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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쿠르드인의 검은 천막과 돌 건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최남섭

지도교수 전봉희

이 연구에서는 쿠르드인들(Kurds)이 주요한 건축 재료로 사용해 온 검은 천막과 

돌을 지붕과 벽체로 구성되는 구조체 단위의 건축 유형으로 각각 정의하고, 두 유

형의 원점, 확장, 축소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하나의 지식체계로 구성하는 시도이

다. 이러한 접근은 쿠르드 건축을 검은 천막과 마을처럼 몰시간적인 주거모델로 

정의하는 기존 견해와 다르게 ,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특징이 

있다 .

쿠르드인들은 오랫동안 자그로스와 타우르스 산맥 일대에서 생활하며 민족의식

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성장한 사람들이다 . 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산간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정치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과시할 만한 역사도 거의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거주하던 쿠르디스탄은 역사세계의 주변부에 자리

하고 있어 쿠르드인들은 일찍부터 외부인들의 역사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습지국가들에게 정체불명의 야만적인 산악인들이었고, 이

슬람 학자들에게는 국가와 도시 수준의 문명을 만들지 못한 전야의 유목민이었으

며, 중동에 진출한 유럽인들에게도 문명 이전의 사회를 간직한 미개한 사람들이었

다. 이처럼 외부인들은 쿠르드인들의 세력과 무관하게 역사시대가 시작할 때부터 

최근까지도 그들을 야만적인 사람들로 생각했다. 이와 같은 외부자적인 선입견에

서 검은 천막과 마을의 분류가 탄생했다. 이 몰역사적인 주거 분류는 1923년에 로

잔조약이 체결되어 쿠르디스탄이 지금처럼 분할 뒤에 개정되지 못했다. 

이에 연구자는 다양한 시기에 외부인들이 남긴 문헌기록을 내부자적인 관점에

서 다시 살펴서 쿠르드인들을 전근대의 산악인 집단과 지배가문, 그리고 타민족 

근대국가에 분산 편입된 소수민족으로 구분했다. 또한 연구자는 수년간 현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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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살면서 현장조사한 내용과 문헌자료의 검토를 통해 그들의 건축을 지붕

과 벽체로 구성되는 검은 천막과 돌 건축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두 유형에서 

사용되는 주요 재료는 그들이 산간의 생활과 환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염소 털

과 돌로서 지금까지도 중요한 건축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유형은 각각 지붕과 벽체에 주요 재료가 사용되는 차이 외에도 재질 , 수명 , 사용방

식에서 상반된 특성이 가져서 쿠르드인들의 건축을 여러 측면을 살피기에 적합하

다고 판단했다 .

여기에서 산악인 집단의 주거건축은 유형의 ‘원점’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은 자연적인 은신처에서 벗어나 목축과 농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이동거리와 

계절별로 달라지는 환경과 생계활동에 맞추어 주거천막과 돌집의 벽체와 지붕을 

복합적으로 조절했고,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이동거리를 조절하기도 

했다 . 산악인 집단들은 목축과 농사의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이동성을 고려해 지

붕재료와 형식을 선택했다. 여기에 더해 통기성 지붕으로 덮어지는 천막 유형은 

겨울의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거리를 조절하거나 고정지붕의 돌집을 대체 사

용했고, 돌 건축 유형은 여름의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지붕재료를 나뭇가지나 천

막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유형별로 다른 계절의 적응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또한 이슬람 시대에 지배가문이 사용한 기념비건축은 유형의 ‘확장’이다. 술탄

과 군주처럼 특정이 지역을 거점으로 세력을 확보한 가문들은 돌로 만드는 성채 

외에도 대모스크와 마드라사와 같은 종교시설을 통해서 다른 위상을 드러냈고 , 이

와 다르게 유목부족을 이끌던 부족장들은 다목적으로 사용한 부족장 천막을 활용

했다 . 이처럼 장소에 고정되는 돌 건축과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다니는 천막 유형

으로 나뉘는 기념비건축은 권위형식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지배가

문들의 성채와 이슬람 종교시설은 세력 거점의 권위형식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

지만 , 부족장 천막은 부족 내에서 자체적으로 고안한 형식을 유지하며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부적으로만 외부 요소를 수용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후 타민족 근대국가에 분산 편입된 소수민족의 근현대 건축은 유형의 ‘축소’

이다 . 이 시기를 거치며 지배가문이 사라지고 산악인 집단도 정주하는 경우가 많

아졌다. 이에 따라 성채는 소속 국가의 역사를 증명하는 문화유산, 접경지역의 주

둔시설, 그리고 대부분은 방치되어 사라져갔다. 이와 다르게 부족창 천막은 짧은 

수명으로 인해 자치적인 유목부족의 해체와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이 외에 고립

된 산간에서 위상을 유지하던 지역형식의 모스크들도 최근 들어 이질적인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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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모스크로 대체되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주거건축은 정주생활의 확산 속에서 

주거천막과 가설지붕 돌집처럼 이동성이 강한 비고정식 지붕건축이 도태되었다. 

하지만 고정지붕의 돌집은 증축식 공사 방식을 통해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며 현

대주거로 변모하여 현재 쿠르디스탄의 지배적인 건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쿠르드인들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은 검은 천막과 마을처

럼 추상적인 모델로 단정할 수 없는 다양성을 나타내었다. 산악인 집단은 환경과 

생계에 따라 달라지는 이동거리를 조절하고 지붕형식을 다르게 선택했다. 지배가

문들은 거점지역에서 통용되는 권위형식을 수용하거나, 이와 다르게 자체적으로 

고안한 형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대국가의 등장 이후에 이러한 민족적 

건축 전통은 일상적인 흙지붕 돌집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쿠르드

인들은 하우라만 문화경관처럼 대외적으로 공인된 세계유산을 보유할 수 있었지

만, 그들은 외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 특정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여기에 더해 추

상적인 과거를 마을 박물관에 박제하여 스스로 건축 전통을 축소시켰다. 이에 따

라 그들의 건축은 소속 국가가 관할하는 여러 지역 중에서 산간의 전통을 반영하

는 쿠르드인의 몰시간적인 토속건축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한 민족 공동체의 건축 전통이 축소되는 것은 

쿠르드인들 외에도 여러 국가의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보통 산, 강 , 

바다 , 초원, 사막처럼 정치와 문화의 자연적인 경계지역에서 생활하던 그들은 근

대국가의 국경이 설치된 뒤에 여러 국가에 분산 편입되어 소수민족으로 전락했고 

결국 개별적인 건축역사를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발생한 건축사의 빈틈들은 여

전히 세계 곳곳에서 확인된다 . 비록 이 연구는 쿠르드인의 건축에 한정하여 전근

대의 일상성과 기념비성을 나누어 살펴보고 근대 이후에 축소되는 과정을 확인한 

것에 그쳤지만,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비국가적 집단의 건축이 역사적으로 

조명되어 건축사에서 다루지 않는 빈틈들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쿠르드인, 쿠르디스탄, 소수민족, 토속건축, 검은 천막, 마을, 이슬람 건축, 

현대주거, 세계유산, 이란

학  번 : 2015-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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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mes Transliteration System 참조.

◦ 자음

철자 ء ب پ ت ث ج چ ح خ د ذ ر

아랍어 ‘ b - t th j - ḥ kh d dh r

페르시아어 ‘ b p t s j ch ḥ kh d ẕ r

구분 ز ژ س ش ص ض ط ظ ع غ ف ق

아랍어 z - s sh ṣ ż ṭ ẓ ‘ gh f q

페르시아어 z zh s sh ṣ ż ṭ ẓ ‘ gh f q

구분 ك گ ل م ن ه و ي ة ال

아랍어 k - l m n h w y a al-

페르시아어 k, g g l m n h v, u ī, y - -

◦ 모음

장모음/

중복모음

ا و ي
단모음

 ā ū ī a u i

▣ 쿠르드어 전사

S. Ahmadi, “A Rule-based Kurdish Text Transliteration System”, ACM 

Transactions on Asian and Low-Resource Language Information Processing 

(TALLIP), Vol. 18, Issue 2 (2019), No. 18. 참조.

◦ 자음

철자 ب ج چ د ف ه گ ح ژ

쿠르드어 b c c d h f g ḥ j

철자 ك ل ڵ م ن پ ق ر ڕ

쿠르드어 k l l m n p q r r

철자 س ش ت ڤ و خ ز غ

쿠르드어 s sh t v w kh, x z gh

◦ 모음

철자 ع ا ێ ه ی ۆ و وو ی

쿠르드어 ‘ ā a e ī o u ū y, ī



- xiv -



 

 

 

 

For  every  nameless  Kurd i sh  shepherd ,  fa rmer,  v i l lager  and  ord inary  person ,  

who  have  sus ta ined  the  loca l  t rad i t ion ,  

and  suppor ted  th i s  re search  a t  no  cos t .  

 

… 

 

J i  bo  ş i van ,  co tkar,  gund î ,  ge l  û  hemû kurdên  

ku  kevne şop iyên  xwe  paras t ine  

û  bê  bendewar î  keda  xwe  dane  vê  lêko l înê .  

 

… 

 

هی هر، گرد پ رزي وە ، ه ن ا ن شو شي ن ا گ ە کی و د دی خه   کوردی عا

ه هت ک ن ن سموو و سو يش ڕە ت ە نش و ا ن ز ر ا   پ

چ ب و ە و خهرج هي و ن ي وەری ههز ا ی ي شه ئ ي ق ق ا ن ت ا .د  

 

… 

 

و  ه ئ و  ی  ي سا ا ئ کی  خه و  ن  ا ک ە د ن گو کی  خه ر،  ا ي ت جوو ر،  ا د ژە ا ئ هر  ب شکهش  هیپ ن ا هس ک  

ە  وو ست را ا پ ن  ا ي ن ا ي خۆ وچهی  ا ن ی  ن ا ک ه ت ي ر ه ن ه  ک  

ه ن وو ب رم  ە د ی  ت ه رم ا ي ا  د ە و ه ن ي کۆ ل م  ه ل هک  ي ي ن ا ڕو وە چا چ  ه ب  ه  ب .و   

 

… 

 
می ا ن ی ب کورد  و  دی  عا م  مرد ی،  ي ا ،روست ورز  کشا  ، ن  ا پ چو ی  را ب  

د ن ا ه کرد ظ  حف را  ی  محل ی  ها سنت  که   

. د ن ا ه  د کر کمک  ق  ي حق ت ن  ي ا ه  ب ی  شت ا د چشم چ  ي ه ون  د ب 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  수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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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과 목적

비국가적인 집단은 건축 역사를 가질 수 없었다 . 역사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과거가 아니다. 홉스봄(E. Hobsbawm)에 따르면 , 현재 우리가 

말하는 역사는 근대 민족국가가 통합된 의식을 만들기 위해 재편한 과거로서1), 곧 

국사(國史)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역사에서 국가 운영을 주도하지 못하는 비국가

적인 집단 , 혹은 소수민족의 과거는 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 보통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건축의 역사는 민족국가의 유구한 전통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 내에서 발견된 유적, 유물, 그리고 건축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만든 물질

문화의 서사로서 국사의 일부가 되며, 그 관심은 시대를 선도하는 장식과 구조 방

식을 증명하는 궁전과 종교시설처럼 권위적인 건축에 집중된다 . 이와 다르게 소수

집단의 건축은 보편적인 건축사에서 배제되고, 국토의 가장자리에서 지역색을 드

러내는 토착적인 건축으로 여겨지며 , 소재지 , 사용자 집단, 건축 재료, 구조법 등

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하나의 모델로 취급된다. 이처럼 국가가 기념비 건축의 역

사를 독점하고, 비국가적인 집단이 주변 지역의 일상적인 건축만을 보유하는 상황

은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후에 전 세계에서 나타난 보편적 현상이었다 . 

여기에 건축사 연구의 빈틈이 있다. 비국가적인 집단의 건축이 시대를 선도하는 

기념비 형식을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건축사학은 그들의 건축을 일상적인 차원에

서 몰시간적으로만 다루어야 하는가? 인류가 모여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래 석기

인들이 ‘풍요로운 석기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 적도 있었지

만2), 이후 거의 모든 집단에서는 우두머리와 그를 따르는 구성원들 사이에 위상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일상적인 건축과 기념비 건축이 하나의 사회 안에서 

공존했다3). 이러한 양상은 세계 각지의 크고 작은 문화 공동체에 존재하는 현상이

었지만, 근대국가는 자기중심적인 역사관으로 건축 역사를 재편하고, 비국가적인 

집단의 건축을 일상적인 차원에서 사용자와 지역을 대표하는 민족지적인 모델로 

전락시켰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축사학에서 다루는 연구 대상은 축소되었고 , 

1) 에릭 홉스봄 지음, 역사론(강성호 옮김, 서울: 민음사, 2002), p. 27.

2) 마셜 살린스 지음, 석기시대 경제학: 인간의 경제를 위한 인류학적 상상력(박충환 옮김, 
파주: 한울, 2014), p. 27.

3) 전봉희, ｢건축사의 빈틈｣(한스 율겐 한제 외 지음, 서양목조건축, 전봉희 옮김, 서울: 발
언, 1995), p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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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로 건축사에서 포함하지 않는 공백이 발생헸다.

물론 비국가적인 집단의 건축 연구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건축

은 주로 토속건축(Vernacular Architecture) 분야에서 다루어졌다 . 이 명칭은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스콧(G. G. Scott)이 ‘지역에서 대다수를 점유하는 세속건축’을 가

리키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토속건축은 고딕건축의 부흥을 위해 개선

되어야 할 지역의 천박한 주거건축이었던 것처럼4), 당시 유럽인들에게 탐구할 만

한 대상이 아니었다 . 이러한 생각은 루도프스키(B. Rudofsky)가 건축가 없는 건축

에서 다수의 이름 없는 건축가들이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온 공동체적

인 건축(Communal Architecture)의 가치를 조명한 뒤에야 바뀌었고5), 이 자극은 30

여 년이 지나고 나서 올리버(P. Oliver)가 각국의 연구자 654명과 함께 토속건축의 

분포를 총망라하는 성과로 나타났다6). 이후 애스퀴스와 벨링가(L. Asquith and M. 

Vellinga)가 편찬한 21세기의 토속건축을 보면, 연구자들의 관심은 과거의 특성

을 밝히는 단계를 넘어 현재와 미래의 토속건축으로 확장되어 있었다7). 하지만 토

속건축의 어원이 ‘방언(vernacular)’에서 유래한 것처럼8), 그 연구 대상이 특정 지

역의 자연환경에 적응한 일상건축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 물론 토속건축의 

연구자들은 외부의 관찰자적 입장에서 특정 건축의 미시적인 변형을 다루기는 했

지만 , 사용자들의 역사를 고려해 연구 대상을 확장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비국가적인 집단의 건축을 역사적으로 다루는 접근은 없었다.

4) George Gilbert Scott, Remarks on Secular & Domestic Architecture, Present & Future 
(London: John Mirray, 1858), p. v. “나는 수년 동안 아래와 같은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
다. 첫 번째, 우리 시대에 지역에서 대다수를 점유하는 건축(the vernacular Domestic 
architecture)은 우리 문명의 수준에 걸맞지 않아,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 p. vii. “나는 
우리의 토속건축이 가진 천박함과 지금까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부분적으로 성
공한 점을 환기시키고 싶다. 또한 나는 어떤 형식이 교회에 적합하고, 다른 형식이 주택에 
적합하다는 이론의 불합리성과 함께, 교회건축과 세속적인 건축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
러운 분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싶다. ... ”

5) B. Rudofsky ed.,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s: A Short Introduction to Non-Pedigreed 
Architecture (New York: Doubleday, 1964), Preface.

6) P. Oliver ed., Encyclopedia of Vernacular Architecture of the World, Vol. 1-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7) L. Asquith and M. Vellinga ed., Vernacular Architecture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ory, Education and Practice (Oxford: Taylor & Francis, 2006), p. 1.

8) P. Oliver, Dwellings (London and New York: Phaidon, 2003), pp. 11-2. 이 명칭은 19세기
에 건축가와 작가들이 언어학에서 사용하던 방언(vernacular)을 차용한 뒤부터 사용되기 시
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건축 분야에서 버나큘라는 특정 지역에서 대중들이 사용하는 건축적
인 언어를 의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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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비국가적인 집단들의 건축을 몰시간적인 일상건축으로 단정하고 지리

적인 분포와 특징적인 형태에 집중하는 기존 태도를 반성하고, 근대국가가 그들의 

건축에서 기념비성을 배제하여 발생한 건축사의 빈틈을 메우며 , 그들이 국토의 가

장자리에서 살아가는 소수집단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쇠락한 건축 전통의 실상

을 살펴서 밝혀서, 그들의 건축 역사를 하나의 지식체계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쿠르드인들(Kurds)이 주요한 건축 재료로 사용해 온 검은 천막과 

돌을 지붕과 벽체로 구성되는 구조체 단위의 유형으로 각각 정의하고 , 두 유형의 

원점 , 확장, 축소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하나의 지식체계로 구성하는 시도이다. 이

러한 접근은 쿠르드 건축을 검은 천막과 마을처럼 몰시간적인 주거모델로 정의하

는 기존 견해와 다르게,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특징이 있다 .

쿠르드인들은 자그로스(Zagros)와 타우루스(Taurus) 산맥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민족의식을 공유하게 된 사람들이다 . 그들의 거주지역은 쿠르디스탄(Kurdistan)이

라고 부르는데, 1923년에 로잔조약이 체결된 뒤에 지금과 같이 터키, 이라크, 이

란, 시리아 등의 근대국가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약 4,000만 명의 쿠르드인들이 

북부(Bākūr), 남부(Bāshūr), 동부(Rōzhhalāt), 서부(Rōzhāvā)로 분할된 쿠르디스탄으

로 흩어져 타민족 근대국가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되

었다 . 하지만 그들은 ‘국가 없는 사람들9)’이라는 대중적인 타이틀을 얻었을 만큼 

소속국가와 갈등 속에서 독립국가의 건설을 단념하지 않으며, 현재 세계 최대의 

비국가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쿠르드인들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검은 천막(black tent)과 마을

9) G. Chaliand이 연구논문을 모아서 편찬한 A People without a Country: The Kurds and 
Kurdistan (M. Pallis eng. tr., New York: Olive Branch Press, 1997)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용어이다. ‘국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은 그가 앞서 편찬한 프랑스어판 Les Kurdes et le 
Kuridistan (Paris: Maspero, 1978)과 같은 제목의 영국어판(Zed Books, 1980)을 미국판으로 
증보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며, 이후 쿠르드인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용어로 자
리잡게 되었다. 이후에도 M. Eppel이 저술한 A People without a State: The Kurds from 
the Rise of Islam to the Dawn of Nationalism (Texas: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m, 
2016)처럼 각색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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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로 분류된다 . 이러한 생각은 19세기에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쿠르디스탄에서 정보 수집에 몰두하던 기간에 형성된 것으로서 , 당시 유럽인들이 

어떠한 역사기록도 참고하지 않는 태도10)와 단일 건축과 집단 거주지를 혼동하는 

비건축연구자의 시각이 투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20세기 동안 쿠르디스탄은 반란

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분쟁지역이었고, 여러 국가 사이에서 접경지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개인 연구자의 활동이나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시행되기 어려웠다. 이러

한 상황에서 쿠르드인들의 건축을 이해하는 시각은 한 세기 전에 분류된 주거건

축 모델에서 개정되지 못했다.

이에 연구자는 다양한 시기에 외부인들이 남긴 문헌기록들을 살펴서 쿠르드인

들의 역사를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다시 구성하고 사용자 집단의 성격과 건축적 

층위를 구분하여 각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쿠르드인들은 역사를 주도한 사

람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산간에 흩어져 생활하며 장기간 지속된 

정치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과시할 만한 역사도 거의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이 거주하던 쿠르디스탄은 역사세계의 주변부에 자리했기 때문에 , 쿠르드인들은 

일찍부터 외부인들의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다11).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습지국

가들이 남긴 기록, 이슬람 학자들이 저술한 역사서 , 그리고 유럽인들이 남긴 여행

기 외에도 신생 근대국가들이 국토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인구통계보고서

처럼 시대마다 다른 외부인들의 눈을 통해 역사에 기록되었다 . 물론 이러한 기록

들은 다양한 언어로 작성되고 , 일관된 태도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으며, 그

들을 비하하는 표현도 많다. 또한 쿠르드인들의 건축은 스스로 개발해 낸 형식이 

아니고, 변화하는 속도도 느리며 변화의 폭도 작았기 때문에, 건축의 성격 차이를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구자는 쿠르드인들과 관계된 

문헌과 함께 , 현지에서 조사한 건축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들의 건축에서 나

타나는 여러 측면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 

이를 통해서, 쿠르드인들의 건축을 검은 천막과 마을로 분류하는 시각을 재고하

고, 그들의 건축을 구조체 단위로 이해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산악유목민에서 유

래한 쿠르드인들은 자연적인 은신처를 벗어난 뒤에 산간의 환경과 계절이동에 적

10) A. M. Khazanov, Nomad and the Outside World (J. Crookenden eng. t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 10.

11) 제임스 C. 스콧, 농경의 배신: 길들이기, 정착생활, 국가의 기원에 관한 대항서사(전경훈 
옮김, 서울: 책과함께, 2019),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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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공적인 거주처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주

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거주 조건에 맞추어 지붕과 벽체를 만들

었다 . 이러한 구축 방식은 단조롭고 추상적인 민족지적인 모델이 아니라, 재료의 

특성 , 거주환경 , 경제활동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며 정주형식의 성격과 특성

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 쿠르드인들이 사용한 권위형식의 특성과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들 중에는 제국이나 지역 군주처럼 특정 지역을 통치하거나, 부족장처럼 다수의 

부족원을 통솔하던 자치적인 가문들이 있었다. 그들은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건축

과 구별되는 기념비건축을 사용해 다른 위상을 나타내었다. 여기에 포함된 권위형

식은 건축사를 선도하지는 않았지만 , 동시대에 통용되던 외부 형식을 수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고안한 것으로서, 쿠르드인들과 외부세계 사이에 문명교류를 가늠하

는 척도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쿠르드인들이 근대국가에 나뉘어 편입된 뒤에 그들의 건축에서 나

타난 변화를 살펴서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를 거치며 그

들은 자치세력을 상실하고 타민족 근대국가의 관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지금 우

리가 접할 수 있는 쿠르드인들의 건축은 이와 같은 상황에 적합한 일부로 축소된 

결과로서, 비국가적인 집단의 건축 전통이 타민족 근대국가의 관리 체제 안에서 

축소되는 일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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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대상과 방법

이 연구에서 쿠르드인(Kurd)은 특정 가문이나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문헌에 쿠

르드인이라고 기록되었거나 스스로 자처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쿠르

드인은 쿠르드어(Kurdī)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 하지만 이 말은 누군가 제정한 단일

한 공용어가 아니라 , 산간의 계곡마다 다른 방언으로 구성된다 . 또한 쿠르드인들

은 ‘세계 최대의 단일 민족’이라고 여겨지지만, 특정한 인물의 후손으로 구성된 혈

족도 아니며 , 같은 군주를 섬기던 피지배민 집단도 아니었고, 동일한 신을 숭배하

는 신도들도 아니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은 많은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의 역

사는 외부인의 선입견에서 정체불명의 야만인으로 기록된 파편들로 구성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말을 모두 밝히는 문헌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다. 이에 연구자는 쿠르드인들을 오랫동안 인접한 산간에서 생활하며 민족의식을 

공유하게 된 공동체로 이해하고 그들과 관련된 문헌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범위에

서 다루고자 했다 .

여기에서 쿠르디스탄(Kurdistan)은 성

격이 다른 내부와 외부지역으로 나눈다. 

쿠르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시대

마다 규정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인

문적인 공간이다. 내부지역은 자그로스

(Zagros)와 타우루스(Taurus) 산맥을 중

심으로 분포하며, 쿠르드인들이 유래한 

산간지역이다. 이곳은 여전히 쿠르드인

들이 대부분의 거주 인구를 구성하고 있

어 지금도 쿠르디스탄으로 여겨진다(그

림 1-1). 이와 다르게, 외부지역은 내부

의 바깥에 해당하며 , 쿠르드인들이 정복

이나 파견, 강제 이주 , 피난처럼 정치적인 이유에서 정착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곳은 산간의 전통보다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쿠르드인들이 거주하는 경우

가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 쿠르디스탄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여기에 

그림 1-1 현재 쿠르디스탄의 지리적 범위

(S. Maisel e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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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이 연구에서 다루는 외부는 중동지역 내에서 내부와 상대적인 지역으로 정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대전과 이후 정치적 이유로 쿠르드인들이 거주하게 된 

러시아나 독일 등지의 유럽은 제외한다.

구분 자키(M. A. Zakī) 헴긴(E. Hemgin) 보스워스(C. E. Bosworth) 이자디(M. R. Izady) 마이셀(S. Maisel)

선사시대 -

선사시대

농경과 목축 시작

: 12,000-6,750 BCE 
인공적인 주거건축 출현

: 10,000 BCE

선사시대

농업기술과 인도유럽어 확장

: 10,000-3000 BCE

이슬람

이전의

역사시대

쿠르드 역사의 탄생

1) 고대부족-메디아시대

: 20–7c BCE
2) 이슬람 등장 이전

: 9c BCE–7c CE
3) 투르크인의 정복기 이전

: 7–12c CE
4) 부예 왕조 시기

: 10–11 c CE

이슬람 이전 시대

1) 쿠르디스탄의 첫 거주만

: 3000 – 100c BCE
2) 알렉산더 원정 이후

: 4c BCE – 7c CE

기원과 이슬람 이전

1) 고대부족-메디아시대

: 20–7c BCE

역사시대

1) 고대(산간-평지의 경쟁)
: 3000-400 BCE
2) 고전(정체성 확립)
: 5c BCE – 6c CE

신화와 우화의 시대

: ? BCE – 12c CE
(정체성 특정 어려움)

전근대

이슬람

시대

오스만 제국 이전 시대

1) 이슬람 세력의 확장기

2) 쿠르디스탄의 이슬람화

: 7-15c CE

1920년 이전 이슬람 시대

1) 구체적인 기록 확인

2) 쿠르드인 왕조의 등장

3) 몽골-투르크인의 정복

3) 중세(융성기)
: 7-9c 정치세력의 재등장

: 10-12c 문화의 황금기

(아이유브 왕조, 최전성기)

: 13-15c 자치세력 확보

(셀주크, 화레즘 샤, 일한, 티무르)
(지역의 자치세력 유지)

중세 이슬람 시대

: 610-1500 CE
(이슬람 등장부터 오스만-
사파비 경쟁기 이전 )

일한 왕조의 정복기

1) 투르크 아타벡의 시대

: 11–12c CE
2) 화레즘 샤와 일한 시대

: 13c CE

사파비 왕조 시대

1) 흑양과 백양 시기

: 14-15c CE
2) 사파비와 오스만 시기

: 16-17c CE

오스만-사파비 시기

1) 오스만-사파비 국경전쟁

2) 쿠르드 공국의 활동

: 16-20c 초 CE

4) 초기 근대(쇠퇴기)
: 1497-1918 CE
(대항해시대: 육상무역 감소)
(1차 세계대전: 지배세력 해체)

초기 근대

: 1500-1830 CE
(오스만-사파비 경쟁기부터 

탄지마트개혁 이전)

근대

전환기

현재까지

1) 아프샤르 왕조 시기

: 18c CE
2) 19세기 중기

3) 19세기 후기

혁명의 시대

: 1830-1906 CE
(행정개혁의 시대)

근현대

4) 20세기

  - 제1차 세계대전

  - 1925년 반란

  - 1930년 반란

-

1920년부터 현재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2) 1922년 술탄제도 폐지

3) 근대국가의 등장

5) 근대(수난기)
: 1919-1959 CE
6) 현대(회복기)
: 1960 CE-현재

혁명/전쟁/제국의 몰락기

: 1905-23 CE
(근대국가 등장 이전)

표 1-1 쿠르드인 역사의 연구자별 시기 구분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전근대와 근현대는 터키 , 이란, 이라크 등의 타민족 근대국

가들이 등장한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한다. 쿠르드인들의 역사에서 기원전 3,000년

경 역사의 시작 , 기원후 7세기 이후 이슬람의 성립과 확장, 이어진 몽골-투르크 제

국들의 정복활동, 16세기 오스만 제국과 사피비 왕조의 경쟁기, 그리고 20세기 초

의 근대국가의 등장은 시기 구분의 중요한 기점이다(표 1-1). 전근대의 각 시기가 

다양한 구분과 해석이 가능한 것과 다르게, 근현대는 일관된 견해로 이해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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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자키(M. A. Zaki)12)는 1908년에 멜리(Mellī) 가문의 이브라힘 파샤(Ibrāhīm 

Pāshā)가 벌인 민족운동에서부터 저자가 연구서를 발행하기 전까지를 쿠르드인들

의 독립투쟁기라고 규정했다13). 1982년에 헴긴(E. Hemgin)은 1918년까지 확인되는 

자치적인 가문들의 활동과 세력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지만, 그들이 

세력을 상실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14). 1986년에 보스워스(C. E. 

Bosworth) 등은 이슬람 대사전15)의 초판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쿠르드인의 역사

를 세 시기로 나누고 , 그중에 1922년 오스만 제국의 봉건적 술탄제도의 폐지와 근

대국가의 등장을 마지막 시대로 규정했다16). 이후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자디

(M. R. Izady)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를 쇠락하던 쿠르드인들의 수난기로 규정하

고17), 1960년대에 이르러 쿠르드인들이 현대적인 생활을 누리며 정치세력을 되찾

아가는 회복기와 구별했다18). 2018년에 마이셀(S. Maisel)도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쿠르드인들의 역사를 시기별로 다루면서, 마지막 부분을 1906-23년에 혁명, 전쟁, 

제국의 몰락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변혁기라고 규정했다19). 이처럼 20세기 전반의 

근대국가 등장은 쿠르드인의 역사에서 자치적인 전근대와 타민족 정부의 관리 아

래 들어간 근현대의 분기점이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쿠르드인들의 집단 성격과 그들이 사용하던 건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는 쿠르드인들의 집단적 성격 차이를 중심으

로 전근대의 ‘산악인 집단’과 ‘지배가문’, 그리고 ‘타민족 근대국가에 분산 편입된 

12) 1880년에 이라크의 술라이마니야에서 태어났고, 1948년에 같은 도시에서 사망했다. 본 연
구에서는 M. A. Zakī가 1931년에 쿠르드어로 저술한 Khulāṣa-i Tārīkh-i Kurd wa Kurdistān 
1권과 1937년에 발행된 2권을 2002년도에 Y. R. Ardalān이 페르시아어로 번역한 뒤에 한 
권으로 묶어서 발행한 연구서를 참고했다.

13) M. A. Zakī, Zubda-i Tārīkh-i Kurd wa Kurdistān (Y. R. Ardalān per. tr., Tehran: Tūs, 
2002), pp. 187-201.

14) E. Hemgin, Ku ̈rdistan Tarihi (Istanbul: Doz, 1982, reissue 2013), pp. 575-9.

15) M. Th. Moutsma, A. J. Wensinck, T. W. Arnold, W. Heffening and E. Lévi-Provençal 
ed., The Encyclopedia of Islam, Vol. 2, Leiden and London: Brill and Luzac, 1927.

16) C. E. Bosworth, E. van Donzel, B. Lewis and Ch. Pellat ed., The Encyclopedia of Islam, 
New Edition (Leiden: E. J. Brill, 1986), p. 464.

17) M. R. Izady, The Kurds: A Concise Handbook (Washington, Philadelphia and London: 
Crane Russak, 1992), pp. 59-60.

18) M. R. Izady, op. cit. (1992), p. 69.

19) S. Maisel, The Kurds: An Encyclopedia of Life, Culture, and Society (Santa Barbara and 
Denver: ABO-CLIO, 2018),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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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산악인 집단’은 고립된 산간에서 대규모 정치세

력을 만들지 않고 자급적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보통 야만인으로 여겨지던 산

악인들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역사시대 초기부터 이슬람 시대 , 유럽인들의 중동

진출기, 그리고 근대국가 설립 이후에 작성된 문헌들을 검토했다 . 그리고 ‘지배가

문’은 특정한 지역이나 부족을 통치하던 전근대 지배세력이다. 술탄과 지역 군주

처럼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보유하던 가문들에 대해서는 무슬림 학자들의 

문헌 중에서도 쿠르드인의 최초 역사서로 평가되는 샤라프 앗 딘의 샤라프나마

(Sharaf-nāma)와 현지 역사가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살폈다 . 이와 다르게 아랍-페

르시아어 문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유목부족장들은 19세기부터 유럽여행자들이 

남긴 쿠르디스탄 여행기록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어서 ‘타민족 근대국가에 나뉘어 

편입된 쿠르드인들’은 주소지와 이름, 그리고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는 과정은 터

키, 이란 , 이라크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한 인구통계보고서와 지역 지도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어서 연구자는 성격이 다른 쿠르드인들의 건축을 일관된 관점으로 살피기 위

해, 먼저 19세기에 쿠르드인들의 건축이 검은 천막과 마을로 분류되는 기존 시각

이 형성된 배경과 한계를 살피고, 이후 20세기를 거치며 앞선 시기의 몰시간적인 

이해가 고착되어 현재에 이르는 과정과 문제를 검토했다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쿠르드인들의 건축을 지붕과 벽체로 이루어진 구조체 단위로 전환하고 , 그들이 오

랫동안 주요 건축재로 사용한 검은 천막과 돌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으로 분류하

고, 두 건축 유형의 재료 수급, 제작 방법 , 재질, 수명, 구조법, 무게 등에 나타나는 

상반된 특성을 비교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유형을 쿠르드인의 건축역사에서 

나타나는 원점과 확장, 그리고 축소의 특성을 살피는 기준으로 설정했다.

먼저, 산악인 집단이 산간에서 목축과 농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계절별로 달

라지는 환경에서 벽체와 지붕을 선택하는 특성을 살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원

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연적인 은신처에서 인공적인 구조의 건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거천막과 돌집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추론했다. 여기에서는 메소포타

미아 북부의 모술(Mosul) 일대에서 실시된 석기시대의 주거동굴과 주거지 발굴조

사 결과를 주로 참고했다. 여기에 더해 차일드(V. G. Childe)가 주장한 것처럼 , 현

재 쿠르디스탄의 일부지역에서 확인되는 간단한 구조의 여름용 은신처가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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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했다20).

이어서 주거천막이 계절이동에 적응하는 방법을 살폈다. 여기에서는 페일베르

그(C. G. Feilberg)를 비롯한 천막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검은 천막(resh 

māl)의 재료 , 구성 , 구조 , 수명 , 공간을 확인했다. 이어서 일년내내 천막을 사용하

는 순수유목민들이 지붕으로 사용하는 천막 외에 벽체 재료를 조절하고 따뜻한 

거주지를 선택하는 특성과 반유목민들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겨울 주거를 위해 

대체 주거건축을 모색하는 특성을 각각 확인했다 . 이러한 연구를 위해 유럽인들이 

남긴 기록 외에도 연구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를 함께 활용했다.

또한 반유목민들이 천막을 사용하지 않고 돌집의 지붕형식을 바꾸어 계절 차이

에 적응하는 특성도 살폈다. 이를 위해서 이란 하우라만(Hawrāmān)21) 지역에서 현

장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거건축을 고정지붕과 가설지붕의 돌집으로 분류하

고, 계절별 거주지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을 분석했다. 그중에서도 목축과 

농업 중심의 경제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계절 거주지의 인식 차이와 사용방식을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쿠르드인의 주거건축에서 확인되는 지붕형식과 정주유

형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으며 , 이동성에 따라 지붕 천막과 가설지붕 , 그리고 고정

지붕을 다르게 선택하는 의미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 전근대 지배가문이 구성원들과 다른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기

념비건축의 특성을 살폈다. 이와 같은 유형의 ‘확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에 기

반하는 성채와 이슬람 종교시설을 돌 건축 유형으로 판단하고 , 일정한 공간을 가

지고 다니는 부족장 천막을 천막 유형으로 나누어서 권위형식을 수용하고 자체적

으로 고안하는 특성을 살폈다.

먼저 술탄과 지역 군주가 지휘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성채(qal’a)의 보편적 

입지 특성과 성벽의 상징성을 확인하기 위해, 명칭의 어원을 살피고 , 관련 사료와 

발굴조사성과를 함께 검토했다. 이와 함께 전근대 무슬림 성채를 구성하는 주요시

설의 종류를 살피고 , 그중에서 대모스크(masjid-i jāmi)와 마드라사(madrassa)가 가

20) 2015-20년에 실시한 현장조사의 진행 내용은 ‘1.3. 현장조사의 진행’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21) 하우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거주지역을 가리킨다. 대부분이 이란의 코르데스탄주와 케
르만샤주에 위치하고, 이 지역의 일부가 이라크에 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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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관련 연구성과를 통해서 살폈다 .

이를 바탕으로 쿠르디스탄의 두 지역에서 성채와 두 종교시설이 권위형식을 수

용하는 방식을 나누어 검토했다. 외부지역에서는 살라딘(Ṣalāḥ al-Dīn Yūsef 

Auyūbī)22)과 아이유브 가문의 술탄들의 수도였던 카이로(Cairo), 다마스쿠스

(Damascus), 알레포(Aleppo)를 대상으로, 그들이 점령한 뒤에 성벽, 성문 , 해자, 경

사면을 강화하는 특성을 살피고, 성채에서 대모스크와 마드라사를 확충하는 과정

에서 사용한 권위형식의 종류와 특성을 확인했다 . 하지만 당시 아이유브 가문의 

쿠르드인 군주들이 건설한 성채와 종교시설은 이후 맘루크 왕조와 오스만 제국에 

의해 변형되거나 20세기부터 중동의 정치적 분쟁으로 파괴된 경우가 대부분이었

고, 연구자가 합법적으로 방문할 수 없는 시리아가 포함되어 있어 , 이 부분의 연구

를 위해 발굴조사 보고서와 이차적인 연구성과를 활용해야 했다.

내부지역 성채는 정복성채와 건설성채로 나누었다. 디야르바크르(Diyarbakr), 핫

케이프(Hasankeyf), 에르빌(Erbil), 마르딘(Mardin), 반(Van) 성채처럼 쿠르드인 군주

들이 정복한 이후에 성벽, 성문, 해자 등에 실시한 공사의 특성을 문헌자료를 통해

서 살폈다. 사난다즈(Sanandaj), 술라이마이야(Sulaymaniya), 자완루드(Jawanrud) 성

채처럼 군주들이 새롭게 건설한 성채에서 성벽을 축약하는 현상을 문헌에서 확인

했다 . 이를 해석하기 위한 단서로서 현지 사학들의 문헌에서 사용되는 성채 표기

의 특성을 분석하여, 쿠르드인들이 가진 자연적인 성채(qal’a-i ṭabi’ī) 인식의 특성

을 분석했다 . 이와 함께 내부지역에서도 쿠르드인 군주들이 건립한 대모스크와 마

드라사에서 확인되는 권위형식의 종류와 특성을 현지 연구자들의 조사성과를 통

해 함께 검토했다 . 

이 외에 천막 유형이 자체적으로 권위형식을 고안하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디완하나(dīwānkhāna)라고 부르는 부족장 천막을 주목했다 . 유목부족들은 종교시

설을 위한 별도의 천막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 내에서 권위형식의 사용

은 부족장 천막에 집중되었다 . 하지만 이러한 부족장 천막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

에, 19세기에 유럽여행자들이 남긴 부족장 천막의 경험기와 20세기에 천막 연구자

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천막의 크기와 용도 , 내부 구성을 복원적으로 

고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장들이 부족 구성원과 같은 형식의 천막을 사용하

22) 본명은 살라흐 앗 딘 유셰프 아이유브이지만, 연구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살라딘’으로 줄여
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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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크기, 기능, 장식, 집기를 통해 다른 위상을 나타내는 특징을 살폈다. 여기에 

더해 부족장 천막의 내부에서 디완하나(dīwānkhāna)23), 하렘(ḥarrem), 부속시설의 

구성 방식을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살피고, 각 유형의 지리적 분포가 나

타내는 의미를 분석했다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근대에 지배가문들의 돌 건축 유형이 외부와 내부지

역에서 외래적 권위형식을 수용하는 특징과 함께 , 그 안에서 나타나는 쿠르드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 이와 함께 , 천막 건축 유형이 자체적으로 고안한 권위형식의 

형태와 내부적인 특성을 나누어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근대국가가 등장하고 쿠르드인들이 나뉘어서 편입된 이후에 전근

대 층위를 이루던 건축 전통이 위축되는 과정을 살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축소’

를 살피기 위해, 먼저 전근대 권위건축이 행정기능을 상실한 이후에 유형별로 다

르게 쇠락하는 과정을 살폈다 . 돌로 만드는 성채가 국가적 문화유산,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혹은 방치되는 상황을 문화유산 조사보고서 , 언론 기사, 그리고 현장 조

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수명이 짧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부족장 천막이 유목부족

의 해체 이후에 사라지고 난 뒤에 권위형식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잔존하다가 사

라지는 과정을 사진 기록과 언론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여기에서는 전근대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던 산간마을의 모스크가 나타내던 지

역적 권위형식의 특성을 조명하고 , 점차 현대적 모스크로 대체되어 지역색을 상실

해 가는 과정을 살핀다 . 이를 위해 하우라만 지역의 거주민들이 구분해서 부르는 

옛 모스크(masjid-i qadīmī)와 새 모스크(masjid-i jadīd)의 특성을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과 함께 지역에 전하는 옛 사진을 비교해서 검토했다.

이어서 쿠르드인들의 주거건축이 지붕형식에 따라 도태되거나 변모하는 상황의 

특성도 살폈다. 20세기에 정주생활의 확산 속에서 이동성이 강한 천막과 가설지붕

의 건축이 쇠락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검은 천막이 현재 실태와 함께 , 

하우라만 지역에서 목축에 의존하는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가설지붕도 

사라지는 특성을 살폈다 . 이와 다르게 정주화 속에서 고정지붕의 돌집이 새로운 

재료와 공간적인 요구를 수용하며 지배적인 현대주거로 전환하는 과정을 확인했

다. 특히 팔란간 마을에서 나타나는 주거건축의 시대별 유형과 증축식 공사를 통

23) 부족장 천막과 천막 내부의 공적공간을 모두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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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는 특성을 현장조사로 확인했다 . 이를 통해서 고정지붕의 

돌집이 지배적인 현대주거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전근대적 건축 층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세계유산 제도를 통해서 

민족 전통이 공인되는 상황의 특성을 살폈다. 현재까지 유일한 사례로서 하우라만

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manat)’의 등재과정을 살피고 , 축소

된 민족 전통이 마을 박물관(muze-i rūstāī)에 박제되는 상황과 의미를 분석했다 . 이

러한 검토를 위해 현장조사에 확인한 실태와 하우라만 문화경관본부(CLH/U)24)의 

보도 자료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서 세계유산목록의 등재가 쿠르드인들의 민족 전

통을 소속 국가의 지역 전통으로 축소하여 결국 몰시간적인 토속건축으로 전락시

키는 상황을 확인했다.

1장 서론

2장 집단 구분과 건축 유형의 분류

산악인 집단 / 지배가문 / 타민족 근대국가에 분산 편입된 소수민족

검은 천막 / 돌 건축 유형

3장 유형의 원점
산악인 집단의 건축 외피의 조절

4장 유형의 확장
지배가문 권위형식의 수용과 고안

5장 유형의 축소
분산 편입과 민족 전통의 위축

초기 주거의 계절별 분화

- 밀폐공간과 통풍공간의 분화

주거천막의 벽체와 거주지 조절

- 장거리 이동, 돌집의 대체 사용

돌집의 지붕형식 선택

- 고정지붕과 가설지붕의 선택

성채와 이슬람 시설의 보편성

성채와 이슬람 종교시설의 외부 수용

- 외부지역 성채의 보편성 수용

- 내부지역 성채의 지역성 모방

부족장 천막의 자체적 고안

- 크기, 장식, 공간 분할

권위건축의 기능상실과 쇠락 

- 성채의 변질, 부족장 천막의 소멸

- 마을 모스크의 지역형식 대체

주거건축의 정주화와 축소

- 비고정식 지붕 건축의 도태

- 고정지붕 건축의 변모와 현대화

- 고정지붕 건축의 제한적 전통 규정

6장 결론

표 1-2 논문의 구성도

24) 2015년부터 하우라만 문화경관의 등재준비를 위해 조직된 현지조사팀이며, 2020년 7월 등
재 이후에는 해당유산을 관리하는 상설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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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장조사의 진행

이 연구의 진행에서 현장 체류와 어학연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쿠르드인들의 

건축 연구에 대해 일관된 형식으로 조사된 자료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 관련 연구 

성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 문헌의 대부분

이 영어나 접근하기 수월한 학술용어로 번역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현지 밖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외에 쿠르디스탄 중에는 이라크와 시리아처

럼 합법적으로 방문할 수 없거나25), 이란과 터키처럼 방문이 가능한 국가에서도 

접경지역의 도시와 마을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으며, 조사를 위해 장기간 체류

하는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다. 또한 현지조사가 가능하더라도 현지의 문헌을 이해

하고 , 거주민과 인터뷰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쿠르드어와 소속 국가의 공용어 습

득이 필수적이다 . 하지만 쿠르드어는 국내의 대학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으며 , 

이슬람 시대에 중요한 기록언어로 여겨지는 페르시아어도 서울대학교의 아시아언

어문명학부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페르시아어·이란학과 외에 수업을 개설하는 곳

이 없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연구자는 현장조사와 어학연수 과정을 병행하

며 연구를 진행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요 내용

2015 · 체류: 이란 
· 어학: 자가 학습

2016 · 체류: 이란 등
· 어학: 서울대, 한국외대, 노진

2017 · 체류: 이란, 터키 등
· 어학: 노진, 이스파한대

2018 · 체류: 이란, 터키 등
· 어학: 이스파한대, 노진

2019 · 체류: 이란, 터키 등
· 어학: 이스파한대, 서울대

2020 · 체류: 이란 

■ 현지 체류 / ■ 페르시아어 및 쿠르드어 어학연수

표 1-3 현장조사와 어학연수의 진행 일정

첫 번째 조사는 2015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이란 코르데스탄주의 팔란간

(Palangān)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는 경사지 마을의 주거건축에서 나타나

는 시기별 구조와 공간적 특성을 확인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의 사진 

촬영과 실측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해 7월에 팔란간 마을에 돌아와 추가적으로 

25) 이라크의 소란 대학(Soran University) 과학부의 부총장 나흐로 자그로스(Nahro Zagros)가 
기숙사와 연구비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한국 외교부에서 방문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
장을 밝혀 결국 이라크 현지조사는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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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작성하고, 마을의 공간 구성을 확인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엘함 바바에이

(Elhām Bābāeī)26)의 도움을 받아 , 마을 건축의 개략적인 건립연대를 확인할 수 있

었다 . 이를 통해 마을 거주민들과 유대관계(rapport)를 구축하여, 서류상으로 확인

되지 않는 마을 거주민들의 건축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샤호산

(Kuh-i Shāhō)에 올라가 팔란간의 40여 가구가 생활하는 여름 거주지인 고지반

(Gozībān)과 하니에(Hānīe)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확인한 나뭇가지 지붕의 

돌집은 천막을 사용하지 않고 여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후 

연구자가 쿠르드인의 건축을 검은 천막과 돌 건축 유형으로 분류하는 계기가 되

었다 . 또한 이 시기에는 테헤란 문화관광부의 아크바르자데(Daryooshi Akbarzade

h)27) 교수를 통해 코르데스탄주의 문화관광부(MCTH of Kordestan)28)와 연락이 닿

았고 , 당시 부장이던 알레비(Saīd Mohsen Alevī)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발간한 

팔란간 마을의 조사보고서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 . 당시는 이곳의 문화관광부가 하

우라만 지역의 마을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위해 ‘하우라만 문화경관본부

(Pāyegāh-i Maẓare-i Farhangī-i Hawrāmān, CLH/U)’를 설립한 해로서 , 당시 현지에

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었고 , 이에 따라 외국인 연구자가 활동하

기 수월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었다 . 이와 같이 첫해에는 쿠르디스탄에서 기본적인 

건축 특성과 조사 여건을 확인하고, 현지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

2016년부터는 서울대학교와 한국외국대학교에서 페르시아어를 익히기 시작했

다. 수업의 단기적인 목표는 현지인들과 직접 인터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 

장기적인 목표는 페르시아어 사료의 강독이었다. 같은 해 6월 말부터 3주 정도 팔

란간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데히야르(dehīyār)였던 쇼코롤라 히(Shahrīyār 

Shokorollahī)로부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마을의 공공시설 건설과 주택의 새로운 

재료 사용에 대한 경향을 확인하고, 이에 더해 시청 공무원을 대신해 마을의 공사

26) 첫 번째 조사에서 팔란간 마을에 체류하는 동안 경찰에게 여권을 빼앗겼다. 이것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녀의 모친 바시데 로트피(Basīdeh Loṭfī)와 오빠 파르핫 바바에이(Farhād 
Bābāeī)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 부친인 하디 바바에이(Hādī Bābāeī)와 오빠 마지드 바바에이
(Majīd Bābāeī)를 포함해 그녀의 가족들로부터 카먀란의 숙소 마련 외에도 많은 도움을 받
았다. 바바에이 가족은 데즌(Dezhn) 마을 출신으로서, 원래는 팔란간 마을의 조흐랍(Ẓoḥrāb) 
부족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

27) 이란 국립박물관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이란 문화관광부 산하의 아자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한국에서 이희수 교수의 쿠쉬나메(이희수 역, 파주: 청아출판사, 2014)
에 이란측 공동 번역자로 알려져 있다.

28) Ministry of Cultural Heritage, Tourism and Handicraft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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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데히야르와 쇼우라(Dehīyār wa Shoūrā)’29) 제도의 역할

과 한계를 조사했다 . 그들은 하우라만 지역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마을 건축

의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임무를 담당하지만, 당시 문화관광부의 담당자

로부터 문화유산의 보존 원칙과 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 이와 함

께, 하니에로 올라가 팔란간 사람들의 여름 생활방식과 건축 사용을 현장조사하

고, 계절별 주거건축의 구조적인 차이와 공간 구성의 유사성을 확인했다. 이 외에

도 팔란간 주변에 위치하는 디와즈나우(Dīwaznāū), 데즌(Dezhn), 마리완(Marīwān)

을 방문해 거주민들과 협의한 뒤에 향후 현장조사를 위한 관계를 구축했다. 이 기

간에는 알레비 부장에게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연구 비자를 요청했고,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연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30).

2017년은 조사 대상을 하우라만의 전역과 이란의 다른 쿠르디스탄 지역 외에도 

터키까지 확장한 해였다. 물론 비자의 연장 문제로 귀국과 출국을 반복하는 번거

로움이 있었지만 , 이 때문에 연구 지역을 이란의 다른 지역과 터키로 넓힐 수 있

었다 . 이와 함께 연구 대상도 일상적인 건축에서 기념비 건축으로 확장할 수 있었

다. 2017년 2월 이란에 입국한 뒤에 하우라만 지역과 가까운 카먀란(Kāmyārān) 시

내에 2층 월세방을 얻어 거처를 마련했다31). 이후 알레비 부장으로부터 연구자의 

신원보증서(mojavez)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마을 조사를 시작했다.

이 기간의 조사 목적은 하우라만 전역에서 하우람인과 다른 말을 사용하는 쿠

르드인의 거주 마을을 분류하고, 각 마을에서 실시하는 이동 일정과 보유하는 계

절 거주지의 개수와 이름을 확인하여 지도로 작성하는 것이었다32). 여기에 더해 

각 거주지에서 사용하는 주거건축의 종류와 사용방식, 공간과 부재 명칭 외에도 , 

하천 , 우물, 눈을 포함하는 수원의 종류를 확인했다 . 그중에 접근이 가능한 팔란간

의 하니에와 고지반 외에 , 디와즈나우의 바르자(Barza)와 사르다(Sarda), 콜리츠의 

사르다쉬트(Sardasht), 달의 하슈르(Hashūr), 달레 마르즈의 다쉬데 돌(Dasht-e Dōl) 

29) 데히야르(Dehīyār)는 마을을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마을 관리자’라고 번
역했다. 그리고 쇼우라(Shoūrā)는 위원회 혹은 의회 등을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마을에 
한정되는 의미를 살려서 ‘마을위원회’라고 번역했다.

30) 이란의 연구비자는 매달 갱신해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출입국사
무소의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기간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31) 당시에도 마지드 바바에이의 도움을 받았다.

32) 30여 년전부터 계절이동을 실시하는 가구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예전과 현재 사용하는 거
주지의 분해서 조사했다. 이에 대한 정보 제공자는 대부분이 각 마을에서 목축을 유지하는 
목동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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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다수의 하영지를 현지의 목동들과 함께 방문했다 . 이를 통해서 하우람인들

이 천막을 사용하지 않고 돌집만으로 계절이동하는 양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쿠르드인의 계절이동과 건축 사용의 일면을 밝혀보고자 

했다 . 이 기간의 조사를 통해서 돌집은 형식이 다른 지붕을 선택하여 계절 차이에 

적응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축 특성을 기록하기 위해 적절한 대

상 건축을 선정하고 사진 촬영과 함께 실측 도면을 작성했다. 

지역의 현장조사에서 이용한 교통수단은 거주민과 접촉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미니버스33), 히치하이킹, 오토바이, 만물트럭34), 밀수트럭이었고, 도보로 1시간 이

내에 위치하는 마을은 걸어서 이동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일 1-2곳의 마을을 조

사한 끝에 , 하우람인들이 거주하는 대략 103개의 마을 중에 80여 개 정도를 확인

하고 , 하우람인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다른 쿠르드인들이 생활하는 마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부록 참조). 그중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마을들은 수

일이나, 수차례 방문하여 주거건축과 함께, 마을 모스크와 부속시설의 도면을 실

측하기도 했으며, 목부재의 수리연대나 장식을 사진이나 야장에 기록했다. 이 기

간 동안 각 마을에서의 숙박은 마을을 관리하는 데히야르와 쇼우라의 집 외에도 

모스크와 우연히 만난 거주민들의 집에서 해결했다.

또한 이 기간에는 하우라만 지역을 벗어나 자그로스 산맥의 다른 지역으로 조

사 대상을 넓혔다 . 북쪽으로 바나(Bāna), 사르다쉬트(Sardasht)35), 하마단(Hamadān)

의 일대를 확인하기도 했는데 , 그중에 네스탄(Nestān) 마을인들이 두 곳의 여름 거

주지에서 자연수풀을 이용해 만드는 은신처와 검은 천막을 거주기간을 고려해 선

택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을 확인했다 . 이와 다르게 남쪽으로는 차하르마할 박흐티

야리(Chahārmahal Bakhtīyārī)의 사르 아가 셰예드(Sar Āghā Seyed) 마을의 겨울과 

여름 거주지를 방문하여 , 자그로스 산맥을 공유하는 박흐티야리인과 쿠르드인의 

주거천막을 비교할 수 있는 다수의 도면을 실측하고 사진으로 기록했다.

이러한 현장조사 외에도 2017년에는 현지의 교육기관 , 관공서, 대학교의 연구진

과 교류관계를 구축했다 . 먼저 , 카먀란 시내에서 대중들에게 쿠르드어를 가르치는 

노진(Nōzhīn)36)에서는 이브라히미(Sīrwān Ibrāhīmī)37)로부터 쉬는 날마다 개인적으

33) 25인용 승합차이다. 미니버스는 마을과 도시를 운행하는 주요 운송수단이다.

34) 마을 상점의 물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시내로 나가는 미니버스가 매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만물트럭이 마을을 돌면서 생필품을 팔고 있다. 

35) 달레 마르즈의 여름 거주지와 다른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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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쿠르드어의 문법과 어휘를 배울 수 있었고, 조사한 지명과 건축 용어 중에 모

호한 의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사난다즈 주택공사(Bonyād-i Maskan)의 약

흐찰리(Fūād Yakhchālī)에게서 마을 조사보고서를 촬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쿠르디스탄 주립대학(University of Kurdistan)의 알리자데(Hooshimand Alizadeh) 교

수에게는 현지 건축학계의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 사난다즈의 옛 항공사진을 비롯

한 자료들을 협조받기도 했다. 또한 아크바르자데 교수의 소개를 받아 케르만샤주

의 문화관광부에서도 현지 조사보고서와 지도 등을 받았지만, 이곳의 주택공사에

서는 보안 담당자가 자료 제공을 최종적으로 불허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

같은 해 8월 14일에는 체류비자가 만료되어 이란을 떠나 터키의 쿠르디스탄 지

역으로 출국했다 . 이곳에서는 디야르바크르(Diyarbakr)의 한 호텔을 근거지로 정하

고, 쿠르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을 방문했다 . 하지만 이란과 다르게, 터키의 접

경지역에서는 자유롭게 마을을 방문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마르딘(Mardin), 반

(Van), 비틑리스(Bitlis), 시이르트(Siirt), 우르파(Urfa)38), 가지안텝(Gaziantep), 누사

이빈(Nusaybin), 아드야만(Adıyaman), 다라(Dara), 학카리(Hakkari), 히잔(Hizan)39), 

아흘랏(Ahlat), 미드얏트(Midyat), 핫산케이프(Hasankeyf)처럼 시외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여기에서 얻은 성과는 쿠르드인들이 사용

한 성채(qal’a)의 인식이었다. 연구자가 방문한 도시의 대부분이 언덕 위에 자리한 

성채와 그 주변으로 위치하는 대모스크와 마드라사 등의 이슬람 종교시설로 구성

된다는 특징을 확인했다. 이러한 경험은 쿠르드인의 기념비적인 건축에 대한 관심

으로 이어졌고, 성채 외에도 부족장 천막(dīwānkhāna)에서 나타나는 권위형식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터키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랄레스 심

세크(Lales Simsek)의 통역에 의지해 정세를 이해하고 관련 문헌을 확보할 수 있었

다. 여기에 더해 핫산케이프가 수몰되기 전에 그녀의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홀로 체류하며 케이파(Keīfā) 가문의 성채와 주거동굴을 조사할 수 있었다40).

36) ‘새로운(nō)’과 ‘생활, 혹은 인생(zhīn)’을 의미하는 이름의 NGO단체이다. 이 기관은 사난다
즈시에 본부를 두고, 주변 소도시에 속하는 카먀란, 바나, 디완다레, 코르베 등지에 지부를 
두고 문맹 쿠르드인들에게 쿠르드어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37) 그는 2020년 7월에 이란에서 쿠르드어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수개월 
뒤에 앞으로 쿠르드어를 가르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뒤에야 석방될 수 있다. 

38) 데르심(Dersim)이라고 불리던 지역이다.

39) 히잔(Kḥīzān)이라고 불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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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월 15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크에서 개최된 IISKS41)라는 이름으로 개최

된 첫 번째 쿠르드학 국제학술대회(Biennial Conference of IISKS)42)에 참석했고, 터

키, 이라크 , 이란 , 시리아, 유럽에서 온 쿠르드인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당시 

발표집에 수록된 93편의 원고 중에 3편만이 건축과 도시 분야였을 만큼 , 쿠르드인

들의 관심사는 독립국가의 건설을 대비한 정치체제의 마련과 공용어 제정, 그리고 

쿠르드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에 편중되어 있었다 . 이러한 학술적인 부분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쿠르드인 연구자들이 서로 통역없이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사

용하는 쿠르드어에 차이가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해 11월 중순에는 다시 터키로 출국했고, 한 달 동안 비틀리스, 핫산케이

프, 히잔, 마르딘의 성채들을 다시 확인한 것 외에도 , 연구에 참조할 수 있는 관련 

연구서와 1960년대 터키 정부에서 발행한 마을조사 보고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12

월 말부터 2018년 4월 18일까지는 이란 이스파한 대학교(University of Isfahan)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했다. 이 기간에 페르시아어 사료의 강독 실력을 키웠고, 테

헤란의 타바콜리 출판사(Entesherāt-i Tavakolī)와 이스파한의 차하르 바그(Chahār 

Bāgh), 사나다즈 등지에서 필요한 사료와 연구서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 이 기간

에 확보한 샤라프 앗 딘의 샤라프나마나, 18-19세기에 아르달란 가문의 역사가

들이 남긴 저서, 루하니(B. M. Rūḥānī)의 사료 선집, 그리고 이란의 건축 연구자들

이 발행한 연구서들은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

이 기간에는 쿠르디스탄의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 2018년 3월 24일에 개최된 탕

기사르(Tang-i Sar) 마을의 신년행사 외에도, 신년 연휴를 이용해 이라크의 접경지

역의 사르폴리 조합(Sar Pol-i Ẓohāb), 카스리 시린(Qasr-i Shīrīn), 서부 길란(Gilān-i 

Gharbī) 등에 소재하는 도시나 마을을 답사했다 . 또한 어학연수가 끝난 뒤에는 3개

월 가량 남아있던 비자의 체류기간을 이용해 현장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 기간

에도 마지드 바바에이의 도움을 받아 카먀란 터미널 인근의 지하 월세방에 새로

운 근거지를 마련하고43). 지난 현장조사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었다 . 

40) 2019년 12월 25일 핫산케이프는 수몰되었다. 조사 당시에는 수로 정비공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숙박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랄레스의 소개가 아니었다면, 공
사현장 근처의 카페에서 혼자 숙박할 수 없었다.

4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Study of Kurdish Societies의 약자이다. 

42) 이후 2년마다 다른 국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43) 2017년 얻은 월세방 주인인 카만가르(Khātem Kamāngar)에 따르면, 연구자가 체류하는 동
안 매일 경찰들이 연락해서 방을 줄 수 없었다고 한다. 핫산 무함마디(Ḥassan Muḥammad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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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하우라만 지역에 전하는 가계도(shajara-nāma)들을 수집하고(부록 참

조), 동떨어진 지역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칸둘레(Kandule) 마을의 

하우람인들을 직접 확인한 것도 큰 수확이었다 .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의 마

을이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2018년 12월에는 어학연수를 위해 이스파한 대학에 돌아와서 4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실시했다44). 이 기간 중에 2019년 1월에 하우라만 타흐트(Hawrāman 

Takht)에서 개최한 피르 샬리아르(Pīr Shalīār) 행사에 직접 참가한 것은 행운이었

다. 어학연수 이후에는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쿠르디스탄 주립대

학에서 새롭게 설립한 쿠르드학 연구센터(Pezhūheshkade-i Kurd)의 도서관에 들러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연구서와 문헌들을 복사하고 , 테헤란에서 하우라만의 역

사(Tārīkh-i Hawrāmān)를 편찬한 나데르 카리미안 사르다쉬티(Nāder Karīmīan 

Sardashtī)를 만나 쿠르드인과 하우람인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그동안 수집

한 자료의 학술적인 가치를 확인했다 .

마지막 현장 체류는 2020년 2월 이란에서 2주 가량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아

크바르자데 교수의 소개로 이란 고고학연구소(Pezhūheshkade-i Bāstāshenāsī-i Īrān)

의 소장 시라지(Rūh Allah Shīrāzī)를 만나 쿠르디스탄과 하우라만 지역에서 발행

한 최근 발굴조사보고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기관의 도서관 

담당자인 투바 압디(Ṭūbā ‘Abdī)의 도움이 없었다면 , 하우라만의 문화경관보부

(CLH/U)에서 공유하지 않던 조사보고서의 일부도 촬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45). 

이와 같이 2015년부터 2020년 초까지 연구자가 실시한 현지 체류와 자료 수집

을 통해서 논문의 내용 대부분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쿠르드인

들의 일상적인 건축은 목동과 농부, 상점주인 , 노인, 주부 , 아이처럼 평범한 거주

민들과 대화하고 생활하며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들의 기념비적인 

건축은 현장의 경험과 현지 문헌기록에 전하는 내용, 그리고 발굴성과를 종합적으

로 이해한 내용이다 . 여기에 더해 최근 각지에서 건립되고 있는 현대건축의 경향

과 문화재 관리의 실태는 연구자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의 지하 방을 새로 구해야 했다.

44) 서울대학교 중앙유라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한 ‘2018년 김중수학술기금 이슬람권 언어연수 지
원사업’에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45) 이란에서는 문화관광부 외에도 관공서 내부에서 발행한 조사보고서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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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쿠르드인의 민족의식과 쿠르디스탄의 지역 특성

2.1.1. 외부세계의 쿠르드인 인식과 선입견의 고착

쿠르드인들은 기원전 3,000년경에 수메르인들의 점토판에 ‘카르다카(Kar-da-ka)’

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처음 등장했다46). ‘쿠르티에(Qurtie)’라는 사람들은 중기 아

시리아의 전성기를 이끈 티글라스 필레세르 1세(Tiglathe-Pileser 1세 , 1114-1076 

BCE)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으며47), 기원전 6세기에는 ‘카라두코이(Karduchoi)’라

는 산악인들은 크세노폰(Xenophon, 430-354 BCE)의 행군을 막아서기도 했다48). 스

트라본(Strabo, 63/4 BCE-24 CE)은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를 구분하는 산간지

대에서 ‘고르디(Gordy)49)’와 ‘카르다케스(Cardaces)50)’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목격

했다 . 아리아노스(L. F. Arrianus, 86/89-146/160 CE)도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에 대항

하던 카르다케스라는 산악인들과 고르디예네(Gordyene)라고 부르던 산간지역을 

언급했다51). 이 외에도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코르두에니(Cordueni), 고르디예네

(Gordyene), 고르디야쿠스(Gordyacus), 고르드예니(Goryeni), 고르디야에우스(Gordyaeus), 

코르둘리아(Cordulia), 코르드리얄리아(Cordryalia), 코르디아에이(Cordiaei), 코르디

야에이(Kordyaei), 카르두에니(Kardueni), 카르디누스(Karynus)처럼 비슷한 이름들

을 남겼다52). 하지만 외부인들은 산악인 집단과 지명을 혼동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름 외에 다른 정보를 남기지 않았을 만큼 산간을 잘 알지 못했다.

... (페르시아인들은) 또한 양떼를 돌보며 밤새도록 밖에서 생활하며, 피스타치오, 도토리, 

그리고 배와 같은 야생 과일을 먹는다. 그들은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카르다

46) F. Thureau-Dangin, Die Sumerschen und Akkadischen Königsinschriften (Leipzig: J. C. 
Hinrichs’sche Buchhandlung, 1907), p. 150.

47) Tiglath-Pileser’s Cylinder, Vol. I, ii, 17; iii, 50 (G. R. Driver, “The Name Kurd and Its 
Philological Connexions”,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No. 3, Jul. 1923, p. 393. 재인용)

48) 크세노폰, 페르시아 원정기(Anabasis)(천병희 옮김, 파주: 숲, 2011), pp. 164-74.

49) Strabo, Geographica, Vol. 15, 734 (Strabo, The Geography of Strabo, Vol. 7, H. L. Jones 
tr., London: William Heinemann; New York: G, P. Putnam’s Sons, 1917, p. 181)

50) Strabo, Geographica, Vol. 16, 746 (Strabo, op. cit., 1917, p. 229)

51) 아리아노스 지음, 알렉산드로스 원정기(박우정 옮김, 파주: 글항아리, 2017), pp. 127, 
175.

52) G. R. Driver, op. cit. (1923), pp.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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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Cardaces)’라고 부른다. 여기서 ‘카르다(carda)’는 남자답고 호전적인 정신을 의미한다.

Strabo, Geographica, Vol. 15, 734 (Strabo, 1930, Vol. 7, p. 181)

외부인들의 무지는 산간을 신과 괴상한 존재가 사는 신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었

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통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산간

은 엔릴(Enlil)이 지배하는 영역이자, 훔바바(Humbaba)처럼 야만인들이 사는 세계

였다53). 하지만 이 서사시는 새로운 서기(CE)가 시작하기 전까지 개정을 거듭하며 

길가메시의 절친인 엔키두(Enkidu)를 평범한 목축인에서 인간 이하의 짐승같이 미

개한 존재로 격하시킨 것처럼54), 산간은 점차 미지의 세계에서 미개한 세계로 바

뀌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인들이 산악인 집단의 실체에 대해 관심을 가질 

리가 만무했지만, 스트라본은 예외적으로 카르다케스(Cardaces)라고 부르는 사람

들의 가축 사육과 식생활을 짤막하게 기록했고, 여기에 더하여 그들의 이름이 ‘남

자답고 호전적인 정신’을 의미하는 카르다(carda)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확인했

다55). 하지만 그 역시도 산악인의 수장이나 조직, 그리고 내력은 알지 못했다 . 이

처럼 초기의 국가들은 지배하지 못하는 산악인 집단을 소속민과 구별하기 위해 

만든 낯선 야만인 계층은 점차 미개한 사람들이 되어 갔다.

정체불명의 쿠르드인들이 부족이나 가문 , 지역 왕조처럼 특정 집단의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이슬람이 성립한 이후이다56). 7세기부터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의 세력과 연이어서 등장한 정통 칼리프 , 우마이야드와 압바스 칼리프의 

군대들이 쿠르디스탄에 들이닥쳤고, 11세기부터는 중앙아시아에서 셀주크 제국을 

필두로 하는 몽골-투르크 제국들이 정복활동을 벌였다. 이 시기에 지역을 장악하

던 쿠르드 세력들은 사방에서 몰려온 무슬림제국들에게 저항하거나 복속하는 과

정에서 외부인의 역사에 기록되었고, 점차 무슬림으로 개종하여 이슬람 세계의 일

원이 되어갔다. 그중에는 ‘이슬람의 옹호자’로 알려진 아이유브의 살라흐 앗 딘

53) A. George eng. tr., The Epic of Gilgamesh: The Babylonian Epic Poem and Other Textsin 
Akkadian and Sumerian (London: Penguin Books, 1999), pp. 1, 39.

54) James C. Scott, Against the Grain: A Deep History of the Earliest Stat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7), pp. 222-223; 제임스 C. 스콧, 농경의 배신: 길
들이기, 정착생활, 국가의 기원에 관한 대항서사(전경훈 옮김, 서울: 책과 함께, 2019), p. 
93.

55) Strabo, op. cit., Vol. 7 (1930), p. 181.

56) C. J. Edmonds, Kurds, Turks and Arabs: Politics, Travel and Research in North-eastern 
Iraq 1919-192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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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Ṣalāḥ al-Dīn Yūsef Ayyūbī, 1138-93)이나, 페르시아 영토를 손에 넣었던 잔드 왕조

의 카림 한(Karīm Khān Zand, 1751-79 재임)처럼 쿠르디스탄 밖으로 진출하여 강

력한 왕조를 세웠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경우도 있었다 . 

역사 밖에 머물던 쿠르드인들은 외부와 접촉하고 경쟁하면서 이웃하는 투르크

인이나 아랍인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획득했다57). 1597년에 샤라프 앗 딘(Sharaf 

al-Dīn Bitlīsī)이 쿠르드인의 첫 번째 역사서인 샤라프나마(Sharaf-nāma)에서 쿠

르드인을 ‘산악유목민의 부족(ṭāīfa-i Akrād)’으로 공표한 뒤에58), 그들은 명실상부

하게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되었다. 이 시기를 거치며 산악유목민을 가리키던 

‘아크라드(akrād)’가 지금처럼 쿠르드인을 가리키는 고유한 명칭으로 바뀌었다 . 이

후 16세기부터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 왕조들이 쿠르디스탄에서 벌인 국경 쟁탈

전에서 아르달란(Ardalān), 바반(Bābān), 비틀리스(Bitlīs), 소란(Sorān), 자프(Jāf), 칼

후르(Kalhur) 등의 가문들이 현지 병력으로 활동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고 각지에

서 통치권을 보장받은 자치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슬람 시대에 들어와 쿠르드인들은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외부인

들이 가진 쿠르드인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 당시 무슬림 학자

들은 이슬람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그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무역로를 따

라 번성한 도시들을 여행했고 , 그 주변에서 가축을 기르며, 동굴 , 천막, 계곡에서 

생활하던 산악유목민을 빈번하게 목격했다 . 이븐 할둔(ibn Khaldun)이 설명한 것처

럼59), 산과 들판에서 생활하던 쿠르드인들은 외부인들에게 문명의 발달과정에서 

왕조와 도시의 정주 문명을 이루지 못한 원시적인 수준의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

다. 대부분의 무슬림 학자들은 쿠르드인이 이룬 세력과는 별개로, 그들을 여전히 

57) B. James, “Mamluk and Mongol Peripheral Politics : Asserting Sovereignty in the Middle 
Ease’s ‘Kurdish Zone’(1260-1330)”, The Mongols’ Middle East: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n Ilkhanid Iran (De Nicola, Bruno and Melville, Charles ed., Leiden and Boston: Brill, 2016), 
p. 278; “Arab Ethnonyms (‘Ajam, ‘Arab, Badū and Turk): The Kurdish Case as a 
Paradigm for Thinking about Differences in the Middle Ages”, Iranian Studies, Vol. 47, 
No. 5 (2014), p. 160. 

58) Sharaf al-Dīn Bitlīsī, Sharaf-nāma (V. Veliasminof-Zernov ed., St. Petersbourg: 
Commissionnaires de I’Academie Imperiale des Sciences, 1862; Tehran: Asāṭīr, reissue 
1998), pp. 12-15; Sharaf al-Dîn Bidlîsî, The Sharafnam ̂a, or the History of the Kurdish 
Nation 1597, Book One (M. R. Izady tr., Costa Mesa: Mazda, 2005), p. 32.

59) 이븐 할둔, 역사서설: 아랍, 이슬람, 문명(김호동 옮김, 서울: 까치, 2003), pp. 126-127; 이븐 
칼둔, 무깟디마: 이슬람 역사와 문명에 대한 기록(김정아 옮김, 서울: 소명출판, 2020), pp. 
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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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에서 생활하던 원시적인 야만인으로 이해하려고 했다60).

이후에 시작한 유럽인들의 본격적인 중동진출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보다 강화

하는 동시에 , 새로운 지배세력이 역사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787년에 도미

니크 수도회의 가르조니(M. Garzoni)가 쿠르드어와 쿠르드인의 존재를 유럽에 처

음 소개한 이후61), 19세기 초부터 한 세기 동안 유럽제국에서 파견한 여행자들이 

식민지 확보를 위해서 쿠르디스탄의 여러 지역을 조사하는 탐험의 시대가 이어졌

다62). 그들은 수집한 지리정보를 모아 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했고 산간 생활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63). 또한 이 시기에 유럽인들은 현

지에서 군사적인 동맹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명성을 떨치던 가문들 외에도 

소총으로 무장하고 계절별로 이동해 생활하던 부족집단의 수장들을 새로운 접선 

대상으로 삼았다64). 그들은 주로 천막에서 생활하는 유목부족의 수장들이었는데, 

당시까지 역사에 이름을 알리지 않았던 또 다른 지배가문이었다.

... 쿠르드인들은 다른 종족들과 매우 다른 사람들이며, 다른 말을 사용한다. 그들은 각자의 

수장을 가지며, 상당히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마을과 경작할 땅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에, 말을 기르고 많은 가축을 기른다. 그들은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불

규칙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         

W. J. Hamilton, 1842, Vol. 2, p. 221.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리엔탈리즘으로 무장한 유럽인들은 쿠르드인을 유목민이

라고 전제하고 그들의 생활을 조사했다. 해밀턴(W. J. Hamilton)은 소아시아의 교

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투르크인 소작농(Common Turkish Peasant), 투르크멘

인(Turcoman), 오구즈 투르크인(Euruque), 쿠르드인(Kurd)으로 분류한 뒤에 각각의 

특징을 서술했다65). 여기에서 쿠르드인은 오구즈 투르크인과 마찬가지로 마을도 

60) 아서 코터렐, 아시아 역사: 세계의 문명 이야기(김수림 옮김, 서울: 지와 사랑, 2013), p. 
303.

61) M. Garzoni, Grammatica E Vocabolario Della Lingua Kurda (Rome: nella Stamperia della 
Sacra Congregazione di Propaganda Fide, 1787), pp. 3-10.

62) C, J, Edmonds, op. cit. (1957), p. 21.

63) 최남섭·전봉희, ｢19-20세기 초 영국여행자들의 쿠르디스탄 건축 기록 연구｣(2019년도 한
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9. 11), pp. 153-6.

64) 최남섭·전봉희, ｢19-20세기 초 쿠르드 부족장의 검은 천막｣, 대한건축학회논문집(Vol. 37, 
No. 7, 2020. 7),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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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 가지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으며 겨울과 여름에 따라서 항상 불규칙적으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던 유목민 집단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탐험의 시대를 지배했

고, 한 세기 내내 유럽인들이 쿠르디스탄의 산간 곳곳을 누비며 문명의 요람이나 

야생적인 생활처럼 원시적인 사회를 찾아다니는 일에 몰두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여행자들에게 쿠르드인들은 여전히 비참한 가축우리, 토끼굴, 오두

막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66). 그나마 밀링겐(F. Milligen)처럼 개

인적인 호기심을 가진 여행자들만이 쿠르드식 건축(Koordish Style)을 탐구하는 경

우도 있었지만67), 그 역시도 쿠르드인들을 이해하는 외부세계의 인식은 크게 바뀌

지 않았다.

이처럼 쿠르드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야만적인 산악인들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시작한 이후 이슬람 시대에 들어와 외부에서 온 무슬림 제국들이 벌인 정

복활동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자치적인 세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외부인들이 

그들을 야만적인 산악인들이자 문명세계의 발달에서 도태된 원시적인 사람들로 

이해하는 선입견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65) W. R. Hamilton, "Notes of a Journey in Asia Minor, in 1837",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8 (1838), pp. 219-21.

66)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19. 11), p. 153.

67) F. Millingen, Wild Life among the Koords (London: Hurst and Blackett, 1870),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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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쿠르드인의 다양한 구성과 민족의식의 형성

쿠르드인은 일반적으로 쿠르드어(Kurdī)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쿠르드인들이 사용하는 말은 그들의 정체성과 동일시된다. 하지만 그 말은 단일하

지 않고 지역별로 다양하여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 샤라프 앗 딘

도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말(zabān)과 관습(adāb)이 다른 쿠르드 집단(ṭāīfa-i 

Akrād)을 쿠르만즈(Kurmānj), 루르(Lur), 칼후르(Kalhur), 구란(Gūrān)으로 나누었

다68). 이 최초의 분류는 그가 거주하던 카즈빈(Qazvin)과 비틀리스(Bitlis)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결과였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을 다루지 않았고 각 방언의 특성과 

상호 관계를 알지 못했다. 

두 세기가 지나서도 현지의 역사가들은 쿠르드어를 파악하지 못하기는 마찬가

지였다. 그들도 이 말의 분류를 시도했지만 새로운 성과는 아니었다. 1833년(1249 

AH)에 후스로우 베이그(Khusrow Beīg)는 아르달란 가문의 역사를 다루는 저서에

서 칼후르를 아르달란으로 이름만 바꾸었고69), 1856년(1235 AH)에는 마스투라 아

르달란(Mastūra Ardalān)이 무함마드 샤리프 카지(Muḥammad Sharīf Qāżī)의 저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샤라프 앗 딘의 견해를 의심없이 사용했다70). 이처럼 현지 역

사가들은 샤라프나마를 가장 중요한 사료로 신뢰했기 때문에 , 그 내용을 수정

하거나 개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쿠르드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말의 구조와 분포를 언어학적으

로 접근한 사람들은 유럽인들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러시아, 독일 , 영국 등의 연

구자들은 지역 단위로 방언을 수집하고 어휘와 문법의 특성 등을 밝히기 시작했

고, 20세기부터 쿠르드어의 종류와 분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따라 쿠르드어의 전모가 외부에 밝혀지기 시작했다 . 그들은 샤라프 앗 딘이 구분

한 방언 외에 앞서 다루어지지 않은 지역들을 조사한 뒤에, 현지에서 사용하는 방 

언들의 구조와 상호 연관성을 규명해 나갔다 . 이를 위해 다수의 언어학자들이 현

장조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한 뒤에야 쿠르드어의 대략적인 구성과 분포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1).

68) Sharaf al-Dīn Bītlsī, op. cit. (1998), p. 13; Sharaf al-Dîn Bidlîsî, op. cit. (2005), p. 33.

69) Khusrow ibn Muḥammad ibn Manūchehr Ardalān, Lubb-i Tawārīkh “Tārīkh-i Ardalān” 
(Tehran: Kānūn-i Khānevādegī, 1977/8), p. 3.

70) Māh Sharaf ibn Abū al-Ḥassan (Mastūra Ardalān), Tārīkh-i Kurdhā-i Ardalān (Sanandaj: 
Kurdistan Publication, 2013),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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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북부어
(쿠르만지)

중부어
(소란니)

남부어
(키르마샤니) 구라니 자자키 출처

샤라프 앗 딘(1597) Kurmānj Lur, Kalhur Gūrān × Sharaf al-Dīn Bitlīsī, 1998: 13

후스로우 베이그(1833) Kurmājī Lur, Ardalān Gūrān × Khūsrow Beig71), 1914: 3

마스투라 아르달란(1856) Kurmājī Lur, Kalhur Gūrān × Māh Sharaf Kurdistānī, 2014: 19

소언(1909) Kermanji Kermanshah × × E. B. Soane, 1909: 35-36

니키틴(1926) Guran Suran Lur, Kalhur × B. Nikitine, 1926: 121

미노르스키(1943) Kurmanj Lur, Kalhur (Guran, Awrāmī, Zaza) V. Minorsky, 1943: 75-76

에드몬즈(1957) Nothern
(Kirmanji) Southern(Kurdi) Gorani Zaza  C. J. Edmonds, 1957: 10-11

멕켄지(1961) Nothern Central × × × D. N. MacKenzie, 1961: 222

후르시드(1983) Kurmānjī-i
Shumālī

Kurmānjī-i
Markazī

Kurmānjī-i
Junūbī Gūrān × F. M. Khorshid, 2009: 56

판 브루네이센(1984) Nothern Southern South-
eastern Gurani Zaza M. van Bruneissen, 1984: 21-22

하산푸르(1992) Kurmanji Sorani Kirmashani Hawrami A. Hassanpour, 1992: 20

셰이홀이슬라미(2015) Nothern
(Kurmanji)

Central
(Sorani)

Southern
(Kirmashani)

Gurani/
Hawrami Zazaki J. Sheyholislami. 2015: 30

마이살(2018) Nothern
(Kurmanji)

Central
(Sorani)

Southern
(Kirmashani)

Gurani/
Hawrami Zazaki S. Maisel ed., 2018: 141-2

표 2-1 연구자별 쿠르드어 분류

1909년에 소언(E. B. Soane)은 이란의 케르만샤(Kermanshah) 일대에서 칼후르

(Kalhur)라는 방언을 조사하고72), 쿠르드어를 북부와 남부어로 구분했다. 이후 니

키틴(B. Nikitine)은 구란(Guran)의 이름과 사용지역을 다소 혼동하기는 했지만73), 

소라니(Suran)를 조명하여 남북의 방언체제 사이에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혔다74). 1943년에 미노르스키(V. Minorsky)는 당시까

지 실체가 알려지지 않았던 구라니(Guran)의 사용지역을 밝히고 기원에 대해 탐구

하기도 했다 . 그에 따르면, 구라니는 쿠르드어와 다르게 이란어에서 유래한 말로

서, 아흘레 학(Ahl-i Ḥaqq)75)이라는 소수 종교가 성행하는 하우라만(Awrāmān) 지

역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며, 터키 북부에서 소수인들이 사용하는 자자키

71) Khūsrow ibn Muḥammad ibn Manūchehr Ardalān를 줄여서 표기했다.

72) E. B. Soane, “A Southern Kurdish Folksong in Kermanshahi Dialect”,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Jan. 1909), pp. 35-36.

73) 니키틴은 구란(Guran)의 사용지역을 이라크의 아마디야에서부터 터키의 디야르바크르와 비
틀리스에 이른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쿠르만지어의 분포 지역이다. 그가 논문에서 쿠르만
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구란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74) B. Nikitine, “Kurdish Stories from My Collection”,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Vol. 4, No. 1 (1926), p. 121.

75) H. Halm, “AHL-E ḤAQQ”, Encyclopaedia Iranica, 1982, I/6, pp. 635-7 (Accessed on 30 
Dec. 2012, Retrieved from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ahl-e-haqq-people)



31

(Zaza)와 기원을 공유하는 말이었다76).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에드몬즈(C. J. 

Edmonds)는 쿠르드어를 크게 북부어와 남부어로 구분하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

던 구라니와 자자키를 포함하여 소수집단의 방언으로 분류했다77). 1961년에는 멕

켄지(D. N. MacKenzie)는 이라크 북부지역의 에르빌(Erbil)과 술라이마니야

(Sulaymaniya) 인근에서 북부어와 구별되는 말을 확인하고 중부어라고 명명했는

데78), 이때부터 쿠르드어는 크게 북부어, 중부어, 남부어로 구분되고, 그 외에 일

부의 소수로 구성된다고 공유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등장한 연구

자들은 앞선 시기에 확립된 분류 체

계를 개정하는 대신에, 세부적인 특

성을 보완해 나갔다(표 2-1). 후르시

드(F. M Khūrshīd)79)와 판 브루네이

센(M. van Bruneissen)80)은 쿠르드어

를 이루는 주요한 방언의 이름을 서

로 다르게 부르고 있으나, 그 내용

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후에도 

하산푸르(A. Hassanpour)81)와 셰이

홀이슬라미(J. Sheyholislami)82) 외에

도 여러 연구자들이 연이어 쿠르드

어 분포의 경계를 개정하는 성과를 발표했다(그림 2-1). 2000년대에 이르러 구라니

와 자자키가 현지와 외부 연구자들 사이에 논쟁을 거치며 쿠르드어의 한 부분이 

76) V. Minorsky, “The Gūrān”,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Vol. 
11, No. 1 (1943), pp. 75-6,

77) C. J. Edmonds, op. cit. (1957), pp. 10-1.

78) D. N. MacKenzie, Kurdish Dialects-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p. 222.

79) F. Ḥ. Khūrshīd, al-Lughat al-Kūrdīya wa al-Tārīkh al-Jughrāfī al-Lahjāthā (Baghdad: 
al-Wisām, 1983); Zabān-i Kurdī wa Parākandegī-i Jughrāfīāī-i Lahjahā-i Ān (S. Khezri per. 
tr., Tehran: Markaz-i Pakhsh, 2009), pp. 56-7.

80) M. van Bruneissen, op. cit. (1984), pp. 21-2.

81) A. Hassanpour, op. cit. (1992), p. 20.

