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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Miao people’s 

Batik patterns and provide data in the field of fashion design for the utilization of the 

traditional patterns.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Batik dyeing, which was listed on Chin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Danzhai, 

Anshun, Huangping, and Gonghye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symbolism, abstraction, decorativeness, and playfuln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ymbolism can be classified into the origins of the Miao, symbols of faith, 

history of migration, and the symbols of status with Batik patterns from different regions, 

seemingly involving various symbolic implications. Due to the absence of letters, Miao 

people expressed their emotions and history in the design patterns. A series of 

developments in recent years has led to incorporating the temperament of the Miao people, 

history of migration, expression of emotions, and ideal hopes in Batik dyed design patterns 

and the symbolic functions have been significantly emphasized. Second, the decorativeness 

is mainly characterized by repeated patterns of the Miao Batik dyeing design. The overall 

patterns demonstrate design features characterized by regularization and simplification, 

along with a sense of rhythm with the unique arrangement of patterns. Third, the 

abstractness of the Batik dyeing design patterns is often found in plant and animal patterns, 

properly delivering new designs created by Miao women by extracting and rearranging 

various elements, including dots, lines, and faces shown in natural images. Fourth, 

playfulness is expressed by the transformation and distortion of Miao Batik patterns, and 

were created by applying patterns or other elements to original forms to express animal or 

plant patterns in a playfu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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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국의 소수민족은 역사와 사회, 문화적 환경 

안에서 각 민족의 풍속과 관습을 바탕으로 독특

한 복식문화를 형성하며 중요한 문화유산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은 납염 공예

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묘족의 납염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다채롭고 화려하며 정

교함의 품격을 인정받았다. 묘족은 민족의 독특

한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오랜 역사, 

신화, 전설, 종교 문화 등을 형성하고, 민족의 문

화를 대표하는 복식과 납염을 발전시켜왔다. 

  귀주성의 단채 묘족의 납염은 2006년 제1차 중

국무형문화유산에 등재 되었고 2008년 귀주성 안

순 묘족 납염, 2011년 사천 궁현 묘족 납염은 제2

차, 제3차로 목록에 등재되었다(China's non 

material cultural heritage, 2018).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묘족 납염은 1990년 최초로 중국 귀주성 박

물관에서 중국과 영국의 납염 연합 전시회를 개

최하여 알려지기 시작했고, 1997년에 국제 납염 

연합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중국의 납염을 세계적

으로 알리게 되었다(Wang, 2005). 

  묘족의 납염 기법은 문양과 조형 등에서 독특

한 의미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염직공예

의 중요한 전통 유산의 방염기술이다. 중국의 납

염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양 중심 연구

(Huo, 2014; Wang & Tang, 2019), 패션과 납염을 

활용한 연구(Wang, 2019), 지역별 중심 연구로 귀

주성(이민정, 2008; Tong, 2009), 호남성(Guo, 

2019), 광서성(He, 2009), 사천성(Zhang, 2020), 

운남성(Wu, 2016) 등의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은 

납염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단일 묘족 지역의 납

염 문양이나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연구들이며, 중

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묘족 납염 공

예나 문양의 특성을 조사 분석에 대한 연구도 지

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소수 민족 묘족의 

납염 직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무형문

화유산에 등재된 묘족 납염 문양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활용을 위한 패션디

자인 분야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전통문화유산 중국 소수민족 묘족의 납염 및 민

족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창

의적인 다양한 패션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를 위하여 중국 묘족 복식과 납염 직물

