발하였으며 점점 비단, 모

직 등 여러 가지 소재로 만들어 남녀 모두 착용하였다. 이에 대해 카르

피니(2006)는 모든 여성들이 말 타는 것에 남성과 같이 능숙하며, 남성처

럼 말을 탄다면서 여성들이 다리를 천으로 둘러싸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노욘울에서 출토된 흉노의 무덤에서 어두운 단색 모직 바지와 연노

란 비단으로 만든 바지가 발견되었으며, 길이가 114cm, 허리 너비가

116cm이고 허리 부분에 모직 끈이 달려 있었다. 허리 부분에 얇게 밖아

그 사이로 모직 끈을 껴서 허리띠처럼 떴다. 두 바지 형태가 똑같았으며,

바지통이 크고 헐렁하며 밑으로 조금 좁아진 형태였으며, 밑자락을 조여

모직으로 댔었다. 바지의 허벅지 부분에 세 가지 색으로 선을 가로로 달

았다(Erdenebat & Bayar, 2011). <사진 2-3>

이 바지 형태는 20세기까지 몽골인들이 착용한 바지와 형태가 유사

하다. 몽골 움드는 기마활동에 적합하게끔 하이웨스트이며 샅이 넓고, 쉽

게 찢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또한 움드의 바지가랑이는 부츠

안에 넣어 입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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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몽골 전통 <사진 2-3> 기원 전 2-3세기

참츠 움드 (예르미타시 박물관)

1.2 겉옷 델, 테르렉, 오지, 후램, 한타즈, 무루브츠, 자하, 더딕, 다흐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복식인 델은 몽골고원의 찬바람을 막고,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입어야 하므로 소매가 폭이 좁고 손톱을 가릴 정도로

긴, 몸에 딱 맞게 입는 앞이 열린 형태의 겉옷이며, 말을 타고 달릴 때

바람으로부터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길이는 종아리 반쪽까지 내려온다.

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쪽에 단추나 끈으로 고정시켜 착용

한다. 델의 여밈에 있어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미는 방향을 올바른

여밈이라고 하며 반대의 방향을 올바르지 않은 여밈이라고 한다. 몽골

델의 앞여밈 엔게르는 내부 엔게르와 외부 엔게르가 두 겹으로 되어 있

는 것이 특징이다. 델은 고대부터 내려오면서 기본 형태와 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앞여밈과 칼라 부분에만 변화가 있었다(Damdindulam,

2019). 델의 디자인 변화를 고대부터 17세기, 17세기부터 20세기 초 1921

년, 1921 년 이후부터 현대라고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있다.

연구자 에르덴바트와 바야르(2011)에 의하면 기원전 209년에서 1세

기까지 존재하였던 흉노 시대 델은 흉노 시대의 무덤에서 발견된 델과

허리띠의 금도금을 한 장식에 표현된 사람들이 착용한 델을 보면 소매가

좁고, 길이가 긴, 앞여밈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몸을 감싸 입는 올바르

지 않은 여밈인 델과 중간에 만나는 맞 앞여밈이 있는 델이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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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델이 있었다. 또한 발견된 델의 어깨와 등 윗부분에 줄기 모피가

달려 있었으며 모피를 갈색과 밝은 적색 실로 감침질하였다. 델의 앞여

밈부터 끝자락, 밑단가장자리를 밍크가죽으로 댔었으며, 색상은 대홍색과

엷은 적갈색이었다. 고대 중국의 기록에서 가죽으로 만든 의복을 착용한

다고 언급이 되는 것을 보면 흉노의 서민들은 델을 가죽으로 만들어서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귀족들은 중국의 고급 비단으로 만든 복식을

착용한 것을 출토된 복식을 통해 알 수 있다.

델의 여밈 방향이 요나라(901-1125년) 때부터 현대 몽골 델의 방향

과 같은 올바른 여밈 방향으로 바뀌었다. 10세기 요나라 시대의 귀족 델

의 여밈 방향은 올바른 여밈의 방향이며, 가슴 부분이 사각형이고 칼라

는 목으로 세워진 세로 칼라였다. 이 형태는 17세기 이후 몽골 델의 형

태와 비슷하다(Suvd et al., 2015).

13 세기 몽골제국과 원나라 시대에 착용되었던 델은 흉노 델와 마찬

가지로 소매가 좁고, 길었으며 앞여밈이 대다수가 무룰진 앞여밈이 있었

으며 엠제르는 넓었다. 그러나 대만 박물관에서 보관되고 있는 초상에서

우구데이칸(Uguudei Khaan)은 여밈이 없으며 사각형 깃이 있는 델을 입

고 있으므로 중세에 무룰진 앞여밈 외 사각형 깃이 있는 여밈이 없는 델

을 입은 채로 표현되었으며 김용문과 에렉젠(2008)에 의하면 이런 델은

일부 석인상에도 표현되었다. 남성 델의 허리 부분이 몸을 타이트하게

감싸서 한쪽에 끈으로 묶거나 단추로 고정하는 디자인도 있었으며, 델의

자락이 허리에 연결되는 부분에 주름 잡은 경우가 있고 주름 안집은 디

자인도 있었다. (Oka, 2015). 이 델은 몽골 유목민들이 기마활동이 많기

에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 델 위에 넓은 천으로 허리를 감싼 것이 허리에

주름을 만들어 사이로 줄을 껴서 옆쪽에 당겨 묶은 것으로 시작된 것 같

다고 몽골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다. 몽골 중세 군인 델이 이런 디자인이

었다. <사진 2-4a>

플라노 드 카르피니와 프랑스 탐험가 기욤 드 뤼브룩(Guillaume de

Rubrouck, 2000) 등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몽골 유목 민족 전통복식에

대해 남녀 복식은 똑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우나 기혼 여성 복식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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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보다 헐렁하고 크게 입는다고 기록해 남겼다. 그들의 기록으로 인해

몽골 전통복식 남녀 델 디자인이 똑같았으나 기혼 여성의 델은 더 길고

헐렁하여 차이가 있었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김용문과 에렉젠

(2008)의 몽골 석인상의 복식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중세 몽골 전통 남

녀 의복은 엠제르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몽골 전통복식이 폭

이 넓은 한두 개 엠제르가 있는 델을 남성들이 입었다면, 여성 석인상은

세 겹 엠제르가 있는 델을 착용하였다. <사진 2-4b>

17세기부터 몽골 유목민들이 새워진 칼라와 사각형 앞여밈이 있는

델을 착용하게 되었으며 무룰진 앞여밈이 있는 델을 불교 라마들만 착용

하게 되었다. 또한 소매 끝에 손을 추위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는 누다르가(nudarga)가 생겼다. 누다르가는 위로 접어 올리면 주괴모양

이며 밑으로 내리면 망아지 발굽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흐 몽골 민

족의 남성 델과 미혼 여성 델의 형태가 17세기 전에 델과 마찬가지로 똑

같으며 몽골 델의 가장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다(Suld-erdene, 2014). 기

본 엠제르를 하거나 다브하르 엠제르를 한다. <사진 2-5>

할흐 기혼 여성 델은 다른 몽골 전통복식과 다른 독특한 형태의 의

복이다. 할흐 기혼 여성 델의 칼라가 비교적 높으며, 다브하르 에제르를

한다. 앞판이 중간에 솔기가 있으며, 솔기 사이에 타타스(tataas)란 사각

형 장식용 부분을 해서 같이 박는다. 허리 솔기, 앞여밈부터 밑단까지 가

장자리, 타타스의 가장자리에 무시구르를 박아서 타삼 엠제르를 한다. 소

매의 솔기선에도 마찬가지로 무시구르를 하고 타삼 엠제르로 장식한다

(Suld-erdene, 2014). 할흐 기혼 여성복식의 주요 특징은 어깨 위로 올라

간 높은 어깨와 소매가 긴 것이다. 할흐 부인 델의 어깨가 반달 모양으

로 위로 올라간 높은 어깨를 툰드구르 무르(tuntger mor)이라고 한다.

할흐 부인 델의 노다르가를 젊은 부인의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나이가

있는 부인의 경우에는 청색으로 하였다(Ulziigerel, 2010). <사진 2-6>

1921년 국민혁명 이후 몽골인들이 정착생활을 시작했으므로 몽골 델

의 기본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으나 누다르가가 없어지고 소매가 짧아졌

으며, 폭이 좁아지고 더 몸에 맞게 입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 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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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몽골인들이 전통과 역사에 관심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몽골 전통

델의 모든 형태가 현대화 되어 다시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13세기에 석인상과 그림 자료에서 델 위에 입는 것으로 소매 길이가

팔꿈치 위며, 기장이 델과 같거나 약한 짧았으며 양옆 쪽에 트임이 있는

남성 의복이 흔히 표현되었다. 올바른 여밈의 방향으로 왼쪽에 끈으로

고정하는 디자인과 가운데 맞 앞여밈이 있는 디자인 두 가지 있었다. 이

런 반팔 겉옷을 귀족 부인들도 델 위에 착용하였다(김용문 & 에렉젠,

2008). 몽골 학자들은 이 의복들을 테르렉(terleg) 혹은 델의 한 종류로

본다. <사진 2-7> 학자 소브드(2015)는 이를 17세기 후 몽골 기혼 여성

의복 델 위에 껴입는 오지로 전해져 왔을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오지는

소매가 없고 앞의 부분이 대칭적이며, 중간에 만나는 맞 앞여밈이 있는

겉옷이다. 가슴 부분에 납작한 단추 고리와 단추가 있고, 양옆에 사각형

주머니가 달려 있었으며 이를 하브타가(khavtaga)라고 한다. 기혼 여성

델과 마찬가지로 무시구르를 달고 엠제르를 한다. 오지는 칼라가 없으며

앞과 뒤 중간에 큰 트임이 있다. <사진 2-8>

델 겉에 껴입는 13 세기 남성 의복과 17세기 이후 기혼 여성 의복

오지는 예복으로 착용되었다. 남성 의복은 중세 이후부터 착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오지도 20세기 초부터 기혼 여성 복식을 착용하지 않게 되었으

므로 두 의복이 예술적인 의도 외 착용되지 않게 되었다.

후렘은 좁고 긴 소매가 있으며 중간에 만나는 맞 앞여밈이 있는 겉

옷이며 나이든 사람들이 착용하였다(Ganbat, 2018). <사진 2-9a> 일상생

활에서 혹은 예복으로 착용하였으며, 또한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정

치적 직위를 나타내는 예복으로 착용되었다. (Suvd et al., 2015). <사진

2-9b>. 17세기 후에 몽골 귀족 기혼 여성들이 착용한 후렘은 어깨에 걸

쳐입는 긴 망토 모양 의복이다. <사진 2-9c>

17 세기 이후에 착용하게 된 소매가 없는 델 위에 껴입는 기장이 짧

은 조끼를 한타즈라고 한다. 한타즈는 사각형 에게르가 있으며, 앞여밈

밑 부분이 중간에 90도 각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자리에 넓은 엠

제르로 두르거나 무시구르를 달고 타삼 엠제르를 하며 여러 개 허시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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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양을 만들어 장식한다. 일상생활에 착용하거나 주로 젊은 사람들이

예복으로 착용한다(Suld-erdene, 2014). <사진 2-10>

델 위에 어깨에 걸쳐 착용하는 무루브츠(morovch), 자하(zakha), 더

딕(dodig) 등 의복이 있었으나 만든 소재와 착용하는 상황에 따라 미묘

한 차이가 있다. 무루브츠와 자하는 형태가 거의 유사하며 자하를 밍크

털가죽으로만 만들었으나 무루브츠를 여러 가지 소재로 만들어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사진 2-11b>. 불교의 춤인 참(tsam) 복식이나

무단 복식에 사용되는 경우 더딕이라고 한다. <사진 2-11a> 무루브츠를

아양피, 사냥한 야생 동물의 가죽을 안 쪽에 넣고 겉쪽을 구름무늬로 장

식하였다(Altanzaya, 2010).

노욘올(Noyon Uul)에서 발견된 흉노 시대 무덤에서 펠트로 만들어

비단으로 코팅한 밑으로 넓어졌으며 끈이 달려 있는 사각형 모양 의복이

나온 것을 델 위에 걸쳐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Rudenko, 1962:

Erdenebat & Bayar, 2011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바람을 막기 위해 어깨

에 걸쳐입는 의복이 흉노 시대 혹은 그 전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요나라 시대에는 겨울에 안단을 모피로 하고 겉쪽에는 장식을 해서

착용하였다. 중세에는 군인들이 구름 무루브츠를 착용하였으며 무루브츠

모양 문양을 델의 어깨, 등과 가슴 부분에 장식으로 만들었다(Nyambuu,

2002). 원 제국 시대에 귀족들이 무루브츠와 자하를 흔히 착용하였으며,

북원 시대(1368-1635)에 더 발전해서 앞과 뒷부분이 길어지고 허리띠에

연결하게 되었다(Li, 2008).

이로 인해 유목 생활을 하는 동안 자하와 무루브치를 착용하였으며

원 제국 시대 정착생활을 하는 동안 기능적 요소 보다 델의 장식으로 활

용하다가 북원 시대에 유목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더 발전시켜 착용하

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흐는 겨울철에 델 위에 착용하는 소매가 있는 야생동물 모피나 양

모피 등으로 털을 바깥쪽으로 보이게 만든 외투다. 칼라와 후드가 있는

다흐도 있다(Suld-erdene, 2014). 뤼브룩(2000)이 몽골 유목민들은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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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어도 두 겹 모피 의복을 입는다. 한 의복의 털을 안쪽으로, 나머지

하나의 털을 바깥쪽으로 해서 착용한다고 기록하였으면 카르피니는 뒷부

분이 열려 있으며, 뒷자락이 오금까지 내려온 털가죽의 털을 겉쪽으로

보이게 만든 의복에 대해 언급하였다. <사진 2-12>

<2-4a> 13-14세기 몽골 군인 델 <2-4b> 13-14 세기 몽골 기혼

여성 헐렁한

(로시와 로시 갤러리) 델 (카타르의 이슬람 예술 박물관)

<사진 2-5> 17-20세기 <사진 2-6> 17-20 세기 할흐

몽골 델 (간바트의 작품) 기혼 여성 델 (미국 더 필드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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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13-14세기 <사진 2-8> 17-20 세기 할흐 <사진 2-9c> 17-20 세기

테를렉 (개인 수집) 기혼 여성 오지 (개인 수집) 할흐 귀족 기혼 여성 후렘

(간바트의 작품)

<사진 2-9a> 17 세기 <사진 2-9b> 20세기 복드칸의 <사진 2-10> 17 세기 이후

이후 후렘 (실크카피탈) 예복용 후렘 (복드칸의 박물관) 한타즈 (오란 샥을라)

<사진 2-11a> 무단의 <사진 2-11b> 13-14세기 <사진 2-12> 다흐

더딕 (개인 수집) 무루브츠(개인 수집) (유목민에 대한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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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말가이

말가이는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 복식 중에 형태가 가장 많이 발전

하여, 20세기에는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 모자가 약 200 종류가 되었다

(Saruul, 2010). 몽골 말가이의 특징은 추위에서 이마, 따귀와 목을 보호

하기 위해 안쪽이 모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흉노 시대의 3 가지 말가이가 출토되었으며, 두까지는 남성 말가이,

나머지 하나는 여성 말가이다. 남성 말가이의 하나는 현대 카자흐와 몽

골의 모자 유덴(yuden)과 비슷한 모양이며 펠트를 엷은 적갈색 비단으로

코팅하여 만들어졌다. 둘째는 둥근 형태이며 윗부분이 평평하고 양옆에

귀마개가 달려 있었으며 짙은 갈색 펠트로 만들어 밍크 가죽으로 코팅했

다. 두 모자 양옆에 턱 밑에 묶는 끈이 달려 있었다. 여성모자는 둥근 형

태이며 윗부분이 평평하며 엷은 적갈색 비단으로 만들어 안에 솜을 넣었

다(Rudenko, 1962: Erdenebat & Bayar, 2011에서 재인용).