82) J. Sheyholislami, “The language varieties of the Kurds”, The Kurds: History, Religion, 
Language, Politics (A. Schahbasi and T. Schrott ed., Vienna;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p. 30.

그림 2-1 쿠르드어의 지역 분포

(A. Hassanpour, Nationalism and Language in 
Kurdistan 1918-1985, San Francisco: Mellen Research 

University Press, 1984,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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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처럼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쿠르드어의 이해 과정은 2018년

에 마이셀(S. Maisel)이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저술한 연구서를 통해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쿠르드어는 북부의 쿠르만지(Kurmanji), 중부의 소라

니(Sorani), 그리고 남부의 케르마샤니(Kermashani)83)로 구성되며 , 소수어로 구라니

(Gurani)와 자자키(Zazaki)가 포함된다84).

쿠르드인들은 이처럼 명쾌한 분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조

직이 아니었다. 노엘(E. M. Noel)과 에드몬즈(C. J. Edmonds)가 설명한 것처럼85), 

쿠르디스탄에는 산간의 골짜기마다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는데 ,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 또한 그중에는 하우라미(Hawrami)86)를 사용하는 사람들처

럼 불과 수십 년 전까지도 스스로 쿠르드인으로 여겨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87). 또한 샤라프 앗 딘이 주목한 루르(Lur)처럼 분리된 정체성을 주장한 뒤

에 이제는 쿠르드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의 말들

은 인접하는 아랍어 , 투르크어 , 페르시아어처럼 다양한 외부 언어와 복잡한 양상

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 , 단순한 기준으로 쿠르드인들의 유래와 특징을 모두 규명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쿠르드인들은 다양한 기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민족 공동체이다 . 그

들이 사용하는 말이 다양하게 혼재하는 양상은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산간의 환

경 외에도88), 쿠르드인들이 이주해 온 다양한 외부지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클라스트르(P. Clestre)에 따르면, 이처럼 여러 말이 섞여서 사용되는 지역은 

문명의 파편지역으로서, 이곳의 사람들은 국가의 핍박과 전쟁을 피해서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고립된 환경에 들어와 이차적인 원시생활(Secondary Primitives)을 선

83) 케르만샤(Kermanshah)의 쿠르드식 발음이다.

84) S. Maisel ed., The Kurds: An Encyclopedia of Life, Culture, and Society (Santa Barbara 
and Denver: ABO-CLIO, 2018), pp. 141-2.

85) E. M. Noel, Diary of Major E. M. Noel on Special Duty in Kurdistan from June 14th to 
September 21st, 1919 (Basrah: IRAQ British Administration, 1920), p. 9; C. J. Edmonds, 
op. cit. (1957), p. 7.

86) 구라니와 같은 말로 여겨지기도 하고,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지 못할 정도로 말의 구성이 다르다. 

87) M. van Bruneissen, op. cit. (1984), p. 111. 저자는 하우람인이 구란인이며, 과거에는 쿠르
드인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20세기 초에 쿠르드 민족운동이 불거지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산악인들이 스스로를 쿠르드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88) F. Ḥ. Khūrshīd, op. cit. (2009), pp. 56-7. 이 외에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쿠르드 방언의 
다양성이 험준한 환경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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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난민들이었다89). 샤라프 앗 딘이 쿠르드인들의 기원을 자학(Żaḥak)의 폭정을 

피해 산간으로 달아난 피난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90). 실제

로 초기의 쿠르드인들은 메소포타미아 평지의 초기 국가들이 점적인 세력을 형성

하던 시기에 통제되지 않는 산간지역을 찾아와 국가처럼 불평등한 권력집단으로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자급적인 사회를 이루어 원초적인 풍요를 선택한 사람들이

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91). 그렇다면 , 쿠르드어는 단일한 언어가 거주환경의 영향

을 받아서 다양한 말로 나뉘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 언어가 산간생활을 통

해서 서로 비슷해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현지의 사학자들은 문명의 주변부에 머물던 야만인의 역사를 거부했다. 

그들은 고대문명을 주도한 선조와 문명세계의 한 자리를 차지했던 쿠르드인의 역

사를 원했다. 19세기 말에 쿠르디스타니(‘Alī Akbar Vaqāye’negār Kurdistānī)92)는 

쿠르드인의 역사 도입부에 메디아 제국을 추가해 그 시작을 알렸다93). 자키(M. A. 

Zakī)가 룰루(Lullu), 구티(Guti), 카사이트(Kassaite), 미탄니(Mataini)처럼 보다 이른 

시기의 고대인들을 역사에 위치시켰다94). 이후 누리(E. Nūrī)는 이러한 의견을 그

대로 수용하여 쿠르드인의 역사를 서술했으며95),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자디(M. 

R. Izady)는 쿠르디스탄에 소재하는 모든 유적과 유물을 그들의 유산으로 간주하

고 찬란한 고대를 누리던 쿠르드인들이 점착 쇠락했고,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세력을 상실한 서사로 역사를 만들었다96).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시각은 하마라쉬

(S. Hamarash)의 쿠르드인은 누구인가?(Kūrdī keya?)에서 최고조에 도달했는데 , 

그는 쿠르드인들이 기원전 1,000년경에 이미 고대국가를 세우고, 독자적인 글자를 

89) 피에르 클라스트르 지음,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홍성흡 옮김, 서울: 이학사, 2005), pp. 
263, 270.

90) Sharaf al-Dīn Bītlsī, op. cit. (1998), p. 12; Sharaf al-Dîn Bidlîsî, op. cit. (2005), p. 30.

91) 마셜 살린스, 석기시대 경제학: 인간의 경제를 향한 인류학적 상상력(박충환 옮김, 파주: 
한울, 2014), pp. 76-81.

92) 필명이며,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의미는 ‘쿠르디스탄의 소식과 사건을 전하는 사람’
이다.

93) ‘Alī Akbar Vaqāye’negār Kurdistānī, Ḥadīqa-i Nāṣeīya wa Merāt al-Ẓafar dar Jughrāfīā 
wa Tārīkh-i Kurdistān (M. R. Tavakolī ed., Tehran: Tavakoli, 2005), pp. 23-6.

94) M. A. Zaki, Jubba-i Tārīkh-i Kurd wa Kurdistān (Y. R. Ardalān per. tr., Tehran: Tūs, 
2001/2), pp. 77-112.

95) E. Nūrī, Tārīkh-i Rīsha-i Nizhādī-i Kurd (Iran: Chāpkhāna-i Sipir, 1954/5), p. 29.

96) M. R. Izady, op. cit. (1992), pp. xiii-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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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97). 이 외에도 아흐메드(K. M. Ahmed)의 박사학위논

문에서 쿠르디스탄에 출현한 이른 시기의 정치체제를 주목하는 것처럼98), 현지인

들은 습지문명에 뒤지지 않은 쿠르드인들의 역사를 구축하는 일을 지상과제로 삼

은 것처럼 보인다 .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쿠르드인들은 역사시대 이전에 고도의 문명을 이룬 뒤에 

점차 쇠락하여 국가를 잃어버린 집단이 된다. 그렇다면 초기부터 문자와 기록을 

남긴 쿠르드인들은 무슨 연유로 야만인으로 취급받게 되었을까? 실제로 현재의 

쿠르드인과 고대국가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없다. 쿠르디스탄에서 메

디아 , 아시리아 , 아카드 제국의 주변부 유적이 나왔다고 해서, 그들을 쿠르드인의 

국가나 문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의 터키와 이란, 이라크 , 시

리아도 쿠르드인의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고대문명에 집착하는 사조는 

야만인과 미개인을 혼동하는 것 외에도 민족국가의 부재라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사 만들기’를 모방한 것이고, 그들이 비판하는 ‘역사의 눈가리개’

를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쿠르드인들은 오랫동안 인접하는 산간에서 생활하며 서로 비슷한 문화와 정체

성을 공유한 산악인 집단에서 유래했다고 생각된다. 앤더슨(B. Anderson)이 정의

한 공동체의 조건을 보면99), 그 외에 다른 단서를 확인할 수 없다. 쿠르드인들은 

표준적인 활자어를 보유한 적도 없었고, 역사적으로 동일한 군주를 섬긴 과거도 

없었으며, 또한 그들 모두가 특정 종교의 신도가 된 적도 없었다. “산 외에 친구는 

없다(No Friends But the Mountains)100)”는 그들 내부에서 전하는 말처럼, 쿠르드인

97) S. Hamarash, Kūrdī Keya? (London: YPS, 2013).

98) K. M. Ahmed, The Beginnings of Ancient Kurdistan (c. 2500-1500 BC): A Historical and 
Cultural Synthesis (Ph. d. dissertation, Universiteit Leiden, Netherlands, 2012), p. xii.

99)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 ed.,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6), p. 36. 앤더슨은 공동체의 성립 조건으로 
문자 언어, 지배자, 그리고 동일한 세계관을 주목했다. 쿠르드인들은 동일한 문자어와 군주
를 가지지 않았다면, 습지와 대비된 산간에서 집단정체성을 획득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100) 쿠르드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속담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말은 블로크(J. Bulloch)와 모
리스(H. Morris)가 No Friends but the Mountains: The Tragic History of the Ku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에서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이후 2017년에
는 바하르(K. Bahar) 감독이 ISIS에게 대항하는 이라크의 쿠르드 민병대(Peshmerga)의 이야
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이란 일람(Illam) 출신
의 부차니(Behrouz Boochani)가 호주 망명과 마누스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에 겪은 이야
기를 담은 회고록의 제목으로 사용한 뒤에 더욱 유명해졌다. 이처럼은 “산 외에 친구가 없
다”는 말은 보통 쿠르드인들의 비극적인 정치 상황을 나타내는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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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활과 역사는 산간이라는 지리적 공간과 뗄 수 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 

그들이 산간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지 않고, 계절별에 따라 거주지를 바꾸어 생활

하지 않았다면 , 쿠르드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 그들의 과거는 

찬란한 문명에서 쇠락한 것이 아니라 , 산간의 자급적인 소규모 사회에서 점차 민

족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성장했다고 보아야 한다 . 

많지만, 쿠르드인과 산간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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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쿠르디스탄의 내부 기원지와 외부 진출지역

쿠르디스탄(Kurdistan)101)은 쿠

르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 시대마다 정

치·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인문적 공간이

다(그림 2-2). 이슬람 시대가 시

작된 이후에 외부의 학자들은 

‘쿠르드(akrād)’라는 말을 빈번하

게 사용했지만 , 한동안 그들의 

거주지역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

지 않고 단순히 산간이라고 인

지했다. 10세기의 지리학자인 이

븐 하우칼(ibn Hawqal)이 작성한 지도에서 쿠르디스탄은 거주민의 어떠한 성격도 

나타내지 않는 산간(al-Jibāl)이었서102), 11세기가 이르러서야 여기에 쿠르드인이라

는 거주자 정보가 추가되기 시작했다 . 아르메니아의 우르하예지(Matt'eos 

Urhayec'i)가 남긴 기록을 보면, “같은 해(1062-63)에 예흐누크의 한 사람이 오천 명

을 징집하여 쿠르디스탄으로 갔다. 그 지역은 제부 샤하르라는 수장이 통치하는 

(도시인) 아미드(Amid)103)이다.”처럼 이름이 확인된다104).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알 카쉬가리(Maḥmūd al-Kashgharī)의 투르크어 대사전(Dīwān al-Lughāt Turk)에 

수록한 세계지도에서는 ‘쿠르드인들의 지역(Arż al-Akrād)’이라는 지명이 확인되

며, 1150년에는 셀주크 제국의 술탄 산자르(Sulṭān Sanjār ibn Malik Shāh, 1118-57 

101) 현지에서 사용하는 표기 방식을 보면, Kordestān, Kurdestān, Kūrdīstān처럼 지역마다 조금
씩 차이가 보인다. 이 명칭은 쿠르드인(Kurdī)의 땅(stān)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이다.

102) J. B. Harley and D. Woodward,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 Book 1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Fig. 5.16; The World, Ibn Hawqal I(The 
Topkapl Sarayl Miizesi Kiitiiphanesi, Istanbul. A. 3346. 소장)

103) 터키 디야르바크르(Diyarbakr)의 옛 이름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미드라는 이름
을 가진 쿠르드인이 처음으로 도시를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도시의 내성에 자리
한 언덕의 이름도 아미다(Amida)이다.

104) G. Asatrian, “Prolegomena to the Study of the Kurds”, Iran & the Caucasus, Vol. 13, 
No. 1 (2009), pp. 19-20.

그림 2-2 쿠르드인의 거주지역과 성격 구분

(C. Dahlman, “The Political Geography of Kurdistan”,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 43, No. 4, 

2002, Fig. 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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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가 이곳을 공식적으로 ‘쿠르디스탄’이라고 명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

다105). 하지만 16세기가 끝나기 전까지도 쿠르디스탄이라는 지역은 경계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

... 그리고 쿠르디스탄(Vilāyat-i Kurdistān)의 시작은 인도양의 경계에 위치하는 호르무즈 

해협(Darīā-i Hormuz)이다. 그곳에서부터 말라티야(Malāṭīya)와 마라쉬(Mara’sh)까지 이은 

직선의 북쪽에는 파르스(Fārs), 이란의 이라크(‘Irāq-i ’Ajam), 아제르바이잔(Ādherbāījān), 

소아르메니아(Arman-i Ṣaghr), 대아르니아(Arman-i Kabīr)가 있고, 그 남쪽에는 아랍의 이

라크(‘Irāq-i ’Arab), 모술(Mūṣel), 디야르바크르(Dīyārbakr)가 있다. 그리고 쿠르드인들의 

하부 부족들이 아주 먼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흩어져 있다. ...

Sharaf al-Dīn Bītlsī, 1998,, pp. 13-4.

샤라프 앗 딘이 아니었다면, 쿠르디스탄(Vilāyat-i Kurdistān)은 구체적인 지명과 

함께 이해되지 못했을 것이다 . 그의 기록에 따르면 , 이곳은 페르시아 해협의 호르

무즈에서부터 터키의 말라티야와 마라쉬를 곧바로 연결한 직선의 남과 북쪽에 파

르스 , 두 개의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모술 , 디야르바크르 등의 도시들

이 위치했다106). 여기에 더해 그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먼 곳까지

도 쿠르드인들이 흩어져서 생활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 이 내용을 다시 해석하

면, 쿠르디스탄은 그들의 인구밀도가 높은 내부와 낮은 외부지역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

이후 현지의 역사가와 연구자들은 쿠르디스탄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규정하려

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후스로우 베이그는 샤라프 앗 딘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

했지만107),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쿠르디스타니는 지역을 확장해 이스탄불 인근

까지를 포함하여 쿠르디스탄으로 규정했다108). 여기에 더해 이자디는 쿠르드인들

이 거주하는 터키 중부의 앙카라 일대와 이란 북동부의 후라산 지역을 포함한 쿠

105) M. Th. Moutsma, A. J. Wensinck, T. W. Arnold, W. Heffening and E. Lévi-Provençal 
ed., The Encyclopedia of Islam (Vol. 2, Leiden and London: Brill and Luzac, 1927), p. 
1140.

106) Sharaf al-Dīn Bītlsī, op. cit. (1998), pp. 13-14; Sharaf al-Dîn Bidlîsî, op. cit. (2005), pp. 
32-5.

107) Khusrow ibn Muḥammad ibn Manūchehr Ardalān, op. cit. (1977/8), p. 3.

108) ‘Alī Akbar Vaqāye’negār Kurdistānī, ‘Ashāyer wa Īllāt wa Ṭavāyef-i Kurd (M. R. 
Tavakolī ed., Tehran: Tavakoli, 2001),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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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디스탄을 정의했다109). 이처럼 현지의 사학자들은 쿠르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은 어디라도 쿠르디스탄으로 규정하려는 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쿠르디스탄은 명확히 정의된 지역은 아니지만, 쿠르드인들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을 정의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곳의 북서쪽 경계는 에르진잔(Erzingan) 남쪽에 위치하는 데

르심(Dersim) 지역의 산맥이며, ... 북쪽의 경계는 에르지잔에서 에르주룸(Erzerum)을 거쳐 

러시아의 국경을 따라서 아라랏(Ararat)까지 뻗어있다. ... 쿠르디스탄의 가장 큰 지역을 차

지하는 지역은 남동쪽이며, 그곳에는 페르시아 국경에서부터 키프리(Kifri), 마니슈트 산

(Manisht Moutain), 케르만샤(Kermanshah)이 자리하는 산악지대이다. 동쪽 경계는 케르만

샤에서 사난다즈(Sinne)와 우르미아(Urmia)의 서쪽을 거쳐서 아라랏 산으로 이어진다. 서쪽

지역에서는 쿠르드인들이 티그리스 평원의 중부와 하부에 거의 살지 않아서, 키프리에서부

터 모술(Mosul)까지, 그리고 카라프트(Kharput)와 데르심 지역까지 거주지의 경계를 이룬

다. 동쪽에는 페르시아의 가장 비옥한 지역에는 상당한 비율의 쿠르드인들이 거주한다. 그

곳은 케르만샤에서부터 북쪽으로 사난다즈, 그리고 우르미아 서쪽의 산맥을 따라 아라랏까

지 경계를 이룬다.                                 

F. R. Maunsell, 1894, p. 81.

이와 다르게, 알 카쉬가리를 비롯한 외부인들은 자그로스와 타우루스 산맥을 중

심으로 쿠르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쿠르디스탄으로 인식했다. 이

러한 내향적인 태도는 유럽인들의 중동진출과 함께 지역의 분포가 구체적인 윤곽

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영국여행자들의 조사 성과를 총정리한 

먼셀(F. R. Maunsell)에 따르면, 쿠르드인들의 거주지역은 쿠르디스탄은 북쪽의 에

르진잔, 남쪽의 케르만샤 , 서쪽의 모술 , 그리고 동쪽의 사난다즈 서쪽을 경계로 하

는 산간이었다110). 이처럼 외부인들이 가졌던 내향적인 관점은 1920년에 세브르 

조약(Treaty of Sevre)에서 쿠르드인들의 민족국가에 할당된 국토 설정에 바탕이 되

었다 . 이후 현지의 저명한 역사가 중에 아르달란 가문의 마르두흐(M. Mardūkh, 

1877-1975)가 이러한 생각을 수용했고111), 이후부터 쿠르디스탄의 범위는 쿠르드

인들의 거주밀도 높은 지역으로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그림 2-3).

109) M. R. Izady, op. cit. (1992), pp. 3-5.

110) F. R. Maunsell, op. cit. (1894), p. 81.

111) M. Mardūkh, Tārīkh-i Kurd wa Kurdistān (Sanandaj: Shūwān, 2016), pp. 65-8.



39

그림 2-3 쿠르디스탄의 내부 기원지와 외부 진출지역

(S. Maisel, op, cit., 2018; 연구자 작성)

이와 같이 쿠르디스탄의 내부지역은 산악유목민에서 유래한 쿠르드인들이 오랫

동안 거주해 왔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인지할 수 있는 지역이다 . 역사적으로도 헤

즈바니(Hedhbānī), 마르와니(Mawānī), 돈볼리(Donbolī), 학카리(Hakkārī), 비틀리시

(Bitlīsī), 아르달란(Ardalān), 바반(Bābān), 자프(Jāf) 가문 외에도 대부분의 쿠르드인

들이 활동하고 생활해 온 지역이며 산간의 전통이 강하다 . 이와 다르게, 외부지역

은 쿠르드인들이 거주하는 밀도가 낮으며, 일시적으로 거주하여 외부인들에게 쿠

르디스탄으로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지중해 연안이

나, 시라즈(Shiraz), 후라산(Khurāsān) 등지에서는 아이유브(Ayyūbī)와 잔드(Zand) 

가문 외에도 여러 가문의 쿠르드인들이 활동했지만, 외부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 

쿠르드인의 민족 전통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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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쿠르드인의 집단별 성격 차이와 층위의 구분

2.2.1. 야만적인 산악인 집단의 발생과 지속

쿠르디스탄의 수많은 능선과 계곡은 서로 간의 소통을 방해하여 통합된 정체세

력의 출현을 막았고112), 역사적으로 정치와 문화의 경계지역을 이루었다113). 메소

포타미아 습지의 외부인들이 문명의 변화를 주도한 국가를 만든 것과 다르게 , 산

간의 쿠르드인들은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자급적으로 생활했다. 이와 같이 대비

되는 상황에서 역사를 남긴 습지국가들은 쿠르드인들을 야만인적인 산아유목민으

로 취급했다 . 이븐 할둔(ibn Khaldun)이 설명한 것처럼 , 외부인들에게 산악인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나 야수같은 존재이며 도시와 국가 수준의 문명사회를 이

루지 못한 전야민이었다114). 하지만 스콧(J. C. Scott)이 산간을 문명의 반영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쿠르드인들은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국가의 주변에서 생활

하며 외부인들의 시선에서 모습을 드러냈다115). 하지만 샤라프 앗 딘(Sharaf 

al-Dīn)116)이 설명하는 쿠르드인들의 기원 설화에 따르면 , 그들의 대부분은 국가에

서 도망친 피난민들이어서 원시사회의 미개인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었다.

그(Żaḥāk)의 폭압적인 본성과 함께, 그의 양 어깨에서는 뱀처럼 생긴 혈관(rag)이 자라났는

데, 그것은 지식인들이 암(saraṭān)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자학은 이상한 증상을 얻은 이

후에 큰 고통에 시달리며 인내와 관용이 남아나지 않았다. 매우 숙련된 의사들과 세심한 학

자들이 그의 상태를 호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주받은 사탄(sheīṭān)이 의사로 가장하여 자학 앞에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고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젊은 사람의 뇌에 있는데, 그것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저주받은 자의 충고에 따라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행했는데 효과

112) C. J. Edmonds, op. cit. (1957), p. 7.

113) 자크 엘리제 르클뤼 지음, 산의 역사(정진국 옮김, 파람북, 2020), pp. 162-3.

114) 이븐 할둔, 앞의 책(2003), pp. 126-7; 이븐 칼둔, 앞의 책(2020), pp. 209-10.

115) J. C. Scott, op. cit. (2017), pp. 222-3. ‘Penumbra’는 일식이나 월식 때 완전하게 빛이 차
단되는 본그림자(本影)가 아니라, 그 주변으로 약간의 빛을 포함하는 반그림자(半影)를 가리
킨다. 스콧은 초원, 바다, 산간의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문명세계의 주변에서 종
종 역사에 등장한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116) Sharaf al-Dîn Bidlîsî, op. cit. (2005), p. xvii. 1597년에 샤라프 앗 딘은 쿠르드인의 왕조
와 지배세력에 관한 첫 번째 역사서인 샤라프나마(Sharaf-nāma)를 편찬한 비틀리시
(Bitlisi) 가문의 쿠르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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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이후) 통증이 사라지고 안정을 되찾았다. 이에 따라서, 매일 두 명의 무고한 젊

은이들이 폭군의 칼을 맞아 죽음에 이르렀고, 그들의 뇌는 불치병의 치료제가 되었다.

  한동안 이와 같은 폭정과 억압이 귀족과 평민 사이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

시) 희생자를 임명하던 사람은 관대하고 자비로우며 매우 친절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는

데,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며 부끄러움과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매일 한 사람을 죽여

서 사람의 뇌와 양의 뇌를 섞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국가(ūṭān)로부터 자유롭도록 피

신시켰는데, 그들은 거주지(ābādānī)나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산간에 정착했다. 점차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들었고 서로 결혼하여 번성했다. 이후 그

들의 자녀와 자손이 많아졌고 그들은 쿠르드(kurd)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섞이고 다른 지역을 방문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

에 고유한 언어(lesānī)와 관습(ūżā’ī)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숲과 산, 목초지와 봉우리

에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발전시켰다. 그중에 일부가 부와 재산을 모았고, 일

부는 사막으로 흩어지기도 했다.

Sharaf al-Dīn Bītlsī, 1998, pp. 12-4.

샤라프 앗 딘에 따르면, 쿠르드인들은 피쉬다드 왕조(Pīshdād Dynasty)117)의 다

섯 번째 왕인 자학(Żaḥāk)의 폭정을 피해 산간으로 도망친 젊은이들에서 유래했

다. 당시 자학은 저주받은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 암에 걸렸고 매일 젊은 사람 두 

명의 뇌를 먹어야 했다. 어느 날 어떤 고귀한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해 양의 뇌를 섞어서 매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망친 사람

들은 자학의 악행이 미치지 않는 산간에서 마을을 만들고 농경과 목축하며 생활

했다 . 점차 이러한 사람들은 많아졌고 오랫동안 외부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고유

한 언어와 관습을 갖게 되어 ‘쿠르드인(kurd)’이라고 불리게 되었다118). 이와 같이 

쿠르드인들은 자학의 통치지역으로 알려진 페르시아(Īrān)와 중앙아시아(Tūran)에

서 온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119), 그들은 단일한 혈족이 아니라 산간

에서 생활하며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된 사람들이다.

117) 977-1010년에 피르다우시(Abū al-Qāsem Firdawsī Ṭūsī, 977-1010)가 편찬한 샤흐나마
(Shāh-nāma)에 나오는 이란의 전설적인 왕조이다. 샤라프 앗 딘은 여기에 나오는 폭군 자
학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쿠르드인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118) Sharaf al-Dīn Bītlsī, op. cit. (1998), pp. 12-5; Sharaf al-Dîn Bidlîsî, op. cit. (2005), pp. 
28-33. 샤라프 앗 딘은 본문에서 단수형 명상인 Kurd와 이것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Akrād를 
혼용하고 있다.

119) Sharaf al-Dîn Bidlîsî, op. cit. (2005), pp. 28-9. 이란(Īrān)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투란
(Tūrān)은 지금의 중앙아시아 일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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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간에는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않았고 외부인들은 산간을 잘 알지 못

했다 . 이 때문에 외부인들이 만든 이야기에서 쿠르드인들은 괴상한 존재의 후손들

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 에드몬즈(C. J. Edmonds)가 수집한 이야기에 따르면 , 

솔로몬 왕(Solomon)은 요정(Jinni), 거인(Ifrit), 악마(Div), 천사(Pari)를 거느리고 있

었다120). 어느 날 그는 오백 마리의 악마를 모아놓고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

녀들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무를 완수하고 복

귀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솔로몬이 사망했다 . 이 소식을 접한 악마들은 여인들

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결혼해 살았다. 이후 그들이 낳은 아이들은 ‘산악유목민

(akrād)’이 되어 쿠르드인들의 선조가 되었다121). 마스우디(Mas’ūdī)122)도 이와 비

슷한 이야기를 남겼다. 솔로몬은 거느리던 여인들이 악마와 몰래 통정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 이후 왕은 그들을 산간으로 보내 ‘추방자(karrāda)’

라는 낙인을 찍었는데, 그들이 바로 쿠르드인들의 조상이었다123). 이처럼 쿠르드

인들이 악마의 자손들로 여겨지는 것은 외부인들의 무지와 상상력에서 비롯된 결

과였다124).

이와 같은 외부에 잘 인지되지 않던 쿠르드인들이 부족이나 가문, 지역 왕조처

럼 특정 집단의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이슬람이 성립한 이후이다125). 특

히 ‘이슬람의 황금기(The Golden Age of Islam)126)’라고 부르는 시기에 무슬림 학

120) F. Steingass, Persian-English Dictiona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892), pp. 
375, 855, 554, 246. jinnī, ‘ifrīt, dīv, parī는 각각 페르시아어로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들이다.

121) Edmonds, op, cit. (1957), p. 4.

122) Mas’udi, The Meadows of Gold (P. Lunde and C. Stone eng. tr., Oxford: Routledge, 
1898), pp. xxii-xxiii, 11. 생몰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관련 사용를 보면 대략 945년
에 예루살렘에서 출생해서 10세기 말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생전에 페르시아, 인
도, 신드, 이라크, 오만, 예멘, 시리아, 중국에 이르는 많은 지역을 여행했고, Muruj 
al-Ẓahāb과 Kitab al-Tanbih 등의 여행기를 남겼다.

123) M. Fany, La Nation Kurde et son Évolution Sociale (Paris: Rodstein, 1933), pp. 59-61.

124) 쿠르드인들의 기원 설화가 유럽의 미녀와 연관되는 것은 현지와 외부에서 쿠르드 여인들
의 미모가 빼어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25) C. J. Edmonds, op. cit. (1957), p. 6.

126) J. L. Porter, A Handbook for Travelers in Syria and Palestine (London: John Murray, 
1868), p. xlix. “6. 팔미라(Palmyra)의 지하무덤을 발굴해 살펴보고, 팔미라인의 비문을 옮겨 
적어라! 시리아의 모스크들은 예술가의 주목과 어쩌면 건축가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오래된 것 중에 대부분이 신전과 교회였지만, 일부는 순수한 이슬람 예술(Saracenic 
art)의 아름다운 표본들이다. 무늬가 새겨진 첨탑(minaret), 벽감, 움푹 들어간 출입구, 대리
석이 깔린 마당, 그리고 아라베스크로 장식한 실내는 비현실적으로 우아한 모델이다.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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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남긴 여행기를 통해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 하지만 처음부터 쿠르드

인과 그들의 거주지역이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븐 하우칼(Ibn Hawqa

l)127), 이븐 할리칸(Ibn Khalīkān)128), 이븐 아시르(‘Alī ibn Athīr)129)처럼 쿠르드인 

출신의 학자들 외에 , 이븐 주바이르(Ibn Jubayr)130), 알 무카다시(al-Muqaddasī), 아

부 알 피다(Abū al-Fīdā’)131), 이븐 바투타(Ibn Battuta)132) 등이 괄목할 만한 여행기

를 남겼다. 하지만 그들은 이슬람 세계(Dar al-Islām)의 번영을 확인하기 위해 번창

한 도시들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따라 순례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여

행기에는 주변의 산(jibāl), 강(nahr), 바다(baḥr)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 알 무

카다시가 남긴 지도를 보면, 쿠르디스탄에 해당하는 지역은 흰 공백이었고(그림 

2-4), 이븐 하우칼이 그린 세계지도에도 단순히 ‘산간지역(al-Jibāl)’으로 표기되었

다(그림 2-5). 그중에 알 야쿠비(Ibn Wāḍiḥ al-Ya‘qūbī) 정도만이 “쿠르드인들의 고

향이 거칠고 추운 교외의 산간(al-Jibal)이다”라고 거주자의 정보를 추가했을 뿐이

다133). 이러한 경향은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온 사절단이나 상인들에게서도 나

타났다. 윌리엄 루브룩(William of Rubrook)134)이나, 마르코 폴로(Marco Polo)135)와 

고의 표본들은 이슬람(Mohammedanism)과 같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다마스쿠스에는 오
래전에 지나가 버린 이슬람 황금기(the Golden Age of Islam)의 유적들이 즐비하다.” 이처
럼 19세기에 유럽인들이 문학적인 감각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이슬람 문명의 다
양한 분야가 발전한 시기를 표현하기 위한 학술적인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D. A. 
King, “The Astronomy of the Mamluks”, Isis, Vol. 74, No. 4 Dec., 1983, p. 531) 

127) L. W. Adamec, Historical Dictionary of Islam (2nd ed., Lanham, Martland and Plymouth: 
Scarecrow Press, 2009), p. 137. 누사이빈(Niṣībīn) 출신이다. 943-969년 사이에 여행한 내용
에 지도를 포함하는 Ṣūrat al-Arẓ를 편찬했다.

128) L. W. Adamec, op. cit. (2009), p. 139. 1211년에 이라크 에르빌에서 출생했다. 그는 약 
800명의 위인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첫 번째 무슬림 작가이다. 

129) 1160년에 자지라에서 출생한 역사학자이다. 그는 아이유브 왕조 시기에 알레포와 다마스
쿠스에서 생활했고, 이후에 al-Kāmil fī al-Tārīkh (The Complete History)를 저술했다.

130) Ibn Jubayr, The Travel of ibn Jubayr (R. Broadhurst eng. tr., London and New York: 
I.B. Tauris, 2020), pp. 15-22. 1145년에 발렌시아에서 태어났고, 1217년 이집트에서 사망하
기 전까지 메카, 이집트, 알레포, 다마스쿠스, 모술, 바그다드 등을 방문하고 기록을 남겼다.

131) 1273년 맘루크 왕조 시기에 다마스쿠스에서 태어난 아이유브 가문 출신의 지리학자이자 
역사학자이다. 그는 Taqvīm al-Buldān(A Sketch of the Countries)를 저술했다.

132) Ibn Battuta, The Travel of ibn Battuta, A. D. 1325-1354 (Vol. 1, H. A. R. Gibb tr., 
Franham and Burlington: Ashgate, 1956), pp. ix-x. 1304년 모로코에서 출생했고, 1369년에 
사망했다. 그는 생전에 이라크, 인도, 신드, 중국, 마그레브, 메카와 같은 이슬람 지역을 여
행했다.

133) Ibn Wāḍiḥ al-Ya‘qūbī, The Works of Ibn Wāḍiḥ al-Yaʿqūbī: An English Translation, Vol. 
1 (M. S. Gorden and et. al. ed., Leiden and Boston: Brill, 2018), pp. 69-70. 

134) 플라노 드 카르피니·윌리엄 루브룩, 몽골제국기행: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김호동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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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여행자들도 무슬림 학자들이 둘러본 도시를 방문하고 그들이 이용한 육상통

로를 따랐기 때문에, 실제로 쿠르디스탄의 내부에 들어가 살펴볼 일이 없었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산악인들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길 수도 없었다.

그림 2-4 알 무카다시의 세계지도와 흰 공백으로 표기된 산간지역

(Al-Muqaddasī, The Best Divisions for Knowledge of the Regions, B. Collins eng. tr., 
Oxford: Routledge, 2001, pp. 116, 314, 331)

그림 2-5 이븐 하우칼의 세계지도와 흰 공백의 산간지역

(470 AH/1085 CE, 터키 Topkapi Saray Museum 소장)

서울: 까치, 2015), pp. 24-6. 윌리엄 루브룩은 1253년 3월경에 팔레스타인을 출발해서, 
1254년 4월 5일에는 뭉케 칸의 카라코룸에 도착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15일에 볼가 강 인
근의 바투 진영에 도착했고, 이후에는 캅카스 산맥을 종단하여 서아시아의 팔레스타인에 도
착했다. 그의 일행은 몽골의 천막과 주거문화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지만, 서아시아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칠 수 있었던 쿠르드인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록하지 않았다.

135)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김호동 역주, 파주: 사계절, 2000), pp. 110-1. 
그는 1260-95년에 쿠빌라이 치세의 몽골제국과 그 주변세계에 대해 생생하고 풍부한 증언
을 남겼지만, 아쉽게도 쿠르드인을 마주친 것은 이라크 모술에서 한 차례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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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알 카쉬가리의 세계지도와 ‘쿠르드인들의 지역(Arẓ al-Akrād)’
(Maḥmūd Kāshgharī, Dīwān Lughāt al-Turk, Vol. 1, Istanbul: Matbaa-i Amire, 1914. 편집)

쿠르디스탄의 지리적 경계는 11세기 말에 알 카쉬가리(Maḥmūd al-Kāshgharī)가 

편찬한 투르크어 사전(1072-74)에 수록된 세계지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

다(그림 2-6). 여기에서 ‘쿠르드인들의 지역(Arẓ al-Akrād)’은 서쪽으로 시리아(Arż 

al-Shām)와 이집트의 경계(Ḥodūd Miṣr)를 맞대고, 동쪽으로 후라산(Arż Khurāsān), 

두 개의 이라크(Arż al-‘Irāqīn)136), 히자즈(Arż al-Ḥijāz), 카이르완(Arż al-Qayrwān)과 

경계를 이루었다. 또한 이 지역의 북쪽에는 아제르바이잔(Arż Ādherbādkān)과 남쪽

에는 거주하기 어려운 사막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도는 두 이라크와 쿠

르디스탄의 상대적인 위치를 혼동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전에 수록된 투르크어 중에서 쿠르드인과 쿠

르디스탄에 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137). 

이후에도 산간에서 생활하던 쿠르드인들은 문헌기록에 간간히 등장했다. 하지

만 그들의 사회 조직과 생활 방식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아니었다. 14세기 

초에 라시드 앗 딘(Rashīd al-Dīn, 1247-1318)이 편찬한 집사(Jāmi’ al-Tawārīkh)에

136) 페르시아의 이라크(‘Irāq-i ’Azam)과 아랍의 이라크(‘Irāq-i ’Arab)를 구분하지 않고 표기했
다 두 지역은 각각 자그로스 산맥을 중심으로 각각 동쫑과 서쪽지역을 일컫는다. 알 카쉬가
리의 지도에 따르면, 쿠르드인의 거주지역은 두 이라크의 서쪽에 위치하여 현재의 이라크 
사막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것은 지역의 위치를 착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137) Maḥmūd al-Kāşġarī, Türk Şiveleri Lügati (Dīvānü Luġāt-it-Türk), R. Dankoff and J. Kelly 
eng. tr., Cambridge: the Harvard University Printing Office, 1982. 단코프가 영문으로 번역
한 사전에는 쿠르드인이라는 명칭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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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쿠르디스탄(Kurdistān)이라는 지명을 수차례 언급되지만138), 지중해 연안에서 

정복활동을 벌인 아이유브 가문의 술탄들에 대한 내력과 계보를 서술하는 것만큼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139). 또한 1424년에 야즈디(Sharaf ‘Alī al-Dīn 

Yazdī)가 편찬한 자파르나마(Ẓafar-nāma)에서도 산악인 집단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140). 티무르 제국의 창립자인 아미르 티무르(Amīr Tīmūr)의 승전을 기리

기 위해 저술된 방대한 문헌은 쿠르드인과 쿠르디스탄을 총 13차례 정도 언급하

면서도 별다른 설명을 포함하지 않는다141). 오히려 티무르의 군대는 산간의 무슬

림들을 ‘신앙심이 없는 이교도 무리(jamā’atī-i gabrān-i bīdīn)’으로 취급하며 큰 관

심을 두지 않았다142). 쿠르드인 출신의 샤라프 앗 딘의 입장도 외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그는 쿠르디스탄에서 유력한 세력을 보유하던 술탄국, 반자치적인 

군, 나머지 지역의 군주, 비틀리스 가문의 역사를 확대하는 일에 몰두했다 . 이와 

다르게 샤라프 앗 딘은 자학의 폭정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산간 마을에 남아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외에도 첼레비(Evliya Çelelbi, 1611-82)가 40여 

년간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를 여행하고 저술한 10권의 여행기(Seyāḥat-nāma)
에도 주로 도시(shahr)와 성채(qal’a), 모스크(masjid), 마드라사(madrasa)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143). 그와 같이 독실한 무슬림 학자들은 산간에서 생활하는 신

앙심없는 이교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138) 라시드 앗 딘 지음, 일칸들의 역사(김호동 역주, 파주: 사계절, 2018), p. 240. “아바카 
칸이 사망하자 카툰들과 왕자들과 아미르들은 차가투에서 장례로 분주했다. 아흐마드는 쿠
르디스탄(Kurdistān) 방면에서 와서 도착했다. 아바카 칸이 사망하기 전에 타브리즈의 감관
이던 나루두이 아크타치(Nārdūī Akhtāchī)는 어떤 용무로 인하여 아르군 왕자를 부르러 갔
고 ...” 이와 같이 쿠르디스탄을 지명의 하나로 사용했지만, 내력과 의미, 혹은 그리고 지리
적인 분포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139) 라시드 앗 딘 지음, 라시드 앗 딘의 집사2: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파주: 사계절, 
2003), pp. 236-41. 

140) 이주연, ｢티무르朝의 史書, 야즈디 撰 勝戰記(Ẓafar-nāma)의 譯註｣(서울대 동양사학과 박
사학위논문, 2020. 2), pp. 1-37.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까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캅카스 산맥, 북인도, 중국의 서부를 장악했던 티무르 제국의 시조인 아미르 티무르의 승전
과 공적에 관한 역사서이다

141) 이주연, 앞의 논문(2020. 2), pp. 8, 42, 517, 518, 523, 537, 546, 553, 570, 582, 883, 
891, 956.

142) Sharaf al-Dīn 'Alī Yazdī, Ẓafarnāma-i Sharaf al-Dīn ‘Alī Yazdī (Sayyīd S'aīd Mīr 
Muḥammad Ṣādiq ed., Tehran: Markaz-i Asnād Majlis, 2008/9), p. 509. 

143) Martin van Bruneissen, & H. Boeschoten, Evliya Celebi in Diyarbakir (Leiden: E. J. 
Brill, 1988), p. xvi. 첼레비는 종종 이슬람 유산을 과장하는 반면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 시
설은 축약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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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리치와 먼셀이 작성한 쿠르디스탄 지도의 정보 차이

(C. J. Rich, Narrative of A Residence in Koordistan, M. Rich ed., London: James Duncan, 1836; 
F. R. Maunsell, op. cit., 1894)

쿠르디스탄과 산악인 집단은 유럽제국들이 본격적으로 중동에 진출한 뒤에야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19세기 초부터 한 세기 동안 영국과 러시아는 쇠락해진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에서 식민지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 기간

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를 만큼 영국이 본토와 인도를 연결하는 육상통로를 

확보하고, 러시아가 페르시아만의 부동항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다144). 두 

제국의 세력이 교차하던 쿠르디스탄은 유례없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졌고145), 이

에 따라 많은 유럽여행자들이 방문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탐험을 주도하던 영국

여행자들은 산간의 곳곳을 누비며 총괄적인 지리정보를 수집했다 . 1820-22년에 영

국인 리치(C. J. Rich)가 쿠르디스탄을 여행한 뒤에 남긴 지도와 70여 년이 지난 뒤

에 먼셀이 작성한 지도에서 확인되는 도시 , 마을, 산악로 , 산과 하천의 정보 차이

는 당시의 조사 상황을 반영한다(그림 2-7). 이와 같은 탐험의 황금기를 통해서 산

간에 은둔하던 쿠르드인들의 사회 조직과 생활방식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44) 피터 홉커크 지음, 그레이트 게임(파주: 사계절, 2008), pp. 170-1. 아서 코놀리(Arthur 
Conolly, 1807-42)가 처음 사용한 말이고, 키플링(J. R. Kipling)이 소설 킴(Kim)(1901)에
서 인용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이 용어는 19-20세기 초 영국과 러시아의 탐험가들이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승진과 명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정보 수집에 경주했던 시기를 가
리킨다.

145) M. T. O’shea, “The Image from The Outside: European Travellers and Kurdistan before 
the Great War”, Geopolitics and International Boundaries, Vol. 2, No. 3, (1997), pp.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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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사이크스가 조사한 오스만 제국의 쿠르드 부족 분포

(M. Sykes, op. cit., 1908, p. 452)

하지만 20세기 초에도 산간 계곡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던 산악인 집단은 

모두 파악되지 못했다. 1908년에 사이크스(M. Sykes)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서 

세 명의 쿠르드인 하인과 함께 약 12,000km를 달려서 , 경찰, 노새 몰이꾼, 물라, 부

족장 , 양몰이꾼, 말 매매상, 운반업자 , 그리고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한 끝에 조사한 쿠르드 부족의 분포와 규모를 정리한 성과를 발표

했다146)(그림 2-8). 여기에서 그는 페르시아에 포함되는 쿠르디스탄 지역을 제외하

고 나머지 지역을 여섯 개로 나누어서 총 305개 부족의 위치와 계보, 생활방식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조사한 내용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추정과 의견으로 채워져 

있을 만큼147), 산악인 집단의 내력과 소속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복잡했고 분명한 문헌기록이 전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사이크스처럼 대대적으로 

쿠르드인의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148), 일부 산악인 집단들은 여전히 고

립된 산간에서 은둔하며 생활할 수 있었다.

146) M. Sykes, “The Kurdish Tribes of the Ottoman Empire”,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Vol. 38, 1908), p. 451

147) M. Sykes, op. cit. (1908), p. 451.

148) Anonymous ed., Kurdistan and the Kurds, India: India Office Records,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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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착지는 분명히 임시적인 여름 캠프였다. 동물들이 산 위에서 풀을 뜯고 있는 동안, 비

교적 비옥한 저지대에서 사료용 작물들이 수확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

이 놀라울 정도로 스파르타적인 환경에서 살았다. 각 가구는 건식으로 쌓은 돌 벽체의 일부

분에 가냘픈 나뭇가지로 지붕을 얹은 원시적인 은신처에서 생활했다. 이곳에서는 목재와 그 

밖의 모든 것을 아래쪽의 먼 골짜기에서 운반해야 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곳은 사진작가

의 낙원이었다. 예를 들어 이곳의 여성들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종종 해골모양의 모

자를 썼다. 여기에는 구멍을 뚫어서 수십 개의 이란 동전을 걸었다. 그들이 순수하게 장식

을 좋아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부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우물

(Hanyeh Wells)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M. Farr, 1984, p. 129.

이와 같이 20세기 후반까지도 일부지역에서는 산악인들이 외부와 고립된 환경

에서 토착적인 방식으로 생활을 했다. 대표적으로 1978년에 영국인 파르(M. Farr)

가 샤호산(Kūh-i Shāhō)149)에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직동굴을 조사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마주친 하우람인들은 여름 거주지에서 돌과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을 

만들어 생활했다150). 1970년대에 판 부르네이센(M. van Bruneissen)은 인근지역에

서 어떤 노인이 “쿠르드인은 천막에 사는 유목민이라네, 구란인은 정주하고 마을

에 산다네”라고 부르는 노래를 녹음한 것을 보면151), 다른 계곡에서 생활하는 쿠

르드인들 사이에서 분리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확인된다 . 비슷한 쿠르드 옷

을 입고 쿠르드 말을 사용하면서도 스스로 쿠르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처

럼, 최근까지도 일부 산악인들은 외부세계와 거리를 두고 자급적인 사회의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149) 해발고도 3,500m에 이르며, 현재 이란 코르데스탄주와 케르만샤주의 경계를 형성하고, 하
우라만 지역의 남쪽 경계를 이룬다(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1. 3, p. 122). 

150) Martyn Farr, “The Ramshackle Expedition to Iran in Search of a Depth Record”, The 
Great Carving Adventure (Sparkford: The Oxford Illustrated Oress, 1984), p. 129.

151) M. van Bruneissen, Agha, Shaikh and State: The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s of 
Kurdistan (London: Zed Books, 1992), p. 111. “a Kurd lives in a tent and is nomadic, a 
Guran is sedentary and lives in a village.” 여기에 더해 판 브루네이센은 구라니를 사용하
는 하우라만 지역의 거주자들은 20세기 초까지도 스스로를 쿠르드인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그들은 다른 쿠르드인들과 혼인하거나, 쿠르드 민족운동에 참가하면서, 점
차 스스로 쿠르드인이라고 바꾸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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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슬람 성립 이후 지배가문의 등장과 몰락

쿠르드인 중에는 일찍부터 자치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역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카르다케스(Cardaces)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쿠르드인이라고 생각된다 . 스트라본에 따르면, 그들은 ‘도적질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로서152), 쿠르디스탄의 여러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활동한 사람들

이다153). 이 외에도 산간에 근거지를 둔 쿠르드인 중에는 외부의 국가를 위협할 

만한 세력도 있었다154). 룰루비(Lullubi)와 구티(Guti)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아카드 

제국을 멸망으로 이끌었고155), 카랄라(Karalla)의 사람들은 전성기를 구가하던 아

시리아의 사르곤 2세(Sargon Ⅱ, 721-705 BCE)에게 복속하지 않기 위해 수차례 저

항하기도 했다156). 또한 카르두코이(Kardouchoi)라는 사람들은 자그로스 산맥을 가

로질러서 행군하던 크세노폰 일행을 곤란에 빠뜨리기도 했다157). 이 외에도 쿠르

디스탄에는 국가에 버금가는 정치체제와 권력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지만158), 그

들은 발굴조사에 의지하지 않으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문자 기록을 남

기지 않았다.

  

이집트_샤디 이븐 마르완 쿠르드(Shādī ibn Marwān Kurd)의 아들인 아사드 앗 딘 시르쿠

흐(Asad al-Dīn Shīrkūh)가 군주요 지배자가 되었다. 이슬마일리파의 칼리프인 아디드가 약

해졌기 때문에 그의 재상이던 샤우르(Shāūr)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아디드는 시리아의 

아타벡 누르 앗 딘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을] 재상에게서 보호해 달라고 지원을 요청했다. 

누르 앗 딘은 시르쿠흐에게 2천 명을 붙여서 판견했다. 재상은 만일 그가 도착하면 왕구그

이 권력을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여 프랑크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시르쿠흐가 나

일 강을 건너 그 서안에 주둔하자 양측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집트와 프랑크의 군대가 패배

하여 바닷가로 피신했다. 시르쿠흐는 알렉산드리아(Iskandariya)를 점령하고 자신의 조카인 

152) Strabo, op. cit., Vol. 7 (1930), p. 181.

153) G. R. Driver, op. cit. (1923), pp. 395-6.

154) F. Thureau-Dangin, op. cit. (1907), p. 149-50.

155) G. G. Cameron, History of Early Iran (Chicago and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6), pp. 35-66.

156) G. Frame, “The Inscription of Sargon Ⅱ or Tangi Var (Tab. ⅠⅩⅤⅢ)”, Orientalia, Vol. 
68, No. 1 (1968, reissue 1999), pp. 31-57.

157) 크세노폰, 앞의 책(2011), pp. 164-74.

158) K. M. Ahmed, op. cit. (2012), p. xii-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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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흐 앗 딘 유수프를 그곳에 주둔시킨 뒤, 자신은 上이집트로 가서 그곳을 점령했다. [한

편] 프랑크인들은 이집트와 카이로를 장악했다.

  재상 샤우르의 아들인 카밀 슈자는 아타벡 누르 앗 딘에게 전령을 보내 우호를 청하면서 

매년 그의 이름으로 공물을 보내겠다고 제안햇다. 누르 앗 딘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1168/9(563 AH)년에 이집트를 점령했고, 두 달 반 동안 그곳을 지배했다. 그의 사촌인 살

라흐 앗 딘 유수프159)가 뒤를 이어 이집트 지방의 통치자가 되었다.

라시드 앗 딘 지음, 2003, pp. 172-173.

이슬람이 성립된 이후에야 군준의 계보와 거점지역이 확인되는 쿠르드 지배가

문이 등장했다. 자키(M. H. Zakī)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제자 중에 가반

(Gābān)이라는 쿠르드인이 있었지만160), 그의 이름과 실존 여부가 불확실하다 . 8세

기 말에 우마이야와 압바스 칼리프의 후원 아래 무슬림 학자들이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실시하고161), 쿠르드인들이 무슬림되어 이슬람 세계의 일원이 된 이후가 

되어서야, 쿠르드 지배가문들이 역사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배가문

의 등장은 쿠르드인들과 외부세계의 접촉이 만아져서 생긴 결과였다.

일례로, 우르미(Urmī)162) 가문의 사다카(Ṣadaqa ibn ‘Alī)와 그의 형제들이 압바

스 칼리프의 명령에 불복하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 결국은 실패하고 바그다드로 압

송되어 역사에서 사라졌다163). 여기에서 반란을 주도한 사다카는 알리의 아들이

며, 자리크(Zarīq)라는 별칭을 가졌고, 모술(Mosul) 출신의 쿠르드인이었다. 케르만

(Kermān)164) 인근에서 생활하던 샤반카라(Shabānkara) 가문은 이스마일리안

(Isma’īllīān), 라마니안(Rāmānīān), 카르주비안(Karzūbīān), 셰카니안(Shekānīān) 부족

처럼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의 쿠르드인으로 구성된 연합가문이었다. 또한 파르스

(Fārs) 지방에서는 각각 만 명 규모의 자일루야(Jaīllūya), 알 자이완(al-Dhaīwān), 알 

루 알 잔(al-Lū al-Jān), 알 카리얀(al-Karīyān), 알 바잔잔(al-Bājānzān)라는 쿠르드 

159) 이후 본문에서는 ‘살라딘’이라고 표기한다.

160) M. A. Zaki, “A Brief History of Kurds and Kurdistan(1931)”,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Kurdish Studies, N. Sharif eng. tr., Vol. 10, No. 1/2 (1996), p. 107. 자키는 알 알루시
가 번역한 쿠란에 무함마드를 따르던 쿠르드인 자반 혹은 가반(Jābān/Gabān al-Kurd)이 나
오고, 후에 그의 아들이 가반(Gābān)이라고 다시 말했다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161) Ibn Wāḍiḥ al-Ya‘qūbī, op. cit. (2018), p. 6. 

162) 현재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 서쪽 지역에 있던 가문이다. 

163) A. Kasravī, Shahrīyārān-i Gomnām (Tehran: Nagāh, 2006/7), pp. 163-4.

164) 이란 파르스 지방에 위치하는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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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ram)들이 위세를 떨치기도 했다165). 이 외에 아이유브 가문의 살라딘(Ṣalāḥ 

al-Dīn Yūsuf)은 삼촌인 시르쿠흐(Asad al-Dīn Shīrkūh )가 사망한 뒤에 이집트 카이

로의 정권을 넘겨받겨 받기도 했다166). 이와 같이 이슬람 시대 초기에 활동한 쿠

르드 지배가문들은 외부의 역사가들에게 단편적으로 포착되었고, 통합적으로 이

해되지 못했다 . 

[ 서문 ] 쿠르드인의 선조들

[ 1권 ]
술탄국들

1) 디야르바크르와 자리자(Dīyārbakr wa Jazīra)
2) 핫사나비야(Ḥassnavīya) : 디나와르(Dīnawar), 샤흐리주르(Shahrzūl)
3) 대 루르(Lur-i Buzurg, Fażalūya)
4) 소 루르(Lur-i Kūchik)
5) 아이유브(Ayyub) : 이집트(Miṣr), 시리아(Shām)

[ 2권 ]
반독립적인 군주들

1) 아르달란(Ardalān)
2) 학카리(Ḥakkārī, Shanbū)
3) 아마디야(‘Amadīya, Bahādīnān)
4) 보흐티(Bokhtī, Jazīra)
5) 하산케이파(Haṣnkeīfā, Malekān)

① 자지라(Jazīra), ② 구르킬(Gūrkīl), ③ 파니크(Fanīk)

[ 3권 ]
나머지 지역의
군주들

1) 차미쉬카작(Chamishkazak)
2) 마르다시(Mardāsī)
3) 사순(Ṣāṣūn)
4) 히잔(Khīzān)
5) 킬리스(Kīlis)
6) 시르완(Shīrwān)
7) 자르키(Zarqī)
8) 스위디(Swīdī)
9) 슬리마니(Slīmānī)

① 마잔기르드(Majagird), ② 피르틱(Pirtik), ③ 사크만(Saqmān)
① 에질(Ejil), ② 팔루(Pālū) , ③ 차르무크(Charmūk)

① 히잔(Khīzān), ② 목스(Moks), ③ 스바이르드(Esbāīrd)

① 쿠프라(Kufrā), ② 아이론(Aīrōn), ③ 쿠르티(Kurtī)
① 데르지니(Derzīnī), ② 카르다칸(Kardkān), ③ 아타크(‘Atāq), ④ 타르질(Tarjīl)

① 칼랍과 바트만(Qalab wa Baṭmān), ② 미야파르킨(Mīyāfarqīn)

1) 소흐란(Sohrān)
2) 바반(Bābān)
3) 무크리(Mukrī)
4) 바라두스트(Barādūst)
5) 마흐무디(Maḥmūdī)
6) 돈볼리(Donbolī)
7) 자르자(Zarzā)
8) 스투니(Astūnī)
9) 타스니(Ṭāsnī)
10) 칼후르(Kalhur)
11) 타르자(Tarzā)
12) 바나(Bāna)

① 우쉬니(Ūshnī), ② 사순(Ṣāṣūn)

① 팔란간(Palngān), ② 다르탕그(Dartang), ③ 마히다스트(Māhīdast)

1) 이란의 쿠르드(Akrād-i Īrān)
: 구란(Gūrān?)

① 사이만수르(Sīāh-Maṣūr), ② 치기니(Chiginī), ③ 잔그나(Zangna),
④ 파주키(Pazūkī)

[ 4권 ]
비틀리스 가문의
군주들

1) 로자키 부족(‘Ashirat-i Rōzakī), 2) 비틀리스의 군주, 3) 비틀리스 가문에 대한 옛 술탄들의 찬사,
4) 비틀리스 가문이 정권을 상실한 원인

[ 맺음말 ] 오스만 제국의 위대한 술탄들과 동시대에 이란과 투란의 왕들

표 2-2 샤라프나마의 구성과 쿠르드 지배가문

(Sharaf al-Dīn Bītlsī, op. cit., 1998, pp. 8-12. 재구성)

165) Ibnu’l-Balkhí, The Fársnáma of Ibnu’l-Balkhí (G. le Strange and R. A. Nicholson ed., 
London: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1), pp. 164-70.

166) 라시드 앗 딘 지음, 집사2: 칭기스칸기(김호동 역주, 파주: 사계절, 2005), pp.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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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라프 앗 딘이 아니었다면, 다양한 기원과 정체성을 가진 쿠르드인들의 역사가 

하나로 정리되지 못했을 것이다 . 그는 지배가문의 성격을 구분해 술탄국들

(Salṭanat), 반자치적인 통치 혈족들(‘Aẓm-i Hakāmā), 나머지 군주들(Sāyer-i Kakāmā 

wa ’Omrā), 그리고 자신이 속한 비틀리스(Bitlis) 가문을 별도로 나누었다(표 2-2). 

그에 따르면 , 술탄국은 역사가들이 인정한 술탄의 깃발을 세운 가문이며, 마르와

니(Marwānī), 하사나비야(Ḥassanavīya), 대 루르(Lur-i Buzurg), 소 루르(Lur-i 

Kūchik), 아이유비(Ayyūbī)를 포함했다. 그리고 반자치적인 혈족들은 독립적인 왕

조를 이루지 못했지만, 군주의 이름으로 후트바(khuṭba)167)를 개최하거나, 자체 주

화를 발행한 아르달란(Ardalān), 학카리(Ḥakkārī), 아마디야(‘Amadīya), 하산케이파

(Ḥassankeīfā) 가문도 있었다168). 이 외에도 나머지 지역의 군주들이 쿠르디스탄에 

흩어져 각자의 소규모 세력을 보유했다169). 샤라프 앗 딘의 저술을 통해서 다양한 

쿠르드 가문들이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 샤라프

나마는 참고 사료의 범위와 저자 사후에 등장한 가문들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가 다루는 지배가문들은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수장이 머무르는 

지휘부를 보호하기 위한 성채와 내부 구성원들을 통솔하기 위한 이슬람 종교시설

을 함께 사용한 가물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후에 등장한 현지 역사가 중에서 루하니(B. M. Rūḥānī, 1923-88)는 40여 년 동

안 아랍어, 페르시아어 , 쿠르드어로 작성된 사료와 당시 새로 출판된 연구서를 종

합하여, 쿠르드 명사들의 역사(Tārīkh-i Mashāhīr-i Kurd)라는 세 권의 책을 저술

167) P. D. Gaffery, “Khutba”, Encyclopedia of Islam and the Muslim World, Vol. 1 (R. C. 
Martin ed.,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USA, 2003), pp. 394-5. 후트바(khuṭba)는 매주 
금요일 정오(ẓuhr)에 대중들에게 이슬람 전통을 설교하는 공식적인 의례이며, 모든 무슬림 
남성들이 참석할 의무가 있다. 이 의례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행한 설교활동에서 
유래한다고 여겨진다. 이후 칼리프 자신이나 지방 군주들이 주최했지만, 점차 학식이 많고 
웅변술이 좋은 사람들이 통치자의 이름을 걸고 대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설교자
(khaṭib)는 보통 주권자의 이름을 언급해야 했고, 후트바는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에 정권 교
체, 왕권 변화, 반란의 선언을 나타내는 정치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168) Sharaf al-Dīn Bītlsī, op. cit. (1998), pp. 8-12; Sharaf al-Dîn Bidlîsî, op. cit. (2005), pp. 
19-27.

169) 샤라프나마은 St. Peterburg, Khanikoff, Oxford Univ., Cairo본이 전한다(Izady tr., op. 
cit., 2005, pp. xxv-xxix). 본 연구에서 1862년에 Velïaminov-Zernof가 St. Peterburg본을 인
쇄해서 발행한 페르시아어 판본(1998년에 이란에서 재발행)과 2005년에 Izady가 Oxford본과 
Cairo본을 함께 참고해서 책의 1권을 번역한 영어-페르시아어 교감본을 함께 검토했다. 두 
문헌 중에서 이자디의 번역본에서만 이란의 쿠르드인들을 ‘구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사용한 판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차이가 발생한 연유를 알 수 없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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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가문 이름 활동시기 기원 및 출신지 세력 거점 내부 외부
조스타니안 Jostānīān 8-11c ? Rūdbar ○
우르미 Orūmī 9c Ⓞ모술 Urmīya ○
라와디안 Rawādīān 10-11c Ⓞ예멘 Armenia → Tabrīz* 동
헤즈바니 Hezhbānī 10-12c Ⓞ(라와디안) Mosul → Erbīl ○
마르와니 Marwānī 10-11c Ⓞ(함다니) Dīyārbakr, Ḥassankeīf ○
하사나비야 Ḥassanavīya 10-12c ? Shahr-i Zūr → Sarmāj → Dīnawar → Ẓohāb ○
데이삼 Deīsam 11-12c Ⓞ ? Ardabil* 동
살라리안 Sālārīān 10c Ⓞ ? Ardabil* → Dvīn(Dabil)* 동
샤다디안 Shedādīān 10-11c Ⓞ ? Barda* 동
아니의 샤다디안 Ānī 11-12c Ⓞ(샤다디안) Ani ○
돈볼리 Donbolī 10-20c Ⓞ발흐 Sinjar → Hakkārī → Khōī ○
아나즈 ‘Anāz 10-11c Ⓞ(샤잔잔) Ẓohāb → Shahr-i Zūr(?) ○
카쿠야 Kākūya 11-12c Ⓞ데일람 Isfahan → Hamadan → Yazd* 동, 남
샤반카라 Shabānkara 11-14c Ⓞ(이스마일리) Dārābgerd / Beīẓā 남
마르다시 Mardāsī 11-16c ? Pīrān(Qal’a Akīl?) ○
야일리안 Yaīlīān 12-13c Ⓞ투르크메니스탄 Maragha* → Tabriz* 동
바디나니안 Bādīnānīān 12-18c Ⓞ ? ‘Amādīya ○
대 루르(파줄리야) Lur-i Buzurg 12-15c Ⓞ시리아 Īẓe(?) ○
아이유브 Ayyūbīān 12-13c Ⓞ(헤즈바니) Cairo* / Damascus* / Aleppo* 서
시르완 Shīrwān 13-16c Ⓞ(아이유브) Ḥassankeīf → Shirwan 동
학카리 Hakkārī 14-19c Ⓞ(압바스) Van → Egypt(?)* → Julamerik → Bohtan ○ 서
소 루르 Lur-i Kūchik 12-17c Ⓞ시리아 Silvan → Azerbaijan → Khoramābād ○
말레키시 Malekīshī 12-16c ? Malazgirt / Pertek / Saqman(?) ○
베들리시 Bedlīsī 11-17c Ⓞ(사산왕조) Bitlis ○
아르달란 Ardalān 12-19c Ⓞ? Zalm → Palangan → Hassansabad → Sanandaj ○
케레트 Keret 13-14c Ⓞ쿠르디스탄? Khisar* → Herat(?)* 동
아지잔 ‘Azīzān 14-16c Ⓞ(보흐티) Cizre / Gurkil / Fenik ○
잔다리안 Jāndārīān 13-17c ? Akhlū Khān* → Qal’a Sinop②* 북
멘트샤 Menteshā 14-15c ? Bechīn* 서
말레칸(케이파) Malekān(Keīfā) 14-16c Ⓞ하마 Mardīn → Ḥassankeīf ○
마쉬투브 Mashṭūb 12-17c Ⓞ학카리 Nablus* → Acre* → Aleppo* 서
스위디 Swīdī 14-16c Ⓞ(돈볼리) Kanj → Qal’a Khān Chūk ○
히잔 Khīzān 15-16c ? Around Hizan ○
킬리스와 에자즈 Kilis va ‘Ezāz 15-19c Ⓞ학카리? Kilis* → Homṣ* → Chouf* 서
자르키 Zarqī 16c Ⓞ시리아 Mardin → Bitlis → Tarjil ○
바라두스트 Barādūst 16-17c Ⓞ(하사나비야) Urmīya → Erbil → Dīyarbakr → Dimdim ○
슬리만 Slīmān 16c Ⓞ(마르와이) Silvan ○
파주키 Pāzūkī 15-16c Ⓞ이란? Hizan → Malazgirt ○
무크리 Mokrī 15-20c Ⓞ(벨바스) Deh Bokrī → Mahābād(Saujblaq) ○
구르킬 Gūrkīl 16c Ⓞ ? Mt. Judi(Cizre) ○
소란 Sōrān 15-19c Ⓞ ? Rawanduz / Erbil / Shaqlawa / Kirkuk ○
사순(하조) Ṣāṣūn(Ḥazo) 15-16c Ⓞ(사산왕조) Ḥazo(Ṣāsūn) ○
다스니 Dāsnī 16c Ⓞ(칵하이?) Duhok / Sinjar ○
차카니 Chakanī 16-17c Ⓞ이란? Merv* / Van ○ 동
바나 Bāna 16-20c ? Qal’a Pīrūz? / Qal’a Shīwā? ○
마흐무드 Maḥmūdī 15-17c ? Van Sarāy / Khōshāb ○
로자키 Rozhakī 16c Ⓞ비틀리스 Sīstān* / Ḥazo(Ṣāsūn) ○ 남
골바기 Golbāghī 16-17c Ⓞ(투르크인) Marīwan → Bīlawār(Kamyaran) ○
세이파 Seīfā 16-17c Ⓞ ? Hassan al-Akrād(Crac des Chevaliers)* 서
시아흐 만수르 Sīāh Manṣūr 16c ? Ja’farabad(Bījār) → Khōshāb ○
칼후르 Kalhur 16-19c ? Palangān → Safiābād(Jawānrud) ○
카부드완드 Kabūdawand 17-19c ? Bījār ○
아마디 ‘Amādī 16-19c Ⓞ아마디야 Jobal-i Lebannon* 서
잔그나 Zangna 16-20c ? Merv* → Qandahar(Old Kandahar)* 동
나하쉬 Naḥāsh 16-19c Ⓞ ? Saur* → Jibal-i Lebanon* 서
바반 Bābān 16-20c Ⓞ사우즈블락 Sardasht → Chwalān → Sanandaj → Sulaymaniyah ○
바라호이 Barākhōī 16-19c Ⓞ ? Kerman* → Mekrān* 남
쿠찬 Qūchān 16-19c Ⓞ ? Qūchān* 동
셰카크 Shekāk 18-19c Ⓞ하산케이프 Urmīya → Salmas ○
밀리 Millī 18-20c ? Mārdīn → Vīrānshahr ○
잔드 Zand 16-18c Ⓞ(라크) Shīrāz* 남
부흐탄 Būhtān 19-20c Ⓞ ? Jazīra → Julamerik ○
바르자니안 Bārzānīān 19-21c Ⓞ(압바스?) Barzān ○
자프 Jāf 19-20c ? Ḥalabja ○
산자비 Sanjābī 18-20c Ⓞ바흐티야리 Mahīdast → Qasr-i Shīrīn 주변 ○
샴지난 Shamẓīnānīān 19c Ⓞ(압바스?) Nehrī ○
마르두흐 Mardūkh 17-20c Ⓞ(사산왕조?) Hawrāmān Takht ○

Ⓞ : (외부집단) 및 외부인 /    : 샤라프 앗 딘이 앞서 다룬 주요한 지배가문

표 2-3 쿠르드 지배가문의 활동 시기와 세력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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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70). 그중에 마지막 책에서 샤라프 앗 딘이 저술한 지배가문의 시기와 지역 , 

그리고 성격의 편중성을 보완했다171)(표 2-3). 일례로 샤라프 앗 딘은 살라딘이 아

제르바이잔의 드빈(Dvin)에서 생활하던 라와디(Rawādī) 부족 출신의 쿠르드인이라

고 말했지만 , 루하니는 이븐 할리칸(Ibn Khalikān)의 기록을 참고하여 그가 헤즈바

니(Hedhbānī) 가문 휘하의 부족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172). 또한 그는 아제르바이

잔과 타브리즈, 그리고 파르스처럼 쿠르디스탄 외부지역의 군주들을 추가하여173), 

우르미, 조스타니안, 셰다드, 샤반카라 등을 쿠르드 지배가문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 샤라프 앗 딘의 사후에 성장한 셰카크(Shekāk)와 새롭게 확인된 바르자니

(Barzānī) 외에도 페르시아를 정복한 잔드(Zand) 왕조 등이 지배가문에 이름을 올

릴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루하니는 이동생활의 전통이 강한 부족장들(rūsā-i ‘ashīra)을 지배

가문에 포함시켰다. 대표적으로 자프(Jāf) 가문은 자완루드(Jawānrūd)174) 일대에서 

소규모 부족 단위로 생활하던 부족 연합체로서, 이전까지 지배가문에 포함되지 않

은 세력이었다. 18세기 초에 오스만 제국에서 작성한 세금대장(Tapu Teḥrīr 

Defterī)에 따르면, 당시까지도 그들은 특정한 거점을 보유하지 않고 10개 이상의 

무리(jamā’atī)로 나뉘어 생활하던 유목민들이었다175)(그림 2-9). 19세기 중반에 무

170) B. M. Rūḥānī, Tārīkh-i Mashāhīr-i Kurd, Vol. 1 (M. M. Rūḥānī ed., Tehran: Soroush, 
1992), 서문. 세 권의 연구서는 1988년에 바바 마르두흐 루하니가 사망한 뒤에, 1992년에 
마지드 마르두흐 루하니가 정리해 출판했다. 1권에서는 7-19세기, 2권에서는 20세기의 철학
자, 과학자, 문학가, 시인을 다루고, 3권에서는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가문의 군주와 부족장
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71) 루하니는 지배가문을 Farmānrawāīān, Īl, Khāndān, ‘Omrā, Hokūmat, Salāṭīn, ’Ashīra, 
Hokām, ‘Emārat로 구분해 사용했다. 하지만 그는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집단의 성격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그들을 ’지배가문‘이라고 통칭
하고,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명을 덧붙였다.

172) Qāẓī ibn Khalikān, “아이유브인들은 드빈인이고, 이곳은 아란 근반에 위치하는 아제르바
이잔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은 라와디의 쿠르드인들이며, 이 부족
은 헤즈바니 가문의 지파이다. 이 가문은 과거에 중요한 중심지였는데, 바로 셰다디의 쿠르
드인들이 여기에서 등장했다.”(M. Rūḥānī, 1992, op. cit., Vol. 3, pp. 155-6)

173) 카스라비(A. Kasravī, 1890-1946)가 편찬한 알려지지 않은 왕들(Shahrīyārān-i Gomnām)
(Tehran: Nagāh, 2006/7)는 주로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군주들을 정리하고 있는
데, 루하니는 여기에서 쿠르드인과 관계된 내용들을 참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8-12세
기의 군주들로 추가한 우르미와 조스타니안 등은 카스라비의 성과에 의존한 경향이 보인다.

174) 현재 이란의 케르만샤주에 속하는 도시이다. 

175) 1722년 아프간족이 사파비 왕조의 수도를 점령했던 시기에 오스만 제국이 아르달란 가문
의 통치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작성한 세금대장이다. 오스만식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319장의 
대장은 Līvā, Nāḥīe, Qasabe, Qarīe, Qeshlāq, Jamā’at로 구분한 지역과 납세자명, 지역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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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마드 파샤(Muḥammad Pāshā, ?-1890)가 재임하고 합랍자(Halabja)176)를 거점으로 

삼은 뒤에177), 오스만 제국과 카자르 왕조 사이에서 자치적인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후 오스만 파샤(‘Othman Pāshā, 1846-1908)가 사망한 뒤에 정권을 잡은 미망인 

아델라 하눔(’Adela Khānum, 1847-1924)이 이곳에 관청, 시장, 저택들을 건립하며 

빼어난 능력을 과시했고, 유럽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유명한 쿠르

드 여성 지도자로 유명해지기도 했다178).

그림 2-9 18세기 초 오스만 제국의 세금대장과 자프 부족

(Tapu Teḥrīr Defterī (TT 1066), pp. 229-231)

이와 같이 유목부족을 이끌던 부족장들도 쿠르드 지배가문의 한 축이었다. 그들

은 혈연을 기반으로 모인 여러 부족들을 이끌며, 세금과 군사 활동과 관계된 행정 

전반을 관할했다. 그렇다고 하부의 부족들이 수장에게 완전하게 종속된 것은 아니

었다 . 그들도 베이그(bey, beg, beī ̄g)나 아가(a ̄qa ̄)라 불리는 부족장이나, 셰이흐(sheī ̄
kh)와 물라(mullā)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끄는 반자치적인 집단이었다. 이러한 부

족 연합체는 평상시에는 흩어져 생계에 종사하다가, 군사적인 행동을 위해 일시적

산품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현재 대장의 원본은 터키 앙카라의 총리부 고문서총국(BOA)
에 소장하고 있으며, 연구에 이용한 사본은 야마구치 아키히코(山口昭彦)로부터 제공받았다.

176) 이라크의 합랍자 주의 주도이다. 

177) M. Rūḥānī, op. cit., Vol. 3 (1992), pp. 535-6.

178) E. B. Soane, Report on The Sulaimania District of Kurdistan (1910, Meena rev., 
Sulayminiya: Kurdology Centre, reissue Sep. 2008), pp.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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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집결하곤 했다179). 이와 같은 부족들은 정치적인 거점 도시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 역사에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소총으로 무장

하고 있어서 유럽인들에게 군사적 동맹을 위한 중요한 포섭 대상이 되어 글들의 

여행기록에 종종 등장할 수 있었다. 부족장과 유럽인의 접선 장소로 이용된 부족

장 천막은 성채와 종교시설에 비견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천막이었다 .

이후 마르두히(Qāżī ‘Abd Allah Sheīdā Mardūkhī)가 하우라만 지역에서 수 세기 

동안 지배적인 세력을 행사한 마르두흐(Mardūkh) 가문을 조명했다180). 이에 따라 

쿠르드 지배가문 중에서 군주와 부족장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문은 67개 정

도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181)(표 2-3).

이러한 내용을 보면 , 쿠르드 

지배가문들은 단일한 기원을 

가지지  않는다(그림 2-10). 그

들의 출신지는 기원을 알 수 

없는 토착민에서부터 인근지

역과 예멘, 시리아 , 투르크메

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부지역이었다(표 2-3). 이렇듯 그들은 쿠르디스탄에 들어온 

이후에 말과 관습, 생활방식을 공유하게 되었고182), 이웃하는 집단과 경쟁하면서 

지배권을 쟁취했다 . 이후에 그들은 보유한 정권을 강화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해, 외부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유력한 왕실이나 지역 가문과 혼인관계를 

구축했으며 , 몰락한 왕조의 후손을 자처하기도 했는데, 쿠르드 지배가문이 가장 

선호하는 선조는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였다183).

179) R. Mignan, A Winter Journey through Asia, the Caucasian Alps, and Georgia (Vol. 1, 
London: Richard Bentley, 1839), pp. 220, 236-9.

180) Qāżī ‘Abd Allah Sheīdā Mardūklh, Tārīkh-i Salāṭīn-i Hawrāmān, A. Naẓīrī ed., Sanandaj: 
Por Tū Bīān, 2004.

181) 지역을 차지한 지배가문과 다르게, 유목부족장들은 외부인들과 일시적으로 접촉한 경우가 
많아서 연속된 가계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67개의 지
배가문에서도 유목부족장들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

182) 쿠르드 가문의 선조와 집단명을 보면, 국경수비대(Marzbān), 급파병(Mathnī), 여행자들
(Mosāferī), 이방인들(Khārejīān), 지야르 왕조의 적(Doshman-i Zhīyār), 짐승(Jāndār), 불사신
(Nemīr), 검은 옷을 입은 사람(Zarqī), 같은 편(Barādūst), 앞니 없는 사람(Kalūs) 등처럼 다
른 사람이 그들의 특징을 잡아서 지어준 이름이 많다. 이와 다르게, 쿠르디스탄에서 서쪽으
로 이집트, 동쪽으로 호라산 일대로 파병을 갔다가 정착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그림 2-10 지배가문의 선조와 기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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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문들이 등장하

고 소멸한 시기를 보면 , 그

들은 8세기부터 구체적인 

집단으로 등장했고, 14세

기까지 쿠르디스탄에서 무

슬림 제국들의 정복활동에 

대응하면서184), 다양한 가

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에는 지중해 연안에서 

십자군과 대적하며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던 아이유브 가문도 있었고, 다른 군주들

도 외부세계와 빈번하게 접촉한 결과 쿠르드인들은 이웃하는 투르크인이나 아랍

인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185). 16세기 초에는 순니(Sunna) 이슬람을 

정통교리로 채택한 오스만 제국과 시아파(Shī’a) 제국을 건설하려던 사파비 왕조

가 쿠르디스탄을 사이에 두고 국경전쟁을 시작했다186). 이 시기에 쿠르드 가문들

은 양 제국의 현지 병력으로 참전해 서로 죽고 죽여야 했는데187), 가장 많은 가문

들이 등장하고 활동한 시기였다. 샤라프나마는 이러한 경쟁기의 결과물이었다. 

이후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라크(Lak)188) 부족 출신의 카림 한(Karīm Khān)이 잔드 

왕조(Zand Dynasty)를 세우고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리며 부흥기를 맞이하는 것 같

았지만, 쿠르드 가문들은 이미 쇠락해 감소하고 있었다. 20세기부터는 더 이상 새

로운 가문은 출현하지 않았고, 남아있던 가문들도 터키, 이란 , 이라크 등으로 흡수

183) Sharaf al-Dîn Bidlîsî, op. cit. (2005), pp. xviii-xix.

184) [몽골-투르크 계열]의 사만 왕조(819-999), 가즈나 왕조(977-1186), 셀주크 제국
(1037-1194), 살그리 왕조(1148-1282), 화레즘 왕조(1077-1231), 일한 왕조(1256-1335), 무자
파르 왕조(1314-1507), 티무르 제국(1370-1507), 흑양 왕조(1374-1468), 백양 왕조
(1378-1501)와 [아랍 계열]의 파티마 칼리프조(909-1171), 아이유브 왕조(1170-1260), 바흐리 
왕조(1250-1382), 맘루크 술탄국(1250-1517), 그리고 [페르시아 계열]의 알라비 왕조
(864-928), 살라르 왕조(919-1062), 지야르 왕조(930-1090), 부예 왕조(934-1062) 등과 접촉
하며 역사에 기록되었다.

185) B. James, “Arab Ethnonyms (‘Ajam, ‘Arab, Badūand Turk): The Kurdish Case as a 
Paradigm for Thinking about Differences in the Middle Ages”, Iranian Studies, Vol. 47, 
No. 5 (2014), pp. 694-5.

186) Muhammad A. Zakī, op. cit. (1996), p. 134.

187) M. A. Zakī, op. cit., (1996), p. 152.

188) 이란 하마단 인근에서 생활하던 부족이며, 현재는 이란 케르만샤 인근에서 거주한다고 알
려져 있다.

그림 2-11 세기별 지배가문의 등장과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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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그들이 전근대까지 누리던 자치세력은 완전히 소멸하게 되었다189). 현재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KR)의 통수권자인 마스우드 바르자니(Masoud Barzani)가 

쿠르드인들의 마지막 자치세력의 명맥을 불안전하게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

189) 1992년에 설립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RG)를 이끄는 바르자니 가문의 마스우드만이 
유일하게 현재 자치세력의 명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 25일에 이라
크 분리독립투표를 실시하여 92.73%의 높은 찬성률를 기록해 이라크 정부와 터키, 이란을 
긴장시켰고, 세 나라의 정부가 쿠르디스탄 자치구를 봉쇄한 일이 있었다. 이를 보면, 바르자
니 가문이 완전한 자치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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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근대국가에 분산 편입과 비국가적 집단의 형성

19세기 중반부터 지배가문들은 오스만 제국과 카자르 왕조가 실시한 개혁과 함

께 급격하게 자치세력을 상실하며 쇠락하기 시작했다. 오스만의 술탄 압둘 마지드 

1세(‘Abd al-Majīd I, 1839-61 재임)와 압둘 아지즈(’Abd al-‘Azīz, 1861-76 재임)는 

탄지마트(Tanẓīmāt) 개혁을 단행하여 유럽식 행정조직을 갖춘 근대국가를 만들고

자 했다190). 비슷한 시기에 카자르 왕조의 나세르 앗 딘(Nāṣer al-Dīn Shāh, 1848-96 

재임)도 재상인 아미르 카비르(Amīr Kabīr)와 함께 전국의 군주들로부터 관할지역

의 경계, 지리, 역사, 인구, 세금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받은 뒤에, 그들을 배제하고 

테헤란에서 파견한 왕실 출신의 중앙 관리가 직접 통치하는 개혁을 실시했다191). 

이러한 개혁 정책들이 두 제국의 쇠락을 막지는 못했지만, 쿠르드인들이 보유한 

자치세력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다(표 2-4).

시기 소속 이름 비고 시기 소속 이름 비고

1895 돈볼리 Ḥussaīnqolī Khān 사망 19c중 바반 ‘Abd al-Lah Beīg 투옥

1848 학카리 Nūr al-Lah Beīg 사망 19c말 바라호이 Mīr Muḥammad Khān -
1867 아르달란 Amān al-Lah II 사망 19c? 쿠찬 Khān Abdāl Khān -
1914 무크리 Muḥammad Hussaīn Khān 전사 1930 셰카크 Ismā’īl Āqā Simkō 처형

1821 킬리스 Amīr Bashīr 살해 20c초 멜리 Ibrāhīm Pāshā 투옥

1883 소란 Rasūl Beīg 이탈 1879 부흐탄 ‘Uthmān Pāshā 투옥

1915 바나 Muḥammad Khān 전사 1908 자프 ‘Uthmān Pāshā 사망

1824 칼호르 Ṣafī Khān Beīg 사망 1946 산자비 Amīd al-Lah Khān 퇴출

1865 카부드완드 Yaḥī Khān 병사 1878 샴지난 Sheīkh ‘Abd al-Lah -
19c중 잔그네 Cherāgh ‘Alī Khān - 1925 마르두흐 Ja’far Ṣulṭān 반란

표 2-4 19-20세기 초 지배가문의 마지막 집권자

(Mardūkh Rūḥānī, op. cit., 1992, pp. 87-548; Muẓafar Bahman Sulṭān Hawrāmī, Tārīkh-i 
Hawrāmān, Nader Karimian Sardashti, Tehran: Nashr Ehsan, 2007, p. 646)

190) 이은정, 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서울: 민음사, 2019), p. 99. 탄지마트
(Tanzimat)는 1839-78년에 있었던 중앙집권화 개혁을 일컫는 말이며, 원래 의미는 ‘재구성’
이다. 이 시기에 오스만 정부는 유럽식 근대국가로 제국을 개조하여 영토 손실과 인구 상실
을 막고자 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집단과 개인 사이의 계약과 협상으로 운영되던 오스만 
구체제가 종식되고, 서구식 법률로 규정되는 제도와 기관들이 국가의 틀을 이루게 되었다.

191) J, Savagheb, M. Salah, and P. Mozaffari, “Tārīkh-i Salāṭīn-i Hawrāmān Tadāvom yā 
Taḥavol-i Tārīkhngārī-i Maḥali dar Kurdistān”, Pezhūheshnāma-i Tārīkhhā-i Maḥalī-i Īrān, 
No. 2 (2017. 2), pp. 137-56. 카자르 왕조의 나세르 앗 딘 재임기는 지역 역사가들의 전성
기였다. 왕실에서 각 지역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군주들에게 지방의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아르달란 가문에서는 Moḥammad Sharīf 
Qāẓī, Khosrowbeīg Mohammad, Māh Sharaf Khānom Qāderī(Matūre Ardalān), Mīrzā ‘Alī 
Akbar, Mollā ’Abd al-Lah Mardūkhī, ‘Abd al-Qāder 등이 역사서를 편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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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18년에는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 1920년 8월에 파리 근교의 세브르에

서 영국, 프랑스 , 이탈리아, 일본이 오스만 제국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 당시 체결

한 세브르 조약(Treaty of Sevres)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의 광대한 영토가 민족별로 

나뉘어졌다192). 당시 쿠르드인들은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으로부터 스스

로 국가를 건설하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193), 1920-22년에 무

스타파 케말(Mustafa Kemal, 1923-1938 재임)이 이끄는 국민군이 그리스 , 아르메니

아, 프랑스와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고, 이어서 1923년에 스위

스에서 로잔 조약(Treaty of Lausanne)을 체결되었다 . 이에 따라 민족자결주의가 폐

기되고194), 지금과 같은 영토를 보유한 터키 공화국을 설립했다. 이란에서는 1925

년에 레자 샤흐(Rezah Shāh, 1925-44 재임)가 카자르 왕조에 이어서 팔레비 왕조를 

설립했으며 , 1932년에는 이라크가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된 국가를 세

웠다 . 이 외에도 시리아는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에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연도 주동자 소속 국가 근거지

1879-80 셰이흐 우베이돌라 네흐리 낙쉬반디 터키 오쉬나비야

1908-14 셰이흐 압드 알 알람 바르자니 바르자니 이라크 바르잔

1918-22 심코 셰카크 셰카크 이란 우르미야

1920 마흐무드, 이스마일, 할릴, 바후르 밀리 터키 비란샤흐르

1925 자파르 술탄 마르두흐 이란-이라크 하우라만 타흐트

1925 셰이흐 사이드 자자, 낙쉬반디 터키 디야르바크르, 시이르트

1931 셰이흐 아흐마드, 물라 무스타파 바르자니 이라크 모술

1936-38 사이드 레자 자자, 알레비 터키 데르심

1944 무함마드 라시드, 무스타파 바르자니 무크리, 바르자니 이란 바나, 사르다쉬트, 마리완

1945-46 카지 무함마드 무크리 부족 이란 마바하드

표 2-5 20세기 전반기 쿠르드인의 민족운동

(S. Maisel, op. cit., 2018, pp. 234-235; G. Chaliand ed., A People without A Country, M. Pallis 
tr., New York: Olive Branch Press, 1993, pp. 51-62)

이처럼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오스만 제국과 카자르 왕조가 몰락하

고 쿠르디스탄에 타민족 근대국가들이 등장하여 쿠르드인들이 여러 국가로 나뉘

192) 이은정, 앞의 책, 2019, p. 169. 세브르 조약은 아랍지역을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통치영역
과 영향권으로 아르메니아인 국가 수립, 쿠르드인 자치를 포함하여 아나톨리아를 여러 세력
들 사이에 조각조각 분할하고 보스포루스-다르다넬스해협은 국제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하
고, 오스만 제국에게는 아나톨리아 중앙부에 작은 영역을 할당한다는 내용이었다.