에 대하여 문헌 자료와 사진 자료를 기반으로 

묘족 납염 직물의 문양 특성 및 기법 등을 조사

하였다.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묘족 납염 문

양에 표현된 심미적 의미와 조형적 특성의 분

류 기준을 도출하였다. 묘족 납염의 특성 분석

을 위한 자료는 중국묘족복식(中国苗族服饰图

志), 묘족전통납염(苗族传统蜡染), 귀주납염

(贵州蜡染), 丹寨苗族蜡染(단채묘족납염), 四

川苗族蜡染(사천묘족납염), 中国苗族图志(A 

picture album of China's Miao costumes and 

Ornaments), 귀주박물관(Guizhou Mass Art 

Museum) 등의 문헌과 중국민족복식박물관

(www.biftmuseum.com), 민족박물관(https:// 

bwg.muc.edu.cn) 등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

집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묘족 납염의 역사

  중국 납염 기술의 역사는 진한(秦汉)시기쯤 나

왔다고 알려져 있다. 한대(汉代)의 둔황(敦煌)에

서 출토된 많은 직물은 컬러 납염 공예를 보여 주

며 납염 기술과 염색 기술이 성숙했음을 보여 준

다.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다(Zhang & Liu, 2019). 납염은 중국어로 

‘납셰(蜡缬)’라고도 하며 ‘셰(缬)’이란 고대의 염색

현화(染色显花) 직물의 총칭이다. 납염은 염료의 

침투를 막기 위해 부분을 사전에 밀랍이나 송지 

등을 사용하여 천에 그림을 그려 방염처리하고 

원하는 문양을 얻을 수 있는 염색 기법이다(Jia, 

2013). 

  중국 소수민족 묘족의 납염은 수천 년의 전승

과 발달 과정에서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 왔

으며 의류, 생활용품, 제사용품 등 전통적으로 실

용성을 갖추고 있다. 전통 납염의 기법에는 점납

(点蜡), 빙납(水蜡), 다색납염(多色蜡染)이 있으

며, 문양은 동물 문양, 식물 문양, 기하 문양을 포

함한 자연현상과 길상(吉祥)을 의미하는 한자(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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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재급 묘족 

납염 지역 분포
출처: 직접 제작

字) 문양 등이 표현되고 있다. 묘족의 전통 납

염은 납의 재료에 따라 납염(蜡染), 풍염(枫

染), 송지염(松脂染) 등으로 나뉘며, 현대에 이

르러서는 파라핀염으로 대체되었고 염료로 주

로 남초(蓝草)를 사용한다(이민정, 2008).

  납염은 청나라 시대에 제작 방법과 도구가 

변화하였다. ‘귀주통지(贵州通志)’의 ‘납을 찍

어서 원단에서 무늬를 그려 염색한 후에 튀납

하고 문양을 나타낸다’는 내용을 통해(Zhang 

& Liu, 2019) 틀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원단

에서 초로 문양을 그려 주는 방법으로 바꿨음

을 알 수 있다. 1987년 귀주성 평파현(平坝县) 

출토물에서 송대 묘족 다색 납염 복식이 발견

되었는데 이 유물에 의하면 송대의 염색기술이 

매우 발전되었고 특히 서남지역의 소수민족의 

납염을 제작 방법이나 대색, 식물 염색 기법 등

이 광범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Yang, 

Yang & Wang, 2015). 

  20세기 들어 중국은 국제적으로 납염의 교류

를 시작하였다. 1990년에 귀주성 박물관에서 

중영(中英) 납염 합동 전람회를 개최하였고 

1997년에 귀주성 안순시(安顺市)에서 국제 납

염 예술 전시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네덜란드, 영국, 아일

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미국, 아르헨

티나 등 여러 가지 납염 예술가들이 참가하였

으며, 중국 소수민족의 납염이 세계무대에 진

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Wang, 2005). 

2. 묘족 납염의 지역별 특성

  본 연구는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중에 납

염 부분에 등록된 묘족 납염으로, 귀주 단채(丹

寨) 납염, 귀주 안순(安顺) 납염, 귀주 황평(黄

平) 납염, 사천 공현(珙县) 납염을 중심으로 특

성을 조사 분석하였다(그림 1). 묘족 납염 문

양의 기원은 묘족의 전설이나 신화, 고가(古

歌)에서 기원한다. 문양의 의미나 포함된 스토

리 내용은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신화, 토템, 조

상숭배,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물 문양은 주로 새 문양, 나비 문양, 물고기 

문양, 용 문양 등으로 구성한다. 새는 중국 서남

지역의 민족에게 길상과 행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민족에게 공통 토템이라고 할 수 있다. 