13 세기에는 말가이는 기본 네 가지 형태가 있었다. 하르차가 말가

이(khartsaga malgai), 사라브츠타이 말가이(saravchtai malgai), 터르척

(toortsog)과 윗 부분이 평평하며 밑으로 넓어지는 벨 모양 말가이다. 하

르차가 말가이는 상단이 둥근 형태며, 양쪽에 귀마개가 있고, 뒷부분이

길어 목덜미를 가리는 모자다. 이 모자를 귀족부터 일반인들까지 다 널

리 사용하였다. 하르차가 말가이의 모양이 현대 유목민의 유덴(yuden)과

매우 유사하다. <사진 2-13> 사라브츠타이 말가이는 상단이 둥글고, 앞

에 반 둥근 형태의 챙이 있으며, 뒷부분이 어깨까지 내려왔다(Suvd et

al., 2015). <사진 2-14> 김용문과 에렉젠(2008)에 의하면 13과 14세기

석인상들이 주로 이런 모자를 표현하였다. 또한 대만의 국립 고궁 박물

관에 보관되어 있는 몽골 칸들의 초상화에도 하르차가 말가이, 사라브츠

타이 말가이를 쓴 모습으로 그려졌다.

13-14세기 몽골 칸들이 이러한 모자를 착용하였으며 일반인의 모자

와의 차이점은 몽골 칸의 모자의 경우 위에 금과 보석으로 만든 장식을

달았다. 유목민의 추운 자연환경과 말 타는 것에 적합하게끔 바람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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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공통적으로 뒷부분이 목덜미를 가릴 정도로 길었다. 터르척 말

가이는 현대 터르척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모자보다 작고 둥근

형태의 모자이며 위에 매듭이 있는 터르척이 있고 없는 것도 있었다. 벨

모양 모자는 위에 보석이나 장식이 달려 있고 밑 부분과 옆선에 약한 차

이가 있는 여러 디자인이 있었다(Suvd et al., 2015). <사진 2-15>

13 세기 기혼 여성이 벅턱(bogtog) 말가이를 썼다. 벅턱은 머리에 쓰

는 부분, 꼭대기 부분과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자작나무 세공으로 만든

원 기둥형 관이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벅턱(bogtog)의 높이는 대략

35cm이며 그 위에 또 약 35cm 휘청거리는 갈대나 공작 꼬리 깃털을 꽂

혔고, 벅턱 뒤에 천을 달아 내렸으며 진주를 단 끈으로 턱 밑에 묶어 착

용하였다. 벅턱의 꼭대기 부분이 사각형이며, 금, 진주, 보석 등을 장식

으로 달았다. 귀족 부인들이 적색과 금색 문직으로 코팅한 벅턱을 착용

하였으며, 일반인들이 따뜻한 계열의 갈색, 다홍색, 주황색, 노란색과 녹

색 비단으로 코팅한 벅턱을 착용하였다. 13세기 기혼 여성들의 벅턱은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었다(Suvd et al., 2015). 13세기에 몽골에 온 뤼브

룩(2000)와 카르피니(2006는) 벅턱의 특징에 대해 정확히 서술해 남겼으

며, 그 머리 장식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는다고 기록한 바가 있다.

<사진 2-16>

17세기 이후 말가이 중 대표적인 말가이는 터르척, 힐렌 말가이

(khilen malgai), 러오즈(loovuuz)과 유덴(yuden)이다. 터르척은 몽골 게

르의 둥근 형태를 모방한 둥근 형태 모자이며 남성 여성과 여름 겨울의

터르척이 있다. 겨울에 쓰는 터르척는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모피로 만든

귀마개가 달려 있다. 터르척을 펠트와 비단으로 만들어 가장자리와 솔기

선에 브로케이드로 엠제르를 한다. 터르척 위에 매듭장식을 하며 여성

터르척인 경우 잘라(zalaa)란 실로 만든 프린지 장식을 다는 경우가 많

다(Suld-erdene, 2014). <사진 2-17> 그 중 할흐 남성의 도요르터이 터

르척(doyortoi toortsog)이 대표적이다. 도요르터이 터르척은 꼬리가 있는

모자란 의미며, 모양은 다른 터르척과 같이 둥근 형태며 펠트로 만들어

비단으로 코팅하였으며 모자 위에 다람쥐의 꼬리를 달았다. 귀마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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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털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끈으로 턱 밑에 묶어 착용하였다(Dulam,

2010). <사진 2-18>

힐렌 말가이는 할흐 민족의 여름에 쓰는 예복용 모자다. 힐렌 말가

이는 유목 민족의 다른 의복과 마찬가지로 실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

며 추위를 막고, 뾰족한 윗부분은 말을 타고 달릴 때 바람에 방해를 받

지 않게끔 만들어졌다. 위 뾰족한 부분에 홍색 매듭이 있으며 밑으로 내

려온 64개 바느질 선이 있고, 이를 둘러싼 검정색 벨벳으로 만든 모자의

통 부분이 있다. 말가이 뒤에 홍색 폭이 넓은 끈을 달아, 양쪽에 있는 뒷

끈보다 폭이 좁은 홍색 끈으로 턱밑에 묶어 착용한다. 색상은 밑 부분이

검정에 가까운 색상의 매듭이며 끈은 항상 홍색으로 되어 있으며, 바느

질 선이 있는 상단을 갈색, 청색과 노란색으로 만든다. 노란색으로 만든

모자를 불교 라마들이 착용하였다 (Dulam, 2010). <사진 2-19> 할흐 남

성과 여성 겨울 말가이는 힐렌 말가이와 모양이 유사하며 모자의 통 부

분이 밍크 털가죽으로 만들어진 것만이 차이점이다.

러오즈(loovuuz)는 몽골 유목민들이 겨울에 쓰는 모자 중 하나며 중

간에 솔기선이 있으며 솔기선과 이어서 밑단에 넓은 엠제르를 하고 허시

먹과 문양으로 장식한다. 안단과 겉단 사이에 솜을 넣고 여우, 양 밍크

등의 털가족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귀마개를 만든다. <사진 2-20>

유덴(yuden)은 13 세기 하르차가 말가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겨울, 여름과 비 올 때 쓰는 유덴이 있다. 겨울 유덴을 새끼양의 모피로

만들며 비 올 때 쓰는 유덴과 겨울 유덴은 위가 둥글고, 여름 유덴의 윗

부분이 둥글지 않고 위로 올라간 모양이다. 유덴의 앞 부분에 엠제르를

하며, 끈이 달려 있으며 추울 때 귀 마개를 내려 쓴다(Suld-erdene, 2014). <사진

2-21>

1.4 허리띠 부스(bus)

유목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말 위에서 보냈기에 허리

띠인 부스는 그들의 장기와 허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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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3> 13-14세기 <사진 2-14> 13-14세기

하르차가 말가이 사라브츠타이 말가이

(쿠빌라인 칸 초상화) (몽골 국가 역사 박물관)

<사진 2-15> 13-14세기 벨 <사진 2-16> 13-14세기 벅턱 <사진 2-17> 19-20세기터르척

모양 말가이 (개인 수집) (중국 실크 박물관) (복드칸의 박물관)

<사진 2-18> 17 세기 이후 <사진 2-19> 17 세기 이후 힐렌 말가이

도요르터이터르척 (간바트 작품) (아르한가이 박물관)

<사진 2-20> 17 세기이후러오즈 <사진 2-21> 17 세기이후유덴

(몽골 유목민에 대한 백과사전) (몽골 유목민에 대한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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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세고 추운 날씨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역할과 함께 야외 활

동이 많은 유목민들의 몸에서 열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몽골 유목민들이

17세기 전에 주로 악사르간 부스(agsargan bus)를 착용하였으나 17세기

말부터 천 부스를 더 흔히 착용하게 되었다. 두꺼운 소가죽(hide)으로 만

들어져 금속 버클, 금속과 보석 장식을 하여 도구를 매는 고리를 단 부

스를 악사라르간 부스라고 한다. 천 부스는 얇은 비단의 종류 도르단

(durdan)과 명주로 주로 만들어졌다.

유목 민족의 현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부스는 기원전 4세기 무덤에

서 출토된 부스이며 이를 보면 그때부터 유목민들이 금, 은, 구리와 청동

으로 만든 장식을 부착한 가죽 부스를 맨 것을 알 수 있다(Angarsuren,

2010). 고대 제국 중 흉노 시대에는 유일하게 남녀 모두 부스를 착용하

였으며, 부스에 남성들이 칼, 검과 활과 화살통 등을 걸었다면, 여성들은

주머니, 보석, 구슬 등 장식을 걸었다.

13세기에는 기혼 여성들은 부스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미혼 여성과

남성들이 부스를 착용하였다. 중세 몽골 전통 부스에 대해 마르코 폴로

(1559)는 모두 델 위에 아주 비싼 금과 은실로 절묘하게 만든 가죽 부스

를 쓴다고 묘사하였으며, 이탈리아 탐험가 오도릭 다포르데노네(Odorico

da Pordenone)(1916)는 반 뼘 정도 넓은 금 부스를 쓴다고 하였다. 몽골

의 수흐바타르과 울랑바타르에서 출토된 13세기와 14세기 무던에서 부스

에 부착해 장식하던 꽃무늬를 새긴 사각형 금속 장식, 무늬 없는 금장식

과 무기를 거는 고리가 나왔다(Suvd et al., 2015). 또한 몽골 석인상과

페르시아 화가들의 그림에 이러한 부스가 표현되었다. 이로 인해 중세

몽골 귀족들이 금으로 만든 장식이 부착된 가죽 부스를 착용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사진 2-22> 몽골의 타반 털르거이(tavan tolgoi)에 있

는 13세기의 몽골 석인상에서 천 부스가 표현되었으며 천 부스를 매고

그 위에 가죽 부스를 매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또한 뤼브룩(2000)은 모

든 여성들이 남성처럼 말을 타고 하늘색 실크로 델의 허리를 묶는다고

기록하였다. 13과 14 세기에 기혼 여성들이 부스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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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브룩이 언급한 여성들은 미혼 여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장쑤성에서 출토된 원 제국 시대 무덤에서 옥 부스가 나왔

다. 학자 이초(2008)에 의하면 옥 부스는 귀족들만 착용하였으며 주인의

계급, 신분과 부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사진 2-23>. 또 한 가지 특이한

부스가 몽골의 수흐바타르 아이막(Sukhbaatar aimag)에서 출토된 13-14

세기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광물수정으로 만든 부스의 다는 장식이

었으며 무엇인가를 매고 있는 흔적이 남아있었다.

17세기 말부터 몽골 유목민들은 주로 길이가 2m-8m이고 너비는 비

단의 폭 그대로인 넓은 얇은 비단 부스를 착용하게 되었다. 비단 부스를

몽골 다른 전통복식과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착용하였으

며 적어도 몸을 세 번 감싸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짧은 부스를 착용하

였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긴 부스를 착용하였다. 주로 델의 색과 대비되

는 색상을 착용하였으며 널리 착용한 색상은 주황색, 노란과 녹색이었다

(Suld-erdene, 2014). 또한 천 부스 외 가죽, 금과 은 부스를 장식용으로

착용하였다.

<사진 2-22> 13-14세기 <사진 2-23> 13-14세기 옥

악사르간 부스의 버클, 부스 (중국 장쑤성)

장식(몽골 보물 창고)

1.5 고탈(gutal)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화 고탈(gutal)은 다른 의복과 같이 몽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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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민족의 생활양식에 맞게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기마활동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 몽골 고탈은 보편적으로 신발 목이 무릎까지 올라온 가죽으

로 만든 가볍고, 튼튼하고 앞쪽 끝에 뾰족하게 올라온 부츠형 신발이었

다. 신발의 앞쪽 끝에 뾰족하게 올라온 것은 돌 등을 차거나, 거친 땅에

앉다가 일어났을 때 신발의 앞쪽 끝이 벗겨지지 않기 위한 실용적인 목

적을 가지고 있었다. 시대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 형태는 크

게 변하지 않았다.

흉노 시대 귀족 예복 고탈은 홍색 비단에 주황색, 갈색과 청색의 실

로 뿔 모양 무늬를 박았으며, 뒤꿈치 부분에 바깥 원단과 내부 원단 사

이에 가죽(hide)을 껴 만들었다. 신발의 목을 구름무늬가 있는 갈색 비단

으로 만들었으며, 초지에 있는 소를 바느질로 표현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신발이 같은 모양이지만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흉노 신발

의 바닥에다가 책상다리로 앉을 때 보이게끔 수놓아 장식한 경우가 있었

다. 13세기 몽골 유목 민족 고탈은 바닥이 적당히 두껍고, 목이 길었으며

앞부분이 좁았다. 가죽을 홍색, 검정색, 녹색, 노란색, 주황갈색 등 여러

가지 색상으로 염색을 하여 고탈을 만들었으며 또한 가죽 사이에 얇은

철판을 껴서 군인 신발을 만들었다(Suvd et al., 2015). 바느질 선 사이에

다른 색상의 가죽을 껴 파이핑(piping) 식 장식을 했다. 이런 유목 민족

의 신발이 현대 몽골계 민족 중 하나인 부리아트 민족 사이에 변하지 않

은 채로 전해져 왔다. <사진 2-24>

17세기에 이후 고탈이 변화 되어 현대 몽골 고탈의 형태를 이루었

다. 몽골 고탈은 소 가죽으로 만든 넓고 긴 목이 있으며 앞쪽 끝 부분이

뾰족하게 위로 올라온 부츠형 신발이다. 고탈의 솔기 선 사이에 혹은 위

에 고탈과 다른 색 가죽으로 선을 박고 하브차르(khavchaar)라고 한다.