193) Treaty of Peace with Turkey (Treaty of Sèvres), 1920. 8. 10. 체결, The British Empire, 
France, Italy and Japan, Section III Article 62.

194) Treaty of Peace with Turkey (Treaty of Lausanne), 1923. 7. 23. 체결, The British 
Emipre, France, Italy, Japan, Roumania and The Serb-Croat-Slovene State. 여기에서는 쿠르
디스탄(The Predominantly Kurdish areas)의 지역 자치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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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속하게 되는 격변기였다 . 이 시기에 자치세력을 상실한 쿠르드인들은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며 독립투쟁을 벌였지만195)(표 2-5), 새롭게 등장한 근대국가들은 군

대를 동원하여 즉각적으로 진압헸디196). 팔레비 왕조의 레자 샤흐(Rezā Shah, 

1925-41 재임)와 무함마드 레자 샤흐(Muḥammad Rezā Shah1942-79 재임) 부자처럼 

쿠르드인 종교 지도자들과 부족장들을 투옥시키거나 회유해 잠재적인 반란의 가

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경우도 있었다197). 20세기 전반기 내내 쿠르드인들은 독

립운동을 실시했지만 결국 성공에 이르지 못했고 소속국가를 위협할 만한 세력도 

만들지 못했다 .

그림 2-12 터키 반(Van)의 바쉬칼레(Başkale)에 소재하는 마을의 명칭 변화

(Köy I ̇s ̧leri Bakanlığı, Köy Envanter Etüdlerine Göre: Van, Ankara: Gürsoy 
Basımevi, 1964, pp. 110-111.)

195) Farideh Koohi-Kamali,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Kurds in Ira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p. 29.

196) S. Maisel, op. cit. (2018), p. 234.

197) Nāma-i Haftegī-i Kūhestān, No. 81 (1947. 2. 3), p. 6 (Ṣadīyaq Sālīḥ ed., Nāma-i 
Haftegī-i Kūhistān, No. 1-84, Sulaymaniyah: Bunyād-i Zīn, 2010, p. 648) 무함마드 레쟈 샤
흐는 1946년에 카지 무함마드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 다음 해에 마하바드(Mahābād), 사케즈
(Saqqez), 바나(Bāna), 틸라코흐(Tīlakōh), 쿠마스(Kūmās), 하우라만(Hawrāmān), 마리완
(Marīwān)에서 총 56명의 셰이흐와 부족장들을 초대해서 회유와 협박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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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조사 지역 개수

1963 빙괼(Bingöl) 1

1964 무쉬(Muş), 비틀리스(Bitlis), 반(Van), 툰젤리(Tunceli) 4

1965 아르(Ağrı), 하타이(Hatay), 마르딘(Mardin) 2

1966 에르주룸(Erzurum), 카르스(Kars), 디야르바크르(Diyarbakır), 시이르트(Siirt) 4

1967
말리티야(Malatya), 아드야만(Adıyaman), 우르파(Urfa), 에르진잔(Erzincan),
가지안텝(Gaziantep), 마라쉬(Maraş), 이첼(İçel), 이스파르타(İsparta), 앙카라(Ankara),
아다나(Adana), 부르두르(Burdur), 니데(Niğde)

12

1968

안탈리야(Antalya), 카이세리(Kayseri), 에디른(Edirne), 테키르다(Tekirdağ), 
에스키셰히르(Eskişehir), 크르클라렐리(Kırklareli), 볼루(Bolu), 데니즐리(Denizli),
퀴타히야(Kütahya), 네브셰히르(Nevşehir), 빌레직(Bilecik), 사카리야(Sakarya),
찬크르(Çankırı), 요즈가트(Yozgat), 삼순(Samsun), 우샤크(Uşak), 코니야(Konya)

18

1969 시바스(Sivas), 학카리(Hakkâri) 2

표 2-6 1963-69년 터키 농수산부(Köy I ̇şleri Bakanlığı)의 조사 지역

당시 쿠르디스탄에 등장한 근대국가들은 전근대 국가들이 파악하지 못한 지방

의 정보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갔다. 스콧(James C. Scott)에 따

르면 , 그들이 건립 초기부터 실시한 주민 등록, 인구 통계, 토지 정리 등은 거주민

과 지리정보를 단순화시켜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독성

(legibility) 높이기 사업’의 일환이었다198). 이에 따라 이동생활하던 쿠르드인들은 

특정 주소지에 정착하여 납세의 의미를 지는 국민이 되었고, 그들의 거주지는 지

도 위에 공용어로 표기되어 관리 대상이 되었다. 터키에서는 1927년에 인구통계를 

시작한 이후199), 1962-69년에 농수산부(Köy I ̇şleri Bakanlığı)가 마을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지방 마을의 거주민과 거주시태를 조사하면서 쿠르들인들을 빠짐없이 집

계했고200), 이 과정에서 토착적인 지명들을 투르크어로 바꾸어 투르크 민족 중심

의 통일된 근대국가를 만들고자 했다(그림 2-12).

198) James C. Scott, Seeing like a Stat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8), p. 2; 제임스 C. Scott, 국가처럼보기(전상인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10), p. 20. 
국가는 성씨, 도량형, 토지 조사, 주민등록, 공용어, 도시 설계, 교통 체계를 만들어서 국민
과 환경을 단순하시키고 가독성을 높여서 관리했다. 이것은 국가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
운 지역 관행을 없애고, 중앙정부가 기록하고 감시할 수 있는 표준 격자를 만든 것이었다.

199) “History”, Turkish Statiscal Institue(Turkstat) (Accessed on 16th July 2017, Retrieved 
from https://www.tuik.gov.tr/Kurumsal/Tarihce)

200) Ko ̈y I ̇s ̧leri Bakanlıg ̆ı, Köy Envanter Etüdlerine Göre: Hakkâri (Ankara: Gürsoy Basımevi, 
1969), p. 3. 터키 농림수산부에서는 마을의 개선사업을 위해서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총 
45개 주에 소재하는 마을의 인구와 거주지 실태를 조사했다. 이 시기에 거주지가 불분명한 
유목민이나 비정주민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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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1942년에 이란 군사지리정보국에서 조사한 사케즈와 바나의 지도

(Dāyera-i Juqhrāfīāī-i Setād-i Artesh, Naqsha-i Saqqez, No. 2-r-1, Iran: Chāpkhāna-i Artesh, 1943; 
Naqsha-i Bāna, No. 3-th-2, Iran: Chāpkhāna-i Artesh, 1943)

번호 지도명 일련번호 스케일 작성년도 발행년도 지역

1 Naqsha-i Dīze No. 2-ḥ-1 1:100,000 1942/3 1944/5 사르다쉬트(Sardasht)
2 Naqsha-i Robāt No. 4-ḥ-1 1:100,000 1942/3 1944/5 로바트(Rabāt)
3 Naqsha-i Saqqez No. 2-r-1 1:100,000 1942/3 1943/4 사케즈(Saqqez)
4 Naqsha-i Mīrānshāh No. 4-r-1 1:100,000 1942/3 1943/4 미란샤흐(Mīrānshāh)
5 Naqsha-i Tekāb No. 2-sh-1 1:100,000 1942/3 1943/4 테컵(Tekāb)
6 Naqsha-i Ḥosseīnabād No. 4-sh-1 1:100,000 1942/3 1943/4 호세인아바드(Ḥosseīnabād)
7 Naqsha-i Bāna No. - - 1:100,000 1942/3 1943/4 바나(Bāna)
8 Naqsha-i ? No. - - 1:100,000 ? ? 마리완(Marīwān)
9 Naqsha-i ? No. - - 1:100,000 ? ? 디완다레(Dīwāndare)
10 Naqsha-i ? No. - - 1:100,000 ? ? 비자르(Bījār)
11 Naqsha-i ? No. - - 1:100,000 ? ? 파와(Pāwa)
12 Naqsha-i Sanandaj No. - - 1:100,000 1942/3 ? 사난다즈(Sanadaj), 팔란간(Palangān)
13 Naqsha-i ? No. - - 1:100,000 ? ? 사난다즈(Sanadaj)
14 Naqsha-i ? No. - - 1:100,000 ? ? 코르베(Qorve)
15 Naqsha-i ? No. - - 1:100,000 ? 1946/7 자완루드(Jawānrūd)
16 Naqsha-i ? No. - - 1:100,000 ? 1943/4 라완사르(Rawānsar)
17 Naqsha-i ? No. - - 1:100,000 ? ? 케르만샤(Kermānshāh)
18 Naqsha-i ? No. - - 1:100,000 ? 1943/4 사케즈(Saqqez)

표 2-7 1940년대 군사지리국(Dāyera-i Juqhrāfīāī-i Setād-i Artesh)의 쿠르디스탄 지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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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56 1966 1976 1986 1996
총인구(명) 18,954,704 25,078,923 33,591,875 49,445,010 60,055,488

비정주민(명) (미집계) 244,141 348,000 251,098 211,406
비정주민(%) (미집계) 0.97 1.03 0.50 0.35

* 1976년도 비정주민수: E. Moussavi-Nejad, op. cit., 2003, p. 24 참조

표 2-8 1956-96년 이란 총인구와 비정주민(gheīr-i sākin)의 인구수

(Markaz-i Āmār-i Īrān, op. cit., 1961, p. 1; 1968, Table A; 1976, p. 5; 1986, p. 2; 1996, p. 17)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팔레비 왕조도 1925년부터 성씨를 만들어 주민등록

(thabt-i aḥvāl)을 시작했다201). 1942/3년에는 군사지리정보국(Dāyera-i Juqhrāfīāī-i 

Setād-i Artesh)이 쿠르디스탄의 도시와 마을, 산과 하천, 농작지와 목초지 , 주요 도

로와 산길, 그리고 주요시설들을 조사한 뒤에 19장의 지도를 제작하여 관리 대상

을 분명히 했다202)(그림 2-13, 표 2-7). 이후 1956년부터는 팔레비 정부와 이란 이

슬람 공화국이 10년을 주기로 인구통계 보고서를 발행하여 납세 대상을 늘려갔

다203). 하지만 터키와 다르게, 이란에서는 1990년대까지 특정 거주지가 없는 유목

부족들(gheīr-i sākin)이 잔존했고(표 2-8), 1998년에 이란통계청이 그들을 특별하게 

조사해 국민으로 등록시키고자 노력했고204), 1999년부터 이란 정부가 ‘데히야르와 

쇼우라(Dehīyār wa Shoūrā)’라고 부르는 지역 자치제도를 제정하여 마을 출신의 

관리자와 마을위원회가 평상시에는 마을 행정을 관리하고,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해당 관청에 보고하게 만들어서205). 이란의 거주민들을 빠지없이 관리할 수 있는 

201) “Tārīkh”, Sāzmān-i Thabt-i Aḥvāl-i Kheshvar-i Īrān (Accessed on 16th July 2017, 
Retrieved from https://www.sabteahval.ir/en/History)

202) 군사지리정보국은 1942(1321 AP)년에 지도에 포함되는 정보를 조사했고, 1943-46년 사이
에 나누어서 발행했다. 팔레지 왕조의 2대 왕인 무함마드 레자 샤흐가 재임과 함께, 국경지
역 관리를 위해서 실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료는 이란 코르데스탄주 문화관광부
(MCTH of Kordestan Provonce) 학예사인 아미르 사데기(Amīr Ṣādeghī)에게 제공받았다.

203) Markaz-i Āmār-i Īrān, National and Province Statistics of the First Census of Iran: 
November 1956, Vol. 1, Ministry of Interior, 1961; National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November 1966, Sāzmān-i Barnāme, 1968; Gozāresh-i Natāyej-i Moqadamātī: Sar 
Shomārī-i ‘Omūmī-i Nofūs va Maskan, Abān Māh, Ja’īyat-i Kol-i Keshvar, Sāzmān-i 
Barnāme, 1976; National Census of Population abd Housing, Otober 1986, Sāzmān-i 
Barnāme, 1986; Sar Shomārī-i ‘Omūmī-i Nofūs va Maskan – 1375: Natāyej-i Tafṣīlī, 
Tehran: Sāzmān-i Barnāme va Būdje, 1996.

204) E. Moussavi-Nejad, “Census of Pastoral Nomads and Some General Remarks about the 
Census of Nomadic Tribes of Iran in 1998”, Nomadic Peoples, Vol. 7, No. 2 (2003), p. 29.

205) N. Choi, “Role of Village Leader and Legitimacy of Built Environment at Historic 
Village Palangan in Iranian Kurdistan”, Traditional Dwelling and Settlements Working 
Paper Series (Vol. 274, Kuwait City: IASTE2016 Kuwait, 2016), p. 20. 데히야르(dehīyār)
는 임기 4년 동안 마을의 세금, 출생, 사망, 기반시설 확충, 건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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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간의 야만인과 지방의 자치세력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라크는 1921년에 영국의 주도로 국가를 설립했고, 1932년에는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국제연명에 가입했다. 이후 내전(1958-68), 이란-이라크 전쟁

(1980-88), 걸프전(1991), 이라크 전쟁(2003-11), 이슬람 국가(ISIL)의 점령기

(2014-17)를 거치며, 파이살 가문 , 바트당의 사담 후세인 , 바그다드-에르빌의 이원

정부로 집권세력이 수차례 바뀌었다206). 하지만 불안정한 정권 교첵 속에서도 이

라크 정부는 1934년부터 대략 10년 주기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207). 각 조사는 조

사 지역과 방법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라크에서 유목민(bedūī)은 19세기부터 이미 

감소하고 있었고, 1930년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자취를 감추었다(표 2-9). 실제로 

2017-18년에 실시한 쿠르디스탄의 인구조사에서는 천막에서 생활하는 부족 집단

은 확인되지 않는다208).

년도 1867 1890 1905 1934 1947 1957
총인구 1,280,000 1,726,000 2,250,000 3,213,173 4,816,185 6,538,117

북부 유목민 70,000 93,000 153,000 82,000 70,000 39,200
중부 유목민 115,000 65,000 70,000 64,000 25,000 16,900
남부 유목민 260,000 275,000 170,000 88,000 155,000 9,600

유목민/총인구 35% 25% 17% 7% 5% 1%
조사 지역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 전체 전체

년도 1965 1977 1987 1997 2009
총인구수 8,097,230 12,000,497 16,335,199 22,046,000 31,664,000

유목부족수 - - - - -
조사 지역 북부 제외 북부 제외 전체 북부 제외 전체

*북부: 쿠르디스탄 자치지역(KR), 중부: 바그다드 일대, 남부: 바스라 일대

표 2-9 19-20세기 이라크 지역의 총인구수와 유목부족(bedūī)의 인구수

(Muḥammad Salmān Ḥassan, Al-Taṭawar al-Iqtiṣādī fī al-‘Irāq: Al-Tijāra al-Khārijīa wa 
al-Taṭawar al-Iqtiṣādī 1864-1908, Beirut: Al-Maktabat al-’Aṣirīa, before 1965, pp. 39, 51; Aḥmad 

Jābir al-Ṣa’ab, Al-‘Arāq Dirāsā Dāīmūghrāfīyā Ajtimā’ī, Amman: Dar Ghaidaa, 2016, pp. 42-6;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Population of IRAQ for the years 1978-2012”, 

http://www.cosit.gov.iq/AAS13/population/pop(2).htm)

을 기록·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관청에 보고하는 마을 관리자이다. 마을위원회(shūrā)는 임기 
제한이 없고 마을 규모에 따라서 3명이나 5명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며, 데히야르를 관리하고 
마을의 대소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6) Charles Tripp, A History of Iraq (3rd ed., Cambridge and so 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xii-xix.

207) INPC, Iraq Population Situation Analysis – PSA 2012: The Second National Report on 
the State of Iraq Population in the Context of the ICPD and MDGs (UNFPA-Iraq, 2012), 
pp. 91-2.

208)  IOM Iraq, Demographic Survey: Kurdistan Region of Iraq (UNFPA, 2018), Tabl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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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정부는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쿠르드인들을 국가 체제에 편입시켰

다. 하지만 그들은 터키와 이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치 참여의 기회가 가졌

다. 1946년에 바르자니의 무스파타(Muṣṭafā Barzānī)가 쿠르드 민주당(KDP)209)을 

창설하여 쿠르드 자치운동의 초석을 놓았고, 1970년에는 에르빌을 주도로 하는 쿠

르디스탄 지역(KR)210)을 확보했다 . 급기야 1992년 5월 19일에는 그의 아들 마스우

드 바르자니(Mas’ūd Barzānī)가 헌법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쿠르드 자치정부(KR

G)211)를 수립했다212). 하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독립 세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2017년 9월 25일에 쿠르디스탄 분리독립에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가 

있었고, 92.73%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 이 결과는 이라크 정부와 

주변국들을 긴장시켰고, 에르빌과 술라이마니야의 국제공항, 그리고 터키와 이란 

국경의 육상통로가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213). 소위 쿠르디스탄의 블로케이드

(The Blockade of Iraqi Kurdistan)라고 부르는 이 상황은 다음해 3월에 이르러서야 

해제되었고 , 쿠르드 자치정부도 바그다드로부터 다시금 감축된 예산을 받을 수 있

었다214).

이처럼 쿠르드인들은 20세기 초부터 한 세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국가에 나뉘어 

편입되었다 . 이 과정에서 자급적인 산악인들은 등록된 이름과 주소지를 가지는 국

민이 되었고, 자치세력을 보유하던 크고 작은 지배가문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었

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격변은 전근대까지 그들이 사용하던 건축에서 나타난 민족 

전통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209) Kurdish Democratic Party의 약자이다.

210) Kurdistan Region의 약자이다.

211) Kurdistan Regional Governate의 약자이다.

212)  Parpiyev Syrym, 이라크 쿠르드족 분리독립 운동의 성격과 한계(전남대학교 국제학 박
사학위논문, 2019. 8), p. 5.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했고, 
2005년에는 이라크가 단일국가(Unitary State)에서 연방국가(Federal State)로 전환되었다. 당
시에 쿠르드 자치정부의 지위는 개헌과 함께 헌법으로 보장되었다.”

213) Marianna Charountaki, “The After of the Kurdish Referendum and Its Historic 
Connotations”, Havard International Review (Jan. 2018).

214) Raya Jalabi, & Ahmed Rasheed, “Iraqi PM says will lift ban on international flights to 
Kurdistan Region”, Reuter (Modified on 13rd March 2018, Accessed on 18th July 2021,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us-mideast-crisis-iraq-kurds-idUSKCN1GP1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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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쿠르드 건축의 근대적 접근과 재료 유형의 분류

2.3.1. 19세기 유럽여행자의 인류학적 주거 분류

... 1760년에 쿠르디스탄에 도착한 첫 번째 선교사는 도미니카 수도회의 레오폴드 솔디니

(Leofold Soldini)였다. 그는 1779년에 아마디야(Amadiya)의 지배를 받던 다후크(Zahok)에

서 생을 마감했다. 나는 두 번째였고, 1764년에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모술(Mosul)에 도착

했다. 나는 어떠한 문법책도 없이 쿠르드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

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 

앞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생각해서, [18년 이상 쿠르드인을 상대하여] 쿠르드어를 잘 구사하

는 유럽인인 내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쿠르드어 문법과 어휘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겁을 먹었다. 하지만 나는 곧 생각을 바꾸었고, 알고 있는 쿠르드어 

화법을 종합하여 노력 끝에 문법 정리에 성공했다. 나는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백

한다. ... 왜냐하면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어학서적을 참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단지 미래의 선교사들을 돕는다는 목적에서 노

력했기 때문이다.

M. Garzoni, 1787, pp. 7-10.

쿠르드학(Kurdology)은 쿠르디스탄과 쿠르드인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가

리키며, 1787년에 도미니크 수도회의 마우리지오 가르조니(M. Garzoni, 1730-90)가 

저술한 쿠르드어 문법과 어휘(Grammatica E Vocabolario Della Lingua Kurda)에

서부터 시작되었다215). 그는 1764년에 모술(Mosul)에 도착한 이후 생소한 쿠르드

어를 배워가며 약 18년 동안 선교활동했다. 이후에 그는 로마로 돌아와 미래의 선

교사를 위해 현지에서 혼자서 익힌 쿠르드어의 문법과 어휘를 정리해 작은 사전

을 편찬했다 . 그가 서문에 밝혔듯이, 당시까지 쿠르드어는 유럽에 알려지지 않은 

언어겼기 때문에 사전 편찬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참고서적이 없

215) M. Garzoni, op. cit. (1787), pp. 3-10. 가르조니는 쿠르디스탄을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사이에 위치하는 산간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12,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는 
5대 쿠르드 공국(principato)으로 베틀리스(Betlis), 자지라(Gezira), 아마디야(Amadia), 줄라메
리크(Giulamerk), 칼라이 추왈란(Karaciolan)을 소개했다. 그들은 실제로 베들리스(Bedlīs), 
보흐디난(Bohdīnān), 소란(Sorān), 학카리(Hakkārī), 바반(Bābān) 가문을 가리키며, 그들의 근
거지는 18세기 말에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었고, 현재는 터키와 이라크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그는 바반과 오랜 라이벌이었던 아르달란(Ardalān) 가문과 페르시아에 있던 쿠
르드 세력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69

었다 . 이렇듯 쿠르드인의 건축이 유럽 사회에 알려져 연구가 시작된 시기도 이후

의 일이었다.

그림 2-14 1812년 모리어의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 지도

(James Morier, A Journey through Persia, Armenia, and Asia Minor to Constantinople, in the 
Years 1808 and 1809, London: Longman, Hurst, Rees, Orme, and Brown, Paternoster, 1812)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세기 초부터 유럽의 중동진출은 본격화되었다. 1813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가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한 뒤에 몰락한 

뒤에 영국과 러시아가 쇠락하는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에서 식민지 확보를 위한 

그레이트 게임을 시작했다216). 한 세기 동안 영국은 유럽과 인도를 연결하는 육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오스만과 페르시아 영토를 동분서주했고217), 러시아는 페르

시아 해협의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 남쪽으로 세력의 확장을 시도했다218). 두 세

력이 교차하는 쿠르디스탄에서는 양국에서 온 많은 여행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지리정보를 수집했다219). 에드몬즈가 이 시기를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216) 피터 홉커크 지음, 앞의 책(2008), pp. 21-4. 

217) Q. M. Muhammad, Kurds and Kurdistan in the View of British Travellers in the 
Nineteenth Century (Ph. D. dissertation, Leicester: University of Leicester), p. 42.

218) Maria T. O’Shea, op. cit. (1997), pp. 73-4.

219) 최남섭·전봉희, ｢19-20세기 초 영국여행자들의 쿠르디스탄 건축 기록 연구｣(2019년도 한
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9. 11),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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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활동한 ‘중동탐험의 황금기(The Golden Age of Exploration in the Middle 

East)’라고 규정한 것처럼220), 영국이 조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2-15 영국여행자들의 쿠르디스탄 조사 활동

당시에 활동한 영국여행자들(The British Travellers)은 군인 , 예술가, 상인, 탐험

가, 조사자, 항해원 , 정보원 , 식민지 행정가 , 언론인처럼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다

(그림 2-15). 또한 그들은 역사학 , 지질학, 고고학, 식물학 등 여러 방면에 전문 지

식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지리학자라고 통칭되었다. 이러한 

여행자들은 정부, 군, 동인도회사, 영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여행경비를 지원

받고 그 대가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행에서 겪은 

여러 사건들을 대중적인 여행기로 출판해 작가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이 외에

도 여행자들은 지리정보를 저명한 학술기관의 논문으로 투고했는데221), 1830년에 

220) C. J. Edmonds, op. cit. (1957), pp. 21-8. 이 시기에 William Heude(군인), Rober Ker Porter(화
가, 여행가), Claudius James Rich(동인도회사 바그다드 주재원), A. N. Groves(선교사), R. 
Mignan(군인), James Baillie Fraser(군인), J. Sheil(군인), H. C. Rawlinsin(군인), W. F. Ainsworth
(외과의사, 지질학자), Felix Jones(군인), F. R. Maunsell(군인), Mark Sykes(군인), Bertram 
Dickson(반 부영사), E. B. Soane(첩보원), T. C. W. Fowle(군인), G. E. Hubbard(특별외교관), G. 
H. D. Ryder(특별외교관)처럼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위인들이 활동했다.

221) 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박홍규 옮김, 서울: 교보문고, 2007), pp. 334-6. “오리엔
탈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대학에서 마련한 동양학과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여행하고, 이후에 학술단체의 양식에 맞추어 조사 성과
를 출판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영국여행자들은 사이드(Edward W. Said)가 말하는 19세기 
오리엔탈리스트(Orientalist)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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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영국의 왕립지리학회(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에는 여행자들이 수집

한 정보가 표준화된 용어와 정해진 체계에 맞추어진 논문 형식으로 축적되었다. 

이 논문들은 정기적으로 발행되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222). 이 때문에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앞선 기록들을 참조할 수 있었고 , 그들이 여행을 마친 뒤에는 

잘못된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 기존 정보를 개정할 수 있었다223). 

그림 2-16 19세기 초 키네어와 외드의 장거리 여행 일정

(J. M. Kinneir, Journey through Asia Minor, Armenia, and Koordistan in the Years 1813 and 
1814, London: John Murray, 1818, p. v; W. Heude, A Voyage up the Persian Gulf, and A 

Journey Overland from India to England, in 1817, London: Longman, Hurst, Rees, Orme, and 
Brown, 1819, Contents)

그림 2-17 1800-40년대 영국여행자들의 장거리 여행 패턴

영국여행자들의 여행 방식은 전후반기에 차이가 있었다 . 1800-40년의 전반기 여

행자들은 영국과 인도 사이를 연결하는 육상 교통로의 확보를 장거리 여행을 하

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영국 해군이 장악한 인도양과 지중해 외에 , 러시아와 유

럽의 다른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접근로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인도와 해로로 이어지는 바스라(Basra)와 부쉬에르(Bushehr)에서부터, 

222) J. Barrow, “Prospectus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1, (1831), pp. vii-viii.

223)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19. 11),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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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스탄불(Istanbul)과 지중해 연안을 각각 동서의 거점으

로 두고 ,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육상로를 조사했다 . 이를 위해 여행자들은 매일 

일정한 거리를 이동했고, 그들이 방문한 도시와 마을의 위치, 고도, 환경, 기후, 지

형, 인구수 , 부족 , 부족장, 언어, 종교, 풍습, 특산품, 경제 활동, 생활 방식, 접근로 , 

이정표 등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여행일지와 지도에 기록하

는 일을 반복했다224).

일례로 , 키네어(J. M. Kinneir)는 1813년 4월 

10일에 영국의 하위치(Harwich) 항구를 떠나, 

비엔나와 러시아 , 헝가리를 거쳐서, 6월 15일

에 이스탄불에 도착했다225). 그는 이곳에서 여

름을 보낸 뒤에, 9월 2일부터 다시 앙카라 , 라

카티야, 삼순, 트라브존, 에르주룸, 비틀리스, 

시이르트 , 마르딘 , 모술, 바그다드, 바스라를 

육로로 방문했고, 무스카트를 들른 뒤에, 다음 

해 10월 13일에 인도의 뭄바이(Bombay)에 도

착해 여정을 마무리했다226). 그는 1년 반 동안 

약 10,0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했다. 비슷한 

시기에 모리어(J. Morier)도 2년 동안 영국과 

인도를 오가는 여행을 했다. 그는 1807년 10월 

27일 영국의 포츠머스(Portsmouth)를 떠나 희

망봉을 돌아서 , 1808년 4월 26일에 인도 뭄바

이에 도착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12일에 다시 뭄바이를 출발해, 10월 13일에 부쉬

에르에 닻을 내렸고, 1809년 2월 14일에는 테헤란에 도착했다 . 이후 5월 12일에는 

테헤란을 떠나 소아시아를 가로질러, 9월 7일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는 스미르나

(Smyrna)를 거쳐서, 11월 27일에 영국의 플리머스(Plymouth)로 돌아왔다227). 외드

(W. Heude)의 여행기 표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그림 2-18), 1840년대까지 영국여행

224) W. J. Hamilton, Researches in Asia Minor, Pontus and Armenia (Vol. 2, London: John 
Murray, 1842), p. 22.

225) J. M. Kinneir, op. cit. (1818), pp. 1, 21.

226) J. M. Kinneir, op. cit. (1818), pp. 22, 510.

227) J. Morier, op. cit. (1812), pp. v-vi.

그림 2-18 외드(W. Heude)의 여행기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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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대륙을 넘나드는 거리를 여행하여 가능한 많은 지역의 정

보를 수집했다. 이러한 여정에 쿠르디스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쿠르드인의 생활

과 건축에 관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었다.

그림 2-19 영국여행자들의 시기별 건축 기록

20여 년의 공백기가 지나고 나서 1870년대부터 다시 탐험이 시작되었다. 여행자

들이 이전과 다르게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특정 지역을 집중

적으로 조사했는데, 많은 여행자들의 관심이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의 국경지역

에 집중되어 있었다 . 소언(E. B. Soane)이 술라이마니야와 케르만샤 일대에서 집중

적으로 조사한 것은 후반기 조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더(C. H. D. 

Ryder)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228), 1842년에 영국은 러시아와 함께 국경선 조사를 

228) C. H. D. Ryder, “The Demarcation of the Turco-Persian Boundary in 1913-14”,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66, No. 3 (Sep. 1925), pp. 227-8. 1842년까지 누구도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 사이에 명확한 국경을 알지 못했다. 1842년에 영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흥
미를 가지고 국경 조사를 위한 합동위원회를 결성했고, 1847년에는 에르주름 조약을 체결하
여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1848-52년에 접경지역을 다녔으나, 여름휴가처럼 몰두하
지 않았다. 그 결과로 1869년에 양국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서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
니, 4,000곳 이상에 일치하지 않았다. 1877년에 오스만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해 사
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1913년 12월에 사업이 재게되어 1914년 10월까지 실행
했다. 그들은 1180마일 거리에 227개의 경계석을 설치하는 성과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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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합동으로 국경조사팀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한동안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고, 1878년에 오스만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영국여행자들은 두 제국의 접경지역 조사를 시작했다. 국경의 

대부분이 쿠르디스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깊숙한 산간까지 조사되었고, 조사의 

성과는 1914년 10월 두 국가의 국경을 확정하는 말뚝 227개의 위치를 정할 때 근

거 자료로 이용되었다. 이처럼 19세기 동안 쿠르디스탄의 조사 목적에 시기별 차

이가 있었다. 하지만 여행자들은 동양을 과소평가하는 오리엔탈리즘으로 무장하

고 있어서, 쿠르드인들의 건축을 미개하고 원시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처참한 오

두막이나, 토끼굴, 가축우리 정도로 비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러한 생각을 가진 

유럽인들은 한 세기 동안 쿠르디스탄에서 야생적인 생활229)이나 인류의 요람230)

처럼 문명 이전의 원시적인 사회와 건축을 찾는 일에 몰두했다 .

저녁 8시에 게리즈라르(Gerizlar)231)라는 진흙 마을에 도착해서, 집의 지붕에서 머물렀다. 

... 그날 저녁은 마을의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그들은 높이가 

서로 다른 각자의 집 지붕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카페트에 누워서 긴 파

이프 담배를 피웠고, 여자들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거나 옥수수를 빻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한쪽 구석에서 울고 반대편에서는 강아지가 짖고 있었다. 굴뚝 위에서는 황새가 구슬프게 

울고 있어서, 오리엔트 마을(Orient village)의 재미있고 활기찬 그림이 만들어졌다.

J. M. Kinneir, 1818, p. 422.

우리의 마부들은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건물보다 다소 크고 멋스러운 문 앞에 마차를 세

웠다. 이 건물은 무사피르하나(Mussafir-khaneh), 즉 외지인들과 여행자들이 휴식처로 삼을 

수 있는 장소이다. 문을 제외하고 건물의 외관은 다른 집들과 비슷했다. 위에는 평평한 흙

지붕이 있고, 문과 주변에 2개의 작은 측벽이 있다. 실내에는 마굿간과 연결된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바람이 잘 통하는 커다란 홀이 있었다. 이곳의 건축과 배치가 

진정한 쿠르드 형식(Koordish style)이라서 신기했다. 쿠르디스탄의 다른 지역에서 이보다 

좋은 사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의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F. Millingen, 1870, p. 28.

229) F. Millingen, Wild Life among the Koords (London: Hurst and Blackett, 1870), p. 28.

230) W. A. Wigram, & T. A. Wigram, The Cradle of Mankind: Life in Eastern Kurdistan,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14.

231) 현재 터키의 디야르바크르에서 동쪽으로 10km 거리에 있던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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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자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쿠르드 건축에 기록하고 경험을 

쌓아갔다. 한 세기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가진 쿠르디스탄의 이해 수준도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일부 여행자들은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쿠르드인의 건축을 인류학

적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밀링겐은 반(Van)232)에서 어떤 게스트하우스

(Musafir-khaneh)233)의 평평한 흙 지붕, 중앙의 문과 양측의 작은 벽, 그리고 커다

란 홀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내부 공간을 보고 쿠르드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 그의 이해 수준은 키네어가 게리즈라르(Gerizlar)라

는 마을에서 밤 풍경을 즐기며 감상에 젖어서 존재하지 않는 오리엔트 마을의 그

림을 떠올린 것과는 이해하는 수준이 달랐다 . 이와 함께 쿠르드의 검은 천막도 아

브라함의 성막이나 방랑하는 베두인을 연상시키는 환상에서 탈피해, 특정한 형태

와 공간을 가지는 쿠르드 형식으로 이해되었다 . 포울(F. C. Fowle)이 카라 다그

(Kara Dagh)234) 인근에서 장방형 평면의 검은 천막을 보고 아랍의 베두인 천막이 

아니라, 쿠르드인의 천막이라고 생각한 것도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반영한다235). 

그는 스스로 밝혔듯이 쿠르드 천막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만 , 이미 간접적으로 

쿠르드 천막이 가지는 특성을 알고 있었다.

마을은 계단식 구축원리(Staircase Principle)로 지어져서, 집 위에 집이 있고, 한 집의 지

붕이 다음 집의 마당이 된다. 헤르키 오라마르(Herki Ormar) 지역의 집과 마을은 내가 산

간에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튼튼하다. 쿠르디스탄에서는 드물게 돌와 석회로 만들었으며, 

출입구의 지지대는 종종 하나의 단단한 아치형 돌로 만들기도 한다.

  집들은 일반적인 산간의 쿠르드 형식(Kurd type)으로, 2층이며 언덕 경사면에 반쯤 걸쳐

서 짓는다. 아래층의 실들은 마구간, 창고, 부엌 등으로 이용하는데, 모두 매우 어둡고 개구

부가 거의 없다. 위층은 남쪽으로 열려있는데, 겨울에는 곡물창고로 이용하고, 여름에는 거

실로 사용한다. 지붕은 거칠게 다듬은 포플러 나무 보를 벽을 가로질러서 설치하고, 그 위

에 나뭇가지를 덮고, 풀과 진흙을 깐 뒤에, 다시 그 위에 마른 흙을 깔고 동근 돌을 굴려서 

만든다. 이러한 지붕은 매우 튼튼하고, 보통 수 마일 내에서 유일하게 평평한 공간이기 때

문에 다양하게 사용한다. 실제로 우리도 이곳의 동쪽 지붕에서 많은 밤을 편안하게 보냈다. 

지붕은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장소이다. 이 마을들은 고원의 집들이 토끼굴처럼 

232) 터키 동부의 반(Van) 호수 동측에 위치하는 도시이다.

233) 페르시아어로 게스트하우스를 의미하는 musāfir-khāna의 밀링겐식 표기법이다.

234) 현재 이라크의 키르쿠크 서북쪽에 면한 산간지역이다.

235) T. C. Fowle, Travels in the Middle East (London: John Murray, 1916),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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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 어두우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에 비해 굉장히 발전해 있다.

B. Dickson, 1910, pp. 364-5.

구분 특성 계절별 거주지역 농사 가축 땅

순수 유목민
일년내내 천막에서 생활 
많은 양, 염소, 노새, 말 소유

[여름] 아르노스트 산의 곳곳
[겨울] 메소포타미아와 모술 평원

×× ○○ ××

반유목민
거의 농작하지 않음
많은 가축 보유

[여름] 아르노스트 산의 북쪽 언덕
[겨울] 계곡 마을

× ○ ○

정주민
농사 짓고, 주변 언덕에서 가축 목축
(겨울에는 양떼를 집 안에 관리 )

[여름/겨울] 아르노스트 산의 남쪽 고원
          (소유한 마을) ○ ○ ○

표 2-10 딕슨이 분류한 순수 유목, 반유목, 정주 쿠르드인의 주거 방식

(B. Dickson, op. cit., 1910, pp. 361-2. 참조)

그림 2-20 보흐탄의 ‘검은 천막’과 헤르키 오라마르의 ‘마을’ (B. Dickson, op. cit., 1910)

이처림 쿠르드 건축의 이해는 쿠르디스탄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남긴 기록과 경

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 탐험의 시대가 끝나갈 즈음에는 딕슨(B. Dickson)이 인

류학적으로 주거를 분류하는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 그는 헤르키 오라마르(Herki 

Oramar)236) 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쿠르드 형식(Kurd type)의 건축을 규

정했다. 그에 따르면, 이 형식의 건축은 보통 경사지에 걸쳐서 짓는 2층이다 . 그 

집의 아래층과 위층은 환경과 쓰임이 다르며, 평평한 지붕은 구조적으로 튼튼해 

취침과 작업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집들은 산간의 경사

지를 따라서 연이어 배치되어, 집 위에 집이 있고, 앞집의 지붕이 뒷집의 마당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딕슨은 이러한 특징을 ‘계단식 구축원리(Staircase Principle)’

라고  명명했다237).

236) 현재 터키의 학카리 남부에 위치하는 마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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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그는 쿠르드인의 

계절이동과 주거의 관계를 정의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아르노스트 

산(Mt. Arnost)238)에서 관찰한 쿠

르드인들을 순수 유목민, 반유목

민, 정주민으로 나누고(표 2-10), 

그들이 계절별로 검은 천막(Black Tent)과 마을(Village)을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을 

규정했다(그림 2-21). 그에 따르면 , 순수 유목민은 땅을 소유하지 않으며 , 일년내내 

가축들과 함께 검은 천막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반유민은 계곡에 위치하는 마을에

서 겨울을 보내고, 여름에는 본인이 소유한 언덕에 올라가 천막을 치고 가축을 키

운다 . 마지막으로, 정주민은 본인의 땅에 자리하는 마을에서 사계절을 생활하고, 

농사와 목축을 병행하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딕슨의 기념비적인 성과는 토끼굴(Rabbit Hole)처럼 보이는 산 위의 집들

을 이유없이 배제하고, 쿠르드인의 건축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과 상호관계를 배

제한 채로 천막과 마을로 한정한 문제를 가진다. 하자노프(A. M. Khazanov)에 따

르면239), 19세기의 인류학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조사자들이 어떠한 이론적인 

배경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 보이는 그대로 기록하는 한계와 어떠

한 역사기록도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딕슨도 이 몰시간적인 관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쿠르드인의 

건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와 건축을 동일시

하는 민족지적인 시각을 반영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건축형식을 나타내는 ‘검은 

천막’과 거주지의 성격을 의미하는 ‘마을’을 동등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딕슨의 분류는 이후 쿠르드인의 건축을 이

해하는 근간이 되었다.

237) B. Dickson, op. cit. (1910), p. 364.

238) 현재 터키의 반 호수 남쪽에 위치하는 산이다. 

239) A. M. Khazanov, Nomad and the Outside World (Julia Crookenden t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 10; 하자노프 저, 유목사회의 구조: 역사인류학적 접
근, 김호동 역, 서울: 지식산업사, 1990, pp. 44-5)

그림 2-21 쿠르드인의 계절별 주거

(B. Dickson, op. cit., 1910, pp. 361-3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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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0세기 토속건축 연구자의 몰역사적 인식

20세기에 들어와 쿠르드인의 검은 천막과 마을은 시기마다 각각 다른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었다. 그중에 천막은 유럽인들에게 동양을 환기시키는 대상이었으

며 인지하기 쉬운 단일 구조체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240). 프랑스의 

모간(J. de Morgan)은 쿠르드인의 천막을 건축적으로 다룬 첫 번째 연구자였던 것

으로 생각된다 . 1895년에 그는 멩구르(Mengūr) 부족의 천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

했다241). 여기에서 모간은 당시 부족장이었던 바피르 아가(Bapir Āghā)의 천막을 

쿠르드 천막의 ‘순수한 유형(Pure Type)’으로 규정한 뒤에 , 규모 , 형태, 재료, 구조, 

부재 명칭 , 공간 구성, 조립과 해체 방법, 그리고 운반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

면을 상세하게 서술했으며,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한 천막의 평면도와 입면도를 

예외적으로 포함시켰다242)(그림 2-22). 그가 작성한 도면은 실질적인 후속 연구의 

부재 속에서 ‘쿠르드인의 천막의 전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림 2-22 멩구르(Mengur) 부족장 바피르 아가(Bapir Āghā)의 천막 사진과 도면

(J. de Morgan, op. cit., 1895, Pl. VI, Fig. 15)

이후 한동안 쿠르드인의 천막은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 1938/9년에 포프

(A. U. Pope)가 천막에 관심을 연구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미술사가들을 비평하

지 않았다면243), 최근까지도 쿠르드인의 천막은 연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 그는 

240) Edward W. Said, 앞의 책(2007), p. 193.

241) 이란 마하바드(Mahabad) 인근에서 세력을 형성했던 무크리(Mukrī) 가문의 휘하에 속하던 
하위 부족이었다.

242) J. de Morgan, Mission Scientifique ed Perse, Vol. 2 (Paris: Ernest Leroux, 1895), pp. 
32-4.

243) A. U. Pope ed., A Survey of Persian Art, Vol. 3 (London and New York, 1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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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의 군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천막들이 감탄스러울 정도로 값비싸고 

아름다웠지만, 영구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술사학자들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 이러한 의견은 천막 연구자들을 출현시켰다244). 하지

만 미술사학자들이 그림으로 전해지는 군주들의 기념비적인 천막에 주목한 것과

는 다르게, 건축 연구자들은 당시 여러 지역에 남아있던 주거천막의 지역 특성을 

규명하고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에 몰두했다 .

... ,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도 다마스크(Damask)245)를 사용한 파빌리온이 있었지만, 어떠

한 유럽의 미술사학자도 천막과 정자를 진지하게 건축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건

축을 ‘아름다움과 기능을 위한 구조물’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수천 년 동안 서

아시아 군주들의 자랑이었던 매우 웅장하고, 값비싸며, 그리고 비록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종종 빼어나게 아름다운 천막을 건축에서 배제해야 했을까? 그들에게는 재능, 노력, 돈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천막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건축에서나 볼 수 있는 유럽인들과 현지

의 감탄과 명예가 내려졌다. 이러한 창조물들이 건축의 필수 조건이 영구성이라는 생각에서 

건축 영역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방식의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A. U. Pope ed., 1938/9(re. 1964/5), p. 1411.

그 시작으로 1944년에 페일베르그(C. G. Feilberg)는 검은 천막의 지리적인 분포

와 지역별 유형을 정의하는 성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그는 유목민들의 물질문화

와 경제적 상황의 상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은 천막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앞선 시기의 여행자들이 남긴 기록과 이란에서 현장조사한 자료를 종합했다246). 

여기에서 페일베르그는 검은 천막이 북위 25-40°의 건조한 지역에서 연속된 띠처

Tehran: Manafzadeh Group, reissue 1964/5), p. 1411.

244) P. A. Andrews, Nomad Tent in the Middle East, Part 1: Framed Tents (Vol. 1, 
Wiesbaden: Ludwig Reichert, 1997), p. 1. “이 연구는 ”누구도 진지하게 천막을 건축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는 포프의 비평에 자극을 받아 1966년에 시작했다. 나는 단순히 건축가
로서 연구를 시작했다. 무슬림 세계 전역의 유목민 천막을 연구하겠다는 야망은 없었지만 
민족의 특성, 부족의 역사, 용어, 기술을 비교하기 위해 건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오리엔탈리스트나 민속학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했다. 운좋게도 1938년에 
포프가 비평한 이후 기초적인 학문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었다. ...” 앤드
류스는 천막연구의 권위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의 성과 중에서 쿠르드인의 천막에 관한 것
은 없다.

245) 시리아의 도시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이름이 유래한다고 알려진 직물의 일종이며, 실
크, 울, 면 등을 이용해 직물의 양면에 다양한 패턴의 가지는 특성이 있다.

246) C. G. Feilberg, La Tente Noire: Contribution Ethnographique a l'Histoire Culturelle Des 
Nomades (København: Nationalmuseets Skrifter, 1944), pp. vii-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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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분포하고, 북위 30-35°의 집

중적인 분포 지역에서 지역색

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

다247)(그림 2-23). 여기에서 그

는 형태, 구조법, 벽체 재료, 내

부 공간 , 장식 사용 등이 포함

된 27개 항목을 중심으로 검은 

천막을 북아프리카, 아랍 , 이

란, 티베트 천막 유형으로 나누

고248), 쿠르드 천막을 이란 천

막의 한 지역 유형으로 정의했다249)(표 2-11). 하지만 페일베르그가 제시한 쿠르드

인의 천막은 본인의 조사 성과가 아니라, 모간이 조사한 바피르 아가의 천막에 대

한 설명과 도면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북아프리카(알제리) 아랍(요르단) 이란(쿠르드) 티베트

표 2-11 페일베르그의 검은 천막 분류

(C. G. Feilberg, op. cit., 1944, Fig. 7, 3b, 8, 15)

이후 1964년에는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에서 ‘건축가 없는 건축(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s)’이라는 전시회가 개최되어 , 소수의 지식인과 전문가가 만든 귀

족적인 건축에 집중하는 학계의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공동체적

인 건축(Communal Architecture)의 가치가 조명되었다250). 여기에서 루도프스키(B. 

Rudofsky)는 포프의 비평을 인용하며 천막 건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

247) C. G. Feilberg, op. cit. (1944), pp. 114-5.

248) C. G. Feilberg, op. cit. (1944), p. 146.

249) C. G. Feilberg, op. cit. (1944), p. 81-3.

250) B. Rudofsky,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s: An Introduction to Non-Pedigreed Architectur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4), Preface.

그림 2-23 검은 천막의 분포와 지역 유형

(C. G. Feilberg, op. cit., 1944, Car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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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1). 하지만 이러한 자극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인의 천막은 독립된 대상으로 연

구되지 못했고 , 여러 지역의 천막 중에 한 유형으로만 취급되었다. 

P. Drew, 1979, Fig. 111. E. M. Hatton, 1979, p. 84. T. Faegre, 1979, p. 45.

표 2-12 드류, 햇튼, 파에그레가 재작성한 바피르 아가의 천막

이러한 경향은 1979년에 드류(P. Drew), 파에그레(T. Faegre), 햇튼(E. M. Hatton)

이 각자 발표한 연구서에서도 확인된다. 그중에 드류는 인장구조의 천막이 가지는 

장점과 미래의 건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며 여러 지역의 천막들

을 다루었고252), 파에그레는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 시베리아, 북아메리카에 분포

하는 천막의 종료와 특성을 정리했으며253), 햇튼은 대상 지역을 더욱 확장하여 다

양한 천막의 사례들을 나열했다254). 이와 같이 개설적인 연구서에 포함된 쿠르드

인의 천막 모델은 공통적으로 바피르 아가의 천막이었다. 각 저자들은 시각 자료

를 보완하고 모간의 도면을 다시 그려서 사용했지만 새로운 조사 성과를 추가하

지 않았다(표 2-12). 이와 같이 반복된 인용과 재편집은 관련 연구의 부재 속에서 

바피르 아가의 천막이 쿠르드 천막의 전형으로 인식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후 1991년에 크립(R. Cribb)이 쿠르드 천막의 시간적 경과를 다루는 기념비적

인 성과를 발표했다 . 그는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역의 발굴조사자료와 현장에서 직

접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쿠르드인의 순수한 주거천막이 점차 돌 벽체와 함께 

나무와 흙으로 만드는 고정식 지붕을 수용하여 마을 건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일곱 단계로 나누었다255). 또한 그는 쿠르드인들 외에도 박흐티야리인과 카쉬카이

251) B. Rudofsky, op. cit. (1964), Fig. 45, 46.

252) P. Drew, Tensile architec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79), pp. 157-8.

253) T. Faegre, Tents: Architecture of the Nomads (Albemare: John Murray, 1979), pp. 9-59.

254) E. M. Hatton, The Tent Book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9), pp. 81-101.

255) R. Cribb, Nomads in Archaeology (Cambridge, New York, Port Chester, Melbourne and 
Sydn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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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처럼 이웃하는 산악인들이 계절

과 거주 조건에 맞추어 다른 단계의 

유형을 선택하는 특징도 비교했다256)

(그림 2-24). 그의 성과는 쿠르드인의 

검은 천막이 공간 구성을 유지하면서 

정주형 건축으로 바뀌는 과정을 다루

고 있어 이전까지의 몰시간적인 관점

과 구별된다 .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도 불구하고 쿠르드인의 천막은 후속 

연구의 부재 속에서 여전히 몰시간적

으로 이해되었고 , 오히려 단일가구가 사용하는 단일한 공간의 주거건축으로 축소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세기 후반기까지도 

쿠르드인의 건축은 천

막에 편중되어 있었

다. 이러한 불균형은 

올리버(P. Oliver)가 편

찬한 세계의 토속건

축에서 마을 건축이 

검은 천막과 함께 쿠르드인의 주거건축으로 분류되면서 다소 해소되는 것 같았다

(그림 2-25). 하지만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새롭지 않았고 이전 시기의 성과에도 

미치지 못했다 . 해당 부분의 저자인 누랏딘(H. Nooraddin)257)은 쿠르드 유목민의 

주거건축을 단일한 공간의 검은 천막으로 정의하고, 재료, 크기, 사용기간에 대해 

소개한 뒤에, 계절별로 벽체 재료를 다르게 사용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

주민의 마을 건축에 대해 50cm 두께의 돌 벽체 사용이 보편적이며, 산간 경사지에

256) R. Cribb, op. cit. (1991), pp. 110-3.

257) 호시아르 누랏딘은 노르웨이의 The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의 도시계획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Canadian University of Dubai의 건축 
및 인테리어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낯선 분야의 내용을 저술하기 위해서 이
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을 수일 동안 둘러보았을 뿐이다. 

그림 2-24 검은 천막의 단계별 정주화

(R. Cribb, op. cit., 1991, Fig. 6.16)

그림 2-25 누랏딘의 쿠르드 주거 분류

(H. Nooraddin, op. cit., Vol. 2, 1997, p. 1589.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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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평한 지붕을 마당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부각했다. 이 외에도 그는 도시 주거

를 중정형 주택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기도 했다258). 그가 두 페이지 분량에 서술

한 소략한 설명은 이전까지 쿠르드인의 건축에서 다루어지지 않던 마을과 도시주

거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앞선 성과의 요약과 반복이었다. 

2000년대에 이르면 검은 천막과 마

을에 대한 관심도가 역전되었다. 천막

은 사용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지

의 조사자들이 사용 실태를 기록하는 

수준 이상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지 못

했다259). 이와 다르게 마을은 관광산

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문화유산으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보존 및 관리를 위

한 조사연구가 활발해졌다. 쿠르디스

탄에서 유일하게 세계유산목록에 등

재된 ‘하우라만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이 대표적이

라고 할 수 있다260). 2004년에 이란 문화관광부(MCTH)261)가 지역의 마을들을 세

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262), 2007년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이

름을 올린 뒤에, 이 지역의 건축 연구가 시작되었다. 당시 현지의 연구자들은 앞서 

외부인들이 소략하게 소개한 경사지 마을 건축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확

대하여 문화유산적 가치를 높이는 일에 몰두했다.

그들은 하우라만 타흐트(Hawrāmān Takht)와 팔란간(Palangān) 마을을 집중적으

로 조사한 뒤에 , 주거건축의 공간, 구조, 환경, 재료에 관한 대동소이한 성과를 연

258) H. Nooraddin, “Kurd: Nomadic”; “Kurd: Sedentary”, Encyclopedia of Vernacular 
Architecture of the World (Vol. 2, P. Oliver ed.,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1588-90.

259) M. Thevenin, “Pastoralite in eastern Turkey”, Journal of Alpine Research, Vol. 102, No. 
5, Dep. 2014; ‘Alī Reẓā Shāh. Ḥosseīnī, “Sīāh Chādor wa Maskan dar Īl-i Alīkānī-i 
Garmsār”. Najvā-ye Farhang, Vol. 11, 2009.

260) R. Amelan, & L. I. Kuntz, “Cultural sites in Africa, Arab Region, Asia, Europe, and 
Latin America inscribed 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UNESCO, modified on 28th 
July 2021, accessed on 27th July 2021, retrieved from https://whc.unesco.org/en/news/2319.

261) Ministry of Cultural Heritagem Tourism and Handicrafts

262) ‘Adel Farhangī, “Tārkḥ-i Pezhūhesh-i Manṭaqe-i Ūrāmānat (Research Project for 
Hawrāmān)”, Nāma-i Pezhūheshgāh-i Mīrāth-i Farhangī, Vol. 1, No. 5 (2004), pp. 79-92.

그림 2-26 하우라만 문화경관의 홍보 사진

(MCTH of Koredstan and Kermanshah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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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발표했다263). 하지만 이러

한 성과들은 반유목 하우람인들의 

겨울 주거건축에 한정된 성과였다. 

그들은 자동차로 접근할 수 없는 

여름 거주지와 그곳에서 사용하는 

건축은 조사하지 않았다 . 이에 따

라 2020년 1월에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된 등재신청서에도 겨울 건축

의 특성이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된 것과 다르게 , 여름 건축은 한 페이지로 축약되었다(그림 2-27). 이러한 편

중된 관심은 겨울 거주지의 특징적인 외형을 강조해서 만든 ‘버프테 펠레카니

(bāft-i pelekānī)264)’라는 용어를 만들고, 등재준비팀265)에서 의미를 확대하여 ‘천국

으로 가는 계단(Pelehā be Āsemān)’으로 홍보한 것처럼266), 외부의 관광객들을 의

식한 결과였다. 이 신조어들은 겨울 건축의 특징만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지만, 현

재 하우라만의 문화경관의 유산적 가치를 대변하는 지위로 위상으로 격상되어 현

지에서 사용되고 있다267). 이와 같은 접근은 한 세기 전에 영국인 딕슨이 토끼굴

처럼 보이는 산 위의 여름 건축을 배제하고 정의한 ‘계단식 구축원리(staircase 

principle)’와 같은 외부자적 시선과 차이가 없었다 .

이와 같이 쿠르드 건축의 연구는 검은 천막과 마을이 시기별로 다르게 관심으

로 받으며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성과들은 대부분이 두 대상의 외형적인 특징에

집중하여 몰시간적인 태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물론 최근에 쿠르드인의 건축을 다

르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레이(M. E. Zarei)는 이란의 사

263) 최남섭·전봉희, ｢이란 하우라만 지역의 돌 벽체 건축과 지붕형식｣(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 27, No. 3, 2021. 3), p. 124.

264) bāft는 페르시아어로 조직(fabric)을 의미하고, pelekānī는 페르시아어 계단(pele)과 쿠르드
어 복수형 어미(kān)의 합성어이다. 

265) 하우라만의 문화경관본부(Pāyegāh-i Manẓare-i Farhangī-i Hawrāmān/Ūrāmānāt, 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의 약자이다.

266) M. F. Zarei, Cultural, Ancient and Historical Relics of Kurdistan Province (Hamadan: 
Bu-Ali Sina University, 2013), p. 282; R. F. Hamzeh’ee, & M. Baqernasab, Indigenous 
Knowledge, Case Study : Traditional Gardening and Forestry in Haurāmān (Tehran and 
Kermanshah: Razi University Press, 2017), p. 66. 이 용어의 최초 사용은 확인하지 못했으
나, 2013년부터 쿠르디스탄의 역사를 소개하는 개설서에서 사용이 빈번해졌다.

267)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1. 3), p. 124.

그림 2-27 ‘하우라만 문화경관’ 등재신청서의 겨울과 여름건축

(IMCTH, Nomination The 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Maps, Tehran, 2020, No.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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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즈(Sanadaj)와 주변 도시에서 사용되는 평지붕 , 마당, 발코니, 예배당에 설치된 

네 개의 목조기둥을 사용하는 모스크를 쿠르드 형식(Kurdistani Style)으로 정의하

여 지역적 권위형식을 규정하는 시도를 했다268). 그리고 최남섭과 전봉희는 19-20

세기 초에 유럽인들이 남긴 여행기를 바탕으로 근대국가가 등장하기 전까지 자치

적인 세력을 유지한 부족장들의 공공천막(dīwākhāna)이 가졌던 기념비성을 조명하

기도 했다269). 이 외에 알리자데(H. Alizadeh)가 17세기에 아르달란(Ardalān) 가문

에서 건설한 사난다즈 성채(qal’a)에서 쿠르드적 건축 전통을 밝혀내려는 연구를 

시도하기도 했다270).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쿠르드 건축을 몰시간적인 주거건축으

로 이해하는 태도와 분명한 차이를 가지지만, 쿠르드인의 건축 역사에서 그들이 

가지는 의미와 성격을 규정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268) M. E. Zarei, “Typology of Kurdistani Style Mosques in Iran”, JARS, Vol. 7, No. 2 
(2018), pp. 29-42.

269)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0. 7), pp. 89-98.

270) H. Alizadeh, Building a Traditional Kurdish City (Palgrave MacMillan, 2021),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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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검은 천막과 돌 건축 유형의 분류와 의미

쿠르드인의 건축에 나타나는 층위별 특성과 시간적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지붕과 벽체, 그리고 바닥으

로 구성되는 구조체 단위의 이해 방식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쿠르드 건축을 이해

하는 방법은 딕슨의 검은 천막과 마을 분류를 근간으로 해왔다271). 그의 접근은 

쿠르드인들의 건축은 몰시간적인 거주방식으로 한정하는 문제 외에도 , 성격이 다

른 대상을 동등한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오류가 있었다 . 그가 분류한 검은 천막은 

단일한 구조체의 ‘건축 형식’으로서 , 기능 , 공간, 구조에 대한 여러 접근이 가능하

며, 그중에는 부족장의 공공천막이 가졌던 기념비적 특성을 밝힌 성과처럼 역사적

인 연구도 가능하다272). 하지만 마을은 ‘교외’에 위치하는 ‘집단 거주지’의 성격을 

나타내어, 도시를 벗어난 장소에 구속되는 제약과 여러 용도의 건축들이 혼재하여 

천막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

그림 2-28 구조체 단위의 재료 유형 전환

여기에서는 쿠르드 건축의 통시적인 이해를 위해 마을 건축에서 주요한 재료로 

사용되는 돌을 구조체의 주요 재료로 판단하여 쿠르드인의 건축을 검은 천막과 

돌 건축 유형으로 분류한다(그림 2-28). 연구자는 수년간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현장조사한 내용과 문헌자료의 검토를 통해 지붕과 벽체로 구성되는 검은 천막과 

돌 건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그로스와 타우루스 산맥에서 목축

과 농사를 선택해 살아가던 산악인들이었고, 자연적인 은신처에서 벗어난 뒤에 생

활과 환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건축을 만들기 시작했다273). 검

271) B. Dickson, op. cit. (1910), pp. 357-8.

272)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0),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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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염소 털과 돌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료로서 지금까지도 주요하게 사용되

고 있다 . 여기서 검은 천막 유형은 지붕 천막이 고정되고, 벽체 재료는 갈대, 돌, 

흙, 자연수풀 등으로 다양하다 . 이와 다르게 돌 건축은 돌 벽체가 고정이고 지붕의 

형식과 재료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분류한 마을은 돌 벽체와 흙 지붕

이 조합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상부에 나뭇가지 지붕이나 천막을 올리는 경우

도 확인된다 . 하지만 흙지붕 아래에 벽체가 갈대나 판자, 혹은 자연수풀을 이용하

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두 가지 건축 유형은 재료를 구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부위 , 그리고 재질과 수명, 무게와 이동성 등에서 상반된 특성을 가졌다(표 2-13). 

이와 같은 두 유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 

쿠르드인의 건축을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분류 검은 천막 유형 돌 건축 유형

재료 수급 염소 털로 짠 직물(목축) 산간의 돌 채취(환경)
사용 부위 지붕 벽체

재질 통풍 통풍, 밀폐(마감 여부)
수명 단수명(10년 전후) 장수명(영구)
무게 경량 중량

구조 방식 인장식 적층식

실내 공간 지붕 천막의 크기 지역별 차이

평면 형태 장방형 비정형, 모죽인 방형, 방형 등

지붕 형태 경사지붕 평지붕

이동 방식 조립과 해체(조립식) 불가(고정식)
지붕 선택 [ 천막 ] 흙(고정), 나뭇가지(가설)
벽체 선택 돌, 진흙, 갈대, 수풀 등 [ 돌 ]
바닥 흙 + 카페트

표 2-13 검은 천막과 돌 건축 유형의 건축 특성

그중에 검은 천막 유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검은 천막이 주재료이다. 이 

유형에서는 염소의 검은 털을 꼬아서 만드는 천막이 지붕에 사용된다 . 이러한 지

붕 천막은 날실과 씨실로 짠 직물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밀폐되지 않는 공간을 만

들며 , 대략 1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어 정기적인 보수와 교체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천막 유형의 구조는 지붕 천막의 아래를 나무 지주로 받치고 천막의 가

장자리에 묶은 밧줄을 바깥으로 당긴 후에 땅에 박아서 고정하는 인장식이다274). 

273) P. Oliver, “1.IV Materials and Building Resources”, Encyclopedia of Vernacular 
Architecture of the World (Vol. 1, P. Oliver ed.,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193-4.

274) 쿠르드인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길렀지만, 몽골, 투르크, 투르크멘인들처럼 양털 펠트(felt)
로 하얀 천막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긴 염소의 검은 털을 꼬아서 직물(fabric)
로 짠 검은 천막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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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천막의 평면은 지붕 형태와 마찬가지로 방형을 이루며, 공간의 크기도 

지붕 크기에 맞추어 달라진다 . 이러한 천막 유형은 지붕 천막, 나무지주 , 밧줄 , 쐐

기 등의 부재들을 해체와 조립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어디에서나 일정한 크기

의 실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이 외에 지붕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

하는 벽체에 돌 , 진흙, 갈대 등을 거주 조건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적인 수풀에 지붕 천막을 덮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그리고 천

막의 내부 바닥에는 특별한 마감재를 덮지 않고 흙바닥 위에 카페트를 깔아서 사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림 2-29). 

이와 다르게 돌 건축 유

형은 돌이 주재료이다. 

이 유형에서는 산간에서 

구한 돌을 적당한 크기

로 쪼개어 쌓은 적층식 

벽체가 특징이다. 또한 

이 벽체는 미장 여부에 

따라 내부 공간을 선택

적으로 통풍이나 밀폐공

간을 만들 수 있다. 그중

에서 흙이 사용되지 않

는 건식 벽체가 오래된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유형의 건축은 천막과 다르게 

특정 장소에 고정된 특징이 있으며 , 위치 조건에 따라 평면 형태가 비정형 , 모죽인 

방형 , 장방형 등으로 다양해지고, 산간에서는 자연지형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한 

면이나 세 면에 벽체를 설치해 실내를 만드는 경우도 확인되며, 평면의 크기는 장

소 외에 사용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외에도 돌 건축 유형은 이동할 

수 없는 장소 고정식 건축이기 때문에 , 지역의 자연환경 외에도 정치적 상황이나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 외에도 돌 건축의 공간적 특성은 벽체 마

감 외에도 지붕형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 여기에 사용되는 형식은 고정지붕과 

가설지붕으로 구분된다. 그중에 고정식 지붕은 초석, 기둥, 보 , 평서까래, 판자로 

구조된 뒤에 흙과 분뇨의 혼합물로 마감되어 흙지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와 

다르게 가설지붕은 특별히 가공하지 않은 나뭇가지를 얹어서 만들기 때문에 보통

은 나뭇가지 지붕이라고 부른다. 두 가지 지붕은 서로 수명도 다르고 , 각각 다르게 

그림 2-29 검은 천막과 돌 건축 유형의 지붕-벽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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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와 통풍공간 만드는 차이도 있다275). 돌 건축 유형의 바닥은 사용하는 지붕과 

무관하게 보통은 흙 위에 카페트가 깔린다(그림 2-29).

이와 같이 천막 유형은 지붕 중심으로 일정한 공간을 지향하는 이동식 건축이

지만 , 돌 건축은 벽체가 중심이며 위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 장소 의존적인 고정식 

건축이다.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 두 유형은 주재료의 나머지 부분을 조절하여 여

러 조건에 적응할 수 있었고 , 이에 따라 두 유형 중에는 천막 지붕과 돌 벽체를 함

께 사용하는 교차점이 발생하기도 한다(그림 2-29). 

그림 2-30 사용자 집단과 건축 유형의 성격 구분

이렇게 설정한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쿠르드인의 건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각각 원점, 확장 , 축소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처음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살폈

다. 먼저 , 산악인 집단의 주거건축은 유형의 원점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산

간에서 목축과 농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계절별로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벽체와 지붕 재료를 이용해 외기와 구분되는 주거공간을 만들었다. 다음으

로, 이슬람 시대에 활동한 지배가문들의 기념비건축은 유형의 확장이다. 그들은 

구성원과 다른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 지역에 기반하는 돌 건축과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는 천막 유형을 통해서 외부에서 통용되는 형식을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으

면 자체적으로 고안한 형식을 다르게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 타민족 근대국가에 

분산 편입된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유형의 축소이다 . 이 시기에 전근대적인 건축

적 층위가 일부분으로 축소되었고 현대건축의 주류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란 쿠르

드인의 건축 전통이 지금처럼 위축되어 전하게 되었다. 

275) 벽체의 마감 여부는 지붕형식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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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쿠르드인들(Kurds)은 산간지역에서 생활하던 산악유목민에서 유래한 사람들이

다. 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산간에 흩어져 자급적으로 생활하며 장기간 지속된 

정치공동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산간 계곡마다 다른 

방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쿠르드인들은 ‘세계 최대의 단일 민족’이라고 

여겨지지만 , 특정한 인물의 후손으로 구성된 혈족도 아니며 , 같은 군주를 섬기던 

피지배민 집단도 아니었고, 여기에 더해 그들은 동일한 신을 숭배하는 신도들도 

아니었다. 쿠르드인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외부인들이 오랫동안 인접하는 산간

에서 생활하며 서로 비슷한 말, 의복, 관습, 생활, 문화, 그리고 민족의식을 공유하

게 된 거주환경 공동체이다 . 

쿠르디스탄(Kurdistan)은 쿠르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명확한 경계

를 가지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르게 인지되는 인문적인 공간으로서 내

부와 외부지역의 성격이 달랐다. 내부지역은 자그로스와 타우루스 산맥을 중심으

로 분포하는 산간이다. 이 지역은 산간의 전통이 강한 쿠르드인들의 기원지역이

며, 지금도 그들이 거주하는 인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쿠

르디스탄으로 여겨진다 . 이와 다르게 외부지역은 내부의 바깥에 분포하며 쿠르드

인들이 정복, 파병, 강제이주, 피난처럼 정치적인 이유에서 정착한 지역이다. 이곳

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쿠르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중해 연안, 후라산 , 시라

즈처럼 외부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 쿠르드인의 민족 전통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이와 같이 쿠르드인들은 산간에 은둔하며 외부세계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

들은 아니었다 . 그들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당시 

외부인들의 눈에 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야만적인 산악인들이었지만, 이후 이

슬람 시대에 들어와서 쿠르드인들은 외부에서 온 제국들과 견줄 정도의 지역과 

부족 세력으로 성장하며 분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외부인들이 쿠르드

인들을 야만적인 산악인들이자 문명세계의 발달에서 도태된 원시적인 사람들로 

이해하는 선입견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은 쿠르드인들의 건축을 이해하는 외부인들의 관점에도 그대로 투

영되었다.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중동지역에 진출한 유럽여행자들은 쿠르디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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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명 이전의 사회 모습과 야생적인 생활을 확인하고자 했다. 소위 그레이트 

게임 , 혹은 중동탐험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한 세기 동안의 조사 결과로 쿠르드인

의 거주방식은 이동생활 방식에 따라 검은 천막(Black Tent)과 마을(Village)로 압

축되었다. 하지만 딕슨(B. Dickson)이 제시한 분류법은 몰시간적이었으며 , 각각 건

축 형식과 거주지 성격을 다르게 나타내는 대상을 동등하게 취급한 오류가 있었

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조사자들이 이론적인 배경도 없이 어떠

한 역사기록도 참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 보이는대로 묘사한 19세기 

인류학계의 한계를 공유했지만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고 쿠르드인의 건축을 이해

하는 근간이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천막과 마을이 각각 시기별로 다르게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

지만 독립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성과는 없

었다 . 먼저 관심을 받은 쿠르드인의 천막은 외형과 사용자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

의 대표 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상의 성과가 없었다 . 또한 뒤늦게 관심을 받은 마을

은 관광 자원으로 취급되어 현지어로 ‘버프테 펠레카니(bāft-i pelekānī)’라는 신조

어로 가치가 축약된 것처럼 앞서 딕슨이 정의한 ‘계단식 구축원리(staircase 

principle)’ 이상으로 이해되지 못했다 . 이처럼 쿠르드인의 건축을 몰시간적인 주거

로 분류하는 외부자적 시각은 바뀌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지배적인 관점을 이루고 

있다 . 

이에 연구자는 쿠르드인의 건축에 나타나는 층위별 특성과 시간적 변화를 통시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집단적 성격 차이를 중심으로 쿠르드인들을 전근대의 ‘산

악인 집단’과 ‘지배가문’, 그리고 ‘타민족 근대국가에 분산 편입된 소수민족’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산악인 집단’은 고립된 산간에서 대규모 정치세력을 만들지 않

고 자급적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지배가문’은 특정한 지역이나 부족을 통치

하던 전근대 지배세력이다. ‘타민족 근대국가에 나뉘어 편입된 소수민족’은 주소

지와 이름 , 그리고 납세의무를 가지고 개별적인 역사와 전통을 추구하지 못하게 

소속 주민이다 . 

또한 연구자는 성격이 다른 쿠르드인들의 건축을 일관된 관점으로 살피기 위해 

대상 건축을 지붕과 벽체로 이루어진 구조체 단위로 전환하고 , 그들이 오랫동안 

주요 건축재로 사용한 검은 천막과 돌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을 설정했다 . 두 건축 

유형의 재료 수급, 제작 방법, 재질, 수명, 구조법, 무게 등에서 상반된 특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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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 여기에 더해 천막 유형이 지붕 중심으로 일정한 공간을 지향하는 이동식 건

축이지만, 돌 건축은 벽체가 중심이며 위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 장소 의존적인 고

정식 건축인 것처럼 , 주재료의 나머지 부분을 조절하여 여러 조건에 적응하는 차

이도 있었다. 

이렇게 설정한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쿠르드인의 건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각각 원점, 확장 , 축소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살폈

다. 먼저 , 산악인 집단의 주거건축은 유형의 원점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산

간에서 목축과 농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계절별로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연적인 은신처를 벗어나 벽체와 지붕 재료를 선택해 외기를 실내를 만들

었다 . 다음으로, 전근대 이슬람 시대에 활동한 지배가문의 기념비건축은 유형의 

확장이다. 그들은 구성원과 다른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 장소에 영향을 받는 돌 건

축과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는 천막 유형을 통해서 외부에서 통용되는 형식을 수

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고안한 형식을 다르게 사용했다 . 마지막으

로, 타민족 근대국가에 분산 편입된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유형의 축소이다 . 이 시

기에 전근대적인 건축적 층위가 일부분으로 축소되고 현대건축의 주류로 전환되

었다 .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쿠르드인들의 건축은 이와 같이 건축 전통이 위

축된 결과로서, 비국가적인 집단의 건축이 타민족 근대국가의 관리 체제 안에서 

축소되는 일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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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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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거의 초기적 형태와 계절별 유형 분화

그림 3-1 기원전 2,500년 이전의 거주지 유적 분포 (K. M. Ahmed, op. cit., 2015, p. 33)

쿠르드인들의 초기 주거는 자연지형에 의지하는 은신처였다. 구석기시대부터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북부와 동부지역에서 생활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

로는 모술(Mosul) 북부의 티그리스강 상류와 이란 서북부의 시와투(Shiwatoo)에서 

발견된 10만년 전부터 5만년 전 사이에 사용한 거주지 유적이 있다276). 이 외에도 

쿠르디스탄에서는 바르다 발카(Barda Balka), 헤자르 메르드(Hezar Merd), 자르지

(Zarzi), 샤니다르(Shanidar), 팔레가우라(Palegawra)처럼 투박하게 만든 손도끼가 세

밀하게 떼어서 만든 긁개로 발전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유적지들이 매년 여러 언

덕과 평원에서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구석기를 사용하던 거주민들은 보

통 산 중턱에 자리하는 자연동굴에서 생활했다. 그들의 은신처는 환기를 위한 하

나의 개구부를 가지고 , 바닥, 벽체, 천장이 암반으로 구성되는 절벽형 주거동굴

(Cliff Dwelling)277)이 대부분이었다 .

276) M. Inizan, “Des indices acheuléens sur les bords du Tigre dans le Nord de I'Iraq”, 
Paléorient, Vol. 11, No. 1 (1985), pp. 101-102; F. Hole, “Archaeology of the Village 
Period”, The Archaeology of Western Iran: Settlement and Society from Prehistoric to the 
Islamic Conquest (F. Hole ed., Washington: Smithsonian, 198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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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이라크 샤니다르(Shanidar) 동굴의 전경 사진과 평면도

(R. S. Solecki, “Shanidar Cave”, Scientific American, Vol. 195, No. 5, 1957, pp. 58. 61)

구석기시대의 주거를 대표하는 샤니다르(Shanidar) 동굴은 입구 폭이 25m 정도

이며 높이는 8m에 다다르고 , 안쪽으로 깊이가 40-53m에 이를 만큼 큰 규모의 공

간을 가진다. 이곳에서는 대략 10만 년 전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집단이 생활했는

데278), 그중에 현생 인류와 가까운 네안데르탈인들도 있었다 . 그들은 꽃을 이용한 

장례 의식을 치를 만큼, 사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

다279). 이곳의 거주민들은 하나의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서 10개 정도로 나누고 , 거

주공간, 가축우리, 창고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사용했으며 , 각 공간에는 별도의 불

자리를 설치해 난방과 취사를 해결했다(그림 3-2). 하지만 이러한 주거동굴이 안전

하고 쾌적한 공간만은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갑작스러운 지진이 발생해 천장에서 

바위가 떨어져 사람과 가축이 죽는 경우도 발생했다280). 그리고 동굴을 이루는 암

277) H. Mulligan, “1.IV.4.b Cave Shelter”, Encyclopedia of Vernacular Architecture of the 
World (Vol. 1, P. Oliver ed.,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 238. 동굴 은신처는 지형에 의지하는 방식에 따라서 Semi-underground, Earth 
Shelter, Rock Shelter, Cliff Dwelling, Pit Dwelling, Dual Aspect로 구분된다. 쿠르디스탄에
는 절벽형 주거동굴(Cliff Dwelling)이 대부분이며, 인위적인 건축술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형식이다.

278) R. S. Solecki, “Prehistory in Shanidar Valley, Northern Iraq”, Science, Vol. 139, No. 
3551 (1963), p. 179.

279) R. S. Solecki, “Shanidar IV, a Neanderthal Flower Burial in Northern Iraq”, Science, 
Vol. 190, No. 4217 (1975), pp. 880-1.

280) R. S. Solecki, op. cit. (1957), p. 63. “이 동굴은 극심한 추위를 막아주었지만, 네안데르
탈인 거주자들에게 위험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곳에는 아마도 종종 발생하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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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지만, 조리와 호흡처럼 일상적인 활동에서 발생

하는 수증기와 안팎의 기온 차이에서 발생하는 습지가 벽과 천장의 표면에 맺혔

기 때문에 , 내부 공간은 항상 습한 상태였다281). 또한, 주거동굴은 산 중턱에 위치

하는 특성 때문에, 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이나 계곡과 가까울 수 없는 태생

적인 한계를 가졌다 .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구석기인들은 동굴의 내

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살았다.

그림 3-3 카림 샤히르(Karim Shahir)와 자르모(Jarmo)의 건물지 발굴 현장

(R. J. Braidwood and Bruce Howe, op. cit., 1960, Plate 20-A; R. J. Braidwood, “From 
Cave to Village”, Scientific American, Vol. 187, No. 4, Oct. 1952, p. 62)

 

기원전 9,000년경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야 동굴 거주민들은 밖으로 나

와 새로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 쿠르디스탄의 지명들이 대부분 물과 연관

되는 것처럼, 그들은 수원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그 주변에 정착해 식량을 소비하

는 채집경제에서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생산해 나가기 시작했다282). 이것

을 두고 신석기 혁명이나, 문명의 대전환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변

화가 있었지만 , 계절별 기온 차이를 비롯해 , 눈과 비를 견딜 수 있는 인공적인 지

붕과 벽체를 만들어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축

적인 혁신만큼은 아니었다 . 이러한 건축을 만들지 않고는 신석기인들은 존재할 수 

없었다. 

때문에, 천장에서 바위들이 떨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그 낙석들 아래 묻힌 화단과 동물을 
발견했고, 두 사람의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 바위 밑에 깔려 죽었을지도 모른다. ”

281) H. Mulligan, op. cit., Vol. 1 (1997), p. 238. 

282) R. J. Braidwood, “From Cave to Village in Prehistoric Iraq”,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No. 124 (Dec. 1951), p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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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 샤히르(Karim Shahir)는 쿠르디스탄 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야

외 정착지로 알려져 있다283). 기원전 9,000년경에 사용된 이 거주지는 규모가 작고 

무질서한 배치를 보이고 있으며284), 주거건축도 정형화되지 않은 반지하 가옥이었

지만285), 인공적인 건축을 만든 초기 시도로서 그 가치가 크다(그림 3-3). 기원전 

7,000년경에 이르러서야 인근 지역의 자르모(Jarmo)에서 약 300여 년 동안 20-25가

구 정도가 생활한 세계 최초의 마을이 등장했다. 이곳의 건축은 돌로 쌓고 겉에는 

진흙을 발라서 마감한 벽체를 가졌으며 , 바닥에는 고운 흙을 깔았고 , 내부에는 화

덕과 굴뚝을 갖추었다 . 또한 방들은 보통 1.5×2m 크기의 방형 평면을 가지며, 마

당과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그림 3-3)286). 이렇듯 자르모 유적은 직선적인 

평면 형태를 가진 지상가옥의 출현을 의미했다 .

그림 3-4 기원전 5,700년경의 집모양 토기와 기원전 6700-6300년경 핫지 피루즈의 집터 복원도

 (이란국립박물관 소장, 연구자 촬영; M. M. Voigt, Hajji Firuz Tepe, Iran: The Neolithic 
Settlement,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1983, Fig. 25)

신석기시대에 사용한 지상 건축은 이란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집모양 

토기를 통해서 그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그림 3-4). 대략 기원전 5,700년경에 

제작한 이 토기는 방형 평면의 박스형 구조체이고 , 네 면의 벽체에는 문과 창문 

등이 뚫려 있으며, 평평한 형태의 지붕 위에는 굴뚝을 연상시키는 돌출된 개구부

가 있다. 여기에 더해, 포크트(M. M. Voigt)는 핫지 피루즈 언덕(Hajji Firuz Tep

283) R. J. Braidwood, op. cit. (1951), p. 17; R. J. Braidwood & B. Howe, op. cit. (1960), p. 
28. 이곳은 대략 60 ×70m 크기의 면적에 건축들이 어지럽게 산재하고 있다.

284) 헤르만 파르칭거, 인류는 어떻게 역사가 되었나(나유신 옮기, 파주: 글항아리, 2020), p. 
219.

285) R. J. Braidwood & B. Howe, op. cit. (1960), p. 148.

286) K. M. Ahmed, op. cit. (2015), p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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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87)의 신석기 집터 유적에서 확인한 갈대 매트의 흔적과 다른 지역의 연구 성과

를 참고해 지붕 구조의 복원안을 제시했다 . 그에 따르면, 이곳의 집들은 보통 

40cm 정도 두께의 진흙 벽체를 가지고 있으며, 지붕은 포플러 나무로 만든 보와 

그 위에 얹은 갈대 매트 , 그리고 두텁게 덮은 흙으로 만들었다(그림 3-4). 이와 같

은 지붕은 기원전 7,000년경부터 지금까지도 쿠르디스탄과 아나톨리아 일대에서 

흔하게 사용해 온 보편적인 지붕형식이었다288). 

그림 3-5 이란 샤호산에서 사용하는 카프르(kapr) 건축 (연구자 촬영, 2016. 8. 28)

이처럼 쿠르디스탄의 신석기인들은 동굴을 벗어나 돌과 흙, 그리고 나무처럼 자

연재를 이용해 건축을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밀과 보리를 경작하고 , 양과 염소를 

비롯한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했다289). 그들에게는 정주성이 강한 농사만큼이나 , 

계절이동을 요구하는 가축의 사육도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다. 그들은 겨울 동안 

가축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기를 차단하는 공간에 머물러야 했고, 더워지

는 여름이 되면 적절한 기온과 수원을 찾아 이동해 가축들을 목축하고 그들로부

터 젖을 얻어야 했다290). 이와 같이 여름에 사용한 건축은 자연지형과 나뭇가지처

럼 흔적을 남기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그림 3-5) 이에 대해, 차일드(G. Childe)는 

구석기시대에 동굴 거주민들이 그린 오두막(hut)이나 천막(tent)을 암시하는 ‘지붕 

모양의 도형들(tectiforms)’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간단한 구조의 건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291). 현재 쿠르디스탄에서는 일부 산악인들이 카프르(kapr)292)라

287) 이란의 서아제르바이잔주에 속하고, 우르미아 호수 남부에 위치한다. 

288) M. M. Voigt, op. cit. (1983), p. 34. 

289) K. M. Ahmed, op. cit. (2015), p. 33.

290) 하자노프, 앞의 책(1990), pp. 71-3.

291) G. Childe, “Cave Men’s Buildings”, Antiquity, Vol. 24, Issue 93 (Mar. 195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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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르는 간단한 건축을 사용해 여름을 보내고 있다(그림 3-5). 이 건축은 이름이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것처럼 , 자연 수풀이나 꺾어온 나뭇가지를 이용해 만들며 , 

특별한 가공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단순하고 투박한 구조를 가진다 .

마을명 겨울거주지 여름거주지
네스탄 마을 
겨울: 돌집
여름: 카프르, 검은 천막

- 자연 수풀
- 인공구조 미사용

네스탄(Nestān) 쿠레 차칼레(Qūre Chaqāle)
시안 마을 
겨울: 돌집 
여름: 돌집, 카프르

- 나뭇가지 벽체와 지붕
- 석축

시안(Shīān) 다레위안(Darewīān)
콜리츠 마을
겨울: 돌집
여름: 카프르

- 나뭇가지 벽체와 지붕
- 석축

콜리츠(Kolīch) 사르다쉬트(Sardasht)
메이만드 마을
겨울: 인공 동굴
겨울: 카프르

- 나뭇가지 벽체와 지붕
- 석축

메이만드(Maymand) 바그아바드(Bāghābād)

표 3-1 자그로스 산맥의 계절별 주거건축 (연구자 촬영, 2017-20)

카프르 건축은 간단하게 구조하지만, 가공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획일적이

지 않다(표 3-1). 이란의 네스탄(Nestān)293) 마을에서 거주민들은 겨울을 동명의 마

292) 쿠르드어와 페르시아어에서 ‘나뭇가지’를 의미하고, 지역별로 kapar, kapir, kabr와 같이 
조금씩 다르게 부른다.

293) 이란의 서아제르바이잔 주에 속하는 마을이며, 우르미아 호수의 남부에 위치하는 마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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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서 보내고 , 여름에는 두 곳

의 여름거주지로 이동하는데, 

그중에 한 곳인 쿠레 차칼레

(Qūre Chaqāle)에서는 대부분 수

풀의 가지를 정리해 만든 은신

처를 사용한다294). 이보다 남쪽

에 위치하는 시안(Shīān)295)의 

마을인들도 겨울에는 돌집에서 

생활하고 , 여름에는 여러 거주

지로 나뉘어 생활하는데, 그중에 다레위안(Darewīaīn)이라고 부르는 거주지에서는 

낮은 돌담을 세 면에 두르고 꺾어온 나뭇가지로 벽체와 지붕을 만든 카프르를 사

용한다296). 여기에서 서쪽으로 20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는 콜리치(Kolīch) 마을

의 사람들은 사르다쉬트(Sardasht)라는 곳에 석축을 미리 쌓아놓고 그 위에 나뭇가

지로 벽체와 지붕을 만들어 생활하기도 한다 . 이 외에도 자그로스 산맥의 남부에 

자리하는 메이만드(Maymand)297)의 거주민들은 주거동굴에서 겨울을 보내고, 바그

아바드(Bābhabād)와 사르 아골(Sar Āghōl)이라는 여름 거주지에서 석축과 함께 , 카

프르를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

이처럼 카프르는 벽체와 지붕을 밀폐하지 않아 바람이 통하고 그늘이 드리운 

공간을 가져서,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축이다 .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건축도 

나뭇가지를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재료에 의존하는 건축

이다 . 매년 수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름거주지의 불안정한 상황

에서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은 천막

을 고안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 천막의 최초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답을 

줄 수 없지만 , 기원전 3,000년경에 제작된 원통형 인장에서 천막의 초기 사용이 전

드(Mahabad)에서 남쪽으로 약 55km에 위치한다.

294)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1), p. 131.

295) 이란의 코르데스탄 중에 속하며, 주도인 사난다즈에서 서남쪽으로 약 25km 거리에 위치
한다. 이곳은 네스탄보다 180km 남쪽에 자리한다.

296)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1), p. 131.