나비 문양도 많이 나타나는데, 묘족의 고사 신화 

나비마마(蝴蝶妈妈)에는 나비가 묘족의 어머니로 

등장하며, 나비는 생명을 잉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역사적으로 묘족은 재해

가 많았던 민족으로 전쟁과 이주로 인구수가 많

이 줄었다. 이에 묘족의 나비 숭배는 가문의 번창

을 기원하는 의미이며, 나비는 묘족의 조상이

자 인류의 조상으로서 조상숭배와 토템숭배를 

상징하고 있다(Zeng, 1994). 묘족 물고기 문양

의 장식 활용과 풍속은 물고기와 밀접한 연관

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묘족의 어렵 활동을 

반영한다. 물고기는 묘족의 종교관에서 후손의 

번성과 생명력의 상징으로, 새는 남성, 물고기

는 여성을 의미한다. 물고기 문양은 부부가 금

슬이 좋다는 것을 기원할 뿐만 아니라 남녀평

등도 반영하며, 자손을 번성시키는 사명도 지

니고 있다(Jia, 2013). 용은 중국 문화에서 존

귀한 동물로 높은 왕권을 상징하였다. 중국의 

용에 대한 토템 숭배는 행복하고 재해를 예방

하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

고 자연숭배의 산물이라고도 한다(이민정, 

2008). 귀주성 묘족 지역은 용 문양의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하는데, 형태와 의미는 한족에 

비하여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어 자유분방하게 

표현하고 있다. 새 머리와 뱀의 몸, 새 머리와 

물고기 몸 등고 같이 다양한 형태로 묘족의 여

러 가지 용 문양이 구성되어(양정문, 2002) 묘

족의 풍부한 예술적 상상력과 창조력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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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채 단도식(丹都式) 묘족 복식 형태
출처: http://www.biftmuseum.com(좌), Wu, (2000). p.223(우)

  묘족의 식물 문양은 자연숭배를 대표하며 식

물의 강한 생명력을 추구하는 희망을 기원하

며, 길상부귀(吉祥富贵)를 상징하는 모란, 연

꽃이 아니라 대부분은 산간 쉽게 보이는 화초

로 매화(梅花), 복숭아 꽃, 고사리(蕨花), 살구

꽃, 목화, 배꽃 등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한다

(Jia, 2013). 또한 식물과 새의 문양을 합쳐서 

화조(花鸟) 문양을 만들기도 하며, 사실적 표

현과 단순화 된 꽃문양을 표현하기도 한다.

  묘족 납염의 기하 문양은 대표적으로 동고 문

양이 있다. 동고문은 묘족 납염 중에서 가장 많

이 보이는 문양으로, 묘족의 문화를 상징하며, 

조상을 기념하고 숭배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다. 동고(铜鼓)는 중국 남부 소수민족의 중

요한 문화 특성이고 구리로 테를 두른 작은 북

을 의미한다. 고대의 제사, 악기, 혼례, 장례, 

응원 등의 기능이나 사회적 역할로 일부 소수

민족에서 권위와 부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

다. 마장 문양도 대표적 기하 문양으로, 묘족 

조상들의 긴 시간의 이주 과정을 상징하여 곤

란을 극복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다. 소용

돌이 오타 문양은 중국 역사에서 조상에 대한 

그리움이나 소수민족의 조상 제사에 기인하는 

제물 혹은 악기나 장구 등에서 형태를 얻어 변

화된 문양이라고 한다. 기하 문양은 전통적으

로 점, 선, 면을 결합하여 정교하고 다양한 문

양으로, ‘十’형 문양, 卍자 문양, 물결 문양(水

波纹), 오타(涡妥) 문양, 클립 문양(回纹), ‘#’

자 문양 등이 있다. 묘족 납염의 ‘卍’ 자문양은 

자연숭배로, 단채 묘족의 ‘卍’ 자 문양의 활용

은 태양 숭배를 표현이다. 또는 불교나 자연 형

태에서 영향을 받은 길상(吉祥)의 의미도 있다

(Zhang, 2019). 