고탈 안에 펠트로 만들어 고탈이 목 위로 보이는 윗부분을 가죽으로 코

팅한 어임스(oims)를 신는다. 고탈과 어임스 윗 부분에 가족과 자수로

문양을 놓아 장식한다(Suld-Erdene, 2014). <사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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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4a> 13-14세기<사진 2-24b> 15-16세기 <사진 2-25> 17세기

부츠 철판 부츠 이후 전통 부츠

(몽골 국립 역사박물관) (몽골 국립 박물관) (유목민에 대한 백과사전)

1.6 장신구 거열 치멕(goyol chimeg)

몽골 유목 민족 생활양식이 활동적이고 기마활동이 많으며, 몽골고

원의 바람이 세게 부는 자연환경 때문에 고대부터 머리를 어수선하지 않

게 잘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머리를 땋았다. 흉노

무덤에서 두 줄과 세 줄로 땋은 머리가 발견된 것은 13세기 남성 머리의

기본 머리 형태일 수 있다고 본다(Erdenebat & Bayar, 2011).

13세기 몽골 제국 시대에 남성들이 구훌(gokhol)이라고 불리는 정수

리에 있는 머리 부분, 또한 귀밑과 고개의 있는 머리 부분을 남겨 나머

지 머리를 밀었다. 구훌을 앞머리처럼 짧게 자르고, 귀밑과 고개에 남긴

머리를 길러 양갈래로 땋아 반 접어서 묶거나, 여러 개로 땋아 양갈래로

나누어 양쪽 귀 뒤에 묶었다. 땋아서 묶은 머리를 시빌게르(shibilger)라

고 한다. 이런 머리 모양이 석인상과 그림에 묘사되어 남겨졌다(Suvd et

al., 2015). 구훌은 남자에게만 있었으며, 시빌게르는 남자와 미혼 여성에

게 있었다. 뤼브룩(2000)에 의하면 기혼 여성들이 머리의 앞부분을 밀어

나머지 부분을 한 줄로 땋아 올려서 벅턱의 원기둥형 부분에 넣어 썼다.

몽골 유목민들이 고대부터 순수 금, 은과 청동 장식과 금속에 진주,

산호, 오유(oyu)라고 불리는 터키석 등 보석이 박힌 여러 가지 장식을

착용하였다. 장식은 유목민들의 부를 나타내는 동시에 필요할 때 쓰는

보물이었다. 고대 몽골 남성들이 부스와 말의 안장 등 도구를 금, 은과

보석으로 꾸며 장식하였으며 여성들은 머리장식, 귀걸이, 반지 등을 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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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착용하였다. 몽골 유목 민족의 남녀 모두 의복에 보석과 금 등으로

만들어진 입체적인 장식을 달았다.

고대 몽골 유목 민족의 장식에 대해서 흉노 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장신구와 의복에 다는 장식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흉노의 모든 장

신구가 동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내몽골의 아르 차이담(ar tsaidam)에

서 발견된 흉노시대 무덤에서 금으로 만든 왕관이 출토되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유목 민족의 전통 주거 게르 문양이며, 윗부분에 암 산양을

잡은 늑대 그 위에 머리와 목이 오유로 만든 꼬리와 머리가 움직이는 매

를 세공하였으며 매의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밑 부분에 호랑

이, 말과 암 산양을 표현하였다. <사진 2-26> 또한 순수 금으로 만든 머

리장식과 귀걸이가 출토되었으며, 모든 흉노 시대 무덤에서 의복에 다는

고리가 있는 늑대, 호랑이 사슴과 새 등 동물 모양 금속 장식이 많이 나

온다(Suvd et al., 2015).

13 세기 몽골 여성들이 주요 장식이 벅턱 말가이에 부착하는 금과

진주 오유로 만든 장식이었으며 이 외 귀걸이와 팔찌를 착용하였다. 타

이완 국립고궁박물원에 보관되어 있는 몽골 귀족 초상화에서 두 가지 디

자인 귀걸이가 표현되었다(Halbertsma-Halbertsma-Herold, 2008). 하나

는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 큰 진주 한 개 혹은 두 개를 가장 위에 오유를

꿰서 고정시킨 귀걸이었다. 이런 디자인 귀걸이가 몽골의 아르한가이 아

이막(Arkhangai aimag)에서 발견된 13-14세기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사진 2-27> 다른 하나는 귀에 거는 윗부분은 금으로 만들어 위에 어

두운 색 보석을 박은 잎이 세 개인 연꽃 모양이며 중간에 진주가 있으며

금으로 만든 줄에 진주 여섯 개를 꿰고 밑에 산호로 추측되는 빨간 색

보석을 금으로 고정시켰다. 다른 한 가지 디자인은 물방울 모양 금으로

만든 배경 중간에 빨간색 보석을 고정하고 이를 둘러서 가장자리에 진주

를 박았으며 밑에 어두운 색과 빨간색 보석으로 고정시켜 진주로 만든

세 줄이 매달린 귀걸이였다.

몽골 여성들이 착용하던 순수한 금으로 만든 팔찌가 중국의 장쑤성

의 원나라 시대 무덤에서 발견되었으며(Li, 2008), 또한 몽골의 하르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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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rkhorin)에서 발견된 14세기 무덤에서 보석이 박혀 있었던 자리가

있으며 봉황과 호랑이 문양이 있는 금팔찌가 출토되었다(Tucker, 2009).

<사진 2-28>

원나라 왕비들의 초상화에 표현된 벅탁은 모두 빨간색 비단으로 코

팅하였으며, 자수를 놓아 솔기선을 감춘 장식을 달았다. 윗부분 앞쪽에

진주와 홍옥을 박은 불꽃 모양 금장식을 달고, 밑에 금속 중간이 핀 원

기둥 장식 혹은 금과 진주 산호로 만든 장식을 부착하였다. 모든 왕비들

이 벅탁 위에 꿩 깃을 달아 장식하였으며. 진주를 꿰어 하탄수이흐

(khatan suikh) 문양으로 한 장식을 공통적으로 하였다. (Suvd et al.,

2015).

17세기 이후 몽골 할흐 민족의 기혼 여성이 화려하고 특이한 머리장

식과 장신구를 착용하였으며 주로 은에다가 보석을 박혀 만들어졌고, 특

히 19세기부터 디자인이 매우 절묘해지고 더 화려해졌다. 그들은 털거인

벌트(tolgoin boolt), 털거인 벌트에 달아 장식하는 산칙(sanchig), 머리를

넣는 우스니 게르(usnii ger), 머리핀인 하브차르(khavchaar), 목에 거는

엔게린 고(engeriin guu), 앞과 뒤에 거는 장식 등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Mongolian National Museum, 2020).

할흐 기혼 여성들이 머리를 중간으로 나누어 올리고 크게 뿔처럼 만

들어 머리에 은으로 만들어 진주 산호와 오유 등 보석이 박힌 털거인 벌

트를 쓰고 위에 모자를 썼다. 귀족 여성의 털거인 벌트의 윗부분이 막혀

있었으며 서민 여성의 털거인 벌트의 윗부분이 비어있었다. 털거인 벌트

에서 프린지형 장신구 산칙을 광대뼈로 내렸다. 산칙은 3, 5, 7, 9 등 홀

수 줄로 구성된다. 양쪽으로 올린 머리 중간 부분에 은으로 만든 하브차

르를 착용하고 타원형 하브차르를 쓴 후 머리를 은 혹은 브로케이드로

만든 우스니 게르에 넣는다. 서민 여성들은 은 하브차르를 두 개 쓰고

대나무 하브차르를 쓰기도 했다(Women Ornament, 2014). 이런 머리 형

태를 데르베게르 우스(derveger us) 혹은 에베르우스(ever us)라고 한다.

<사진 2-29>

머리 장식 외 할흐 기혼 여성들은 목에 거는 엔게린 고와 앞과 뒤에



- 43 -

은으로 만들어 보석을 박은 장식을 착용하였다. 또한 허리에서 양 옆구

리로 벨(bel)이란 장식을 걸어 내렸으며, 이는 중간에 산호를 박은 둥근

호롤(khorol) 모양 장식이다. 호롤에서 다섯 다지 색 천을 내리고, 왼쪽

호롤에서 주머니와 오른 쪽 호롤에서 다반 사바귀(tavan savaagui)를 걸

었다. 다반 사바귀는 다섯 가지 위생용품이다. 몽골 미혼 여성들은 빨간

색 리본으로 머리를 묶고 말가이를 착용하였으며, 프린즈 형 귀걸이를

걸었다(Ganbat, 2018).

고대부터 몽골 유목 남성들의 장식하는 주요 복식은 부스였다. 유목

민들은 생활양식의 특징으로 족쇄, 굴레, 갈고리 등 가축을 기를 때 중요

한 도구와 칼, 부싯돌, 그릇, 달린(daalin) 등을 몸에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었다.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 복식인 델은 주머니가 없었으므로 부스

를 매어 가슴 부분에 주머니를 만들었고 귀한 물건을 델의 가슴 부분에

만들어진 주머니에 넣었으며 위에 언급한 도구들을 부스에서 걸거나, 껴

서 가지고 다녔으며 전쟁터에 나갈 때 검, 화와 화살통 등 무기를 부스

에서 걸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점점 남성의 장신구 역할을 하게 되었다.

13세기에 유목민 남성들이 부스에서 왼쪽에 사각형 큰 주머니, 오른

쪽에 그보다 작은 둥근 주머니를 걸었다. 주머니를 가죽으로 만들어, 덮

어 닫는 덮개가 있었으며 덮개의 가장자리를 은이나 구리로 댔다. 이런

주머니를 부스에서 건 모습이 몽골 석인상과 몽골을 표현한 페르시아 그

림에서도 표현되었으며 석인상에서는 왼쪽에 거는 주머니와 함께 작은

칼과 말의 족쇄, 굴레 등 가죽도구를 묶을 때 쓰는 나무나 뿔로 만든 고

리 또는 독수리의 발톱 등을 걸었다. 우문고비 아이막(Umnugovi aimag)

의 영토에서 출토된 무덤에서 발견된 주머니는 흉노 시대 여성의 머리

커버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Suvd et al., 2015). 이 주머니는

주황갈색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톱니와 같은 사각형 모양의 장식을 달

았으며 포인트 색상으로 홍색, 청색을 사용하였다. <사진 2-30>

17 세기말부터 해트 호트가(khet khutga)라고 하는 부시와 칼 또한

보석으로 만든 코담배병인 후룩(khoorog)을 넣은 달린은 몽골 남성의 주

요 장식품이 되었다. 해트 호트가는 칼집, 칼과 칼집에 넣은 젓가락,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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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6> 기원 전 <사진 2-27> 13-14세기 <사진 2-28> 13-14세기

2-3세기 흉노 왕관 귀걸이 금팔찌

(내몽골 박물관) (몽골 국립 박물관) (칭키즈칸 전시회)

<사진 2-29> 17-20세기 <사진 2-30> 중세 남성 주머니 <사진 2-31> 20세기 초

할흐 기혼 여성의 옷차림 (몽골 국가 박물관) 해트 호트가

(19세기 할흐 귀족 여성) (몽골 국립 박물관)

<사진 2-32> 달린 <사진 2-33> 13-14세기 모자 위에 다는 장식

(내몽골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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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는 부싯돌, 부스에서 거는 부분 벨(bel)과 테글루르(teegluur)로 구

성된다. 벨의 한족에 칼 혹은 부싯돌을 연결하고 벨로 부스에 건다. 벨을

은, 놋쇠와 철로 만든다. 부싯돌의 한쪽에 금속과 가죽으로 커버를 만들

어 문양으로 장식한다. 칼집과 칼자루에 또 은 등 금속으로 문양을 놓고

산호 진주 등 보석으로 장식한다. 테글루르를 옥, 은 철 등으로 만들어

문양을 놓는다. <사진 2-31> 달린은 코담배병인 후룩을 넣는 사각형 주

머니다. 달린을 비단 등 직물 소재로 만들어 자수를 놓아 장식을 하며

몽골 남성들이 부스에서 걸어 착용한다. <사진 2-32>

14세기 전 몽골 남성들이 부스와 의복 장식 외 장신구를 착용한 근

거가 없으므로 다른 장신구를 널리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

러나 14세기 원 제국 일부 귀족 몽골 남성들이 귀걸이를 착용한 것을 몽

골 칸들의 초상화에서 알 수 있다. 몽골 칸들의 초상화를 보면 울지트

투무르칸(Ulziit Tumur Khaan)부터 원나라 칸 중 세 명이 귀걸이를 건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세 칸이 밑에 1개 진주를 단 고리 모양을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착용하였다(Halbertsma-Halbertsma-Herold, 2008). 초상

화에서 귀걸이를 착용한 칸들은 금줄로 만든 비드와 보석을 궤 만든 장

식을 착용하였으며 목걸이인지 모자에 단 장식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또

한 동일 시기부터 몽골 칸들이 모자위에 계급은 나타내는 진스(jins)라고

하는 금에 보석을 고정한 장식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20세기 초까지

유지 되었다(Suvd et al., 2015). <사진 2-44> 모자 위에 장식을 다는 경

우가 많았으며 매, 한가리드(Khangarid) 등의 모양을 옥과 금 등으로 만

든 장식이 많이 발견되었다(Watt, 2011) <사진 2-33>.

2. 몽골 전통복식의 조형성과 상징성

2.1 조형성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복식 형태는 몽골고원의 거친 기후와 기마활

동에 어울리게 구성되었다. 특히 몽골 전통복식 델의 형태가 현대까지

오랜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유목생활과 사는 지역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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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잘 어울리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델의 기본 형태

는 소매가 추울 때 장갑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길며, 말을 타고 활동

할 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좁으나,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겨드랑이 부분이 개활하다. 앞여밈이 몸을 둘려서 겹쳐 두 겹이 되어 말

을 타고 달릴 때 가슴을 바람에서 보호하며, 옆이 길게 트이어 있으므로

종아리 중간 까지 내려오는 자락이 움직임에 방해 되지 않으면서 특히

말을 탈 때 무릎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실용적인 기능이 환경과 생활양식에 맞는 형태를 이루었음으

로 몽골 민족의 전통복식의 특징 중 하나가 성별과 계급 상관없이 모두

의 복식이 소재와 문양에서만 차이가 있었으며 형태는 똑같다는 점이다.