297) 이란의 케르만시에서 서쪽으로 100km 거리의 산간에 위치하는 마을이며, 겨울 주거로 동
굴을 사용한다. 이곳은 2015년에 메이만드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Maymand)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그림 3-6 기원전 3,000년대 우루크 말기의 원통 인장과 천막

(T. F. Potts, “Patterns of Trade in Third-Millennium BC 
Mesopotamia and Iran”, World Archaeology, Vol. 24, No. 

3, Feb., 1993, Fig.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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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림 3-6). 이란의 수사(Susa)에서 발견된 인장은 우루크 왕실의 권위를 강조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한 것으로서298), 여러 장식을 적용한 천막을 나타내고 있

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천막의 모습은 쿠르드 천막과 차이가 있지만 , 적어도 

이 시기에 천막은 위계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

중적인 건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299).

그림 3-7 쿠르드 건축의 계절 분화와 유형

산악인 집단의 천막과 돌 건축 유형은 여름과 겨울 생활을 위해 각각 통풍과 밀

폐공간을 추구하는 자연 은신처에서 유래한 뒤에 다른 구조적 발달 과정을 거치

며 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3-7). 여름 건축은 자연 수풀에서 시작된 뒤에 

거주지 선택을 위해 나뭇가지로 벽체와 지붕을 만드는 카프르로 전개되었으며 , 이

후 매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고 일정한 공

간 확보가 가능한 검은 천막으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다르게 , 겨울 

건축은 주거동굴에서 시작되어 반지하 가옥을 거쳐서 지상화면서 점차 돌집으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각 유형의 전개가 단계별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차이가 차이있는 건축 사이에 위계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 일

례로 , 1840년에 영국인 아인스워스(W. Ainsworth)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와란둔

(Warandun)300)이라는 여름 야영지에서 티야리(Tiyari) 부족을 이끌던 수장 말리크 

298) T. F. Potts, op. cit. (Feb., 1993), pp. 379-402 

299) D. T. Potts, op. cit. (2014), pp. 8-16, 35. 자그로스 산맥 남단의 후제스탄과 바흐티야리
에서 신석기시대의 야영지가 발견되지만, 천막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없었
다. 유목민과 천막 사용은 기원전 2000년경에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초기 역사가 시작하
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천막이 사용된 시기는 대략 기원
전 9,000년에서부터 2,000년경 사이 시기라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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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마일은 부족 내에서 유일하게 검은 천막을 사용했고 , 나머지 구성원들은 모두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에서 생활하는 모습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301).

이와 같이 최초의 산악인 집단은 기르던 염소와 양으로부터 젖을 얻기 위해 계

절별로 적절한 기온과 수원을 위해서 계절별로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동생활을 위해 사람들은 겨울에는 동굴에서 추위를 피하고 여름

에는 무더위를 견딜 수 있는 자연수풀이나 나뭇가지로 간단하게 만든 공간을 구

분해서 사용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겨울에는 동굴에서 머물고 , 여름에는 자연수

풀이나 나뭇가지로 만든 간단한 구조물을 이용했을 것이다 . 이후 두 은신처는 밀

폐와 통풍공간을 다르게 추구하며 구조적으로 발달되어 단계가 다른 건축 사이에 

위상 차이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유형의 건축은 거주하는 계절, 생계

활동의 종류 , 이동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어 주거천막과 돌집으로 발달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300) warān은 쿠르드어의 한 방언에 속하는 하우람어로 ‘비’를 의미하고, dun은 페르시아어로 
‘물건을 담는 통이나 공간’을 가리키는 dān의 구어체이다. 그렇다면 와란둔은 비가 모이는 
장소로 직역할 수 있으며, 수원과 관계된 지명이라고 볼 수 있다.

301) W. Ainsworth, "An Account of a Visit to the Chaldeans, Inhabiting Central Kurdistán; 
And of an Ascentof the Peak of Rowándiz (Ṭúr Sheïkhíwá) in Summer in 1840",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11 (1841),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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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거천막의 거주지 선택과 대체 주거의 모색

3.2.1. 지붕 천막의 인장 구조와 통공간적 특성

그림 3-8 1967년 터키 학카리(Hakkari)에서 사용하던 쿠르드 부족의 검은 천막

(M. Özdoğan, 1967 Yılı Van-Hakkari Araştırmaları Tirşin Kaya Resimlerinin Bulunuşu: Arkeoloji, 
Etnografya ve Doğal Çevre, Istanbul: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2019, p. 150)

주거천막은 보통 검은 천막(black tent)이라고 불린다 . 현지의 쿠르드인들은 검은

색(rash, sīā), 집(māl), 천막(kōn, chādr, khevat, dawār)을 뜻하는 쿠르드어와 페르시

아어 단어들을 조합해 여러 방식으로 부른다302).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은 천막을 

‘검은색의 집’을 의미하는 ‘라쉬 말(rash māl)’이라고 부르고, 페르사아어로 ‘검은

색의 천막’에 해당하는 단어(sīāh chādor)를 축약해 ‘시아 차드르(sīā chādr)303)’라고

도 말한다. 또한 그들은 ‘천막으로 만든 집’을 가리키는 ‘코나 말(kona māl)’로도 

부르며, 종종 ‘천막’만을 의미하는 ‘헤바트(khevat)’, ‘차드르(chādr)’, ‘콘(kōn)’ 등으

302) J. Blau, Dictionnaire Kurde-Francais-Anglais (Brussels: Centre pour l'etude des problemes 
du monde musulman contemporain, 1965), pp. 42, 136, 145, 247; A. Sharfkandī, Farhagī-i 
Kudī-Fārsī (Tehran: Soroush Press, 1990), pp. 144, 359, 452, 645; S. Saadallah, Saladin’s 
English-Kurdish Dictionary (Baghdad and Istanbul: Paris Kurdish Institute, 1998), p. 1254; 
M. L. Chyet, Kurdish-English Dictiona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3), pp. 97, 331, 510, 665; H. ‘Abdullahpūr, Farahangī-i Hazhīr: Fārsī-Kūrdī (Erbil: 
Dazgā-i Mūkrīyānī Pārezrāwa, 2008), p. 782; A. Jawshani, Kurdistanica Dictionary: English
–Kurdish–Persian (Vol. 2, Karaj: Mang Publication, 2015), pp. 2880-1.

303) 페르시아어 ‘시아흐 차도르(sīāh chādor)’와 같은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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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천막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검은색’과 ‘천막’이

라는 두 가지에 주목하는 것처럼, 주거천막은 검은색이 가장 특징적인 천막 건축

이다(그림 3-8).

그림 3-9 샤호산 하니에(Hanīe)에서 실시하는 염소털 자르기와 실 꼬기 (연구자 촬영, 2015. 7. 3)

그림 3-10 이란 핫산아바드(Ḥassanābād)에서 사용한 천막용 베틀과 루르(Lur) 천막의 지붕 전개도

(P. J. Watson, op. cit., 1979, Fig. 58.8; C. G. Feilberg, op. cit., 1944, Fig. 9. 편집)

천막의 검은색은 쿠르드인들이 목축할동에서 얻은 경제적 산물이다 . 그들은 염

소, 양, 소, 닭들을 함께 기르는데, 그중에서 염소의 검고 기다란 털(hair)을 이용해 

천막을 만든다. 이를 위해, 남성들은 하우란(hāūrān)이라고 부르는 가위로 염소의 

털을 자르고 , 여성들은 이것을 가져다가 세척한 뒤에 일손이 비는 시간을 활용해 

실 꼬는 작업(retārī)을 실시한다(그림 3-9). 이후에 일이 없는 겨울이나 초봄의 화

창한 날을 잡아 베틀을 이용해 날실과 씨실이 직교하는 직물(fabric)을 만든다 . 여

기에서 천막의 폭은 보통 1m를 넘지 않는 베틀의 크기 내에서 결정되지만, 길이

는 사용 목적에 맞추어 얼마든지 길게 만들 수 있다304). 페일베르그가 남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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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라크(Lak) 쿠르드인들이 사용한 천막 한 잔의 폭은 50cm 정도이지만, 

길이는 10m가 넘었다(그림 3-10). 지붕 천막은 이처럼 가느다란 장방형의 지붕 천

막을 맞대어 만들기 때문에 , 쿠르드 천막의 평면도 방형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림 3-11 라크(Lak) 쿠르드인의 검은 천막

(C. G. Feilberg, op. cit., 1944, Fig. 11a; P. A. Andrew, “Nomad Tents and Court 
Tents in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andrewspeter.info, Drawing 1)

그림 3-12 이란 투르크멘인 천막의 골조와 외형 (P. A. Andrews, Nomad Tent Types on 
the Moddle East, Part I Framed Tent, Vol. 2, Wiesbaden: Reichert, a2)

쿠르드인의 천막은 지붕으로 사용하는 검은색의 천막(dawāra, kon)을 아래에서 

지주(bar chalāka, chala)305)로 받치고 , 천막의 가장자리를 밧줄(ṭanāf)로 묶어서 바

304) P. J. Watson, Archaeological Ethnography in Iran (Arizona: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79), p. 184. 이란의 핫산아바드(Ḥassanābād)에서 확인된 천막은 폭이 25cm이고, 길이가 
8-12m 정도에 이르렀다.

305) J. de Morgan, op. cit. (1895), pp. 32-3. 중앙열의 양 끝에 위치하는 두 개의 지주는 상대
적으로 키가 큰 지주를 사용해 이름을 구분해서 불렀다. 양 끝에 높은 지주가 bar chalaka, 
중앙부분에 상대적으로 작은 지주가 chalak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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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쪽으로 잡아당긴 후에 이것을 땅에 고정해 만드는 인장 건축(Tensile 

Architecture)이다306). 이러한 천막은 몽골인이나 투르크멘인이 사용하는 게르(ger), 

유르트(yurt), 에비(evi)처럼 벽체와 지붕 모두를 나무 골조로 만드는 하얀 색의 펠

트(felt) 천막과 다르게307), 원통형이나 원추형처럼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지 않는

다(그림 3-12). 대신에 , 쿠르드 천막의 형태는 지붕 아래에 세운 지주의 위치와 높

이에 영향을 받는다. 이 지주들은 일반적으로 횡방향으로 세 열로 설치하고 , 가운

데 열의 지주가 높아 앞뒤로 경사진 지붕을 만든다308). 이러한 형태는 자그로스 

산맥의 강수에 대응한 결과로 이해하며, 아랍인들이 사막의 모래바람에 적응하기 

위해 만든 납작한 형태의 검은 천막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둥근 형태의 목조 아치

로 구조하는 천막과 대비를 이룬다309). 이 외에도 천막의 지붕은 2-4m 간격으로 

설치한 지주들이 뾰족뾰족하게 돌출해 천막의 외형적 특성을 만들며(그림 3-8), 상

부에 짧은 막대를 덧댄 ‘T’자형 지주를 사용해 돌출부의 형태가 달라지는 수준에

서 다양성을 보인다(그림 3-11).

이처럼 천막의 모든 공간은 하나의 지붕 아래 자리하며, 천막의 규모는 지붕을 

받치는 지주의 개수 혹은 , 전면의 길이에 비례한다310). 그중에 주거천막은 경제활

동의 단위를 이루는 한 가구가 사용하며 , 대부분이 전면 길이가 10m를 넘지 않고 

지주의 개수도 10-12개 정도에 이른다311). 이 천막의 가장자리에는 높이 약 1.6m 

높이의 외벽을 둘러서 실내를 만들고 , 계절과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갈대, 나무 , 

흙, 돌 등을 구분해 사용한다 . 그리고 내부공간은 갈대로 만든 칸막이(chīkh)로 구

획할 수 있지만312), 주거천막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새끼 양과 염소를 보호하거

나, 짐을 보관하는 목적 외에,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지 않는

다313). 이에 따라 한 가구는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구성원의 성별과 나

306) P. Drew, op. cit. (1979), p. 156.

307) P. A. Andrews, “The White House of Khurasan: The Felt Tents of the Iranian Yomut 
and Gökleñ”, Iran, (Vol. 11, 1973), pp. 93-110

308) C. G. Feilberg, op. cit. (1944), pp. 81-4.

309) 布野修司 編, 世界住居誌(東京: 昭和堂, 2005), p. 185.
310) H. C. Rawlinson, "Notes on a March from Zoháb, at the Foot of Zagros, along the 

Mountains to Khúzistán(Susiana), and from Thence Through the Province of Luristan to 
Kirmánsháh, in the Year 1836",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9 (1839), p. 50. 

311)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0. 7), p. 92

312) C. G. Feilberg, op. cit. (1944), pp.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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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위치와 방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몽골인들이 

천막 안에서 북쪽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남녀의 공간을 동과 서로 엄격하게 구

분하는 것과 비교하면314), 쿠르드인들은 평등한 남녀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두 가구가 하나의 지붕을 공유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네스탄(Nestān) 

마을의 쿠르드인들은 쿠레 차칼레(Qūre Chaqāle)와 메디단 초카(Meīdān Choqā)라

고 부르는 하영지에서 이러한 천막 사용을 잘 보여준다 . 그들은 천막의 내부를 파

티션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각 가구가 사용하는 공간은 ‘나우말(naū māl)’혹은 ‘말

(māl)’이라고 부르는 카페트를 깐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 불자리를 뜻하는 ‘아우르

가(aūrgāh)’, 물과 젖을 보관하는 ‘쿨라(qūla)’, 물을 사용하는 ‘슈스타카(shūstaka

)’315)처럼 보조시설들이 주변에 자리한다 . 그리고 천막 밖에는 어린 가축을 가두어 

두는 코즈(koz), 빵을 굽는 지하의 탄두르(tandūr), 별도의 불자리를 배치한다(표 

3-2). 이 외에도 주거천막들은 손님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지 않는 특성이 있

다. 이것은 과거에 부족집단을 이끌던 수장이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접대하고, 그

들로부터 외부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316), 

부족의 구성원들은 가족 이외의 외부인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필요가 

없었고, 이에 따라 단일한 공간의 천막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313) P. Drew, op. cit. (1979), p. 156.

314) 윌리엄 루브룩, “루브룩의 몽골기행”, 몽골제국기행,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김호동 옮
김, 서울: 까치, 2015), p. 179. “... 6. 그들은 입구가 남쪽으로 향하게 천막을 친 뒤에 주인
의 침상은 북쪽 끝에 위치시킵니다. 부인들의 자리는 항상 동쪽, 즉 그 집의 주인의 왼쪽인
데 그것은 그가 침상에 앉을 때 남쪽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반명 남자들의 자리는 서쪽, 즉 
그의 오른쪽입니다. 7. 천막에 들어갈 때 남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활통을 여자들이 
있는 쪽에 걸어두지 않습니다. 주인 머리 위에는 펠트로 만든, 마친 인형이나 조각과 같은 
형상 하나가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 주인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두 개 
모두] 벽에 매어놓습니다. 이 두 개 사이로 높은 곳에 작고 얇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것은 말하자면 집 전체의 수호자인 셈입니다. 집의 여주인은 그녀의 오른쪽에, 침상의 발치
에 잘 보이는 곳에 염소 가죽 안에 양털이나 다른 것들을 채워넣은 것을 놓아둡니다. 부인
들이 있는 쪽에서 입구에 가까운 곳에는 암소의 젖통으로 만든 또 다른 형상물이 있는데, 
이는 소젖을 짜는 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젖을 짜는 것이 부인들의 임무 가운
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입구의 다른 쪽, 즉 남자들을 향하는 쪽에는 암말의 젖통이기 때
문입니다. 입구의 다른 쪽, 즉 남자들을 향하는 쪽에는 암말의 젖통으로 만든 두 번째 형상
물이 있는데, 암말의 젖을 짜는 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315) 페르시아어로 ‘닦다’를 의미하는 shostan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16) M. van Bruneissen, op. cit. (1992), pp.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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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레 차칼레의 주거천막 메이단 초카의 주거천막

표 3-2 네스탄 마을의 여름거주지와 주거천막 (연구자 촬영 및 작성, 2017. 7. 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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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벽채재료 구분의 한계와 따뜻한 겨울 거주지의 추구

그림 3-13 지붕 천막의 재질과 통기성 천막 내부 (연구자 소장; 연구자 촬영, 2017. 8. 5)

주거천막은 하나의 큰 지붕을 덮어서 완성되기 때문에 지붕 재료의 특성은 내

부 공간의 성격을 결정한다(그림 3-13). 검정색의 천막은 강한 일사를 차단할 수 

있으며317), 날실과 씨실로 촘촘하게 짠 지붕 천막은 완전한 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경사를 이용해 연강수량 254mm 내에서 방수 성능을 발휘한다318). 이러한 직물은 

물과 빛을 완전하게 차단하지 않아 천막의 내부가 지붕 전체를 통해서 밖의 공기

를 받아들이고, 안의 공기를 내보내는 통풍형 공간을 만든다. 쿠르드인 중에 일년

내내 천막을 사용하는 유목민들은 기온 차이가 심한 여름과 겨울에 적응하기 위

해 통기성 재료인 지붕을 제외하고 건축의 나머지 벽체 부분을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

델리 칸리(Delli Kanli)319). 200가구. 마라쉬(Marash)320) 평원의 작은 부족이며, 남성들은 

키가 크고, 여성들은 매우 아름답다. 이 사람들은 여름에 타우루스 산맥의 경사면에서 평범

한 쿠르드 천막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킬리스(Kilis)321)에서 서쪽으로 30마일 거리에 위치하

는 정해진 야영지(camp)로 이동한다. 이곳에는 천막을 위한 돌 벽체들이 있었다.

317) C. G. Feilberg, op. cit. (1944), pp. 81-4.

318) P. Drew, op. cit. (1979), p. 30.

319) 델리 한(Dellī Khān)이 이끌던 작은 부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20) 현재 터키 남동부의 카흐라만마라쉬(Kahramanmaraş) 주의 주도이다.

321) 현재 터키 중남부에 위치하며, 킬리스의 주도이다. 터키의 가지안테프와 시리아의 알레포 
사이에 위치하는 접경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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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ykes, 1908, pp. 480-1.

그림 3-14 지붕 천막과 벽체재료의 조절

쿠르드 유목민들은 수풀, 갈대, 돌 , 진흙 등을 외벽 재료로 사용했다(그림 3-14). 

그들은 무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자연 수풀 위에 천막을 덮거나, 갈대 

매트를 바깥에 둘러서 지붕과 벽체에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었

다322). 그리고 겨울에는 돌이나 진흙을 이용해 외벽을 쌓거나 , 여기에 더해 지붕 

천막을 바닥까지 내려서 차가운 외기를 차단해 실내 온도를 보존하고자 했다323). 

사이크스(M. Syke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디야르바크르와 반 인근에서 생활하던 

쿠르드 부족들은 지중해 연안에서 겨울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324). 그중에서 델

리 칸리(Delli Kanli)라고 부르던 작은 부족은 마라쉬(Marash) 평원에서 갈대 벽체

를 설치한 평범한 천막을 이용해 여름을 보내고,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해 킬

리스(Kilis)의 서쪽지역에서 야영했는데, 이곳에는 천막을 치기 위한 돌 벽체가 이

미 만들어져 있었다325). 이렇듯 벽체의 재료를 구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나는 쾌적하게 시원한 여름 별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리쬐는 태양의 영향을 완전하게 차

단하는 염소털로 짠 두꺼운 지붕을 가졌다. 이처럼 급하게 짠 거친 직물(fabric)은 은신처를 

322) C. G. Feilberg, op. cit. (1944), pp. 81-4.

323) H. Nooraddin, op. cit., Vol. 2 (1997), p. 1589.

324) M. Sykes, op. cit. (1908), p. 479.

325) M. Sykes, op. cit. (1908), pp. 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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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워싸면서도, 일정한 공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했다. 내가 여름 야영지에서 쿠르드인

의 환대(Courdish hospitality)를 맛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나의 방문지들은 모

두 험준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거나, 마을의 답답한 벽 뒤에 있던 겨울 거주지였다. 

R. K. Porter, 1821, p. 539.

포터(R. K. Porter)가 경험한 것처럼 , 천막의 거친 직물은 강렬한 햇볕을 막아주

고, 일정한 외기가 자유롭게 통하는 재질이었다326). 이러한 특성은 여름에는 쾌적

한 그늘 공간을 만들지만, 겨울이 되면 차가운 외기에 노출되어 춥고 어두운 실내

를 만들었다 . 주거천막에서 벽체를 바꾸더라도 외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붕 때

문에 실내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 딕슨이 규정한 것처럼, 그들은 땅을 소유하

지 않았기 때문에 , 주변 지역에서 돌과 진흙을 사용한 건축을 만들 수 없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일년내내 천막을 사용하던 쿠르드인들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장소를 찾아 이동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이크스가 언급한 

델리 칸리 부족이 이동한 거리도 100km에 이르는 장거리였다.

자프인들(Jafs)은 항상 천막에서 생활한다. 여름에는 사난다즈(Sinna)와 경계를 이루는 핫지 

아흐마드(Hagee Ahmed)의 높은 산맥에서 야영하고, 가을에는 샤흐리주르(Shehrizoor) 지역

에 흩어져 살며, 겨울에는 디얄라(Diala) 강변에 있는 시르와나(Shirwaney)에서 생활한다.

C. J. Rich, 1836, Vol. 1, pp. 112-3.

리치(C. J. Rich)는 수장인 카이 후스로우로(Kay Khusraw)에게서 들인 자프(Jāf) 

부족의 계절별 이동생활에 대해 기록했다. 그들은 여름에 핫지 아흐마드(Ḥājjī 

ḥmad)의 높은 산맥에서 야영하고327), 가을에는 샤흐리주르(Shahrizūr)328)에 흩어져 

생활하며, 겨울에는 디얄라(Diyala) 강변의 시르와나(Shīrwāna) 평원에서 머문다고 

기록했다. 그들의 이동거리를 보면, 핫지 아흐마드 산맥과 샤흐리주르는 서로 약 

326) K. R. Porter, Travels in Georgia, Persia, Armenia, Ancient Babylonia during the Years 
1817, 1818, 1819, and 1820, Vol. 1 (London: Longman, Hurst, Orme, and Brown, 1821), 
p. 539.

327) C. J. Rich, op. cit., Vol. 1 (1836), p. 112. 리치가 각주에 적었듯이 자프 부족의 근거지
는 현재 이란의 자완루드(Jawānrūd)였다. 자프와 사난다즈의 아르달란 가문과 경계를 이루
는 지역은 자완루드 동쪽에 자리한 샤호산(kūh-i Shāhō)이다.

328) 현재 이라크 술라이마니야 주변의 산간지역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
는 바반 가문의 칼라이 추왈란(Qalā-i Chuwalān)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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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m 거리에 위치하고, 샤흐리주르와 시르와나의 사이 거리도 100km 정도에 이

르며 , 시르와나와 핫지 아흐마드의 거리는 154km를 상회한다 . 이를 종합해 보면, 

자프 부족은 매년 35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해 생활했다 .

세간에 따르면, 여름에 부흐탄(Buhtan)에서 생활하는 많은 쿠르드 부족들(I’ls)329)이 겨울 

동안 여기(티그리스 강변)에 천막을 친다. 대략 12마일쯤 되는 지점에서, 운이 나빴던 우리

의 짐마차들이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날이 어두워져서야 우리는 티그리스 강변에서 

약 1마일 반 정도 떨어진 쿠르드인들의 야영지인 오바(O’ba)330)에 도착했다. 여기에는 핫

산늘루(Hesenanli) 부족의 천막이 약 50여 동이 있었다.              J. Shiel, 1838, p. 

88.

또한 시엘(J. Shiel)은 티그리스 강변을 지나던 도중에 많은 쿠르드 부족들이 여

름에는 부흐탄(Buhtan)331)에서 생활하고 , 겨울에는 그의 일행이 지나던 장소에서 

야영한다는 이야기를 기록했다332). 이에 따르면 당시의 부족들은 시이르트(Siirt) 

동남쪽의 산간지역에서부터 키르쿠크(Kirkuk) 인근까지 약 300km에 이르는 먼 거

리를 매년 여름과 겨울에 오가며 생활했다.

두 하천이 만드는 삼각주는 천막들로 덮여 있었다. 우리는 양, 말, 소, 낙타 떼를 헤치며 나

아갔다. 봄철에 마르딘(Mardin)의 산기슭에 야영하는 치치(Chichi)과 밀리(Milli) 부족의 쿠

르드인들은 지금 투르크 군대의 보호 아래 하부르 강(The Khabur)의 풍부한 목초지를 확

보했고, 셰랍빈(Sherabbeen), 부가라(Buggara), 하릅(Harb) 부족의 많은 아랍인들이 이곳의 

야영지에 합류했다.

A. H. Layard, 1853, p. 264.

여기에 더해 레이아드(A. H. Layard)는 밀리(Milli) 부족의 쿠르드인들에 대한 역

사와 계절이동에 대해 탐구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19세기 초까지 

329) 부족을 의미하는 페르이사어 īl의 복수형을 영어식으로 표기했다. 

330) 시엘이 작성한 지도에 따르면, 이곳은 현재 이라크의 키르쿠크(Kirkuk)와 술라이마니아
(Sulaymaniya) 사이에 위치한다.

331) 시엘은 지도에 시이르트(Siirt)의 남동쪽 산간지역을 표기되었다.

332) J. Shiel, "Notes on a Journey from Tabríz, Through Kurdistán, via Vân, Bitlis, Se'ert and 
Erbíl, toSuleïmániyeh, in July and August, 1836".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8 (1838),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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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 쿠르드인들은 마르딘(Mardin)의 언덕과 하부르 강(The Khabur) 사이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보유했다. 하지만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다

우드 파샤(Daoud Pasha)를 끝으로 자치력을 상실하고 ,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디야르바크르의 파샤에게 관리받는 지역(pashalik)333)으로 편입되었다. 이와 같이 

상황이 바뀌어 투르크 군대의 통제를 받았지만, 밀리의 쿠르드인들은 이웃하는 치

치(Chichi) 부족원들과 마찬가지로 마르딘의 언덕과 하루브 강 사이를 오가며 생

활하는 오래된 관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334). 여기서 두 부족의 쿠르드인들이 이동

한 거리는 대략 220km에 이르렀다 . 여기에 더해 그들은 셰랍빈(Sherabbeen), 부가

라(Buggara), 하릅(Harb)335) 부족의 아랍인들과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을 공유하는 

특성도 있었다 .

(쿠르드) 유목민들은 여름에 삿 다그(Sat Dagh)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국경의 언덕을 차지

하고, 겨울에는 제바르(Zebar) 근처의 자브(Zab) 강을 건너서 모술 평원으로 내려온다. 부

족장들은 보통 천막을 소유하지만, 다른 부족원들은 멈추는 장소마다 참나무 가지(bough)를 

꺾어서 은신처(shelter)를 만드는데, 모든 평원의 가장자리에는 참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필

요한 은신처를 쉽게 마련한다. 그들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몇 마리의 말, 양, 염소, 몇 개의 

조리도구, 그리고 필수적인 마티니(Martini)와 탄띠가 전부이다.

R. Maunsell, 1901, pp. 138-9.

이 외에도 먼셀(F. R. Maunsell)은 페르시아 국경의 산간에서 여름을 보내고 겨

울에는 모술 평원에 내려와 생활하는 쿠르드 유목민들을 기록했는데336), 그들이 

이동한 거리는 150km가 넘는다. 또한 이 집단에서는 부족장은 천막을 사용하지

만, 나머지 구성원들은 참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은신처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구

성원들이 나뭇가지로 만든 건축이 카프르이며, 검은 천막에 비해 위상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333) 지방 총독인 파샤의 지역을 의미한다.

334) A. H. Layard, op. cit. (1859), p. 264.

335) A. H. Layard, op. cit. (1859), p. 268. 하릅 부족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히자즈(Hijaz)의 
북부지역에서 확인되는 같은 이름의 대규모 부족의 한 지파이며, 오래전에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겪은 후에 메소포타미아로 이주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336) F. R. Maunsell, "Central Kurdistan",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8, No. 2 (Aug., 
1901),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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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유목 쿠르드인들은 일년내내 천막에서 생활하며, 큰 무리의 양, 염소, 노새, 말을 소

유하고 있지만, 땅은 없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와 모술(Mosul) 평야에서 겨

울을 나며, 고대 관습에 따라 아르노스트 산등성이(Arnost Ridge)337)를 포함한 다양한 지

역에서 잘 정의된 여름 목초지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고대부터 매년 평원을 오갈 수 있는 

육상로의 통행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통행권리를 주장하지만 적지 않

은 어려움을 겪는데, 아마도 세력이 강한 정주부족의 수장이 그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 때문에) 이주하는 계절은 언덕 위에서 종종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불안

정한 시기이다.                                        B. Dickson, 1910, p. 361.

앞서, 딕슨(B. Dickson)이 언급한 순수 유목민들도 매년 200km가 넘는 아르노스

트 산과 메소포티미야 평원 사이를 이동했다338). 그들은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목초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들의 이동경로에 강력

한 세력이 등장하면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번 투쟁해야 할 만큼 , 그들의 오래된 

권리는 취약한 기반 위에 있었고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었다.

길란(Gilan)339)에서 나와서 미얀다르(Miyan-dar)라고 산맥 사이로 난 좁은 길은 이완

(I’wan) 평원까지 20마일 정도 이어졌다. 이 협곡(glen)은 작은 참나무들로 우거져 있었고, 

나는 이곳의 나무들이 페르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봤던 것보다 크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

고) 그 아래에 있는 목초지는 아주 풍성하고 다양했다. 그리고 미얀다르의 계곡은 따뜻하고 

안전한 위치 때문에 칼후르 부족(Kalhur I'liyat)이 좋아하는 겨울 거주지(winter residence)

로 자리 잡았다. 참나무 숲의 모든 공간은 검은 천막(black tent)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가

축들은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까지 풀을 뜯고 있었다.

H. C. Rawlinson, 1839, p. 45.

이 외에도 롤린슨(H. C. Rawlinson)은 길란(Gilan)에서 세력을 보유한 칼후르

(Kalhur) 부족이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미얀다르(Miyandar)라는 산간에서 겨울을 

보내는 장면을 묘사했다340). 이곳에서는 앞선 부족들과 다르게, 짧은 거리를 이동

337) 현재 터키의 반(Van) 호수 남쪽에 위치하는 산이다. 모술까지 직선거리로 210km가 넘으
며, 티크르트 인근의 메소포타미아 평원까지는 400km에 이른다.

338) B. Dickson, op. cit. (1910), p. 361.

339) 현재 이란의 케르만샤 주에 위치하는 서 길란(Gilān-i Gharbī)이다. 카스피해의 서측에 위
치하는 길란(Gīlān)과 다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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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겨울에 천막을 사용했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이곳의 좁은 협곡과 

우겨진 참나무 때문에 따뜻했고, 목초가 풍부해 가축에게 먹이를 주기 용이한 점

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곳에서는 칼후르 가문이 지배적인 세력을 행사

했기 때문에 , 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 다른 부족의 관할지역에서 생활하는 위험

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림 3-15 사계절 천막 사용자의 계절이동 (S. Maisel, op. cit., 2018. 첨부지도 편집)

이름 이동 장소 이동 거리 출처

자프(Jāf) 부족
자완루드 인근의 샤호산(IR) → 샤흐리주
르(IQ) → 시르와나(IQ) 약 350km C. J. Rich, 1836, pp. 112-3.

(미확인) 쿠르드 부족 티그르스 강변(IQ) → 부흐탄(TR)341) 약 300km J. Shiel, 1838, p. 88.

칼후르(Kahur) 부족 미안다르(IR) → 길란(IR)342) 약 20km H. C. Rawlinson, 1839, p. 45.

밀리(Milli)와 치치(Chichi) 부족 마르딘(TR) → 하부르 강(SY) 약 220km A. H. Layard, 1853, p. 264.

(미확인) 쿠르드 부족 모술 평원(IQ) → 페르시아 국경(IQ-IR) 약 150km R. Maunsell, 1901, p. 138.

델리 칸리(Delli Kanli) 부족 킬리스(TR-SY) → 마라쉬(TR) 약 100km M. Sykes, 1908, pp. 480-1.

아르노스트(Arnost) 부족 모술 평원(IQ) → 반 호수 남단(TR) 약 200km B. Dickson, 1910, p. 361.
*TR: 터키, IQ: 이라크, IR: 이란, SY: 시리아

표 3-3 사계절 천막 사용집단의 계절별 거주지와 이동 거리

340) H. C. Rawlinson, "Notes on a March from Zoháb, at the Foot of Zagros, along the 
Mountains to Khúzistán(Susiana), and from Thence Through the Province of Luristan to 
Kirmánsháh, in the Year1836".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9 (1839), p. 45.

341) 현재 터키 반(Van) 호수의 남쪽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342) 현재 이란의 케르만샤주에 소재하는 서길란(Gilān-i Gharbī)이고, 하마단의 길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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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년내내 천막에서 생활하던 쿠르드 유목민들은 매년 100km를 상회하

는 거리를 이동했고 , 300km가 넘는 장거리 계절이동도 확인된다(표 3-3).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해 특정 장소에 고정된 건축을 지울 수 없었고, 지붕 천막을 가

지고 다니는 방법 외에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계절의 기온 차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벽의 재

료을 구분해 사용했지만 , 통치성 지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들은 천막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지역을 찾아다

니며 먼 거리를 이동했고 점차 관습으로 굳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들의 

장거리 이동은 현재의 터키 , 이라크, 이란 , 시리아의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었기 때

문에(표 3-3), 근대국가의 국경선이 설정된 이후에는 유지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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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고정지붕 돌집의 대체와 겨율용 밀폐공간의 확보

산악인 중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밀과 보리를 경작하고 양과 염소 등을 

기르며 생활하던 반유목민도 있었다 . 그들의 계절이동은 단거리 수직이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 10km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계절별로 고도가 다른 거주지를 선

택해 계절 차이에 적응하는 방식이었다343). 그들은 보통 산간 계곡의 마을에서 겨

울을 보내고, 여름이 되면 서늘한 기후와 수원을 찾아서 여러 차례 산 위로 올라

갔다 . 이와 같은 반유목 쿠르드인들은 계절별 거주지 사이에 기온 차이가 크지 않

은 조건에서 통기성 천막만으로 사계절을 보낼 수 없었고,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밀폐된 공간을 가지는 돌 건축 유형을 사용해야 했다.

그림 3-16 핫산케이프의 주거동굴과 대상숙소 평면도 (연구자 촬영 및 작성, 2017. 8. 19)

[핫산케이프] 이 마을은 바위산의 절벽에 조성되었다. 여기에서 나는 인위적으로 파낸 수많

은 동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면적이 컸고, 문과 창문으로 채광했으며, 비례가 

훌륭한 기둥들로 장식되었다. 거주민들은 겨울 동안 이곳에서 생활했고, 여름에는 마구간과 

가축우리로 이용했다. 쿠르디스탄 전역에는 매우 많은 동굴이 분포하지만, 어떠한 곳도 근

래의 작품이 아니었다.                                J. M. Kinneir, 1818, p. 423.

그중에 주거동굴은 필요한 크기와 모양으로 바위를 파내고 바깥면에 벽체를 세

워서 만드는 인위적인 밀폐공간이었다344). 이와 같은 횡혈식 동굴은 쿠르디스탄 

내에서도 가파른 돌산이 많은 티그리스강 상류의 핫산케이프(Hasankeyf)345), 시이

르트(Siirt), 지즈레(Cizre)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346). 이곳을 발굴하고 현장조

343) 하자노프, 앞의 책(1990), pp. 53, 57, 96-7.

344) J. M. Kinneir, op. cit. (1818), p. 423.

345) 2019년 12월 25일에 수몰되어 현재는 주거동굴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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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연구에 따르면, 핫산케이프의 동굴들은 이미 1만여 년 전에 인류가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사용했으며347), 주변 산에는 사용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오래된 

천막 야영지들이 산재하고 있어 이동생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348). 그중에 겨

울주거로 이용한 동굴의 실내는 전면에 설치한 문과 창문을 통해 환기와 채광했

으며 , 바닥 , 벽체 , 천장을 파내어 필요한 방, 창고, 선반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

다. 주거동굴의 규모는 단층에서부터 2-3층까지 다양했으며, 대상숙소와 같은 편

의시설은 동굴 바깥으로 벽체와 지붕을 설치해 공간을 확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림 3-16). 이처럼 인공적인 주거동굴은 거주민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가파른 암반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을 가졌다. 이 때문에 

키네어가 쿠르디스탄 전역에 분포한다고 생각한 동굴주거는 다른 지역에서 대규

모 거주지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림 3-17 1893/4년 사르다쉬트의 사우즈블락(Sāūjblāgh, Sardasht, 1272 AP)
(A. Moḥammadzāde, Az Dār al-Khalāfa tā Kurdistān, Tehran: Aūḥadī, 2015, p. 39)

 

346) F. R. Maunsell, op. cit. (Feb., 1894), p. 87.

347) Miyake et al., “New Excavations at Hasankeyf Höyük: A 10th Millennium cal. BC Site 
on the Upper Tigris, Southeast Anatolia”, NEO-LITHICS (Jan. 2012), p. 6. “핫산케이프의 
연대는 기원전 10,000년 정도에 이르며, 아나톨리아 남동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주거지 
유적이다.”

348) J. Ur, & E. Hammer, “Pastoral Nomads of the 2nd and 3rd Millennia A.D. on the 
Upper Tigris River, Turkey: The Hirbemerdon Tepe Survey”, Journal of Field Archaeology, 
Vol. 34, No. 1 (2009), pp.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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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쿠르드인들이 겨울생활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한 돌 건축 유형은 인위

적인 벽체와 지붕을 가지는 마을의 돌집이었다. 그들의 마을은 보통 산의 중턱이

나 계곡에 위치해 평지보다 강한 바람을 직접 맞지 않았고 기온 변화도 적었으며 , 

그 주변에는 아몬드와 호두 같은 열매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가졌다349). 

또한 이 마을들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인지하기 어려워350), 외부세력이나 이웃하

는 부족들의 공격을 피하기에도 유리했다351). 20세기 전까지 이러한 마을들은 집

계된 적이 없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 하지만 19세기에 유럽인들은 쿠르드인

들이 유목생활을 포기하고 마을에 정착하는 경향을 가리켜 원시적인 야만사회에

서 문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만큼352), 쿠르드인의 마을 수는 계속

해서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 롤린슨(H. C. Rawlinsin)은 무크리(Mikri) 부족민들

이 사우즈블락(Sāūjblāgh)에 정착하는 과정에 큰 흥미를 보였고(그림 3-17)353), 스

포티스우드(W. Spotiswoode)는 셰카키(Shakaki) 부족원들이 10년에 걸쳐 마을과 도

시에 정착하는 모습을 관찰했다354). 또한 사이크스(M. Sykes)는 1,200가구의 지리

디(Giridi) 부족원들이 여름에 천막을 사용하지 않아 다른 산악인들과 구별할 수 

없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355). 이와 같은 정주화 경향은 20세기에도 멈추지 않

았고356), 쿠르드인들에게 돌집이 가장 대중적인 겨울건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상황에서 사계절 동안 천막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의 

349) C. J. Edmonds, op. cit. (Sep., 1957), p. 322.

350) R. K. Porter, op. cit., Vol. 1 (1821), p. 458; C. J. Rich, op. cit. (1836), p. 56; R. 
Mignan, op. cit., Vol. 1 (1839), p. 277; F. Millingen, op. cit. (1870), p. 18.

351) B. Dickson, op. cit. (Apr., 1910), p. 364.

352) 하자노프, 앞의 책(1990), p. 97. “중동에는 순수유목에서 부분유목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
태의 광역적 목축이 보이며, 유라시아초원의 경우처럼 상호 변환이 가능하고 상보적이다. 
이곳의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산간유목의 여러 유형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 중동에는 반유
목이 순수유목보다 훨씬 일반적인데, 이는 근대의 여러 변화의 결과일 뿐 중세에는 순수유
목의 형태가 보다 광범위하였다.”

353) H. C. Rawlinson, "Notes on a Journey from Tabríz, Through Persian Kurdistán, to the 
Ruins of Takhti-Soleïmán, and from Thence by Zenján and Ṭárom, to Gílán, in October 
and November,1838; With a Memoir on the Site of the Atropatenian Ecbatana",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10 (1840), p. 34.

354) W. Spottiswoode, “Sketch of the Tribes of Northern Kurdistan”, Transactions of the 
Ethnological Society of London, Vol. 2 (1863), p. 247.

355) M. Sykes, op. cit. (1908), p. 456. 지리디 부족의 근거지는 현재 이라크 에르빌에서 북서
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위치하는 지리디 맘크(Girid Mamk)였다. 이 부족은 사이크스가 조
사하기 60여 년 전에 그 주변 어딘가에서 이주해 온 유목 집단이었다.

356) Q. M. Muhammad, op. cit. (2017),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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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가 이어졌고, 쿠르드인의 건축도 이동성보다는 정주하는 성격으로 전환하는 

시대적인 변화를 맞이해야 했다.

이곳의 마을들은 계단식 원리(Staircase Principal)로 지어져서, 집 위에 집이 있고, 아랫집

의 지붕은 윗집의 마당으로 이용된다. ... 이곳의 주택들은 산간의 보편적인 쿠르드 형식이

다. 그들은 언덕 경사면에 반쯤 묻혀 있는 2층 건물이다. 그 하층에는 마구간, 창고, 부엌 

등이 위치하고, 창을 위한 작은 개구부만 있어서 매우 어둡다. 상층은 남향하며, 겨울에는 

곡물창고, 여름에는 거실로 사용한다. 이곳의 지붕은 벽을 가로지르는 포플러 나무 들보가 

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얹고, 다시 풀과 진흙을 덮은 뒤에 둥근 돌을 굴려서 만든다. 이

러한 지붕은 매우 견고하고, 수 마일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하게 평탄한 공간이어서,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실제로, 우리는 동부지역의 지붕 위에서 많은 밤을 지새웠다. 지붕은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공간이다.                        B. Dickson, 1910, pp. 364-5.

그림 3-18 경사지 돌집의 공간 구성과 집의 인식

쿠르드인들은 산 중턱과 계곡에 자리한 마을에 정착하고, 그곳의 가파른 경사면

에 맞추어 돌집을 지었다. 그들의 돌집은 자연 암반을 다듬어 바닥과 뒷벽으로 사

용하고, 전면과 측면에는 돌이나 진흙으로 벽체를 쌓은 뒤에, 마지막으로 평평한 

지붕을 얹어서 만들었다(그림 3-18). 돌집의 초기적인 규모는 단층이었기 때문

에357), 외부에서 온 여행자들이 반지하(semi-undergroud)나 흙으로 만든 오두막

(earth shelter)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358). 이러한 돌집의 공간은 위의 아래로 

357) N. Choi and B. Jeon, “Maintenance of the Local Landscape at Historical Village 
Palangan in Kurdistan, Iran”,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st Asian 
Architectural Culture (Gwangju: EAAC2015 GWANGJU, 2015), p. 293. 

358) H. Mulligan, op. cit, Vol. 1. (1997),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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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 나뉘어 , 아래층은 가축우리 , 창고 , 부엌 등으로 사용하고, 위층은 거주민

의 겨울용 생활공간으로 활용했다. 이와 함께 , 돌집의 지붕은 산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평평한 공간을 가져서 , 거주민들이 취침, 취사 , 놀이, 빨래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마을 주민들이 모여 회의와 잔치를 벌이는 공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359). 딕슨이 계단식 구축원리를 규정할 수 있었던 것도 쿠르디스탄 내

에서 평지붕 건축을 흔하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반] ... 이곳은 세련된 터키와 야만적인 쿠르드 사이에 경계로 생각된다. 여기의 집들은 외

관은 훌륭하지만, 내부 공간은 넓고 통풍이 잘되며 깨끗하다. 빛이 들어오는 곳은 천장 가

운데에 뚫린 구멍이 유일하다. 이러한 건축 특성은 투르크식이 아닌 쿠르드인의 방식이며, 

대도시를 제외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F. Millingen, 1870, pp. 16-7.

여기에서 쿠르드인들이 겨울을 보내는 공간은 집의 상층부였다. 이곳은 독립적

인 집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거주민의 겨울 생활에 필수적인 형태를 가졌

다360). 겨울용 주거공간은 보통 방형의 평면을 가지며, 사면에는 돌로 벽체를 세우

고, 그 위에 지붕을 덮어서 만든다361). 또한 내부에는 보통 두 개의 기둥과 불자리 

외에 다른 시설이 없으며, 채광과 환기를 위해 최소한의 개구부만을 사용하기 때

문에 ,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을 이루었다362). 이러한 경사지 건축을 겨울건측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붕에는 흙 무더기로 보일 만큼의 두터운 지붕을 사용했고 , 실내

의 바닥과 벽에는 진흙을 발라서 벽체를 기밀하게 만들었다363).

여기에서 벽체의 마감은 겨울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 현

재 고지반(Gōzībān)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돌집에는 벽체의 마감의 선

359) W. Ainsworth, op. cit. (1841), p. 48.

360)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1. 3), p. 128. “하우람어로 집을 의미하는 야나(yāna)는 집 
전체, 사람의 거주공간, 혹은 하나의 방 등을 포괄하는 중의적인 명칭이다.” 이 외에도 쿠르
드인들은 주거천막 안에 카페트를 깐 공간을 집(māl, nāū māl)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쿠르
드인들에게 집을 이루는 전체 구좇제보다는 먹고 자기 위한 공간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361) F. Millingen, op. cit. (1870), p. 28. “[반(Van)] 이 집은 게스트하우스(Mussafir-khane)로 
생각된다. 즉, 외부인과 여행자가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이다. 건물 외관은 문을 제외하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집들과 차이가 없다. 지붕 위에는 평평한 흙지붕이 있고, 하나의 문과 
양측으로 두 개의 작은 벽체가 있다. 실내에는 마굿간고 이어진 낮고 어두운 방이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크고 바람이 잘 통하며 위엄있어 보이는 커다란 홀 하나가 있었다. 
이 집의 건축과 모든 공간배치가 진정한 쿠르드 형식(Koordish Style)이어서 매우 놀랐다.”

362) R. K. Porter, op. cit. (1821), pp. 454-5.

363) R. Mignan, op. cit. (1839),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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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팔란간(Palangān) 마을의 여름 거주지 중에 하나

이며 ,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야나(yāna)라고 부르는 돌집에서 생활한다364). 

이 건축은 완만한 경사지에 적응해 거주민의 생활공간 외에 다른 시설들은 지붕

을 가지지 않는다(그림 3-19).

그림 3-20 고지반의 야나 내외부와 지붕 단면 (연구자 촬영 및 작성, 2017. 4. 25)

이곳의 야나는 장방형 평면에 돌 

벽체를 두르고 평평한 흙지붕을 덮어

서 단일한 구조체이다. 그 내부에는 

취사와 난방을 위한 불자리(āgrgā, 

āūrgā)가 자리하고 , 주변에 카페트를 

깔사 생활공간을 마려한고, 집기를 보

관할 수 있는 공간을 천을 이용해 구

분한다365). 고지반의 돌집은 팔란간과 마찬가지로 두터운 흙지붕을 사용하지만(그

림 3-19), 벽체 마감에는 차이를 보인다. 고지반에서는 벽체를 거칠게 쪼갠 돌을 

364) 최남섭, ｢반유목 하우람인의 임시 거주지와 고정 건축｣(중앙아시아연구, Vol. 24, No. 
1, 2019. 6), p. 163.

365) 최남섭, 앞의 논문(2019. 6), p. 163.

그림 3-19 고지반과 팔란간의 돌 벽체 마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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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고 가공하지 않고 세 뼘 정도의 두께로 모양에 맞추어 쌓는데, 이 과정에서 

진흙과 같은 기밀재를 사용하지 않는다366). 이러한 방식은 현지에서 ‘호쉬케친

(khoshkechīn)’367)이라고 부르는 건식벽체로서, 마감하지 않아 돌 사이로 공기가 통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벽체의 사용은 고지반에서 거주하는 4월 중순부터 6

월 중순까지의 계절 변화와 연관된다 . 팔란간인들이 이주해 오는 봄에는 종종 비

가 내리고 , 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다 . 하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나 여름이 되면, 

이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낮 기온 40도에 이르는 무더운 여름으로 바뀐다368). 

고지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주 초기에 건식벽체 위에 천이나 카페트를 덮어 

외기를 차단하지만 , 이곳를 떠날 시기 즈음에는 벽체를 어떠한 것으로 막지 않는

다. 이처럼 고지반에서 벽체의 밀폐를 일시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다르게, 겨울을 

보내는 팔란간의 야나는 벽체 시공에 진흙을 사용해 영구적으로 밀폐하는 차이를 

가진다(그림 3-20). 이처럼 쿠르디스탄에서 돌집의 벽체를 진흙 마감하는 것은 겨

울 생활을 위해 실내를 기밀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

366) 이란의 코르데스탄 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쿠르드인들은 한 걸음을 대략 1m 정도로 
생각했고, 손끝에서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한 뼘의 길
이를 대략 20cm로 생각한다. 카페트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두 걸음과 세 걸음으로 생각하
며(2x3m), 벽체의 두께는 세 뼘 정도로 생각한다(60cm). 하지만 이러한 계획 치수는 쿠르디
스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속단하기 이르며, 두께 1m 이상의 벽체가 발견되는 것
을 보면, 절대적인 규범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367) 이 용어는 페르시아어이며, 직역하면, ‘마른 (벽) 쌓기’되된다. 이것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로만 벽체를 쌓는 방식을 가리키며, 쿠르드인들은 이것을 전통적인 공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한국 목조건축은 원래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지었다’는 소문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 

368) M.A.P., Gozāresh-i Emkān-i Sanjī-i Manṭaqe-i Nemūne-i Gardeshgarī-i Pālangān (Sanadaj: 
MCTH, 2010), PP. 13-15.  팔란간의 2월 평균 기온은 0.7℃이고, 7월 평균 기온은 27.1℃이
다. 그리고 이곳의 강수량은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월평균 60-70mm에 이르고,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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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돌집의 지붕형식 구분과 경제활동 대응

3.3.1. 고정지붕과 가설지붕 돌집의 분류와 의미

산악인 중에는 여름 건축으로 주거천막 외에 다른 건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

었다 . 버킹검(J. S. Buckingham)은 신자르(Sinjar)와 사르폴리 자합(Sarpol-i Ẓahāb)에

서 갈대 오두막에서 여름을 보내는 쿠르드 부족들을 관찰했다369). 그리고 아인스

워스(W. Ainsworth)는 티야리 부족을 이끌던 말릭 이스마일(Melik Ismael of Tiyari)

이 검은 천막을 사용하고, 이와 다르게 나머지 구성원들은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

막에서 생활하던 야영지를 방문하기도 했다370). 또한 먼셀(F. R. Maunsell)은 삿 다

그(Sat Dagh)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국경에서 검은 천막과 함께 참나무 가지로 만

든 오두막을 사용하는 쿠르드 유목민들을 목격했다371). 이와 같은 문헌에서 확인

되는 사례들은 주거천막은 아니지만, 같은 천막 유형에 속하는 통풍공간의 건축들

이었다. 

6월 18일 목요일. ... 다음 산마루인 와라둔(Warandun)에 도착하자, 우리는 커다란 눈덩이

를 이용하는 여름 목초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곳에는 티야리의 말릭 이스마일(Melik 

Ismael of Tiyari)이 진을 치고 있었고, 오르막길보다 가파른 내리막길이 약 800피트 정도 

뻗어 있었다. 와란둔의 하영지(Zoma)에 있는 유일한 천막은 멜릭(Melik)의 것이었고, 나머

지는 모두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이었다. 그리고 이곳에는 모든 면에서 가난했고, 우유 외

에는 풍족한 것이 없었다. 몇 개의 나무 막대가 재빨리 설치되었고, 그곳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카페트가 깔렸다.

W. Ainsworth, 1841, p. 46.

하지만 반유목민들은 주거천막을 이용하지 않고 돌집의 지붕형식과 벽체의 밀

폐를 바꾸어 계절 차이와 거주지 성격에 적응하기도 했다 . 하우라만(Hawrāmā

n)372) 지역은 돌 건축 유형 계절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곳

369) J. S. Buckingham, op. cit. (1830), pp. 123, 126, 475.

370) W. Ainsworth, op. cit. (1841), p. 46

371) F. R. Maunsell, op. cit. (Aug., 1901), p. 138.

372) 이곳의 이름은 작성자와 시기에 따라 Abrūmān, Aoraman, Avroman, Ab-i Roman, 
Ūrāmān, Aūrāman. Hewrāman, Haūrāmān, Haoraman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현
지에서 통용되는 음성과 표기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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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쿠르드어에 한 방언으로 여겨지는 하우람어(Hawrāmī) 사용자들의 거주지역이

며373), 현대 이란과 이라크가 접경하는 산간에 분포한다. 하우람인들은 한정된 산

간에서 20세기 말까지도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374), 쿠르드인들 사이

에서도 전통적인 생활과 건축을 보존하는 지역으로 여겨진다. 이곳의 반유목민 하

우람인들은 계절 차이와 함께 경제활동에 맞추어 돌 벽체와 두 가지 형식의 지붕

을 다르게 선택했다375). 

그림 3-21 하우라만 지역의 계절 거주지와 주거건축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1, 그림 6)

하우람인들은 4-5월과 9-11월을 기점으로 겨울과 여름을 구분하고, 각각 ‘데

(de)’376)와 ‘하와르(hawār)’라고 부르는 거주지에서 생활했다(그림 3-21). 여기에서 

데는 마을을 뜻하고377), 하와르는 임시적인 거처를 의미한다378). 그들의 거주지 명

칭은 겨울(kış)과 여름(yaz) 거주지를 뜻하는 케쉴락(qeshīlāq)과 예일락(yeīlāq) 같은 

투르크어 명칭이나, 하와르짜(khavarjaa), 주슬란(zuslan), 나마르짜(namarjaa), 우불

지(övöljee)처럼 각각 봄(havar), 여름(zun), 가을(namar), 겨울(övöl) 거주지를 의미하

는 몽골어 명칭과 다르게, 사용하는 계절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 또한 하우람

인들이 사용하는 명칭은 따뜻하고(garm), 서늘한(sard) 장소를 의미하는 페르시아

어에 해당하는 가름시르(garmsīr)와 사르드시르(sardsīr)처럼 거주지의 기후를 반영

373) D. N. MacKenzie, The Dialect of Awromān (Hawrāmān-i Luhōn) (Copenhagen: Ejnar 
Munksgaard, 1966), p. 3.

374) M. Farr, op. cit. (1984), p. 129.

375) 최남섭, 앞의 논문(2019), pp. 174-5.

376) 페르시아어로 마을을 의미하며, 쿠르드어로는 gund, awāī라고 부른다.

377) A. Jawshani, Kurdistanica Dictionary: English–Kurdish–Persian, Vol. 2 (Karaj, Enteshār-e 
Māng, 2015), p. 3128.

378) 여름(hāwīn)의 의미를 더해, ‘하윈나 하와르(hawīna hawār)’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하와르’는 어떠한 계절의 의미도 포함하지 않는다(최남섭, 앞의 논문, 2019,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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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는다379). 그들의 명칭은 다른 지역의 쿠르드인들이 여름 거주지를 유목

부족의 거주지를 뜻하는 조마(zom, zome, zomas, zozan)380)나, 산간지역을 의미하는 

키우스탄(kīwstān)381)으로 불렀던 것과도 의미가 다르다.

하우람어 명칭은 거주지의 안정성을 반영한다382). 하우라만에서 데는 일반적으

로 물이 풍부한 강(cham, rūd, rō) 주변에 위치한다. 반면에 하와르는 우물(hāna, 

hānī, khānī, kāni, āū), 실개천(dare), 지표면의 눈(warwa, war)이나, 수직 동굴에 쌓

인 눈(bīr)처럼 불안정한 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383). 이에 따라 하나의 데

가 다수의 하와르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우람어 명칭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데와 기상 조건에 따라 거주 여부가 달라져 폐지와 개척을 거듭한 하

와르의 상반된 거주지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384).

야나(Yāna) 카왈(Kawal) 카프르(Kapr)

표 3-4 하우람인 지역의 세 가지 주거건축 (연구자 촬영)

하우람인들은 성격이 다른 거주지에 야나(yāna), 카왈(kawal), 카프르(kapr)라고 

부르는 돌 벽체의 건축을 구분해 사용했다(표 3-4). 여기에서 ‘야나’는 하우람어로 

‘집’을 의미하고385), 데에서 사용하는 겨울용 주거건축이다 . 야나는 방형의 평면 

379) 보통 garmsīr와 sardsīr는 동영지와 하영지로 사용된다.

380) Chyet는 영국여행자들의 기록을 참고하여 산 위에 위치하는 서늘한 여름 거주지로 규정했
다(M. L. Chiyet, op. cit., 2003, pp. 697-698). 하지만 그 어원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하영지 명칭은 현지의 방언이 z와 j의 발음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 단어는 모임을 의미하는 아랍어 jāme와 TT 1066에서 부족집단을 지칭하는 jamā’at를 축
약해서 부르면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1, 각주 23).

381) S. Saadallah, op. cit. (2000), p. 1210. kīū 혹은 kīw는 쿠르드어로 산이다.

382)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1), p. 125.

383) 최남섭, 앞의 논문(2019), p. 167.

384)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1),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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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돌 벽체를 세우고 평평한 지붕을 얹어서 만드는 박스형 구조체이며, 벽체와 

지붕을 흙으로 마감해 외기를 차단하는 밀폐공간을 갖는다386). 보통 경사지를 따

라 연이어 위치하기 때문에 계단식 건축이나 테라스 건축으로 불린다 .

그리고 카프르와 카왈은 하와르에

서 사용하는 여름 건축이다 . ‘카프르’

는 대체로 장방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모죽인 평면을 따라 돌 벽체

를 쌓은 뒤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나

뭇가지를 그대로 얹어서 만든다387). 

벽체는 흙으로 미장하지 않는 건식벽

체(khoshkechīn)를 사용해 그늘이 드

리우는 통풍공간을 만든다388). 이 건

축은 주로 목축(shūwān)389)에 종사하

는 거주민들이 사용한다. 이 외에도 

고고학 분야에서는 카프르의 평면 형

태와 시공의 단순성을 주목하여 신석

기시대에 사용한 주거건축으로 규정

하는 접근도 있었다390). 이와 다르게, ‘카왈’은 페르시아어로 ‘과수원의 집(khāna 

bāqh)’으로 번역할 수 있는 하우람어 명칭이다 . 주로 농경민들이 사용하는 카왈은 

방형 평면에 밀폐된 방 , 창고, 부엌을 갖추고 있다. 이 건축은 야나에 비해 상대적

으로 크기가 작고 포함하는 실의 개수가 적지만 구조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

385) A. Jawshani, op. cit., Vol. 2 (2015), p. 1327.

386) N. Choi and B. Jeon, op. cit. 2015), p. 293. 

387) A. Zargar, Dar Āmadī Bar Shenākht-i M’emārī-i Rūstāī-i Irān (Tehran, Dāneshgāh-i 
Shahīd-i Beheshtī, 2004), p. 167. 이란의 학계에서 정의하는 카프르는 일반적으로 자그로스 
산맥의 남부에 분포하고, 더운 날씨에서 생활하기 위해 갈대, 수수, 야잣수잎, 나뭇가지 등
로로 벽체와 지붕을 만드는 경량건축이다(Zargar, 2004). 하지만 하우라만의 카프르는 돌 벽
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가벼운 건축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388) 최남섭, 앞의 논문, 2019, p. 171-4.

389) 페르시아어로 ‘추판(chūpān)’에 해당한다.

390)  H. Rameẓānī Rūīkar-i Bāstān-i Mardomshenākhtī bar Khāstgāh-i Yekjāneshīnī va Taq’īr dar 
Shīva-i Ma’īshatī dar Doūre-i Nōsangī bā Tākīd bar Shomāl-i Gharb-i Kermānshāh (Master 
dissertation, Bu-Ali Sina University, Hamadan, 2016), pp. 223-5.

그림 3-22 고정지붕과 가설지붕의 해체 개념도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1. 3,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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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지붕 건축 가설지붕 건축

표 3-5 고정지붕 건축과 가설지붕 건축의 실례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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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라만의 세 가지 건축은 공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야나와 카왈 , 그리

고 카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건축은 두 가지 지붕형식을 사용해 성격이 다

른 주거공간을 완성했다(표 3-5). 그중에 야나와 카왈은 영구적인 구조의 지붕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지붕은 땅 위에 초석(zīr tūwān)을 놓은 뒤에 , 기둥(kōlaka), 주

두(sar kōlaka), 보(hamāl), 평서까래(darerā)를 순서대로 설치해서 구조한다. 이어서 

벽체 상부에 돌판이나 나무판자를 둘러서 짤막한 처마(pāsār)를 만들고 , 평서까래

와 벽체 상부를 판자(takhta)로 덮고 , 흙과 짚 , 가축 분뇨의 혼합물(gelebān)로 마감

한다 . 이후에는 둥근 돌(bāntīler)을 굴려서 다지면 지붕 설치가 끝나며 , 지붕을 지

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에 지붕 위(banjīle)로 올라가 둥근 돌을 굴

려서 지붕을 다진다 . 규모가 작은 야나에서는 평서까래 하부의 부재들을 생략하기

도 하고, 규모가 큰 주택이나 공공시설에서는 주두와 기둥에 조각을 새겨 장식하

거나 , 수리연대를 새겨넣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다르게 카프르는 매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적인 구조의 지붕건축이

다391). 카프르의 지붕은 가족들이 하와르로 이동하기 전에 젊은 남성들이 올라와 

주변에서 잘라 온 나뭇가지(kapr)로 만든다. 지붕의 설치를 위해 먼저 실내의 중앙

에 나무 지주(chūbī)를 세운다 . 이어서 지주와 벽체 상부를 굵은 가지(kapr)로 엮어

서 보 역할을 하는 방사형 구조부를 만들고 , 잔가지(kapr)를 덮어서 마감한다392). 

평면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서 지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 이 지붕은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여름에 사용한다. 또한 구조적으

로 취약한 지붕 상부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카프르 전면에 타흐탄(takhtā

n)393)이라고 부르는 플래폼을 만들어 작업과 취침공간으로 사용한다394). 이러한 

가설지붕 건축의 목조부에는 고정지붕처럼 조각한 부재를 사용하거나 수리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다.

391) 폐지된 하와르에서 카프르의 돌 벽체만이 확인되고 지붕 부재가 남아있는 경우가 없는 것
도 지붕의 임시적인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92) 사용자들은 지붕 설치에 사용하는 나뭇가지의 굵기와 크기를 분류하지만, 명칭으로 구분
해서 다르게 부르지는 않는다(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1, 각주 29).

393) 최남섭, 앞의 논문(2019. 6), p. 171. “20-30cm 높이의 흙단을 쌓고 가장자리에 돌을 둘러
서 마감한다. 원래 하나의 단을 타흐트(takht)라고 부르지만, 점차 두 개의 타흐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개수와 상관없이 복수형 명사 타흐탄(takhtān)로 불리게 되었
다.”

394) 최남섭, 앞의 논문(2019. 6), pp.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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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겨울 거주지의 분포 고도와 경제활동의 분화

하우라만은 해발고도 3,500m를 넘나

드는 하우라만산(Kūh-i Hawrāmān), 쿠

살란산(Kūh-i Kūsalān), 샤호산(Kūh-i 

Shāhō)이 중심지역을 이룬다. 이곳에서

는 구석기시대부터 다양한 기원의 사

람들이 모여서 거주했는데395), 하우람

인들은 그들의 이름이 유래한 하우라

만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에서 유래했

다396). 이곳은 험준한 환경 탓에 역사

적으로 많은 집단의 피난지였다 . 대표

적으로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2세에게 대항했던 카랄라(Karalla)

의 사람들이 연전연패를 거듭한 끝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피난지가 샤호산이었

다397). 1393년 7월에는 투르크멘인들이 티무르 제국의 강력한 군대를 피해 달아난 

좁고 긴 협곡이 하우라만산이었다398). 자파르나마를 통해서 역사에 처음으로 이

름을 알린 하우라만의 거주민들은 ‘신앙이 없는 이교도 집단(jamā’atī-i qabrān-i 

bīdīn)‘으로 여겨질 만큼399). 이 시기까지 제국에 대항할 만한 통합된 세력과 눈길

을 사로잡을 만한 기념비적인 종교시설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395) M. Ṣādeqīrād, Guzārish-i Pizhūhishhā-i Bāstānshināsī-i Haūrāmān (Kurdistān) (Sanandaj, 
MCTH of Kordestan, 2018), p. 61.

396) 이름의 의미와 유래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연구자들은 이름의 기원을 다리우스 대왕이 추
방한 Aoram의 피난지(Soane, 1912)와 알렉산더 대왕의 산간 감옥에서 배고픔에 울부짖던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aura~ aura~)에서 찾기도 하고(Ṭāherī, 2006), 구름(haūr), 태양(hūr), 
임시거처(hawarī)처럼 발음이 유산한 하우람어와 관련지어 의미를 해석하기도 했다(ā, 
2013). 이 외에도 최근 이란의 문화관광부에서는 하우라만을 아후라마즈다(hūrā)의 땅(mān)
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의견도 분명한 단서에 기반하지 못한다.

397) G. Frame, “The Inscription of Sargon Ⅱ or Tangi Var (Tab. ⅠⅩⅤⅢ)”, Orientalia, Vol. 
68, No. 1, (1968, reissue 1999). pp. 31-57.

398) 하우라만은 1424년에 야즈디(Sharaf al-Dīn 'Alī Yazdī)가 편찬한 자파르나마(Ẓafar-nāme)
에서 처음 확인된다. 이 사료는 티무르 제국의 아미르 티무르(Amīr Tīmūr, 1336-1405)의 
일대기와 승전을 기록한 페르시아어 역사서이다.

399) Sharaf al-Dīn 'Alī Yazdī, Ẓafar-nāma-i Sharaf al-Dīn ‘Alī Yazdī, Sayyīd S'aīd Mīr 
Muḥammad Ṣādiq ed., Tehran, Markaz-e Asnād Majles, 2008/9, p. 509; 이주연, ｢티무르朝
의 史書, 야즈디 撰 勝戰記 (Ẓafar-nāma)의 譯註｣(서울대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2), pp. 546-7. 

그림 3-23 하우라만의 하우라만산, 쿠살란산, 샤호산

(D. N. MacKenzie, op. cit., 1966, p. 5.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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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부터 시작한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의 경쟁기에 이곳에서는 팔란간

과 하우라만 타흐트에 거점을 두었던 아르달란(Ardalān)과 마르두흐(Mardūkh) 가

문이 사파비 왕조의 군대로 활약하며 지역의 통치권을 공인받은 지배적인 가문으

로 성장했다400). 1636년에 술레이만 한(Suleīmān Khān, 1636-55 재임)이 사난다즈

(Sanandaj)로 천도한 뒤에, 아르달란 가문은 하우라만(Abrūmān), 마리완(Mehrabān), 

자완루드(Jawānrūd), 바네(Bāna), 사케즈(Saqqez) 등을 관할하는 자치적인 공국으로 

거듭났다. 이와 다르게 마르두흐 가문에서는 압바스 콜리 술탄(‘Abbās Qolī Sulṭān, 

1624-54 재임)과 그의 후손들이 인근지역의 데즐리(Dezlī), 노숫(Nōsūd), 레접

(Reẓāb) 정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그쳤다(그림 3-24).

Pāve Abrūmān
(Hawrāmān) Kamare Kūrewaz Kalāta Arzan

1724-29 24(3) 24(10) 12(2) 29(1) 37(3)

1942-43 64(-) 52(-) 11(-) 35(-) 33(-)

*전체 마을 수(20가구 이상 마을 수)401)

표 3-6 18세기와 20세기에 하우라만의 마을 수 변화

(Tapu Tahrir Defteri (TT 1066); Dāyera-i Juqhrāfīā-i Setād-e Artesh, 1942-43)

두 가문이 하우라만을 나누어서 장악한 후에도 이곳에는 외부로부터 가구나 부

족 단위의 유입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집단들은 기존 마을이나 새롭게 개척한 

거주지에 정착했고 점차 하우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동화되어 갔다 . 그 결과로 

하우라만 타흐트와 팔란간처럼 다양한 기원의 부족들이 한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

는 경우가 빈번했다402). 또한 하천(nahr)과 농경지(mazra’e) 주변에서 생활하던 사

람들(ro’āyā)의 소규모 거주지와 유목집단(jamā’at)의 동영지(qeshlāq)들이 점차 마

400) 두 가문의 시조 바바 아르달(Bābā Ardal)과 바흐만(Bahman)은 공통적으로 몰락한 사산 
왕조(Sassanian, 224-651 CE)의 후손을 자처했던 피난민들이었다(Bītlīsī, 1597; Solṭānī, 
2007).

401) 당시 납세자는 20세 이상의 남성이었다. 당시 조혼 풍습으로 고려하여 납세자의 수를 가
구수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마을 규모는 하우라만에서 소규모 하영지를 이루는 20가구를 마
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최남섭, 앞의 논문, 2019, p. 164).

402) 하우라만 타흐트의 부족 구성: Shāne, Sūrbāshān, Dāūd Khāllān, al-Khāşān, Mūslān. 
Bādrawān, Handīān, Shīrān, Ghanīān, Kamālaān, Hājīārān, Shānedarān, Raḥmārān, 
‘Othmān, Qomrān, Hūrshāhān, Shākermān, Farānān, Sheīkh Hājīān, Chane Qūl, Ghājīān, 
Kākrān, Amīnīān, Qelān, Sārmān, Ālī Pāshāīān, Walawān, Khūb Yārān, Shāmīān, Tabrīzīān, 
Bāhūwān, Harkelān, Hamsarānān, Jārchīān, Mardūkḥān (M. B Soltani, Tārīkh-i Hawrāmān, 
N. K. Sardashti ed., Tehran: Nashr Ehsan, 2007, pp. 361-3). 팔란간의 부족 구성: Nūr 
al-Dīn, Rameẓān, Mōllān, Muriweīsī, ‘Azīz, Anhangar, Ūsāyā, Jamān, Jamshīd, Zohrāb (최
남섭, 앞의 논문, 2019,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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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qarīe)로 성장해 나갔다(표 3-6). 이처럼 하우라만에서는 외부 인구의 유입으로 

중심지역의 거주지 밀도가 높아졌고, 하우람인들 중에 일부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

아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미 18세기 이전에 하우라만산을 벗어나 쿠

살란산을 넘어 동쪽으로 사난다즈 인근까지 거주지역을 확장했다403)(그림 3-24). 

이에 따라 그들이 거주하는 환경에 차이가 발생했고, 사용하는 계절별 건축에도 

지역 특성이 나타났다.

그림 3-24 18세기와 20세기 초 하우람인 거주마을의 분포 변화

(Tapu Tahrir Defteri (TT 1066); Dāyera-i Juqhrāfīā-i Setād-i Artesh, 1942-43. 편집)

이처럼 지역으로 확장한 하우라만은 타흐트(Takht), 르혼(Lehōn), 자우루드

(Zhāūrūd)으로 구분한다404). 타흐트와 르혼은 하우라만산을 중심으로 각각 동쪽과 

403)  Langrīz, Dānīkesh, Weīsar, Se Pīrān, Andar, Shīān 같이 하우라만 동부의 가장자리에 위
치하는 마을들에서 하우람어와 쿠르드어 사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우람인
들의 동쪽 거주지 확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1. 3, p. 
123).

404) MacKenzie(1963)는 마르두흐 가문이 지배했던 타흐트와 르혼을 하우라만으로 인식했다. 
이후 현지의 연구자들은 하우람인들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을 포함시키거나, 주요 도시를 중
심으로 세분화하여 지역을 나누었던 것처럼(M. Mahmudi, The Cultural Geography of 
Hawraman, Sanandaj, Entesharāt-i Kurdistān, 2015, p. 10), 연구자마다 기준이 달랐다. 이후 
2007년에 들어와 Bahman Solṭānī가 하우라만을 타흐트, 르혼, 자우루드로 구분한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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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에 위치하고 , 1731년부터 마루두흐 가문이 하우라만 타흐트와 노숫(Nōsūd)을 

중심으로 지역을 나누어 지배했다405). 반면에 자우루드는 팔란간 마을의 동쪽에서

부터 사난다즈 인근까지 분포하는 아르달란 가문의 직접 통치지역이었다. 이곳에

서는 하우람인들이 다른 쿠르드어 사용자들과 함께 이웃해 살아가는 경우가 빈번

하게 나타난다 .

그림 3-25 하우라만 지역의 겨울 거주지(de)와 분포 고도

(최남섭·전봉희, 앞의논문, 2021, Fig. 8)

이 연구에서는 하우라만을 타흐트가 속하는 서부지역과 자우루드가 위치하는 

동부로 구분했다406). 두 지역은 통치집단과 하우람인들의 정착 시기 외에도 , 데의 

분포가 해발고도 1,500m 중심으로 다르게 나타냈다(그림 3-25). 이러한 고도 차이

에 따라, 서부의 데는 대부분 계곡에 위치하는 ‘따뜻한 곳(germīān, garmsīr)’의 성

격을 가졌고, 동부에서는 주로 산 중턱에 자리하는 ‘서늘한 곳(sardsīr)’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 이러한 차이에 따라, 각 지역의 경제활동이 목축과 농경 중심으로 나

뉘는 결과를 낳았으며, 계절이동과 지붕형식의 사용 방식도 지역별로 달라지는 원

인이 되었다.

통일된 지역 구분법이 적용되고 있다(M. A. Sulṭānī, Īlāt wa Ṭavāyif-i Kermānshāh-i 
Ūrāmān, Tehran, Farhangī-i Neshr-i Sohā, 1995/6, p. 400)

405) F. Morādī Moūlūdī, Nōsūd: Makaz-i Urāmān-i Lehōn tā Sar Āghāz-i Enqlāb-i 1978(1357 
AP) (Sanadaj: Shūwān, 2015), pp. 18-9.

406) 르혼은 20세기 내내 전쟁, 반란, 국경 보안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동생활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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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목축형 집단이동과 계절별 지붕형식의 구분

그림 3-26 하우라만산, 샤호산, 쿠살란산 (연구자 촬영)

서부지역은 하우라만의 세 산이 위치하는 하우람인들의 발원지이다(그림 3-26). 

이곳의 데는 대부분 해발고도 700-1,500m 사이에 분포하고, 시르완강(Cham-i 

Sīrwān) 주변의 계곡 경사지를 따라 위치한다. 이와 다르게 , 하와르는 상대적으로 

데보다 높은 고도에 분포하며407), 산 중턱의 완만한 구릉지에 자리한다. 두 거주지

는 현지에서 각각 따뜻한 곳(germīān)408)과 서늘한 곳으로 나뉜다409). 이곳에는 경

작할 수 있는 평탄한 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410), 전통적으로 양과 염소를 공동으

로 목축하는 반유목이 성행했다411).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민들은 데에서 겨울을 

보내고, 4-5월부터 가축들과 함께 적절한 기온, 수원, 초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늘

한 하와르로 이동해서 생활했다. 이후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9월이 되면 다시 

데로 돌아와 겨울을 보내는 생활을 반복했다.

407) 디와즈나우(Dīwaznāū) 마을의 하와르 바르자(Barza)는 해발고도 3,800m에 위치한다. 이 
하와르는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자리하는데, 쿠르드어 ‘높은(barza)’을 의미하는 화
와르의 이름에서 입지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408) 페르시아어 garmsīr에 해당하는 하우람어 명칭이다.

409) M. Mahmudi, The Cultural Geography of Hawraman (Sanandaj: Entesharat-i Kordestan, 
2015), p. 10.

410) 山口昭彦, ｢オスマン検地帳に見る18世紀初頭イランの地方社会(1)イラン西部アルダラーン地方
の農村と遊牧民社会｣(東洋文化研究所紀要, Vol. 140, 2000. 12), pp. 211-67. 18세기 초에 
오스만 제국에서 작성한 세금대장(TT 1066)에 따르면, 농민(chīft)은 말과 소를 이용해 경작
할 수 있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가리킨다. 당시 하우라만 타흐트와 인근 지역에는 농작지
를 경영하는 농민이 확인되지 않는다.

411) Sharaf al-Dīn 'Alī Yazdī, op. cit. (2008/9), p. 509; 이주연, 앞의 논문(2020, 2), pp. 
546-7. “1393년 7월에 거만한 투르크멘인들은 승전군이 가하는 타격을 보았을 때, 바로 영
광스러운 라마단 월 초였던 그 밤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두고 아우라만 산(Kūh-i 
Ūramān)과 산맥들을 지나쳐 무기력하게 달아났다. 하늘과 같은 군사가 그들의 뒤를 쫓아 
산으로 올라갔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양 등 수많은 가축들을 모으고 약탈하였다. 셰이흐 티
무르 바하두르는 병사들의 지휘자가 되어, 달아난 자들의 뒤를 좇아 가능한 한 빨리 (말을) 
몰았고 그들에게 이르러 많은 수를 살해하였다. ... ”



135

데(De) 언어 하와르(Hawār)412)

시아흐 나우(Sīāh Nāū) K 카니 히아란(Kānī Khīārān) → 카니 믈라 마흐무드(Kānī Mıla Maḥmūd)
데즐리(Dezlī) H 혜자라니(Hezārānī)
데레키(Derekī) H 다르반드(Darband) → 슬로르(Sılōr) → 콜레 하니(Qole Khānī)
웨이산(Weīsān) H 파라와(Parawā) → 헤자라니(Hezārānī) → 하나 마파라(Hāna Mafarā)

카말레(Kamāle) H 돌(Dōl) → 가나우(Ganāū) → 하나 즈마(Hāna Jıma) → 라레 다르(Lāre Dar) → 헤자라니
(Hezārānī) → 하나 마파라(Hāna Mafarā)

사르피리(Sar Pīrī) H
Ⓢ 마르마말리(Marmamāllī) → 타흐사르(Taḥsar) → 카우(Kāū) → 사리아(Sārīa)
Ⓢ 가차니(Gachānī) → 가나우(Ganāū) → 하나 마파라(Hāna Mafarā) → 반난(Bannan)→ 헤

자라니(Hezārānī) → 피레삼(Pīresam)

하우라만 타흐트
(Hawrāmān Takht) H

하나 고자울라(Hāna Gozhāūlla) → 가차니(Gachānī) → 가나우(Ganāū) → 하나 마파라(Hāna 
Mafarā) → 반난(Bannan) → 하나 즈마(Hāna Jıma) → 헤자라니(Hezārānī) → 하나 마파
라(Hāna Mafarā) → 피레삼(Pīresam)

볼바르(Bolbar) H
Ⓢ 칼루와 피리(Kalūwa Pīrī) → 다레위안(Darewīān) → 시르 다레(Shīr Dare)
Ⓢ 산드할(Sandıhāl) → 술라와(Sūlāwa) → 아우달란(Aūdāllān) → Ⓢ 자민 할(Zamīn Hāl) / Ⓢ 

하누 사르다(Hānū Sarda)

지와르(Zhīwār) H 하네이 라르(Hāneī Lār) → Ⓢ 산드할(Sanıhāl) / Ⓢ 호샤 믈라(Khōsha Mıla) / Ⓢ 모루돌
(Mōrūdōl) / Ⓢ 라스반(Rāsbān)

셀린(Selīn) H Ⓢ 파룰라(Palūla) → 다레위안Darewīān / Ⓢ 하샤돌(Hashadōl) → 자르다돌(Zardadōl)
켈지(Keljī) H 골리(Gōlī) → 다레위안(Darewīān)
누윈(Nūwīn) H 쿠레한(Qūrekhān) → 크라위돌(Kırāwīdōl)
나우(Nāu) H Ⓢ 리제(Līze) / Ⓢ 셀리니(Selīnī) / Ⓢ 사라즈가(Sarāzıgāh)
압바스아바드(‘Abbāsābād) H 사푸나(Sapūna) → 라스반(Rāsbān)
루와르(Rūwār) H 사르다반(Sardabān) → 조니(Zhōnī)
달(Dal) H 헤슈르(Heshūr) - (!) TT1066
레잡(Rezāb) H 파산(Pasan) → 하툰(Khātūn)
케라바드(Kerābād) H 모함마드 아가이(Moḥammad Āghāī)

데가가(Degāgā) H Ⓢ 마라니(Mārānī) → 부크(Būk) / Ⓢ 카믈(Kamıl) / Ⓢ 칼리믈(Kalīmıl) / Ⓢ 와난가(Wanangā) 
/ Ⓢ 바니항그(Bānīhang)

콜리츠(Kōlīch) K 사르 다쉬트(Sar Dasht)
에스파리즈(Esparīz) H 가르들리(Gardılī)
좀(Zōm) H 카왈(Kawal) → 사르카르마르(Sarkarmar) → 가르데미안(Gardemīān) → 와자(Waza)

달라 마르즈(Dale Marz) H 달레 킬라(Dale Kilā) → 다쉬테 돌(Dashte Dōl) → 카제(Kāzhe) → 랑게나우(Rangenāū) → 
다루왈리(Darūwālī) → 쿨레스(Kūles) → 함자드(Hamzād)

졸란데(Jolande) H 사르 카우 찰(Sar Kāū Chāl) → 사르 카우(Sar Kāū)

디와즈나우(Dīwaznāū) H
Ⓢ 다레카우(Darekāū) → 드레이네(Dıreīne) → 미시아우(Mīshīāū)
Ⓢ 다라흐완(Darakhıwān) → 마루할라(Marūhāla) → 와르기르(Wargīr) → 므즈기가(Mızıgīgāh) 

→ 함므루콜(Hammırūkōl) → 사르다(Sarda) → 바르자(Barza)

팔란간(Palangān) H Ⓢ 고지반(Gozībān(!)→하니에(Hānīe)
Ⓢ 셰이흐 아지즈(Sheīkh ‘Azīz) → 콜리(Qōlī)

→ 셀리완(Shelīwān) → Ⓢ 대소 볼린(Bōlīn Bıchık 
& Gōūra) / Ⓢ Kōlīt / Ⓢ Gardanāū

요지다르(Yōzīdar) K 바나호샤(Banakhōsha) → 나흘리만(Nahılamān) → 파차레쉬(Pacharesh) → 셸리완(Shelīwān) 
→ 소 볼린(Bōlīn Bıchık) / 대 볼린(Bōlīn Gōūra) 

탕기와르(Tangī War) K

사루다루완(Sarūdarūwān) → 칼루카지(Qālūqazi) → 셰이흐 아지즈(Sheīkh ‘Azīz) → 찰라우
(Chālāū) → 찰라우 바그자우(Chālāū Bagzāū) → 다쉬테(Dashte) → Ⓢ 탈레코르
(Talekōr) → 구샤(Gūsha) → 사루세파(Sarūsepā) / Ⓢ 브레임(Breīm) → 몰리칼란
(Mōlīkalān) → 칼가(Kalgāh) → 피르 헤디르(Pīr Khedīr)

브즈와쉬(Boz Wash) K 사루다루완(Sarūdarūwān) → 칼루카지(Qālūqazi) → 찰라우(Chālāū) → 다쉬테(Dashte) → 브
레임(Breīm)

가제르하니(Gāzer Khānī) K 사루다루완(Sarūdarūwān) → 칼루카지(Qālūqazi) → 찰라우(Chālāū) → 다쉬테(Dashte) → 브
레임(Breīm)

카쉬타르(Kāshtar) K
둘란(Dūlān) → 자르디 셰이흐(Zardī Sheīkh) → 게린(Gerīn) → 브랄루칸(Brālūkān) → 타흐

트(Takht) → Ⓢ 번카위(Bankāwī) / Ⓢ 마라우와라(Marāūwara) / Ⓢ 카니(Kānī) / Ⓢ 헤
사르가(Hesārgāh)

틸라코(Tīlakōh) K 탕기하우(Tangī Khāū) → 브레데빌(Bırdebīl) → 모르데즈나우(Mordeznāū) → 아우와(Āūwa)

미수라우(Mīsūrāb) K 상기바르(Sangī Bar) → 셰리프 코옉(Sherīf Koyek) → 모르데즈나우(Mordeznāū) → 가운레
쉬(Gāūn Resh)

H: 하우람어 사용자, K : 다른 쿠르드어 사용자 마을 / Ⓢ : 분리 이동

표 3-7 서부지역 마을의 여름 거주지 보유와 과거의 계절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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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하우라만 서부지역의 계절별 고도 이용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1, Fig. 7)

서부인들은 한 곳의 데와 15km 이내에 위치하는 다수의 하와르를 이용했다 . 달

(Dal)과 에스파리즈(Esparīz) 마을처럼 하나의 하와르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두 곳 이상을 확보하고 시기에 맞추어 점차 높은 고도의 하와르를 순차

적으로 이용했다. 하우라만 타흐트(Hawrāmān Takht), 팔란간(Palangān), 디와즈나우

(Dīwaznāū)처럼 규모가 큰 마을의 거주민들은 일곱 차례 이상 이동하는 경우도 확

인된다(Table 4). 서부에서 각 하와르의 거주기간은 2주에서부터 4개월까지 다양했

고, 집단을 나누어 각기 다른 하와르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잦았다. 지와르(Zhīwar)

와 나우(Nāū)처럼 네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생활하기도 했다(표 3-7). 그들이 이처

럼 불특정하게 하와르 생활을 했던 이유는 이용할 수 있는 수원과 초지가 충분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산을 공유하는 이웃한 마을인들 사이에 하

와르 확보 다툼이 빈번했고, 종종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한

다413). 이와 같이 데와 하와르는 개수, 거주기간 ,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었고 , 두 거

주지에서 사용하는 지붕건축도 달랐다.

서부지역은 과거부터 돌이 많은 산간이자 접근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요새로 여

겨져는데414), 외부에서 온 유목민들도 정착 후에는 천막을 버리고 돌집을 사용할 

정도였다415). 이곳의 하우람인들 데와 하와르에서 영구적인 구조과 임시구조의 지

412) 1990년대부터 목축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대부분의 하와르들이 폐지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거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 이용했던 하와르를 포함해 이동일정을 복원했다.

413) 최남섭, 앞의 논문(2019), 각주 50.

414) ‘Alī Akbar Vegāye’negār Kurdistānī, op. cit. (2005), pp. 56-7.

415)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1), 각주 39. “쿠살란산에 콜리츠(Kōlīch) 마을인들은 약 100
년 전에 이라크의 에르빌 인근에서 이주해 왔다. 그들은 정착 한 위에 사용하던 천막에 벌
레 꼬임과 운반 문제 때문에, 카프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2018. 7. 17, Farhā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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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을 구분해 사용했다 . 이러한 이

용 방식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집

단적인 계절이동을 실시하는 팔란

간 마을에서 구체적인 특징을 확

인할 수 있다416).