  

1) 귀주 단채(丹寨) 납염

  귀주성 단채 납염은 민족적 전통 문화와 아

름다운 예술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중국에 

첫번째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록이 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단채 납염의 다양한 문양은 

특수한 언어와 감정을 내포하며 묘족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나타낸다. 단채는 지역적으로 산

지라서 교통이 불편하여 발전이 늦어졌으며 이

에 많은 전통 공예를 보존하였다. 단채는 많은 

지계의 묘족으로 구성되며, ‘백령묘(白领苗)’ 

묘족은 납염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계로 

인식되어 있다(Zheng, 2018). 단채현의 방계

는 단도(丹都)라고도 부르고 복식 형태는 단도

식(그림 2)이라고 한다.

  단채 납염의 문양은 새, 물고기, 용, 봉황, 모란

꽃, 포도, 동고(铜鼓), 오타(沃妥) 등의 문양으로 

동물, 식물, 기하 문양을 다양하고 대담하게 변형

시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

며 풍부한 예술적 상상력과 창조력을 기반으로 

표현한다(이민정, 2008). 동물 문양은 단채 납염

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양이며 주로 새 문양, 

나비 문양, 물고기 문양, 용 문양 등으로 구성한

다. 단채 백령묘는 ‘까노(嘎闹)’라고 부르는데, 중

국에서 ‘까노’는 ‘어머니’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생

각한다. 묘족어 ‘까노’의 ‘까(嘎)’는 무의미, ‘노

(闹)’는 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채 납염에서 

새 문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인물 문양이 

거의 없는데, 새는 인간의 영혼이기에 인물 문양

이 필요 없다고 여긴다(Zhang & Liu, 2019). 이와 

같이 새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단채 납염의 새 

문양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그림 3). 묘족 

납염의 나비 문양은 형태가 다양하며, 추상적 

문양과 구상적 문양 모두 다양하게 보여준다

(그림 4). 물고기의 비늘 대신 알을 그린 문양

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내용은 원시적 생

식숭배를 반영한 것이다(그림 5).

  단채 납염에 나타난 용 문양은 여러 형태가 융

합되어 표현되는데, 잠용(蚕龙)은 머리는 여치

이며 몸뚱이는 가늘고 길며 섬세하고 머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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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채 납염의 새 문양
출처: Guizhou Mass Art Museum.（1960). 

p.29

Yang & Yang (2002).p.38

<그림 4> 단채 납염의 나비 문양
출처:http://www.biftmuseum.com

Yang & Yang (2002).p.28

<그림 5> 단채 납염의 물고기 문양
출처: Guizhou Mass Art Museum. 

(1960).p.13

http://www.biftmuseum.com,

<그림 6> 단채 납염의 

잠용(蚕龙)과 어용(鱼龙) 
출처: Guizhou Mass Art Museum. 

(1960).p.4,13

<그림 7> 

지네용(蜈蚣龙)
출처: Yang & Yang. (2002). 

p.46

<그림 8> 

뱀용(蛇龙) 
출처: He & Yang. (2009). 

p.61

<그림 9> 

쌍두용(双头龙) 
출처: Yang & Yang. (2002). 

p.42

발까지 지느러미가 있어 여치의 발을 상징하기

도 한다. 또 물고기 몸뚱이 형태도 있다(그림 

6). 지네용(蜈蚣龙)은 지네 모양으로 용신이 

가늘고 길며 섬세하며(그림 7), 머리부터 발까

지 지네 형태처럼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어용

(鱼龙)은 용머리에 물고기의 몸으로 구성된다. 

몸뚱이와 꼬리, 전신에 물고기 비늘이 있고 발

이 없는데 묘족은 이를 물고기가 용으로 변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뱀용(蛇龙)은 머리는 용이

며 몸은 뱀의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뱀 모습과 

같다(그림 8). 머리가 두 개의 쌍두용(双头龙)

도 나타난다(그림 9). 