다른 복식과 달랐다는 기혼 여성 복식도 중세에는 형태는 똑같았으며 헐

렁하고 크게 착용한 것만이 특징이었다. 카르피니(2006)는 여러 가지 비

단, 모직과 가죽으로 만든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델을 입는다고 하였

으나 어떤 델은 위쪽에 털을 바깥쪽으로 한 가족이 있다고 표현하였으며

이는 무루브츠나 자하를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 마르코 폴로(1556)는 칸

이 생신날에 금실로 만든 화려한 복식을 착용하며, 이만 명 이상 귀족

양반들, 장군과 군인들이 모두 칸과 칸의 델처럼 비싸지는 않지만 똑같

은 복식을 착용한다. 모두 델 위에 금과 은 실로 절묘하게 제작한 부스

를 맨다. 어떤 사람들은 델에 진주 등 보석으로 자수를 놓는다고 한 기

록에서도 남녀 복식이 똑같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르코 폴로는 몽골인들이 복식을 자주 새로 맞추지 않으며 몇

년에 한번 새로운 옷을 맞춘다고 한 것에서 몽골인들의 자연을 보호하려

는 의식을 볼 수 있다. 더해서 학자 에르덴치맥(2016)은 몽골 델을 제단

한 후에 조각이 거의 남지 않은 친환경적인 복식이라고 하였다. 델과 전

통 고탈은 복식뿐 아니라 이동이 많은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야외 취

침을 할 때 델은 밑에 깔고 위에 덮어 자는 침낭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큰 한 피스로 되어 있으며 고탈은 베개 역할을 한다. 몽골 고탈의 앞부분

이 뾰족하지 않고 위로 올라온 모양은 걸어 다닐 때 땅에 흠이 생기지 않게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잔디에 앉았다 일어날 때 당과 신발이 둘 다 멀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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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 구성된 것이다. 델과 고탈의 이런 성질에서 몽골 유목민들의 자연과

어울려 생활을 하며 자연을 보호하려는 미의식의 반영을 확인할 수 있으

며 모든 몽골 전통 복식이 거친 자연 환경에서 가축을 길러 활발하게 움

직이는 행동과,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적합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에

강함은 아름답다는 몽골인들의 미의식이 속해 있다.

몽골 유목민들은 베이지색, 파란색, 흰색, 빨간색, 금색으로 된 복식

을 선호하였다. 이를 카르피니(2006)의 귀위크 칸을 추대하는 정치적 행

사인 이흐 후랄다이(ikh khuraldai)에 참석한 몽골인들이 첫날에 모두 흰

색 의복을 착용하였고 다음날에는 귀위크 칸이 올 때 모두 빨간색 의복

을, 삼 일째 되는 날에는 파란색으로 절묘하게 만든 비싼 비단 복식을

착용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매우 화려한 금으로 장식한 모직 복식을 착

용하였다고 한 기록에서 볼 수 있다. 뤼브룩(2000)는 몽케 칸이 흰색 눈

표범 퍼로 만든 다흐를 착용한 것을 봤다고 기록하였으며, 중국 화가의

쿠빌라이 칸이 사냥한 모습을 담은 그림에서도 쿠빌라이 칸이 흰색 퍼

다흐를 착용한 것을 표현하였다. <사진 2-34>

<사진 2-34> 쿠빌라이 칸 사냥 <사진 2-35> 파란과 빨간 계열 몽골 복식

(타이완 국립고궁박물원) (페르시아 미니아튀르)

고대부터 몽골 전통복식에서 흔히 활용되는 색이 파란색과 빨간 색

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 빨간 색 의복이 흉노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짙은 빨간 색 델과 예복용 고탈이다. 13-14세기 몽골인들을 표현한 페리

시아 그림에서 파란색과 빨간색 복식을 매치해서 착용한 모습이 흔히 묘

사 되었으며 여성들은 주로 빨간 계열 복식을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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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bertsma-Halbertsma-Herold, 2008). <사진 2-35> 마르코 폴로

(1559)에 의하면 칸에게 형과 동생이 있었으며 그들이 각 군인 만 명을

관리하며, 군인 만 명은 빨간 복식, 나머지 만 명은 파란복식을 착용한다

고 하였다. 또한 20세기 초에 몽골에 살던 러시아 역사가 마이스키

(Maisky, 1921)는 몽골인들이 빨간 색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몽골 소녀

와 여성들이 검정색 머리에 빨간 리본을 묶는 것을 아주 좋아하며, 귀족

여성들이 계급을 나타내기 위해 양쪽 불에 빨간색 둥근 형태 점을 붙인

다고 하였으므로 빨간색이 여성 복식에 여전히 중요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 몽골인들이 고대부터 빨간색과 파란색 복식을

선호해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몽골 학자 바드랄(1976)는 몽골 전통복식 색상에 일정한 조화가 있

었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하늘색이나 파란색 델을 착용하면 위에 빨

강, 누르스름한 색, 검정과 녹색 후렘이나 오지를 착용하였으며 델의 엠

제르도 델이 빨간색 계열인 경우 파란색 계열 엠제르를 단다(Badrakh,

1976).

고대 몽골 유목민들은 오축과 야생 동물의 가죽, 모피 또한 울을 활

용하여 만든 펠트, 모직 소재와 인도, 러시아,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비

단과 귀한 야생동물의 퍼 등 소재를 말과 양으로 교환하거나 조공으로

받은 소재를 활용해 금과 보석으로 장식해서 복식을 만들어 착용하였다.

몽골 유목 민족이 13과 14세기에 활용했던 소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

아 있다. 뤼브룩(2000)이 몽골 귀족이 여름 복식을 만들 비단, 면직물과

금을 동쪽에서 가지고 왔으며, 러시아, 지금의 핀란드와 불가리아 등 숲

이 깊은 나라에서 겨울 복식을 만들 귀한 퍼를 가지고 온다고 하였으며,

또한 서민들은 겨울 복식 소재로 개나 양 모피를 쓰며, 귀족과 서민 모

두 울을 널리 활용하는 것에 대해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귀족들은 아주

가볍고 부드러운 울을 비단으로 코팅해서 착용하는 반면 서민들은 비교

적 거친 울을 의복 소재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몽골 유목민들은 여우, 스

라소니, 비버, 다람쥐와 검정 밍크 퍼를 복식에 활용하였던 것을 『몽골

비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외 귀족들이 눈표범 등 다른 흰색 야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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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퍼를 사용하였다(Halbertsma-Herold, 2008).

몽골 유목민들이 고대부터 좋아하고 장식용으로 활용해 온 재료는

금이다. 이를 흉노 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순수 금으로 만든 왕관, 부스의

장식과 의복에 다는 장식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몽골 유목민들의

이러한 금에 대한 사랑은 13세기 원나라 시대에 몽골 귀족들의 아이디어

로 금으로 만든 실을 활용해서 금이 겉쪽에 보이게 여러 가지 문양을 만

들어 짜는 새로운 종류의 브로케이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소재

는 중세 몽골을 전통복식 소재 중 대표적인 소재가 되었다(Watt, 2011).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이 소재는 중세 유럽에서 몽골 직물이라는 의미

로 반니 타르타리치(panni tartarici)라고 불렀다(Halbertsma-Herold,

2008). <사진 2-36>

14세기에 원 나라에 온 프랑스에 탐험가 존 데 코라(John de Cora,

1916)는 대다수 몽골 전통복식은 비단, 돈수, 브로케이드를 금, 은과 여

러 가지 귀한 보석으로 장식해서 만들어졌음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면직

물과 리넨 등 다른 소재가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마르코 폴

로

<사진 2-36> 13-14세기 금 실로 만든 브로케이드

(1556)는 유럽에서 온 짙은 빨간색 실켄 벨벳 소재, 또한 말가이와 의복

을 장식하는 보석 종류 진주, 옥, 루비, 에메랄드, 오팔, 사파이어, 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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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와 에메랄드가 있다고 하였으며, 델의 어깨와 등을 보석으로 장식한

것과 단추로 보석을 활용한 것에 대해도 언급하였다. 13세기에 몽골 제

국의 역사를 썼던 페르시아 역사가 아타 말릭 주베이니(Ata-Malik

Juvaini, 1252; Halbertsma-Herold, 2008에서 재인용)도 몽골인들의 일상

적인 옷에도 보석이 박혀 있고 금으로 수를 놓아져 있었다고 기록하였

다.

20세기 후에 몽골 전통복식이 문양이 없는 면이나 비단 등으로 만들

어지게 되었으며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비싼 소재로 만든 델을 착용하

고, 젊은 사람들이 문양이 없는 소재로 만들 델을 선호하게 되었다. 현대

몽골 전통 델을 면으로 만들었으면 다본 델(daavuun deel), 안감에 양털

을 썼으며 네히 델(nekhii deel), 안감을 아양피로 만들었으면 호르가니

아리산 델(khurganii arisan deel),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놓아 누빈

델을 후분태 델(khovontei deel), 비단으로 겉감을 한 델을 터르건 델

(torgon deel) 등 만든 소재에 따라 부른다.

고대 몽골의 문양은 스키타이 등 다른 유목 민족과 같이 짐승을 모티브

로 하는 문양이 많았으며 매, 사슴, 암 산양, 늑대, 멧돼지와 조류 등을 금으

로 만들어 장식한 것을 흉노 무덤에서 출토된 왕관, 수를 놓은 델의 소재와

다른 장식품에서 볼 수 있다. <사진2-37>

<사진2-37> 흉노 시대 왕관과 델 자수 문양

13세기와 14세기에 존재한 몽골 제국과 원나라는 페르시아, 아라비아

중국 등 여러 장인들을 한곳에 모여 작품을 만들게 한 것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와 교류가 많은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복식에 자수로 문양을 만들뿐 아

니라 직물 디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3-14세기 원 나라 시대에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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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이칸이 용, 보광, 태양과 달 문양을 귀족만이 착용할 수 있게 입법화하

였다. 그들의 복식을 장식한 용은 전에 존재하지 않던 발가락이 다섯 개며

몸을 휘고 비틀린 용 문양이었다. 이런 용만을 착용 금지하였으며 나머지 발

가락이 세 네개인 용은 여전히 서민들도 착용 가능하였다

(Halbertsma-Herold, 2008). 직물 연구자 펭(2006)에 의하면 태양, 달, 봉황

와 용을 동시에 문양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나라 시대에 처음이었다.

또한 중세 몽골인들이 착용한 직물의 문양 모티브는 그들의 미의식

에 맞게끔 동물 모티브와 사냥 모티브가 많았다. 사자, 사슴, 매, 눈표범

등 야생 동물 문양을 복식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불교 영향으

로 연꽃 등 여러 가지 꽃문양을 활용하게 되었다(이초, 2008). 또한 종류

가 정확하지 않은 작은 꽃과 잎이 구불구불한 문양으로 만든 기하학적

배경 디자인이 몽골적인 것이었다(Halbertsma-Herold, 2008). <사진

2-36> 중세 몽골 유목민들이 델의 어깨, 등과 가슴에 윗부분을 무루브

츠와 자하의 모양으로 몽골 전통 기법인 천으로 붙여 문양을 만드는 제

그트 나말(zeegt naamal)과 자수로 장식하였다. 몽골인들의 이런 의복

장식은 원나라 모든 국적 양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이초, 2008). 학자

알탄자야(2010)는 13과 14세기에 몽골에 온 외국 탐험가들이 표현한 델

에 금실과 보석으로 매우 화려하게 장식한다는 것이 이 장식을 의미한

것으로 추측한다. 몽골의 헨티 아이막(Khentii Aimag)에서 발견한 무덤

에서 윗부분과 가장자리를 문양으로 장식한 델이 나왔으며

<사진 2-38> , 페르시아와 중국 화가들의 그림에도 이 부분을 장식한

것이 묘사되어 있다.

<사진 2-38> 13 세기 예복용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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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전통 문양을 헤(khee)와 우갈즈(ugalz)라고 한다. 애초에 사슴과

암 산양의 뿔과 가축의 코 등의 모양을 모방해서 만든 각이 없는 둥근 형태

문양을 우갈즈라고 하며, 나머지 문양을 다 헤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모

티브와 모양을 가진 문양을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짐에 따라 전반적으

로 헤 우랄즈라고 불리게 되었다. 몽골 전통문양의 특징은 빨간 색, 파란색,

녹색과 노란색을 모색이라고 하는 흰색 혹은 검정색과 섞어 한 계열의 색상

으로 톤 온 톤으로 문양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문양의 상징성과 의미는 비

슷한 문양이 있는 다른 나라와 다르며 장식용으로 활용하는 것 동시에 문양

을 한 복식이나 물품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기능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2 상징성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 복식은 몽골 유목민들의 세계관과 철학 사상

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대 몽골인들의 하늘, 지구와

지구 밑에 있는 세상이란 수직적인 세 개 세상에 대한 사상으로 인해 사

람의 머리를 하늘, 몸을 지구와 동질화해서 생각했다(Buyandelger,

2009). 그러므로 고대 몽골 유목민들은 머리에 쓰는 모자와 배꼽에 매는

부스를 모든 복식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 상징적 의미를 가장 많이 담

았다. 이를 『몽골비사』에서 칭기즈칸이 동생 하사르(Khasar)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믿어 그를 검거할 때 먼저 말가이와 부스를 몰수한 것으

로 알 수 있다.

또한 부스는 말을 탈 때 내장을 흔들리지 않게끔 해서 건강을 지키

는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전쟁 시기에 검, 칼, 활과

화살통 등 모든 무기를 부스에서 걸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남성의 목숨을

지키는 생명과 같은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으며 적을 잡으면 바로 상대방

의 부스부터 몰수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20세기까지 전해져 왔으며, 범죄

자를 체포할 때 부스를 압수하였다. 이로 인해 부스를 남성의 힘을 나타

내는 상징이며 부스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몽골 민족의 강함을 숭상하는



- 53 -

미의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스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몽골비사』에도 종종 언급되었다.