팔란간(Palangān)은 17세기 초까

지 아르달란 가문의 통치거점이었

으며, 1636년에 그들이 사난다즈

로 떠난한 뒤에는 칼후르(Kalhur) 

부족의 다르위시 베이그 1세

(Darwīshī Beīg I)가 집권했다. 그

는 폐허가 된 옛 팔란간을 떠나서 

북쪽의 새로운 자리에 팔란간을 

재건했다417). 이후에 누르 앗 딘

(Nūr al-Dīn), 다르위사(Darwīsā), 

라마잔(Ramaẓān), 몰란(Mollān), 무리 웨이시(Mūrī Weīsaī), 아지즈(‘Azīz), 아한가르

(Ahangar), 우사야(Ūsāyā), 잠시드(Jashīd), 조흐럽(Ẓohrāb), 자만(Zamān) 부족 등이 

외부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지금과 같은 마을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418). 

그림 3-29 팔란간의 조흐랍, 자만, 라마잔 부족 가계도 (부록 참조)

Qādrī와 인터뷰). 콜리츠 마을 외에 하우라만 서부에서 천막 사용이 보고된 적이 없었다.”

416) 현재(2015) 206가구 중에 약 50가구가 Gozībān과 Hānīe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다.

417) Mardūkh Ruhanī, op. cit. (1992), pp. 427-30.

418) 최남섭, 앞의 논문(2019), p. 161.

그림 3-28 팔란간 마을의 데와 하와르 분포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1. 3,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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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30년 전 팔란간인의 이동 일정과 사용 거주지 (최남섭, 앞의 논문, 2019, fig. 5)

팔란간인들은 약 30년 전까지 샤호산에 소재하는 9곳 이상의 하와르를 사용했

다(그림 3-30). 그들은 4월 중순부터 두 개 집단으로 나뉘어 산 위로 이동했다. 한 

집단은 고지반(Gozībān)과 하니에(Hānīe)에서 생활했고, 나머지 집단은 셰이흐 아

지즈(Sheīkh ‘Azīz), 콜리(Qōlī), 셸리완(Shelīwān)을 순서대로 이용했다. 7월 중순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20가구 내외로 나뉘어 대 볼린(Bōlīn Buchk), 소 볼린(Bōlīn 

Goūra), 콜리트(Qolīt), 가르데나(Gardenā)처럼 작은 규모의 하와르와 그 주변 목초

지에서 여름을 보냈다. 이후 8월이 되면 팔란간인들은 고지반에 모여 약 40일 동

안 채집한 여물을 데로 옮겨놓고 팔란간으로 돌아와 겨울을 보냈다419).

거주지 이름 Palangān Gozībān Hānīe, Sheīkh ‘Azīz Small Hawārs
거주 계절 겨울 여름

거주 기간 약 7개월 약 3개월 약 45일 2주

건축 유형 야나(Yāna) 카프르(Kapr)
건축 규모 2-3층 1층

지붕 형식 고정지붕 가설지붕

표 3-8 팔란간의 계절별 거주지와 지붕형식 선택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1. 3, Tab. 5)

그림 3-31 팔란간, 고지반, 하니에 전경 (연구자 촬영)

419) 최남섭, 앞의 논문(2019), p. 164.



139

팔란간인들은 계절에 맞추어 다른 형식의 지붕을 사용했다420). 그들은 약 7개월 

동안 머무르는 데에서 낮은 기온과 집중된 강설량을 고려해 고정지붕의 야나에서 

생활했다. 이와 다르게, 하니에 , 셰이흐 아지즈 , 그리고 그 외에 소규모 하와르에

서는 무덥고 건조한 날씨에 맞추어 지붕과 벽체를 밀폐하지 않은 가설지붕의 카

프르를 사용했다421). 하지만 하와르인 고지반에서는 예외적으로 고정지붕의 야나

를 사용했다422). 이곳에서는 40여 일씩 고정적으로 거주했는데 , 여름이 시작하고 

끝나는 환절기의 비와 눈을 고려해 고정지붕을 사용했다(표 3-8). 이를 보면 팔란

간인들은 기온과 강수량 , 그리고 거주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지붕형식을 선택했다

고 볼 수 있다 .

그림 3-32 팔란간(de)의 무라드 셰리피안 야나 (연구자 작성 및 촬영)

420) 최남섭, 앞의 논문(2019), pp. 164-5. “팔란간인들은 이웃하는 요지다르(Yōzīdar), 탕기와르
(Tangī War), 보즈와쉬(Boz Wash), 가제르 하니(Gāzer Khānī), 카쉬타르(Kāshtar), 틸라코
(Tīlakōh), 미수럽(Mīsūrāb)의 마을인들과 샤호산을 공유했지만 검은 천막을 사용하지 않았
다. 팔란간은 하우라만과 가설지붕 건축 사용의 남쪽 경계를 이룬다.”

421) M.A.P. Gozāresh-i Emkān-i Sanjī-i Manṭaqe-i Nemūne-i Gardeshgarī-i Pālangān (Sanadaj: 
MCTH, 2010), pp. 13-5. 팔란간의 2월 평균 기온은 0.7℃이고, 7월 평균 기온은 27.1℃이
다. 그리고 이곳의 강수량은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월평균 60-70mm에 이르고,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422) 고지반은 18세기 초 세금대장에 Gozībān으로 기록되었다. 1942-3년 군사지도에서도 주변 
하와르들이 임시 오두막(kolbe-i movaqatī)으로 표기된 것과 다르게, Gozawan이라고 표기되
었다. Dal의 하와르 Heshūr도 두 시기에 Ābshūr라는 마을로 표기되었다. 두 하와르가 서부
에서 유일하게 마을로 기록된 배경에는 고정지붕 건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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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간의 지붕건축은 대지의 경사도에 맞추어 공간을 배치했다. 데에서 사용하

는 고정지붕 건축은 계곡 경사지에서 공간을 수직적으로 분할하여, 야나423)의 아

래층에는 보통 가축우리(gor)와 창고(anbār)가 위치하고 , 위층에는 사람이 거주하

는 공간(yāna)이 자리하며 , 지붕(bānjīle)에는 마당(hesār)과 부엌(nānūwa)이 위치한

다(그림 3-31).

그림 3-33 고지반(hawār)의 아지즈 골 무함마드 야나와 하니에(hawār) 모울르드 무라디 카프르

(연구자 작성)

이와 다르게 하와르의 건축은 지붕형식과 무관하게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에서 

공간들을 수평적으로 배치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kapr, yāna)을 중심으로 전

면에 타흐탄이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냉장시설(knallān), 가축우리(koz, pacha, 

kōlin)424), 부엌(nānūwa), 작업마당(warbara), 저장공간(klāra, kamawān)425) 같은 필

요 공간들을 돌담으로 구획해서 만들었다 . 고지반의 야나는 하와르의 카프르와 유

사한 공간의 구성방식이 확인된다(그림 3-32, 33). 그러므로 팔란간인들은 기후와 

거주지의 안정성을 고려해 지붕형식을 선택하고 , 대지 경사도에 맞추어 공간을 배

치했다고 볼 수 있다 .

423)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1), 각주 1.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우람어 야나(yāna)는 집 
전체, 사람이 거주하는 구조물, 하나의 방 등을 뜻하는 중의적인 단어이다. 고지반의 야나는 
돌 벽체와 고정지붕으로 만든 구조체를 의미한다. 반면에, 하니에의 카프르 역시 사람이 거
주하는 구조물이지만, 야나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를 보면, 하우람인들이 집을 구분하는 
기준에 지붕 형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424) koz는 산에 나가지 않는 어린 염소와 양이 밤에 머무는 공간으로 지붕을 설치한다. pacha
에는 소가 머무르고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다. kōlīn은 작은 석실로 된 닭장이다. 이처럼 하
와르의 가축우리는 가축별로 공간을 나누어 마련하는 특성이 있다.

425) klara는 겨울에 비축할 여물을 모아두는 공간이고, kamawān은 노새와 당나귀의 사료를 보관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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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농경형 개별이동과 고정지붕의 규모 조절

하우라만의 동부지역에는 하우람인들이 상대적으로 뒤늦게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파이갤런(Pāīgelān) 일대에서부터 동쪽으로 사난다즈 인근까지 비사란

(Bīsārān), 시안(Shīān), 겔린(Gelīn), 타흐타(Takhta), 타(Ṭā), 돌럽(Dōlāb), 세피란(Se 

Pīrān) 등의 하우람인 거주마을들이 분포한다(그림 3-24). 이 지역의 데는 대부분 

해발고도 1,500-2,000m에 분포하여 서늘한 곳을 이루며, 하와르는 고도와 관계없

이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강이나 하천 주변에 자리한다426)(그림 3-34). 

하와르에서 불안정한 눈을 수원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427).

그림 3-34 하우라만 동부지역의 계절별 고도 이용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1, Fig. 15)

동부지역에서도 양과 염소를 길렀지만, 공동 목축으로 발달하지는 않았다. 대신

에 밀과 보리, 석류 , 포도, 체리, 딸기428), 산딸기 등을 경작하는 농업 중심의 반유

목생활이 활발했다. 거주민들은 눈이 녹기 시작하는 5월경부터 작물 재배를 위해

서 세 곳 이상의 하와르로 나뉘어서 이동한 뒤에 생활했다. 이후에 그들은 10월 

말에 이르러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데로 돌아와서 함께 겨울을 보냈다 . 

동부의 마을들은 한 곳의 데와 반경 3km 내에 위치하는 다수의 하와르를 보유

했다 . 그중에는 파이갤런(Pāīgelān), 탕기사르(Tangī Sar), 돌럽(Dōllāb), 겔린(Gellin)

처럼 5개소 이상이나, 시안(Shīān), 토리와르(Torīwar), 메흐럽(Meḥrāb)처럼 10개소 

426)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1), p. 129.

427) Gowāz의 하와르 Pīllūwarāū는 가득찬(por), 눈(war), 물(āū)을 의미한다. 이름이 뜻하는 바
와 같이, 이곳은 눈을 수원으로 사용하는 하와르이고 동부지역에 조사한 유일한 사례였다.

428) 1966년에 셰으히 오스만 낙쉬반디(Sheīkh ‘Othman Naqshbandī, 1896-1997)가 터키에서 딸
기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하우라만 내에 도루드(Do Rūd) 마을에서 시험 재배에 성공한 뒤
에 하우라만 전역에서 재배하게 되었고, 이란 총생산량의 90%를 차지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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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하와르를 확보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제닌(Zhenīn)과 아리안(Ārīān)처럼 하

와르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데와 가까운 거리에 경작지를 운영하기도 했다. 

겔린 , 와시 소플라 , 타흐타, 하샤미즈처럼 주거건축들이 경작지 단위로 분산 배치

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점차 마을로 성장하기도 했다

(표 3-9).

데(e) 하와르(Hawār)

트핀(Tıfīn) 제레잔(Zherezhan) → 에스카르(Eskār)

데즌(Dezhın) 타르하나와(Tārkhānāwā)(!)

파이갤런(Pāīgellān) Ⓢ 게리아메르(Gerīāmer) / Ⓢ 셰이할라(Sheīkhala) / Ⓢ 마흐무드 아가(Maḥmūd Āghā) / Ⓢ 마우나 
하나 미흐라우(Maūna Hāna Mīhrāū)(!) / Ⓢ 낙흐시에(Nakhıshīe(!)

젠닌(Zhenīn) (주변 농경지 이용)(!)

아리안(Ārīān) (주변 농경지 이용)(!)

차쉬미다르(Chashmīdar) Ⓢ 칼라 파르살(Kala Pārsāl)(!) / Ⓢ 미르마(Mīrma)(!) / Ⓢ 도왐쉬타(Dōwāmshta)(!)

잔(Zhān) Ⓢ 샤다라(Shadara) / Ⓢ 차마 리자(Chama Rīzā)

비사란(Bīsārān) Ⓢ 하나 지아이(Hāna Zīāī) / Ⓢ 하나 차르마(Hāna Charma) / Ⓢ 플루와라우(Pıllūwarāū)

고와즈(Gowāz) Ⓢ 데가가(Degāgā) / Ⓢ 아위돌(Awīdōl) / Ⓢ 믈라 두시(Mıla Dūthī) / Ⓢ 와시니(Wasīnī)(!)

사르리즈(Sar Rīz) Ⓢ 제르칼(Zherkāl) / Ⓢ 수라반(Sūrābān(!) / Ⓢ 샤히바르(Shahībar)(!) / Ⓢ 와시니(Wasīnī)(!)

탕기사르(Tangī Sar)(k) Ⓢ 찰레 체르무(Chāl-e Chermū) / Ⓢ 메일 바하라(Meīl Bahār) / Ⓢ 세나타세르(Senātaser) / Ⓢ 웨
르툰(Wertūn) / Ⓢ 룰라르즈(Lūlarz) / Ⓢ 세무리르(Semūrīr) / Ⓢ 미르가 라쉬(Mīrga Rash)

니야르(Nīyar) Ⓢ 피르 바그(Pīr Bāgh) / Ⓢ 메르가와(Mergāwa) / Ⓢ 차마우 칼라와(Chamaū Qālāwa)

메흐랍(Mehrāb(k)
Ⓢ 세난세르(Senānser) / Ⓢ 카르페(Qarqe) / Ⓢ 타예 수레(Tāye Sūre) / Ⓢ 호바바(Hobagā) / Ⓢ 

나할(Nahāl) / Ⓢ 하나 콜란(Hāna Kollān) / Ⓢ 게리제 수르(Gerīze Sūr) / Ⓢ 젤리(Zhelī) / Ⓢ 
하나 타인(Hāna Tāīn) / Ⓢ 다와즈바(Dawazba) / Ⓢ 아란(Ārān)

둘랍(Dūlāb) Ⓢ 구자 랄(Guza Lāl) / Ⓢ 다레 나자르(Dare Naẓar) / Ⓢ 체나리즈(Chenārīz) / Ⓢ 사르 다레(Sar 
Dare) / Ⓢ 눔(Nūm) / Ⓢ 발라 마부(Bālā Mabū) / Ⓢ 바르지반(Barzībān)

시안(Shīān)

Ⓢ 골반(Gōlbān) / Ⓢ 다레위안(Darewīān) / Ⓢ 차메 타헤르(Cham-e Ṭāher) / Ⓢ 파르데 수르
(Pārde Sūr) / Ⓢ 미우란(Mīūrān) / Ⓢ 쿠라르(Kūrār) / Ⓢ 쿠칙 수르(Kūchīk Sūr) / Ⓢ 카지 바
크르(Qāẓī Bakır) / Ⓢ 하나 바하(Hāna Bahā) / Ⓢ 누와즈(Nūwaz) / Ⓢ 바인칼(Bainkāl) / Ⓢ 
고사르(Gosār)

토리와르(Tōrīwar(k)
Ⓢ 참반(Cham Bān) / Ⓢ 펠레파(Pelepa) / Ⓢ 수르부마(Sūrbūmā) / Ⓢ 이잔다르(Īzāndar) / Ⓢ 카니 

슈와니안(Kānī Shūwānīān) / Ⓢ 두위에(Dūwīe) / Ⓢ 셸라우(Shelāū) / Ⓢ 수르반(Sūrbān) / Ⓢ 
티란다르(Tīrāndar) / Ⓢ 라드가(Rādgāh)

겔린(Gelīn) Ⓢ 하나카 겔린(Khāneqāh-e Gelīn)(!)* / Ⓢ 안다르 압(Andar Āb(!)* / Ⓢ 하르숭그(Harsung)(!) / 
Ⓢ 카니 셸라나(Kānī Shelāna)(!)* / Ⓢ 다레 쿨레(Dare Kūle(!)* / Ⓢ 수완리안(Sūwārīān(!)*

와시 소플라(Waṣī Soflā)와시 올리야(Waṣī ‘Olīā)*

하야미즈(Hashamīz) 타키에 하샤미즈(Takie Hashamīz)(!)*

타흐타(Takhta) Ⓢ 페틀리다르(Petlīdar)(!)* / Ⓢ 바르즈 압(Barz Āb)(!)* / Ⓢ 쿨사(Kūlsa)(!)*

 (!): 데보다 낮은 하와르 / Ⓢ : 분리 이동 / (*) : 현재 독립 마을 /  (k) : Other Kurdish Village

표 3-9 동부지역 마을의 여름 거주지 보유와 계절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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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동부인들은 데에서 멀지 

않은 하천 변에 하와르를 확보하고, 

두 거주지에서 매년 비슷한 기간을 

생활했다 . 또한 이 지역에서는 하나

의 하와르를 다른 마을과 공유하는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서부지역과 

같은 마을 사이에 분쟁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동부지역의 데와 하

와르는 모두 안정적인 거주지였고, 

하우람어 명칭이 의미하는 거주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동부지역의 하우람인들은 데와 하

와르에서 고정지붕 건축을 사용했다 . 이러한 지붕 사용은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하와르를 보유하는 시안(Shīā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마을의 원래 이름이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을 의미하는 하우람어의 치안(chīān)에서 유래한 것처럼 , 

시안 마을은 서늘한 곳에 위치하는 동부 마을의 전형적인 입지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이 마을에는 하우람어와 쿠르드어 사용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하우람

인들이 동쪽으로 거주지를 확장했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6 시안(Shīān) 마을의 이동생활과 계절별 거주지 이용 

그림 3-37 시안의 데와 하와르 구성 (연구자 촬영, 2017. 4. 20-22, 2018. 6. 19-21)

그림 3-35 시안(Shīān) 마을의 데와 하와르 분포

(최남섭· 전봉희, 앞의 논문, 2021. 3, 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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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5) 시안에는 약 201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 거주민들은 5월 초부터 3km 

반경 내에 분포하는 열두 곳의 하와르를 이용했다(그림 3-36). 그들은 집단을 이루

어 다수의 하와르들을 순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대신에, 가구별 일정에 따라 골

반(Gōlbān), 다레위안(Darewīān), 차메 타헤르(Cham-e Ṭāher), 파르데 수르(Pārde 

Sūr), 미우란(Mīūrān), 쿠라르(Kūrār), 쿠칙 수르(Kūchīk Sūr), 카지 바크르(Qāẓī 

Bakr), 하나 바하(Hāna Bahā), 누와즈(Nūwaz), 바인칼(Baīnkāl), 고사르(Gosār)로 나

뉘어 생활하고, 10월 말과 11월 초 사이에 데로 돌아와 함께 겨울을 보냈다(그림 

3-37).

거주지 이름 Shīān 11 Hawārs Darewīān
거주 계절 겨울 여름 여름

거주 기간 약 6개월 약 6개월 매일 오고감

건축 유형 야나(Yāna) 카왈(Kawal) 카프르(Kapr)
건축 규모 2-3층 1-2층 1층

지붕 형식 고정지붕 고정지붕 가설지붕

표 3-10 시안 마을의 계절별 거주지와 지붕형식 선택

그림 3-38 시안 마을의 전경과 경사지에 입지한 야나 (연구자 촬영)

시안인들은 데와 하와르에서 약 6개월씩 생활했고 각각 고정지붕의 야나와 카

왈을 사용했다(표 3-10). 두 거주지는 평상시에도 왕래하기 쉬운 가까운 거리에 위

치하기 때문에, 거주민들은 여름 생활을 위해서 모든 살림살이를 싸가지고 하와르

로 올 필요가 없었고,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데로 가서 물품을 가지고 오거나 

머무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 거주지의 고정지붕 건축이 다른 규모와 

공간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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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하와르 하나 바하(Hāna Bahā)의 카왈 사진 (연구자 촬영, 2017. 4. 20)

그림 3-40 하와르 하나 바하(Hāna Bahā)의 카왈 평면도 (연구자 작성)

시안에서 야나는 실제로 일년내내 주거의 기능을 유지하고, 다수의 방과 거실 , 

부엌 , 화장실, 창고, 가축우리 , 발코니 등 필요한 공간들을 모두 포함한다. 건축 공

간은 다른 경사지 마을처럼 사람의 공간과 나머지 시설들을 상하층으로 분리한다

(그림 3-39, 40). 이와 다르게 카왈은 야나를 보조하는 한시적인 작업용 거처나 휴

식공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방(yāna, otāq), 부엌(santanūr), 창고(anbār, 혹은 gōr), 

발코니(banjīle)를 하나씩만 갖춘 최소 공간의 건축이 되었다(그림 3-38). 카왈은 대

부분 하천 변의 경사지에 위치하여 공간을 두 개의 층으로 분할되지만, 종종 단층 

규모에서 수평적인 공간을 배치되기도 한다(그림 3-41).

그림 3-41 시안(Shīān)과 둘랍(Dūlāb) 마을의 카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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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시안 하와르 다레위안(Darewīān)의 카프르 (연구자 촬영, 2018. 6. 19)

하와르의 하나인 다레위안(Darewīān)에서는 작은 규모의 고정지붕 건축도 사용

하지 않는다 . 이곳에서는 50cm 높이로 쌓은 석축과 그 주변에 나뭇가지로 벽체와 

지붕을 만든 카프르 외에도, 나무에 걸쳐서 지붕만을 설치하기도 하고, 별도의 석

축이 없이 카프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그림 3-42). 이곳의 내부에는 불자리

(aūrgāh) 외에 다른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처럼 간단한 건축을 사용하는 이유

는 다레위안을 소유한 가족이 여름에도 데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낮에만 

사용하는 시설에 공들여 고정지붕 건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429). 이처럼 시안인

들은 일반적으로 거주기간과 목적을 고려해 고정지붕 건축의 규모를 조절했고 , 밤

을 보내지 않는 하와르에서는 작은 규모의 고정지붕도 사용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고정지붕과 가설지붕의 선택은 거주지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

각할 수 있다. 

429) 이란 서아제르바이잔주의 네스탄(Nestān) 마을에서도 매일 오가는 하영지 쿠레 차칼레
(Qure Chaqāle)에서 자연 수풀로 거처를 삼고, 숙박하는 Meīdān-e Chōqe에서는 검은 천막
을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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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이장에서는 유형의 원점으로서 산악인 집단이 자연적인 은신처에서 벗어나 산

간에서 목축과 농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계절별로 달라지는 환경과 경제활동

에 맞추어 주거건축의 벽체 재료와 지붕 형식을 조절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최초의 산악인 집단은 기르던 염소와 양으로부터 젖을 얻기 위해 이동생활하며 

적절한 기온과 수원을 확보해야 했고, 계절별로 달라지는 거주지에 적응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을 위해 초기의 산악인들은 겨울에는 동굴에서 추위를 피하고 

여름에는 무더위를 견딜 수 있는 자연수풀이나 나뭇가지로 간단하게 만든 그늘 

공간을 구분했을 것이다 . 이후 밀폐와 통풍공간을 다르게 추구하는 두 은신처는 

산악인 집단의 두 가지 건축 유형의 주거천막과 돌집으로 전개되었고 , 계절 , 생계, 

이동방식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

먼저 주거천막은 염소의 검은 털로 짠 천막을 지붕에 얹어서 만들기 때문에 검

은 천막(resh māl)이라고 불린다. 여기에서 지붕의 재질은 날실과 씨실로 교차해 

짜는 직물로서 외기를 완전하게 차단하지 못한다 . 이러한 통기성 지붕이 주거천막

의 전체를 덮기 때문에 실내는 밀폐되지 않는 통풍공간을 이룬다 . 순수유목민들은 

일년내내 이러한 주거천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 그들은 계절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붕을 제외하고 벽체 재료의 돌과 갈대로 구분해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통

기성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따뜻한 겨울 거주지를 추구했다 . 이 때문에 그

들은 300km가 넘는 여름과 겨울 거주지 사이를 매년 오고가야 했다. 이러한 계절

이동은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의 국경을 넘나드는 것으로서 현재는 불가능한 

전근대적인 이동생활이었다 .

이와 다르게 반유목민들은 주거천막과 돌집(māl)을 계절별로 나누어 사용했다 . 

그들은 주로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순수유목민들과 다르게 , 대략 10km 이내

에서 반농반목하기 위해 계절이동을 실시했다. 이렇게 생활하는 산악인들은 여름

에는 통풍공간의 주거천막을 이용했지만 겨울에는 밀폐공간의 대체건축을 모색해

야 했다. 그들이 겨울 주거로 선택한 돌 건축 유형 중에는 동굴을 파내어 만든 주

거동굴도 있었지만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가 티그리스 강 일대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악인들은 인공적인 벽체를 세운 돌집을 만들어야 했

다. 초기에 그들이 산의 경사지를 뒷벽으로 두고 앞과 양측면에 거칠게 다듬은 돌



148

로 벽체를 쌓은 돌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면 형태가 정형적이지 않다. 또한 그들

이 만든 돌집은 단층 구조였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의 공간이 위와 아래로 구분되

었고 가축우리의 지붕이 마당으로 이용되었다. 이와 같이 반유목민들이 겨울을 보

낼 밀폐공간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돌 벽체에 카페트를 덮거나 흙을 바르

는 것이었다. 

반유목민들은 주거천막을 이용하지 않고 돌집의 지붕형식을 바꾸어 계절 차이

를 극복하기도 했다. 하우라만 지역에 거주하는 반유목민들은 주거건축을 야나

(yāna), 카왈(kawal), 카프르(kapr)로 구분하고 데(de)와 하와르(hawār)라고 부르는 

겨울과 여름 거주지의 경제활동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 여기에서 야나와 

카왈은 초석, 기둥, 주두, 보 , 평서까래, 판자로 구조한 뒤에 흙을 덮어서 만든 고

정지붕의 돌집이며 , 카프르는 돌 벽체 위에 나뭇가지를 얹어서 만드는 가설지붕으

로 구분된다 . 두 지붕건축은 평명 형태, 규모 , 공간 사용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외

에도 각각 밀폐와 통풍공간을 다르게 추구하는 차이가 있다 .

하우라만 지역은 겨울 거주지의 분포 고도에 따라 생업 활동이 달랐다. 서부지

역은 해발고도 1,500m 이하에 겨울 거주지가 위치하지만, 동부지역에서는 그 높이

를 상회하는 지역에 데가 위치하여, 각각 따뜻한 곳(germīān)과 서늘한 곳(sardsīr)

으로 거주 조건이 달랐다. 데가 따뜻한 곳에 위치하는 서부지역에서는 목축이 성

행했다. 그들은 여름 동안 양과 염소에게 적절한 기온과 물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

지의 고도를 높여가며 생활했다. 이에 따라 그들이 이용하는 겨울 거주지는 한 곳

이지만, 여름 거지지의 개수는 10개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 이러한 조건에서 그들

은 안정적인 겨울 거주지에서는 고정지붕의 돌집을 사용하고, 기온과 수원 확보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다수의 불안정한 여름 거주지에서는 매년 다시 가설

지붕을 만들어 생활했다 . 여기에서 사용하는 지붕형식의 종류는 거주지의 안정성 

정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

이와 다르게 서늘한 곳에 겨울 거주지가 위치하는 동부지역의 거주민들은 농업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한 곳의 겨울 거주지와 수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 곳의 여름 거주지를 보유했다. 그들은 겨울 거주지에 

모든 집기를 갖춘 고정지붕 돌집에서 생활하지만, 여름에는 가구별로 흩어져 방 , 

부엌 , 창고를 하나씩만 갖춘 최소 규모의 고정지붕의 돌집에 머물렀다. 이처럼 고

정지붕의 규모를 다르게 한 것은 계절 거주지가 서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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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이했기 때문에 겨울 주거건축의 사용이 연중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매일 오

타바이를 이용해 농작지에 가는 사람들이 작은 규모의 고정지붕도 만들지 않고 

낮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가설지붕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지붕형식의 종류

와 규모는 거주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산악인 집단은 계절별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계절 차이 , 경제활동, 

거주지 성격에 적응하기 위해 건축 외피에 사용하는 재료를 구분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이동거리를 조정하기도 했다 . 이러한 정

주유형의 이동성은 지붕형식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확인한 지붕 중에 

나뭇가지 지붕은 매년 만들어야 하고, 천막은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며, 흙지붕

은 설치 후에 유지 관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여기에서 나뭇가지와 

천막을 수명이 짧은 비고정식 지붕으로 보고 , 수명이 긴 흙지붕으로 고정식 지붕

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한 곳에 고정되는 지붕과 주기적으로 다시 설치해야 하

는 비고정식 지붕을 각각 정중성과 이동성의 측면을 다르게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산악인 집단 중에서 순수유목민들은 일년내내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들과 함께 

주거천막에서 생활하며 계절별로 벽체재료를 바꾸기도 하지만 통기성 지붕의 한

계 때문에 매년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거리 계절이동을 실시했다 . 그들은 비

고정식 지붕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동성이 가장 강하다 . 이와 다르게 대부분의 

반유목민들이 10km 범위에서 이동생활하며 겨울과 여름에 각각 고정지붕 돌집과 

주거천막을 사용하는 것은 하우라만 서부지역의 반유목민들이 목축을 위해 여름 

동안 가설지붕 돌집을 사용하는 방식과 이동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이와 다르게 하우라만의 동부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반유목민들이 겨울과 여

름에 규모가 다른 고정지붕 돌집을 사용하는 것은 정주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악인 집단 중에는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정주하며 고정

지붕 건축을 사용하는 정주민들도 있었다. 그들은 반유목민에 비해 일년 동안 사

용하는 지붕의 개수도 적어 이동성이 가장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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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부지역 성채와 종교시설의 광역형식 추구

4.1.1. 지휘부의 언덕 성채와 이슬람 시설의 공유

쿠르드 성채는 돌 유형의 확장형이다. 특정 지역에서 통치세력을 확보한 쿠르드 

지배가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구성원과 구별되는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 칼라

(qal’a)라고 부르는 성채(citadel)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높은 산이나 언덕 위에 자

리하는 수장의 거주 공간이자 통치시설을 가리킨다430). 칼라는 아랍어(qal’a, 

qal’at)에 유래했으며 이웃하는 페르시아어(qal’eh, kalāt)431)와 투르크어(kale)432) 문

화권에서도 함께 사용된다433). 쿠르드인들도 그 주변에서 생활하며 같은 용어

(qalā, qalāt)434)로 부르는 것처럼 성채가 높은 장소를 점유하는 방식은 쿠르디스탄

과 인근에서 공유하던 보편적인 특성이었다 . 

그림 4-1 사르곤 2세(722-705 BCE)의 궁전 유적에 전하는 산간 성채

(M. P. E. Botta and M. E. Flandin, Monument De Nineve, Vol. 1-2, Paris: Imprimerie Nationale, 
1849, Plate 61, 64, 68, 93, 145, 146)

430) S. Eyice, “Kale”, Türk Ansikopedisi, Vol. 21 (1974), p. 137.

431) H. Wehr, A Dictionary of Modern Written Arabic (New York: Spoken Language 
Services, 1961), p. 783.

432) P. M. Parker, Webster’s Turkish-English Thesaurus Dictionary (San Diego: ICON, 2008), 
p. 252.

433) 페르시아어에서는 데즈(dezh)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 성채를 지칭하기도 한다.

434)  A. Sharfkandī, op. cit. (1990), p.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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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디스탄에서는 기원전 3,000년 경부터 여러 언덕 위에서 성채의 유적이 확인

된다435). 대부분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지만 문헌기록에서 쿠르드인의 성

채 사용이 확인된다. 스트라본에 따르면 , 쿠르드인의 선조로 알려진 고르디아인들

(Gordyaeans)은 뛰어난 공성기술을 가지고 있었고436), 티그리스 강 인근의 강력한 

방어시설을 갖춘 사레이사(Sareisa), 사탈카(Stalca), 피나카(Pinaca) 성채를 사용했

다. 그들이 사용한 초기 성채의 지상부는 기원전 8세기경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

세(Sargon Ⅱ)437)가 수도로 사용하던 궁전 유적에서 처음  확인된다(그림 4-1). 궁

전 건축의 기단 면석으로 사용된 석판에는 사르곤 2세가 굴복시킨 주변 거주민들

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그중에 쿠르드인들의 근거지인 자그로스 산맥의 성채들

이 확인된다. 그들의 성채는 보통 언덕의 정상에 자리하고, 여러 겹의 성벽을 둘렀

으며 , 성벽에는 일정하게 세운 방어용 타워가 설치되어 있었다438). 이와 같은 성채

들은 언덕의 둘레를 따라 완결된 평면을 가지고 있어 안팎이 완전하게 구분된 군

사시설이었다.

... 데이오케스(Deioces)는 왕에 걸맞은 궁전과 경호대를 요구했다. 이에 메디아인들은 그가 

지정한 장소에 크고 튼튼한 궁전을 만들었고, 그가 마음대로 선택한 사람들을 경호대로 선

발했다. 이후 데이오케스가 왕에 즉위하고 나서, 메디아인들에게 하나의 큰 도시를 만들어 

지키고, 그들이 예전에 살던 작은 도시에는 관심을 갖지 않도록 명령했다. 메디아인들은 다

시 한 번 그의 명령을 따랐고, 오늘날 엑크바타나(Ecbatana)라고 부르는 도시를 세웠다. 이 

성채는 동심원을 이루는 크고 강력한 흉벽들을 가졌다. 이곳의 계획은 각 성벽이 바깥의 성

벽보다 흉벽의 높이 만큼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완만한 언덕에 입지한 결과

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의도한 계획이었다. 원의 수는 일곱이며, 가장 안쪽에는 궁전과 보

435) 최근 이란의 하우라만 지역에서 기원전 6,000년 경에 사용된 언덕 성채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
루지 않았다.

436) Strabo, Geographica, Vol. 16, 747(Strabo, op. cit., 1930, Vol. 7, p. 181). “티그리스 근처
의 장소들은 고르디아인들(Gordyaeans)에게 속한다. 그들은 카르두키아인들(Carduchians)이
라고 불리던 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도시들은 사레이사(Sareisa), 사탈카(Stalca), 피
나카(Pinaca)라고 불렸고, 세 개의 성채가 각각 방어시설을 갖춘 매우 강력한 요새이자 세 
개의 도시였다. 그러나 비록 고르디아인들이 아주 뛰어난 건축가이자 공성 건설의 전문가로
서 명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로마인들이 정복한 아르메니아 왕들의 지배를 받았다.”

437) 이라크 니네베(Nineveh)의 호르사바드(Khorsabad)에 위치하며, 두르샤루킨(Dur-Sharrukin)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438) K. Radner, “Assyrian and the Medes”, Oxford Handbook of Ancient Iran (D. T. Potts 
ed.,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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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창고들이 위치했다. 그리고 가장 바깥의 흉벽은 둘레 갈이가 아테나의 성벽과 비슷하며, 

흰색(white)이다. 그리고 두 번째 흉벽은 검정(black)이고, 세 번째는 진홍색(scarlet), 네 번

째는 청색(blue), 다섯 번째는 주황색(orange)이며, 모두 페인트로 도장했다. 그리고 마지막

의 두 흉벽은 은(silver)과 금(gold)으로 도금했다.

Herodotus, Histories, Book 1, 98 (Herodotus, 1862, pp. 190-4).

그림 4-2 데이오케스(Deioces)가 건립한 성채의 평면과 단면 개념도

(Herodotus, History of Herodotus, Vol. 1, G. Rawlinson tr., London: John Murray, 
1862, pp. 190-4; Herdotus, Vol. 1, A. D. Godley eng. tr.,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21, pp. 129-30. 참조)

이처럼 내외부를 구분하는 성채의 성벽은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역할도 했

다. 헤로도토스(Herodotus, 484-425 BCE)가 에크바타나(Ecbatana)439)에서 메디아 제

국의 성채에서 성벽의 권위적인 특성이 확인된다440). 메디안인들은 원래 작은 마

을에 흩어져 살았다 . 그들은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법도가 지켜지지 

않는 불안정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공명하고 정대한 재판관으로 알려진 데이오

케스(Deioces, 727-675 BCE)441)를 왕으로 선출했다. 그는 청을 받아들인 후에 사람

들에게 왕에게 걸맞은 성채를 건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메디안이들이 건립한 

성채는 언덕 위에 세워진 왕의 궁전과 보물창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심원을 이

루며 바깥쪽으로 낮아지는 일곱 겹의 성벽이 설치되고, 그 위에는 황금과 은을 바

르고 , 주홍, 파랑 , 자주, 검정, 하얀색을 칠해졌다(그림 4-2). 성채가 완공된 이후에 

데이오케스는 모든 백성들을 성벽 밖으로 이주시키고 예법을 만들어 자신을 신성

화하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으로 만든 예법에 따르면, 아무도 왕의 면전에 가까이 

439) 악바타나(Agbatana)라고도 부르며, 현재 이란의 하마단(Hamadan) 시내에 위치한다.

440) 메디아인들은 자그로스 산맥에서 살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 현지에서는 그들을 쿠르드
인의 선조로 생각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441) 현지에서는 디야코(Dīyākō)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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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없고, 모든 일은 왕의 사자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 왕의 면전에서는 그 누구

도 웃거나 침을 뱉을 수 없었다442). 이에 따라 백성들은 궁전 안으로 들어가 왕을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었고 , 여러 색으로 칠해진 여럽 겹의 성벽은 왕의 권위를 대

신하게 되었다. 이렇듯 언덕의 성채를 감싸는 여러 겹의 성벽은 지휘부를 보호하

는 역할 외에도 지휘부와 구성원 사이에 경계가 되어 다른 위상을 나타내는 기능

을 하게 되었다.

메디아 제국의 에크바나타
Herodotus, 1862, p. 162.

아케메네스 제국의 다랍게르드
Karimian & Seyedein, 2009, p. 47.

아케메네스 제국의 에르칼라
M. Nesbitt, 1993, Fig. 5.

아케메네스 왕조의 이스타크르
Oriental Institute

파르티아 왕조의 하트라
S. Fukai, 1960, Fig. 2.

파르티아 왕조의 피루즈아바드
Firuzabad, 2017.

파르티아 왕조의 코즈-크릴간 칼라
K, Jettmar, 1967, p. Fig. 10.

사산 왕조의 타흐티 술레이만
M. P. Canepa, 2013, Fig. 3.

압바스 칼리프조의 바그다드
G. le Strange, 1900, Map 2.

표 4-1 언덕에 입지한 둥근형 평면의 성채

이처럼 성채가 언덕에 위치하고 성벽으로 보호되는 특성은 보편적이다. 메디아 

제국 이후에도 아케메네스 왕조(550-330 BCE), 파르티아 왕조(247 BCE-224 CE), 

사산 왕조(224-651 CE), 압바스 칼리프조(750-1258 CE)의 도성과 주요시설에서도 

계속되었다(표 4-1). 성채의 평면은 기하학적인 원형에서부터 불규칙한 둥근 형태

로 차이가 있었지만, 중앙의 높은 곳에 궁전 , 무덤 , 신전처럼 가장 존귀한 시설이 

자리하고 주변에 성벽을 둘러서 내부를 보호하는 일관된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442) Herodotus, Histories, Book 1, 99; op. cit., Vol. 1 (1862), pp. 194-5; op. cit., Vol. 1 
(1921)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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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벽은 시대를 거치며 성문, 해자, 타워 , 경사면과 같은 여러 장치가 더해져

서 점차 성채 내외부의 구분이 보다 엄격해졌다. 여기에 더해 기원전 6세기 경에 

아케메네스 제국 시대부터는 육상 무역이 발달하면서 지휘부 성채의 주변이 경제

적으로 중요해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 전역에 성벽을 둘러서 성곽도시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443).

문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쿠르드 성채는 이러한 고대적 전통과 이후에 등

장한 이슬람의 영향이 합쳐진 무슬림 성곽도시였다.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 도시였

던 다마스쿠스(Damascus)가 우마이야드 칼리프의 수도로 바뀌거나, 사산 왕조의 

수도였던 크테시폰(Ctesiphon)444)이 압바스 칼리프의 이상적인 도시계획이 적용된 

바그다드(Baghdad)로 바뀌었던 것처럼 , 초기 이슬람 세력들은 정복한 도시와 건축

을 조정하여 무슬림 도시를 만들었다 . 이러한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은 지휘부의 

성채 외에도, 대모스크(masjid-i jām’i), 마드라사(madrassa), 지배가문과 성인들의 

영모(mazar), 관청, 시장 , 공용욕실 등이 있었다445). 이 시설들의 배치와 구성은 시

대와 지역마다 보편적인 모델로 규정하기 힘들 만큼 다양했지만 ,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개최하는 대모스크는 성곽도시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념비적인 건축이

었다 . 이 시설은 압바스 칼리프들이 궁전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한 시대에도 

정치와 종교적인 측면에서 무슬림 구성원들을 통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이

었다 . 이와 함께 쿠르드인들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순니파 무슬림들에게는 마드라

사도 중요헸다 . 이 건축은 이슬람 법관(qadī)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순례자들

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성곽도시의 번창함을 나타내는 지표였다 . 쿠르디스탄의 내

외부 지역에서 쿠르드 지배가문들은 지휘부 성채의 전통과 이슬람 세계의 권위형

식을 취사선택하고 때로는 변형하여 돌 건축 유형의 권위형식을 마련했다. 

443) M. Ḥabībī, Az Shār tā Shahr (Tehran: Tehran University, 2018), pp. 26-30. 

444) 페르시아어로는 티스푼(Tīsfūn)이라고 부른다.

445) N. AlSayyad, Cities and Caliphs on the Genesis of Arab Muslim Urbanism (New York, 
Connecticut and London: Greenwood Press, 1991), pp. 13-41, 154. 네자르는 무슬림 도시의 
보편적인 모델이 G. Marcais(1928) 이후에 유럽에서 온 오리엔탈리스들이 북아프리카의 마
그레브(Maghreb), 페즈(Fez)와 같은 지협적인 대상을 관찰한 뒤에 지역, 시대, 사용자를 배
제하고 내린 규정이라는 점에서 비판한다. 하지만 무슬림 성곽도시를 구성하는 중요시설로
는 대모스크와 관공서, 시장이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골목으로 연결된 거주지역, 그리고 외
곽에 위치하는 지휘부 성채가 있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과 시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내부
를 구성하는 시설의 종류에는 공통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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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정복성채의 인위적 성벽 강화와 요새 구축

쿠르드 성채는 쿠르디스탄의 외부지역에서 지배가문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보유했던 아이유브 왕조의 카이로(Cairo), 다마스쿠스(Damascus), 알레포(Aleppo) 

성채에서 가장 발달된 모습을 나타냈다. 이 왕조를 창건한 살라딘(Ṣalāh al-Dīn, 

1137-93)446)은 헤즈바니(Hedhbānī) 가문 출신의 쿠르드인으로서, 장기 왕조(Zangid 

Dynasty)가 모술(Mosul)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에 부친과 함

께 이집트에 왔다 . 이후 그는 1174년에 장기의 누르 앗 딘(Nūr al-Dīn, 1146-74 재

임)이 사망한 뒤에 정권을 잡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다447).

그림 4-3 아이유브 왕조의 카이로, 다마스쿠스, 알레포 성채

(Lescot, 1945; S. Meiselas ed. op. cit., 2008. 내지)

살라딘은 앞선 셀주크 제국과 장기 왕조처럼 순니(Sunna) 무슬림 제국을 재건하

는 기조를 이어갔다448). 이를 위해 먼저 그는 카이로를 차지하고 있었던 파티마 

446) Mardūkh Rūhānī, op. cit., Vol 3 (1992), p. 155. 본명은 Abū al-Moẓafar Ṣalāḥ al-Dīn 
Yūsef ibn Najam al-Dīn Āyyūb이고, 이라크 모술에 근거지로 두었던 Hedhbānī 가문의 휘하
에 있었던 쿠르드인이다. 아이유브 왕조를 창건한 이후에 독립된 가문을 분리되었다.

447) R. Burns, Aleppo: A Hist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7), pp. 143. 누르 앗 
딘이 사망한 뒤에, 그의 미망인‘Ismāt al-Dīn과 혼인해서 장기 왕조의 영토를 지배하는 정당
성을 확보했다. 그는 1175년에 시리아, 이집트, 알레포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후트바(khuṭba)
를 개최하고 술탄 즉위를 공표했다.

448) K. A. C. Creswell, The Muslim Architecture of Egypt,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1959; New York: Hacker Art Books, reissue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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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프조(Fatimid Caliphate)를 몰아냈지만449), 이후에도 시아파(Shī’īa) 잔당들이 곳

곳에서 일으킨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 또한 살라딘은 유럽에서 온 십자군도 막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1187년 7월 4일 하틴 전투(The Battle of Hattin)450)

에서 그가 세 번째 십자군을 격퇴하고 예루살렘을 되찾아 이슬람 세계로 편입시

키기 전까지 유럽군과의 대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451). 여기에 더해 1193년에 살

라딘이 사망하고 난 뒤에 가문 내부에서 후계자 쟁탈전이 벌어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멈추지 않았다.

그림 4-4 살라딘과 알 아딜 재임기에 증축된 카이로 성채의 성벽

(N. O. Rabbat, op. cit., 1992, Fig. 1.1; K. A. C. Creswell, op. cit., 1978, Fig. 8, 9)

이러한 시기를 거치며 아이유브 왕조의 성채들은 성벽과 성문을 강화한 요새로 

변모되었고 , 세력 중심지였던 카이로 , 다마스쿠스, 알레포 성채에서 그 변화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 우선, 1176년에 살라딘은 십자군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파

티마 칼리프의 궁전(al-Qahira)452)과 푸스타트(al-Fustat)453)의 성벽을 하나로 연결하

449) 살라딘은 1171년에 파티마의 칼리프 알 아디드(al-‘Ādid, 1151-71 재임)가 사망한 뒤에 실
권을 장악했다.

450) 1189-92년에 벌어진 3차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이다.

451) 이후 20세기 전반기까지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의 땅이었다.

452) 파티마 칼리프조(Fatimid Caliphate, 909-1171)의 수도이자, 시아파 무슬림들의 중심지였다.

453) 641년에 암르 이븐 알 아스(‘Amr ibn al-’Āṣ, 640-6 재임)가 이집트에 처음으로 세운 시아
파 칼리프의 수도였다. 일반적으로 옛 카이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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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재의 카이로 전역을 연결된 성벽으로 보호했다454). 이어서 1183-84년에 그는 

8.5m 높이의 바위 위에 성벽(jidār), 성문(bāb), 타워(burj), 해자(khandaq)를 포함하

는 자신의 지휘부 성채를 새롭게 건립했다455). 그가 사망한 뒤에는 이곳에서 동생

인 알 아딜(al-‘Ādīl, 1145-1218 CE)이 살라딘의 아들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했

고456), 향후에 있을 보복에 대비하여 성문과 타워를 두텁게 만들었다(그림 4-4). 이

처럼 카이로 성채는 살라딘과 알 아딜의 재임기 내외부적인 혼란에 대비하기 위

한 목적에서 보강되며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그림 4-5 다마스쿠스의 도시 성벽과 알 아딜 재임기에 증축된 지휘부 성채의 성벽과 타워

(M. Ecochard and G. Banshoya Architectes, Plan Directeur de Damas Rapport Justificatif, 
Damascus, 1968, Fig. 43; M. S. Satasolla and P. L. Scandizzo, The Damascus Citadel 

“revisited”, Rome, 2020, Table 2, 편집)

이와 같은 목적에서 알 아딜은 다마스쿠스 성채도 강화하고 했다. 때마침 

1201-2년에 이곳에는 큰 지진이 연이어서 발생하여 성채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이를 기회로 삼아서 1203-16년에 그는 성채와 도시의 성벽을 대대적으로 보강했

다. 당시 알 아딜은 지휘부 성채를 두르는 성벽을 두텁게 만드는 것 외에 대포를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타워들을 새롭게 추가했다(그림 4-5)457). 번스(R. 

Burns)에 따르면 , 이와 같은 타워 중심의 성벽 강화는 앞서 유례가 없었던 아이유

454) N. O. Rabbat, The Citadel of Cairo, 1176-1341: Reconstructing Architecture from Texts 
(Ph. D.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1), p. 278.

455) K. A. C. Creswell, op. cit. (1978).

456) 알 아프탈(al-Aftal 1193-96 재임)은 살라흐 앗 딘의 장남이고, 숙부에 앞서서 카이로의 통
치권자였다.

457) 아이유브 술탄이 신설한 타워 개수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 시기에 지금의 모습
을 갖추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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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술탄의 건축적인 성과였다458). 이 외에도 그는 지휘부 성채의 북문과 동문을 

각각 두 개의 타워 사이에 위치시켜서 보호했고, 성문의 내부에는 복잡한 동선과 

방어장치들을 설치했다. 이와 같은 성문 방어시설은 앞서 카이로보다 향상된 방어

시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알레포 성채는 알 아딜의 

사위인 알 자히르 가지

(al-Ẓāhir Ghāzī, 1186-1216 

재임)459)에 의해 강화되었

다. 살라딘의 세 번째 아들

인 그는 1186년에 부친으로

부터 알레포 성채의 통치권

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가

지는 이미 알 아딜과 형들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분쟁

과 불안정한 상황을 경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숙부와 불

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 이를 위해 그는 1212년에 알 아딜의 딸이자 그

의 사촌이었던 자이파 하툰(Ẓaīfa Khātūn)과 정략적으로 혼인하게 되었다460). 이후 

안정적인 상황에서 가지는 앞서 장기 왕조가 사용한 인공 언덕(tel)의 지휘부 성채 

둘레에 성벽을 새롭게 건립하고 그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타워를 설치했다 . 이

와 함게 그는 언덕 경사면에 대리석을 깔아 적군이 오르기 어려운 매끄러운 면

(glacis)을 만들었으며 , 여기에 더해 언덕 주변의 해자를 더욱 깊고 넓게 정비하여 

성채 내부와 외부 사이에 경계를 분명하게 만들었다 . 또한 가지는 이전까지 외부

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의 동측지역에 성벽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서 도시 전체가 

성벽으로 보호되었고 , 그 중심에 위치하는 지휘부 성채는 이중으로 방어되었다(그

림 4-6). 이러한 성채는 앞서 보강된 카이로나 다마스쿠스 성채처럼 도시의 측면에 

치우쳐 위치하지 않아 완결된 평면의 이중 성벽으로 보호되었다.

458) R. Burns, Damascus: A History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9), p. 
204-231.

459) R. Burns, op. cit. (2017), p. 146. 

460) K. A. C. Creswell, op. cit. (1978).

그림 4-6 1932년 알레포 성채의 전경 사진

(Archnet, “Michel Écochard Archive”, 
http://archnet.org/sites/2812/media_contents/9132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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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알 자히르 가지가 신설한 도시 동측의 성벽과 지휘부 성채의 성문 평면도

(R. Burns, op. cit., 2017, Fig. 8.5; E. Herzfeld, Inscriptions et Monuments D'alep, Caire: Imp. 
de l'Institut Franc ̧ais D'archéologie Orientale, Plate XXVI)

이러한 성벽 설치 외에도 알 자히르 가지는 지휘부 성채의 방어에서 가장 취약

한 성문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 그가 만든 성문은 앞과 뒤에 두 개의 

타워가 배치되고, 그 사이에는 좁고 긴 다리가 설치된 복합시설이었다. 또한 각 성

문의 내부는 여러 차례 꺾이는 통로로 계획되었고 바닥에는 거친 돌을 깔았다 . 여

기에 더해 성문의 내부 벽면에는 뱀과 용을 조각하여 적군을 심리적으로도 위축

시키는 장치를 설치했다(그림 4-7). 또한 그는 도시의 다른 성문에도 이와 유사한 

장치들을 적용하여461), 알레포 성채와 도시를 철옹성으로 만들고자 했다 .

이와 같이 아이유브의 술탄들은 내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부 성채와 

도시의 성벽을 이용했다. 그들이 만든 성벽에는 육중한 타워와 경사면, 해자 등이 

설치되었다 . 여기에 더해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성문에는 동선과 재료 ,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방어장치들이 집약되어 있었다. 

아야유브 왕조 외에도 쿠르디스탄의 외부지역에는 라크(Lak) 부족 출신의 카림 

한(Karīm Khān, 1751-79 재임)462)이 잔드 왕조(Zand Dynasty)를 세운 뒤에 수도로 

사용한 시라즈(Shiraz) 성채가 있다. 그는 1766-67년에 이중 성벽과 해자가 포함된 

성채를 건립하고(그림 4-8), 그의 이름을 딴 지휘부 성채(Arg-e Karīm Khān)를 건

461) S. Bianca, Syria: Medieval Citadels Between East and West (Italy: The Aga Khan Trust 
for Culture, 2007), p. 68.

462) 이란 하마단에서 생활하던 쿠르드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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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했다. 여기에는 성벽과 방

형 평면의 네 모서리에 원형 

타워, 그리고 나무로 만든 

성문이 설치되었다463). 시라

즈 성채의 방어시설은 두드

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

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유

브의 성채들과 다르게 이곳

의 성벽에는 기하학적인 패

턴이 적용되어 왕실의 권위

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특성

이 강했다 . 이와 같은 현상은 18세기부터 전투의 양상이 대포와 총을 중심으로 변

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성벽의 방어기능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진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이 쿠르드인 군주들이 쿠르디스탄의 외부지역으로 진출해 왕조를 세운 

뒤에 사용한 성채에서는 언덕 지형, 강화된 성벽과 성문 , 해자, 타워와 같은 방어

시설 , 혹은 성벽 장식이 사용된 모습이 확인된다. 하지만 앞서 다룬 아이유브와 잔

드의 성채에서 쿠르드적인 특성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아이유브의 성채들은 앞선 

투르크 술탄들이 만들어 놓은 성채의 기반 위에 방어시설을 보강한 것이었고 , 카

림 한의 시라즈는 먼저 있었던 사파비 왕조의 이스파한 성채와 도시를 모델로 계

획한 결과물이었다 . 그러므로 두 왕조의 성채들은 모두 앞서 제국에서 사용한 성

채의 권위형식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463) J. R. Perry, Karim Khan Zand (Oxford: One World, 2006), pp. 127-9.

그림 4-8 잔드 왕조의 케림 한 성채

(J. R. Perry, Karim Khan Zand, Oxford: One World, 2006, 
Fig. 5;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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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아랍식 대모스크의 증축과 이란식 마드라사의 신설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들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성채의 방어시설을 강

화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내부적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순니파 교

리를 선전해 무슬림 구성원들을 규합하기 위해 대모스크(jāmi’ masjid)와 마드라사

(madrasa)를 확충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성채의 곳곳에 선지자와 왕실 가족의 화

려한 영묘(mazar)를 세워서 그들의 권력을 과시하기도 했다(표 4-2).

년도 건축 이름 확충 방식 사용 형식

- 카이로

1179 Jāmi’ Masjid of al-‘Amr ibn al-’Āṣ Re. Ⓒ, Ⓗ
1180 Madrasa of Ṣalāḥ al-Dīn Re. ?
1211 Mausoleum of Imām al-Shafi’ī Re. Ⓓ
1216 Mausoleum of Emīr Abū Manṣūr Ismā’īl Con. Ⓒ, Ⓘ
1225 Madrasa of Kāmilīya Con. Ⓘ
1237 Minaret of Sayyidnā al-Ḥusseīn Con. -
1240/1 Qal’a and Palace of Sulṭān Ṣāliḥ Nejm al-Dīn Con. Ⓒ, Ⓘ
1242 Mausoleum of ‘Abbās Khalifs Con. Ⓓ
1242-3/4 Madrasa of Sultan Ṣāliḥ Nejm al-Dīn Con. Ⓒ, Ⓘ
1250 Mausoleum of Sultan Ṣāliḥ Nejm al-Dīn Con. Ⓓ
- 다마스쿠스

1154-74 Dār al-Ḥadīth of Nūr al-Dīn* Con. Ⓒ, Ⓘ
1172 Madrasa of Nūr al-Dīn* Re. Ⓒ, Ⓘ
1214 Jāmi’ Masjid of the Umayyad Re. Ⓒ, Ⓗ
1222/3 Madrasa of al-‘Ādilīya (*Nūr al-Dīm 공사 시작) Con. Ⓒ, Ⓘ
1226/7 Madrasa of Māridānīya (al-Mu’aẓẓam의 아내) Con. -
- 알레포

1158 Jāmi’ Masjid of the Umayyad* Re. Ⓒ, Ⓗ
1168/9 Madrasa of Khān al-Tutun* Con. Ⓒ, Ⓘ
1193 Madrasa of Shādbakht (Madrasa al-Ma’rūf) Con. Ⓒ, Ⓘ
1216/7 Madarasa of Malik al-Ẓāhir Ghāzī Con. -
1219/20 Madrasa of al-Ẓāhirīya (Firdaus) Con. Ⓒ, Ⓘ
1223 Madrasa of al-Sulṭānīya Con. Ⓒ, Ⓓ
1235 Jāmi’ and Madrasa of al-Firaus Con. Ⓒ, Ⓘ
1237/8 Khānqān of Ribāṭ Con. -
1260 Madrasa of al-Sharafīya Con. Ⓒ, Ⓘ
-1300? Madrasa of al-Kāmilīya Con. Ⓒ, Ⓘ
Ⓒ: Ṣaḥn (마당) / Ⓓ: Chahāriṭāq or Qubba (돔) / Ⓘ: Īwān (이완) / Ⓗ: Hypostyle (열주실)
Con.: 신축 / Re.: 재건, 수리, 증축
* 장기의 투르크인들이 관여한 건축 활동

표 4-2 아이유브 시기의 종교시설 확충과 사용된 건축 형식

(K. A. C. Creswell, op. cit., Vol. 1, 1978, pp. 64-120. 요약)

먼저 아이유브의 술탄들을 시아파 무슬림이 파괴한 우마이야 칼리프나 순니파

의 대모스크를 재건하거나 증축했다 . 1179년에 살라딘은 카이로의 푸스타트에서 

암르 이븐 알 아스(’Amr ibn al-’Āṣ)의 대모스크를 복원한 뒤에464), 첨탑(minaret)을 

464) 1169년에 파티마 칼리프조의 재상이었던 Shāwar ibn Mujīr al-Sa’dī(1162-69 CE 재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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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해 더욱 웅장하게 만들었다465). 이후 1214년에 알 아딜은 다마스쿠스에서 우

마이야 대모스크(Jāmi’ al-Umayya)를 복원하는 공사에서 바닥에 반짝이는 대리석

을 깔고 전면에는 거대한 청동문을 설치했으며 여기에 더해 높은 첨탑을 설치하

여 정복의 흔적을 남겼다. 이러한 대모스크의 재건사업은 아이유브 술탄들의 독창

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누르 앗 딘이 실시한 알레포 대모스크 

재건 사업처럼 투르크 술탄들의 수니판 재건을 따르고 있었다 . 이를 통해서 예배 

마당(ṣaḥn)과 열주실(hypostyle)로 구성된 아랍식 대모스크466)의 고전적인 공간이 

재현될 수 있었고, 순니 이슬람의 정통성이 대내외적으로 각인될 수 있었다(표 

4-3).

암르 이븐 알 아스 대모스크
(카이로)

우마이야드 대모스크
(다마스쿠스)

우마이야드 대모스크
(알레포)

표 4-3 12-13세기에 재건된 대모스크(Jāmi’ Masjid)
(E. K. Corbett, “The History of the Mosque of Amr at Old Cairo”,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Oct. 1890, Pl. 6; A. Godard, The Art of Iran, M. 

Rogers tr., New York and Washington: Frederick A. Praeger, 1965, Fig. 178; E. Herzfeld, op. cit., 
1954, Fig 53)

또한 아이유브의 술탄들은 말리키(Mālikī), 한발리(Ḥanbalī), 하나피(Ḥanafī), 샤피

이(Shāfi’ī)로 대표되는 4대 순니의 법학파(madhhab)467)의 마드라사도 새롭게 건립

했다(표 4-2). 이 건축은 종교와 교육 , 숙박과 장례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교육

명령으로 파괴되었다.

465) K. A. C. Creswell, The Muslim Architecture of Egypt, Vol. 1 (Oxford: Oxford University, 
1952; New York: Hacker Art Books, reissue 1978), p. 38. 순니파 대모스크 재건과는 다르
게, 파티마의 칼리프가 건설한 알 아즈하르 대모스크(Masjid al-Azhar)와 알 하킴 대모스크
(Maijid al-Ḥākim)에서는 금요 예배를 금지하여 기능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1260년
에 맘루크(Mamluk) 왕조의 칼리프 바이바르스(Baybars)가 증축하고, 1266년부터 후트바
(khuṭba)를 개최하면서 순니 모스크로 바뀌었다.

466) 모스크의 기원은 무함마드의 메디나 주택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주택은 사방의 벽, 마당, 
그늘을 만드는 가는 기둥으로 구성되었다. 아랍식 주택은 점차 열주실을 가지는 아랍식 모
스크로 진화했고, 이후에 비잔틴, 이집트,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성을 가지게 되었
다(Godard, 1965: 254).

467) 압바스 칼리프조 시기에 Malik ibn Anas(711-795 CE), Abū Ḥanīfa(699-767 CE), 
Al-Shāfi’ī(767-820 CE), Aḥmad ibn Ḥanbal(780-855 CE)가 창립한 순니의 4대 법학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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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었다 . 1180년에 살라딘의 명령으로 카이로에 첫 번째 마드라사가 완공된 후

에, 1193년에는 알레포의 샤즈바흐트 마드라사(Madrasa of Shādbakht)가 건립되었

다468). 13세기부터는 십자군의 외부 위협과 내부적인 갈등이 해소되어, 카이로, 다

마스쿠스, 알레포와 같은 세력 중심지 외에도 아이유브 왕조의 세력이 미치는 지

역에서 마드라사의 건립이 활발하게 일어났다469). 하지만 여기에 적용된 건축 형

식은 앞서 살핀 대모스크와는 달랐다 . 

그림 4-9 카이로의 술탄 살리흐 마드라사(Madrasa of Sulṭān Ṣālīh)
(K. A. C. Creswell, op. cit., Vol. 1, 1978, Fig. 45, 46)

그림 4-10 알레포의 샤즈바흐트, 자히리야, 카밀리야 마드라사 평면도

(K. A. C. Creswell, op. cit., Vol. 1, 1978, Fig. 57, 60, 64)

468) K. A. C. Creswell, op. cit., Vol. 1, 1978.

469) R. Burns, op. cit. (2017), p. 151; R. Burns, op. cit. (2019), p. 218; 이 시기에는 여성 후
원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다마스쿠스에서는 Akhshu Khātun이 마르다니야 마드라사를 
건립했다. 알레포에서는 Daīfa Khānum이 36개의 마드라사, 모스크, 묘실 건립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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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암르 이븐 알 아스 대모스크와 술탄 살리흐 마드라사의 전경 사진

(E. K. Corbett, op. cit., 1890, Pl. 6; K. A. C. Creswell, op. cit., Vol. 1, 1978, Pl. 37)

1242년에 살리흐(Ṣālih Nejm al-Dīn, 1240-49)가 건립한 마드라사에는 방형 안마

당을 중심의 남과 북측에 각각 교육과 예배를 위한 반외부공간인 이완(īwān)이 설

치되었고, 동서에는 법관(qadī)과 학생, 그리고 순례자들이 머무르는 방들이 배치

되었다.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 당시에는 이와 동일한 시설이 출입문 건너편에도 

위치하고 있어서 , 3대 학파가 독립적으로 이완을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다(그림 

4-9). 1250년에는 여기에 돔지붕(chahār-ṭāq)470)을 얹힌 살리흐 자신의 묘실이 건립

되어 마당, 이완, 돔으로 구성되는 마드라사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471). 

아이유브 왕조 시기에 건립된 마드라사는 처한 여건에 따라 사용한 마당과 이완

의 개수가 다양했다(그림 4-10, 11). 하지만 이러한 마드라사도 아이유브 술탄들의 

독창적인 건축 형식은 아니었다. 이것은 11세기에 셀주크 제국의 투르크인들이 이

란 동북부의 니샤푸르(Nishapur)에서 바그다드(Baghdad)로 전파한 뒤에472), 이후 

장기 왕조가 확장하면서 가지고 온 이란식 건축473)이었고474), 당시 지중해 연안에

470) A. Godard, op. cit. (1965), p. 261. īwān은 볼트 지붕의 반외부공간이며, 파르티아에서 기
원한다고 알려진 이란식 건축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chahār-ṭāq은 페르시아어로 넷(chahār)
과 아치(ṭāq)가 합성된 용어이며, 네 개의 기둥이 각 면에 아치를 만들고, 돔 지붕으로 덮은 
구조를 가리킨다. 초기형태는 이란 야즈드(Yazd)의 조로아스터교 성원에서 확인된다.

471) K. A. C. Creswell, op. cit., Vol. 1, 1978.

472) 셀주크의 Ṭughril Beg(1038-63), Alp Arslān(1063-72), Malik Shāh(1072-92)의 재임기에 재
상을 지냈던 Niẓām al-Mulk가 처음으로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다(K. A. C. Creswell, op. 
cit., 1959, p. 105).

473) A. Anisi, Early Islamic Architecture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Edinburgh, 
Edinburgh, 2007), pp. 61-8. 현지에서도 이란식 건축 형식은 방형 마당, 볼트구조의 이완, 
그리고 돔으로 구성된다고 여겨진다.

474) K. A. C. Creswell, op. cit., Vol. 1,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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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외래식 건축이었다 . 여기에서 아이유브의 술탄들은 기둥을 조각하거나 미흐

랍(miḥrab) 상부에 설치되는 종유석 모양의 무카르나스(muqarnaṣ)를 보다 화려하

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은 크로스 볼트와 돔 구조를 더 높고 크게 만들거

나 첨탑을 추가로 세워서, 앞선 투르크인들이 세운 마드라사와 약간의 차이를 만

들어냈다.

이와 같이 아이유브 술탄들은 통치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아랍식 대모스크와 이

란식 마드라사를 이원적으로 활용했다. 그들은 두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아이유브

를 나타낼 수 있는 첨탑을 상징처럼 세웠지만475), 그 열망이 쿠르드인의 자체 형

식 개발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476). 오히려 아이유브의 쿠르드인 군주

들은 이슬람 세계의 일원으로서, 앞서 투르크인들이 몰락하기 전까지 건립하지 못

했던 궁전 , 관청 , 공용욕실, 시장, 병원 등을 확충했고, 이를 통해서 보편적인 무슬

림 도시의 구성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쿠르드 형식을 추구

하지 않는 경향은 이후 잔드 

왕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었다 . 카림 한은 사파비의 이

스파한 궁전을 이상적인 모델

로 여기며 많은 측면에서 모방

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477). 이 때문에 이 시기에 건

립된 모스크와 마드라사는 대

부분 이란식 공간구성을 갖는

다. 대표적으로 케림 한의 명으로 건립된 바킬 모스크(Masjid-i Vakīl)는 사파비 왕

조에서 건립한 이스파한의 샤흐 모스크를 축소하여 계승하고 있다(그림 4-12). 이

러한 현상은 잔드 왕조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등장한 카자르 왕조에서 이어졌

고, 모스크 외에도 주택이나 정원 건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건립된 지나

475) A. Boran, Anadolu’daki İç Kale Cami ve Mescidleri (Ankara: Türk Tarih Kurumu Basımevi, 
2001), pp. 217-8.

476) R. Burns, op. cit. (2017), p. 149. 당시에는 쿠르디즘(Kurdism)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모든 
무슬림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공존한다고 여겼다. 아이유브의 술탄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
고 있었고, 특별하게 쿠르드 정체성을 내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77) J. R. Perry, op. cit. (2006), pp. 127-9.

그림 4-12 이스파한의 샤흐 모스크(좌)와 시라즈의 바킬 

모스크(우) 평면도 (A. U. Popr, op. cit., 1956, Fig.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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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알 물크(Zinat al-Mulk) 주택과 카밤(Qavam) 정원에서 시라즈의 고급건축이 추

구하던 이란식 건축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3). 

그림 4-13 시라즈의 지나트 알 물크 주택과 카발 정원

(연구자 촬영, 2020. 2. 19)

그림 4-14 아랍식 대모스크와 이란식 마드라사의 공간 구성

이처럼 아이유브의 술탄들은 아랍식 대모스크와 이란식 마드라사를 나누어서 

확충했고, 공통적으로 두 시설에 첨탑을 추가해 흔적을 남겼다. 이와 다르게 잔드 

왕조에서는 모스크와 마드라사에서 일관되게 이란식 건축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

었다 . 이렇듯 쿠르드인 군주들이 외부지역에서 세운 왕조들은 쿠르드식 건축 형식

을 개발하는 대신에 이슬람 세계의 일원으로서 동시대에 세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권위형식을 이용해 기념비건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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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부지역 성채와 종교시설의 지역성 수용

4.2.1. 정복성채의 건축 재사용과 권위형식의 흡수

쿠르드 성채는 쿠르디스탄의 외부지역에서 아이유브와 잔드 왕조가 수도에 건

설한 성곽도시에서 가장 발달된 기술 수준을 선보였다. 아이유브의 술탄들은 장기 

왕조가 만든 성채를 보다 강화하여 성곽 방어의 전형을 만들었고478), 잔드의 카림 

한도 모델로 하는 성채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쿠르드 왕조의 성채는 쿠르디스탄

에도 영향을 미쳤지만479), 내부지역의 지배가문들은 기존 성채와 자연 지형을 고

려하여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성채를 사용했다. 이러한 내부지역 성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이 전하지 않아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마르완, 케이파, 학카리 , 비틀리스, 아르달란, 바반 , 칼후르처럼 유력한 세력을 보

유하던 지배가문의 역사에서 성채 인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5 디야르바크르의 내성과 외성 (연구자 촬영)

478) R. Burns, op. cit. (2017), pp. 154-5. 알레포 성채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련의 이슬람 성
채 강화의 모델이 되었다. 대부분은 상부가 절단된 원뿔형 입지, 하나의 성문, 중앙 통로, 
가파른 경사면을 공유했고, 십자군의 성채와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479) N. O. Rabbat, op. cit. (1991), p. 21. 11세기에 아나톨리아, 자지라, 시리아 일대는 셀주크 
제국의 느슨한 통치를 받았다. 이 시기에 지역의 군주들(atabegs)은 도시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고, 셀주크 군대와 함께 아나톨리아와 시리아 북부의 비잔틴 제국과 시리아 연안의 십
자군과 대적하면서 정복활동을 벌였다. 당시 그들 모두는 수도와 그 주변에 성채를 확보하
여 생활했다. 이 때문에 11-12세기 알레포, 다마스쿠스, 모술, 그리고 아나톨리아 등지에 성
채들이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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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마르완과 아이유브 가문에서 수리한 디야르바크르 성벽 구간

(C. Parla, Türk-İslam Şehri Olarak Diyarbakır, Master’s Thesis, Hacettepe University, Ankara, 
1990, Çizim 1)

내부지역의 쿠르드인 군주들은 대부분 다른 집단의 성채를 빼앗아 사용했다 . 이

러한 정복성채 중에서 디야르바크르(Diyarbakr)는 정복 당시에 이미 지휘부 성채의 

내성(iç kale)와 도시의 외성(diş kale)을 가지고 있던 성곽도시였다. 이곳은 4세기 

중반에 로마제국이 지금과 같은 이중 성벽을 만들어 사용한 이후480)(그림 4-15), 

우마이야 칼리프조, 압바스 칼리프조 , 함단 왕조 등으로 주인이 바뀌었고, 10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초까지 마르완 왕조(Marwanids)의 쿠르드 군주들이 점령했으

며481), 이후에는 다시 셀주크 제국, 아르툭 왕조 , 백양 왕조, 오스만 제국 등으로 

점령자가 바뀌었다. 그중에서 마르완 왕조의 쿠르드 군주들은 수 차례의 전쟁과 

995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파괴된 성벽과 성문, 타워들을 수리했다(그림 4-16). 하

지만 그들은 성채를 혁신하여 탈바꿈시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디야르바

크르에 남긴 건축은 픈득 타워(Fındık Tower) 뿐이었다482). 13세기에 아이유브 왕

480) C. Parla, “Diyarbakır Surları ve Kent Tarihi”, ODTÜ MFD, Vol. 22, No. 1 (2005. 1), p. 
59.

481) M. Rūḥānī, op. cit. (1992), pp. 37-8. 마르완 왕조의 아부 알 쇼자 후세인(Bāz Abū 
al-Shojā’ Ḥusseīn ibn Dūstak)은 디야르바크르를 점령한 후에, 압바스 칼리프와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한 세기 동안 우르파, 반, 비틀리스, 하산케이프, 자지라 등을 장악했다.

482) Diyarbakır, Diyarbakır Fortress and Hevsel Gardens Cultural Landscape (Nomination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2014), pp. 29-83, 57. 이 시기에 Dağ Gate, Mardin 
Gate, Keçi Tower, Lablebikran Tower, Dicle Köprüsü 등이 복원되었다.



171

조의 후손 술탄들도 이곳을 일시적으로 점령했지만 , 그들도 성벽 수리 외에 성채 

구조를 바꾸어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4-17 에르빌 성채의 전경(1927)과 배치도

(A. M. Hamilton, Road through Kurdistan, London: Faber & Faber, 1958, Fig. 6; Naval 
Intelligence Division, Iraq and the Persian Gulf, Oxford, 1944, Fig. 83)

이 외의 지역에서도 쿠르드인 군주들은 정복한 성채를 강화하는 일에 소극적이

었다 . 에르빌(Erbil)은 10-11세기와 17-19세기에 각각 헤즈바니(Hedhbānī)와 소란

(Sorān) 가문이 점령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성채는 12-13세기에 투르크인 군주

(atabeg)였던 자인 앗 딘(Zaīn al-Dīn ‘Alī Kūchīk ibn Baktekīn)483)과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그의 아들 무자파르 앗 딘(Muẓafar al-Dīn)484)의 재임기간을 거치

며 형성된 것이었다(그림 4-17). 당시에 투르크인 군주들은 인공 언덕 위에 자리하

는 지휘부 성채의 성벽과 성문을 정비했다485). 또한 그들은 성채의 바깥으로 거주

483) H. Karīmīān and Z. A. Moḥammad, Shahr-i Irbīl dar Doūrān-i Islāmī (Tehran: Nashr 
Eḥsān, 2018), p. 48. 장기 왕조의 아마드 앗 딘(‘Amad al-Dīn Zangī, 1127-46 재임)이 모술 
군주로 임명했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모술에서 보냈고, 샤라프테킨 이븐 압둘라 알 자이
니(Saraftekīn ibn ‘Abd AlLah al-Zaīnī)와 무자히드 앗 딘(Muzāhid al-Dīn)에게 에르빌의 대
리 통치를 맡겼다. 그의 아들이었던 무자파르가 부임하기 전까지 두 사람이 성채의 토목공
사에 크게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484) 살라흐 앗 딘의 처남이다. 그는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뒤에 에르빌로 돌아와서 두 명의 
대리 통치자들을 몰아내고 군주에 즉위했다. 이후 성채의 외부 확장에 큰 역할을 했다.

485) K.. Nováček, N. A. Amin and M. Melaček, “A Medieval City Within Assyrian Walls: 
The Continuity of the Town of Arbīl in Northern Mesopotamia”, Iraq, Vol. 75 (Jan. 2014), 
p. 34. 연구자들은 지형, 발굴성과, 여행기록들을 살펴서, 아시리아 시기부터 도시의 외곽을 
두르는 성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밝혔듯이 흔적이 뚜렷하지 않아
서, 언제 사라진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무자파르 앗 딘이 지휘부 성채 바깥으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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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확장하여, 쿠르드인 외에도 아랍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처럼 다양한 사람들

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다486). 하지만 이와 다르게, 쿠르드 가문의 

군주들은 도시의 성벽을 새롭게 건설하지 않았고 , 지휘부 성채의 성벽이나 성문을 

강화하지도 않았다.

마르딘 성채
(연구자 촬영)

반 성채
(연구자 촬영)

비틀리스 성채
(연구자 촬영)

아마디야
(Artstor, 2017)

라완더즈 성채
(A. M. Hamilton, 1958, Fig. 24)

하산케이프 성채
(연구자 촬영)

표 4-4 쿠르디스탄의 주요 성채와 자연 지형 활용

내부지역의 군주들은 마르딘(Mardin), 반(Van), 비틀리스(Bitlis)처럼 자연 지형을 

활용하는 요새형 성채 강화에는 더욱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표 4-4). 이 성채

들은 마르완 왕조 외에도, 말레칸(Malekān), 자르키(Zarqī), 학카리(Hakkārī), 베틀리

시(Bitlīsī) 가문처럼 유력한 가문들의 사용이 확인되지만, 그들이 성벽과 성문 , 아

니면 도시 성벽을 보강했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 여기에 더해 쿠르드 군주들

은 천혜의 요새를 이루는 성채에서는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야 한다. 대표적으로 바흐디난(Bahdīnān) 가문이 수도로 이용했던 아마디야

(Amadiya)487)와 소란(Sorān) 가문의 라완더즈(Rawanduz)488) 성채는 가파른 산과 험

지역을 확장한 시기에는 별다른 기록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이른 시기에 외곽의 
성벽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86) H. Karīmīān and Z. A. Muḥammad, op. cit. (2018), pp. 48-51.

487) 아마드 앗 딘이 모술에 만든 성채들 중에 하나이며, 이후 쿠르드인 Bahā al-Dīm이 이곳에
서 지배 가문을 형성했다. 여기에서 아마디야와 바흐디난의 이름이 유래했다.

488) Kalūs(앞니 없는 사람)의 아들 ‘Eīsī는 산간에서 세력을 형성한 뒤에 라완산(Rawān) 성채
(dezh)를 정복하고 수도(Rawāndizh)로 삼았다. 그리고 빨간 돌(sang-i surkh)이 많은 이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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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한 계곡에 자리하는 자연적인 성채였는데489), 이곳의 쿠르드 군주들은 어떠한 

방어시설도 추가하거나 강화했다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그나마 15세기에 케이

파(Keīfā) 가문의 알 아딜 가지(al-‘Adil Ghāzī, 1377-1424)가 하산케이프490) 성채로 

올라가는 접근 통로의 중간에 문 하나를 만든 것이 눈에 띄는 성과였다491).

이와 같이 내부지역의 쿠르드인 군주들은 성채를 개조하거나 강화하는 일에 관

심이 많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들이 정복한 성채가 이미 충분한 방어시설

을 갖추었거나 험준한 자연 조건을 활용하고 있어 성채를 더 이상 강화해야 할 필

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르완 가문이 디야르바크르의 파괴된 성벽

을 수리한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었고 , 다른 지역에서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기존 성채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내부지역의 쿠르드 군주들은 이미 존재하던 지역에 전하는 성채

의 권위형식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

사람들(Sorān)에서 가문명이 유래했다(B. M. Rūḥānī, op. cit., 1992, pp. 379-80).

489) A. M. Hamilton, op. cit. (1958), p. 160. “(아마디야 주변에서) 돌출된 바위 때문에, 우리
의 식량 상자들이 노새의 등에서 절벽으로 추락했고, 그것들은 공기를 가르며 계곡의 밑바
닥에 있는 참나무 위로 떨어졌다. 언제나 그랬듯이 동양에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하
인들은 노새를 비난했고, 노새는 하인을 비난했다. (이후) 다행히 그 노새는 좁은 길에서 균
형을 잡았고, 우리도 하루 정도 일행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식량이 남아 있었다. 
쿠르디스탄 산간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소한 일들을 견디는 법
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오! 알라! 맥주는 떠나 버렸다.”

490) 아랍어로 fort를 의미하는 ḥiṣn과 가문명 Keīfā가 합쳐진 지명이다. 이 가문은 아이유브 술
탄의 마지막 후손으로 여겨진다.

491) M. Meinecke, Patterns of Stylistic Changes in Islamic Architecture: Local Tradition 
versus Migrating Artist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6),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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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건설성채의 성벽 축약과 산간의 자연성채 인식

내부지역의 쿠르드인 군주들은 정복한 성채 외에 새롭게 만든 성채도 사용했다. 

17세기경부터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건설성채는 일부 지배가문들이 산간지역을 

벗어나 폐허가 된 옛 성채를 재건하거나 작은 마을을 확장해 만든 정치적인 수도

였다 . 그들이 건설한 성채는 주변의 다른 가문과 경쟁하며 세력을 키우던 시기에 

사용한 산간 성채와 성격이 달랐고, 다른 무슬림 도시에서 사용되는 군사적인 목

적의 성벽이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림 4-18 1896-99년 아르달란 가문의 사난다즈 성채 (A. Muḥammadzāda, op. cit., 2015, p. 69)

그중에 아르달란(Ardalān) 가문의 사난다즈(Sanandaj)492) 성채는 가장 이른 시기

의 사례로 생각된다(그림 4-18). 이곳은 성채가 건립되기 전까지 ‘황금 신발’을 의

미하는 자린켑쉬(Zarīn Kefsh)493) 부족의 사람들이 살던 작은 마을이었다494). 이후 

아르달란의 술레이만 한(Suleīmān Khān, 1636-55 재임)이 이곳에 와서 시네(Sine)라

고 부르는 언덕 위에 지휘부 성채(dezh)를 세우고495), 그 주변에 관청(‘emārat), 연

492) 현재 이란 코르데스탄주(Kordestan Province)의 사난다즈(Sanandaj)에 위치한다.

493) Kefsh-i Zarīn으로 다르게 불리며, ‘금색 신발’을 뜻한다.

494) B. M. Rūḥānī, op. cit., Vol. 3 (1992), p. 239; Muḥammad Mardūkh, Tārīkh-i Kurdistān 
wa Kurd (Sanandaj: Neshr Shūwān, 2016), p. 304.

495) ‘Alī Akbar Vaqāye’negār Kurdistānī, op. cit. (2001), p. 30. 사난다즈(Sanadaj)는 언덕 이
름 시네(Sine)와 페르시아어로 성채를 의미하는 데즈(dezh)가 합쳐진 지명으로, 시네 언덕의 
성채라는 의미이다. 이후 대부분의 사료에서는 Sine, Sıne만으로 기록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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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tāllār), 모스크(masjid), 시장(bāzār), 공용욕실(ḥamam), 지하수로(qanāt)와 같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건설한 뒤에496), 1636년부터 가문의 수도 성채로 사용했

다. 이 시기부터 아르달란의 군주들은 사파비 왕조와 친밀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의 통치권을 공인받은 군주가 되어 자체적인 주화를 발행하는 등 독립적인 세력

을 과시했고, 대외적으로 아르달란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497).

하지만 사난다즈의 성벽

은 군사적인 목적에서 강

화된 장치는 아니었다. 이

곳에는 지휘부 성채와 가

문의 친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설치되었고, 나머

지 거주민들이 생활하는 

도시 외곽에는 별도의 방

어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

다498)(그림 4-19). 또한 사

난다즈에서는 언덕 위에 

자리한 지휘부 성채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과 타워가 있었지만 , 지금 남아있지 않

은 바깥 성벽에는 강력한 성문, 육중한 타워 , 넓고 깊은 해자, 경사면의 흔적이 확

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난다즈가 전쟁용 성채가 아니라 , 사피비 왕조를 위한 쿠

르디스탄의 정치와 행정 중심의 통치용 성채였기 때문이다499). 이러한 상황에서 

이곳의 성벽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지배가문과 거주민들 사이에 위상의 차이를 분

명히 구분하는 권위적인 상징물에 가까웠다500). 

496) Muḥammad Sharīf Qāẓī, op. cit. (2000/1), p. 28; Khusrow ibn Muḥammad Ardalān, op. cit. 
(1977/8), p. 31; Māh Sharaf Bent Abū al-Ḥassan, op. cit. (2013), p. 35; ‘Alī Akbar 
Vaqāye’negār Kurdistānī, Ḥadīqa-i Nāṣerīya wa Mirāt dar Jughrāfīā wa Tārīkh-i Kurdistān 
(M. R. Tavakolī ed., Tehran: Tavakoli, 2005), p. 30.

497) B. M. Rūḥānī, op. cit., Vol. 3 (1992), p. 239.

498) H. Alizadeh, “The Kurdish City of Sanandaj”, Journal of Kurdish Studies, Vol. 5 (2004), 
pp. 103-126; H. Alizadeh, “City Wall”, Building a Traditional Kurdish City, Palgrave 
MacMillan, 2021, p. 59.

499) EI, Vasilyeva, “The Kurdish city of Sanandaj: Ardelan’s Capital” (Paris: Conference 
Presentation, 2000, p. 5; H. Alizadeh, op. cit., 2021, p. 59. 재인용)

500) EI, Vasilyeva, op. cit. (2000, p. 8; H. Alizadeh, op. cit., 2021, p. 59. 재인용)

그림 4-19 1957년 사난다즈의 항공사진과 성벽 설치 구간

(이란 국토지리정보국 소장, H. Alizade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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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사파비 왕조의 샤흐 사피(Shāh Ṣafī, 1629-42 재임)는 아르달란 가문이 사

난다즈로 천도할 때 향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그들이 앞

서 사용하던 산간의 네 성채를 파괴하도록 명령했다501). 1734년에는 수브한 웨르

디 한(Subhān Werdī Khān, 1734-36)은 이곳에서 아프샤르 왕조의 나데르 샤(Nader 

Shah)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으며502), 이후 잔드 왕조와 카자르 왕조의 패권 다

툼이 치열해지던 시기에는 후스로우 한 2세(Khusrow Khān II, 1756-91 재임)이 전

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난다즈가 아니라 핫산아바드 성채를 재건했다503).

팔란간(Palangān) 핫산아바드(Hassanābād) 마리완(Marīwān) 잘름(Zalm)
봄 여름 가을 겨울

계곡 성채 언덕 성채 언덕 성채 언덕 성채?

(불분명)

연구자 촬영, 2017. 2. 17 Schmidt, 1940 ITTO 웹사이트 -

표 4-5 할로 한(Halō Khān)의 계절별 성채 사용

아르달란의 군주들이 전쟁에 대비해 사용한 성채는 팔란간(Palangān), 하산아바

드(Ḥassanābād), 마리완(Marīwān), 잘름(Zalm)이 대표적이다(표 4-5). 이 가문의 전

성기를 이끌었던 할로 한(Halō Khān, 1590-1616 재임)은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

조 사이에서 네 개의 성채를 계절별로 순행하면서 통치지역을 관리하기도 했

다504). 이 성채들은 공통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산간에 위치하여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유리한 특성이 있었다. 하지만 산 정상에 위치하는 핫산아바드, 마리

완, 잘름 성채가 성벽으로 보호되는 것과 다르게, 산간 계곡에 위치하는 팔란간에

는 성벽이나 성문을 비롯해 어떠한 인공적인 방어시설도 사용되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505). 이러한 특성의 팔란간 성채는 쿠르드인들이 가진 자연성채(Qal’a-i 

Ṭabī’ī)의 인식이 반영된 쿠르드적 사고의 결과물이었다506). 