  단채 납염에서 식물 문양은 여러 식물들과 

같이 기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그

림 10). 특히 배꽃 문양은 단채 납염에서 다양

한 형태로 구성되어 가장 풍부한 조형 특성을 

보여준다(그림 11). 이러한 식물 문양은 점과 

선의 리듬으로 운율을 주며 정교함과 대담함과 

과장적인 표현으로 자유롭고 호방한 은유적 표

현으로 창초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이민정, 

2008).

  단채 납염의 기하 문양 오타(沃妥) 문양은  

소용돌이 문양으로 단채 묘족 특유의 오랜 전

통 문양이다. 오타 문양은 조상숭배와 자연숭

배로 의미되며 형태가 음양이나 시공 구성의 

원리를 비슷하다(He, 2019). 백령묘 복식의 

소매나 어깨, 등 쪽 부위에 장식한다(그림 12). 

문양의 구성이 규칙적이며 중심에서 사방으로 

확대되어 있다. 동고 문양의 중심 문양은 톱니

무늬, 뇌문, 구름무늬, 꽃무늬, 동물무늬 등 여

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3). ‘卍’ 

자 문양은 대칭적이고 회전의 느낌을 보여 주

는 특성이 있어 연속으로 배열하여 독특한 납

염 문양을 구성하고 있다(그림 14). 말굽 문양

은 말발 문양이라고도 하며, 단채 백령묘의 길

상, 귀종(归宗)문양 중에서 구성이 가장 간단

하고 양식이 고정되어 있다(Zhou, 2013). 말굽 

문양의 중심 부분은 세 가지 긴 꽃잎 모양으로 

장식하며, 말굽의 발바닥이 갈라지는 ‘반화(翻

花)’를 상징한다. 발바닥을 감싸는 방사형 선은 

말굽의 결이고 주변의 장식된 작은 꽃무늬는 

징을 상징한다.

  2) 귀주 안순(安顺) 납염

  안순(安顺)시는 귀주성 서남부에 위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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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단채 납염의 식물문양
출처: Guizhou Mass Art Museum.（1960).p.1,7

Zhang & Liu (2019). p.91,95,102

<그림 11> 

화조 (花鸟)문양 복식
출처: Jia, (2013). p.360

<그림 12> 단채 복식의 오타문양
출처:http://www.biftmuseum.com

He & Yang (2009). p.57 

<그림 13> 단채 납염의 동고(铜鼓) 

문양
출처: Zhang & Liu (2019). p.58,121

<그림 14> 단채 

납염의 ‘卍’자 문양
출처: Yang & Yang, 

(2002). p.32

5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순시는 수공예가 

유명하며 ‘동방제일염(东方第一染)’라는 명칭

으로 2008년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

에서 등록되어 있다. 안순의 묘족 복식은 남색, 

녹색, 황색 등 납염의 상교의(上轿衣)를 착용

하며, 등쪽 부분과 앞쪽 깃은 빨간 납염의 마장 

문양(马掌纹)이 있다(그림 15). 

  안순 납염은 귀주성 소수민족 전통 납염의 독

특한 다색 납염이 형성되어 강한 색채대비로 

선명헌 색상이 다른 지역에서도 잘 보이지 않

은 묘족 납염의 특성이다. 안순 푸딩 지역의 묘

족은 정밀하고 아름다운 다색 납염으로 ‘토염

(套染)’라는 수공예 기법을 잘 하고 있다

(Chang, 2005). 안순 묘족 전통 납염은 보통 자

수와 같이 장식되어 있고 주로 복식의 소매, 옷

깃, 배패(背牌), 두건 등 부분을 많이 보이고 일

상생활용품에도 많이 보인다. 특히 다색 납염은 

배패에서 주로 장식하고 있다. 

  안순 납염의 동물 문양도 물고기, 새, 나비 

문양 세 가지 중심으로 구성되며, 용, 봉황, 박

쥐 등의 문양도 나타난다(He & Yang 2009). 