칭기즈칸이 자무하(Jamukha)란 자와 의형제를 맺기로 약속을 할 때 서

로 적에게서 몰수한 금 부스를 바꿔 두룬 것과 위구르의 칸이 칭기즈칸

에게 사자를 보내 허락한다면 당신의 금 부스의 버클을 잡고 다섯 번째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부스는 진심을 약속하는 것과 정직함의

상징으로 정직함과 성실함을 존중하는 미의식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간 몸에서 하늘을 의미하는 머리에 쓰는 것이기에 몽골 유목민들

은 말가이를 존경스럽고 소중하게 대하였다. 말가이를 존경스럽게 대한

것을 『몽골비사』에서 멘릭 에첵(Menlig Etseg)이 아들 데브 텐게르

(Dev Tenger)의 떨어뜨린 말가이를 주워서 입을 맞춘 후 주머니에 넣었

다고 표현한 것에서 볼 수 있다. 학자 둘람(Dulam, 2010)에 의하면 말가

이란 단어는 정수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

로 정수리에 있는 사람의 정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말가이를 착용한

다는 것에서 말가이가 지혜를 상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자 훌랑

(Khulan, 2010)이 고대 몽골인들이 사슴을 하늘과 땅에 드나드는 동물이

라고 숭배하였으므로 사슴의 뿔을 모방하여 말가이를 만들었다고 봤다.

이로 인해 말가이는 영리함과 뿔이 의미하는 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

로 강함을 숭상하는 미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화와 서사시 등 구비문학 작품에서 말가이를 매 말가이(nanj

shonkhor malgai), 전사 독수리 말가이(daichin burged malgai) 등 힘센

조류 이름으로 별명을 지워 부른 경우가 많은 것도 몽골 유목민들의 강

함을 존중하는 미의식의 반영이다. 신화에서뿐만 아니라 13세기 남성의

하르차가 말가이는 몽골어로 매 모자라는 의미며, 중세 모자 장식과 흉

노시대 환금 왕관에도 움직이는 매가 표현되어 있었다. 하늘에 나는 강

한 조류 매 표현으로 의해 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기혼 여성 말가이 벅턱의 형태를 뿔을 무서워하며 숭상하는 사상과

고대 몽골 유목 민족의 사슴을 숭상하는 사상과 연결해 설명하는 학자들

은 뿔은 무서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서워하는 것을 자신에게 만들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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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얻는 시도를 한 것이 장식과 모자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또한 벅턱

에 대한 전설에 의하면 벅턱은 몽골 남성들이 대적을 뒤에서 공격하는

동안 적이 도망쳤을 때 가까이 있던 여성들이 추격하여 싸워 끝내 멸망

하게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착용하게 된 복식으로 적을 물리친 것과 용

감함을 상징하므로 몽골 여성의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de Monte

Croce, 1997: Dulam,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근거로 인해 벅턱은 의미

적으로 또한 형태적으로 몽골 유목민족의 강함을 숭상하는 미의식을 뚜

렷하게 나타는 복식 중 하나다.

17세기 이후 할흐 기혼 여성 델의 높은 어깨도 벅턱과 비슷하게 남

성들이 부재중일 때 여성들이 씩씩하게 싸워 적을 물리친 것을 의미하므

로 여성의 강함을 나타내는 복식이다(Ulziigerel, 2010). 더해서 할흐 부

인의 데르베게르 우스는 새들의 왕 한가리드의 날개를 묘사하였다. 이에

대한 전설은 아래와 같다.

외적이 몽골의 보금자리의 중심인 삼발이를 해하러

갈가마귀를 보냈으며, 몽골인들이 이를 알고 갈가마귀가

무서워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늘 삼발이 앞에 앉아

불을 붙이는 부인의 머리를 한가리드 모양으로 만들었

다(Nyambuu, 1970).

전설에 의하면 할흐 부인의 머리 모양도 벅턱과 델처럼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강함에 대한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17세기 후 몽골 유목민족이 내적 갈등 때문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므로 모든 전통복식이 국민의 합심, 국가의 독립성과

애국심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가이는 뜨는 국가

의 모자(Mandakh turiin malgai)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말가이

를 바닥에 놓는 것을 금한다(Nyambuu, 1970). 할흐 남성의 말가이의 앞

부분이 몽골의 영토를 의미하며, 모자꼭지에 있는 매듭 삼핀(sampi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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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민족과 종족들의 단일성을 대표한다. 말가이는 전체적으로 산 모양

이며 국민과 종족들의 인화로 인해 나라가 튼튼하고 장구하게 존재할 것

을 상징한다. 말가이 뒤에 단 두 홍색 폭이 넓은 끈은 검을 묘사한 것이

며 나라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다(Kang & Chultemsuren, 2003). 두 줄

홍색 폭이 넓은 끈 잘라는 기본적으로 할흐 남성 모자의 대부분에 달려

있으며 여러 학자들이 불처럼 승화할 것, 순수성, 기쁨 등 여러 가지 의

미를 주장하고 있다.

몽골 언어학자 뭉흐투르(Munkhtur, 2014)에 의하면 몽골 전통복식

델은 ‘나아가다’, ‘발전하다’란 단어로부터 변형되어 온 단어라고 한다. 그러

므로 몽골 전통복식 델의 이름 자체가 몽골 민족의 낙관적 사고를 드러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몽골 유목민들이 복식의 소재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뒀다. 예를

들면 몽골 유목민들은 전쟁 나갈 때 남성들이 다람쥐 털을 모자에 달아

부드러워지지 않고 강하게 싸우길 의미하였으며 몽골 여성들은 남성들이

전쟁터에 가 집을 비우는 동안 집과 자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기 때

문에 눈표범과 스라소니로부터 힘과 보호를 얻는 의미로 그들의 퍼로 복

식을 장식하였다(Dulam, 2010). 금도 몽골 유목민들이 선호하는 복식 재

료였으며 『몽골비사』에서 칭기즈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앞에 금을 붙

여 불렀다. 예를 들면 칭기즈칸과 혈연이 있는 후손들을 금 혈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 알탄 오락(Altan urag)이라고 한다. 금은 자연에서 순

수하게 발견되며, 부드럽지만 녹슬지 않는 강한 성질 때문에 몽골 유목

민들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의 영향으로 현대 몽골에도 이름에 금이 들

어간 이름이 흔하다(Punsag, 2015).

각 민족의 선호하는 색상에 그 민족의 미의식도 반영되어 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민족의 생활환경, 생활양식, 믿음과 정서적 경

향에 따라 색상에 대한 선호도와 상징적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몽

골 유목 민족도 마찬가지로 여러 색상에 대한 특이한 의미와 상징을 가

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복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자 다시냠(2010)에 의하면 애초에 몽골 유목민들이 연한 황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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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을 선호하였으며 몽골어로 미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goo)란

단어가 연한 황갈색을 의미하는 허(ho)란 단어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

고 하였으며 파란색과 하늘색은 13세기 칭기즈칸 시대에 텡그리즘이 힘

을 얻은 이후에 몽골인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자 헤롤

드(2008)는 『몽골비사』에서 칭기즈칸의 조상으로 표현된 파란 늑대로

부터 몽골 유목민족이 파란색을 선호하는 것이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추

측을 하였다. 『몽골비사』에서 칭기즈칸의 조상이 파란 늑대와 허 사슴

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대 몽골 유목민들이 선

호한 색이 베이지색과 파란색인 이유가 이 때문일 수 있다.

학자 이초(2008)는 원 제국 복식 관련 연구에서 몽골인들은 파란색

과 흰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흰색은 몽골 민족이 가장 존중

하는 색이라고 하였다. 마르코 폴로(1559)는 몽골의 설날인 몽골어로 흰

달이란 의미를 가진 차간 사르(Tsagaan Sar)에 칸과 평민들이 모두 흰

색 복식을 착용해서 서로 흰색 물건을 선물하는 전통에 대해 기록하였으

며 흰색복식은 그들에게 행복을 상징한다고 하였으며 귀족들이 모두 칸

에게 흰색 말과 모직을 선물한다고 하였다. 흰색이 유목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유제품과 양 색인 것은 몽골인들이 흰색을 선호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흰색은 몽골 유목 민족에게서 행복, 진실, 순수함, 정직

함, 순조로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몽골어로 진리와 정직함을 하얀 진실

과 하얀 정직, 방해가 없는 길을 하얀 길 등으로 표현한다. 몽골 귀족들

이 흰색 복식을 착용한 것이 몽골 유목 민족의 정직함을 존중하는 미의

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파란색은 하늘의 색으로 영원함과 무한한

힘을 상징하며 빨간색은 불을 의미하므로 용감한 투지력, 승리의 기세

등을 상징한다(Su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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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대패션에 나타난 몽골 민족의

전통복식의 조형성

본 장에서는 현대패션에서 나타나는 몽골 유목 민족 전통복식의 조

형성을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몽골 유목 민족의

문화와 몽골 전통복식을 영감으로 디자인한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발표한 패션 컬렉션을 구체적으로 고

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대 몽골 패션 디자이너 10명의 136개 컬렉션과

타국 패션 디자이너 12명의 12개 컬렉션의 표현된 몽골 유목 민족의 전

통복식의 조형적 요소를 분석하여 몽골과 타국 패션 디자이너의 몽골 전

통복식의 조형적 요소 표현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밝혀 비교 분석을

하였다.

제 1 절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몽골 전

통복식의 조형성

1990년 때 민주화 혁명으로 인해 몽골이 전세계 국가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은 또한 다른 국가들이 몽골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의 영향은 현대 패션에서도 나타났으며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존 폴 고티에(Jean-Paul Gaultier),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들이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 문화를 디자인의 영감으로 삼아서

작품을 하였다. 21세기부터 모든 것에 대한 다양화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을 계기로 여러 민족 복식의 전통적인 요소가 현대 패션에서도

흔히 보이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복식도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줘 그들로 인해 현대

패션세계에 나타나고 왔다.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몽골 요목 민족의

전통복식의 조형성과 몽골 유목 민족에 대한 이미지를 자신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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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표현 방식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어서 디자인을 하였다.

패션 디자이너 보리스 비잔 사베리는 부친의 고향은 이란을 포함한

중세 몽골 제국에서 영감을 받았으므로 컬렉션 이름을 뿌리라고 지웠으

며, 몽골의 혹독한 추위에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보여준 순수하며 강한

성격을 가진 컬렉션을 창조하였다(Gago, 2019). 보리스 비잔 사베리는

실크 로드는 은과 구리 등 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에서 영감을 받아

컬렉션에서 구리 산화 과정을 활용해 뽑은 민트 그린과 파란색으로 염색

한 소재를 검정, 회색 소재와 같이 톤 온 톤으로 조화시켜 디자인에 활

용하였다. 컬렉션에 활용한 소재도 패션 디자이너가 직접 직물 실험으로

인해 만든 하이브리드 코튼과 캐시미어 등 핸드메이드 소재였다(Marcel,

2019). 보리스 비잔 사베리는 몽골 목자와 그들이 사는 게르를 묘사한

강하고 볼륨이 큰 디자인을 하였으며 또한 몽골 갑옷과 전통 모자를 변

형시켜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장신구 구리선으로 모델 얼굴을 장식하였

으며, 패션 디자이너가 이를 군인 메이크업이라고 설명하였다(Mimosa,

2019; Gago, 2019). 패션 브랜드 디스퀘어드2는 몽골의 군인, 일본의 사

무라이 등 여러 나라 군복을 영감으로 삼아 디자인을 한 컬렉션에서 퍼

소재로 몽골 군복의 특징을 들어냈다.

패션 디자이너 타다시 쇼지도 13-15 세기 몽골 제국 시대에 역사상

처음 동양 세계가 서양 세계를 정복해 두 가지 문화가 혼합되었다는 것

에서 영감을 얻어 동양이 서양을 만났다는 모티브로 컬렉션을 디자인하

였다(Shoji, 2020). 타다시 쇼지는 컬렉션에 몽골 대초원의 거칠고 길들

여지지 않은 아름다움을 담았다고 하였으며, 인조 퍼, 메탈릭 브로카이

드 등 소재를 활용해 풍성하게 장식되어 있으나 기능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몽골 전통복식의 특징을 반영한 드라마틱한 디자인을 하였

다. 그는 몽골 게르에서 영감을 받아 기하학적 무늬, 또한 꽃무늬와 동물

무늬, 게르 안에 있는 인테리어에서 영감 받은 작수를 디자인에 활용하

였다(Satenstein, 2019). 컬렉션에 보석과 광물에서 영감을 받은 밝고 풍

부한 파란색, 빨간색, 갈색과 검정색을 금색과 은색으로 악센트를 줘서

활용하였다. 컬렉션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대담하고 볼륨감 있는 여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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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이브닝 드레스로 구성되었으며 몽골 여성의 벅턱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장신구를 활용하였다(Morgante, 2020).

러시아 패션 디자이너 알레나 아크마둘리나는 12세기 몽골 영웅 신

화 게세르칸과 유목 생활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디자인하였다

(Satenstein, 2016). 모든 디자인에 밍크, 카라쿨과 여우 퍼를 자주 사용

하였으며, 더해서 실크, 태피터, 자카드, 캐시미어와 벨벳 등 소재를 활용

하였다. 컬렉션에서 유목 민족의 생활하는 자연환경을 연상하는 색상인

회색, 베이지, 갈색, 네이비 색이 활용되었다. 유목 민족의 전통복식과 군

인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헐렁하고 여러 겹을 겹쳐 입은 디자인이 컬렉션

의 주요 룩이었다(Mersedes benz, 2016).

이세이 미야케는 몽골 말 타는 유목민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을 하

였다. 패션 디자이너는 유목 생활 방식에 대해 바람, 눈, 얼음 및 비와

같은 자연 요소와의 끊임없는 투쟁해야 하는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타고난 본능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도록 강요한다고 하였으

며 모헤어를 말 털과 섞어 세탁가능하며, 주름 생기지 않아서 다림질이

필요 없고, 형태가 변화하지 않고, 가벼우며 기능적인 새로운 소재로 만

든 컬렉션을 소개하였다(McDonald, 2016; Fury, 2016). 마젠타, 하늘색,

오렌즈 보라색 등 다채로운 색상과 회색과 검정색을 활용하여 몽골 유목

민족의 단순하고 따뜻한 유목 생활에서 영감을 얻어 풍부한 질감이 있는

여러 니트웨어를 디자인하였다. 또한 편자 모양 패턴와 말의 열화상 패

턴 등을 디자인에 활용하였다(Patel, 2016). 텡그리의 컬렉션도 이세이 미

야케의 컬랙션과 비슷하게 소재를 중심으로 한 컬렉션이었다. 몽골의 한

가이(Khangai)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부드럽고, 자연적, 지속적이며, 친환

경적인 소재인 몽골 야크의 울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숲의

색을 묘사하는 색상을 활용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디자인을 하

였다(Winkenwerder, 2017).