501) Muḥammad Sharīf Qāẓī, op. cit. (2000/1), p. 28; Khusrow ibn Muḥammad Ardalān, op. cit. 
(1977/8), p. 31; Māh Sharaf Bent Abū al-Ḥassan, op. cit. (2013), p. 35; ‘Alī Akbar 
Vaqāye’negār Kurdistānī, op. cit. (2005), p. 30.

502) B. M. Rūḥānī, op. cit., Vol. 3 (1992), p. 245.

503) B. M. Rūḥānī, op. cit., Vol. 3 (1992), p. 251

504) Muḥammad Mardūkh, op. cit. (2016), p. 297. 

505) 최남섭, 앞의 논문(2019. 6), p. 160. “아르달란의 성채는 현재 팔란간 마을에서 남쪽으로 
200m 정도 거리에 있는 셰이흐 오마르 정원(Bāgh-i Sheikh ‘Omar) 인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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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1636년까지 아르달란 가문에서 사용한 팔란간 성채 (연구자 촬영, 2015. 7. 7)

아르달란의 역사가
바바 아르달(Bābā Ardal)
: 정착기

할로 한(Qalō Khān)
: 수도 사용기

술레이만 한(Suleimān Khān)
: 사난다즈 천도기

Muḥammad Sharīf Qāżī Maḥal-i Palangān Qal’a-i Palangān  .. Palangān
Khusrow ibn Muḥammad 
ibn Manūchehr Ardalān Palangān Qal’a-i Palangān ... Qalā’-i Ẓalm wa Palangān 

wa Ḥassanābād ...
Māh Sharaf Khānom Ardalān
(Mastūra-i Ardalān) Maḥal-i Palangān Qal’a-i Ẓalm wa Qal’a-i 

Palangān ke pāītakht ... bud. Palangān

‘Alī Arkbar Veqāye’negār 
Kurdestānī Qarīe-i Palangān Qal’a-i Palangān Qal’a-i Palangān

Mīrzā Shukr Allah Sanandajī Maḥal-i Palangān Qal’a-i Palangān Qal’a-i Palangān

표 4-6 아르달란 가문의 역사가들과 팔란간 성채의 인식

... 그리고 또한 전략적으로 칼후르(Kalhur)의 통치의 거점이었던 팔란간 마을(Qarīa-i 

Palangān)을 공격하여 빼앗고, 칼후르인들을 밖으로 내쫓았다. (이후) 이곳에서 독립적이고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1046 AP(1636/7 CE)년까지 사파비 왕조의 편에 서서 세력을 유

지했다. 팔란간 성채(Qal’a-i Palangān)를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괴하고, 사난다즈

(Sanandaj)에서 ....                 ‘Alī Akbar Veqāye’negār Kurdistānī, 2008, p. 30.

샤라프 앗 딘에 따르면, 팔란간은 칼후르 가문의 통치지역(Velāyat-i Kalhur)이었

지만 성채는 아니었다507). 이곳이 성채로 인식된 시기는 카자르 왕조 시기에 활동

506) 알리자데(H. Alizadeh) 교수는 사난다즈 성채에서 확인되는 쿠르드적 특성을 지휘부 성채
가 산에 위치하고 네 면의 성벽 중에 하나를 자연지형에 의지하는 방법을 예로 들었고, 이
것인 사산왕조 시대부터 이어진 산간의 쿠르드적 성채 전통이라고 설명한다(H. Alizadeh, 
op. cit., 2021, p. 58). 이와 다르게 연구자는 쿠르드적인 성채 특성을 인공적인 방어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지형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채이며, 이를 자연성채, 혹은 자연적인 성채로 
규정하고자 한다.

507) Sharaf al-Dīn ibn Shams al-Dīn Bītlsī, op. cit. (1998), pp. 8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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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르달란 가문의 사학자들이 남긴 저술이 발행된 이후부터이다(표 4-6). 그중에 

1800/1년에 카지(M. S. Qāżī)는 아르달란의 시조인 바바 아르달(Bābā Ardal)이 팔란

간 지역(maḥal)에서 세력을 키운 후에, 17세기에 가문의 전성기를 이끈 할로 한이 

팔란간 성채(qal’a)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했다고 서술하지만508), 술레이만 한

(Suleīmān Khān)이 사난다즈로 천도하면서 파괴한 팔란간에 대해서는 성채라고 표

현하지 않는다509). 1833/4년에 후스로우(Khusrow ibn Muḥammad)도 할로 한의 재

임기부터 팔란간을 성채라고 인식했으며 , 이후에는 잘름 성채와 같은 위상으로 이

해했다510). 마스투라 아르달란(Mastura Ardalān)511)도 같은 시기부터 팔란간을 성

채로 인식하지만, 아르달란 가문이 사난다즈로 떠난 뒤에는 성채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512). 쿠르디스타니(‘A. A. V. Kurdistānī, 1845-1900)와 사난다지(Mīrzā Shukr 

Allah Sanandajī, 1824-68)은 바바 아르달의 정착기에 팔란간을 각각 마을과 지역으

로 다르게 생각했지만 , 할로 한의 시기 부터는 팔란간을 모두 성채로 인식하는 공

통된 인식을 나타내었다513).

이와 같이 아르달란의 역사가들은 가문의 초기 역사에서 팔란간을 ‘지역

(maḥal)’이나 ‘마을(qarīe)’로 다르게 인식했지만, 공통적으로 할로 한의 재임기에

는 성채(qal’a)로 생각했다. 이러한 성책 인식은 물리적인 상태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할로 한과 동시대를 살았던 샤라프 앗 딘이 샤라프나마를 저술

한 이후에도 팔란간에는 성벽이나 성문, 혹은 그 외의 인공적인 방어시설이 건립

되지 않았다 . 이것은 현지인들이 성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물리적인 건축 특성이나 

입지 조건이 아니라 , 군주의 통치거점(mahal-i ḥakām)이나, 수도(pāītakht, dār 

al-Mulk)처럼 장소의 성격에 있었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쿠르드인 지배가문들이 

산간의 소규모 집단에서 지배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 그들이 생각하는 성채는 

508) Muḥammad Sharīf Qāẓī, Zubda-i al-Tawārīkh-i Sanandajī (M. R. Tavākolī ed., Tehran: 
Tavakoli, 2000/1), pp. 13, 20.

509) Muḥammad Sharīf Qāẓī, op. cit. (2000/1), p. 28.

510) Khusrow ibn Muḥammad Ardalān, Lubb-i Tawārīkh “Tārīkh-i Ardalān” (Tehran: Kānūn-i 
Khānevādegī, 1977/8), pp. 4, 20, 31.

511) 마흐 샤리프 하눔의 필명이며, ‘아르달란의 고귀한 여인(Mastūre-i Ardalān)’을 의미한다.

512) Māh Sharaf Bent Abū al-Ḥassan (Mastūra Ardalān), Tārīkh-i Kurdhā-i Ardalān (Sanandaj: 
Kurdistan Publication, 2013), pp. 20, 28, 36.

513) ‘Alī Akbar Vaqāye’negār Kurdistānī, ‘Ashāyer wa Īllāt wa Ṭavāyef-i Kurd (M. R. 
Tavakolī ed., Tehran: Tavakoli, 2001), p. 30; Mīrzā Shukr Allah Sanandajī, Tuḥfa-i Nāṣerī 
dar Tārīkh wa Jughrāfīyā-i Kurdistān (Tehran: Amīr Kabīr, 1996), pp. 91, 10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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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계의 보편적인 모습과 다르게 산간의 전통을 강하게 반영된 자연성채

(Qal’a-i Ṭabī’ī)의 모습을 띄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성벽이 축약되는 특성은 다른 가문의 건설성채에서도 확인된다. 그중에

는 칼후르 가문의 자완루드(Jawānrūd)514) 성채가 있다. 1636년에 아르달란 가문이 

팔란간을 떠난 뒤에 칼후르(Kalhur) 가문의 다르위쉬 베이그 1세가 지역의 정권을 

잡았고, 사피비 왕실과 혼인을 맺어 지금의 팔란간 마을 위치에서 세력을 키웠

다515). 이후 가문의 군주들은 샤호산의 협소한 계곡에서 서쪽의 자완루드 평원으

로 나와 세력을 확장했다. 당시 군주였던 사피 한(Ṣafī Khān, 1617-1727)은 이곳의 

한 언덕을 팔란가나(Palagāna)라고 명명한 뒤에 새로운 성채를 건설했다516). 이후 

사피아바드(Ṣafīābād)로 이름을 바꾼 이 성채에서는 성벽 건설에 관한 기록이 확인

되지 않으며 , 주변의 언덕에서도 강력한 성벽을 갖춘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칼

후르 가문의 군주가 성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

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대포와 총으로 전투 양상이 바뀐 시대적 

상황에서 불과 10km 거리에 그들의 세력 근거지였던 샤호산(Kūh-i Shāhō)으로 피

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진 성벽을 무리해서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샤흐리주르(Shehrazour)517). 대부분의 무슬림 도시들(Mohammedan towns)과 다르게, 이곳

은 성벽을 두르지 않는다. 집들은 평평한 지붕이고, 낮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지역의 추위

와 눈으로부터 잘 보호된다. 그러나 이곳의 거리는 모든 오리엔트 도시들처럼 불규칙하고, 

좁고, 더럽지만, 기후는 확실하게 좋다. 그리고 2만 5천명에 이르는 거주민들은 강인하고 

활동적이며 건장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험악하고 안색이 매우 어둡다. 

R. Mingnan, 1839, p. 284.

514) 현재 이란의 케르만샤주에 위치한다.

515)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1), pp. 127-8. 1636년에 아르달란 가문이 팔란간을 떠나고 
나서 칼호르의 Darwīsh Beīg I가 이곳을 차지했다. 그는 500m 북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
재의 팔란간 자리에 거주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샤라프 앗 딘은 그의 저서에서 칼후르 가문
의 거점을 팔란간 성채(Qal’a-i Palangān)로 기록했다(Sharaf al-Dīn ibn Shams al-Dīn 
Bītlsī, op. cit., 1998, p. 318).

516) M. Rūḥānī, op. cit., Vol. 3 (1992). 이후에 건립자의 이름을 따서, 사피아바드(Ṣafīābād)로 
바뀌었고, 현재는 자완루드(Jawānrūd)의 남쪽에 위치한다.

517) 샤흐리주르는 특정 도시가 아니라, 산간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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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년에 건립된 바반(Bābān) 가

문의 술라이마니야(Sulaymaniyah)에

서도 성벽은 설치되지 않았다 . 이곳

은 이브라힘 파샤(Ibrāhīm Pāshā, 

1783-87 재임)가 멜켄디(Melkendī)라

는 마을에 건립한 성채였다518). 외

드(W. Heude)가 남긴 그림 외에도

(그림 4-20), 1820-22년에 이곳을 방

문한 리치(C. J Rich)의 기록에도 성

벽과 성문은 없었다 . 이후 미낭(R. 

Mingnan)도 술라이마니야가 일반적인 무슬림 도시와 다르게 성벽이 없는 점을 특

이하게 생각했다519). 여기에서도 주변의 산간지역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술라이마니야의 주변에는 샤흐리주르(Shahr-i Zūr)라고 부르는 산간지역이 있으며, 

여기에는 지금도 다 밝혀지지 않은 건축 유적들이 무수히 분포하고 있다520). 그중

에는 바반 가문이 이전 수도인 칼라 추왈란(Qalā-i Chūwalān)521)도 포함된다522). 이

곳은 지명이 가리키는 의미와 다르게 현재까지 어떠한 성벽 유적도 확인된 적이 

없는 접경지역의 소규모 마을이다. 이곳은 1921년에 술라이마니야에서 외과의사

로 근무하던 핼리(F. M. Halley)가 주변 지리를 파악하기 전까지 유럽여행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복잡한 산세로 이루어진 자연성채이이며523), 바반 가문의 군주들

이 외부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산간의 피난지였다.

이와 같이 쿠르디스탄 내부지역의 군주들은 보편적인 성채와 다르게 성벽을 축

약하거나 생략했다. 대신에, 그들은 성채 주변의 피난지, 혹은 전투용으로 사용할 

518) 현재 이라크 술라이마니야(Sulaymaniyah)의 주도이다. 

519) R. Mingnan, op. cit. (1839), p. 284.

520) M. Alataweel, A. Marsh, S. Muhl, O. Nieuwenhuyse, K. Radner, K. Rasheed and S. A. 
Saberi, “New Investigations in the Environment, History, and Archaeology of the Iraqi 
Hilly Flanks: Shahrizor Survey Project 2009–2011”, IRAQ, Vol. 74 (2012), pp. 1-35.

521) 술라이마니야에서 북동쪽으로 17km 거리에 위치하는 Qalā Chwalān이다. 1784년에 바반 
가문이 술라이마니야를 건설하기 전까지 사용한 가문의 수도였다. 여기에서도 성벽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발굴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522) Mardūkh Rūḥānī, op. cit., Vol. 3 (1992), p. 457.

523) C. J. Edmonds, “Shar Bazhêr and the Basin of the Qalachuwalan”,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23, No. 3 (Sep., 1957), pp. 318-28.

그림 4-21 외드가 남긴 술라이마니야 성채의 그림

(W. Heude, op. cit., 1819,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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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산간성채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이러한 성채들은 계곡에 입지

하거나 인공적인 방어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성채로서, 쿠르디스탄 산간지역

에서 유래한 쿠르드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 이와 같은 성채 인

식은 쿠르드인 군주들이 정복한 성채의 강화에 무심한 태도에도 반영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 대부분의 쿠르드인 군주들과 그를 따르던 구성원들은 세력을 상실한 

뒤에 산간으로 흩어져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쿠르드인의 역사에서 특별한 상황

은 아니었던 것처럼 , 그들이 기존의 성채 형식을 그대로 재사용한 배경에는 외부

의 위협을 막을 수 없을 때 주변 산간으로 피난하는 방법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

다. 이러한 성격은 19세기부터 오스만 제국과 카자르 왕조에서 실시한 행정개혁과 

지방의 장악과정에 반기를 들고 독립투쟁을 했던 쿠르드인들의 근거지가 대부분 

접근하기 어려운 산간이라는 점과도 상통한다고 이해된다524).

524) S. Maisel, op. cit. (2017), pp. 234-5. 1880-82년에 Sheikh Ubeydullah의 Nehrī, 1918-20년
에 Simko Shekak의 Urmīya, 1925년에 Ja’far Sulṭān의 Hawrāmān은 모두 산간에 위치하는 
반란의 근거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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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대모스크와 마드라사의 지역형식 모방

쿠르디스탄의 내부지역에서 지배가문들이 건립한 모스크와 마드라사의 실물은 

11세기 후반부터 확인된다. 이때는 1071년에 셀주크 제국의 투르크인들이 만지케

르트 전투(The Battle of Manzikert)에서 기독교를 추종하는 비잔틴 제국을 격퇴한 

이후 이슬람 시설의 건립이 활발해진 시기였다525). 당시부터 쿠르드인 군주들이 

대모스크와 마드라사를 건립한 기록이 다수 전하지만 현존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

이며 그마저도 유적으로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 특성이 

확인되는 대상을 살펴보면 그들은 독창적인 쿠르드식의 건축을 추구하는 대신에 

동시대에 통용되던 권위형식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들이 받아들인 기념비건축은 아이유브나 잔드 왕조처럼 이슬람 세계의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보편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세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공

유되던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4-22 아니의 마누체흐르 모스크 사진과 평면도

(VirtualANI. “The Mosque of Minuchihr”)

그중에 1086년에 셰다디안(Shedādīān) 가문의 마누체흐르(Manūchehr, 1064-1110)

가 아니(Ani)에 건립한 마누체흐르 모스크는 아르메니아식 건축 전통을 이용하는 

특징이 확인된다 . 1064년에 그의 부친인 아부 알사와르 샤우르(Abū al-Sawār 

Shāūr, ?-1066/7)가 셀주크의 투르크인들과 함께 아니를 정복하고 지역의 통치권을 

525) A. Boran, op. cit. (2001), pp. 2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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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마누체흐르에게 물려주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마누체흐르는 파괴된 아니

를 재건했는데, 당시 그가 만든 모스크는 아르메니아 왕가 출신의 모친에게 큰 영

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터키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이 모스크에서

는 아르메니아 교회에 적용되는 재료나 석재 가공법과 유사성이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이 모스크의 첨탑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별 모양의 패턴이 장식되어 

있다526). 현재 이 모스크는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

지만 , 마누체흐르는 아르메니아와 중앙아시아의 건축 전통을 결합한 모스크를 만

들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이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지배가문들이 디야르바크

르(Diyarbakr), 실반(Silvan), 디나와르(Dinawar) 등지에 모스크를 건립한 기록이 전

하지만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다527).

그림 4-23 핫산케이프의 술탄 술레이만, 코츠, 리즈크 모스크 평면도

(M. Meinecke, op. cit., 1996, Fig. 17, 18, 20)

이후 14세기에 쿠르드인들이 만든 모스크와 마드라사가 일부가 확인된다 . 그중

에 아이유브 가문의 마지막 술탄으로 알려진 알 아딜(al-‘Adil Ghāzī)이 핫산케이프

에 건립한 술탄 술레이만 모스크(Sulṭān Suleīmān Masjid)와 코츠 모스크(Koç 

Masjid)도 훼손된 유적이지만 건축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벽체와 지붕 구조가 부

분적으로 확인된다(그림 4-22). 두 모스크는 공통적으로 방형 마당과 여기에 면하

526)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p. cit. (Turkey, 2015), p. 31.

527) 10-13세기에 쿠르드인들이 건립한 건축은 대부분 현존하지 않는다. 마르완 왕조가 디야르
바크르의 Dağ Gate tower에 중측한 모스크가 확인되지만(Diyarbakr, op. cit., 2014, p. 57), 
Hasankeyf에 만든 타워와 Silvan의 도서관은 실체를 알 수 없다. 또한 Donbolī 가문의 
Amīr Suleīmān이 이란에서 건축가와 장인을 불러와서 만든 궁전(kākh)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B. M Ruḥānī, op. cit., Vol. 3, 1992,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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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완이 설치된 이란식 공간 구성을 따른다. 이와 다르게 리즈크 모스크(Rizq 

Masjid)는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지만 방형 마당에 면하는 이완이 없다 . 대신에 

여기에는 오스만식 모스크 공간의 초기형태로 알려진 다섯 칸의 돔 천장으로 된 

반외부공간과 ‘뒤집어진 T자형 평면’의 예배공간이 배치되었고, 실내에는 중앙의 

큰 돔을 중심으로 세 면에 작은 돔 천장이 설치되었다528). 하지만 핫산케이프 유

적에서는 마당과 열주실로 구성되는 아랍식 모스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4-24 비틀리스 샤라피야(Sharafīya Complex)의 미나렛과 평면도

(연구자 촬영, 2017. 12. 2; B. Açıkyıldız-Şengül, “Sharafiya Complex in Bidlis”, JOSR, Vol. 3, 
No. 21, 2018 Fig. 2.)

16세기에 들어와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의 경쟁기에 접어든 이후 지배가문

들은 양 제국의 권위형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 대표적으로 샤라프 앗 

딘의 조부인 아미르 샤라프(Amīr Sharaf ibn Shams al-Dīn, 1504-33 재임)는 비틀리

스에 샤라피야(Sharafīya)라고 부르는 종교복합시설을 건립했다(그림 4-23). 여기에

는 오스만식 모스크와 이란식 마드라사가 함께 사용되었으며529), 이 외에 단일 구

조체를 이루는 돔 천장의 묘실과 유사한 평면이 확인되지 않는 낙쉬반디

(Naqshbandī) 수피교단의 자위야(zawīya)530)도 포함되었다531). 여기에 더해 주변에

528) M. Meinecke, op. cit. (1996), p. 77. 실내공간의 중앙에 큰 돔이 자리하고, 주변으로 작은 
돔들이 위치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것은 ‘돔실형(Dome-chamber Type)’이나, ‘중앙집중형
(Centrally Planned Style)’이라고도 부른다.

529) Açıkyıldız-Şengül(2018)는 이곳을 ‘전통적인 열주식 모스크’로 규정했지만, 다섯 개의 돔 
천장 전실, 실내의 중앙돔, 그리고 주변의 작은 돔 천장을 보면 오스만식 공간의 모스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30) 낙쉬반디(Naqshbandi) 셰이흐의 수행공간이었지만, 여행자, 학생, 걸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었다고 알려져 있다(B. Açıkyıldız-Şengül, op. cit., 2018, p. 1188).

531) B. Açıkyıldız-Şengül, op. cit., 2018, p.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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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틀리스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공용욕실과 첨탑도 설치되었지만, 이곳에서도 

핫산케이프와 마찬가지로 아랍식 공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4-25 호샵의 하산 벡 마드라사 평면도와 유적 사진

(M. Top, “Hoşap Medreseleri”, Dünyada Van, No. 9, 1997, pp. 22-27)

비틀리시처럼 막강한 세력을 과시했던 유력한 가문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세력

이 작은 가문들은 인근지역에서 통용되는 건축형식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마

흐무디(Maḥmūdī) 가문의 핫산 벡(Amīr Ḥassan Beg, 1535-1585)이 호쉬압(Khōshā

b)532)에 예지디(Yezidi) 사원의 요소를 가미해 건립한 마드라사가 대표적이다(그림 

4-24). 예지디교는 하늘의 유일신과 인간세계를 연결해주는 말렉 타우스(Melek 

Taus)라는 천사를 숭배하는 소수종교이다 . 여기에서 숭배의 대상이 공작새 형상을 

하고 있어 , 예지디교의 신도들은 무슬림들에게 악마의 숭배자로 여겨져 박해받거

나 쿠르드인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 사원에는 해가 뜨는 방향에 작은 감

실을 설치하는 특성이 알려져 있는데 , 핫산 벡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에 처음으

로 세운 마드라사의 내부에 이와 같은 감실의 설치 흔적이 확인된다533). 또한 하

산 벡이 사망하고 건립된 묘실에는 아나톨리아 동부에서 흔히 발견되는 뾰족한 

지붕이 얹혀졌다534). 이처럼 작은 세력을 보유한 지배가문이 수용한 권위형식은 

돔이나 이완처럼 고급 구조기술이 필요한 오스만이나 이란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만들기 수월한 권위형식을 수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심지어 그중에는 마을 건축을 모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 아르달란 가문의 군주들

532) 터키 반의 동쪽에 위치하는 도시이다.

533) 예지디(Yezidi)는 Melek Taus라는 공작새 형상의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이며, 신도들은 해
가 뜨는 동쪽에 감실을 만들어서 예배한다(Açıkyıldız-Şengül, op. cit., 2018, p. 375).

534) B. Açıkyıldız-Şengül, “From Yezidism to Islam: Religious Architecture of the Mahmudî 
Dynasty in Khoshâb”, Iran & the Caucasus, Vol. 20, No. 3/4, 2016, pp. 3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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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난다즈에 건립한 모스크들은 대부분 네 개의 나무 기둥과 평평한 지붕을 가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림 4-25). 이와 같은 모스크는 산간 마을의 토착적인 구

조법을 수용해 확장한 것으로서535), 아르달란 가문이 유래한 팔란간과 마르두흐 

가문의 근거지인 하우라만 타흐트에서 확인된다536). 쿠르드식(Kurdistani Style)이

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모스크는 평평한 지붕 , 전면 발코니, 네 개의 기둥이 특징이

며, 비자르(Bijar)와 사케즈(Saqqez)처럼 아르달란 가문의 세력권에 분포한다고 알

려져 있다537). 

그림 4-26 사난다즈의 라시드 갈라 벡과 도 미나렛 모스크 평면도

(M. E. Zarei, op. cit., 2018, pp. 29-42)

이와 같이 제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 내부지역의 쿠르드인 군

주들도 외부지역의 가문들처럼 대모스크와 마드라사를 위해 독창적인 권위형식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유브와 잔드 왕조에서 아랍과 

이란식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유되는 건축형식을 추구하던 것과도 달랐다. 내

부지역의 지배가문들은 아랍식 권위형식을 수용하지 않았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오스만과 이란의 권위형식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더해 

가문의 배경과 내력 차이에 따라 아르메니아 , 예지디 , 산간마을의 권위형식을 선

택했다. 이와 같이 권위형식의 모방 범위가 다양하여 내부지역의 모스크와 마드라

사에서는 지역색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535)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1), pp. 125-6. 

536) M. Ṣādeqīrād et al., op. cit. (2005), pp. 110-4.
537) M. E. Zarei, op. ci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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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족장 천막의 크기 확장과 공적 활용

4.3.1. 대형천막의 운영과 부족의 대표성 확보

[1838년 9월 4일] 술탄 아가(Sultan Agha)의 천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일찍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전 7시에 말에 올랐고, 9시가 되기 전에 야영지에 도

착했다. 우리는 움푹 파인 지역에 자리한 아르부준크(Arbuzunk) 마을을 지난 후에, 울퉁불

퉁한 땅을 지나서, 푸르른 언덕 중에 설치된 쿠르드 부족장의 천막에 도착했다. 그의 접대 

천막은 하나의 지주를 세우고 면으로 덮어서 만드는 투르크식(Turkish single-poled tent of 

cotton)이었는데, 에르주름의 파샤에게서 받은 것이다. 하렘(Harem)으로 사용하는 천막은 

거리를 띄어서 설치되었는데, 일반적인 형식의 검은 천막이었다. ... 그 부족장은 나를 투르

크식 천막(Turkish tent)에서 맞이하여 커피와 샤베트를 대접했다.

J. Brant and A. G. Glasscott, 1840, p. 412.

쿠르드 부족장들은 특정한 지역을 차지해 점령하는 대신에 계절에 따라 거주지

를 옮겨가며 생활하던 유목부족을 이끌던 사람들이었다 . 그들은 건축 재료와 형식

의 차이를 통해서 부족원들과 구별되는 위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먼셀(F. R. 

Maunsell)과 아인스워스(W. Ainsworth)가 목격한 부족장들은 부족원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나뭇가지를 구해와 오두막을 만들었던 것과 다르게 일정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검은 천막을 안정적으로 사용했다538). 또한 브란트(J. Brant)가 관

찰한 것처럼, 술탄 아가(Sultān Āghā)라는 부족장은 에르주름(Erzurum)539)의 파샤

(pāshā)에게서 받은 투르크식 천막(Turkish tent)을 손님 접대용 천막으로 이용했는

데, 그의 이질적인 천막은 소속 부족원들이 사용하는 쿠르드식 천막과 외형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540). 하지만 다른 형식의 천막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기록

에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예외적이었다. 대부분의 부족장들은 부족

원과 마찬가지로 쿠르드 형식의 검은 천막을 사용했다.

538) F. R. Maunsell, op. cit. (1901), pp. 138-139; W. Ainsworth, op. cit. (1841), p. 46.

539) 현재 터키의 에르주름 주의 주도이며, 쿠르디스탄 내부의 북쪽 경계에 위치하는 도시이다.

540) J. Brant and A. G. Glascott, "Notes of a Journey Through a Part of Kurdistán, in the 
Summer of 1838",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10 
(1840), p.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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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1930년대 알리칸 부족(Alikan Aşiret)의 천막 배치와 부족장 천막

(R. Cribb, op. cit., 1992, p. 148)

그림 4-28 1970년대 시르다쉬트(Shirdasht)의 야영지 두자라이(Duzaray)의 쿠르드 천막 배치

(P. J. Watson, op. cit., 1979, Pl. 9.2, Fig. 9.1)

그렇다고 부족장들은 그들의 천막이 돋보이기 위해 엄격한 위계와 방위 개념을 

적용한 기하학적인 천막 배치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천막은 다소 산만

하게 모여있는 천막들 사이에서 중앙 부근의 자리를 점유하거나541), 하천을 따라 

나란히 배치하는 천막군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다542)(그림 4-26, 27). 또한 부족

장들은 그들의 천막 주변에 화려한 장막을 설치하거나, 부족원과 경계를 짓기 위

한 벽체를 쌓지도 않았다. 그들은 천막의 크기를 가지고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존

재감을 표현했는데 , 이 단순한 방법은 외부인들에게 부족장의 존재를 알리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시엘(J. Shiel)이 50여 동으로 구성된 핫산늘루(Hesenanli) 부족의 천

막군 속에서 부족장의 천막을 한 번에 찾아내고543), 롤린슨(H. C. Rawlinson)이 푸

541) J. Shiel, op. cit. (1838), p. 88. 쿠르드 천막들은 일렬 혹은 유사 원형으로 배치했고, 부족장 
천막은 중앙 부근에 자리하였다. 쿠르드 부족들이 특정 개념을 적용하여 천막을 배치했다는 기록
은 전하지 않는다.

542) C. J. Rich, Narrative of A Residence in Koordistan and on the Site of Ancient Nineveh, 
Vol. 1 (London: James Duncun, 1836),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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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티 쿠흐(Pusht-i Kuh)544)에서 야영하던 쿠르드인들의 천막 중에서 잠시드 벡

(Jemshid beg)의 천막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천막의 크기 때

문이었다545). 

그림 4-29 1908년 밀리(Milli) 가문의 이브라힘 파샤와 그의 천막

(H. Grothe, Geograische Charakterbilder aus der asiatischen Türkei und dem südlichen 
mesopotamisch: iranischen Randgebirge (Puscht-i-kûh), Leipzig, Karl W. Hiersemann, 1909, Fig. 72)

부족장들이 사용한 천막은 보통 하나의 가구 구성원이 한 두 마리의 가축을 이

용해 옮길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다. 1908년에 그로테(H. Grothe)가 발행한 밀리

(Milli) 가문의 이브라힘 파샤(Ibrāhīm Pāshā)가 사용한 부족장 천막을 보면 , 나무 

지주의 높이가 대략 3m를 넘어서며 지주 사이의 거리도 여섯 명 이상의 사람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멀었다(그림 4-28). 다른 여행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

의 천막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여러 마리의 가축이 필요했다. 레이아드(A. H. 

543) J. Shiel, op. cit. (1838), p. 88. 

544) 지명은 ‘산의 뒤’을 의미한다. 현재 이곳은 이란의 로레스탄 주(Lorestān, Luristān)에 속하
며, 자그로스 산맥의 한 줄기인 카비르 쿠흐(Kabīr Kūh)의 서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산의 
앞’을 의미하는 피시 쿠흐(Pīsh-i Kūh)는 카비르 쿠흐의 동쪽에 위치한다. 

545) H. C. Rawlinson, op. cit. (1839),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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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ard)에 따르면, 이라크의 자브(Jab) 강 주변에서 머물던 셰이흐 살레흐(Sheīkh 

Ṣaliḥ)의 천막은 나무 부재를 제외하고 지붕만 옮기기 위해 낙타 세 마리가 필요한 

규모였고546), 모간(J. de Morgan)이 조사한 바피르 아가(Bapir Āghā)의 천막은 말 

여덟 마리로 나누어서 옮겨야 하는 크기였다547). 이처럼 부족장 천막은 부족원들

의 노동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는 대형 건축이었기 때문에 , 부족장의 

권력을 상징하는 권위건축이었다.

부족 혹은 부족장 이름 위치 천막의 크기 지주 개수 층수 출처

방랑하는 쿠르드인들의 부족장 반(Van) 호수 주변 15.24☓9.14m (50☓30ft) 9(3☓3) 1 J. M. Kinneir, 1818, pp. 374-5.

어떤 쿠르드 부족 유프라테스 강 주변 - 16(4☓4) 1 J. S. Buckingham, 1827, pp. 27-8.

라마단 셰이흐 알레포(Aleppo) 인근 10.97☓6.09m (36☓20ft) 24(6☓4) 1 J. S. Buckingham, 1827, pp. 30-31

아랍, 투르크멘인이 아닌 유목민 마자르(Mazar) 가는 길 - 약 40(?☓?) 1 J. S. Buckingham, 1827, pp. 271-2.

하산날루 호와르(Howar) 18.29☓?m (20☓?yd) 12(4☓3) 1 J. Shiel, 1838, p. 88.

잠시드 벡 푸쉬티 쿠흐(Pusht-i Kuh) 18.28☓12.19m (60☓40ft) 12(4☓3) 1 H. C. Rawlinson, 1839, p. 50.

살리흐 자브 강 주변(Kaaitli near the Zap) ? (낙타 세 마리로 운반) ?(4☓?) 1 A. H. Layard, 1853, pp. 144-5.

멩구르 부족의 바피르 아가 사우즈블락(Sauj Bulagh) 13☓5m (말 여덟 마리) 32(9,14,9) 1 J. de Morgan, 1895, pp. 32-34.

어떤 셰이흐 카라 다그(Kara Dagh) 주변 6.09☓4.57m (20☓15ft) - 1 F. C. Fowle, 1916, p. 50.

알리칸 부족장 넴루트 다그(Nemrut Dağı) 16☓9m 8(4☓2) 1 R. Cribb, 1991, p. 210.

푸쉬티 쿠흐의 발리 푸쉬티 쿠흐(Pusht-i Kuh) 30-50☓?m (100-165☓?ft) - 1 H. Nooraddin, 1997, p. 1591.

표 4-7 19-20세기 초 부족장 천막의 크기와 사용 지주의 개수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0. 7, 표 4. 수정)

반(Van) 호수의 북서지역에 ... 우리는 평원으로 내려가 2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방랑하

는 쿠르드인들(wandering Koords)의 야영지에 멈추었다. 그 강둑은 모라드 강으로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부족장의 천막 앞에 내렸는데,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미개한 야만인보다는 부드럽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 그의 천막은 (전면) 

길이가 50피트, 너비가 30피트 정도에 이르고, 검은 모직(woollen cloth)으로 만들었으며, 

9개의 작은 지주로 받치고 있었다. 벽들은 갈대와 자주색 실크로 함께 엮어서 만들며, 높이 

약 4피트였다.                                    J. M. Kenneir, 1818, pp. 374-5.

하지만 부족장 천막의 크기는 부족의 다양성 만큼이나 일정하지 않았다. 1813년

에 키네어(J. M. Kinneir)가 반 호수 인근에서 방랑하던 쿠르드인들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곳의 부족장 천막은 전면 길이가 약 15.24m(50ft)이며, 너비는 

9.14m(30ft) 정도였다548). 시엘(J. Shiel)과 롤린슨(H. C. Rawlinson)이 각각 확인한 

546) A. H. Layard, op. cit. (1853), pp. 144-5.

547) J. de Morgan, op. cit. (1894),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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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장 천막은 전면의 길이가 18m에 이르렀으며549), 19세기 말에 모건이 조사한 

바피르 아가의 천막도 길이가 13m 정도였다550). 크립(R. Cribb)이 아나톨리아의 동

부지역에서 확인한 알리칸 부족장의 천막도 전면 길이가 16m였다551). 1970년대에

는 누르 앗 딘이 이라크의 푸쉬티 쿠흐에서 거주민에게 들은 부족장 천막은 전면

길이가 무려 30-50m 정도인 초대형 건축이었다552). 이처럼 여행자들의 기록에 전

하는 부족장 천막의 규모는 전면 길이가 대부분 10m를 넘기고 있었지만553), 특정

한 규격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포울(F. C. Fowle)이 이라크의 카라 다그(Kara Dagh) 인근에서 밤을 

보낸 어떤 셰이흐(sheīkh)의 부족장 천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554). 

이 천막은 12가구로 이루어진 부족을 이끌던 부족장의 천막이었는데, 전면 길이가 

6m 정도에 그치는 작은 규모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막은 부족 내에서 가

장 큰 규모의 천막이었기 때문에 , 쿠르드 천막을 처음 경험한 포울도 쉽게 부족장 

천막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를 보면, 쿠르드 부족장의 천막은 절대적인 크기만

큼이나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했다고 볼 수 있으며 , 그 크기는 부족의 세력에 따라 

달라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잠시드 벡은 사심없는 친절을 베풀기 위해 자신의 천막으로 나를 초대한 뒤에, 외국에서 온 

손님(Firingi guest)555)을 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곳의 검은 염소털 

천막들은 부족원들(ra’yat)556)의 작은 오두막에서부터 부족장(Hakim)557)의 넓고 아득한 저

548) J. M. Kinneir, op. cit. (1818), pp. 374-5.

549) J. Shiel, op. cit. (1838), p. 88; H. C. Rawlinson, op. cit. (1839), p. 50.

550) J. de Morgan, op. cit. (1894), pp. 32-4.

551) R. Cribb, op. cit. (1991), pp. 210.

552) H. Nooraddin, op. cit., Vol. 2 (1997). p. 1591. 호시아르 누르 앗 딘이 푸쉬티 쿠흐에서 인
터뷰를 통해 전해 들은 부족장 천막이다. 현지 거주민이 천막의 규모를 과장했을 수도 있으나, 
부족장 천막의 규모를 고려하면 현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553)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0. 7), p. 92. 이 치수는 쿠르드인들의 주거천막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규모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554) F. C. Fowle, op. cit. (1916), p. 50.

555) 페르시아어 farhangī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단어는 보통 ‘문화적인(cultural)’을 
의미하지만, 물건이나 과일과 함께 사용할 때에는 ‘외국에서 온’으로 그 의미가 달라진다.

556)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에서 ‘소작농’을 의미하는 ro’āyā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는 부족장을 따르는 ‘부족원’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557) 통치자를 의미하는 아랍어이며, 여기에서는 부족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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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해당하는 다양한 크기의 천막들이 있다. 천막의 크기는 지주의 개수로 계산하는데, 종

종 10개, 혹은 12개를 사용하며, 각 지주 사이의 거리는 약 20피트(6미터) 정도에 이른다. 

이와 같이 큰 천막은 갈대 벽체로 나누어진 여러 공간을 가져서, 디완하나, 하렘, 하인 공

간, 부엌, 창고, 가축우리 등이 하나의 지붕 아래 놓인다. (중앙의) 디완하나 주변에는 부족

에서 만든 거친 카페트가 깔리고, 가운데에는 불을 피우기 위한 정사각형의 깊은 구덩이를 

판다.                                             H. C. Rawlinson, 1839, p. 50.

부족장 천막은 부족 내에서 가장 큰 지붕 천막을 가졌고, 이에 따라 사용하는 

지주의 개수도 가장 많을 수 밖에 없었다. 키네어가 경험한 부족장 천막은 9개의 

지주를 사용했고, 시엘과 롤린슨이 각각 목격한 부족장 천막의 지주는 12개 정도

로 비슷했다. 버킹엄은 각각 16개, 24개, 40여 개의 지주를 사용한 부족장 천막을 

경험하기도 했으며558), 모건이 실측한 바피르 아가의 천막도 32개의 지주를 사용

했다 . 크립이 조사한 알리칸 부족장의 천막은 버킹검이 기록한 천막과 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사용하는 지주는 8개 정도로 훨씬 적었다 . 이것은 알리칸 부

족장의 천막이 외벽을 돌로 쌓아서 지주를 생략했기 때문이며 , 이에 따라 사용한 

지주의 수도 주거천막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개에도 미치지 못했다559). 이처럼 

부족장 천막에서 사용하는 지주 개수는 보통 천막의 크기에 비례하지만, 천막을 

만드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편차가 존재했다.

... 1시 경에 젬부르(Zemboor)560)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우리는 그 주변의 높은 지대

로 올라가, 밤을 보내기 위한 캠프를 차렸는데, 우물들이 있어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

다. 여기에는 거의 집만큼이나 많은 천막들이 있었다. 부족장도 그 중에 하나에서 생활했다. 

그의 천막은 매우 큰 규모였고, 종횡 4열로 배치된 16개의 작은 지주로 받쳤는데, 지붕 위

로 솟은 지점들이 마치 아주 많은 중국식 돔(Chinese dome)처럼 보였다. 

J. S. Buckingham, 1827, p. 29.

[라마단 셰이흐(Ramadān Sheīkh)의] 천막은 약 30제곱피트의 면적이고, 하나의 큰 차양막

(awning)으로 만들어졌으며, 각각 6개씩 4열로 배치된 24개의 작은 지주로 받쳐졌다. 지붕

558) J. S. Buckingham, op. cit., Vol. 1 (1827), pp. 27-8.

559)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0. 7), p. 92. 주거천막에서 사용하는 지주의 개수는 보통 
10개를 넘지 않는다.

560) 꿀벌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zanbūr를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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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자리는 밧줄로 당겨져 땅에 박힌 말뚝에 고정되었다. 이 지주들은 각각 뾰족한 형태

를 만들어서, 천막의 외형이 여러 개의 우산 끝이나 작은 중국식 첨탑들처럼 보였다. 

J. S. Buckingham, 1827, p. 30.

그림 4-30 미낭이 왕관으로 인지한 쿠르드 천막

(R. Mignan, op, cit., 1839, p. 239)

하지만 부족장 천막은 형식을 공유하는 같은 부족 내에서 가장 컸으며 많은 지

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 지붕에도 가장 많은 돌출부를 가졌다. 이러한 형태는 외부

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버킹검은 16개의 지주가 만드는 지

붕 형태를 보고 중국의 돔을 연상했으며561), 또한 그는 24개의 지주가 만드는 지

붕을 여러 개의 우산이 꽂힌 모습과 중국의 작은 첨탑들로 묘사했다562). 이 외에

도 미낭은 천막의 지붕을 보고 왕관을 눌러 쓴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했다563)(그림 

4-29). 이처럼 부족장 천막은 단순히 크기를 확장해 부족원과 다른 위상을 표현했

고, 그 결과로 그들의 천막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붕의 돌출부를 가지게 되어, 외부

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상징적인 건축이 될 수 있었다.

561) J. S. Buckingham, op. cit., Vol. 1 (1827), p. 29.

562) J. S. Buckingham, op. cit., Vol. 1 (1827), p. 30.

563) R. Mignan, op. cit., Vol. 1 (1839),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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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디완하나의 공적 기능과 치장공간의 마련

부족장 천막은 페르시아어와 쿠르드어로 각각 디완하나(dīwānkhāna), 혹은 디웨

한(dīywexan)으로 부른다564). 이 명칭은 ‘치소, 행정시설’을 의미하는 ‘디완(dīwān)’

과 ‘집’을 뜻하는 ‘하나(khāna)’가 합성된 용어이며565),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부족장들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자, 부족의 통치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시

설이었다566). 마을이나 지역의 쿠르드 지도자들이 게스트하우스(mevānkhāne)567)를 

관리하며 외부에서 온 여행자들을 환대하는 것처럼568), 부족장들은 그들의 천막에

서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의무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바깥 세계의 소식을 

접하거나 교류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키네어, 버킹엄, 포터, 시엘, 롤린슨, 아인

스워스, 포울 외에도 다양한 외부인들이 부족장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그들의 천막

에서 밤을 보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569), 부족장 천막의 공적인 역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아무런 소개도 없이 부족장(amīr)570), 혹은 손님(guest)의 천막으로 갔다. 이것은 길

이가 20야드(18.28미터)나 되며, 느슨한 고리버들을 가지고 두 공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부족장과 손님이 머물렀고, 다른 쪽에는 부족장의 여성들이 살았다. 나는 실수로 

여성의 공간에 들어가서 부족장의 아들들로 보이는 네 명의 가까이 앉았다. 그들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으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내가 “살람 알라이쿰”이라고 인사해도 대답하지 

564)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0. 7), p. 89.

565) H. Wehr, op. cit. (1976), p. 303.

566) H. Soltanzadeh, <Khāna> dar Farhangī-i Īrānī (Mafāhīm wa Ba’ẓī az Kārbard hā) 
(Kashan: Daftarī-i Pezhūheshhā-i Farhangī, 2017), p. 49.

567) 페르시아어 mehmānkhāna의 쿠르드식 발음이며, 게스트하우스를 의미한다. 

568) M. Van Bruneissen, op. cit. (1992), pp. 81-2. 쿠르드인들은 외부인에서 손님들을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환대하고 접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 부족이나 마을에서는 아가(āghā), 베이그(beīg), 셰이흐(sheīkh)
와 같은 수장들이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것이 의무였다. 이러한 환대 
문화는 외부와 접촉이 많을 수 없었던 환경에서 비롯했다고 생각한다. 대중 매체가 발달하
기 전까지 쿠르드인들이 바깥 새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특별한 매체가 외부인이었으며, 
종종 그들로부터 얻는 선물들은 그들이 만들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부족장들은 외부 정보의 관리와 선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
은 전통적인 의무를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569)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19. 11), p. 154.

570) 아미르는 장군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이다. 시엘은 부족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아미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에서는 부족장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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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잠시 후에 어떤 쿠르드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조금도 화난 기색도 없이, 나가달라고 

청했다. 남자들의 공간에서는 열다섯 명이나 스무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중에 한 명이 “손님”이라고 소리쳤

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리사로 보이는 사람이 빵과 차가운 양배추, 그리고 커드571)와 꿀이 

담긴 저녁 식사를 나에게 주어서, 나는 배가 부르도록 식사했다.    J. Shiel, 1838, p. 88.

그림 4-31 술레이만 아가(Suleīmān Āghā)가 밀리(Milli) 부족장 천막에서 개최한 비정규군 총평회

(F. C. Cooper, 1850, The British Museum 소장)

또한 부족장 천막은 연회와 모임을 비롯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가 되기

도 했다 . 1850년에 레이아드(A. H. Layard)가 하부르(Khabur)572)에서 야영하던 밀

리(Milli) 부족장 천막을 경험하고 남긴 설명과 그림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573). 당시 오스만 군대의 술레이만 아가(Suleīmān Āghā)는 치치(Chichi) 부

족장의 천막에 머무르며 현지의 부족으로 구성된 비정규군을 관리하고 있었다 . 레

이아드 일행이 수일간 머무르고 나서 떠나려고 하자, 그는 지휘하던 밀리(Milli)와 

571) 우유를 응고시켜서 만드는 치즈의 일종이다.

572) 터키 남동부에서 시작해서 시리아로 흘러서 유프라테스 강과 합류한다.

573) 1850년에 쿠퍼(F. C. Cooper)가 그린 수채화에는 ‘Tent of the Chief of the Chichi Kurds’
라고 이름을 달았지만, 1853년에 레이아드(A. H. Layard)가 발행한 저서에 수록된 삽화에는 
‘The Tent of The Milli Chief’라고 다른 이름으로 표기했다(A. H. Layard, op. cit., 1853, 
p. 273). 두 외부인은 부족은 함께 생활하고 있어 혼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여행
기를 저술한 레이아드의 표기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밀리 부족장의 천막으로 
통일해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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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Chichi) 부족의 쿠르드인들과 셰랍빈(Sherabbean), 부가라(Buggara), 하릅

(Harb) 등의 아랍 부족원들을 밀리 부족장의 천막에 모아놓고 비정규군에 대한 총

평가회를 개최했다 . 이 행사를 위해 천막의 중앙에는 카페트를 깔아 술레이만 아

가와 레이아드처럼 주요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했고, 외부의 벽체는 모두 걷어내어 

현지 부족원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천막의 내부는 형형색

색의 천들로 장식되었고 , 참가한 쿠르드인과 아랍인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기도 했

다(그림 4-30). 

이처럼 부족장 천막은 주거와 행정 외에도 손님 접대와 연회 개최처럼 부족과 

관계된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공공시설이었다. 그러므로 헤이(W. R. 

Hay)가 설명한 것처럼, 당시 부족장의 천막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부족의 공동 

재산으로 여겨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574).

술레이만 아가(Suleīmān Āghā)는 치치 부족장의 넓은 천막 아래에서 생활했다. 겨울과 봄

에는 산자락의 저지대를 방랑하고, 여름에는 언덕 위에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쿠르드인 중에

서 특히 부족장들의 천막은 놀랄 만하게 크기이며, 카페트와 가구가 화려하다. 이 천막들은 

종종 네다섯 개의 공간을 가지는데, 얇은 나뭇가지나 갈대로 만든 벽체로 나뉘며, 여러 색

깔의 실로 수놓아 우아한 무늬와 패턴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벽체 위에는 카페트를 매달아 

공간을 완전하게 구분하고, 보다 작은 벽체들은 부족장의 부인들을 위한 사적인 공간을 감

싼다. 하렘의 나머지 부분은 카페트, 쿠션, 가구, 요리 도구, 버터를 만드는 가죽, 그리고 이

동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가득했다. 여기서 시녀들이 주인과 손님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한

다. 큰 부족장들의 천막에는 하인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으며, 암소와 망아지를 위한 칸

이 따로 있다.                                     A. H. Layard, 1853, p. 264.

실내공간 의미 사용자 / 용도

디완하나(dīwānkhāna) 통치시설, 관청 등 부족장 / 접대, 숙박, 행정, 연회, 회의 등

하렘(ḥarrem) 성스러운 장소 여성과 아이 / 생활

부속시설(-) - 기타 / 하인 공간, 가축 우리, 창고 등 

표 4-8 부족장 천막의 공간 구성과 성격

부족장 천막은 하나의 지붕 아래 갈대나 나뭇가지로 만든 벽체를 설치해 용도

가 다른 공간을 구분했다575). 그중에 디완하나라고 부르는 공간은 부족장 천막 전

574) W. R. Hay, Two Years in Kurdistan: Experiences of a Political Officer, 1818-1820 
(London: Sidgwick & Jackson, 1921), p. 127.

575)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19. 7), pp.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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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가리키는 명칭과 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 부족장이 대외적인 활동을 수행

행하는 다목적 공간이었다. 이와 다르게, 하렘(ḥarrem)은 부족장의 부인들과 아이

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며, ‘숨겨진, 감춰진 , 성스러운’을 의미하는 명칭처럼 사방이 

벽체로 둘러싸여 폐쇄적인 공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576). 이 외에도 부족장 천막

에는 하인의 공간, 가축우리 , 창고 , 부엌 , 작업실 등의 부속시설들이 위치했다(표 

4-8). 이러한 공간 중에 디완하나는 부족장이 외부세계와 접촉하고 세력을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

디완하나의 중앙에는 실내를 밝히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화덕을 설치하고 , 그 

주변에는 부족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문양의 카페트를 깔았다577). 안쪽의 벽체에는 

실크나 형형색색의 실을 이용하거나 카페트를 걸어 장식하기도 했다578). 또한 디

완하나에는 실크로 만든 쿠션과 방석들을 비치해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기

에 더해 부족장들은 반짝이는 서양식 커피포트와 커피잔을 사용하고, 유럽에서 제

작한 파이프를 피우며 부족원들과 구별되는 위상을 드러내기도 했다579). 

타푸(Tappu) ... 우리가 앉아 있는 큰 방은 커다란 불자리, 석판이 깔린 바닥, 맑은 물이 나

오는 샘이 있는 디완이 중앙에 있었으며, 이곳은 밝은 색의 실크와 거대한 향나무 보로 잘 

만든 지붕이 있어서 매우 즐거운 인상을 주었다. 

E. W. Noel, 1919 (S. Meiselas, 2008, p. 58)

그림 4-32 1919년 타푸 아가(Tappu Agha)의 디완하나

(S. Meiselas, op. cit., 2008, p. 58)

576) H. Wehr, op. cit. (1976), p. 171.

577) B. W. MacDonald, Tribal Rugs: Treasures of the Black Tent (Woodbridge: Antique 
Collectors' Club, 1997), pp. 193-209.

578) J. M. Kinneir, op. cit. (1818), pp. 374-5; A. H. Layard, op. cit. (1853), p. 264.

579)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2020. 7),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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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1950년대 셰이흐 셀림 베이(Sheīkh Selim Bey)의 디완하나

(P. H. Davis, "Lake Van and Turkish Kurdistan: A Botanical Journe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22, No. 2, 1956. 6, p. 164)

1919년 8월 27일에 영국군 소령 노엘(Major Noel)이 촬영한 타푸 아가(Tappu 

Agha)의 디완하나에서도 이러한 장식과 소품을 이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

며(그림 4-31), 데이비스(P. H. Davis)가 조사한 학카리(Hakkari)의 셰이흐 셀림 베

이(Sheīkh Selīm Bey)가 사용하던 작은 부족장 천막에서도 디완하나를 장식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32). 이러한 경향은 하렘이나 부속시설에서 확인되

지 않는 것처럼, 부족장들의 관심은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디완하나에 집중해서 다

른 위상을 표현했다. 이와 같이 소극적인 장식 사용은 조립과 해체를 통해 가지고 

다녀야 하는 천막의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부족장들은 천막

의 무게를 늘리지 않고, 필요한 공간에만 최소한 장식을 사용한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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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실내공간의 분할과 지역적 생활방식의 공유

부족장 천막은 여러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벽체를 이용해 용도별로 내부공간을 

나누었다.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족장 천막의 공간 구성은 공적인 기능을 담

당하는 디완하나와 나머지 공간의 배치 방식을 중심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뉘었다. 먼저 평상시에 디완하나와 하렘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일체식 구성이 있다.

반(Van) 호수의 북서지역에 ... 우리는 평원으로 내려가 2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방랑하

는 쿠르드인들(wandering Koords)의 야영지에 멈추었다. 그 강둑은 모라드 강으로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부족장의 천막 앞에 내렸는데,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미개한 야만인보다는 부드럽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 그리고 (천막의) 한쪽 

끝은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한쪽 끝은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있는 부족장에게 할당

했으며, 방문객들의 숙박을 위해 양쪽에 긴 직물을 걸어 주었다.

J. M. Kenneir, 1818, p. 375.

A-1) J. M. Kinneir, 1818, pp. 374-5 A-2) R. Cribb, 1991, p. 210

표 4-9 일체형 공간의 부족장 천막

이 형식은 주로 타우루스 산맥의 북부지역에서 확인된다. 그중에 키네어가 반

(Van) 호수 인근에서 확인한 방랑하는 쿠르드인들의 부족장 천막은 평상시에 내

부를 구획하지 않고 부족장과 여성들이 서로 다른 편에서 사용 공간의 위치만을 

구분해 생활했지만,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그들의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중간에 직물을 걸어서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다580). 이와 같이 통합된 공간을 가변

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크립이 조사한 알리칸 부족장의 천막에서도 확인된다 . 그

580) J. M. Kennier, op. cit. (1818), pp. 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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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천막은 키네어의 천막과 지주의 개수와 외벽 재료에 차이가 있지만581), 하나의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여행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 쿠

르드 여성들은 아랍, 페르시아 ,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 여성들과 다르게 외부에 노

출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 히잡을 쓰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그중에서도 특

히 교외의 마을이나 천막에서 생활하던 여성들은 얼굴을 드러내놓고 일생적으로 

생활했다582). 이와 같이 사용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일체식 천막은 쿠르드인

들의 개방적인 여성관에서 비롯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족장들은 디완하나와 하렘을 각각 앞과 뒤에 배치하는 전후식 천막

도 사용했다 . 이 형식에서 두 공간은 위치와 함께 벽체의 사용 여부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 앞서 언급한 균일한 공간의 일체식 천막과 대비되었다 .

이곳에는 거의 집들만큼이나 많은 천막이 있었다. 부족장 자신은 그중에 앞에 위치하는 천

막에서 생활했다. ... 그 천막의 앞쪽에는 여행자들을 접대하기 위한 개방된 공간이 있었고, 

뒤쪽에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다. 이 공간은 사방이 벽체로 둘러져 있었다. 그 벽체

는 갈대들을 검은 실로 대각선 방향으로 꿰매어 장식했다. 그 천막과 바깥쪽의 진입부에는 

침대, 쿠션, 카페트가 구비되어 있었다.

J. S. Buckingham, 1827, pp. 27-8.

[라마단 셰이흐(Ramadān Sheīkh)의] 천막의 앞쪽 절반은 전면과 측면이 열려있어 두 줄의 

지주들이 분명하게 보였다. 세 번째 열의 지주들은 갈대 벽체로 닫혀 있었고, 그 뒤쪽에도 

벽체로 막혀 있었다. 이곳은 사방이 같은 재료의 벽체로 닫힌 여성들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아주 오래전의 신전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이 천막들은 인간의 오래

된 거주지였기 때문에, 신에 대한 숭배의 장소가 아니었더라도, 석조 건축보다 먼저 존재한 

최초의 건축을 떠올렸다. 우리는 여기에 앞에 각각 6개씩의 두 줄의 기둥이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열린 포티코를 가졌고, 세 번째 현관문은 사방의 천막의 몸을 둘러싸고 있었다; 첫 

번째는 사원의 현관문에 해당하고, 마지막은 가장 멀리 떨어진 안티오크 신전의 현관들에 

대한 설계에서와 같은 성스러운 형태이다. 

J. S. Buckingham, 1827, pp. 30-1.

581) R. Cribb, op. cit. (1992), p. 210.

582) Q. M. Muhammad, op. cit. (2017), pp.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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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1) J. S. Buckingham, 1827, pp. 27-8. B-2) J. S. Buckingham, 1827, pp. 29-30.

표 4-10 전후형 공간의 부족장 천막

버킹엄이 알레포 인근에서 확인한 두 개의 천막은 평면의 크기와 사용한 지주 

개수에 차이가 있었지만, 종방향으로 전면 2칸에 디완하나에 자리하고 후면 1칸에 

하렘이 위치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가 이러한 공간을 경험한 뒤에 석조 사원의 

주랑현관(portico)과 성소(sancturary)로 비유한 것처럼583), 전면의 디완하나는 어떠

한 벽체도 가지지 않았고, 후면에 자리하는 하렘은 사면에 벽체를 둘러서 대비된 

성격을 보였다. 이와 같이 전후식 천막에서 개방적인 디완하나와 폐쇄적인 하렘이 

아랍어 명칭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 여성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

으려는 무슬림들의 보수적인 여성관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디완하나, 하렘, 부속시설이 횡방향으로 배치되는 횡렬식 천막이 있

다. 이 형식의 천막은 이라크와 이란이 접경하는 자그로스 산맥 일대에서 대부분 

확인되며, 세부적으로 디완하나가 측면에 위치하고 나머지 시설들이 순서대로 놓

이는 방식과 디완하나가 천막의 중앙을 차지하고 양옆으로 하렘과 부속시설이 자

리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부족장의 천막은 매우 크고, 지붕은 적어도 마흔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 그 천막은 기

다란 직사각형이었고, 두 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뉘었다. 그중에 하나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었는데, 여성들에게 적합한 공간이었다. 다른 하나는 앞뒤로 개방되어 있었고, 가운데 부

분은 하렘을 위해 막혀 있었다.                   J. S. Buckingham, 1827, pp. 271-2.

우리는 아무 소개도 없이 부족장, 혹은 손님의 천막으로 갔다. 이 천막은 길이가 20야드

(18.28미터)나 되며, 느슨한 고리버들을 가지고 두 공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583) J. S. Buckingham, op. cit. (1827),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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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장과 손님이 머물렀고, 다른 쪽에는 부족장의 여성들이 살았다.

J. Shiel, 1838, p. 88.

C-1) J. S. Buckingham, 1827, pp. 271-2. C-2) J. Shiel, 1838, p. 88. C-5) J. de Morgan, 1895, pp. 32-4.

표 4-11 횡렬식 공간-1의 부족장 천막

버킹검이 본 부족장 천막은 앞뒤로 벽체를 설치하지 않은 디완하나와 부속시설

을 포함하는 하렘이 각각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는 것처럼 비슷한 면적을 점유

했다584). 시엘의 눈에도 이와 비슷한 천막 공간이 포착되었다. 그는 전면길이가 

18m에 이르는 천막에서 디완하나와 하렘이 차지하는 크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두 공간이 길이 방향을 따라서 놓이고,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나뉘는 횡

렬식 천막의 특성을 기록했다585). 하지만 두 여행자는 디완하나와 하렘의 순서 대

해 정보는 전하지 않는데, 이것은 쿠르드인들이 좌우에 대해 뚜렷하게 위상의 차

이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바피르 아가의 천막에는 세 개의 공간이 있다. 첫 번째는 디완하나(diwankhane)이며 카페

트로 장식되었다. 여기에는 부족장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곳은 바깥으로 넓게 개방되

어 있었다. (그리고) 큰 공간은 나우말(new mal)586)이라고 부르는데, 가족들이 생활하는 전

용 구역이다. 이곳에는 여성과 가족 구성원 전체가 산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물건들을 보관

하는 작은 창고가 자리한다.                             J. de Morgan, 1895, p. 33.

이와 같은 횡렬식 천막에서 디완하나가 항상 천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은 아니었다 . 모건이 남긴 바피르 아가의 천막에 대한 설명과 도면을 보면 , 그의 

584) J. S. Buckingham, op. cit. (1827), pp. 271-2.

585) J. Shiel, op. cit. (1838), p. 88.

586) 보통 nāū māl이라고 부르며, 집을 의미하는 쿠르드어이다. 부족장 천막에서는 하렘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3

천막 내부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nāū māl)이 대부분이고, 디완하나는 여기에 

1/3정도의 면적만을 사용했다587). 그리고 모간도 디완하나의 위치가 가지는 의미

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 디완하나가 한쪽 측면에 위치하는 

형식에서 각 공간이 배치되는 순서는 위상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

한 배열은 공적인 기능의 디완하나가 외부와 접하는 면을 많이 가지기 위한 기능

적인 선택이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이 외에도 횡렬식 천막 중에

는 디완하나를 중앙에 위치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잠시드 벡은 사심없는 친절을 베풀기 위해 자신의 천막으로 나를 초대했고, 외국에서 온 손

님을 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 이와 같이 큰 천막은 갈대 벽체로 나

누어진 여러 공간을 가지고, 디완하나, 하렘, 하인 공간, 부엌, 창고, 가축우리 등이 하나의 

지붕 아래 놓인다. 중앙의 디완하나 주변에는 부족에서 만든 거친 카페트가 깔리고, 가운데

에 불을 피우기 위한 정사각형의 깊은 구덩이를 판다.    H. C. Rawlinson, 1839, p. 50.

하와르(Howar)588)의 천막들은 자브 강변의 고원에 있었다. ... 이곳의 셰이흐(살레흐, 

Saleh)는 나를 천막의 한 부분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나를 환영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나쁘지 않은 실크 쿠션과 부드러운 쿠르드 카페트(Kurdish carpet)가 깔려 있었다. 이 천막

은 일반적으로 아랍인들이 사용하는 천막보다 컸다. 흑염소털로 짠 천막만 해도 낙타 세 마

리에 실렸다. (천막의) 가운데에 여섯 개의 지주가 세워져 있었고, 양옆에도 같은 수의 지

주가 서 있었다. 밝은 불 주변에는 광택이 나는 금속제 커피포트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

은 몇 쿼트589)나 되는 채워져 있었고, 가장 작은 것은 홀로 온 여행자를 위한 작은 커피잔

을 다 채우지 못할 정도였다.                        A. H. Layard, 1853, pp. 144-5.

우리는 정상에 올랐는데, 거기에는 움푹 들어간 계곡에는 12개 정도의 천막이 설치된 쿠르

드인들의 야영지가 숨겨져 있었다. ... 안내인은 우리를 위해 이곳 사람들의 안장에 총을 겨

누고 몇 분간 대화를 나눈 뒤에 가장 큰 천막을 설치했다. 그것은 명백하게 셰이흐(Sheīkh)

의 천막이었다. ... 이 천막은 길이 20피트, 폭 15피트의 큰 천막이었고, 칸막이를 이용해 

다양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천막의 벽체는 매트로 만들어 공간을 구분했는데, 높이

는 약 5피트 반(1.67미터) 정도였다. ... 처음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서자, 여성들의 날카

587) J. de Morgan, op. cit. (1895), p. 33. 최남섭과 전봉희는 연구논문(2019. 7. 7)의 표 4에서 
디완하나와 나우말의 위치를 잘못 표기했는데, 본 연구에서 수정했다.

588) 현재 이라크 할랍자(Halabja) 주변에 위치하는 쿠르드인들의 거주지역이다.

589) 1쿼트는 약 1.13리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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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목소리와 소매를 잡아당기는 소리를 듣고는 하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그래서 

나는 천막의 반대편 끝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후줄근한 주인들과 좁은 공간에 어울리지 않

게 크고 멋져 보이는 말이 있었다.                        F. C. Fowle, 1916, p. 50.

C-3) H. C. Rawlinson, 1839, p. 50. C-4) A. H. Layard, 1853, pp. 144-5. C-6) F. C. Fowle, 1916, p. 50.

표 4-12 횡렬식 공간-2의 부족장 천막

디완하나를 중앙에 두는 천막에서 좌우에 위치하는 시설들은 일정하지 않았다. 

롤린슨이 기록한 천막은 들어가서 왼편에 가축우리와 하인의 공간이 있었고 , 그 

반대편에는 하렘 , 부엌 , 창고 등이 위치했다590). 하지만 포울이 밤을 보낸 어떤 셰

이흐의 천막에서는 하렘이 마찬가지로 오른편에 위치하는 반면에, 창고와 마굿간

의 위치는 상이했다591). 이 외에도 레이아드가 중앙의 디완하나 외에 다른 시설들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 디완하나 외에 다른 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특정한 방위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592).

이와 같이 쿠르드 부족장 천막의 평면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각 유형은 지역별로 분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일체형 천막은 타우루스 

산맥의 북부에서 확인된다 . 이곳은 현재 터키에 속하는 북부 쿠르디스탄에 해당하

며, 주로 쿠르만지어를 사용하는 쿠르드인들이 거주한다593). 전후식 천막은 알레

포와 다마스쿠스처럼 아랍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쿠르디스탄의 서부 끝단에서 발

견되었다. 이 형식이 이웃하는 아랍인들의 천막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소

수의 쿠르드인들이 이슬람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고안한 특수한 공간 구성이라고 

판단된다. 이 외에 횡렬식 천막은 남부와 동부 쿠르디스탄에서 주로 확인된다. 이

590) H. C. Rawlinson, op. cit. (1839), p. 50.

591) F. C. Fowle, op. cit. (1916), p. 50.

592) A. H. Layard, op. cit. (1853), pp. 144-5.

593) C. J. Edmonds, op. cit. (195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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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형식은 주류를 이루는 소란어 

사용자 외에도 남쪽에서 이웃해 생

활하는 루르인(Lurī)과 바흐티아리인

(Bakhtīārī)도 공유한다594). 그렇다면 

횡렬식 천막은 자그로스 산맥에서 

공유하는 지역형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내부공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던 푸쉬티 쿠흐의 부족장 천

막도 이 형식을 따라 계획되었을 가

능성이 크다595). 이처럼 천막 형식의 

분포는 쿠르드인들이 사용하는 방언

의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

를 보면, 부족장 천막의 공간 구성에서 나타나는 지역 특성은 인근 지역에서 생활

하며 말을 공유하게 된 집단이 유사한 거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슷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족장들은 쿠르드 형식의 천막 크기를 활용해 부족원과 구별되는 위

상을 표현했고, 행정 , 연회, 접대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공적인 디완하나에 한정해 

벽체 장식과 화려한 가구, 그리고 서양식 집기를 사용했다. 또한 그들은 쿠르드 형

식의 천막을 고수하면서도 , 지역별로 상이한 문화와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내

부공간의 인근지역에서 공유한 결과에서 비롯했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쿠르드 부

족장의 천막은 외형적으로 자체적인 권위형식을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외래

적 요소와 지역 특성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

594) A. Zargar, op. cit. (2004), p. 167.

595) H. Nooraddin, op. cit., Vol. 2 (1997). p. 1591.

그림 4-34 부족장 천막의 유형별 분포

(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19. 7, 그림 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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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이 장에서는 유형의 확장으로서 지배가문이 다른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 권위형

식을 성채와 이슬람 종교시설의 돌 건축 유형과 부족장 천막의 검은 천막 유형으

로 나누어서 각각의 유형이 권위형식을 수용하고 자체적으로 고안하는 특성을 비

교했다.

먼저, 이슬람 시대에 술탄이나 지역 군주처럼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자치세력을 

보유한 지배가문들은 지휘부를 보호하기 위한 성채(qal’a)와 함께 내부 무슬림 구

성원들을 통솔하기 위한 대모스크(masjid-i jāmi’)와 마드라사(madrassa)를 활용했

다. 그들이 사용한 성채는 언덕에 위치하고 둘레에 설치된 성벽으로 보호되는 중

동지역의 보편적인 성채 전통에서 속해 있었다. 여기에서 성벽은 지휘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로서 군사적인 기능 외에도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

고 있었다. 또한 대모스크는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 예배를 개최하는 종교적인 공

간이자 통치자를 공인하고 정책을 공표하는 정치적인 무대였으며, 마드라사는 이

슬람 법관을 양성하는 교육시설로서 무슬림 도시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건축이었

다. 이러한 종교시설들은 아랍 , 이란 , 오스만, 그리고 지역형식으로 구분되는 건축 

형식이 특징적이었다 .

먼저, 12세기에 쿠르디스탄의 외부지역으로 진출한 살라딘과 아이유브 가문의 

술탄들은 지중해 연안의 카이로(Cairo), 다마스쿠스(Damascus), 알레포(Aleppo) 등

을 점령하고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대비하여 언덕에 위치한 성채의 성벽, 

성문 , 해자, 경사면을 통해 인위적인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도시 외곽에도 성벽을 

신설하여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었다. 18세기에 잔드 왕조를 창립한 

라크 가문의 카림 한도 시라즈(Shiraz)를 장악한 뒤에 지휘부와 도시에 이중으로 

성벽을 둘러서 수도 성채를 만들었다 . 그는 아이유브 가문의 성채처럼 강력한 방

어시설을 구축하지 못했지만 성벽에 화려한 문양을 넣어 상징성을 강화했다. 이처

럼 외부에 진출하여 왕조를 설립한 지배가문들은 보편적인 성채를 구축하는 경향

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대모스크와 마드라사에서도 보편적인 권위형식을 추구했다. 아이

유브의 술탄들은 우마이야드 칼리프 시대에 건립된 대모스크를 재건하거나 증축

하는 과정에서 방형의 마당과 열주실로 구성되는 아랍식 모스크를 재현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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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첨탑(minaret)을 추가해 정복의 작은 흔적을 남겼다 . 이와 다르게 마드라사의 

신축을 위해서는 셀주크와 장기 왕조의 투르크인들이 이란 동부에서 가지고 온 

이란식 공간 구성을 사용했다. 셀주크 시대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이란식 마드라사

는 방형 마당에 여기에 면하는 볼트 천장의 이완(iwān) 그리고 돔실(chahār ṭāq)을 

갖춘 특징이 있었고 당시 지중해에서는 외래적인 형식이었다. 두 형식의 사용은 

아이유브 술탄들이 순나파 이슬람 제국의 계승과 셀주크 제국의 후계자임을 나타

내는 상징물이었다 . 이후 카림 한도 사파비 왕조의 이스파한 궁전을 모델로 하는 

성채를 만든 이후에 대모스크와 마드라사를 모두 이란식으로 건립한 것처럼, 외부

지역의 지배가문들은 그들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가장 정통성있고 보편적인 

권위형식을 수용해 성채와 이슬람 시설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와 다르게 내부지역의 지배가문들은 성채와 종교시설에서 지역형식을 추구하

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중에 마르완, 헤즈바이, 소란 , 말레칸, 자르키, 학카리 , 바흐

디난 등의 가문들은 디야르바크르(Diyarbakr), 에르빌(Erbil), 마르딘(Mardin), 비틀

리스(Bitlis), 반(Van), 아마디야(Amadiya), 라완더즈(Rawanduz) 성채를 점령한 뒤에 

부서진 성벽과 성문을 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문헌과 연구자료에서 확인되는 수리는 케이파 가문의 알 

아딜 가지가 핫산케이프(Hasankeyf) 성채로 오르는 길에 설치한 성문 하나가 거의 

유일하다. 이처럼 성채 강화에 무관심한 태도는 그들이 새롭게 건설한 성채에서도 

나타났다. 17세기에 아르달란 가문이 건설한 사난다즈(Sanandaj) 성채는 이중 성벽

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것은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지휘부와 외부 구성원의 위상 

차이를 나타내는 상징물에 가까웠다. 이후 칼후르의 자완루드(Jawanrud)나 바반의 

술라이마니야(Sulaymaniya) 성채가 새롭게 건설되었지만 두 곳에서는 모두 성벽이 

생략되었다 .

이처럼 내부지역에서 성벽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배경에는 지배가문의 군

주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인 성채(qal’a-i ṭabi’ī) 인식이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

채에는 언덕 위에서 성벽으로 보호되는 지휘부만이 아니라, 산간 계곡에 자리하는 

이전 군주들의 이전 거점도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계곡에 위치하는 팔란간

(Palangān) 성채나 칼라이 추왈란(Qal’a-i Chūwalān) 성채는 성벽이나 성문처럼 인

위적인 방어시설이 갖추지 않았지만 문헌과 이름에서 성채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

은 인식은 지배가문들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초기에 사용한 거점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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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이었고 , 유사시에 피난지, 혹은 전투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휘

부가 이용할 수는 잠재적인 거점이자 성채였다. 이러한 자연성채의 인식은 내부지

역의 산간 전통이 반영된 결과였고, 쿠르드인 군주들이 정복한 성채를 강화하는 

일에 무심한 태도에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내부지역의 군주들도 대모스크와 마드라사를 만들었지만 아랍식 대모스크처럼 

이슬람 세계의 보편적인 형식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

는 오스만 제국이나 페르시아 왕조의 권위형식을 모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셰다디안 가문의 마누체흐르가 아니(Ani)에 아르메니아식 모스크

를 건립하거나, 마후무디 가문의 핫산 벡이 호쉬압(Khōshāb)에 이슬람으로 개종하

기 전에 숭배했던 예지드 사원의 형식 일부를 적용하거나, 아르달란 가문에서 마

을건축의 특징 일부를 적용해 만든 쿠르드식 모스크처럼 , 인근지역에서 통용되던 

지역형식을 모방했다. 이처럼 내부지역의 지배가문들은 그들과 직접 관련되는 지

역의 권위형식을 모방하려는 태도가 강했다 .

이와 다르게 유목부족을 이끌던 부족장들은 성채와 같은 고정된 시설을 이용하

지 않고 주로 천막에서 생활했다. 그들은 종교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천막

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 내에서 권위형식은 부족장이 사용하는 천막에 

집중되었다 . 부족장들은 보통 외래적인 형식의 사용하거나 기하학적인 형태로 천

막을 배치하여 자신을 부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족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천막과 

같은 형식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큰 천막을 통해서 다른 위상을 나타냈다. 그들

이 사용하는 천막의 크기는 특정한 규격이 없었고 부족이 보유한 세력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컸다. 이와 같은 천막은 구성원 천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나무지

주가 사용되어 지붕 위로 돌출된 모서리가 많았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인상적인 

형태로 비춰지기도 했다 .

또한 부족장 천막은 치소와 행정시설을 의미하는 디완하나(dīwānkhāna)로 불리

는 것처럼 부족 내에서 연회와 모임, 손님 환대를 비롯한 공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였다. 이와 같은 행사는 부족장 천막과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내부의 디완하

나 공간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장식의 사용도 이곳에 집중되었다. 그 중앙에는 실

내를 밝히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화덕이 설치되고 , 그 주변으로는 부족을 상징

하는 문양을 수놓은 카페트가 깔렸다. 또한 안쪽 벽체에는 실크로 짠 천이나 형형

색색의 실을 매달아 장식되었고, 종종 카페트를 걸어 놓기도 했으며 , 실크 쿠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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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들이 비치되었다 . 이곳에서 부족장들은 반짝이는 서양식 커피포트와 커피잔

을 사용하고 유럽에서 제작한 파이프를 피우기도 했다. 이처럼 부족장들은 공적인 

공간에 집중하여 실내 장식과 집기를 통해 소극적으로 다른 위상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해체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천막의 이동성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

이 외에도 부족장 천막은 내부적으로 지역 특성을 공유했다 . 디완하나 공간 외

에도 여성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하렘(ḥarrem), 그리고 창고, 가축우리 , 하인방같은 

부속시설로 구성되는 천막은 각 시설의 위치 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 먼

저, 평상시에는 하나의 공간이었다가 필요시에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일체식이 

있다 . 그리고 디완하나가 전면에 위치하고 후면으로 하렘이 배치되는 전후식이 있

다. 또한 디완하나, 하렘 , 부속시설이 횡방향으로 배치되는 횡렬식이 있다. 각 유

형의 분포가 각각 쿠르디스탄의 북부, 서부, 남부에 나뉘었던 것은 각 지역에서 공

유하는 천막의 구성 방식이 공유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

이와 같이 돌 건축과 천막 유형은 다른 방식으로 권위형식을 수용하고 고안했

다. 성채와 종교시설이 장소에 의존하는 고정식 건축에서는 쿠르드적 형식을 적용

되지 않는 대신에 동시대에 세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통용되던 고급문화가 차용되

는 경향이 강했다 . 외부지역의 아이유브와 잔드 가문은 이슬람 세계의 보편적인 

권위형식을 수용했고, 내부지역에서는 산간의 전통에 영향을 받아 지역형식을 모

방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다르게 부족장 천막은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는 천막 

유형의 확장형으로서 부족의 형식을 고수하며 상대적인 크기로 다른 위상을 표현

했고 , 이동성을 고려하여 장식과 집기 수준에서 외래적 요소를 수용했다.

그러므로 장소에 의존적인 돌 건축 유형은 지역 전통의 권위형식을 수용하는 

경향이 컸고 ,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는 천막 유형은 자체적인 형식을 변형하지 않

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외래적 요소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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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근대 자치세력의 몰라과 권위형식의 쇠락

5.1.1. 쿠르드 성채의 변질과 부족장 천막의 소멸

쿠르드 지배가문들은 19세기 중엽부터 오스만 제국과 이란의 카자르 왕조에서 

단행한 행정개혁의 여파로 계속해서 쇠락해 갔다 . 이후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에 패전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재편하기 위해 체결된 세브르

조약(Treaty of Sèvres)(1920)의 원칙에 따라 독립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터키 독립군이 전세를 역전하고 민족자결주의를 무효화하는 

로잔 조약(Treaty of Lausanne)(1923)을 체결해 쿠르드인들의 꿈은 무산시켰다. 

이후 1923년에 터키를 시작으로, 1925년에 등장한 이란의 팔레비 왕조 , 1932년에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이라크 ,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립된 시리

아가 쿠르디스탄을 나누어 가졌고 , 쿠르드인들도 서로 다른 국가로 나뉘어 편입되

었다 . 이 과정에서 그들은 반란과 민족운동을 통해 저항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 

결과로 지금처럼 타민족이 세운 근대국가와 갈등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비국가적

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림 5-1 근대국가 등장 이후 성채와 부족장 천막의 쇠락

이에 따라 쿠르드인이 세운 지배가문들은 세력을 잃고 해체되었고, 그들이 지역

과 부족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하던 성채와 부족장 천막도 이전과 같은 위상을 유

지할 수 없었다 . 그들의 두 건축은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몰락하는 과정

에도 차이가 보였다 . 먼저, 돌로 만든 성채는 기능을 상실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

지만 , 국가 중심의 사관에서 쿠르드인의 민족 전통으로 이해되지 못했다. 역사적

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성채들은 국사의 일부에 자리했고, 그중에 일부는 세계유

산목록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06년에 아이유브



213

의 살라딘이 십자군과 대적하기 강화한 성채는 ‘십자군의 성채와 살라딘의 요새

(Crac des Chevaliers and Qal‘at Salah El-Din)’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목록에 이름

을 올렸다 . 그가 사용한 성채는 11-13세기에 걸쳐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 

동안 유럽과 아랍의 요새형 성채가 발달되는 양상과 상호 교류를 나타내는 측면

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었다596). 여기에서 쿠르드인 술탄이 라틴어로 

성채를 의미하는 ‘크랙(Crac)’에 미친 영향으로 여겨졌다597). 여기에서 그의 출신 

배경이 주목받은 것은 유럽세계에 이슬람의 옹호자로 알려진 살라딘의 개인적인 

명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이 외에 다른 성채에서는 

쿠르드인의 출신 배경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 5-2 에르빌(Erbil), 디야르바크르(Diyarbakr), 아니(Ani)의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살라딘의 성채와 마찬가지로 시리아에 소재하는 다마스쿠스598)와 알레포599)의 

성채는 아이유브 가문의 술탄들이 성벽과 성문을 강화하고, 대모스크와 마드라사

를 비롯한 순니파의 종교시설들을 확충하여, 지금과 같은 성곽도시의 근간을 만들

었다 . 하지만 두 성채의 역사에서 쿠르드인 술탄의 건축적 성과는 언급되지 않는

596) Unesco, Crac des Chevaliers and Qal’at Salah El-Din (Accessed on 5th Dec. 2021, 
Retrieved from http://whc.unesco.org/en/list/1229)

597) République Arabe Syrienne, Châteaux de Syrie (Syria, 2005. 1), p. 44. “이 유적은 11세
기 전반기에 홈스(Homs) 출신의 장군(emir)이 쿠르드인의 군사적인 식민지를 설치한 뒤에 
처음으로 중요한 기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소는 중세와 현대 아랍의 문헌에서 쿠
르드인의 성채라고 불렸는데, 아마도 ‘크라트(Crat)’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유래했던 것으로 
보이며, 우리에게는 ‘크랙(Crac)’이라는 라틴어로 알려져 있다.”

598) Unesco, Ancient City of Damascus (Accessed on 5th Dec. 2021, Retrieved from 
http://whc.unesco.org/en/list/20) 

599) Unesco, Ancient City of Aleppo (Accessed on 5th Dec. 2021, Retrieved from 
http://whc.unesco.org/en/lis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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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라크의 쿠르디스탄 자치지구(KR)에 위치하는 에르빌 성채에서도 이러한 경

향은 계속된다 . 이곳은 청동기시대부터 오랜 시대에 걸쳐서 형성된 인공 언덕(tel)

과 오스만 제국에 소속된 도시 조직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평가된다600). 비록 

에르빌을 점령한 헤즈바니와 소란 가문의 군주들이 성채 강화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지만, 이곳의 인구 대부분을 구성하는 쿠르드인들의 민족적 특이 쿠르드 직물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노래와 옷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수긍하기 어렵

다601). 또한 터키의 디야르바크르(Diyarbakr) 성채는 아미다(Amida)라고 부르는 언

덕에서 최초의 거주 흔적이 확인된 이후 로마시대에 이르러 지금처럼 내성과 외

성의 구조를 갖추었고 , 이어서 점령한 사산 왕조, 비잔틴 제국, 아르투크 왕조 , 셀

주크 제국, 사파비 왕조, 오스만 제국에게 중요한 도시였다. 이곳에 남아있는 성벽

과 중간, 성문, 망루과 같은 시설 외에도, 여러 점령 세력이 남긴 문자기록들이 문

화유산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602).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르완과 아이유브 

가문의 군주들의 흔적들을 제외하고라도 , 이 성채의 최초 거주자로 알려진 아미드

(Amid)라는 쿠르드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603). 이 외에 터키의 아

니(Ani) 유적은 7-13세기에 기독교와 이슬람 왕조의 중세 건축들이 건축적으로 다

양한 혁신을 보여준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이 되었다604). 이곳은 1064년에 

셀주크의 알프 아르슬란(Alp Arslan)이 점령한 후에 이슬람화되었는데, 당시 지역

의 정권을 물려받은 셰다드 가문의 마누체흐르(Manūchehr)가 터키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모스크를 건립했다 . 그가 만든 모스크는 쿠르드인 군주가 아르메니아 왕가 

출신의 모친에게 영향을 받아 만든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605). 하지만 그의 

600) Unesco, Erbil Citadel (Accessed on 5th Dec. 2021, Retrieved from 
http://whc.unesco.org/en/list/1437)

601) Kurdistan Region, Nomination of Erbil Citadel for Inscripti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Vol. 1 (Iraq, 2012. 12), pp. 99, 144.

602) Unesco, Diyarbakır Fortress and Hevsel Gardens: Cultural Landscape (Accessed on 5th 
Dec. 2021, Retrieved from http://whc.unesco.org/en/list/1488)

603) Diyarbakır, op. cit. (2014), p. 29. 쿠르드인들은 디야르바크르의 작은 언덕 위에 성채를 
처음 건립한 아미드(Amid)라는 사람을 쿠르드인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다. 이슬람식 이름 중
에서 아흐마드(Aḥmad), 혹은 하미드(Ḥamīd)와 유사하여 주목된다. 

604) Unesco, Archaeological Site of Ani (Accessed on 5th Dec. 2021, Retrieved from 
http://whc.unesco.org/en/list/1518)

605) 1064년에 그의 부친인 아부 알사와르 샤우르(Abū al-Sawār Shāūr, ?-1066/7)가 셀주크의 
투르크인들과 함께 아니를 정복했고, 지역 통치권을 아들인 마누체흐르에게 물려주었다. 이
후 어린 나이에 즉위한 마누체흐르는 파괴된 아니를 재건했는데, 아르메니아 왕가 출신이었
던 모친의 영향을 받아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평화롭게 지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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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는 첨탑에 사용된 별 모양의 패턴이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인들이 주로 사

용하는 전통이라고 평가되어 그들의 기원을 밝히는 단서가 되었다606). 이처럼 문

화유산으로 지정된 성채의 역사는 쿠르드인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다른 민

족의 역사로 대체되어 해당 국가의 역사 일부로 치부되었다 .

쿠르드인의 성채는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연구자들의 조사활동이 

제한적이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성채들은 불안정한 정세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

다. 터키에서도 학카리 , 육세코바, 

시이르트, 시르낙, 누사이빈, 킬리

스 등지의 성채에는 정부군이 주

둔하고 있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다. 이란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

르지 않다. 가장 많은 문헌기록을 

남긴 아르달란 가문이 사난다즈

로 천도하기 전까지 근거지로 사용한 핫산아바드의 성채에도 이란군이 주둔하고 

있어 현지 연구자들도 개인적으로 조사할 수 없으며, 문화관광부에서도 군으로부

터 허가를 받아야 발굴조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르드인들이 사용한 성

채는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해 쿠르드인의 성채들은 조사와 연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0세기 경에 돈볼리(Donbolī) 가문의 아미르 셰이흐 아흐마드 

베이그(Amīr Sheīkh Aḥmad Beīg)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떠나와 터키의 학카리

에 정착한 뒤에 바이 성채(Kale Bay)를 건립했다. 이후 가문의 군주들은 거점을 신

자로(Sinjar)를 거쳐서 호이(Khoy)로 옮긴 뒤에 19세기 말까지 세력을 유지했다. 이 

성채는 발흐(Balkh)의 아프가니스탄의 불교도 집단에서 유래한 돈볼리 가문이 압

바스 칼리프의 궁정에서 유력한 가문으로 성장해 권세를 누린 뒤에, 결국에는 몰

가 건립한 모스크는 아르메니아식 교회와 모스크의 형식이 절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606)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p. cit. (Turkey, 2015), p. 31.