안순 지역의 묘족도 나비를 토템의 기호로 생

각하고 있어 납염 문양 중에서 많이 보이는 문

양이다. 안순 납염에서 나타난 나비 문양은 단

독 문양보다 새나 식물 등과 조합하여 구성되

며, 기하학적인 나비 문양도 나타난다(그림 

16). 나비 문양은 거의 대칭으로 반복적인 문

양으로 나타나는데, 날고 있는 나비 모습은 묘

<그림 15> 안순지역의 상교의(上轿衣)
출처: http://www.biftmuseum.com(좌), Chang, 

(2005).p.10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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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안순 납염의 반복적 나비 

문양
출처: Zhang & Liu, (2019). p.294,277,281,274

<그림 17> 안순 납염의 새 문양
출처: Wan & Ma, (2010), p.18,19

Zhang & Liu (2019). p.274,278

<그림 18> 안순 납염의 물고기 문양
출처: Zhang & Liu. (2019), p.280,289,295

Wan & Ma, (2010).p.11

<그림 19> 안순 납염의 

점자꽃(点子花)과 권초문(卷草纹)
출처: Zhang & Liu, (2019).p.282,286

<그림 20> 안순 

납염의 석류 문양
출처: Zhang & 

Liu,(2019).p.280

<그림 21> 안순 납염에 나타난 기하 문양
출처: Zhang & Liu (2019). p.287,289,294

<그림 22> 안순 납염 복식에 나타난 기하 문양
출처:http://www.biftmuseum.com

<그림 23> 안순 묘족 복식 배패(背牌)의 

마장 문양
출처: Zhang & Liu (2019). p.288

족의 희망을 기원하는 마음을 반영한 의미이

다. 안순 지역의 새 문양은 형태가 다양하고 식

물 문양이나 물고기 문양 등과 같이 화새 문양

(花鸟纹)으로 구성된다(Shao, 1982). 안순지

역의 새 문양은 대부분 날고 있는 모습이며 선

명하고 화려한 느낌을 보여 주며, 과장적 기법

을 활용하며 독특한 납염 문양을 형성하고 있

다(그림 17). 물고기 문양은 후손 번성 및 생

명력을 상징하여 다산을 기원하는 묘족의 생식

숭배와 자연숭배를 반영한다(그림 18)(이민

정, 2008).  

  안순 납염의 식물 문양은 은꼬꽃(银钩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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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드라미(鸡冠花), 권초문(卷草纹, 점자꽃(点

子花)<그림 19>, 석류 등이 있다)(Jia, 

2013). 문양의 색채는 짙은 색과 연한색의 결

합으로 남색과 백색 사이의 빨간색과 노란색을 

점철하는 것을 특성이다. 석류 문양은 묘족 납

염에서 많이 보이는 문양으로 종교적 의미를 

가진다(그림 20). 석류의 과실의 색깔이 화려

해서 보석처럼 아름답고 과실의 수량도 많고 

중국 민간에서 다복다남의 의미도 남긴다. 안

순 납염의 식물문양은 동물문양과 같이 조합하

여 나타난다(Wang, 2014).

  안순 납염의 기하 문양은 추상적인 기하 문

양을 활용하고 있다. 안순 전통 납염에 나타난 

기하학 문양과 활용된 구도는 리듬감이 있고 

중심을 강화하며 분명하게 나타난다(그림 22). 

마장 문양(马掌, horseshoe)은 안순의 납염 문

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문양의 하나로, 주로 

배패(背牌)을 장식하는 문양으로 한다(그림 

23). 마장 문양의 형태는 말이 밟는 발자취 문

양에서 얻고 후에 변화되면서 특별한 문양을 

형성하며, 문자의 역할을 한다. 

   

3) 귀주 황평(黄平) 납염

  귀주성의 황평현(黄平县)은 검동남주 단채

현 북쪽에 위치한 중안강(重安江) 일대로,  귀

주성 전통 납염의 3대 납염 기지 중의 하나로 

중안강형 납염이라고도 한다(이민정, 2008). 

이곳은 묘족 게르가족(亻革家)이 주로 주거하

는 지역으로 복식은 게르가식(亻革家式)이라 

하며 황평현 납염은 게르가형 납염이라고도 부

른다. 황평현 풍향채(枫香寨)는 현재 게르가의 

가장 큰 거주 지역이며, 게르가의 언어는 묘족

의 방언 체계와 같다고 하며 묘족 서부 방언이

라 한다(Zhou, 2011). 