영국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래번은 몽골을 마지막으로 남은 사

람이 손대지 않은 자연이 원형으로 있는 곳으로 보아 영감을 얻었으며,

디자인에 몽골 고원의 자연 색상을 묘사하는 녹초가 된 색상과 유목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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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식의 풍부한 색상을 조합하였다. 밀리터리 소재와 풍부한 니트 소

재를 컬랙션에 활용하였으며, 기하학적 무늬, 눈표범 프린트 등으로 디자

인에 몽골적은 느낌을 줬다(Gardiner, 2016). 서스테이너블 패션을 추구

하는 디자이너로서 군인 판초를 재활용한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을 컬렉

션에 포함시켰다. 미쏘니는 러시아 몽골 중국을 동해 기차로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모습 등을 디자인에 반영하였다(Gaitz,

2015). 캐시미어, 캐시미어, 실크, 펠트, 울 등 소제로 낭만적인 본질이

있는 부드러운 오버사이즈 코트와 카디건, 스웨터 등을 디자인하였다. 컬

렉션에서 검정, 녹색, 적갈색, 미네랄 브라운 등 색상으로 산, 강, 숲과

초원 등 자연환경을 묘사하였으며, 앰버, 빨간색 등 자수로 꽃무늬를 놓

아 지역주민의 전통 복식을 묘사하였다(Theskinnybeep, 2015).

교유니 김최는 얼마나 기술이 발달돼도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

들의 디자인 철학과 몽골 유목 민족의 샤머니즘의 자연을 존중하는 사상

이 동일했기에 몽골 샤머니즘에서 영감을 받았다(Kim & Choe, 2015).

그들은 눈의 띄지 않는 회색 계열 색상과 검정색 인공 퍼, 울, 트위드 소

재를 활용하여 몽골 민족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거칠고 에지 있는 오버사

이즈 의복을 디자인하였다(Saikia, 2015). 스킨그래프트는 급격한 기후

변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이러한 기후에 살아남기 위해 혹독한 기

후에 오래 동안 견뎌온 몽골과 시베리아 민족의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을 하였다(Fe, 2014). 컬렉션에서 핸드 퀼트 가죽, 모헤어, 퍼와 니

트 소재가 활용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검정색을 사용하여 포인트로 은과

금색을 활용하였다(Weling, 2014). 컬렉션은 세고 에지 있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조화된 대담한 디자인들로 구성되었다(Anderson, 2014).

에트로는 몽골 유목 민족의 문화와 켈트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컬

렉션을 디자인하였다. 에트로는 몽골 유목민들을 바바리안으로 표현하였

으며 바바리안들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랑과 행복을 알았다고 하였

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안에 있는 바바리안을 깨워야 한다는 의미가

컬렉션의 철학이다(Etro, 2013). 패션 디자이너는 브로카이드, 자카드, 벨

벳, 가죽, 캐시미어, 퍼, 울 등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하였으며 색상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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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도 아주 다양하였다(Fierotti, 2013). 에트로의 컬렉션은 야만적이며, 거

칠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경계가 모호해지며 여러 가지 요소들의

대담한 조화를 나타냈다(wkf, 2013). 마이엣은 철학자 브랑쿠시

(Brâncuși)의 ‘진짜’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며 아이디어와 본질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몽골에 풍경을 나타내는 따뜻하며

짙은 색을 활용하여 우아하며 단순한 디자인을 하였다(Phelps, 2013).

다양한 국가의 패션 디자이너들의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복식

조형성 표현을 밝히기 위해 2013년 후에 발표된 몽골이 아닌 다른

국적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사례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몽골 전통복식 조형성을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형태,

디테일과 트리밍,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색상과 소재를

따로 살펴보지 않고 형태, 디테일과 액세서리와 같이 알아보았다. 12개

패션 컬렉션이 모두 가을과 겨울(F/W; Pre-Fall) 시즌 컬렉션이었으며,

남성복 컬랙션 5개, 여성복 컬렉션 4개, 혼합 컬렉션 3개이었다. 선정된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은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러시아와 밴쿠버

패션 위크에서 발표되었다.

1.1 형태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몽골 유목 민족 전통복식의 조형성

표현을 살펴보기 위해 몽골 전통복식의 형태 활용을 전통복식 아이템

참츠, 움드, 델, 테를렉과 오지, 후렘, 한타즈, 무루브츠, 다흐로 분류하여

살펴봤다. 타국 패션 디자이너의 12개 컬렉션의 총 디자인 수는

411개였으며, 컬렉션에서 몽골 전통복식 형태의 활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타국 패션디자이너들은 몽골 전통복식의 형태를 활용하기보다 몽골

적인 이미지를 서구식 형태 디자인에 가미하는 것이 대다수이었으며 몽

골 전통복식의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도 있었다. 12 패션 디자이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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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렉션 벌수 몽골 전통복식의 형태 활용
총 411 100

퍼센트(%) 100 24

이름 참츠 움드 델 테를렉 후렘 한타즈 무루브츠 다흐 총
총 1 4 35 40 4 5 5 6 100

퍼센트 1 4 35 40 4 5 5 6 100

[표 3-1]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몽골 전통복식의 형태 활용

(2013-2020)

컬렉션의 속한 총 411 디자인에서 24 퍼센트는 몽골의 전통복식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이었다. 패션 디자이너들 중 몽골 복식 형태를 거의 그대

로 서구식 소재로 디자인 한 디자이너가 있는 반면 몽골 전통복식의 형

태 특징을 서구식 디자인과 어울리게 결합해서 디자인한 경우가 많았다.

몽골 전통복식의 형태를 활용한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아이템별 활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3-2>

[표 3-2]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몽골 전통복식의 아이템별 활용

(2013-2020)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델 위에 껴입는 외투 테를렉의 형태를 40

퍼센트로 가장 널리 활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델의 현태를 35 퍼센트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몽골 전통 참츠의 형태는 1 퍼센트로 가장 적게 활

용되었다. 델 위에 껴입는 테를렉의 형태를 보리스 비잔 사베리, 알레나

아크마둘리나와 에트로의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타국 패

션 디자이너들은 직선으로 중간에 만나는 맞 앞여밈 테를렉의 형태

를 디자인에 주로 활용하였다. 알레나 아크마둘리나와 보리스 비잔 사베

리는 테를렉의 형태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두 패션 디자이너 다 테

를렉의 본 형태를 거의 그대로 디자인에 사용하였다. 패션 디자이너 교

유니 김최는 디자인에서 트위드 소재와 안쪽에 퍼 소재를 활용하여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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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변형을 줘서 테를렉의 형태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풀어냈으면,

에트로와 타다시 쇼지는 칼라와 실루엣에 변형을 줬으나 가죽, 벨벳과

자카드 소재를 활용해서 더 몽골 전통적인 느낌이 있는 디자인을 하였

다. 모든 디자이너들은 테를렉을 소매 있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사진

3-1>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 중 보리스 비잔 사베리는 17세기 전 델의 무

룰진 앞여밈 형태와 앞여밈을 돌려서 부스로 고정시키는 착용방식 디자

인에 활용하였으며 또한 델을 상의와 하의 투피스로 표현하였다. 패션디

자이너 알레나 아크마둘리나의 컬렉션에서는 보리스 비잔 사베리의 컬렉

션과 마찬가지로 델의 무룰진 앞여밈과 착용방식을 활용하였으나 델에

앞여밈처럼 몸을 완전히 감싸지 않고 앞쪽에만 겹쳐 부스를 맨 형태로

표현하였다. 반면 스킨그래프트와 이세이 미야케는 남성 복식에서 델의

밑자락 부분을 현대 패션의 형태로 치마나 원피스처럼 표현한 경우가 많

았다. 델의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에는 테를렉과 마찬가지로 두께가 있고

스트레치가 없는 단색 소재를 주로 활용하였다. <사진 3-2>

<3-1> Etro <3-2> Boris Bidjan Saberi <3-3> Christopher

13 F/W 19 Fall Raeburn 16 F/W

(테를렉 형태 활용) (델 형태 활용) (한타즈 형태 활용)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래번이 몽골 전통 조끼 한타즈의 각이 있

는 사각형 앞여밈의 형태를 활용한 지켓과 코트를 활용해서 디자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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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진 3-3> 타국 디자이너 중 이세이 미야케만 몽골 참츠의 형태를

활용한 상의를 디자인하였다. <사진 3-4>

타국 디자이너들은 몽골 전통복식 다흐의 털이 바깥쪽으로 보이게

만들어지는 특징을 살려서 현대에 맞게끔 퍼를 흉내내는 니트와 다른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크리스토퍼 래번은 다흐를 육군 스노우 판초

를 재활용해서 만들었으면 텡그리는 몽골 야크의 모를 소재로 사용

하였다. <사진 3-5>

<3-4> Issey Miyake <3-5> Christopher Raeburn

16 Fall 16 F/W
(참츠 형태 활용) (다흐 형태 활용)

<3-6a> Gyoyuni Kimchoe <3-6b> Boris Bidjan Saberi

15 F/W 19 Fall

(더딕 형태 활용) (무루브츠 형태 활용)

패션 디자이너 교유니 김최는 무루브츠의 종교적인 버전인 몽골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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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즘의 무단 부(Boo) 복식으로 착용하는 더딕의 형태를 활용하였으나

<사진 3-6a> 보리스 비잔 사베리와 타다시 쇼지는 고대 몽골 유목민

들의 무룰진 에게르 있는 델의 앞여밈으로 바람들어 오는 것을 막기 위

해 털가죽을 어깨에 걸쳐 착용하던 무루브츠의 초기 형태를 디자인에 활

용하였다. <사진 3-6b>

후렘과 움드의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이 각 4퍼센트였다. 몽골 움드

의 허리가 높고, 밑위가 길고 통이 넓으며 밑자락이 좁은 형태를 스킨그

래프트와 텡그리는 컬렉션에 활용하였으며 가죽과 모직 소재를 사용하였

다. <사진 3-7> 짧은 후렘의 형태를 타다시 쇼지와 마이엣이 디자인에

활용하였으며 마이엣은 후렘의 짧으며 넓은 소매 형태를 . <사진 3-8>

<3-7> Tengri <3-8> Maiyet

17 F/W 13 Pre-Fall

(움드 형태 활용) (후렘 형태 활용)

1.2. 디테일과 트리밍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서 디자인에 활용한 몽골 유목

민족 전통복식의 디테일과 트리밍 장식을 몽골 전통복식의 주요

디테일과 트리밍 장식인 엠제르, 트임, 프린지, 무시구르, 허시먹, 단추와

단추 고리, 자수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는 <표 3-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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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르 티음 프린지 무시구르 허시먹 자수 총
총 36 53 33 24 6 31 183

퍼센트(%) 20 29 18 13 3 17 100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몽골 전통복식의 디테일과 트리밍은

183번 활용되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활용된 디테일 트임이 24 퍼센트,

그 다음은 엠제르가 20 퍼센트 활용되었다. 허시먹이 가장 적게 3퍼센트

활용되었으나, 단추와 단추 고리는 활용되지 않았다.

[표 3-3]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몽골 전통복식의 디테일과

트리밍 활용

(2013-2020)

패션 디자이너 알레나 아크마둘리나는 몽골 전통복식 디테일과

트리밍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나 이세이 미야케와 크리스토퍼 래번는

활용하지 않았다. 테를렉의 트임처럼 양옆에 긴 트임을 활용한

패션디자이너들이 많았으나 알레나 아크마둘리나는 할흐 기혼 여성복식

오지의 트임처럼 앞과 뒤에 긴 트임을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보리스

비잔 사베리와 교유니 김최는 델의 트임처럼 한쪽 옆에 위치하는 트임을

활용하였다. <사진 3-9>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에 타삼 엠제르의 활용이 가장 많았

으며 또한 넓은 엠제르를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 패션 디자이너 알레나

아크마둘리나는 엠제르를 작성으로 하지 않고 엠체르로 문양을 만든 디

자인도 있었다. <사진 3-10> 가장자리와 솔기 선을 다른 색과 소재로

강조하는 무시거르의 활용이 13 퍼센트였으나 무시구르 옆에 직선으로

장식하는 허시먹의 활용이 3 퍼센트로 가장 드물었다. 패션 디자이너 보

리스 비잔 사베리, 스킨그래프트만이 무시구르와 허시먹 장식을 디자인

에 널리 활용하였다. <사진 3-11>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주로 대비

돼서 돋보이는 색상보다 같은 색상의 명도와 제도가 다른 엠제르와 무시

구르를 선호하였으나 디스퀘어드2는 보색 대비를 이루는 엠제르를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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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활용하였다. 또한 같은 색상 다른 소재로 엠제르와 무시구르를 한

디자이너도 있었다.

패션 디자이너 교유니 킴최는 몽골 샤머니즘의 무단 부에서 컬랙션

의 영감을 받았으므로 컬렉션에 속하는 대다수 디자인에 프린지 장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 타다시 쇼지는 드레스 치마 부분에

<3-9; 3-10> Alena Akhmadullina <3-11> Skingraft

16 Pre-Fall 14 Fall
(앞뒤 긴 트임 활용) (엠제르 활용) (무시구르 활용)

<3-12> Gyoyuni <3-12> Tadashi Shoji <3-14> Alena Akhma

Kimchoe 15 F/W 20 Fall dullina 16 Pre-Fall
(프린지 활용) (자수 활용) (프린지와 비드 자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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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모자 목도리 귀걸이 목걸이 허리장식 팔찌 총
총 6 35 13 78 26 20 12 163

퍼센트(%) 4 21 8 32 16 12 7 100

프린지를 활용하였으면 알레나 아크마둘리나는 입체적으로 의복에 프린

지를 달아서 장식하였다. <사진 3-12>

타국 패션 디자이너 중 타다시 쇼지, 마이엣와 알레나 아크마둘리나

가 자수를 디자인에 활용하였으며 타다시 쇼지는 넓은 면적에 꽃문양 자

수와 스팽글 자수, 마이엤은 부분적으로 헤와 우갈즈를 자수로 놓았으

면 <사진 3-13> 패션 디자이너 알레나 아크마둘리나는 비드 자수와 자

수를 놓은 아플리케를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사진 3-14>

1.3. 액세서리

타국 패션 디자이너의 2013년부터 2020까지 몽골 유목 민족을 영감

으로 디자인한 컬렉션에 속한 몽골 전통복식 조형성이 나타나는 액세서

리를 가방, 모자, 목도리와 귀걸이, 목걸이, 허리 장식(부스), 팔찌로 나누

어 분석한 결과는 [표 3-4]과 같다.