그림 5-3 터키 마르딘(Mardin) 성채의 군사시설

(연구자 촬영, 2017.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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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여 쿠르디스탄으로 들어와 쿠르드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서이

다607). 하지만 터키에서 바이 성채는 지역의 몰락한 성채 중에 하나로서 역사적으

로 다룰 만한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

그림 5-4 돈볼리 가문의 바이 성채(Kale Bay)와 바라두스트 가문의 딤딤 성채(Qal’a-i Dimdim)
(T.C.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https://hakkari.ktb.gov.tr/TR-159090/kaleler-ve-gozetleme-yapilari.html; Muḥammad Pedrām, “Bar 
Farāz Dimdim”, Honar wa Mardom, No. 151, 1975/6, p. 44)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산간에 위치

하는 딤딤(Dimdim) 성채가 있다 . 이곳은 16세기에 바라두스트(Baradust) 가문의 아

미르 한 예크다스트(Amīr Khān Yekdast)608)가 사파비 왕조의 샤흐 압바스(Shāh 

‘Abbās)의 공격을 대비해 사산 왕조 시대에 폐허가 된 옛 성채(kohan dezh)를 재건

한 군사용 성채였다. 이곳에서 아미르 한은 4개월 동안 사파비 왕의 키질바쉬 군

대와 사투를 벌인 끝에 패했고, 그의 가문도 소멸되었다. 자키에 따르면, 당시의 

607) 돈볼리 가문은 압바스 칼리프 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보유했던 바르마크 가문의 야히야
(Yaḥīyā)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다. 이 가문은 9세기경에 하룬 알 라시드(Harūn al-Rashīd)에
게 쫓겨나 세력을 잃었고, 10세기에 이르러서는 가문의 후손인 아미르 셰이흐 아흐마드 베
이그(Amīr Sheīkh Aḥmad Beīg, ?-997/8)가 터키의 학카리에 이주해 와서 바이 성채(Qal’a-i 
Bāī)를 건립했다. 이후 그의 아들인 아미르 술레이만(Amīr Suleīmān, ?-1019/20)이 이라크의 
신자르(Sinjar)로 거점을 옮겼고, 이후 12세기 초에는 아부 알 무자파르 자파르 샴스 알 물
크(Abū al-Muẓafar Jafar Shams al-Mulk. ?-1140/1)가 이란의 호이(Khoy)로 진출한 뒤에 20
세기 초까지 세력을 유지했다(B. M. Rūḥānī, op. cit., Vol. 3, 1992, pp. 87-98. 요약).

608) 그는 사파비의 타흐마스브 1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르미아 일대의 통치권을 공
인받았다. 사파비 왕조의 편에서 소란 가문과 전투를 치렀고 한 손을 잃었다. 이 사건을 계
기로 ‘하나(yek)의 손(dast)’을 의미하는 ‘예크다스트’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이후에도 그
는 샤흐 압바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왕실로부터 황금으로 만든 손을 하사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샤흐 압바스가 오스만 제국과의 연이은 전투에서 고전하며 지원군을 요청했지
만,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하던 예크다스트는 연락을 받지 못해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이후 
둘의 관계가 틀어졌고 딤딤 성채에서 치열한 전투가 치러야 했다(B. M. Rūḥānī, op. cit., 
Vol. 3, 1992, pp. 349-55.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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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는 쿠르드인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이자 , 미래 세대가 잊지 말아야 할 

경이로운 순간으로 평가했을 만큼609), 쿠르드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적지이다 . 

하지만 이곳은 성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현재 위치를 확인하

기조차 어렵다. 칼라이 추왈란(Qal’a-i Chūwālān)도 수 세기 동안 아르달란 가문과 

경쟁하던 바반(Bābān) 가문의 초기 성채였지만 지금은 지명 외에 과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밝혀지지 않았다. 쿠르디스탄 전역에는 이처럼 아

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쿠르드인들의 크고 작은 성채들이 관리와 연구의 무관

심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림 5-5 핫산케이프 성채의 수몰준비 공사 (연구자 촬영, 2017. 12. 11-2)

그림 5-6 디야르바크르의 공원화 계획 조감도 (연구자 촬영, 2017. 8. 16)

이 외에도 쿠르드인의 성채들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토목사업으로 파괴되는 

경우도 최근에 있었다. 2019년 12월 25일에 케이파 가문의 핫산케이프 성채는 일

리수(Ilısu) 댐의 완공과 함께 수몰되었다. 이 댐은 티그리스강의 수위를 확보하여 

물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에 건설되었고, 이 과정에서 23개의 건축 유적을 

609) M. A. Zakī, op. cit. (1996), pp.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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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운반해 보존할 수 있었다610). 하지만 성채를 구성하는 

자연 암반은 수로를 정비한다는 이유에서 대부분이 폭파되었고 , 이와 함께 만년 

이상의 거주 흔적을 나타내는 인공적인 동굴들은 모두 콘크리트로 채워져 더 이

상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2015년 12월에는 디야르바크르에서 터키 정부와 쿠르

드 노동당(PKK) 사이에 교전이 있는데 , 당시 정부군의 폭격으로 성벽과 다수의 

시설들이 파괴되었다. 이후 터키 정부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파괴된 내부시

설은 재건하는 대신에, 미래에 재발할 수 있는 저항운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성채

의 내부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벽 안에 거주하

던 쿠르드인들은 외부로 이주하고 있어, 조만간 성채는 내부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없는 박제된 유산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쿠르드 지배가문이 사용하던 성채는 근대국가가 등장하고 행정기능

을 상실한 뒤에도 물리적으로 잔존했지만, 국가적인 역사의 일부분으로 흡수되거

나, 조사가 제한적인 군사시설로 이용되었으며, 중요한 유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의 어떠한 학계에서도 쿠르드인의 성채 , 혹

은 쿠르드 성채라는 개념이나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다 . 최근 알리자데(H. 

Alizadeh)처럼, ‘전통적인 쿠르드인의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연구가 시도된 적

이 있었지만611), 여전히 다루는 대상이 사난다즈에 집중해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이

와 같이 쿠르드 지배가문들이 사용한 다양한 성채들은 과거에 실존했지만, 독립국

가의 부재 속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쿠르드인들은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건축을 잃게 되었다 .

부족장 천막은 돌로 만드는 성채와 다르게 30년을 넘기지 못하는 지붕 천막의 

특성 때문에 사용자의 정기적인 관리 없이는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단수명 

건축이다. 이러한 천막은 사용자의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19

세기에 유목부족이 도시와 마을에 정착하는 경향이 증가하던 시대에 이미 쇠락하

610) “CJ ICM, ‘역사(歷史)도 옮긴다’ … 터키 고대유적 23개 통운송”, CJ대한통운 웹사이트, 2019. 
9. 25 수정, 2021. 12. 28 접속, https://www.cjlogistics.com/ko/newsroom/news/NR_00000591

611) 최근 들어, H. Alizadeh는 Building a Traditional Kurdish City: The Urban Morphology of 
Sanandaj (Singapore: Palgrave, 2021)에서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을 보완하여, 전통적인 쿠르
드 도시를 규정하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쿠르드인의 성곽 도시에 관한 전반적
인 상황을 살핀 것이 아니라, 이란의 사난다즈에 제한되어 있었고, 이란의 사난다즈에 제한
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가 언급한 사난다즈의 구성 요소는 성벽, 마할라, 성채, 바자
르, 정원, 차하르 바그, 광장, 공용욕실, 대상숙소, 교회, 대모스크 등을 포함하는 것처럼, 다
른 무슬림 성곽도시와 구성요소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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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 20세기에 근대국가들의 국경선이 설치된 후에는 유목부

족들이 통기설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거리 계절이동이 금지되어, 일년내

내 천막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외에도 부족장들은 국가의 관리체제에 편

입되어 자치세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장 천막도 디완하나(dīwānkhāna)

라는 명칭에 걸맞은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 조립과 해체에 필요

한 인력을 동원하기 어려워 물리적인 쇠락이 불가피했다 .

그림 5-7 무크리 부족의 바피르 아가와 사우즈블락(Saūjblāq) 야영지

(J. de Morgan, op. cit., 1895, Fig. 11, 12)

20세기 초까지 부족장 천막의 기능과 특성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초부터 유럽여행자들이 경험한 부족장 천막들은 구성원 천막과 구별되는 상대적

인 크기, 공적인 역할, 지역 특성을 수용한 공간구성, 실크 장식과 외래적인 기구

를 사용했다. 19세기 말에 무크리 가문의 바피르 아가(Bapir Aqa)612)가 사우즈블락

에서 사용한 천막은 상대적으로 크고 내부가 분할된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비슷

한 시기에 밀리 가문의 이브라힘 파샤(Ibrahim Pasha)613)가 비란샤히르 , 마르딘 , 디

야르바크르 , 우르파 등지에서 세력을 과시하며 사용한 천막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612) 바피르 아가는 무크르 가문에 속한 멩구르 부족의 수장이었지만, 생몰연대를 비롯한 다른 
정보는 전하는 바가 없다. 하지만 무크르 가문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카자르 
왕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우즈블락에서 강력한 세력을 구가하고 있었다. 1853/4년
에 이 가문의 아지즈 한(‘Azīz Khān)이 나세르 앗 딘과 아미르 카비르의 총애를 받으며 카
자르 왕조의 총사령관으로 부임한 뒤에, 그의 가문은 사우즈블락에서 지배권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력은 1914/5년에 그의 손자인 무함마드 후세인 한(Muḥammad Ḥuseīn 
Khān)이 오스만 제국의 군대와 교전 중에 사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B. M. Rūḥānī, op. 
cit., Vol. 3, 1992, pp. 371). 바피르 아가는 무크리 가문의 마지막 전성기에 살았으며,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613) B. M. Rūḥānī, op. cit., Vol. 3 (1992), p.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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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했다 . 1919년에 타푸 아가

(Tappu Agha)가 사용한 부족장 천막은 크기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 내부

에 실크로 짠 침구와 장막을 구비하고 , 바닥에는 반짝이는 대리석을 깔아, 다른 부

족 구성원들의 천막과 차이를 만들어 내었다.

그림 5-8 1967년 학카리의 쿠르드 부족 천막 (M. Özdoğan, op. cit., 2019, pp. 170-1)

그림 5-9 알리 칸 부족의 부족장 천막 (R. Cribb, op. cit., 1991, Fig. 10.7-9)

행정시설로서 부족장 천막은 근대국가의 등장 이후에 소멸했지만, 천막의 기능

과 특성 일부는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차용할 수 있었다 . 1950년에 셰이흐 셀

림 베이(Sheikh Selim Bey)의 천막은 다른 구성원의 천막과 크기가 다르지 않았고 

내부에도 특별한 장식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 여행자를 환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67년에 학카리의 산간 야영지(zomas)에서는 외래식 가구를 이용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천막을 구분하기도 했다. 당시 이곳에서 생활하던 두 부족은 목

초지를 두고 총격적을 불사하는 분쟁 중이었는데 , 독일에서 일하던 한 부족원이 

돌아와 지도에 각 부족이 사용하는 목초지를 규정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 외즈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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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Özdoğan)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당시 그는 천막 앞에 독일에서 가지고 온 책

상과 주전자 , 그리고 유리잔을 두어 군사기지처럼 임무를 수행하는 천막을 나타내

고 있었다614). 1980년대에 알리 칸 부족(Alikan Aşiret)의 부족장 천막은 분할하지 

않은 내부 공간을 가졌고, 특별한 장식 사용이 확인되지 않지만, 다른 구성원의 천

막보다 큰 크기로 위상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615). 누랏딘이 푸쉬티 쿠흐에서 인

터뷰한 내용에 따르면616), 현재 거주민들이 기억할 만큼 얼마 전까지도 이동생활

을 함께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위상 차이고 있었고, 그에 따라 천막의 크기와 용

도를 구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대에 들어와 정주화 

경향이 강해지고 경제 공동체

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주거용 

천막의 다양성은 약해져 갔다. 

이란과 터키에서 현장 조사한 

내용 중에서 네스탄(Nestān)617) 

마을의 거주민들은 여름에 30

가구 정도가 메이다니 초가

(Meīdān-i Chōgha)라고 부르는 

거주지로 올라가 검은 천막에

서 생활한다618). 그들의 천막에서 크기와 장식처럼 물리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으

며, 연구자처럼 외부인을 맞이하는 임무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달라졌다. 이처럼 부족장 천막의 잔존하는 특성은 위축된 주거천막에서 나타

나지 않으며 , 상업용 천막으로 일부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자완루드에

서 레스토랑으로 이용되는 천막은 주거용 천막과 규모 차이가 없지만 , 외부에는 

614) M. Özdoğan, op. cit. (2019), p. 170.

615) R, Cribb, op. cit. (1991), p. 210.

616) H. Nooraddin, op. cit. (1997), p. 1591.

617) 이란의 서아제르바이잔주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사르다쉬트(Sardasht)에서 동북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618) 과거 이곳의 마을인들은 콜칸(Qōlkān), 사카니얀(Sakānīyan), 바브나(Bābna), 구르체칼라
(Gu cheqāla), 메이다니 초가(Meīdān-i Chōgha ), 벨란가(Belaga)라고 부르는 다섯 곳의 여름 
거주지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12가구 정도 구르체칼라와 30가구 정도 메이다니 초가를 이용
하고 있다(현장조사, 2017. 7. 19; 8. 5). 

그림 5-10 메이다니 초가(Meīdān-i Chōgha)의 주거천막

(연구자 촬영, 201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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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형색색의 실로 장식되고 내부에서 지붕을 받치는 지부 상부에 장식된 목부재가 

사용된다. 또한 이란의 차하르마할 바흐티야리에서 숙박용으로 사용되는 천막을 

보면 ,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카페트, 실크 장막과 쿠션, 각종 편의기구 들이 사용

되었다. 이처럼 부족장 천막의 장식적인 요소들이 상업용 천막에서 축소되어 잔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11 이란 자완루드의 천막 레스토랑과 장식된 부재

(연구자 촬영, 2017. 3. 15)

그림 5-12 체험용 검은 천막의 실내 장식과 기구

(Būmgardī-i Malikābād, http://boomgardimk.ir/product/siahchador/)

부족장 천막은 근대국가가 등장하고 자치적인 유목부족이 해체되어 사라졌다. 

이후 그들이 사용하던 천막은 짧은 수명 때문에 유지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 이

후 부족장 천막이 가졌던 행정기관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공적인 기능 외에 크기, 

장식 , 기구를 사용해 위상 차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주거용 

천막에 잔존했다 .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동생활의 감소와 함께 주거천막에서 이러

한 면모가 나타나지 않지만, 부족장 천막의 일부 특성이 관광객을 응대하는 상업

용 천막으로 전해져 일부 특성이 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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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마을 모스크의 내향적 위상 표현과 잔존

쿠르드인으로 구성된 지배가문은 근대국가의 등장 이후에 소멸했고 , 그들이 사

용하던 성채와 부족장 천막도 몰락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부세계와 거

리를 두었던 산간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안한 종교시설이 위상을 잃지 않고 

권위건축의 명맥을 유지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이 이슬람으

로 개종한 이후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모스크에서 나타났다. 쿠르디스탄의 

여러 지역 중에 최근까지 토착적인 생활을 보존한다고 여겨지는 하우라만 지역에

서 이러한 모스크가 추구한 권위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들이 만든 모스크는 외

부세계와 다르게 ,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는 첨탑, 거대한 크기의 돔이나 이완 , 입

체적인 형태의 무카라나스 , 화려한 패턴을 적용한 아라베스크, 메카를 가리키기 

위해 강조한 미흐랍과 키블라 벽체를 만들지 않았다 . 여기에 더해 그들의 모스크

는 반짝이는 대리석과 황금같이 이질적인 재료도 사용하지 않았다 .

(티무르의 군대는) 여러 산맥을 지나 이틀 밤을 꼬박 달려서 목요일 아침에 콜라기

(Qōlāghī)619)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미르 티무르가) 자한아바르 초원에서 명령했다. “적들

이 달아날 만한 모든 길과 장소를 장악하여 지키도록 하라.” 그들은 하바샤(Ḥabashā)620)라

고 부르는 성채(qal’a)와 산보다도 견고한 여러 문을 가졌는데, 그곳에 이르는 길들은 극도

로 험준하고 좁았다. 투르크멘인들은 그 지역에 숨어 좁은 길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승전군

이 나아가 전쟁을 벌였다. ... 거만한 투르크멘인들은 일부 승전군(Manṣūr)이 가한 공격의 

위력을 보았을 때, 바로 영광스러운 라마단 월의 첫 번째 날 밤(1393년 7월 11일)에 가지

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두고 (하)우라만 산(Kūh-i Ūramān)에서 뒤쪽으로 무기력하게 달아

났다. ... 목숨을 구한 몇몇 도망자들은 상처를 입고 지친 채로 따뜻한 곳(Garmsīr)을 통과

해 달아났다. 그 지역에는 다른 성채(qal’a)도 있었는데, 신을 숭배하지 않는 이교도들의 무

리(Jamā’atī-i Ghabrān-i Bīdīn)621)가 모여 있었다. 사힙키란(아미르 티무르)은 그곳의 점령

619) 하우라만 타흐트에서 서북쪽으로 2.5km 정도 거리에 위치하는 언덕으로서, 다레키(Darekī)
와 카말라(Kamāla) 마을 사이에 위치한다. 카말라 출신의 아드난 아쉬나(‘Adnān Āshnā)에 
따르면, 이곳은 현재 거주민들 사이에서 ‘콜라기(Qōlagī)’, 혹은 ‘콜레기(Qōlegī)’라고 불리는 
지역이며, 지명은 하우람어로 ‘깊은 웅덩이’를 의미한다(인터뷰, 2020. 3. 21). 이 지명은 지
도에 표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다.

620) 하우라만 타흐트에서 동남쪽으로 12.5km 거리에 압바스아바드(‘Abbāsābād)라는 마을이 위
치한다. 이곳은 현지에서 하와사와(Hawāsāwa), 혹은 하사와(Hawāsā)라고 불리는데, 하우람
어에서 ‘하와스(hawas)’는 ‘압바스’에 해당하고, ‘아와(awa)’는 ‘아바드’를 의미한다. 이주연
이 박사학위논문에서 아바샤(Abāshā)라고 기록된 문헌을 언급하고 있는데(이주연, 앞의 논
문, 2020. 2, p. 545), 야즈디의 ‘하바사’는 압바스아바드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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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파괴를 명했고 즉시 하늘과 같은 군대가 그 주변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난 뒤에 전투가 

발발했다. (그곳을) 영원과 결합한 행운의 힘으로 점령했으며 성채의 주민들은 흙무더기로 

소멸되었다. 이곳을 점령한 사힙키란은 모든 왕자들과 함께 상서롭고 건강하게 되돌아와 콜

라기 초원(Dasht-i Qōlāghī)에 도착했다. 영광스러운 라마단의 열 번째 날(1393년 7월 20

일)에 귀환하기 위해 그곳을 출발했고, 밤 중에 나아가 월요일 아침에 아크사이(Āqsāī) 강

변에서 축복받은 유수진에 합류했다.

Sharaf al-Dīn ‘Alī Yazdī, Ẓafar-nāma

(S. S. M. Muḥammad ed, 2008/9, pp. 508-509; 이주연, 2020. 2, pp. 544-6. 교정)

야즈디(Sharaf al-Dīn ‘Alī Yazdī)의 자파르나마(Ẓafar-nāma)에 따르면, 1393년 

7월에 아미르 티무르의 군대는 투르크멘인들을 소탕하기 위해 하우라만 지역에 

들어와서, 그들과 이곳의 신앙심 없는 이교도들을 섬멸했다 . 하지만 내부적으로 

당시는 마르두흐 가문의 아미르 사이드(Amīr Sa’īd)가 하우라만 지역을 장악하고 

통치권을 확립한 번성기였다622). 그는 재임기간 동안 경제를 발전시킨 것 외에도 

이슬람을 지역에 정착시킨 뒤에, 하우라만 타흐트에 자신의 별칭을 딴 지아샤 모

스크(Masjid-i Jīāshā)를 건립하고, 주변 지역에도 다수의 모스크를 만들었다623). 하

지만 티무르의 군대는 열흘 동안 이곳을 관찰하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지명까지도 기록했지만, 이 시기의 거주민들을 무슬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우람인들의 모스크가 외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스크와 달랐기 

때문이다.

하우라만의 모스크는 험준한 산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규모와 사

621) 가브르(Gabr)는 쿠르드인 연구자들 사이에서 보통 이슬람 이전의 조로아스터교도들로 이
해된다. 술타니처럼, 이 단어는 점차 구르(Gūr)로 바뀌었고, 구란(Gūrān) 가문의 근간이 조
로아스터교와 관련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M. ‘A. Sultānī, Īllāt wa Ṭavāyef-i 
Kermānshāh: Gūran, Tehran: Neshr-i Sahā, 2001/2, p. 323). 하지만 가브르는 조로아스터교 
외에도 인도의 힌두교인들, 그리고 터키 동부의 유럽인들이나 조지아의 정교회 사람들에게
도 사용되었다(이주연, 앞의 논문, 2020. 2, p. 546).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야즈디는 가
브르를 비무슬림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622) 마르두흐는 그의 재임기간을 1298/9-1396/7년으로 보았고(Qāżī ‘Abd Allah Sheīdā 
Mardūkh, Tārīkh-i Salāṭīn-i Hawrāmān, A. Naẓīrī ed., Sanandaj: Por Tū Bīān, 2004, pp. 
119-124), 하우라미는 그가 1298/9-1469/70년에 지역을 통치했다고 설명한다(Muẓafar 
Bahman Sulṭān Hawrāmī, op. cit., 2007, pp. 386-387). 현재 두 견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아미르 사이드의 재임기간이 마르두흐 가문의 전
성기였고, 티무르의 공격을 받았지만 거주민들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623) Qāżī ‘Abd Allah Sheīdā Mardūkh, op. cit. (2004), p. 119; Muẓafar Bahman Sulṭān 
Hawrāmī, op. cit. (2007),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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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재료가 제한적이었다. 이러

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16세

기에 아르달란 가문의 전성기를 이끈 할로 

한(Halo Khān, 1590-1616 재임)이 사용한 

팔란간 성채 유적이 있다 . 하우라만의 남

단에 위치하는 팔란간 성채는 그가 외부의 

핫산아바드 , 잘름 , 마리완과 함께 계절별

로 나누어 사용한 성채 중에 하나였다624). 

이곳은 나머지 성채가 도시 주변의 언덕에 

위치하는 입지 특성과 다르게 , 샤호 산 동쪽의 탕기와르 계곡에 자리한다625). 이 

지역은 대부분이 가파른 경사지를 이루고 있어, 건물을 짓기 위해 석축을 만들어

야 했는데, 그 폭이 4m를 넘지 못했다626). 이 때문에 할로 한이 머무르던 처소와 

모스크 외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에 위치하는 하우라만의 다른 모스크들의 규모도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하우라만의 모스크는 거칠게 다듬은 돌 벽체와 평평한 흙지붕을 가져서 외부인

들의 눈에는 주거용 돌집과 잘 구분되지 않았다. 하우라만 타흐트에 전하는 피르 

샬리아르(Pīr Shālīyār)의 부엌에서 그 초기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피르(pīr)는 

성인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 이곳에는 이슬람 시대 이전에 99명의 피

르가 있었다고 전한다627). 그중에 피르 샬리야리는 ‘피르들 중에 피르(Pīr-i Pīrān)’

624) M. Mardūkh, op. cit. (2016), p. 297.

625) 13세기 초에 콜룰 베이그(Kollūl Beīg, 1209-31 재임)가 잘름 성채에서 천도한 이후, 팔란
간 성채는 아르달란 가문의 세력권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Alī Akbar Vaqāye’negār 
Kurdistānī, op. cit., 2005/6, p. 29). 이후 가문의 군주들은 핫산아바드와 마리완 등에도 성
채를 건립했고, 몽골이나 티무르처럼 강력한 제국이 정복활동을 벌여 수세에 몰릴 때마다 
그들의 세력권 내에 있던 성채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할로 한은 네 개의 주요 성채를 
계절별로 나누어 통치지역을 관할했다. 

626) 이곳의 석축이 처음 조성된 시기는 확인할 수 있는 문헌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M. 
Ṣādeqīrād & et al., op. cit., 2018, p. 1301). 하지만 1636년에 아르달란 가문이 사난다즈로 
천도하기 전까지 이곳을 거점으로 활용했던 아르달라 가문과 그 이전에 지배가문이었던 카
후르 가문이 점령하던 기간에 대부분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27) pīr는 페르시아어로 형용사 ‘늙은’을 의미하고, 명사로는 ‘노인, 부족장’ 정도의 지도자를 
의미한다. 하우라만 지역에서는 이슬람 시대 이전부터 성인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를 가리키
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현지의 연구자들은 조로아스터교의 마기(mogh)
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관한 문헌기록이 분명하지 않아 연구자마다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림 5-13 팔란간 성채의 석축과 최근 건립된 

콘크리트 블록 건물 (연구자 촬영,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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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불릴 만큼 가장 명망이 높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628). 지역에 전하는 이야

기에 따르면 , 먼 옛날 부하라(Bukhara)629)에는 바하르 하툰(Bahār khātūn)630)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가 있었는데 , 갑자기 말하고 듣고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왕은 

그녀를 치료하고자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그녀의 

부친은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공주와 혼인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그러던 어

느 날 공주의 숙부가 피르 샬리야르의 명성을 듣고 그녀와 함께 하우라만에 오게 

되었다. 그들의 일행이 근처에 오자 공주의 귀가 열렸고, 피르 샬리야르의 집 근처

에 다다르자 화덕에 숨어있던 악마(tanūre631) dīv)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떨어져 죽

었다 . 곧이어 그녀가 말하고 볼 수 있게 되어 , 왕이 공약한 것처럼 둘은 혼인

(‘arūsī)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이곳에서는 매년 겨울 거주민들이 모여 그들의 혼인

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

그림 5-14 피르 샬리야르 부엌의 외부와 내부 (연구자 촬영, 2019. 1. 29-30)

이 행사를 치르는 기간 동안 피르 샬리야르의 부엌은 그의 생가와 영묘보다 대

외적으로 중요한 건축이 된다 . 거주민들은 부엌 앞에 모여서 , 소, 양, 염소를 도축

한 뒤에 3일 동안 고기로 죽을 끓이는데 , 그 사이에 다르위시(Darwīsh)라고 부르는 

수도승들과 마을 거주민들이 서로 팔을 걸고 둥글게 돌면서 춤을 춘다. 엄숙한 의

례를 치르는 피르 샬리야르의 집과 영묘와는 다르게 , 부엌의 안팎은 사람들로 문

전성시를 이룬다. 현재의 부엌 건물은 건립된 시기가 확인되지 않지만, 아미르 사

628) 피르 샬리야르의 본명이 바바 무스타파(Bābā Muṣṭafā)이며, 그는 바바 호다다드(Bābā 
Khodādād)의 아들이고, 사이드 아비즈(Sa’īd ‘Avīẓ)의 손자로서, 고귀한 지배가문의 혈통이
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Muẓafar Bahman Sulṭān Hawrāmī, op. cit., 2007, p. 365). 

629) 우즈베키스탄의 도시이다. 

630) 이름은 봄의 여왕을 의미하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631) 화덕을 의미하는 탄두르(tandūr)에 해당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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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의 재임기에 행사가 개최된 것을 보

면632), 적어도 그의 생전시기 전부터 기록

되지 않은 수리와 증축을 거치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있다.

피르 샬리야르의 부엌은 주변의 돌집과 

형태와 재료, 그리고 구조 방식에서 차이

가 없다. 이 건물의 뒷벽은 자연 암반이고, 

양측의 벽체는 암반과 옆집의 벽체를 사용

하며, 전면에만 독립된 벽체를 세워서 실

내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건물의 평면이 

완전한 방형을 이루지 못했다 . 하지만 그

의 부엌은 내부의 전면길이가 15m, 앞뒤의 

폭이 4.5m 정도이며 , 층고가 4.2m에 이르

기 때문에, 주거용 돌집보다 2배 이상의 

평면 크기와 높이를 갖추었다. 

여기에 더해 부엌의 흙지붕도 바닥의 

초석(zīr tūwān)에서부터 기둥(kōlaka), 주두

(sar kōlaka)633), 보(hamāl), 평서까래

(darerā), 판자(takhta)가 차례로 설치된 구

조이다. 이 부재들 중에서 기둥은 표면이 

다듬어져 팔각형 평면이었고, 그 위에 놓

인 주두는 전체적으로 아래가 좁은 사다

리꼴이며 좌우 측면에 각각 다섯 개씩의 

원형을 조각한 모습이었다.

이처럼 하우라만의 거주민들은 외부의 형식을 수용하기 보다는 지역의 돌집 구

조를 이용해 규모를 확장한 뒤에, 고정식 지붕을 받치는 기둥을 다듬고, 주두를 장

식하여 위상이 다른 건축을 만들어 내었다.

632) Muẓafar Bahman Sulṭān Hawrāmī, op. cit. (2007), p. 367.

633) 현지인들과 인터뷰했지만, 누구에게도 주두의 형태가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지 못했다. 주
두의 조각이 지역의 토착적인 종교에서 유래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단순한 창작의 욕구
를 표현한 것인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5-15 피르 샬리야르 부엌의 평면도와 단면도

(MCTH의 제공 도면을 수정 및 재작성)

그림 5-16 피르 샬리야르 부엌의 주두 스케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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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쳬형: 자연 나무

분라형1: 자연 기둥 + 자연 주두

분리형2: 자연 기둥 + 가공 주두

표 5-1 하와르 고지반의 주거용 돌집에 사용된 목조 기둥과 주두의 종류 (연구자 촬영, 2015-9)

이와 다르게 하우람인들은 일상적인 건축을 위해 기둥과 주두를 장식하지 않았

다. 각종 기둥과 주두의 실례가 전하는 고지반(Gōzībān)634)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곳의 돌집은 단일한 박스형 구조체를 이루며, 규모에 맞추어 내부에 2개 이하의 

기둥을 가졌다635). 여기에서 기둥과 주두는 나무를 가공한 정도와 분리 여부를 중

심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변에서 적절한 크기와 형태의 나무를 

잘라 온 뒤에 껍질을 벗겨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 이 유형은 나무의 줄기와 

634) 현재 팔란간 마을의 거주민들이 여름을 보내는 거주지 중에 한 곳이며, 하우라만에서 하
슈르(Hashūr)와 함께 고정식 지붕을 사용하는 유일한 여름 거주지이다. 18세기 초에 작성된 
오스만 제국의 세금대장(TT1066)에 등록되어, 과거에 독립된 마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635) 최남섭, 앞의 논문(2019. 6), pp. 1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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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각각 기둥과 주두의 역할을 분담하는 특징이 있다 . 다음으로 , 기둥과 주두

를 크기가 다른 나무로 자른 뒤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방식은 두 부

재를 맞추기 위해 홈이나 촉도 만들지 않을 만큼 가공하지 않은 나무를 사용하며 , 

주두는 상부의 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굽은 나무를 선택한다 . 마지막 방법도 분

리된 기둥과 주두를 사용하지만, 주두의 양면을 잘라내어 인위적으로 아래가 좁은 

사다리꼴을 만드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주두 상부의 양 모서리를 위로 뾰족하

게 만드는 형태는 상부의 보를 받치기 위한 구조를 고려한 것이며, 여기에 더해 

시각적인 안정감을 강조하기 의도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도 

주두를 원형이나 삼각형, 혹은 사람의 얼굴처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로 만

드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5-17 탕기와르 모스크의 전경과 평면도 (연구자 실측 및 작성, 2017. 3. 1)

하우라만 지역에서 다듬은 기둥과 장식한 주두, 그리고 두 부재를 채색하는 것

은 모스크를 비롯한 종교시설에만 사용한 방식이었다 . 탕기와르(Tang-i War) 마

을636)의 히즈랏티 압둘라 모스크(Masjid-i Ḥiẓrat-i ’Abd Allah)는 건립 시기를 확인

할 수 없지만 , 사용하는 재료와 구조법을 보면 20세기 초의 건축으로 생각된

다637). 이 모스크의 북동쪽은 샤호 산의 바위에 기대고 있어 완전한 방형의 평면

을 이루지 못하고 , 내부의 본당(ṣaḥn)은 전면 길이 10m, 깊이 7m의 규모이며, 동측

에는 출입 시에 신발을 벗어놓을 수 있는 반외부공간의 전실(dālān)이 위치한다. 

이 모스크에는 첨탐과 돔이 없으며, 미흐랍도 두께 1m의 벽체 안에 설치되어 밖

636) 팔란간 마을에서부터 남동쪽으로 5.5km 정도 거리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637)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히즈랏티 압둘라 모스크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여
기지만, 지금의 구조는 100년을 넘지 않는다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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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출되지 않는다. 또한 이 모스크 내외부의 벽면에는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

나 키블라 벽체를 위한 장식도 없어 돌집의 기본 형태와 구조를 따른다.

그림 5-19 탕기와르 모스크의 내부와 전실 주두 (연구자 촬영, 2018. 5. 1; 2017. 3. 1)

그럼에도 모스크의 내부에는 3.4m 높이의 목조 

기둥들이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다른 

위상을 나타내었다. 세 개의 기둥 표면은 정교하게 

다듬어지 않았지만, 순니 이슬람을 상징하는 녹색 

으로 채색되었다638). 또한 주두의 양측면에는 여러 

개의 흠을 파내고 안쪽에 두 개의 구멍이 조각되었

다(그림 5-19). 여기에 더해 중앙 주두의 방향을 바

꾸어 예배공간의 성격을 구분하기도 했다. 다른 두 

개의 주두가 두 개의 보를 받치기 위해 수직 방향

으로 설치된 것과 다르게 , 중앙의 주두는 하나의 

보를 길이 방향으로 지지하고 불안정한 구조를 보

완하기 위해 철판과 못으로 고정했다. 이와 같은 

미세한 조정으로 주두가 본당에 들어오는 신도들에

게 강조되는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의 예배공간을 공유하던 남성과 여성

을 분리하기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중앙 주두는 모스크의 입구에서

부터 중앙의 두 번째 기둥까지 할당된 남성 공간과 세 번째 기둥 뒤부터 벽체까지 

배정된 여성 공간을 나누는 지표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638) 녹색은 순니파인 우마이야드 칼리프를 상징하는 색상이며, 후대에 압바스 칼리프를 비홋
한 순니파 무슬림 제국들이 사용했다(Nezar AlSayyad, op. cit., 1991, p. 91). 이러한 면모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순니파 무슬림인 쿠르드인들의 
모스크에서 사용한 녹색도 순니파 무슬림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18 탕기와르 모스크의 기둥 

입면 스케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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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토리와르 마을의 모스크 외부와 내부 전경 (연구자 촬영, 2017. 4. 21)

이러한 특징은 수리연대가 확인되는 토

리와르(Torīwār)639) 마을의 모스크에서도 

확인된다(그림 5-20). 이 모스크도 뒷벽이 

산의 암반에 기대고 있으며 , 유사 방형의 

평면과 평지붕을 가지는 박스형 구조이다. 

두터운 벽체 사이에는 미흐랍이 설치되어 

메카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 바깥으로 

돌출되지 않고, 내외부 벽체에는 채색이나 

장식을 하지 않는 지역적 형식을 따랐다. 실내의 중앙에 설치된 네 개의 원형 기

둥이 순니파의 아부 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를 상징하고 있어서, 앞서 언급

한 탕기와르의 히즈라티 압둘라 모스크가 색상을 이용하는 점과 차이를 보인

다640). 또한 여기에서는 기둥 위에 분리된 장식 주두를 사용하는 대신에 , 상부를 

정방형으로 깎아내어 주두를 형상화하여 지붕과 기둥이 만나는 부분을 시각적으

로나마 구분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 미흐랍의 상부에 설치된 상인방에 전하는 글

귀를 보면641), 1928/9년에 토리와르 모스크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던 것으

로 보인다(그림 5-21). 당시에는 돌과 나무, 그리고 흙과 같은 자연재를 가지고 모

스크의 권위형식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 현재 모스크의 입구 부분에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조의 보주하나(Vodhūkhāna)642)와 구별된다.

639) 시안 마을에서 동북쪽으로 2km 정도 거리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640) M. E. Zarei, op. cit. (2015), p. 34. 쿠르드인들이 세운 모스크에는 네 개의 목조 기둥을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이것은 네 명의 정통칼리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러한 경향은 부예 왕조와 셀주크 제국 시대에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641) “1928/9 CE년 수리 연대(`Tārīkh-i Ta’mīr-i Sene-i 1347 (AH))”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림 5-21 토리와르 모스크의 미흐랍 상부에 

기록된 수리 연대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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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역형식은 모스크에 부

속된 시설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 파이갤런(Pāīgelān)643) 마을에는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모스크가 현존

하지 않지만, 모르데슈르 하나

(Mordeshūr khāna)라고 부르는 장례시

설이 현존하고 있다. 이 건물은 명칭이 

의미하는 것처럼 장례의식을 치르기 

전에 시신을 닦아서 무덤에 매장할 준

비를 하는 공간이다. 이 건물은 중앙 

부분의 연못에 설치된 반외부공간(dālān)을 중심으로, 각각 동측에 세척실과 그 반

대편인 서측에 공용화장실로 구성된다(그림 5-22).

그림 5-23 파이갤런 마을의 모르데슈르 하나의 중정과 주두 입면도 (연구자 촬영 및 작성, 2018. 6. 14)

모르데슈르 하나의 연못 주변에는 여섯 개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 . 이 기둥들

은 거칠게 팔각형 평면으로 다듬어져 있으며, 아래에서부터 빨강 , 노랑, 연파랑으

로 채색되었다. 또한 그 위에는 놓인 가로로 긴 목재 주두의 양쪽은 들어 올려진 

형태로 깎여 있고, 양쪽 하부에는 물방울 형태가 각각 두 개씩 조각되었다 . 또한 

주두들은 모두가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 하나의 주두에 빨간색으로 수리

연대를 써놓았다. 내부 벽체에는 모서리가 맞대어진 세 겹의 다이아몬드가 그려져 

642) 아랍어에서도 같은 철자를 사용하지만, ‘우두(ūdū)’라고 다르게 부른다. 이 시설은 예배를 
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수세공간이다.

643) 팔란간 마을에서 북쪽으로 5km 거리에 위치하고, 하우라만 타흐트에서는 동남쪽으로 
41km 떨어진 곳에 자리하는 마을이다.

그림 5-22 파이갤런 마을의 모르데슈르 하나와 

공용화장실의 평면도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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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림 5-23). 여기에서 사용된 색상과 벽체에 그려진 도형의 의미는 알려져 있

지 않지만, 앞서 순니 이슬람을 상징하는 녹색이나 네 개의 기둥과 다르게 , 벽사나 

망자의 기복을 기원하는 의도에서 선택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여기에 설

치된 주두에는 1918/9년에 새롭게 수리된 내력을 전하고 있는데644), 주변에서 

‘1911/2 CE(1330 AH)년’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주두 하나가 확인된다(그림 5-24). 

이 주두는 마을 거주민의 일상적인 돌집이 아니라 , 이슬람 혁명 전까지 팔레비 왕

조의 정부관리였던 벡(beg)의 주택에 사용된 것이었다645). 이처럼 파이갤런에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주두들은 유사한 형태를 가졌다.

그림 5-25 둘랍 마을의 전경과 두 모스크의 위치 (연구자 촬영, 2017. 4. 3)

644) “1918/9년에 일부 새롭게 수리되었다(Be Tārīkh-i 1337 (AH) Motākhkher-i Kharde Ta’mīr 
Shod).”

645) 이슬람 혁명 전에 하우라만 지역의 마을에는 벡(beg, beīg)과 케드호다(kedkhodā)가 관리
층을 이루었다.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벡은 외부에서 온 정부 관리였고, 케드호다는 마을 
거주민 중에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맡았다고 한다. 

그림 5-24 파이갤런의 연대가 새겨진 주택 주두 (연구자 촬영, 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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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둘럽(Dūlāb)646) 마을의 무함마드 모스크(Masjid-i Muḥammad)와 

무함마드 올리야 모스크(Masjid-i Muḥammad-i ‘olīyā)에서도 나타난다 . 두 모스크는 

하나의 본당에 네 개의 기둥을 설치했으며, 서로 형태가 유사한 주두를 사용했다. 

먼저 무함마드 모스크의 기둥과 주두에 건립과 수리연대를 나타내는 글귀가 전한

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모스크는 1754/5년에 처음 건립

되었고, 이후 1948/9년에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증축되었다고 알려져 있

다647). 여기에 사용된 주두는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이고 양측면에 두 개씩 홈이 나

있다 . 또한 여기에는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채색되어 사람 , 혹은 동물의 얼굴을 연

상시킨다(그림 5-26).

그림 5-26 둘랍 마을의 무함마드 모스크에 설치된 목조 기둥과 수리 연대

(연구자 촬영 및 작성, 2017. 4. 3)

그림 5-27 둘랍 마을의 무함마드 올리야 모스크에서 사용된 주두 장식과 평면도

(M. Ṣādeqīrād & et al., op. cit., 2018, p. 1335. 수정)

646) 현지인들은 둘라우(Dūlāū)라고 부르는 마을이다. 이곳은 팔란간에서 동쪽으로 20km, 사난
다즈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647) 한 기둥에는 “1754/5년(Sāl-i 1168 AH)”라고 새겨져 있고, 주두에는 “압둘라 1948/9년
(‘Abd Allah Sāl-i 1368 AH)”라고 새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모스크 안에 걸려있는 설명
문에도 두 글귀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적어놓고 있다. “1754/5년에 건립되
고, 1948/9년에 마을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증축되었다(Dar Tārīkh-i 1168 (AH) Saākhte 
Shod wa Dar Tārīkh-i 1368 (AH) bā Komak-i Mardom-i Rūstā Nōsāzī S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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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주두가 상대적으로 후대에 

건립된 무함마드 올리야 모스크에도 사용

되었다648). 이 모스크을 구성하는 두 개의 

층 중에서 1층의 본당에는 무함마드 모스

크와 같이 단일한 공간 중앙에 네 개의 기

둥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는 비슷한 형태의 

주두가 올려져 있다. 두 모스크의 본당에서 

사용된 주두의 형태에 관한 문헌을 확인할 

수 없다 . 하지만 마을 대장간에는 주두 장

식에 사용한 밑그림용 철물(그림 5-28)과 수리 공사에 동원된 마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고려하면 , 두 모스크의 유사한 주두는 마을에서 선호하는 형태와 장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둘럽의 주두가 앞서 언급한 다른 마을

의 주두와 차이가 나타난 것도 마을마다 추구하는 형태와 의미가 달랐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림 5-29 1970년대에 건립된 팔란간 마을의 세로 피리 모스크(Masjid-i Serō Pīrī)
(연구자 촬영 밍 작성, 2017. 4. 2; Marīyam Ḥamīfeh 실내사진 촬영, 2021. 12. 24)

이러한 특성은 팔란간 마을의 두 모스크에서도 확인된다. 그중에 하나인 세로 

피리 모스크(Masjid-i Se Rō Prī)649)는 1970년대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신축된 모스

648) 여기에서 올리야(‘olīyā)는 위쪽을 의미하는 아랍어이다. 이러한 명칭은 무함마드 모스크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 무함마드 올리야 모스크가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판된된다. 하지만 이 모스크에는 건립연대를 암시하는 단서가 전하지 않는다.

649) 세 개(se)의 강(rō)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피르(pīr)의 모스크라는 의미이다. 

그림 5-28 둘럽 대장간의 주두 장식용 철물

(연구자 촬영,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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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이다650). 여기에서는 철제로 만든 미흐랍이 벽체 바깥으로 돌출되는 특징이 있

으며 , 양쪽의 창호와 함께 녹색 페인트를 칠해 순니파의 모스크를 나타내고 있다. 

이 모스크의 내부에도 네 개의 원형 기둥이 설치되었으며, 그 위에는 양측면에 톱

니 모양이 조각된 주두가 놓였다(그림 5-29). 이와 같은 세로 피리 모스크의 계획

적 특성은 강의 맞은편에 위치하는 대모스크를 모델로 했다 .

그림 5-30 1972/3년과 1982/3년 팔란간 마을의 전경과 모스크 변화

(Marīyam Ḥanīfe 제공; Mehdī Ḥamīdī 촬영, Shahāb Ḥamīdī 제공)

그림 5-31 바와 셰이흐 모스크의 수리 전후 기둥과 주두 (연구자 촬영, 2017. 4. 29; 2018. 3. 22)

바와 셰이흐 모스크(Masjid-i Bāwā Sheīkh)651)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지역

으로 알려진 마스지드 지역(Mahal-i Masjid)을 대표하는 것처럼652), 팔란간 마을에

서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모스크로 알려져 있다653). 현재의 모스크는 1976/7년

650) 맞은 편에 거주하는 할리메 셰리피안(Ḥalīme Sherīfīān)의 기억에 따르면, 세로 피리 모스
크는 그녀가 7살이었을 때 건립되었다고 한다. 

651) 바와(bāwā)는 바바(bābā)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큰, 혹은 위대한(bozorg)’을 가리킨다. 

652) 팔란간 마을의 지역은 마스지드(Masijd), 콜리체(Koliche), 리제(Lizhe)로 나뉘며, 이 중에 
샤호 산의 여름 거주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는 마스지드 지역이 오래된 거주지라고 알려
져 있다(최남섭, 앞의 논문, 2019. 6, p. 161).

653)  Sharaf al-Dīn Bītlsī, op. cit. (1998), p. 318. 샤라프나마에 따르면, 16세기 중엽에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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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증축 공사를 거친 모습으로서 , 당시 공사에서 이전 모스크이 평면 규모는 유지

되었지만, 목부재가 전면 교체되어 주두의 형태가 달라지고 층고도 높아졌다(그림 

5-30). 이후 옛 부재들은 다시 사용되지 못하고 주변에 방치되어 과거의 모습을 나

타내고 있다(그림 5-31). 그중에 증축 이전의 주두가 확인되는데 , 그 형태는 세로 

피리 모스크에서 설치된 주두처럼 아래가 좁은 사다리꼴의 양측면에 톱니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 이처럼 팔란간의 두 모스크는 규모 차이가 있지만 , 공간 구성과 목

부재 장식을 공유했다. 

이와 같이 하우람인들은 모스크를 만들기 위해, 주거용 돌집과 같은 재료와 구

조를 이용해 규모를 확장했고 , 이로 인해 발생하는 넓은 평면을 덮기 위해 초석 , 

기둥 , 주두, 보, 평서까래 , 판자, 흙을 차례로 설치하는 고정식 지붕구조를 사용했

다. 여기에서 그들이 다른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기둥의 표면을 다

듬고 , 그 위에 올리는 주두에서 공유하는 형태로 장식하는 것이었으며, 여기에 더

해 색깔을 입혀 순니파의 소속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분할되지 

않은 모스크의 예배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거공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인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 이와 같이 내부지향적인 권위 표현

은 두터운 벽체 안에 설치된 미흐랍보다 두드러졌다 . 이 때문에 외부인들이 산간

마을의 모스크가 가진 권위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림 5-32 고지반의 지붕없는 모스크와 하니에의 투완마 (연구자 촬영, 2017. 6. 3; 2017. 7. 6)

그렇지만 하우라만 지역에서 모스크는 휴지기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거주민

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겨울 거주지에서만 확인된다. 현장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 

하우람인들이 여름 거주지에 모스크를 만든 경우는 팔란간의 고지반이 유일했다. 

후르 가문의 무함마드 베이그는 사파비의 샤흐 타흐마스브 1세(1524-76 재임)의 딸과 혼인
한 뒤에, 팔란간에 마드라사와 대모스크를 건립했다. 하지만 샤라프 한이 팔란간 성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모스크의 건립 장소가 현재의 마을인지, 성채에 해당하는 셰이흐 오
마르 정원 일대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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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모스크는 지붕을 설치하지 않고 , 돌을 쌓아서 공간을 구획한 야외공간에 

지나지 않았다(그림 5-32). 여름 거주지에서 권위적인 모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생

업에 전념해야 하는 생활 방식에 이유가 있다 . 이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목축하는 

거주민들은 여름 동안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거나 , 종종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흩어져 생활하며 가설지붕의 돌집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거주하는 모든 장소에 

모스크를 세우지 않았다 . 그리고 농경에 종사하는 반유목민들은 가구별로 나뉘어 

경작지를 가꾸어야 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적으로 마을로 돌아와 한자

리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하우람인들은 거주공간의 

주변에서 투완마(tūwānmā)654)라고 부르는 커다란 돌을 찾아 그 위에서 기도를 하

거나(그림 5-32), 집 앞에서 설치한 타흐탄(takhtān)655)이나 혹은 실내에서 개인적

으로 종교활동을 실시했다. 그러므로 산간마을의 모스크는 안정적인 거주지에 마

을인들이 모여서 만든 정주생활의 반영이며, 이를 대변하는 고정지붕 돌입이 확장

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모스크는 1970년대에 증축된 바와 셰이흐 모스크와 신축된 세로 피

리 모스크 이후에 건립된 지역형식의 모스크는 확인되지 않는다 . 하우라만 지역과 

이란의 쿠르디스탄에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생한 뒤에 쿠르드인들의 독립운

동이 발생했고 , 1980-88년에는 이란-이라크 전쟁의 치열한 전장이 되어 모스크를 

새롭게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공사의 공백기는 2000년

대에 들어와서야 조금씩 해제되었지만, 새롭게 등장한 모스크들은 이전까지와 다

르게 새로운 재료와 규모를 갖추고 있어 지역형식의 모스크와 확연히 구별되었다.

654) 투완마(tūwānmā)는 하우람어로 돌을 의미하는 ‘투완(tūwān)’과 이슬람 예배를 가리키는 
나머즈를 줄여서 부르는 ‘나마(namā)’가 합쳐진 단어로서, 투완나마(tūwānamā)라고도 부른
다. 거주민들은 주택 주변에서 개인이 엎드릴 수 있는 크기의 평평한 돌을 골라 사용한다.

655) 타흐탄(takhtān)은 야나, 혹은 카프르 앞에 흙으로 쌓고 바깥을 돌로 마무리하는 높이 
30cm 정도의 플래폼이다. 원래는 하나의 단을 타흐트라고 불렀으나, 점차 두 개를 함께 사
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사용하는 개수와 무관하게, 타흐탄이라는 복수형 명사
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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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옛 모스크의 해체와 새 모스크의 대체

2000년대에 이르러 전쟁과 사회적인 혼란기를 지난 뒤에656), 하우라만 지역에서

는 새로운 형식의 모스크가 건립되기 시작했다. 그 모스크들은 돌집의 규모를 확

장하고 예배공간의 기둥과 주두를 장식하는 내향적인 권위 표현과 다르게, 콘크리

트, 철골, 벽돌, 블록, 외장 타일처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료를 수용하고 , 

외부에서 사용하는 높은 첨탐과 돌출된 미흐랍 등을 사용해 외형적으로 주변의 

주거건축과 확연히 구별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건립된 모스크들은 내부적으로 하

나의 예배공간을 가지던 단편성에서 벗어나, 여러 시설들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 

두 시기의 모스크가 가진 특성의 차이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곳의 거주민들은 지

역형식을 따르는 ‘옛 모스크(Masjid-i Qadīmī)’와 이질적인 외형과 공간을 가지는 

‘새 모스크(Masjid-i Jadīd)’를 나눠서 부르게 되었다.

그림 5-33 1980년대와 2015년 팔란간 마을의 바와 셰이흐 모스크

(Marīyam Ḥanīfe 제공; 연구자 촬영, 2015. 1. 26)

그림 5-34 2004년 증축 이후 바와 셰이흐 모스크의 내부공간과 나머즈 장면

(연구자 촬영, 2017. 4. 29; 2015. 7. 2)

하지만 초기부터 하우람인들이 새로운 모스크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 일부 

마을에서는 옛 모스크의 구조와 공간을 조정해 사용하기도 했다. 드문 사례로서 , 

656) B. Valedbeīgī, Tārīkh-i Sīāsī-i Ejtemā’ī-i Pāve va Ūrāmānāt (Tehran: Peīām, 1989), p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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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간 마을의 바와 셰이흐 모스크는 1970년대에 기둥과 지붕이 교체되어 층고가 

높아지고, 전면에 공용화장실이 추가되는 변화를 겪은 후에657), 2004년에 다시 한 

번 개축되었다658). 마지막 공사에서 모스크의 출입구에 수도시설이 포함된 콘크리

트 구조의 보주하나가 신설되었고, 공용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재축되었다 . 또한 모

스크 자체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내부 예배공간에는 바닥면적의 1/3 정도 크

기의 중간층이 철골조로 신설되어(그림 5-34), 남성과 여성의 예배공간이 위아래

로 분리되었다659). 이처럼 팔란간의 사람들은 30여 년 전에 만든 지역형식의 모스

크를 철거하지 않고 내부공간을 수정하고 , 부속시설들

을 보완해 지금가지 사용하고 있다 . 하지만 팔란간의 

모스크는 하우라만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예외적이었다.

이 시기에 하우람인들은 대부분 옛 모스크를 대신해 

새로운 모스크를 만들었다. 2012년 1월 2일에 모스크

건립지원협회(Majma’-i Khaīyerīn-i Masjidsāz)의 설립이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

된다(그림 5-35). 이 단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모스크를 만들 수 없는 마을과 도시에 자금을 지원하

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660), 이란의 모든 대도

시 , 소도시, 마을에 하나 이상의 모스크를 건립하여 시

657) 거주민들의 기억에 따르면, 1976/7년에 마을 사람들은 바와 셰이흐 모스크의 기둥과 지붕 
부재를 교체하고, 앞의 두 집을 매입해 남성과 여성용 공용화장실을 건립했다(Marīyam 
Ḥanīfe와 인터뷰, 2021. 12. 17). 이전까지 팔란간의 대모스크는 하나의 예배공간으로 구성
된 단일 구조체였다.

658) 거주민들 사이에서 공사 연대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2010년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
다. 그리고 여러 의견 중에 팔란간 출신의 샤합 하미디(Shahāb Ḥamīdī)가 2004년이라는 연
도와 관련 공사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그의 기억을 따랐다.

659) 2004년 이후 예배공간이 성별에 따라 위아래로 분리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층에서 예배를 올린다. 2015년 7월 29일 라마단 달의 금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마을 사
람들이 이 모스크에 모였는데, 그들은 내부의 윗층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남성과 여성
들이 각각 미흐랍 앞쪽과 뒤쪽으로 나누어 앉아서 예배를 진행했다. 이 때 두 공간 사이에
는 커튼처럼 임시적인 경계도 설치되지 않았다. 

660) Edāre-i Thabt-i Sherkat wa Mūsesāt-i Gheīr-i Tejārī, Madrak, No, 5474, Qōve-i Qażā’īe, 
2013. 2. 20. 이란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스크건립지원협회는 2012년 1월 2일에 설립
되었고, 2012년 9월 23일에 비영리목적의 회사와 단체를 승인하는 기관(Edāre-i Thabt-i 
Sherkat wa Mūsesāt-i Gheīr-i Tejārī)의 승인을 받았다.

그림 5-35 모스크건립지원협회의 

설립 승인서 (201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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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무슬림의 국가를 완성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661). 이러한 목적은 이맘 호

메이니(Ruhollah Khomeini)가 이슬람 혁명에서 ‘이슬람 정의의 수호(Vilāyat-i 

Faqīh)662)’를 주창한 뒤부터 이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종교적 근대국가

의 건설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 친정부적 단체의 성격을 나타낸다. 하우라만과 쿠

르디스탄 외에도 이란 전역의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모스크의 건립이 가

속화 된 것은 모스크건립지원협회의 설립 이후였다.

위치 모스크 이름 건립시기 비고

다루드(Darūd) 옛 모스크(Masjid-i Qadīmī) 근대 이슬람 시대

팔레비 왕조

누윈(Nūwīn) 압둘라 이븐 우마르 모스크(Masjid-i ‘Abd Allah ibn “Umar) 근대 이슬람 시대

아비한그(Āvīhang) 자미 모스크(Masjid-i Jām’i) 근대 이슬람 시대

둘람(Dūlāb) 무함마드 올리야 모스크(Masjid-i Muḥammad-i ‘Olīyā) 근대 이슬람 시대

둘람(Dūlāb) 무함마드 모스크(Masjid-i Muḥammad) 근대 이슬람 시대

브즐라네(Bzlāne) 옛 모스크(Masjid-i Qadīmī) 근대 이슬람 시대

말릭샨(Malikshān) 옛 모스크(Masjid-i Qadīmī-i Soflā) 근대 이슬람 시대

말릭샨(Malikshān) 압둘라 이븐 우마르 모스크(Masjid-i ‘Abd Allah ibn ’Umar) 초기 및 근대 이슬람

하쉬트(Khāsht) 하쉬트 모스크(Masjid-i Khāsht) 근대 이슬람 시대

틸라코흐(Tīlakōh) 옛 모스크(Masjid-i Qadīmī) 근대 이슬람 시대

카쉬타르(Kāshtar) 카쉬타르 모스크(Masjid-i Kāshtar) 근대 이슬람 시대

팔란간(Palangān) 팔란간 모스크1(Masjid-i Bāwā Sheīkh) 중세 및 근대 이슬람

팔란간(Palangān) 팔란간 모스크2(Masjid-i Se Rō Pīrī) 중세 및 근대 이슬람

타(Ṭā) 압둘라 모스크(Masjid-i ‘Abd Allah) 근대 이슬람 시대

마산(Māsān) 마산 모스크(Masjid-i Māsān) 근대 이슬람 시대

나자프아바드(Najafābād) 나자프아바드 모스크(Masjid-i Najafābād) 카자르 왕조 시대 카자르 왕조

표 5-2 2018년 하우라만 지역에서 조사된 국가 문화재의 후보 모스크

(M. Ṣādeqīrād & et al., op. cit., 2018, 표 4-41.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하우라만 지역의 일부 거주민

들은 옛 모스크를 그대로 두고, 그 근처에 새 모스

크를 만들어 금요 예배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었

다. 일례로, 브즐라네 마을의 옛 모스크는 400여 

년 전에 마을이 형성된 이후부터 기록되지 않은 

수리와 증축을 수 차례 거치는 와중에서도 줄곧 

자리를 바꾸지 않고 대모스크의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0년경 맞은 편에 새 모스크가 건립된 

뒤에는 옛 모스크는 종교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게 

661) Majma’-i Khaīyerīn-i Masjidsāz 웹사이트, “Darbāre-i Majma’” (Accessed on 6 Jan. 2021, 
Retrieved from https://www.masjedsaz.ir/درباره-مجمع/)

662) Mohsen Pakaeen, “In the path to the New Islamic Civilization”, KHAMENEI.IR 
(Modified on 6 Feb. 2021, Accessed on 6 Jan. 2021, Retieved from 
https://english.khamenei.ir/news/8333/In-the-path-to-the-New-Islamic-Civilization)

그림 5-36 브즐라네 마을의 두 모스크 

(Hīwā Maḥmūdī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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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663)(그림 5-36). 앞서 살펴본 토리와르나 탕기와르 마을의 모스크도 새 모스

크 건립 이후에 기능을 상실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일부의 사례

로서 , 현재 지역에 남아있는 옛 모스크는 하우라만의 역사문화경관 세계유산 등재

준비팀에서 조사한 19개 정도에 불과했다664)(표 5-2).

그림 5-37 압바스아바드, 탕기사르, 지와르 마을에 남아있는 옛 모스크의 주두와 기둥

(연구자 작성, 연구자 촬영, 2017. 4. 25; 4. 5; 3. 22)

나머지 마을의 거주민들은 옛 모스크를 철거한 뒤에 같은 자리에 새 모스크를 

세웠고, 그들이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처럼 옛 부재를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 . 팔란

간 마을에서 바와 셰이흐 모스크의 옛 기둥과 주두 부재가 주변에 버려지거나 , 압

바스아바드 마을에 옛 주두가 방치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 또한 탕기사르 마을에서 

옛 주두가 개인 주택의 발코니에 사용되거나 , 지와르 마을에서 채색된 장식 주두

와 다듬은 기둥이 개인 창고의 출입구에 사용되기도 했다(그림 5-37). 그나마 과거

의 부재들이 방치되거나 용도가 바뀌어 마을에 잔존하는 일부 경우에는 옛 모스

크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 거주민들은 옛 부재를 뗄감으로 사

663) 브즐라네 마을 출신의 무함마드 마흐무디(Muḥammad Mahmūdī, 1927/8-2010)가 생전에 
말한 것에 따르면, 이 마을은 400여 년 전 즈음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당시부터 옛 모스크
는 마을의 대모스크로서 기능을 해왔으며, 2010년까지 기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손녀 
Hīwā Mahmūdī와 인터뷰, 2022. 1. 6). 하지만 조사 보고에서 추정한 바로는 현재의 모스크 
건물은 팔레비 왕조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즐라네의 옛 모스크도 팔레비 시
기에 마지막으로 증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64) M. Ṣādeqīrād & et al., op. cit., 2018, pp. 1334-5. 2015년 설립된 해당 준비팀이 짧은 기
간 동안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후보군을 조사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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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흔적을 스스로 지웠다. 이에 따라 하우라만 지역에서 마을별로 다르게 만들

었던 장식 주두와 다듬은 기둥들의 모습이 자취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파이갤런(Pāīgelān) 요지다르(Yōzīdar) 론에 서닷(Lon-i Ṣādat)

브즈와쉬(Bzwash) 토리와르(Tōrīwar) 탕기사르(Tang-i Sar)

시안(Shīān) 데즌(Dezhn) 하우라만 타흐트(Hawrāmān Takht)

표 5-3 2010년대 이후 건립된 새 모스크의 외형 (연구자 촬영, 2015-2019)

하우라만의 거주민들이 새롭게 만든 모스크는 돌과 나무를 대신해 콘크리트와 

`철골로 구조되었고 , 그 위에는 외부에서 생산된 판석이나 반짝이는 타일로 마감

되었다. 여기에는 이전에 없던 첨탑이나 돌출된 미흐랍도 설치되었고 , 창문에는 

여러 색상이 조합된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기도 했다. 또한 새 모스크의 지붕

에는 여전히 평평한 나무 서까래가 사용되었지만, 그 위에는 방수재를 섞은 콘크

리트와 이조감(Īzōgām)665)이라고 부르는 롤 형식의 방수와 단열 시트로 덮는 공통

점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들의 새 모스크는 주변의 주거용 돌집과 외형

665) 역청과 유리섬유를 역청으로 강화해서 만든 롤 형식의 방수 및 단열재이다. 40여 년 동안 
이란에서 지붕, 외벽, 기초, 욕실, 수영장 등에 폭넓게 사용되면서, 생산업체 이름이 점차 방
수재를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Sa’īd Ebrāhīmī, “Īzōgām Chīst?”, Boom6, 
Modified on 14 Sep. 2021, Accessed on 7 Jan. 2022, Retrieved from 
https://boom6.ir/what-is-iso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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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연히 구별될 수 있었으며 , 규모, 외장재 , 첨탑 개수, 미흐랍 형태가 같은 모

스크가 없었다. 브즈와쉬와 요지다르 마을의 새 모스크에는 첨탐이 없지만, 토리

와르와 탕기사르의 모스크에는 첨탑 하나가 설치되었으며, 파이갤런, 론에 서닷, 

시안 , 데즌 마을의 첨탑은 두 개였고, 여기에 더해 하우라만 타흐트의 대모스크에

는 네 개가 설치되기도 했다. 또한 각 모스크에 설치된 첨탑의 형태와 외장재료도 

통일되지 않았으며 . 미흐랍의 돌출 방식도 같은 것이 없었다(표 5-3). 이처럼 하우

라만 지역의 새 모스크들은 획일적인 모델을 따르지 않았고, 마을마다 규모 , 형태, 

재료르 다르게 선택해 만들어졋다 .

디와즈나우(Dīwaznāū) 요지다르(Yōzīdar) 론에 서닷(Lon-i Ṣādat)

브즈와쉬(Bzwash) 데즌(Dezhn) 탕기와르(Tang-i War)

달레 마르즈(Dale Marz) 하우라만 타흐트(Hawrāmān Takht) 루와르(Rūwār)

표 5-4 2010년대 이후 건립된 새 모스크의 내부 (연구자 촬영, 2015-2019)

이와 같은 새 모스크의 내부에는 예배공간 외에도 , 보주하나, 공용화장실 , 창고 

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었으며 , 종종 도서관처럼 마을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 경

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 남성과 여성의 예배공간이 서로 다른 층과 실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근대적 종교국가를 추구하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 마을마다 다르게 만들었던 기둥과 주두는 구조적 기능에 충실한 H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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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형태가 단순화되었으며, 주두가 생략되기도 했다(표 

5-4). 이와 같이 장식이 간소화되는 경향은 이미 팔란간 마을의 바와 셰이흐 모스

크가 증축되면서 주두의 톱니바퀴 형태가 사라진 것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그

림 5-31), 새 모스크에서는 더욱 축약되어 구조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갖지 않

게 되었고, 마을 단위의 형태적 연관성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림 5-38 파이갤런 모르데슈르 하나의 철거 전 모습 (연구자 촬영, 2017. 3. 17; 2018. 6. 14)

이와 같이 하우라만 지역의 새 모스크들은 외부에서 생산된 재료와 구성 요소

를 수용해 주변과 구별되는 크기와 형태를 구현하고 마을마다 다른 모습을 가졌

기 때문에, 모스크들과 다르게 외형적으로 다른 위상을 드러냈다 . 하지만 새 모스

크들은 축약된 기둥과 주두를 사용하고 있어 , 과거 마을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전

통과는 단절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가 강압적으로 실시한 정책

의 결과가 아니라, 하우람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그들은 최근까지도 당

장 필요하지 않은 과거의 건축을 유지하는 것보다, 편하고 유용한 새것으로 대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일례로 , 2015년에 루와르(Rūwār)666)라고 부르는 마

을이 다리안 댐의 건설로 수몰되었다 . 이에 따라 거주민들은 위쪽 지역으로 올라

가 새로운 마을을 조성해야 했다667). 그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마을은 돌을 거칠

게 쪼개어 만드는 돌집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한 철골과 벽돌을 이용한 주택이

었다 . 또한 그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스크는 지역형식을 따르지 않는다. 하우라

666) ‘강변’으로 번역할 수 있는 페르시아어 루드바르(Rūdbar)에 해당한다.

667) Amir Saed Muchesi, Rescue Excavations ar Sar Cham Site, Dirisan Dam Area, Kurdistan 
Province, Western Iran (Iran: Iranian Centre for Archaeologocal Research, 201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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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새 모스크였다(표 5-4). 그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마을은 뱀이 득실거리고 길

이 좁고 구불구불해서 살기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마을을 굳이 예

전처럼 만들 이유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생각은 파이갤런의 모르데슈르 하나를 철

거하고 공용욕실을 건립하는 계획에서도 드러난다668). 이 건물은 마을에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형식의 공공시설이다(그림 5-38). 하지만 거주민들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일부가 허물어진 과거의 건축을 보존하는 것보다 당장 필요한 시설을 크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하우라만의 거주민들이 옛 모스크를 

철거한 뒤에 만든 새 모스크가 지역 모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보면 , 새

로운 건축의 추구는 거주민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은 하우라만과 쿠

르디스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것

은 이란 정부가 시아파 무슬림 국가를 만

들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의 일부분으로

서, 모스크건립지원협회의 지원과 함께 이

란 전역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우람인들이 만든 새 모스크들

은 각 마을에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 국가적인 범위에서는 

국토의 여러 지역에서 특정한 형식을 갖추

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건립되는 지역형 현대 모스크의 부분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그림 5-39). 그렇다면 하우라만의 새 모스크는 고립된 산간환경에서 고안

된 내향적인 옛 모스크의 전통이 해체된 후에, 근대국가의 체제 속에 편입되는 과

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서로 볼 수 있다.

668) 2018년 6월 14일에 모르데슈르 하나의 실측을 위해 마을을 재차 방문했다. 당시 마을 관
리자(dehīyār)였던 아드난 압둘라헤(Adnān ‘Abd Allahe)로부터 건물의 철거와 공용욕실의 
신축에 대한 계획을 들었고, 연구자는 이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그와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과거의 건축을 보존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그림 5-39 모스크건립지원협회로부터  

170,000,000 리얄을 지원받아 건립된

하마단의 비아즈(Bīāj) 마을의 모스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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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주생활의 확산과 지붕형식의 축소

5.2.1 주거천막과 가설지붕 돌집의 도태

19세기부터 점차 많은 쿠르드인들이 이동생활을 포기하고 도시와 마을에 정착

하기 시작했다669). 이후 그들은 터키, 이란, 이라크와 같은 신생국가들에게 나뉘어 

편입되어 특정 주소지와 등록된 이름을 가진 국민으로서 국토 안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외지역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는 경향이 증가했다670). 최근 이란과 터키에서 “이란의 유목민들이 멸종하

고 있다671)”, 혹은 ‘마지막 유목민들의 아나톨리아 방랑672)’이라고 인지되고, 1997

년에 이라크 정부에서 집계한 인구통계에서 약 10만 명의 유목민 중에 쿠르드인

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을 만큼673),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은 현재 도시에 정주하

고 있으며, 그들이 계절별로 다른 기후와 거주지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한 벽체와 

지붕 선택 방식의 다양성도 약화되었다.

그림 5-40 터키 빙골과 이란 사르쿨레의 쇠락한 주거천막

(Michaël Thevenin, op. cit., Dec. 2011, Fig, 10; 연구자 촬영, 2018. 5. 17)

669) Q. M. Muhammad, op, cit. (2017), p. 172.

670) R. Annamoradnejad & S. Lotfip, “Demographic Changes of Nomadic Communities in 
Iran (1956–2008)”, Asian Population Studies (Vol. 6, No. 3, 2010), p. 339.

671) A. A. Dareini, “Iran’s nomads going extinct”, Los Angeles Times (Modified on 18th Feb. 
2018, Accessed on 30rd Oct. 2021, Retrieved from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08-feb-18-ft-irannomads18-story.html)

672) O. Orsal, “Turkey's last nomads roam Anatolia”, Reuters (Modified on 12nd Jul. 2018, 
Accessed on 30th Oct. 2021,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us-turkey-nomads-idUSKBN1K21UP)

673) RFE/RL, “Iraqi Census Takers To Focus On Bedouin”,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Modified on 14th May 2010, Accessed on 30th Oct. 2021, Retrieved from 
https://www.rferl.org/a/Iraqi_Census_Takers_To_Focus_On_Bedouin/20419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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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천막과 가설지붕의 돌집처럼 이동성이 강한 주거건축의 쇠락이 두

드러졌다. 먼저 일년내내 천막(resh māl)을 사용하던 유목부족들은 1913-14년에 오

스만 제국과 카자르 왕조 사이에 국경이 확인되고674), 1920년대에 터키와 이라크

의 국경이 조정된 뒤에675),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겨울과 여름 거주지를 오

가는 장거리 이동생활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들이 계절별로 벽체

재료를 구분해 사용하는 모습도 유지되지 못했다 . 또한 반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여

름용 주거천막도 사용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 드

류(P. Drew)가 정의한 것처럼676), 그들의 천막은 단일가구가 사용하는 은신처 이

상으로 변모하지 못했다. 오히려 천막은 지붕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던 체제가 붕괴

되어 재질이 다른 천으로 누벼지거나, 공장에서 생산한 나일론이나 비닐로 천막이 

대체되었다(그림 5-40). 최근 쿠르디스탄에서 염소 털로 짠 검은 지붕을 온전하게 

덮은 주거천막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천막과 비슷한 이동성을 가진 

가설지붕의 돌집도 쇠락하기는 마찬가지

였다 . 쿠르디스탄 각지에서 파편적으로 사

용되던 대부분의 가설지붕은 기록없이 사

라졌으며, 하우라만의 서부지역에서 집단

적으로 사용하던 카프르(kapr)의 가설지붕

도 감소하고 대체되었다. 이곳의 하우람인

들은 타흐트 산 , 쿠살란 산 , 샤호 산에서 

공동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겨울 동안 계곡에 위치한 마을(de)에서 고정

지붕의 야나(yāna)를 사용하고, 여름에는 가축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 초지와 수원

을 확보할 수 있는 다수의 하와르(hawār)에서 매년 나뭇가지로 만든 카프르(kapr)

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30여 년 전부터 계절이동을 실시하는 가구수가 감소하면서 

이용되지 않는 여름 거주지들이 늘어났고 , 그곳의 카프르들도 지붕없이 돌 벽체만

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이 지역에서 여름 거주지가 폐지되는 일은 특정 마을

674) C. H. D. Ryder, “The Demarcation of the Turco-Persian Boundary in 1913-14”,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66, No. 3, Sep. 1925), pp. 227-37.

675) H. I. Lloyd, “The Geography of the Mosul Boundar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68, No. 2, Aug. 1926), pp. 104-13.

676) P. Drew, op. cit. (1979), p. 28.

그림 5-41 디와즈나우 마을의 폐지된 하와르 

바르자(Barza) (연구자 촬영,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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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De) 언어 하와르(Hawār)677)

시아흐 나우(Sīāh Nāū) K 카니 히아란(Kānī Khīārān) → 카니 믈라 마흐무드(Kānī Mıla Maḥmūd)

데즐리(Dezlī) H 혜자라니(Hezārānī)

데레키(Derekī) H 다르반드(Darband) → 슬로르(Sılōr) → 콜레 하니(Qole Khānī)

웨이산(Weīsān) H 파라와(Parawā) → 헤자라니(Hezārānī) → 하나 마파라(Hāna Mafarā)

카말레(Kamāle) H 돌(Dōl) → 가나우(Ganāū) → 하나 즈마(Hāna Jıma) → 라레 다르(Lāre Dar) → 헤자라니
(Hezārānī) → 하나 마파라(Hāna Mafarā)

사르피리(Sar Pīrī) H
Ⓢ 마르마말리(Marmamāllī) → 타흐사르(Taḥsar) → 카우(Kāū) → 사리아(Sārīa)
Ⓢ 가차니(Gachānī) → 가나우(Ganāū) → 하나 마파라(Hāna Mafarā) → 반난(Bannan)→ 헤

자라니(Hezārānī) → 피레삼(Pīresam)

하우라만 타흐트
(Hawrāmān Takht) H

하나 고자울라(Hāna Gozhāūlla) → 가차니(Gachānī) → 가나우(Ganāū) → 하나 마파라(Hāna 
Mafarā) → 반난(Bannan) → 하나 즈마(Hāna Jıma) → 헤자라니(Hezārānī) → 하나 마파
라(Hāna Mafarā) → 피레삼(Pīresam)

볼바르(Bolbar) H
Ⓢ 칼루와 피리(Kalūwa Pīrī) → 다레위안(Darewīān) → 시르 다레(Shīr Dare)
Ⓢ 산드할(Sandıhāl) → 술라와(Sūlāwa) → 아우달란(Aūdāllān) → Ⓢ 자민 할(Zamīn Hāl) / Ⓢ 

하누 사르다(Hānū Sarda)

지와르(Zhīwār) H 하네이 라르(Hāneī Lār) → Ⓢ 산드할(Sanıhāl) / Ⓢ 호샤 믈라(Khōsha Mıla) / Ⓢ 모루돌
(Mōrūdōl) / Ⓢ 라스반(Rāsbān)

셀린(Selīn) H Ⓢ 파룰라(Palūla) → 다레위안(Darewīān) / Ⓢ 하샤돌(Hashadōl) → 자르다돌(Zardadōl)
켈지(Keljī) H 골리(Gōlī) → 다레위안(Darewīān)
누윈(Nūwīn) H 쿠레한(Qūrekhān) → 크라위돌(Kırāwīdōl)
나우(Nāu) H Ⓢ 리제(Līze) / Ⓢ 셀리니(Selīnī) / Ⓢ 사라즈가(Sarāzıgāh)
압바스아바드(‘Abbāsābād) H 사푸나(Sapūna) → 라스반(Rāsbān)
루와르(Rūwār) H 사르다반(Sardabān) → 조니(Zhōnī)
달(Dal) H 헤슈르(Heshūr) - (!) TT1066
레잡(Rezāb) H 파산(Pasan) → 하툰(Khātūn)
케라바드(Kerābād) H 모함마드 아가이(Moḥammad Āghāī)

데가가(Degāgā) H Ⓢ 마라니(Mārānī) → 부크(Būk) / Ⓢ 카믈(Kamıl) / Ⓢ 칼리믈(Kalīmıl) / Ⓢ 와난가(Wanangā) 
/ Ⓢ 바니항그(Bānīhang)

콜리츠(Kōlīch) K 사르 다쉬트(Sar Dasht)
에스파리즈(Esparīz) H 가르들리(Gardılī)
좀(Zōm) H 카왈(Kawal) → 사르카르마르(Sarkarmar) → 가르데미안(Gardemīān) → 와자(Waza)

달라 마르즈(Dale Marz) H 달레 킬라(Dale Kilā) → 다쉬테 돌(Dashte Dōl) → 카제(Kāzhe) → 랑게나우(Rangenāū) → 
다루왈리(Darūwālī) → 쿨레스(Kūles) → 함자드(Hamzād)

졸란데(Jolande) H 사르 카우 찰(Sar Kāū Chāl) → 사르 카우(Sar Kāū)

디와즈나우(Dīwaznāū) H
Ⓢ 다레카우(Darekāū) → 드레이네(Dıreīne) → 미시아우(Mīshīāū)
Ⓢ 다라흐완(Darakhıwān) → 마루할라(Marūhāla) → 와르기르(Wargīr) → 므즈기가(Mızıgīgāh) 

→ 함므루콜(Hammırūkōl) → 사르다(Sarda) → 바르자(Barza)

팔란간(Palangān) H Ⓢ 고지반(Gozībān(!) → 하니에(Hānīe)
Ⓢ 셰이흐 아지즈(Sheīkh ‘Azīz) → 콜리(Qōlī)

→ 셀리완(Shelīwān) → Ⓢ 대소 볼린(Bōlīn Bıchık 
& Gōūra) / Ⓢ Kōlīt / Ⓢ Gardanāū

요지다르(Yōzīdar) K 바나호샤(Banakhōsha) → 나흘리만(Nahılamān) → 파차레쉬(Pacharesh) → 셸리완(Shelīwān) 
→ 소 볼린(Bōlīn Bıchık) / 대 볼린(Bōlīn Gōūra) 

탕기와르(Tangī War) K

사루다루완(Sarūdarūwān) → 칼루카지(Qālūqazi) → 셰이흐 아지즈(Sheīkh ‘Azīz) → 찰라우
(Chālāū) → 찰라우 바그자우(Chālāū Bagzāū) → 다쉬테(Dashte) → Ⓢ 탈레코르
(Talekōr) → 구샤(Gūsha) → 사루세파(Sarūsepā) / Ⓢ 브레임(Breīm) → 몰리칼란
(Mōlīkalān) → 칼가(Kalgāh) → 피르 헤디르(Pīr Khedīr)

브즈와쉬(Boz Wash) K 사루다루완(Sarūdarūwān) → 칼루카지(Qālūqazi) → 찰라우(Chālāū) → 다쉬테(Dashte) → 브
레임(Breīm)

가제르하니(Gāzer Khānī) K 사루다루완(Sarūdarūwān) → 칼루카지(Qālūqazi) → 찰라우(Chālāū) → 다쉬테(Dashte) → 브
레임(Breīm)

카쉬타르(Kāshtar) K
둘란(Dūlān) → 자르디 셰이흐(Zardī Sheīkh) → 게린(Gerīn) → 브랄루칸(Brālūkān) → 타흐

트(Takht) → Ⓢ 번카위(Bankāwī) / Ⓢ 마라우와라(Marāūwara) / Ⓢ 카니(Kānī) / Ⓢ 헤
사르가(Hesārgāh)

틸라코(Tīlakōh) K 탕기하우(Tangī Khāū) → 브레데빌(Bırdebīl) → 모르데즈나우(Mordeznāū) → 아우와(Āūwa)

미수라우(Mīsūrāb) K 상기바르(Sangī Bar) → 셰리프 코옉(Sherīf Koyek) → 모르데즈나우(Mordeznāū) → 가운레
쉬(Gāūn Resh)

H: 하우람어 사용자, K : 다른 쿠르드어 사용자 마을 / Ⓢ : 분리 이동

표 5-5 하우라만 서부지역의 계절별 거주지와 현재 이용되는 여름 거주지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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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우라만의 서부지역 전역에서 나타난 동

시대적인 현상이었다 .

그림 5-42 샤호 산의 여름 거주지와 현재 사용 중인 하와르 (연구자 작성)

그림 5-43 샤호 산, 타흐트 산, 쿠살란의 여름 거주지와 현재 사용 중인 하와르 (연구자 작성)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거주민들은 지금도 계절별로 거주지를 옮겨서 생활하

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5-42, 43). 디와즈나우(Dīwaznāū)678) 마을은 지역 내

에서 가장 많은 여름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남성 여덟 명이 반난

(Bannan)679)이라고 부르는 샤호 산의 정산 부근에 올라가 한 달 정도 겨울용 가축 

여물을 채집하거나, 네 가구가 드레이네(Dreīne)라는 하와르에서 한 달 정도 생활

하는 정도로 축소되었다680). 압바스아바드(‘Abbaṣsābād)681) 마을에서는 15가구 중

677) 1990년대부터 목축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대부분의 하와르들이 폐지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거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 이용했던 하와르를 포함해 이동일정을 복원했다.

678) 샤라프 앗 딘이 ‘디브데즈(Dīvdez)’라는 이름으로 기록했다(Sharaf al-Dīn Bītlsī, op. cit., 
1998, p. 318). 이 명칭은 ‘악마의 성채’, 혹은 ‘악마의 소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마
을은 11세기에 하우라만 타흐트에서 바리야 베이그가 세력을 형성하기 전까지 하우라만 지
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다(Muẓafar Bahman Sulṭān Hawrāmī, op. 
cit., 2007, p. 385).

679) 하와르 바르자(Barza) 인근에 위치하며, ‘높은’을 의미하는 바르자(barza)와 마찬가지로 반
난(Bannān)도 ‘높은 장소’라는 의미한다. 두 여름 거주지는 모두 샤호 산의 정상 부근에 위
치하는 지역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거주지이다.

680) 디와즈나우 마을에서는 계절이동은 하지 않고, 남성 8명만이 겨울철 여물을 채취하기 위
해 올라오는 정도로 위축되었다(Yāsīn Hosseīnī 인터뷰, 201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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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 가구만이 라스반(Rasbān)이라는 장소에 

가서 여름을 보낸다682). 콜리츠(Kōlīch) 마을에

서는 전체 다섯 가구가 사르다쉬트(Sardasht)라

는 여름 거주지를 사용하기도 한다683). 이 외에 

볼바르(Bolbar), 셀린(Selīn), 켈지(Keljī) 마을의 

거주민들은 여름 동안 다레위안(Darewīān)을 

함께 사용하지만, 이곳에서도 공동으로 양과 

염소를 관리하지 않고 가구별로 과수원을 운영

한다 . 지역의 중심 마을인 하우라만 타흐트(Hawrāmān Takht)의 반난(Bannan)684)도 

이미 농경을 위한 거주지로 바뀌었다(표 5-5). 이에 따라 하우라만 서부지역에서 

실시한던 공동 목축은 과거처럼 공동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부 거주민들만이 유

지하는 수준으로 위축되었고, 카프르도 실사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쇠락했다.

그림 5-45 최근 팔란간 마을의 축소된 이동 일정과 사용 거주지 (연구자 작성)

현재 하우라만 지역에서 공동 목축을 유지하는 마을은 팔란간(Palangān)이 유일

하지만, 이곳의 계절이동도 축소된 모습이었다. 30여 년 전까지 팔란간에서는 마

을을 지키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거주민들이 여름 동안 샤호 산에 분포하는 

10여 곳의 하와르를 이용했다. 4월 중순부터 마을의 거주가구 중에 절반이 고지반

(Gōzīban)에 이어 하니에(Hānīe)에서 생활했고 , 나머지 인원들은 셰이흐 아지즈

(Sheīkh ‘Azīz)와 콜리(Qōlī)를 사용한 뒤에, 거주민들은 다시 20가구 내외로 나뉘

681) 지역 문헌에 따르면, 이곳은 하우라만 타흐트의 바리야 베이그에게 급습을 당해 흩어진 
아흘렉 학(Ahl-e Haqq) 신도들의 근거지였다고 전한다.

682) 이곳에서는 현재 16가구가 거주하며, 그중에 세 가구가 라스반(Rasbān)이라고 부르는 여
름 거주지에 오른다(Mahī al-Dīn Ādōwāī 인터뷰, 2017. 3. 24).

683) 콜리츠(Kōlīch) 마을인들은 약 100년 전에 이라크의 에르빌 인근에서 이주해 왔다. 그들은 
정착 한 위에 사용하던 천막에 벌레 꼬임과 운반 문제가 있어서, 카프르를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Farhād Qādrī 인터뷰, 2018. 7. 17). 현재 마을은 5가구가 함께 여름 거주
인로 이동해 생활한다.

684) 샤호 산의 반난과 다른 장소로서, 타흐트 산에 위치한다.

그림 5-44 콜리츠의 하와르 사르다쉬트

(연구자 촬영, 2018.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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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셸리완(Shelīwān), 콜리트(Kōlīt), 작은 볼린(Bōlī Buchk), 큰 볼린(Buchk Goūrā), 

가르데나(Gardenā) 등지에서 생활했다. 이후 8월 중순이 되면 , 마을 사람들이 고지

반에 모여서 40여 일 동안 채집한 여물을 팔란간으로 옮겨 놓은 뒤에 가구별로 마

을로 복귀했다685).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가구수가 감소하면서, 이동 

일정도 짧아지고, 사용하는 거주지도 적어졌다. 현재 거주민들은 그룹을 나누지 

않고 , 4월 중순에 고지반으로 가서 두 달 정도 생활한 뒤에, 6월 말부터 하니에로 

올라가 생활한다. 이후 8월 중순이 되면 , 이곳에서 여물을 팔란간으로 옮기고 난 

뒤에 , 젊은 남성들은 가축들을 데리고 걸어서 복귀한다. 이와 다르게 , 노인 , 여성 , 

아이들은 2000년대 초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설치된 비포장도로를 이용해 차량

으로 돌아온다686). 