  게르가는 예로부터 태양을 숭배하고 무술(武

术)을 숭상함으로써 전쟁에서 민속의 생존에 대

한 쟁취를 기념한다. 납염과 자수로 제작된 상의

와 관두 갑옷 형태의 배패를 착용한다(그림 24). 

게르가식 상의는 납염 원단에 대금형에 무릎길이

다. 상의 뒤판 아래에 네 가지 납염 원단을 이어 

제작하였으며 ‘사과와(四块瓦)’라고 부른다(그림 

25). 전체적으로 동고 문양과 화초 문양의 납염으

로 장식하고 하의도 납염된 주름치마를 착용한다

(Zhang & Liu, 2019). 문양은 묘족 민족 신양, 토

템을 위주로 하고 단채 납염보다 더 구도적이며 

대칭적이며 작은 점으로 선을 표현하는 특성도 

있다. 남청색 바탕과 백색 문양사이에 노란색 수

를 놓거나 붉은색 또는 노란색을 섞어 화려함

을 보이기도 한다(이민정, 2008). 

  게르가의 납염 문양은 자연 문양과 기하 문양

을 조합한 형태가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연 

문양의 묘사는 다른 지역보타 과장되고 대담하

다. 또한 동물 문양은 선이나 몸체 일부만 보이거

나 동물, 식물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황평 납염의 동물 문양은 주로 새, 나비, 애

벌레, 매, 물고기 문양 등이 있다. 문양은 과장,

간략화, 변화 등을 활용하여 착시적인 효과를

보여 준다. 새 문양은 다른 지역 납염의 새 문  

<그림 24> 게르가(亻革家) 복식 
출처: http://www.biftmuseum.com

<그림 25> 게르가식 사과와(四块瓦)와

납염 주름치마 
출처: Zhang & Liu, (2019).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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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황평 납염의 새문양
출처: He & Yang, (2009).p.76,77, Zhang & Liu, (2019).p.225,177,196

<그림 27> 황평 납염의 물고기 문양
출처: Zhang & Liu, (2019). p.203,204,187,214

<그림 28> 황평 납염의 애벌레 문양
출처: Zhang & Liu, (2019).p.186,194,196

<그림 29> 황평 

납염의 석류 문양
출처: Zhang & Liu 

(2019). p.198

<그림 30> 황평 

납염의 등꽃 문양
출처: He & Yang 

(2009). p.78

<그림 31> 황평 

납염의 조롱박문양
출처: Zhang & Liu 

(2019). p.173

<그림 32> 황평 납염의 동고문양
출처: Zhang & Liu (2019).p.191,254

<그림 33> 황평 납엽의 태양문양
출처: He & Yang (2009).p.77

Zhang & Liu (2019).p.183

<그림 34> 황평 납염의 나선문양
출처: Zhang & Liu (2019).p.203

http://www.biftmuseum.com

양보다 추상적이고 예술적이다. 항상 짝수로 

나타나며, 화면의 중심은 태양 문양이나 동고 

문양을 위주로 새 문양은 중심 주위를 노는 듯

한 느낌을 준다(그림 26). 물고기 문양은 황평 

납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그림 27). 

황평 납염에서는 새 문양과 함께 자주 나타나

며 어조문(鱼鸟纹)이 대표적적이다. 어조 문양

은 매우 추상적이고 조형이 신비로우며 조화롭

다. 배패에 나타난 어조 문양은 하나의 새가 날

아 있는 모습도 같고 두 마리 새가 물고기를 둘

러싸도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Zhang & Liu, 

2019). 이와 같은 다양한 상상의 공간을 줄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게르가 민족의 창

의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 황평 게르가에는 

독특하게 애벌레 문양이 나타나는데 누에 관련 

전설, 신선 ‘잔선(蚕仙)’으로 설명된다. 잔선이 

하늘의 잠사 재료를 홈쳐 게르가 부녀들에게 

선물하고 누에를 기르는 방법을 전수하였다는 

내용에 따라, 신선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누

에의 이미지를 납염에 적용하고 둥글고 볼륨감 

있는 누에의 애벌레 모양을 만들어냈다. 이러

한 애벌레 문양은 착한 마음을 기원하고 상징

한다(그림 28)(Zhu, 2011). 게르가 납염에서 

나타난 용 문양도 형태가 매우 특별하여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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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전통적인 용의 문양은 거의 없다. 