[표 3-4]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몽골적인 액세서리

(2013-2020)

고찰한 결과 대다수 패션 디자이너들은 몽골 전통 장식을 단순화해

서 사용하였으며, 전통복식 요소나 허리띠와 모자의 장식 등을 귀걸이

목걸이 등 다른 장식으로 풀어서 디자인 한 경우가 많았다.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액세서리는 귀걸이 32퍼센

트, 모자 21퍼센트였으며 가방이 가장 적은 4퍼센트였다. 패션디자이너

타다시 쇼지와 에트로는 액세서리를 제일 많이 활용하였으면 미쏘니와

텡그리의 컬렉션에서는 액세서리가 착용되지 않았다. 타국 패션 디자이

너 컬렉션에서 착용된 대다수 액세서리는 금색 금속 재료로 만든 대담한

액세서리였다. 타다시 쇼지의 컬렉션에서 긴 프린지 귀걸이와 메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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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오유를 박힌 귀걸이를 착용하였으면 에트로의 컬렉션에서는 긴 솔

리드 금 귀걸이를 착용하였다. <사진 3-15>

에트로의 컬렉션에서 금과 구리 크고 대담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주

로 착용되었으며, 타다시 쇼지의 컬렉션에서는 프린지가 있는 길고 짧은

금 목걸이와 벅턱의 끈 부분을 묘사한 벨벳에 큰 메탈과 보석을 단 초커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사진 3-16>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착

용된 팔찌는 공통적으로 큰 보석이 박힌 넓은 금 팔찌였다. <사진

3-17>

<3-15> Tadashi Shoji <3-16> Etro <3-17> Alena Akhma

20 Fall 13 F/W dullina 16 Pre-Fall

타국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넓고 두꺼운 가죽 허리띠가 종종 착용되었으

며, 이세이 미야케는 금색 고리 모양 허리띠 버클, 에트로는 몽골 13세기

금 버클을 묘사란 문양을 밖은 큰 금색 버클을 컬렉션에 활용하였다.

<사진 3-18>

<3-18> Etro <3-19> Tadashi Shoji <3-20> Boris Bidjan

13 F/W 20 Fall Saberi 19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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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너 타다시 쇼지와 에트로의 컬렉션에 금색 프린지 허리장식

이 착용되었다. <사진 3-19> 또한 보리스 비잔 사베리는 몽골 남성의

부스에 양족에 거는 주머니를 묘사한 가방을 컬렉션에 활용하였다. <사

진 3-20>

스킨그래프트, 이세이 미야케와 보리스 비잔 사베리의 컬렉션에서 몽

골 모자의 조형적 요소를 활용한 모자가 가장 많이 착용되었으며 스킨그

래프트의 컬렉션에서는 몽골 남성 머리모양 시빌게르를 묘사한 모자와

늑대의 귀를 묘사한 귀 있는 모자도 착용되었다. <사진 3-21> 패션 디자

이너 보리스 비잔 사베리와 크리스토퍼 래번는 뒤에 목을 보호하는 천이

달려 있는 사라브츠타이 말가이의 디자인을 현대화에서 활용하였으나 스

킨그래프트는 퍼로 만든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귀마개를 현대식 모자에

달아 활용하였다. <사진 3-22> 에트로의 컬렉션에서는 퍼, 니트, 벨벳과

실크 화려한 문양과 구리로 장식한 목도리가 착용되었다. <사진 3-23>

<3-21> Boris Bidjan <3-22> Skingraft <3-23> Etro

Saberi 19 Fall 14 Fall 13 F/W

제 2 절 몽골 패션 디자이너컬렉션에 나타난 몽골 전

통복식의 조형성

20세기 초부터 몽골 유목민들이 점점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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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복식을 착용하게 되었고 지방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목자들만 전통복

식을 착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 민주화 혁명 이후 몽골 전통을 되

살리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몽골인들이 점점 몽골의 설날인 차간 사르

(Tsagaan sar)와 나담(Naadam) 축제 등 큰 명절에 몽골 전통복식을 착

용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때 부터 몽골의 젊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자

신의 브랜드를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몽골 전통복식의 조형적

요소를 현대 패션과 어울리게 활용하여 디자인을 하였으므로 몽골 젊은

층이 몽골 복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퓨전 델과 참츠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몽골 패션 디자이너들은 몽골 유목 민족

전통복식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현대 몽골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뿐만

이 아니라 디자인에 몽골의 고유한 풍습과 상징성을 흡수하고 있다.

패션 디자이너 미셸 앤 아마존카는 디자인에 중요 모티브는 아름답

고 풍부한 고향 몽골에 대한 애국심과 현대에 영웅은 강하고 용감한 여

성인 것을 그들의 컬렉션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다. 패션 디자이너들의

나라 사랑을 ‘몽골이 영원히 잘되라‘와 ’부유한 몽골‘이란 컬렉션에 특히

잘 반영되었다. 컬렉션에 몽골이란 단어를 프린트한 상의와 할흐 힐렌

말가이의 불처럼 승화할 것, 순수성, 기쁨을 상징하는 잘라에서 영감을

받은 치마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사자의 힘이란 의미를 가진 ’파워 오프

아르슬란(Power of Arslan)과 ‘표범’ 컬렉션에서 여성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 몽골에 사대 강자 문양 중 하나 사자 문양과 힘이 센 야생 동물 표

범 등의 모양을 자수로 놓아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또한 ‘안녕하세요‘라

는 컬렉션에 검정 치타를 탄 아름다움과 승리의 여신을 몽골 전통 기법

제그트 나말로 만들어 힘을 표현하였다(Buro, 2020). 또한 패션 디자이너

촐로 뭉흐는 힘을 표현하기 위해 검정과 빨간색으로 디자인을 한다고 하

였으나 사자 전통 문양을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조손 브랜드는 2019년에 변하지 않은 사랑, 영원함과 용기를 상징하

는 에델바이스와 몽골의 불교 여신 너건 다리에흐를 디자인 모티브로 활

용하였으나, 2020년에 소개한 컬렉션을 단순한 것에 가장 강력한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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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소박한 것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디자인 절학으로 디자인

을 하였다(Buro, 2020).

그러나 패션 디자이너 아리우나 수리는 몽골에 자연적인 향기를 그

대로 담은 작품을 디자인하는 것을 디자인에 철학으로 해서 몽골 양 가

죽과 모피의 가장자리를 저리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한다. 가죽이 자연 요소에 의해 조금 상했더라도 그 자체로가 자연을 표

현하는 매력이라고 하였다(Suri, 2016). 그러나 패션 브랜드의 공식 페이

스북 페이지에 의하면 93//키돌트는 디자인에 자연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는 않았으나 튼튼하며 오래 동안 입을 수 있는 지속적인 의복을 만들려

고 노력하고 있는 동시에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원단을 되도록 폐

기되지 않게끔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패션 브랜드 퓨튜리스틱 타입은 몽골 유목 민족 생활에서 띌 수 없

는 요소인 유제품을 브랜드의 철학에 맞게 '우유 세균의 초상화(Suunii

bakteriin khorog)' 컬렉션에서 몽골의 자연적인 유제품 안에 있는 좋은

세균을 확대한 패턴을 이용하여 특이한 방식으로 몽골 민족의 특징을 표

현하였다(Temluun, 2019). 패션 브랜드 오큐토르는 꽃무늬와 나비 자수

를 활용한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사랑, 행복과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하

였다고 했으며, 린친 예쉬는 자신의 작품에 길조를 스며들게끔 의복에

박힌 브랜드 로고를 좋은 기운을 부르는 전통 문양에서 영감 받아 만들

었다고 하였다(Rinchin, 2017).

대다수 패션 브랜드들은 현대 복식과 전통 복식을 혼합해서 디자인

을 하고 있는 반면 토르고 패션은 모든 디자인을 실크로 만들어 몽골 전

통복식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활용해 몽골 전통복식의 고유한 아름다움

과 착용되지 않게 된 복식을 되살려 다시 소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다(Khartsaga, 2007).

몽골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몽골 전통복식의 조형적

요소를 밝히기 위해 2013년 이후에 국제 패션쇼와 국내 패션 위크에 참

여 경험이 있거나 브랜드의 개인 패션쇼 개최 경험이 있으며 현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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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렉션 벌수 몽골 전통복식의 형태 활용
총 1903 678

퍼센트(%) 100 36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몽골 패션 디자이너 10명의 2013년부터

2020년에 발표한 136개 컬렉션에 표현된 몽골 전통복식 요소를 형태와

디테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몽골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액세서리

가 널리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따로 분석을 하지 않았다. 몽골 패션 디자

이너들은 컬렉션을 발표하는 시즌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1년에 한번

발표한 경우가 있는 반면 매월에 소수 디자인이 들어간 컬렉션을 발표한

패션 디자이너도 있었다.

2.1. 형태

몽골 현대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몽골 전통복식의 형

태를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을 분석한 것과 같이 참츠, 움드, 델, 테

를렉과 오지, 후렘, 한타즈, 무루브츠, 다흐란 아이템별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몽골 패션 디자이너 10명의 몽골 전통복식의 조형적 요소를 활

용한 디자인이 총 1903개였으며 대다수가 여성복식 디자인이었고 남성복

식 디자인이 드물었다. 몽골 패션 디자이너들은 몽골 전통복식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여 디테일에서 변형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몽골 패션 디

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몽골 전통복식의 조형적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이 678개였으며 36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표 3-5]

[표 3-5] 몽골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몽골 전통복식의 형태 활용

(2013-2020)

몽골 전통복식의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을 아이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3-6>와 같다. 몽골 전통복식 중 델의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

이 가장 많았으며 42 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테를렉과 오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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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츠 움드 델
테를
렉 / 
오지

후렘 한타
즈

무루
브츠 다흐 총

총 96 9 285 140 87 39 13 9 678
퍼센트(%) 14 1 42 21 13 6 2 1 100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이 21 퍼센트였다. 반면 다흐와 움드의 형태를 활

용한 디자인이 각 1 퍼센트였으며 무루브츠의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은 2

퍼센트였다. 몽골 현대 패션 브랜드 중 오쿠튀르와 토르고 패션이 몽골

전통 복식 형태를 가장 널리 활용하였으나 93//키돌트와 퓨튜리스틱 타

입은 전통 복식 형태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몽골 패션 디자이너들은

전통복식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전통적인 디테일을 줄이고

울, 케시미어 또는 레이스 등 현대 패션의 소재를 사용해 디자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반면 전통복식의 전통적인 형태 그대로 창작하여 아

플리케. 자수 등 장식으로 꾸며 새로운 느낌을 주게끔 디자인한 패션 디

자이너도 있었다.

[표 3-6] 몽골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몽골 전통복식의 아이템별 활용

(2013-2020)

몽골 패션 디자이너 중 오쿠튀르와 린친 예쉬는 델의 형태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17 세기 후 사각형 앞여밈이 있는 델의 형태가 주로

활용되었다. 디자이너들은 델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현대 사회에

서 일상생활을 하기 적합하게끔 변형을 하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디자

인을 하였다. <사진 3-24> 몽골 패션 디자이너들은 13세기 태를렉 형태

를 활용한 외투 디자인 외 오지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디자인에 널리 활

용하였다. 오쿠튀르와 아리우나 수리가 테를렉과 오지의 형태를 가장 많

이 활용하였으나 아리우나 수리는 검정 네이비와 회색빛이 나는 색상 가

죽, 모피롸 트위드 등 소재로 야생적인 느낌을 나게끔 활용한 반면 오쿠

튀르는 컬러폴한 색상과 실크, 레이스, 타페타 등 소재를 사용해 화사하

고 여성스러운 룩을 디자인하였다. <사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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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Rinchin Yesui <3-25a> Ariunaa Suri <3-25b> O'Couture

(델의 형태 활용) (테를렉의 형태 활용) (오지의 형태 활용)

후렘과 참츠는 14 퍼센트와 13 퍼센트 활용되었으며 서구식 하의와

어울리게 스타일링 한 경우가 많았다. 몽골 패션 디자이너들은 고대 몽

골에서 내복이었던 참츠의 형태를 셔츠드레스나 블라우스 디자인에

활용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서구식 치마와 바지와 같이 착용가능하게 하

였다. <사진 3-26> 또한 패션 디자이너들은 델 위에 외투로 껴입던 후

렘의 형태를 활용해 얇은 소재로 디자인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진

3-27> 또한 할흐 기혼 여성의 망토 모양 후렘을 얇은 소재로 만들어 이

브닝 드레스 위에 장식용으로 활용하였다. 패션 디자이너 미셸 앤 아마

콘카와 토로고 패션이 한타즈의 형태를 다른 패션 디자이너에 비해 많이

활용하였으며 미셸 앤 아마존카와 오쿠튀르는 퍼를 활용한 헐렁한 한타

즈를 디자인하였으나 토르고 패션은 길이는 가슴 밑까지만 내려오는 타

이트하고 짧은 한타즈를 디자인하였다. <사진 3-28>

몽골 현대 패션 디자이너 중 패션 브랜드 유일하게 오쿠튀르는 나담

축제를 위한 컬렉션에서 몽골 전통 움드의 형태를 활용한 남성 바지 디

자인을 하였다. <사진 3-29> 패션 브랜드 토로그 패션이 무루브츠의 형

태를 디자인에 활용하였으며 <사진 3-30> 패션 디자이너 린친 예쉬는

디자인에 다흐의 형태를 활용하였다. <사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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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Michel& <3-27> Torgo Fashion <3-28> Michel&

Amazonka Amazonka

(참츠의 형태 활용) (후렘의 형태 활용) (한타즈의 형태 활용)

<3-29> O'Couture <3-30> Torgo Fashion <3-31> Rinchin Yesui

(움드의 형태 활용) (무루브츠의 형태 활용) (다흐의 형태 활용)

2.2. 디테일과 트리밍

몽골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서 나타난 몽골 유목 민족

전통복식의 디테일과 트리밍 장식을 몽골 전통복식의 주요 디테일과

트리밍 장식인 엠제르, 트임, 프린지, 무시구르, 허시먹, 단추와 단추

고리, 자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고찰한 결과는 <표 3-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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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르 티음 프린지 무시구
르 허시먹 자수

단추/
단추 
고리

총

총 286 217 87 223 73 613 125 1624

퍼센트(%) 18 13 5 14 4 38 8 100

<표 3-7> 몽골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몽골 전통복식의 디테일과

트리밍 활용

(2013-2020)

몽골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몽골 전통복식의 디테일과 트리밍

장식이 1624번 활용되었으며 모든 디자인의 85 퍼센트의 전통복식 주요

디테일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장식은

자수였으며 비드 자수, 스팽글 자수 등 여러 가지 자수를 대다수 패션

디자이너들이 활용하였다. 패션 브랜드 뮤스 아트 하우스와 조손이 몽골

불교 여신 너건 다리에흐(Nogoon Dari Ekh)를 자수로 놓았으면, 패션

디자이너 미셸 앤 아마존카는 몽골 전통무늬와 전통 문양 사자의

머리등을 자수로 놓아 장식하였다. <사진 3-32>

<3-32a> Rinchin Yesui <3-32b> O'Couture <3-33> Torgo Fashion

그 다음으로 널리 활용된 엠제르와 무시구르였으며 모든 디테일과

트리밍의 18 퍼센트와 14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몽골 패션디자이너들은

엠제르를 대비되는 색으로 강조하는 전통 방식과 달리 의복의 색과

비슷한 색으로 주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무시구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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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악센트 색상으로 활용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진 3-33>

무시구르 옆에 박는 장식 선 허시먹은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많이 활용되지 않았으며 4 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러나

타국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몽골 전통 매듭단추와

단추 고리는 몽골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8 페센트를 차지한다. <사진

3-34> 반면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장식 중

하나이었던 프린지는 몽골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5 퍼센트 밖에

활용되지 않았다. <사진 3-35>

<3-34> Michel&Amazonka <3-35> O'Couture

2.3. 타국 패션 디자이너와 몽골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몽골 전

통복식의 조형성 비교

몽골 패션 디자이너와 타국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활

용된 몽골 전통복식의 형태는 델, 테를렉과 오지이었다. 타국 패션디자이

너들은 40 퍼센트로 테를렉과 오즈의 형태를 가장 많이 활용했으나 몽골

패션 디자이너들은 42 퍼센트로 델의 형태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몽골 패션 디자이너들은 사각형 앞여밈이 있는 델의 형

테를 주로 활용하였다. 몽골 패션 디자이너들의 그 다음으로 14퍼센트와

13퍼센트로 참츠와 후렘의 형태를 디자인에 활용한 반면 타국 패션 디자

이너들은 1퍼센트와 4 퍼센트로 가장 적게 활용하였다. 반대로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이 델, 테를렉과 오지의 형태 다음으로 각 6 퍼센트 활용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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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츠와 다흐의 형태를 몽골 디자이너들은 거장 적게 1과 2 퍼센트 활

용하였다.