현재 팔란간 마을의 거주민들은 고지반

(Gōzībān)과 하니에(Hānīe)에서 여름을 보

내고 , 각각 고정지붕과 가설지붕의 돌집을 

다르게 사용한다. 2017년에 고지반을 조사

한 바에 따르면687), 이곳에는 176개의 집

자리가 있고, 그중에 50개가 사용되었

다688)(그림 5-46). 당시 고지반의 거주민들

은 입주 초기에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빈

집의 부재와 공간을 재활용하여 주거공간

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버려진 집의 기둥과 보, 서까래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수리용 부재로 사용하여, 목재를 새로 자르고 껍질을 벗겨서 건조하는 과

정을 생략한다. 또한 거주민들은 실내공간으로 된 야나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사지

에 배치된 마당 , 부엌, 냉장시설, 창고, 닭장, 가축우리들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에

서 돌을 가져다 사용하거나, 옆집의 야나를 본인의 창고나 방으로 이용한다(그림 

685) 최남섭, 앞의 논문(2019. 6), pp. 164-5.

686) 최남섭, 앞의 논문(2019. 6), pp. 각주 49. 현재 팔란간 사람들은 여름은 같은 장소에서 함
께 보낸다. 하지만 관찰한 바에 따르면, 50가구는 반으로 나뉘어 공동 목축을 실시하고 있
다. 이것은 공동목축하는 목동 2인이 관리할 수 있는 가축의 수가 1000마리 정도로 한계가 
있으며, 한 장소에서 목축할 수 있는 가축수의 상한선에 따른 구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687) 집 자리의 개수는 한 가구가 사용하는 박스형 구조체이자, ‘집’을 의미하는 야나(yāna)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았다(연구자 조사, 2017. 5. 6).

688) 사용하지 않는 집들의 부재를 떼어다가 다른 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곳에 실제로 
있었던 가구수보다 적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46 고지반의 집 자리 개수(176)와 

2017년에 거주하던 가구수(50)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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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이처럼 고지반의 돌집들은 오랜 시대에 걸쳐서 빈집의 부재와 공간을 활용

해 왔기 때문에, 담장과 부속시설이 만들어내는 평면이 복잡한 양상으로 얽히게 

되었다(그림 5-48).

그림 5-47 고지반의 빈집 목부재와 석재의 재활용 (연구자 촬영, 2017. 5. 6; 2017. 4. 27)

그림 5-48 고지반의 야나 평면도와 빈집 공간의 활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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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9 하니에의 카프르 평면도와 빈집 공간의 활용 (연구자 작성)

그림 5-50 2015년 이용되지 않은 하니에에 가설지붕이 미설치된 모습과 하니에에서 실시하는 여물 

채집과 보관 (연구자 촬영, 2015. 7. 3; 2016. 6. 26; 2017. 7. 9)

팔란간 마을의 다른 하와르인 하니에에서도 거주민들은 빈집의 공간과 석재를 

재활용한다 . 그들은 산간에서 채집한 겨울용 여물을 보관하기 위해 옆집의 담장을 

헐어내거나 배열을 바꾸어 확장된 마당과 옥외 저장공간을 만든다. 또한 그들은 

돌을 운반하거나 새롭게 가공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주변에서 사용하지 않는 

석재를 떼어다가 카프르와 부속시설들을 개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빈집

의 나무 부재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것은 카프르에 설치되

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여러 해 동안 유지될 수 없는 단수명 부재이기 때문이다 . 

일례로 2015년 7월에 팔란간인들은 하마라우(Hamārāū) 우물이 말라서 하니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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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지 않았다 . 당시 그들이 고지반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니에에는 이전 해에 

만들었던 가설지붕이 남아있지 않았다(그림 5-50). 이처럼 가설지붕은 매년 설치

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하우라만 서부지역의 공동 목축의 감소와 

함께 단수명의 지붕은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었다.

데(De) 하와르(Hawār)
트핀(Tıfīn) 제레잔(Zherezhan) → 에스카르(Eskār)
데즌(Dezhın) 타르하나와(Tārkhānāwā)(!)

파이갤런(Pāīgellān) Ⓢ 게리아메르(Gerīāmer) / Ⓢ 셰이할라(Sheīkhala) / Ⓢ 마흐무드 아가(Maḥmūd Āghā) / Ⓢ 마우나 
하나 미흐라우(Maūna Hāna Mīhrāū)(!) / Ⓢ 낙흐시에(Nakhıshīe(!)

젠닌(Zhenīn) (주변 농경지 이용)(!)
아리안(Ārīān) (주변 농경지 이용)(!)
차쉬미다르(Chashmīdar) Ⓢ 칼라 파르살(Kala Pārsāl)(!) / Ⓢ 미르마(Mīrma)(!) / Ⓢ 도왐쉬타(Dōwāmshta)(!)
잔(Zhān) Ⓢ 샤다라(Shadara) / Ⓢ 차마 리자(Chama Rīzā)
비사란(Bīsārān) Ⓢ 하나 지아이(Hāna Zīāī) / Ⓢ 하나 차르마(Hāna Charma) / Ⓢ 플루와라우(Pıllūwarāū)
고와즈(Gowāz) Ⓢ 데가가(Degāgā) / Ⓢ 아위돌(Awīdōl) / Ⓢ 믈라 두시(Mıla Dūthī) / Ⓢ 와시니(Wasīnī)(!)
사르리즈(Sar Rīz) Ⓢ 제르칼(Zherkāl) / Ⓢ 수라반(Sūrābān(!) / Ⓢ 샤히바르(Shahībar)(!) / Ⓢ 와시니(Wasīnī)(!)

탕기사르(Tangī Sar)(k) Ⓢ 찰레 체르무(Chāl-e Chermū) / Ⓢ 메일 바하라(Meīl Bahār) / Ⓢ 세나타세르(Senātaser) / Ⓢ 웨
르툰(Wertūn) / Ⓢ 룰라르즈(Lūlarz) / Ⓢ 세무리르(Semūrīr) / Ⓢ 미르가 라쉬(Mīrga Rash)

니야르(Nīyar) Ⓢ 피르 바그(Pīr Bāgh) / Ⓢ 메르가와(Mergāwa) / Ⓢ 차마우 칼라와(Chamaū Qālāwa)

메흐랍(Mehrāb(k)
Ⓢ 세난세르(Senānser) / Ⓢ 카르페(Qarqe) / Ⓢ 타예 수레(Tāye Sūre) / Ⓢ 호바바(Hobagā) / Ⓢ 

나할(Nahāl) / Ⓢ 하나 콜란(Hāna Kollān) / Ⓢ 게리제 수르(Gerīze Sūr) / Ⓢ 젤리(Zhelī) / Ⓢ 
하나 타인(Hāna Tāīn) / Ⓢ 다와즈바(Dawazba) / Ⓢ 아란(Ārān)

둘랍(Dūlāb) Ⓢ 구자 랄(Guza Lāl) / Ⓢ 다레 나자르(Dare Naẓar) / Ⓢ 체나리즈(Chenārīz) / Ⓢ 사르 다레(Sar 
Dare) / Ⓢ 눔(Nūm) / Ⓢ 발라 마부(Bālā Mabū) / Ⓢ 바르지반(Barzībān)

시안(Shīān)

Ⓢ 골반(Gōlbān) / Ⓢ 다레위안(Darewīān) / Ⓢ 차메 타헤르(Cham-e Ṭāher) / Ⓢ 파르데 수르
(Pārde Sūr) / Ⓢ 미우란(Mīūrān) / Ⓢ 쿠라르(Kūrār) / Ⓢ 쿠칙 수르(Kūchīk Sūr) / Ⓢ 카지 바
크르(Qāẓī Bakır) / Ⓢ 하나 바하(Hāna Bahā) / Ⓢ 누와즈(Nūwaz) / Ⓢ 바인칼(Bainkāl) / Ⓢ 
고사르(Gosār)

토리와르(Tōrīwar(k)
Ⓢ 참반(Cham Bān) / Ⓢ 펠레파(Pelepa) / Ⓢ 수르부마(Sūrbūmā) / Ⓢ 이잔다르(Īzāndar) / Ⓢ 카니 

슈와니안(Kānī Shūwānīān) / Ⓢ 두위에(Dūwīe) / Ⓢ 셸라우(Shelāū) / Ⓢ 수르반(Sūrbān) / Ⓢ 
티란다르(Tīrāndar) / Ⓢ 라드가(Rādgāh)

겔린(Gelīn) Ⓢ 하나카 겔린(Khāneqāh-e Gelīn)(!)* / Ⓢ 안다르 압(Andar Āb(!)* / Ⓢ 하르숭그(Harsung)(!) / 
Ⓢ 카니 셸라나(Kānī Shelāna)(!)* / Ⓢ 다레 쿨레(Dare Kūle(!)* / Ⓢ 수완리안(Sūwārīān(!)*

와시 소플라(Waṣī Soflā)와시 올리야(Waṣī ‘Olīā)*
하샤미즈(Hashamīz) 타키에 하샤미즈(Takie Hashamīz)(!)*
타흐타(Takhta) Ⓢ 페틀리다르(Petlīdar)(!)* / Ⓢ 바르즈 압(Barz Āb)(!)* / Ⓢ 쿨사(Kūlsa)(!)*
 (!): 데보다 낮은 하와르 / Ⓢ : 분리 이동 / (*) : 현재 독립 마을 /  (k) : Other Kurdish Village

표 5-6 하우라만 동부지역의 계절별 거주지와 현재 이용되는 여름 거주지 (연구자 작성)

동부지역에서는 트핀(Tıfīn)과 데즌(Dezhın)처럼 목축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마을 

외에689), 나머지 마을에서 사용하던 농경용 여름 거주지는 퇴락하지 않았다 . 오히

려 각 거주지들이 독립된 마을로 성장하기도 했다 . 겔린(Gelīn) 마을의 하나카 겔

린(Khāneqāh-e Gelīn), 안다르 압(Andar Āb), 카니 셸라나(Kānī Shelāna), 다레 쿨레

(Dare Kūle), 수완리안(Sūwārīān)이 개별적인 마을로 나뉘었으며, 와시 소플라(Waṣī 

Soflā)와 올리야(‘Olīā)도 각각 아랫 마을과 윗 마을로 분화되었다 . 이 외에 하샤미

즈(Hashamīz) 마을의 타키에 하샤미즈(Takīe Hashamīz) 마을이나, 타흐타(Takhta) 

689) 두 마을은 팔란간 마을과 인접해 위치하고 있어, 공동 목축을 실시하던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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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페틀리다르(Petlīdar), 바르즈 압(Barz Āb), 쿨사(Kūlsa) 등도 별도의 마을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하우라만의 동부지역에서 농경을 위해 사용한 여름 거주지는 

정주생활의 확산 속에서 상대적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용하는 고정지

붕의 카왈(kawal)도 보다 확산되었다.

지와르(Zhīwār)의
하네이라르(Haneīlār)

2017. 8. 1

셀린(Selīn), 볼바르(Bolbar), 켈지(Keljī)의
다레위안(Darewīān)

2018. 6. 7

하우라만 타흐트(Hawrāmān Takht)의
반난(Bannan)

2017. 8. 1; M. Ṭāherī, 2007, p. 60.

표 5-7 농경 하와르로 바뀐 서부지역의 여름 거주지 (연구자 촬영)

이와 같은 농경화는 서부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66/7년에 셰이흐 오스

만 낙쉬반디(Sheīkh ‘Othmān Naqshbandī, 1896-1997)가 터키에서 딸기를 들여와 , 도

루드(Dōrūd)690) 마을에서 시험 재배에 성공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이후 과수원

(bāgh) 운영은 하우라만 전역과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 코르데스탄 주에서 생

산하는 딸기가 이란 총생산량의 80% 이상에 이르게 되었다691). 이 시기에 서부지

역의 거주민들도 양과 염소를 팔고, 딸기와 석류 등을 재배하기 위한 과수원을 조

성했다. 앞서 설명한 지와르(Zhīwār)의 하네이라르(Haneilar) 외에 , 셀린(Selīn), 볼

바르(Bolbar), 켈지(Keljī) 마을의 다레위안(Darewīān), 그리고 하우라만 타흐트의 반

난(Bannan)도 지금은 목축이 아니라, 농업용 거주지로 바뀌었다692). 이 과정에서 

690) 두 개(dō)의 강(rūd)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는 마을의 입지 특성을 반영하며, 현재 하우
라만의 서부지역에 위치한다. 

691) 1966/7년에 그가 하우라만에 위치하는 도루드 마을에서 40헥타르의 땅에 시험적으로 재배
해 성공했다. 이후 딸기 재배는 도루드 마을이 속하는 사르아바드(Sarābād) 외에도 주변의 
카먀란(Kāmyārān)과 마리완(Marīwān) 등지로 확산되었다. 현재 코르데스탄 주에서 약 
14,000가구가 매년 5만 톤 정도의 딸기 생산하여, 이란에서 생산하는 딸기의 약 80%에 이
른다. 이처럼 딸기 재배는 하우라만의 산업 구조를 농경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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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들은 가설지붕의 카프르를 유지하는 대신에 , 고정지붕과 미장된 벽체를 가

지는 카왈로 개조해 사용하게 되었다(표 5-7).

그림 5-51 고지반에 건립 중인 마드라사와 완공 후의 모습

(연구자 촬영, 2015. 7. 4; 2017. 6. 3; 5. 1)

그림 5-52 하니에의 하마라우 우물 주변에 건립된 모스크와 공용화장실

(연구자 촬영, 2017. 7. 6; 연구자 작성)

최근 가설지붕의 마지막 보존지역인 하니에에서도 현대식 공공시설이 건립된 

이후에 돌집들이 고정지붕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그 시작은 2016년 고지

반에 건립된 마드라사였다고 생각된다693). 이 건물은 1.5m 높이의 석축 위에 교실

과 화장실 , 그리고 파견 온 선생님과 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방을 포함하는 콘

크리트 구조의 고정지붕 건축이다(그림 5-57). 같은 해에 하니에에서도 하마라우 

우물 주변에 모스크(namāz-khāna)694)와 공용화장실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그림 

692) Musṭafā Ṭāherī, Aṭlas-i Mardomshenāsī-i Rūstā-i Ūrāmān-i Takht (Iran: Karshenās-i 
Mardomshenāsī, 2007), p. 60.

693) 건물에는 “이 마드라사는 2015년 6월 12일(1394년 3월 22일 AH)에 마드라사건립지원협
회(Khayerīn-i Madressasāz)와 지역민들에 의해 건립되었다”라는 돌판이 걸려있다.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7월에도 마드라사의 공사는 진행 중이었고, 2016년 5월경부터 
학교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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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두 거주지에 등장한 콘크리트조의 고정지붕 건축은 돌과 나무처럼 자연재

를 사용하는 주변의 돌집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여기에서 새로운 재료로 만든 공

공시설은 거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 이후 고지반의 야나에는 

철골과 콘크리트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하니에에서도 공장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든 고정지붕의 돌집이 출현했다(그림 5-59). 비록 하니에에는 여전히 가설지붕

의 카프르가 건축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지붕형식의 변화가 계속되어 머지않

은 미래에 고정지붕의 돌집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설지붕의 

위축에 따라 하우라만에서 임시적인 거주지를 가리키는 하와르(hawār)의 의미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림 5-53 최근 고지반에서 사용된 ‘I’형강 부재와 하니에에 건립된 고정지붕의 콘크리트 돌집

(연구자 촬영, 2017. 5. 16; ‘Ismā’īl Peīām Morādī 제공)

이와 같이 쿠르드인들이 사용한 천막과 가설지붕처럼 이동성을 반영하는 지붕

건축들은 지속되던 정주생활의 확산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었다. 유목부족의 

주거천막은 장거리 이동생활에서 발생하는 다른 기후와 장소에서 생활하기 위해 

벽체재로를 조절하는 모습을 상실했다. 반유목민의 천막도 이용자의 감소에 지붕 

천막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못했다 . 천막과 유

사한 이동성을 가지는 가설지붕의 돌집은 이동생활의 위   축 상황에서도 주변의 

빈집들을 활용해 외부공간을 확장해 필요시설들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카프르 자체의 변화는 없었다 . 오히려 농경화 과정에서 잔존하던 가설지

붕들이 새로운 재료를 수용하는 고정지붕의 카왈로 전환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 그

러므로 근대국가의 등장에 지속된 정주생활의 확산으로 인해 쿠르드인들의 비고

정식 지붕건축이 도태되었다고 볼 수 있다.

694) 세 사람이 나란히 누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건축이다. 전면에 벽체가 설치되지 않아 밀
폐되지 않은 하나의 반외부공간으로 구성된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돌 벽체와 철
문이 세워지고, 2016년에 지붕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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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흙지붕 돌집의 증축식 공사와 단계별 진화

근대국가에 편입된 후에 쿠르드인들이 사용하던 주거천막과 가설지붕의 돌집은 

정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락했고, 그들의 주거건축은 고정지붕으로 축소되

었다 . 하지만 이 정주형 건축은 사용 재료를 나무와 돌 , 흙으로 한정하지 않고, 철

골과 벽돌, 콘크리트처럼 산간에서 얻을 수 없는 재료들을 이용해 필요한 공간과 

구조를 마련하며 현대 주거로 거듭났다. 고정지붕의 건축이 변화하는 과정은 단계

별로 구분된 특성을 보였으며 , 마을마다 변화 시기와 전개 속도에도 차이가 있었

다. 하지만 현재 쿠르디스탄 전역의 마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 

단계의 건축을 사용하는 상황에서과거부터 지금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

기는 쉽지 않다. 하우라만처럼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외부에 노출되기 시작한 

고립된 지역에서나 이전 단계의 건축의 실례나 흔적이 확인되며 , 그중에서도 팔란

간처럼 뒤늦게 정주화와 현대화의 영향을 받아 주거건축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뚜

렷하게 남아있거나695), 과거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진이 전하는 마을에서나, 고정

지붕 돌집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54 팔란간 마을의 전경과 지역 구분 (연구자 촬영, 2016. 6. 30)

 팔란간 마을은 탕기와르 강을 중심에 둔 계곡에 자리하며, 현재(2015) 약 200여 

가구가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세 지역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다(그림 

5-54). 그중에 마스지드 지역(Maḥal-i Masjid)은 명칭이 유래한 바와 셰이흐 모스크

(Masjid-i Bāwā Sheīkh) 외에도, 아르달란 가문이 사난다즈로 천도하고 지금의 자

리에 마을이 형성될 무렵에 건립된 셰이흐 오마르의 생가(Yāna-i Sheīkh ‘Omar)696)

695) M. Farr, op. cit. (1984), p. 129

696) 1636년 셰이흐 오마르가 처음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다(Urbanism Consulting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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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리한다. 또한 마을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집기를 제작하던 대장간

(āhangarī)도 남아있고, 여름 거주지와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는 것처럼 , 이 

지역은 팔란간 마을에서 가장 먼저 형

성된 거주지이다 . 콜리체 지역(Maḥal-i 

Kōlīche)은 마스지드 지역의 맞은편에 

위치한다. 이곳의 이름은 현지에서 만

드는 일종의 도넛츠를 의미하는데697), 

그 유래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

이 없다. 이곳에 전하는 방앗간(āsīāb)에서 알 수 있듯이 , 콜리체 지역은 초기부터 

사람들의 거주지였으며 , 이슬람 혁명 전까지 파와(Pāwa)698) 출신의 벡(beg)699)이 

거주하던 주택이 전하는 팔레비 시대에 행정중심지였다700). 마지막으로 리제 지역

(Maḥal-i Līze)은 ‘구불구불한’을 의미하는 것처럼 복잡한 골목길이 많은 지역이다. 

20세기 후반에 카먀란(Kamyārān)과 마리완(Marīwān)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된 후

에701), 리제 지역은 외부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관문이 되어 여행객을 비롯한 외부

인들과 접촉이 많아져 , 이곳에 마드라사 , 보건소, 은행, 마을 사무소(daftar-i 

A Research o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Region of Palangan Village, Sanandaj: ICHTO, 
2009, p. 27). 이 인물에 대한 문헌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르달란 가문의 군주들이 
사난다즈로 떠나고 마을을 새롭게 건설할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생각된다. 

697) 콜리체는 지역에서 만드는 제과로서, 도넛츠와 비슷한 생김새와 맛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식으로 먹는 난(nān)과 다르다. 현재 난을 판매하는 나누아이(nānūāī)도 마을의 다른 지역
에 위치하는 것을 보면, 지역명이 유래한 배경에는 특별한 사건이나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여기서 나누아이는 페르시아어로 난바이(nāvāī)와 동일하다.

698) 현재 이란의 케르만샤 주에 속해있고, 하우람인들은 르혼(Luhōn)이라고 부른다.

699) ‘beg, beīg, bey’ 등은 부족장, 혹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같은 단어이다.

700) 팔레비 왕조 시기에 마을의 행정은 외부에서 온 관리 벡(beg)과 마을 출신의 케드호다
(kedkhodā)가 함께 관할했다고 알려져 있다. 1979녘의 혁명 이후에 벡은 마을을 떠났지만 
케드호다였던 말라케 무함마드(Malake Muḥammad)는 남아서 생활했다. 현재 그의 아들인 
이브라힘 소흐라비(Ibrāhīm Sohrābī, 1936/7-현재)가 마을에서 일가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20세기 말에 Mollā Fāteḥ(?-2020.1)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조흐라비 부족의 가계도
(Shajarenāma-i Zohrābī) 참조. ‘Adnān Reżā’ī 제공). 현재 알리 누리(‘Alī Nūrī)가 매입하
여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701) 거주민들에 따르면, 카먀란과 마리완을 연결하는 도로는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
시에 병력과 물자 이동을 위해 처음 설치되었다고 한다. 현재 약 50km의 도로를 아스팔트
로 포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 정도는 비포장 구간이다.

그림 5-55 팔란간 마을의 지역 구분과 주요시설

(최남섭, 앞의 논문, 2019. 6, 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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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īyār)702), 상점, 식당 , 공용 주차장처럼 마을의 공공 및 상업시설들이 집중적으

로 건립되었다(그림 5-55).

그림 5-56 쿠르디스탄 영구지붕 건축의 시대별 전개 양상

(N. Choi and B. Jeon, op. cit., 2015, Fig. 4; N. Choi, op. cit., 2016, Fig. 4. 수정)

팔란간 마을의 돌집들은 샤호 산의 자락을 따라 위치하며, 거주민들은 가파른 

경사지에 돌로 벽체를 세우고 , 외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평평한 지붕을 설치한 

박스형 돌집을 만들어 생활했다. 그중에 오래된 건물들은 돌과 나무처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재를 사용하지만 , 최근에 건립되는 건물들은 철골과 콘크리트처

럼 인위적인 재료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건축 재료의 변화에 따라 팔란간 

마을의 돌집들은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과 사용 목적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현장

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재료 , 공간, 규모를 중심으로 특성이 다른 

네 가지 형식의 건축이 확인된다703)(그림 5-56). 

702) ‘마을위원회와 관리자(shoūrā wa dehīyār)’가 사용하는 관리 사무실이다. 이곳은 주로 데
히야르가 사용하며, 마을의 출생, 사망, 세금, 공공시설의 공사 등에 관한 서류를 보관한다
(N. Choi, op. cit., 2016,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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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에 해당하는 A타입은 뒷벽으로 산비탈의 암반을 이용하고, 전면과 양측

면에 돌로 쌓은 벽체를 두른 후에 나무와 흙으로 만든 고정지붕을 덮어서 실내공

간을 확보하는 3면 벽체형 구조이다. 이와 같이 산간 지형에 맞추어 벽체를 설치

하는 구축 방식 때문에 건물의 평면 형태가 완전한 방형을 이루지 못한다. 또한 

이 형식의 건물은 실내공간의 깊이가 3m를 넘지 않고 , 천장의 높이도 2.3m 이하

로 낮은 단층의 구조물이다704). 이 단위 건물들은 용도가 다른 두 건물이 위아래

로 나뉘어 배치되는 특성을 보인다. 여기에서 아래층에는 가축우리와 함께, 화장

실, 부엌이 설치되고 , 위층에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사람의 거주공간이 배

치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거주민들은 가축우리의 지붕을 마당으로 사용하며705), 

이처럼 간단한 형식의 건물은 팔란간의 거주민들이 처음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부

터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57 이슬람 혁명 이후 팔란간 마을의 마스지드와 콜리체 지역

(Marīyam Ḥanīfe 제공; Shahāb Ḥamīdī 제공)

B타입은 자연재를 이용해 수직과 수평적으로 확장한 중층 구조가 특징이다. 이 

유형은 보통 연속된 2층이며, 건물의 깊이는 A형과 비슷한 3m 정도지만, 천장이 

2.6m로 높아졌다. 이 형식의 저층부에는 가축우리와 함께, 화장실, 부엌이 설치되

어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상층부의 면적 확장과 함께 밀폐된 방이 두 개로 증가하

고, 그 사이에 벽체를 설치하지 않은 반외부공간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706). 여기

에서 반외부공간은 ‘할(hal)707)’, ‘에이완(eīwān)708)’, ‘바르메히타비(barmāhītābī

703) N. Choi, op. cit. (2016), p. 24.

704) N. Choi and B. Jeon, op. cit. (2015), p. 292.

705) 사람이 거주하는 상층부의 지붕을 다른 이웃들이 자유롭게 점유해서 사용하는 모습은 확
인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을 이용한다. 

706) N. Choi and B. Jeon, op. cit. (2015), pp. 292-293.

707) 이 명칭은 영어의 홀(hall)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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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반질레(bānjīle)710)’ 등으로 다르게 불리는데, 이것은 ‘집의 거실’, ‘반외부 공

공공간’, ‘달빛을 채광하는 부분’, ‘옥상의 마당’처럼 다목적 공간에 대한 여러 의

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건물의 높아진 층고와 반외부공간의 설치로 인해 아

랫집의 지붕을 마당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적어졌다 . 이 형식의 건물은 이슬람 혁

명 이후에도 한동안 마을 건축의 대부분으로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브라힘 

소흐라비(Ibrāhīm Sohrābī, 1938/9-현재)711)가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 외에, 비슷한 

시기 촬영된 마을의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의 돌집들이 2층의 중앙이나 모서리에 

반외부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그림 5-57). 또한 이 형식에는 유리 창호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1970년대에 바와 셰이흐 모스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된 유리가 주변의 돌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5-30).

그림 5-58 1999년과 2016년 팔란간 마을의 마스지드 지역

(Bahman Sohrābī 제공; 연구자 촬영, 2016. 6. 25)

다음으로 , C타입은 철골과 콘크리트 , 벽돌처럼 사용하는 재료의 변화가 두드러

진다 . 이 형식의 건물은 보통 2층 이상이며, 뒷벽을 자연 암반에 의지하지 않고 인

공적인 벽체를 설치해 방형의 평면을 갖는다 . 또한 건물의 깊이는 5m가 넘고, 천

장 높이가 3m 이상이 되는 것처럼 규모 확장이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상층부의 

거주공간에는 방 외에도 화장실, 주방, 샤워실, 창고들이 배치되어 실내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이 형식에서는 반외부공간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는 발코니

(valcon)712)가 설치되는 경향이 특징이다713). 이 형식부터 지붕 위에는 이조감

708) 페르시아어 이완(īwān)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생각되면, 일반적인 이완처럼 볼트 구조의 천
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709) ‘달빛이 머무는 곳’을 의미한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거주민들은 저녁 식사를 일과를 
마치고 해가 진 뒤에 했다고 한다. 당시 호롱불도 있었지만, 보통은 달빛 아래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710) 옥상의 마당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며, 위쪽의 평평한 공간을 의미한다.

711) 이슬람 혁명 전에 케드호다였던 말라케 무함마드(Malake Muḥammad)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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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ogam)이라고 부르는 시트가 깔려서 흙지붕의 단열과 방수 기능이 보완되었고, 

마을의 건축 경관이 은색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더해 C타입에서는 아랫집의 지붕

을 윗집에서 마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공유방식이 사라지고, 소유주가 외부인의 

동선을 차단하여 자신의 지붕을 사유화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714). 1999년 여름에 

촬영된 마스지드 지역의 사진을 보면715), C타입은 200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등장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그림 5-58), 이전까지 자연재를 사용하는 ‘옛 건축

(sākhtemān-i qadīmī)’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질적 외형을 갖는다.

유형 구분 A형 B형 C형 D형

건립 시기 ? - 1960 1960 - 2000 2000 - 현재 2015 - 현재

벽제 구조재 거칠게 다음은 돌 거칠게 다듬은 돌 콘크리트, 철골, 벽돌 콘크리트, 철골, 벽돌

벽체 마감재료 거칠게 다음은 돌 거칠게 다음은 돌 자연석, 벽돌, 판석 자연석, 벽돌, 판석

슬라브 구조재 나무 나무 철골, 벽돌 철골, 벽돌

규모(층수) 1층 1-2층 2층 이상 2층 이상

내부 깊이 약 3m 약 3m 5m 이상 5m 이상

천장 높이 약 2.3m 약 2.6m 3m 이상 3m 이상

뒷벽 재료 자연 암반 자연 암반 인공 벽체 인공 벽체

화장실 위치 가축우리 내 가축우리 내 거주공간 내 거주공간 내

옥외공간 지붕 지붕, 할 지붕, 발코니 지붕, 발코니

표 5-8 팔란간 마을의 건축 유형별 특성 (N. Choi and B. Jeon, op. cit., 2015, Fig. 4. 수정)

마지막으로, D타입은 사용 재료가 앞선 유형과 차이가 없지만, 사용 목적과 공

간구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716). 이 형식 중에 일부는 상층과 하층을 각각 

주인의 주거공간과 게스트하우스, 상점, 레스토랑 등으로 사용하지만, 최근에 건

립되고 있는 대부분은 주거의 기능을 배제하고 건물 전체를 상업시설로 이용한

다717). 이 형식은 2015년부터 코르데스탄 주와 케르만샤 주의 문화관광부(MCTH)

가 하우라만 역사문화경관의 세계유산 등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 등재 이후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홍보에 반응해 등장한 형식이었

다718). 이 형식의 건물은 앞선 C타입까지 나타난 전개 양상이 주거를 중심으로 진

712) 현지에서는 발콘(valkon), 왈콘(walkon) 등으로 부른다. 

713) N. Choi and B. Jeon, op. cit. (2015), p. 293.

714) N. Choi and B. Jeon, op. cit. (2015), p. 294.

715) 사진의 좌측 하단부 모서리에는 “Pālangān (13)78. 3. 21 (AP)”라고 촬영 날짜가 페르시
아력으로 적혀있다. 이를 서력으로 전환하면, ‘1999년 6월 21일’이다. 촬영 당시 마을 거주
민들은 고지반과 하니에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전경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716) 조사를 실시한 2015-6년에는 이 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였지만, 최근에는 마을 내에
서 난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집계 대상에서는 배제했다. 

717) N. Choi, op. cit. (2016),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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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것과 다르게, 상업적인 기능이 강조되었으며, 현재 마을 곳곳에서 옛 형식의 

건물을 헐어내고 난립하고 있다.

이처럼 팔란간에서 확인되는 고정지붕의 돌집들은 공간 , 구조, 재료 사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 거주민들의 기억과 사진 자료에 따르면, 각 유형은 대략 '1960년 

이전 ', '1960년과 2000년 사이 ', '2000년 이후 '. ‘2015년 이후’를 기점으로 사용시기

가 구분되었다719). 이러한 건축 형식의 변화에 따라, 거주민들은 주변 산에서 자유

롭게 돌로 건물을 만들던 것에서 탈피하여 점차 외부에서 들여온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 또한 그들의 돌집은 산비탈에 의지하던 뒷벽을 사용하지 않고 

점차 완결된 구조체로 바뀌었다. 또한 건물 규모의 확장과 함께, 실내도 단일한 공

간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포함하는 분할된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와 함께, 지붕에 

전적으로 의지하던 외부공간은 건물의 반외부공간이나 발코니로 보안되었다. 하

지만 평평한 지붕은 가파른 경사면에서 외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되었다.

샤흐람(Shahram)의 주택
- A 타입(20c): 가축우리, 창고
- A’ 타입(20c): 거주공간

무라드(Murād)의 주택
- B 타입(1980s): 가축우리, 창고
- C 타입(2008): 거주공간

압바스(‘Abbās)의 주택
- B 타입(19070s): 창고
- C 타입(2008): 거주공간

모울루드(Moūlūd)의 주택
- B 타입(1970s): 가축우리, 창고
- C 타입(2012): 거주공간

아흐마디(Aḥmadī)의 주택
- C 타입(2005): 거주공간
- C’ 타입(2015): 숙박시설

케이한(Keīhān)의 주택
- C 타입(2003): 케이한 형의 거주공간
- C’ 타입(2015): 케이한의 거주공간

표 5-9 팔란간 마을의 증축식 공사 사례 (N. Choi and B. Jeon, op. cit., 2015, Tab. 3. 수정)

718) 최남섭, ｢이란 하우라만 역사문화경관의 세계유산 등재준비: 문제와 과제｣(제20기 박물관
대학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부산: 부산박물관, 2020. 10), pp..45-6.

719) N. Choi and B. Jeon, op. cit. (2015),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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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마스지드 지역 콜리체 지역 리제 지역 마을 전체
A타입의 건물 개수 56 (48.3%) 14 (17.7%) 45 (26.5%) 115
B타입의 건물 개수 43 (37.0%) 56 (70.9%) 56 (33.0%) 155
C타입의 건물 개수 17 (14.7%) 19 (24.1%) 69 (40.5%) 105
건물 개수의 합계 116 (100%) 79 (100%) 170 (100%) 375
지역별 가구수 63 44 99 206
가구별 사용 건물수 1.84 2.02 1.71 1.82

표 5-10 팔란간의 지역별 건축유형 분포와 가구별 사용 건물수

(N. Choi and B. Jeon, op. cit., 2015, Tab. 3. 수정)

그림 5-59 팔란간의 지역별 유형 분포와 가구별 사용 건물수 (연구자 조사)

팔란간 마을에서는 보통 하나의 건축 유형이 하나의 가구를 이루지 않는다 . 이

곳의 거주민들은 시기 차이가 있는 다수의 건축 유형을 함께 사용해 주거공간을 

마련했다. 이것은 새로운 건축을 위해 이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한 뒤에 필요한 시

설들을 추가하는 증축식 공사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표 5-9). 이 때문에 건축 유

형이 분포하는 양상은 마을의 세 지역이 겪은 상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720). 

마스지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형식의 건물들이 많이 분포한다 . 이 지역은 

샤호 산의 여름 거주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에는 많은 가구수가 생

활했지만, 지금은 계절이동의 감소와 마을 진입로에서 먼 위치 때문에 쇠락하여 

새로운 형식의 건립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콜리체 지역에는 상대적으

로 두 번째 형식의 건물들이 많이 분포하는데, 이것은 이슬람 혁명 전까지 행정중

심지로서 번성하고 , 혁명 이후에 쇠락해 건축 공사가 활발하지 못했던 상황의 변

화를 나타낸다. 이 외에 리제 지역은 근래에 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외부와 접촉할 

720) 마을에는 대지경졔선이나 지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난 가구수 계산을 위해, 한 
가구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선을 연결한 영역을 각 가구의 대지로 가정했다. 2015-6년에 
현장조사를 할 때, D타입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개수가 적어 C타입에 포함해 확인했다. 또
한 이후 수년 동안 D타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은 추후 연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연구에서는 C타입과 합산하여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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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며 새로운 형식의 주거건축과, 공공시설들이 활발하게 건립

되었다(표 5-10, 그림 5-59).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팔란간 마을은 처음에 탕기

와르 강변에서 거주지가 형성된 이후, 초기에 마스지드 지역에서 거주민들이 생활

하기 시작한 이후에 , 마을의 중심지가 콜리체와 리제 지역으로 바뀌며 지역내 거

주지 밀도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팔란간 마을의 세 지역에는 건축 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었지만 , 거

주민들은 대략 두 채의 건축을 사용해 주거공간을 마련했다(표 5-10). 물론 C나 D

타입처럼 새로운 형식들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 대부분의 가구들은 시기 

차이가 있는 건축 형식을 함께 사용했다. 거주민들은 오래된 건물의 일부를 헐어

낸 뒤에 새로운 건축을 추가했다 . 이후 그들은 옛 건물을 창고나 가축우리로 전용

하고 , 새로 만든 건물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했다721). 이러한 증축을 통해서 , 거주민

들은 비용, 시간 및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주거공간

을 마련할 수 있었다 . 이에 따라 새로운 건축이 옛 건축의 배치 방식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적인 건축 맥락을 유지할 수 있었다722).

이처럼 팔란간 마을의 거주민들은 옛 건

축 형식의 일부를 변경해 새로운 건축을 만

들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건축은 두 채로 

제한되지 않는다. 디와즈나우 마을에서 확

인한 우리야 무함마디(Ūrīyā Muḥammadī)의 

주택을 보면, 그의 가족들은 예전에 만든 A

타입과 B타입을 창고로 전용하고, 최근에 

C타입을 지어 생활하고 있다(그림 5-60). 이

처럼 여러 차례의 중측을 거친 건축을 사용

하는 거주민들은 마지막 단계의 형식에서 생활한다. 이러한 방식은 팔란간과 하우

라만 지역의 다른 마을 외에도 이란의 쿠르디스탄에서 나타나는 동시대적인 보편

적 현상이다(표 5-11). 이러한 부분적인 증축과 새로운 건축의 사용을 통해서 근대

국가의 관리 아래 축소된 쿠르드인의 고정지붕 돌집이 시대마다 다른 요구를 수

용하고 그 결과로 쿠르디스탄의 지배적인 현대 주거로 성장할 수 있었다 .

721) 2015년부터 쿠르디스탄의 여러 지역을 확인한 결과, 새로운 건물을 지은 뒤에 옛 건물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722) N. Choi and B. Jeon, op. cit. (2015), pp. 294-5.

그림 5-60 우리야 무함마디 주택의 평면 

스케치와 건축 형식의 구성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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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바르(Bolbar)
연구자 촬영, 2017. 3. 20

시안(Shīān)
연구자 촬영, 2017. 4. 20

탕기사르(Tang-i Sar)
연구자 촬영, 2018. 3. 24

하우라만 타흐트(Hawrāmān Takht)
연구자 촬영, 2017. 3. 20

셀린(Selīn)
연구자 촬영, 2017. 3. 21

지와르(Zhīwār)
연구자 촬영, 2017. 3. 21

누인(Nūīn)
연구자 촬영, 2017. 3. 25

나우(Nāū)
연구자 촬영, 2017. 3. 25

하지즈(Hajīj)
연구자 촬영, 2017. 3. 25

수레투(Sūretū)
연구자 촬영, 2017. 3. 28

웨이사(Weīssa)
연구자 촬영, 2017. 3. 28

디와즈나우(Dīwaznāū)
연구자 촬영, 2017. 6. 9

메흐랍(Mehrāb)
연구자 촬영, 2017. 4. 5

니야르(Nīyar)
연구자 촬영, 2017. 4. 5

달레 마르즈(Dale Marz)
연구자 촬영, 2017. 6. 13

표 5-11 하우라만 지역의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축 경관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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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세계유산 마을의 등재와 마을 박물관의 전통 박제

20세기 이후 쿠르드인들이 사용하던 주거천막과 가설지붕의 돌집은 쇠락하고, 

그들의 주거건축은 고정지붕의 돌집으로 축소되었다 . 독립국가가 부재한 상황에

서 그들이 정주형 건축에서 민족 전통을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이었다 . 그런 면에서 2021년 7월 ‘하우라만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이 세계유산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쿠르드인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비록 이 유산은 이란이 보유한 세계유산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만, 쿠르드인의 건축 전통으로 규정되었고, 여기에 포함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723)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성과였다.

날짜 주요 내용

2007. 8. 9 UNESCO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The Cultural Landscape of Uramanat’
2015. 하우라만 문화경관본부(CLH/U)724) 설립과 활동 시작

2020. 1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일체 제출

2020. 9. 21 - 10. 1 ICOMOS의 홋삼 마흐디(Hossam Mahdy)가 현장 실시

2020. 9. 29 ICOMOS의 홋삼 마흐디(Hossam Mahdy)가 이란 정부에 추가 자료 요청

2020. 11 - (계속) IUCN725)으로부터 자연환경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자문을 받기 시작

2020. 12. 17 ICOMOS가 이란 정부에 추가 자료 요청

2021. 2. 28 이란 정부가 ICOMOS에 관련된 보완 자료 제출

2021. 2. 28 ICOMOS가 제출 서류를 승인

2021. 7 UNESCO 총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발표 ‘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

표 5-12 ‘하우라만의 문화경관’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일정

이 유산의 등재 준비는 이란 정부가 2007년 8월 9일에 ‘우라만의 문화경관(The 

Cultural Landscape of Uramanat)’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하고726), 2015년에 코

르데스탄주와 케르만샤주의 문화관광부(MCHT)727)가 ‘하우라만 문화경관본부

(CLH/U)’를 설립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등재 준비에 필요한 

현지 자료를 수집하고, 등재 이후에 해당 유산을 보존과 관리하는 상설기구이

723) 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약자이다. 세계유산목곡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12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가치가를 말한다.

724) 영문명은 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 Base이며, 페르시아어 이름은 
Pāyegah-i Manẓar-i Farhangī-i Ūrāmānat/Hawrāmān이다. 이름에서 ‘우라만’과 ‘하우라만’의 
위치는 등재 과정 중에 순서가 수차례 조정되었다.

725)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약칭이다.

726) 코르데스탄주 문화관광부의 사이드 모흐센 알레비에 따르면, 2000년대 초 유네스코 관계
자를 초청해 현지를 함께 둘러본 뒤에 세계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알레비는 당시 방문한 관계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누군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727) 당시에는 ICTHO(Iranian Cultural Heritage, Handicraft and Tousrim Organation)였고, 이후 
MCTH(Ministry of Cultural Heritage, Tourism and Handicrafts)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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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28). 여기에는 책임자인 탈레브 니야(Pūyā Ṭāleb Nīyā)를 비롯해 대부분이 인근 

지역 출신의 쿠르드인인 것처럼, 유산의 명칭에도 현지에서 부르는 ‘하우라만’이 

포함되었다 . 이 단체는 각 마을의 관리자인 데히야르(dehīyār)와 협력하여 현지 자

료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각 마을의 실상 확인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 이후 테

헤란의 무형유산센터(Tehran ICH Centre)에서 세계유산 등재의 전문가인 탈레비안

(Muḥammad Ḥassan Ṭalebīān)의 책임 아래 수집된 자료를 세계유산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세계유산적 가치와 보존관리방안이 포함된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고 , 

2020년 1월에 세계유산센터(WHC)에 제출했다. 같은 해 9월부터 이코모스

(ICOMOS)729)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한 뒤에 세계유산의 등재가 승인되었

고730), 2021년 7월에  세계유산목록의 등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표 5-12).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등재된 하우라

만의 문화경관은 하우람인들이 척박한 

산간에서 생활하기 위해 계절별로 고도

가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고, 각 장소에 

맞추어 테라스형 건축(Terraced Village), 

하바르(Havar)731), 과수원(Ochard)을 선

택하는 생활방식을 유지한다는 점과 가

파른 경사지를 개간해 농사짓는 기술을 

높게 평가받았다732). 하지만 이러한 가

치는 현지의 거주민들과 지역 연구자들

이 당연하게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

이 아니다. 이것은 세계유산 제도에 능통한 소수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stakeholders)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서 만든 총체가 아니라 , 세계유산의 등재 

728) 처음에는 하우라만 역사문화경관본부(Pāyegah-i Manẓar-i Farhangī-i Tārīkhī-i Ūrāmānat)
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나, 등재 이후에 유산의 이름에 맞추어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단체의 이름에는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Uramanat’와 함께, 현지인들이 사용하
는 ‘Hawraman’이 병기되었다.

729)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자이다. 유네스코 산하의 사적지와 기
념비 보존에 관한 자문기관이다.

730) 원래는 5월에 계획되어 있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9월로 연기되었다.

731) 이란어 표기로 명기하여, 현지에서 부르는 hawār와 소리에 차이가 있다.

732) ICOMOS, Advisory Body Evaluation: 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 Uramanat 
(Islamic Republic of Iran), No. 1647 (2021) , pp. 331-3.

그림 5-61 하우라만 문화경관의 등재 과정과 

이해관계자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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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특성들을 재구성해서 만든 전략적인 결과물이다733)(그림 

5-61). 이렇게 선택된 가치와 전통은 외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 외형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사라진 무형적인 요소가 재현되어 세계유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편

집되었기 때문에 , 보통은 외국인 평가단이 짧은 기간 동안 그 진위를 면밀하게 확

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

그림 5-62 하우라만 문화경관본부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한 마을 전경 사진

(하우라만 문화경관본부의 텔레그램 커널, https://t.me/mirashou)

 하우라만의 문화경관은 하우람인들이 계절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정주방식과 

함께 , 무형적인 기술과 의식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등재신청서의 내용은 

대부분이 경사지에 위치하는 평지붕 건축들이 만드는 마을 경관으로 채워져 있

다734). 이와 다르게 여름 생활과 건축은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팔란간 마을의 

하니에와 콜리츠 마을의 사르다쉬트 외에도 구체적인 장소명과 실상을 다루지 않

는다735). 이러한 편중성은 문화경관본부가 홍보를 위해 사용한 사진 중에 가설지

733) Mohammadreza Hajialikhani, “A Systematic Stakeholders Management Approach for 
Protecting the Spirit of Cultural Heritage Sites”, ICOMOS 16th General Assembly and 
Scientific Symposium (Quebec, 2008), pp. 6-7.

734) ICOMOS, op. cit. (2021), p. 332. 이란에서는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한 단계를 예증
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를 포함해 제출했지만, 인정받
지 못했다.

735) 등재신청서에 포함된 지도집의 Map No. 20에는 주황색 도트로 여름 거주지(hawār)를 표
기했지만, 장소의 이름과 소속 마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됭지 않았다. 이후 주요 마을의 하
와를 큰 영역으로 표기하여 보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 장소의 이름를 명기하지 않았으
며, 사용기간도 획일적으로 5월부터 9월까지로 통일시키고 있다. 이코모스가 요청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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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의 카프르가 사용되지 않았던 점에서도 확인된다(그림 5-62). 여기에 더해 그들

은 외형적인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바프테 펠레카니(bāft-i pelekānī)’라는 신조어

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 이 단어는 ‘조직(fabric)’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바프트

(bāft)’와 쿠르드어로 ‘계단의 복수형(stairs)’을 가리키는 ‘펠레칸(pelekān)736)’이 합

쳐진 단어이며 , 1908년에 딕슨(B. Dickson)이 규정한 계단식 구축원리(staircase 

principal)를 현지어로 번안한 것과 차이가 없었다737). 이 단어는 하우라만 건축의 

특정 이미지를 쉽게 알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지역 건축의 가장 중

요한 특성을 대변하는 지위로 격상되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738).

그림 5-63 현지 주요인사의 세계유산 등재사업 지원과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

(하우라만 문화경관본부의 텔레그램 커널, https://t.me/mirashou)

이처럼 타자적 시각에서 특정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향은 현지인들이 유산의 경

계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에서 비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르데스탄

주의 경제부 장관은 “하우라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

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케르만샤주 주지사는 “하우라만의 세계유산 등재에 장

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현지의 

주요 인사들은 세계유산 등재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그들의 관심은 유산의 학

서류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있었지만, 그 진위 여부는 거주민들만 확인할 수 있다. 

736) 쿠르드어에서 복수형 어미는 kā, 혹은 kān이며, 각각 페르시아어의 hā와 gān에 해당한다. 

737) B. Dickson, op. cit. (1908), p. 297.

738) M. F. Zarei, Cultural, Ancient and Historical Relics of Kurdistan Province (Hamadan, 
Bu-Ali Sina University, 2013), p. 282; H. Hawrāmī, Dīrīne Shenāsī-ye Zabān wa Farhang-i 
Hawrāmān (Arbil, Hawūler, 2013), pp. 230-231; R. F. Hamzeh’ee and M. Baqernasab, 
Indigenous Knowledge, Case Study: Traditional Gardening and Forestry in Haurāmān 
(Tehran and Kermanshah, Razi University Press, 2017), p. 66. 처음 사용한 사례는 확인하
지 못했지만, 2013년경부터는 연구서, 연구논문, 대중서, 언론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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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인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 창출에 있었다 . 코르데스탄주 정치부 차장

이 “관광산업의 가장 큰 가치는 쿠르디스탄의 경제 발전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 하우라만 문화경관의 세계유산 등재는 현지인들에게 관광산업을 부흥

시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켜줄 해결책이었다(그림 5-63).

그림 5-64 알레비의 현대건축 건립의 위험성 표명과 요킬레토의 현지 자문

(IRNA, 2019. 2. 25; 하우라만 문화경관본부의 텔레그램 커널, https://t.me/mirashou)

이러한 기대감은 도시로 떠난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와 버려두었던 낡은 집들을 

헐어내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을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현장에서 실사한 이집트 출신의 홋삼 마흐디(Hossam Mahdy)는 “문화경관

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현대건축의 건립은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처

럼739), 지역건축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철골 보, 벽돌, 시

멘크가 세계유산 등재의 길을 막는다”라고 보도된 것처럼740), 대부분의 하우람인

들이 전통적인 공사법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2019년 2월 25일에 코르데스탄주 

문화관광부의 알레비(Saīd Moḥsen ‘Alevī)도 “현대건축의 건립은 하우라만의 세계

유산 등재를 어렵게  것이다”라는 우려를 피력했으며741), 비슷한 시기에 저명한 

보존 전문가로 알려진 요킬레토(Jukka Jokilehto)도 지역을 둘러본 뒤에 현지 관계

739) ICOMOS, op. cit. (2021), p. 333. “하우라만 문화경관본부는 현대 재료와 기술을 포함하
는 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존재하는 현대적인 정부건물의 시각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740) Mabīn Peīāmkār, “Tīrāhan, Ājor wa Sīmān Sad-i Rāh-i Thabt-i Ūrāmān”, MEHR News 
Agency (Modified on 12 Dec. 2017, Accessed on 12 Dec. 2021, Retrieved from 
https://www.mehrnews.com/photo/4171277/تیرآھن-آجر-و-سیمان-سد-راه-ثبت-اورامان)

741) “Sākhtemān wa Sāzī hā-i Modern thabt-i Jahānī-i Hawrāmān rā be Khaṭr Mīandāzad”, 
IRNA (Modified on 25 Feb. 2019, Accessed on 19 Oct. 2020, Retrieved from 
https://www.irna.ir/news/83221893/ساخت-و-سازھای-مدرن-ثبت-جھانی-اورامان-را-بھ-خطر-می-انداز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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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건축 유산의 보존을 위해 현대적인 방식의 공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

을 전달했다742). 

이처럼 등재 준비를 시작한 이후에 

하우라만 지역의 주거건축에는 현대

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이 경향

은 보존관리방안이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등재신청서에 수록된 보

존관리방안에는 하우라만 전역을 집

중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코어존(Core 

Zone)과 그것을 둘러싸는 버퍼존

(Buffer Zone)을 나누고 있다. 또한 제

출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후 마을 단

위의 보존 관리 지역도 설정되었다 . 하지만 건축의 관리 규정은 “새로운 건축을 

만들 때 전통적인 방식의 재료와 형태를 따라야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정을 포함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

이 모호한 규정은 관광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지인들에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743). 특히 현지인들은 상업시설을 만들기 위해 전통적인 평

지붕을 사용해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했지만 , 벽체에는 거칠게 다듬은 돌에서부터 

판석이나 벽돌을 자유롭게 선택해 마감했고, 주요 구조체를 만드는 철골을 마감하

지 않고 투박하게 노출시켰다. 이렇게 개선이 가능한 점 외에도 그들이 옛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 최근 들어 

하우라만 전역의 마을은 급속하게 현대화가 진행되었다 . 그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

화를 보이는 마을이 팔란간이었다 . 이곳은 하우라만 타흐트와 함께 과거부터 지역 

관광의 중심지였으며, 등재 준비가 시작될 때부터 관광의 중심지로 고려되었기 때

문에 , 다른 마을에 비해 현대화되어 가는 속도가 빨라 최근 5년 동안 급격하게 변

모했다. 일례로 마을에서 외부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리제 지역에는 공용주차장

742) 2019년 9월 19일 소식(하우라만 역사문화경관 텔레그램 커널, https://t.me/mirashou).

743) 2019년 4월 22일, 테헤란 무형유산센터에서 하우라만 문화경관의 등재신청서 작성을 총괄
하던 탈레비안(Muḥammad Ḥassan Ṭālebīaīn)을 만나서, 그에게 하우라만에서 현대건축이 난
립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막을 수 없다. 또한, 그
들이 생활하기 위해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이것은 지역을 잠깐 보고 감성적으로 판단
하는 외국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간략하게 답변했다.

그림 5-65 하우라만 문화경관의 코어존과 버퍼존 

(등재신청서 도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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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새롭게 건립된 레스토랑, 식당 , 상점들이 최근 5년 동안 건립되었는

데, 그중에서 2021년에 완공된 팔란간의 새 학교는 3층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이

고, 한 층의 바닥이 18.9×13m에 이르며744), 외벽이 백색 벽돌로 마감되어 이전까

지 없었던 크기와 색상으로 주변 건축을 압도한다745)(그림 5-66). 이와 같은 변화

는 마을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마스지드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거주민

들이 건축 공사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15년 조사에서 조사한 A

타입의 건축은 이제 남아있지 않으며 , 이곳의 바와 셰이흐 모스크는 새로운 건축

들 사이에서 이전과 같은 존재감을 유지할 수 없었다746)(그림 5-67).

그림 5-66 팔란간 마드라사의 기초 공사와 완공 후 보습

(연구자 촬영, 2017. 6. 27; Marīyam Ḥanīfe 제공)

그림 5-67 마스지드 지역의 옛집 철거와 현대건축 대체 (연구자 촬영, 2018. 7. 1)

744) 코르데스탄주의 마드라사 건립 사무국(Edāre-i Kol-i Nōsāzī-i Madāres-i Oststān-i 
Kordestān)가 “Dabestān-i 6 Kelāse-i 53 Meterī (530㎡ 규모의 여섯 개 학년의 초등학교)”라
는 이름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745)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시공 도면에서 치수와 면적을 확인했다(2017. 6. 27).

746) 2018년 7월 이후의 변화는 확인하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팔란간 거주민들로부
터 받은 사진들을 보면, 바닥과 석축 공사 외에, 상업시설의 건립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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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8 팔란간의 마을 도서관 (연구자 촬영, 2018. 7. 1; Marīyam Ḥanīfe 제공)

그림 5-69 팔란간의 자그로스 박물관 (Marīyam Ḥanīfe 제공)

그림 5-70 하우라만 타흐트의 생활 박물관, 파이갤런의 학교 박물관, 타흐타의 

도자기 박물관 (Mīrāth-i Ārīā, 2020. 3. 11; Hamgardi, 2021. 12. 29; 하우라만 

문화경관본부의 텔레그램 커널, https://t.me/mirashou)

이와 같이 하우라만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의 현대화 속에서 현지인들은 

하우라만의 과거와 전통을 남겨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을 박물관

(mūje-i rūstāī)’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문화경관본부가 현지의 10개 마을과 

협력하여,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역사 , 생활 ,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관광시설 조

성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하우라만 전역을 둘러보며 지역의 건축, 

역사 , 유적, 생활, 자연 등을 고르게 경험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747). 

이러한 야외박물관(Open-air Museum)은 마을의 상황에 따라 고택이나 학교를 수리

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마련했다. 2018년 팔란간에는 버려진 주택을 고쳐

747) “Mūzwhā-i Rūstāī dar Hawrāmān Rāhandāzī Mīshavad”, Khabaronline News Agency 
(Modified on 5th Mar. 2018, Accessed on 21st Dec. 2021, Retrieved from 
https://www.khabaronline.ir/news/760253/موزه-ھای-روستایی-در-ھورامان-راه-اندازی-می-شو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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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든 마을 도서관과 마을 입구에 신축된 자그로스 박물관이 들어섰다 . 두 박물

관에는 과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집기와 가구들이 비치되었고 , 각각의 성격에 맞

추어 관련 서적이나 , 마을에서 사용하던 의복과 농기구들이 전시되었다(그림 

5-67, 68). 이 외에 2019년 3월에는 하우라만 타흐트에 생활사 박물관이 들어섰

고748), 비슷한 시기에 타흐타의 도자기 박물관이 건립되고 있었으며749), 파이갤런

에는 옛 학교를 개조한 박물관 건립계획이 거주민들과 논의되고 있다750)(그림 

5-69). 

최근 하우라만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을 박물관들은 주변 환경이 현대화되는 상

황에서 과거의 민족 전통을 확인해주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한정된 공간에서 마

을과 사람들의 역사, 생활,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용

한 방법이다 . 하지만 여기에 전시된 과거의 전통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지 않으

며,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이다. 올리버(P. Oliver)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야외박물관은 과거의 감성, 향수, 오류를 포함하는 인위적인 발명품으로

서751), 세대마다 나타나는 변화를 거부하고 , 미래의 변화와 영향의 가능성을 생략

하고 민족 전통을 신화시대의 화석으로 만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이처럼 마

을 박물관 안에 선택된 ‘과거의 이미지’는 벽 너머에서 거주민들이 만들고 있는 

현재적인 민족 전통과 격리된 채로 박제가 된다. 향후 쿠르디스탄에서 정치적 상

황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연구자들이 민족 전통을 이해하는 수준이 향상

되지 않는다면 , 비국가적인 쿠르드인들의 민족 전통은 박물관에 박제되어, 타민족 

국가에 문화적으로 동조된 여러 소수집단의 하나로서 국토의 가장자리에서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몰시간적인 토속건축으로 고착될 수 있다.

748) Maẓīe Amīrī, “Marāḥal-i Pāyānī-i Marmat-i Mūze-i Mardomshenāsī-i Hawrāmān Takht”, 
Mīrāth-i Ārīā (Modified on 11st Mar. 2019, Accessed on 21st Dec. 2021, Retrieved from 
https://chtn.ir/news/1398122035/مراحل-پایانی-مرمت-موزه-مردمشناسی-ھورامان-تخت)

749) 하우라만 문화경관본부의 텔레그램 커널, https://t.me/mirashou

750) Klāre Yūsef Pūr, “Madrassa-i Rūstā-i Pāīgelān Tabdīl be Mūze Mīshavad”, Hamgardī 
(Modified on 29th Dec. 2021, Accessed on 21st Dec. 2021, Retrieved from 
https://hamgardi.com/fa/Post/51288-مدرسھ-روستای-پایگ الن-تبدیل-بھ-موزه-می-شود)

751) P. Oliver, “17 Re-presenting and representing the vernacular: The Open air Museum 
(2001)”, Built Meet Needs: Cultural Issues in Vernacular Architecture (Oxford: Elsevier, 
2006), pp. 311-312. 야외 박물관(Open-air Museu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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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결

이 장에서는 유형의 축소로서 쿠르드인들이 근대국가에 나뉘어 편입되고 소수

민족으로 전락한 뒤에 그들의 전근대 권위건축과 주거건축에서 나타나는 민족 전

통의 위축 과정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근대국가의 등장은 쿠르드인들에게 자치세력의 소멸을 의미했다. 이전까지 지

배가문들이 운영하던 성채와 부족장 천막은 행정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돌로 만드

는 성채는 물리적으로 잔존했기 때문에, 소속된 국가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는 

국가적 문화유산이나 세계유산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성채들은 접경지역의 정부

군 주둔시설로 사용되기도 했다. 여기에도 포함되지 못한 대부분의 성채들은 사용

자와 내력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사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근대 지배가문들이 사용한 성채는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역사에는 포함되지 못

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로 쿠르드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건축을 잃게 되었다.

이와 다르게 부족장 천막은 수명이 짧아 사용자의 유지와 관리없이 지속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목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부족장 천막

이 상대적인 크기, 실크 장식 , 외래식 집기를 이용해 위상 차이를 표현하는 방식들

은 이후에도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쿠르드인들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유지되

었다 . 하지만 이동생활의 감소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도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

다. 최근 들어 장식과 집기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용 천막이나 레스토

랑에 부분적으로 차용되어 과거의 모습을 전하게 되었다 .

이처럼 전근대 권위건축이 몰락하는 상황에서도 외부세계와 거리를 두었던 고

립된 산간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안한 종교시설이 위상을 잃지 않고 최근까지 권위

건축의 명맥을 유지했다. 하우라만 지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며 , 지역형식으로 부

를 수 있는 모스크들은 험준한 산간에 위치하여 규모와 사용 재료가 제한적이었

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돌출된 미흐랍(miḥrāb)이나 첨탐(minaret) 등을 사용하지 않

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주변의 돌집과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 하지만 이러한 모

스크들은 돌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내부에 지붕을 받치기 위한 기둥

과 주두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목부재에는 마을마다 다른 장식들이 새겨지고 그 

위에는 순니파를 상징 녹색 외에도 마을의 토착적인 믿음이 반영된 노란색,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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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파란색이 칠해지기도 했다 . 이처럼 지역형식의 모스크들은 예배공간에서 권위

를 드러내는 내향적인 특징이 있었다 .

하지만 2010년대부터 이 지역에는 철골, 콘크리트 , 블록이 사용되고 돌출된 첨

탑과 미흐랍이 설치되어 주변의 돌집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질적인 모스크들이 건

립되었다. 현지에서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옛 모스크(masjid-i qadīmī)와 새 모스크

(masjid-i jadīd)을 구분할 만큼 두 모스크의 건축 특성은 달랐다. 이러한 현상은 이

란 정부가 시아파 무슬림 국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의 일부분으로서 모

스크건립지원협회의 지원 속에서 이란 전역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또한 대부분

의 새 모스크들은 옛 모스크를 헐어낸 자리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전까지 마을 

단위에서 지역색을 드러내던 권위형식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 여기에 더해 새 

모스크들은 재료 사용이나 공간 구성의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우라만의 

새 모스크도 이란 전역에서 무질서하게 건립되는 종교시설에 포함되어 지역적 특

성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다. 

이 시기에 주거건축은 정주생활의 확산에 영향을 받았고 주거천막과 가설지붕

의 돌집처럼 이동성이 강한 비고정식 지붕건축이 도태되어 쇠락하게 되었다. 먼저 

유목부족들의 장거리 계절이동은 국경이 설치된 이후에 유지되지 못했고, 이에 따

라 주거천막에서 계절 차이에 적응하기 위해 벽체 재료를 구분하는 모습도 사라

졌다 . 반유목민들이 사용하던 여름용 주거천막도 이용자의 감소와 함께 전통적인 

생산 체제가 붕괴되어 지붕 천막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현

재 쿠르디스탄에서 확인되는 천막들처럼 대부분이 다른 재료로 기워지거나 나일

론과 비닐처럼 공장에서 생산된 천막으로 대체되었다. 주거천막과 유사한 이동성

을 가지는 가설지붕의 돌집도 정주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락했다. 하우라만의 서

부와 동부지역에서 목축과 농작을 위해 다르게 사용되는 여름용 가설지붕과 고정

지붕 돌집의 사용 변화도 현저하게 달랐다. 현재 서부지역에서는 33개 마을 중에

서 팔란간 마을에서만 집단적인 목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200여 가구 중

에 50가구 정도만이 참여할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가설지붕 돌집의 사용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과는 다르게, 여름용 고정지붕의 사용은 감소하지 않았다 . 

동부지역의 여름 거주지 중에는 독립된 마을로 성장한 경우가 많은 것처럼 고정

지붕의 돌집은 정주생활 확산 속에서 사용이 활발해졌다 .

이와 같이 이동성이 강한 비고정식 지붕건축이 도태되는 상황에서 고정지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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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집은 새로운 재료와 공간적인 요구를 수용해 사계절 이용하는 지배적인 현대주

거로 전환되었다. 팔란간 마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구조와 공간 , 재료를 

중심으로 네 단계로 구분되는 유형의 건축을 만들었고, 보통 하나의 가구가 다른 

두 채의 건축을 함께 사용했다 . 여기에서 거주민들은 새로운 형식의 건축에서 생

활하고 나머지 옛 유형의 건축은 창고나 가축우리로 이용했다. 이처럼 거주민들은 

오래된 건물의 일부분을 헐어낸 뒤에 새로운 건축을 추가하는 증축식 방법을 통

해서 , 비용 , 시간 및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주거공

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증축식 공사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건축이 옛 건

축의 배치 방식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적인 건축 맥락을 유지하며 단계별로 현대

주거로 진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후에 지배가문의 권위건축은 기념비성을 상실

했고 산악인 집단의 일상적인 건축은 정주형 건축으로 축소되는 민족 전통의 위

축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7월에 하우라만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manat)’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이를 통해서 쿠

르드인들의 건축 전통이 대외적으로 공인받게 되었다. 하지만 등재의 준비과정에

서 세계유산 제도에 능통한 행정 전문가들은 반유목민의 계절별 생활이 아니라 

외부인의 시선을 의식해 겨울 거주지의 전경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 ‘베

프테 펠레카니’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홍보했다 . 또한 그들은 등재 이후에 발생할 

관광수익의 기대감을 언론에 보도하여 도시로 떠난 사람들이 겨울 거주지로 돌아

와 버려두었던 낡은 집들을 헐어내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을 만

들게 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하우라만 지역의 마을들은 겨울 거주지를 중심으로 

현대화가 가속화되었고, 동시에 여름 거주지의 폐지도 빨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겨울 거주지를 중심으로 현대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하우라만에서 건

립되고 있는 ‘마을 박물관(mūje-i rūstāī)’은 과거의 민족 전통을 확인해주는 시설이

다. 분명히 이러한 박물관은 한정된 공간에서 마을과 사람들의 역사, 생활 ,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에 전시된 

과거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이

다. 이처럼 마을 박물관 안에 선택된 ‘과거의 이미지’는 벽 너머에서 거주민들이 

만들고 있는 현재적인 민족 전통과 격리된 채로 박제된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

다면 쿠르드인들의 민족 전통은 소속 국가의 지역 전통으로 축소되어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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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민족 국가에 문화적으로 동조된 여러 소수집단의 하나로서, 국토의 가장자리에

서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토속건축으로 위축될 수 있다 . 여기에 더해 향후 쿠르디

스탄에서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연구자들이 민족 전통을 이

해하는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 머지않은 미래에 쿠르드인들의 민족 전통은 박

물관에 박제된 채로 현지에서도 까마득한 과거로 느낄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모

습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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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쿠르드인들이 주요한 건축 재료로 사용해 온 검은 천막과 돌을 지붕

과 벽체로 구성되는 구조체 단위의 건축 유형으로 정의하고, 각 유형의 원점, 확

장, 축소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하나의 지식체계로 구성하는 시도이다 . 이러한 접

근 방식은 쿠르드 건축을 몰시간적이고 추상적인 주거방식으로 검은 천막과 마을

으로 양분하는 기존 견해와 다르다.

연구자는 수년간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현장조사한 내용과 문헌자료의 검토

를 통해 쿠르드인들의 건축을 지붕과 벽체로 구성되는 검은 천막과 돌 건축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그로스와 타우루스 산맥에서 살아가던 산악인들

이었고, 생활과 환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건축을 만들기 시작했

다. 검은 염소 털과 돌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료로서 지금도 주요하게 사용되

고 있다 . 여기서 검은 천막 유형은 지붕 천막이 고정되고, 벽체 재료는 갈대, 돌, 

흙, 자연 수풀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다르게 돌 건축 유형은 돌 벽체가 고정이고 

지붕의 형식과 재료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분류한 마을은 돌 벽체와 

흙 지붕이 조합된 한 가지 경우에 한정되며 , 이 외에 벽체 상부에 나뭇가지 지붕

이나 지붕 천막을 올리는 경우도 확인된다. 하지만 흙지붕과 함께 벽체 재료로 갈

대나 판자, 혹은 자연수풀을 이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와 같이 천막과 돌 

유형에서는 각각 지붕과 벽체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 두 유형은 각각 조립과 해체

하여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성과 특정한 장소에서 고정되는 정주성도 다르게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산악인 집단의 주거건축은 유형의 ‘원점’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연적

인 은신처에서 벗어나 목축과 농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이동거리와 계절별로 

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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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환경과 생계활동에 맞추어 주거천막과 돌집의 벽체와 지붕을 복합적으

로 조절했고 ,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이동거리를 조절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산악인 집단의 정주유형은 지붕형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 그들이 사

용하는 지붕 중에 나뭇가지 지붕은 매년 다시 만들어야 하고 , 지붕 천막은 대략 

10년 주기로 교체하는 단수명 지붕이다 . 이와 다르게 초석, 기둥, 주두, 평서까래 , 

판자로 구조되고 그 위에 흙과 분뇨의 혼합물로 덮어서 만드는 흙지붕은 설치 후

에 유지 관리를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여기에서 나뭇가지와 천막을 비고정식 

지붕으로 보고 , 흙지붕을 고정식 지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악인 집단 중에서 순수유목민들은 일년내내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들과 함께 

주거천막에서 생활하며 계절별로 벽체 재료를 바꾸기도 하지만 통기성 지붕의 한

계 때문에 매년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거리 계절이동을 실시했다 . 그들은 비

고정식 지붕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동성이 가장 강하다 . 이와 다르게 대부분의 

반유목민들이 10km 범위에서 단거리 계절이동을 하며 겨울과 여름에 각각 고정지

붕 돌집과 주거천막을 사용하는 방식과 하우라만 서부지역의 반유목민들이 목축

을 위해 여름 동안 가설지붕 돌집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동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르게 하우라만의 동부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반유목민

들이 겨울과 여름에 규모가 다른 고정지붕 돌집을 사용하는 것은 정주하는 성격

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악인 집단 중에는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정주하며 고정지붕 건축을 사용하는 정주민들도 있었다 . 그들은 반유목민에 비해 

일년 동안 사용하는 지붕의 개수도 적어 이동성이 가장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산악인 집단들은 목축과 농사의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이동성을 고려

해 지붕형식을 선택했으며 , 여기에 더해 통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검은 천막 유형

은 겨울의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거리를 조절하거나 고정지붕의 돌집을 사용

했고 , 돌 건축 유형은 여름의 더위를 견디기 위해 가설지붕이나 지붕 천막을 이용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 시대에 지배가문이 사용한 기념비건축은 유형의 ‘확장’이다 . 술탄과 군

주처럼 특정이 지역을 거점으로 세력을 확보한 가문들은 돌로 만드는 성채(qal’a)

와 이슬람 종교시설(masjid-i jāmi’, madrassa)을 통해서 다른 위상을 드러냈고 , 이

와 다르게 유목부족을 이끌던 부족장들은 디완하나(dīwānkhāna)라고 부르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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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천막을 활용했다. 각각 장소에 고정되는 돌 건축과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다니

는 천막 유형으로 나뉘는 기념비건축은 권위형식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

었다 . 

돌 건축 유형에 속하는 성채와 이슬람 건축은 지역에서 통용되던 고급문화와 

권위형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쿠르디스탄 외부와 내부지역에서 다

른 양상을 보였다 . 아이유브 가문은 카이로, 다마스쿠스, 알레포 성채에 지중해 연

안에서 통용되던 언덕 성채와 성벽을 강화하고 도시 외곽에 성벽을 두르는 중동

지역의 보편적인 무슬림 성곽도시를 구축했다. 또한 잔드 가문의 카림 한도 시라

즈를 점령하고 지휘부 성채와 도시를 감싸는 이중 성벽을 구축했다. 그는 아이유

브의 술탄들처럼 성벽, 성문, 타워, 해자 , 경사면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강력한 경

계를 만드는 대신에, 성벽에 화려한 문양을 넣어 상징적으로 내외부를 구분했다 . 

이 외에도 두 가문은 세력권 내에서 통용되던 보편적인 이슬람 권위형식을 추구

했다 . 아이유브의 술탄들은 순니파 이슬람 제국의 재건과 셀주크의 정당한 후계자

임을 나타내기 위해 아립식 대모스크와 이란식 마드라사를 이원적으로 확충했다. 

또한 카림 한은 사파비 왕조의 이스파한 궁전을 모델로 성채를 건립한 후에 모스

크와 마드라사도 이란식 모델로 건립했다. 이처럼 외부지역에 진출한 지배가문들

은 쿠르드적인 형식을 개발하지 않고 보편적인 권위형식의 수용에 치중했다 .

내부지역의 지역 군주들도 자체적인 형식을 개발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디야르

바크르, 에르빌, 비틀리스, 반, 핫산케이프 , 아미디야, 라완더즈 성채를 정복한 뒤

에 거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했다. 그들은 새롭게 건설한 성채의 성벽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 사난다즈 성채의 성벽은 상징적이었지만 충분한 방어시설은 아

니었다. 술라이마니야와 자완루드에서는 성벽이 생략되기도 했다. 이처럼 내부지

역에서 성벽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은 쿠르드인들의 자연적인 성채(qal’a-i 

ṭabi’ī) 인식에서 기인했다. 그들은 지배가문으로 성장하기 전에 사용하던 계곡의 

거점과 유사시에 피난지, 혹은 전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간도 성채로 생각했

다. 이러한 인식은 산간 전통이 반영된 결과로서, 내부지역의 군주들이 정복한 성

채를 강화하는 일에 무심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지역의 군주들도 대모스크와 마드라사를 만들었지만 아랍식 대모스크처럼 

이슬람 세계의 보편적인 형식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오스만 제국이나 페르시아 왕조의 권위형식을 모방했다 . 그렇지 않으면 셰다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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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의 마누체흐르가 만든 아르메니아식 모스크 , 마후무디 가문의 핫산 벡이 건립

한 예지드 사원의 요소가 적용된 마드라사 , 아르달란 가문에서 건립한 마을형식의 

모스크처럼 가문의 내력과 연관이 있는 인근지역의 권위형식을 수용했다. 이처럼 

내부지역의 군주들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통용되던 권위형식을 모방했지만 

독창적인 형식을 만들지는 않았다 .

이와 다르게 부족장 천막은 쿠르드식 천막 형식을 고수하며 큰 천막을 사용했

다. 그들이 사용하는 천막의 크기는 특정한 규격이 없었고 부족이 보유한 세력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그들의 천막은 부족 내에서는 가장 컸고 , 상대적으로 

많은 나무지주가 설치되어 지붕 위로 돌출된 모서리가 많았기 때문에 외부인들에

게 인상적인 형태로 인지되었다. 부족장들은 종교시설을 위해 별도의 천막도 운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 내에서 권위형식은 디와하나라고 부르는 그의 천막에 

집중되었다 . 그중에서도 연회와 모임 , 손님 환대를 비롯한 공적인 행사가 개최되

는 디완하나 공간에 실크 벽체, 색실, 실크 쿠션 , 카페트, 서양식 커피잔과 주전자

와 같은 장식적인 요소들이 집중 사용되었다 . 이처럼 부족장들이 실내 장식과 집

기처럼 가벼운 소품을 이용해 다른 위상을 표현한 것은 조립식 천막의 무게를 늘

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 이 외에도 부족장 천막은 내부적으로 지역 특성을 공

유했다. 디완하나 공간 외에 여성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하렘(ḥarrem), 그리고 창

고, 가축우리 , 하인방처럼 부속시설로 구성되는 부족장 천막은 각 시설의 위치 관

계에 따라 평상시에는 하나의 공간이었다가 필요시에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일

체식 , 디완하나가 전면에 위치하고 후면으로 하렘이 배치되는 전후식, 디완하나, 

하렘 , 부속시설이 횡방향으로 배치되는 횡렬식 공간 구성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

은 쿠르디스탄의 북부, 서부 , 남부로 나뉘어 분포한다. 이처럼 부족장 천막은 쿠르

드식 천막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외래적인 장식과 지역적은 생활방식

을 수용하는 특징이 있었다 . 

그러므로 지배가문들의 돌 건축 유형은 세력 거점의 권위형식을 수용하는 경향

이 컸고, 천막 유형은 부족 내에서 공유하는 자체형식을 유지하며 내부적으로 이

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외부적 요소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타민족 근대국가에 분산 편입된 소수민족의 근현대 건축은 유형의 ‘축소’이다. 

이 시기를 거치며 지배가문이 사라지고 산악인 집단도 제한적으로 계절이동을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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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 이에 따라 전근대에 그들이 사용하던 권위건축과 일상적인 건축도 축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 

근대국가의 등장은 자치세력의 소멸을 의미했다. 지배가문들이 운영하던 성채

와 부족장 천막은 행정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돌로 만드는 성채는 물리적으로 잔

존하며 소속 국가의 역사를 증명하는 문화유산이나 접경지역의 정부군 주둔시설

이 되었고,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성채들은 사용자와 내력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로 방치되어 사라지고 있다 . 이와 다르게 부족장 천막은 수명이 짧아 사용하던 유

목부족의 해체와 함께 사라졌다. 이후에도 부족장 천막의 크기, 실크 장식 , 외래식 

집기 등은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쿠르드인들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유지되었

지만 이동생활의 감소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도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부세계와 거리를 두었던 고립된 산간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안한 종교시설이 위상을 잃지 않고 늦게까지 권위건축의 명맥을 유지했다. 하우

라만 지역을 조사한 지역형식의 모스크들은 험준한 산간에 위치하여 규모와 사용

하는 재료가 제한적이었으며 외부에서 사용하는 돌출된 미흐랍(miḥrāb)이나 첨탐

(minaret) 등을 사용하지 않아 주변의 돌집과 외형적으로 크게 구별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을마다 다르게 장식된 기둥과 주두가 설치되고 그 위에는 순니파

를 상징 녹색 외에도 마을의 토착적인 믿음이 반영된 노란색, 빨간색 , 파란색이 칠

해지기도 했다. 2010년대부터 내향적으로 권위를 나타내던 옛 모스크(masjid-i 

qadīmī)들도 철골, 콘크리트 , 블록처럼 새로운 자료가 사용되고 돌출된 첨탑과 미

흐랍이 설치된 새 모스크(masjid-i jadīd)로 대체되어 일부만이 잔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주거건축은 정주생활의 확산에 따라 현상은 주거천막과 가설지붕 돌

집처럼 비고정식 지붕건축의 도태였다. 산악인 집단 중에 순수유목민들은 더 이상 

국경을 넘나들며 장거리 계절이동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이 계절 차이에 

적응하기 위해 벽체 재료를 구분하는 모습도 사라지게 되었다. 반유목민들이 사용

하던 주거천막도 이용자의 감소로 전통적인 생산 체제가 붕괴되어 온전히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주거천막과 비슷한 이동성을 가지는 가설지붕의 돌집도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락했다 . 현재 하우라만의 서부지역에서 집단 목축을 유

지하는 반유목민들은 팔란간 마을에서만 확인된다 . 이와 다르게 동부지역에서 농

업에 종사하는 반유목민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계절이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 여름 

거주지 중에는 독립된 마을로 성장하는 경우도 확인될 만큼 지금도 활발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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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이처럼 비고정식 지붕건축이 도태되는 상황에서 고정지붕의 돌집은 

지배적인 현대주거로 변모했다. 팔란간 마을에서 확인되는 네 단계 유형의 건축은 

구조 , 공간 , 재료 , 규모 사용에서 다른 발달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거주민들은 

보통 두 채의 다른 유형을 사용했다. 여기에서 거주민들은 새로 만든 건축에서 생

활하고 옛 건축은 창고나 가축우리로 이용했다. 이처럼 거주민들은 오래된 건물의 

일부를 고쳐서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는 주거공간을 마련했다. 이처럼 고정지붕의 

돌집은 증축식 공사 방법을 통해 단계별로 변모하여 지배적인 현대주거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쿠르드인들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은 검은 천막과 마을처

럼 추상적인 모델로 단정할 수 없는 다양성을 나타내었다. 산악인 집단은 환경과 

생계에 따라 달라지는 이동거리를 조절하고 지붕형식을 다르게 선택했다. 지배가

문들은 거점지역에서 통용되는 권위형식을 수용하거나, 이와 다르게 자체적으로 

고안한 형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대국가의 등장 이후에 이러한 민족적 

건축 전통은 일상적인 흙지붕 돌집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쿠르드

인들은 하우라만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manat)처럼 공인된 

세계유산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외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 특정한 이미지

를 강조하고 여기에 더해 추상적인 과거를 마을 박물관(mūje-i rūstāī)에 박제하여 

스스로 건축 전통을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그들의 건축은 소속 국가가 관할하는 

여러 지역 중에서 산간의 전통을 반영하는 쿠르드인의 몰시간적인 토속건축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한 민족 공동체의 건축 전통이 축소되는 것은 

쿠르드인들 외에도 여러 국가의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보통 산, 강 , 

바다 , 초원, 사막처럼 정치와 문화의 자연적인 경계지역에서 생활하던 그들은 근

대국가의 국경이 설치된 뒤에 여러 국가에 분산 편입되어 소수민족으로 전락했고 

결국 개별적인 건축역사를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발생한 건축사의 빈틈들은 여

전히 세계 곳곳에서 확인된다 . 비록 이 연구는 쿠르드인의 건축에 한정하여 전근

대의 일상성과 기념비성을 나누어 살펴보고 근대 이후에 축소되는 과정을 확인한 

것에 그쳤지만,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비국가적 집단의 건축이 역사적으로 

조명되어 건축사에서 다루지 않는 빈틈들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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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urds originated from the mountain nomads who lived in the 

Zagros and Taurus mountains. Despite their various backgrounds, they 

have grown into a community that shares national consciousness by being 

culturally homogenized in the neighboring regions. They lived scattered in 

difficult-to-access mountains and did not leave many historical records. 

For this reason, most of their history wa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ans from the outside world since the beginning of the historical era. 

The Kurds were barbarous mountain nomads unidentified to the 

Mesopotamian wetland state. After then, they have been regarded by 

Muslim historians as uncivilized eve men at a level that does not create a 

state or city. To European travelers, the Kurds were also seen as primitive 

people with a wild lifestyle like the early form of civilization. the 

prejudices of the outsiders resulted in the Kurdish settlement as a black 

tent and village. After the Treaty of Lausanne was in 1923, this 

ethnographical model has not changed in the modern state-centere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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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istory and became an absolute criterion for understanding Kurdish 

architecture up to now.

This study is to propose ‘Black tent type’ and ‘Stone type’ as structural 

units for a historical knowledge system of Kurdish architecture by field 

surveying for some years and reviewing historical sources. Two types are 

made by individually goat hairs’ tent for roof and stone wall that are easily 

available in animal products and natural environment. The materials are 

still used as important building materials in Kurdistan. They not only differ 

in the part where the main material is used but also contradict the 

structure, space, lifespan, and so on. For this reason, the two types 

represented different aspects of Kurdish architecture. Also, this study 

classified the Kurds into the three groups like the mountaineer group for 

the origin of two types and principal family for the expansion of them in 

the pre-modern and the minorities dispersed into the modern states 

established by other national groups for the reduction of the types.

The residential architecture of the mountaineers shows the origin of the 

type. The mountaineers have lived in the mountainous region away from 

the outside world. They selectively engaged in livestock and farming, 

adjusted the distance of seasonal movement, walls, and roofs of residential 

space, according to the seasonal environment and livelihood activities, and 

adjusted the distance when it could not be solved architecturally. 

Mountaineering groups chose roof materials and forms in consideration of 

mobility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proportion of livestock and farming. 

In addition, the black tent type covered with a breathable roof adjusted 

the travel distance or replaced stone houses with fixed roofs to overcome 

the winter cold. In contrast, the stone type is considered an adaptation of 

different seasons, such as using roof materials as a branch or tent to 

withstand the summer heat.

The monumental architectures of the principal families in the Islamic 

period are the extension of the type. The families who secure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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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in a certain place, such as Sulṭān, Pāshā, and Khān, revealed their 

different status through the citadel (Qal’a) and religious facilities like the 

mosque (Masjid) and religious school (Madrassa). Unlikely the tribal chiefs 

who led nomadic tribes used the administrative tent (Dīwānkhāna). In this 

way,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way the stone type was fixed in the 

place, and the monument architecture divided into tent types that carry a 

certain space was used in the form of authority. Although the ruling 

family's sanctuary and Islamic religious facilities tended to accept the form 

of authority as a base of pow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at the tent of 

the tribal market maintained its form and did not impede mobility.

The architectures of the minorities in the modern state of other national 

groups, show the reduction of the type.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the whole principal families disappeared and most of the nomadic 

mountaineers settled down. Accordingly, the citadel was changed to the 

cultural heritage sites proving the long history of each state, the military 

bases stationed at the border areas, and most of them were ruined without 

any records. On the other hand, the tribal chiefs’ tents disappeared with 

the dissolution of the autonomous tribe due to the short lifespan of tent 

material. In addition, the local mosques (Masjid-i Qadīmī) that maintained 

their status in the isolated mountains have recently been replaced by the 

new mosques (Masjid-i Jadīd) made by concrete, brick, and iron beam, In 

addition, among their residential architecture, the non-fixed roof 

architecture with strong mobility, such as residential tents and stone 

houses with brach roof was declined amid the spread of sedentary 

lifestyle. However, the stone house with the fixed roof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odern residence by accepting new demands through 

partly extension method and has grown into the dominant modern housing 

of Kurdistan in the present.

As above, the Kurdish architecture had several settlement forms, 

architectural hierarchies, and periodical changes. The mounta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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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ed the distance traveled according to the season and economic 

activities and chose a suitable roof format. The ruling families either 

accepted the form of authority commonly used in the specific region or 

used a form made by themselves. However, after the advent of the modern 

state, these national architectural traditions were reduced to just stone 

houses with a fixed roofs. Even in this situation, the Kurds were able to 

possess a recognized world heritage like ‘The 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 but they were conscious of the eyes of outsiders, emphasized 

specific images belonging to the winter dwelling place, and stuffed the 

abstract past model into the village museum (Mūze-i Rūstāī) to reduce the 

architectural traditions themselves. As a result, their architecture has 

degenerated into the local architecture that reflects the mountainous 

tradition among the various reg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ir state.

In the modern period, it was common for the architectural traditions of 

minorities to be reduced over the world. Like Kurdistan, most of the 

minorities lived in natural borders such as mountains, rivers, seas, 

grasslands, and deserts. Because the borders of the modern states were 

usually established in the regions, the minorities ha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different states and eventually failed to make their architectural 

history. This situation created the blank space of history over the world. 

Although this study was limited to Kurdish architecture, it is expected that 

the architecture of more various regions and non-national groups will be 

historically illuminated.

Keywords : Kurd, Kurdistan, Minority, Vernacular Architecture, 
Black Tent, Village, Islamic Architecture, Citadel, 
Modern Dwelling, World Heritage,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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