타국 패션 디자이너와 몽골 패션 디자이너 모두 엠제르 티음과 자수

를 디자인에 널리 활용하였으며, 몽골 디자이너들은 자수를 38 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하였다. 모든 패션 디자이너들이 허시먹을 가장 적

게 활용했으며,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이 세 번째로 많이 활용한 프린지를

몽골 패션 디자이너들은 5 퍼센트로 허시먹 다음으로 적게 활용하였다.

액세서리에 경우 타국 디자이너들은 몽골적인 액세서리를 널리 활용한

반면 몽골 패션디자이너들은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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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몽골 유목 민족

의 사고방식과 미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몽골 유목 민족의 역사, 문화와 생활양식을 토대로 몽골 유목민의

고유한 미의식을 밝혀 몽골 전통복식의 조형적 요소와 상징적 요소를 고

찰하였다. 다음으로 사례 연구를 이용해 타국 패션 디자이너와 몽골 패

션 디자이너들의 2013년부터 2020년 까지 발표한 컬렉션에 나타난 몽골

전통복식의 조형적인 요소를 고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을 철학 사상, 신화 사상, 세계관, 역사, 문

화와 생활양식을 활용해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에서 강함에 대한 숭

상, 자연과의 어울림, 정직함과 성실함 존중, 낙관적인 사고와 말에 대한

숭상이란 5 가지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을 도출하여 정의하였다.

강함에 대한 숭상 - 거칠고 추운 기후에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모여서 생활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살기에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활환경, 또한 모든 유목민이 군인이며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 온

몽골 민족 유목민들에게 강함은 중요한 요소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유

목민들이 체력적인 힘이 필요한 것뿐 만 아니라 영리함, 인내심도 중요

하였으며, 의지할 수 있는 자연력과 영원한 하늘의 무한한 힘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강함에 대한 숭상에 포함된다.

자연과의 어울림 - 몽골 유목민들이 사람에게 맞추어 바꾸기보다

사람이 자연에 어울려 사는 것을 선호하여,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을 중요하다고 여겼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다는 것은 물에 이물

질을 넣지 않는다, 풀을 한부로 끊지 않는다 등 몽골 유목 민족의 풍습

에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 또한 민간 예술에서 변하지 않은 그대로 있는

자연의 아름다음에 대해 흔히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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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함/성실함 존중 - 몽골 유목민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

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정직함이라고 본다. 학자 린첸삼부가 몽골 민

족 민요의 미적 가치 “추악을 혐오하여, 과실과 고통을 숨기지 않으며,

진실을 망설임과 꾸밈이 없이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며,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이다.”라고 명백히 했다. 정직함과 성실함을 존중하는 내용을

신화, 민요 등 모든 민속 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낙관적인 사고 - 몽골 유목 민족의 입의 길조에서 미래의 길조라는

속담이 있으며 몽골 유목민들이 고대부터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바라보

며 길조로 여기면 잘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상으로 인해 미래를 축복하

는 몽골 유목 민족의 구비문학의 한 종류 유러얼과 벨게 우그가 생겼다.

말에 대한 숭상 - 이동이 많은 유목민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교통수당인 말이다. 좋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인구가 많지

않은 유목 민족이 큰 제국들을 설립할 수 있었으며, 말은 몽골 유목 민

족에게 단순한 가축 이상의 가치가 있다. 말이 유목민의 동료이자 친구

다. 몽골의 모든 문화 예술에서 말이 등장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말을 인간과 비슷하게 여겼다.

다음으로 몽골 전통복식 참츠, 움드, 겉옷 델, 테를렉, 오지, 후렘, 다

흐, 한타즈, 모자 말가이, 허리띠 부스, 전통화 고탈과 장신구로 나누어

조형성과 상징성을 고찰하였다.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복식은 내복 상의 챰츠와 하의 움드 위에 종아리

반 정도 길고 소매가 손톱을 가릴 정도로 긴 겉옷 델을 착용하였다. 델

의 앞여밈을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작

용을 한다. 남성과 미혼 여성들은 델 위에 허리띠 부스를 맸으며, 기혼

여성들은 20세기 초 까지 부스를 매지 않았다. 17세기 전에 델 앞여밈이

무룰진 앞여밈이었으며, 17세기 후로 사각형 앞여밈이 되어 새워진 칼라

가 생겼다. 델 위에 껴입는 외투 테를렉, 오지, 후램, 한타즈와 다흐가 있

었다. 테를렉은 소매가 팔꿈치까지 길며, 무룰진 앞여밈과 중간에 만나는

맞 앞여밈이 있는 긴 예복이며 오지는 17 세기 이후 기혼 여성들이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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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착용한 앞과 뒤에 긴 트임이 있는 소매가 없는 의복이 다흐는 퍼로

털을 바깥쪽으로 해서 만든 의복이다. 후렘은 델 위에 착용하는 짧은 겉

옷이며 주로 중간에 만나는 맞 앞여밈이 있으며 남성의 예복으로 착용되

었다. 한타즈는 소매가 없는 짧은 겉옷이며 남녀 모두 작용하였다. 다흐

는 털을 바깥 방향으로 하게 만든 매우 추울 때 착용하는 겨울 복식이

다. 또한 델의 앞여밈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기 위해 착용한 어깨

에 걸쳐 입는 무루브츠와 자하가 있었으며 점점 장식적인 요소가 강해졌

다.

부스는 가죽으로 만들어져 금과 보석 등으로 장식하였으며, 남성들

은 부스에서 검, 칼, 주머니 등을 걸었다. 말가이는 전체적으로 다 말 타

는데 바람을 막기 위해 뒤 부분이 길었으며 귀마개가 있었다. 13세기 기

혼 여성 모자 벅턱이 몽골 민족만의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높이가

장식을 포함하면 70 센츠 정도 높았으며, 보석과 금 등을 달아 장식을

하였다. 17세기 후에 벅턱을 착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머리에 쓰는 부분

만 남아 할흐 여성의 털거인 벌트가 되었다. 할흐 기혼 여성들은 머리는

양쪽으로 나누어 새우는 한가리드 날게를 묘사한 머리를 하게 되었다.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화는 말을 타는 활동적인 생활양식에 맞는 편하

고 가벼운 가죽 신발이었다. 몽골 유목 민족의 모든 복식은 보편적으로

말 타거나, 활동적인 생활하기 적합하게 실용적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

다. 델, 후램 등 의복의 가장자리를 앞여밈보다 끝단 까지 전체적으로 퍼

나 브로케이드로 두른 엠제르, 또한 가장자리와 소매에 무시구르와 허시

먹을 달아 장식하였다. 엠제르, 무시구르와 허시먹을 의복에 색상과 대비

되는 다른 색상으로 만들었다.

몽골 전통복식 중 모자와 허리띠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

고 있으며 또한 기혼 여성복식이 다른 복식보다 상징성이 더 뚜렷하다.

몽골 기혼 여성의 벅턱, 데르베게르 우스와 툰드구르 무르는 남성들이

부재중 여성들이 씩씩하게 싸워 적을 물리친 것의 상징이며, 허리띠는

몽골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검, 칼과 화살통을 허리띠에 걸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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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는 힘과 권리를 상징하게 되었다. 17세기 전 복식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의식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었으나, 17세기 청나라 지배 시대에

정책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세계관이 변화 되면서 고요한 미의식이 존

재하지만 다른 새로운 미의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 중 하나는 모든 복

식에 국가의 튼튼함과 국민의 합심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생겼다.

몽골 유목 민족을 영감으로 디자인을 한 몽골과 타국 패션 디자이너

의 컬렉션을 조형적으로 고찰 한 결과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몽골 민

족의 17세기 전 전통복식의 조형적 요소를 디자인에 널리 활용하였으나,

몽골 패션 디자이너들은 전반적으로 17세기 이후 현대 몽골 전통 복식

형태인 사각형 앞여밈과 새워진 칼라, 델 위에 겹쳐 입는 한타즈의 사각

형 앞여밈 모양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몽골 전통복식의 디테일과 트리밍

중에서 자수, 엠제르, 무시구르와 트임을 모든 디자이너들이 많이 활용

하였다.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몽골적인 액세서리를 널리 활용하였으나

반면 몽골 디자이너들은 컬렉션에 액세서리를 활용하지 않았다.

몽골 패션 디자이너들은 작품의 색상과 문양 등을 활용해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전통 복식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디테일과 모양을 현대 패션에서 활용해 그의 상징성을 이용해 미의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당하고 있었다. 반면 타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주로 몽

골에 대한 야생적이며, 강한 중세 몽골군 이미지 혹은 자연과 가까운 친

환경적인 생활방식 등을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맞게 풀어서 디자인을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을 밝혀 몽골 전통복식을 조

형적과 상징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현대 패션에서의 몽골 유목 민족의 전

통복식 요소와 고요한 미의식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여러 몽골

유목 민족의 미의식을 13세기 몽골제국 전으로 도출하였으며, 그 후 17

세기 청나라 지배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17세기 이

후 복식을 여러 몽골 민족 중 할흐 민족의 전통복식으로 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몽골 민족 미를 밝히기 위해 타국 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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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사례가 15명으로 한정한 것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앞으로 17세기 청

나라 지배 시대에 크게 변형된 몽골 전통 복식과 몽골 유목민의 사고방

식을 토대로 미의식과 마족 요소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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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long time, all ethnic groups have lived in various lifestyles

depending on their geographic location, climate, and other living

conditions, and the Mongolian nomadic people lived with a pastoral

nomadic lifestyle, a lifestyle suitable for the harsh and cold weather

of the Mongolian plateau. The pastoral nomadic lifestyle is a lifestyle

that moves along the grassland periodically in four seasons, and the

main livestock is livestock. Livestock of the Mongolian nomadic

people can find food on their own that fits well in their natural

environment, and are composed of five animals, such as sheep and

horses that are strong in cold weather. Due to this living

environment, the philosophical ideas and customs of the Mongolian

nomadic people were established.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rom the 20th century, the world became urbanized, and

all nations lived in a similar environment, but lifestyles were

classified by other factors such as values and ideas. However, even if

they live in the same landscape in modern times, there will certainly

be differences from the ancient customs, manners, and worl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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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Mongolian nomadic people who had lived in

East Asia based on philosophical thoughts and culture. The reflection

of the derived aesthetic consciousness in Mongolian traditional

clothing was revealed using formativeness and symbolism, and the

formativeness of Mongolian traditional clothing in Mongolian and

foreign fashion designer collections was examined mainly in form,

detail, trimming, and accessories,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five unique aesthetic consciousness was derived:

reverence for strength, harmony with nature, respect for honesty and

sincerity, and reverence for introspective thoughts and words. The

harsh climate and constant wars played a big role in forming an

aesthetic consciousness that admires the strength, and the way of

living close to nature, maintaining the original nature, and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became the basis for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harmony with nature. Mongolian nomads lived in

large areas and far apart, and horses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were very important to them, so respect for horses belongs to all

customs and cultures.

The livelihood of the Mongolian people is relatively

time-consuming, so they used the leather and wool of the five axes

to create a nice and active traditional dress that fits their lifestyle.

Since Mongolian traditional costumes were designed to fit the

nomadic lifestyl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region where

they live, they do not deviate much from the initial form, but

maintain their unique form, and for a long time, only the front

fastening and color parts have changed. Mongolian costumes include

tsamts and omd, outerwear Deel, Terleg, Hurem, Hantaaz, uuj, and

Dakh, and were worn according to time and generation. The tradition

of the ancient Xiongnu period was a right-handed way to wea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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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Liao Dynasty to left-to-right, it has been maintained until

the present day. Mongolian traditional costumes became richer during

the Middle Mongolian Empire, but especially during the Yuan Empire,

when materials made of gold thread were used, they became colorful.

From the end of the 17th century, there was a big change in the

front fastening of Mongolian clothing, and the deels with square front

fastening were mainly wor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inherent in the traditional attire of

the Mongolian nomadic people is reflected both formatively and

symbolically. In particular, the costumes of married women have a lot

of symbolic meaning, and as examples of this, we can mention the

buck chin and derveger us. Mongolian traditional costumes have

become more symbolic by colors and patterns other than their shap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llections of modern fashion designers,

it was found that Mongolian fashion designers possess the uniqu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Mongolia with Mongolian traditional

patterns and forms, and foreign fashion designers mainly used strong

military image and wild nature image of Mongolia.

Key words: Mongolia, traditional clothing, aesthetic consciousness,

nomadic ethnicity, moder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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