  황평 납염의 식물 문양은 다양하나 대부분 

보조적인 장식 문양으로 활용된다. 문양의 종

류는 부귀와 길상(富贵吉祥)을 상징하는 모란, 

연꽃, 복숭아 꽃, 석류(그림 29) 등으로 구성되

며, 대부분은 산속에서 쉽게 보이는 화초식물

을 응용한 등꽃문양(藤花)<그림 30>, 들국화 

문양(野菊花), 조롱박 문양(葫芦)<그림 31>, 

수초 문양(水草), 고사리 문양(蕨菜花) 등의 

디자인이 나타난다. 납염의 점묘 기법으로 기

하학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며, 사실적 표현과 

더불어 단순화된 식물 문양을 표현하기도 한

다. 게르가 여성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독특한 

심미성을 통해 점, 선의 리듬으로 운율을 주며 

정교하고 대담함과 과장적인 표현도 하고 자유

롭고 호방한 은유적 표현으로 창조적 매력을 

지니고 있다.

  기하 문양은 황평 납염 문양에서 중요하며, 

동물이나 식물 문양의 납염에도 기하학 문양을 

많이 장식한다. 기하 문양은 직선과 곡선의 문

양에 장식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문양을 분할

하여 완전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 황평 납

염에는 동고문(铜鼓纹)<그림 32>, 태양문(太

阳纹), 나선문(螺旋纹), 팔각문(八角纹), 톱니

문 등 새롭게 만든 문양이 있다. 게르가는 고대

부터 태양을 숭배하며, 태양 문양을 납염으로 

표현하여 태양과 접촉한다고 믿고 있다. 태양 

숭배에 대한 전설들은 게르가의 삷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복식, 장신구, 납염 부분에서 많이 

나타난다(Zhou, 2013). 게르가 납염의 태양 문

양은 새나 나비 등 다른 문양이 태양 문양을 둘

러싸고 있어 태양이 절대 중심이라는 사상을 

의미한다(그림 33). 나선 문양은 나선형 문양

의 도자기 문양으로 물이 흐르는 소용돌이처럼 

생겨서 ‘오문(涡纹)’이라고도 한다. 토템 숭배

나 고대 신화, 음양팔괘 등, 게르가 납염에 나

타난 나선 문양은 지위와 게르가의 정신이 나

타나고, 교화되어 그 의미가 중요하다(그림 

34).

4) 사천성 공현(珙县) 납염

  사천성 공현(珙县)은 중국 사천성 동남쪽에 위

치한 이빈시(宜宾市) 남부이며, 이 지역에서는 묘

족을 포함된 16개 소수민족이 분포하고 남고북저

(南高北低)의 지세 특성을 가진다. 납염 기법

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나두향으로, 2007년 

사천성 문화청이 ‘사천성 민간예술의 고향’라고 

명명하였으며, 2011년 중국 국문원이 발표한 

제3차 국가급무형문화유산 목록에 공현 납염

이 전통기예로 등록되었다. 

  공현 지역의 납염은 문양이 정교하고 선이 

매끄러우며, 사실적이고, 과장된 변형도 많이 

나타난다. 남색과 백색을 위주로 하여 염색 후

에 수를 놓아 풍부하고 층층이 뚜렷한 색조를 

보여준다. 선명한 민족성의 공현 납염은 단채, 

안순, 황평 납염의 풍부한 동물 토템 및 동, 식

물 문양을 보조하는 방식과 다르게, 식물 문양

을 위주로 기하학 문양을 장식되어 있어 동물

문양이 거의 없다(Zhang, 2020). 문양이 상하

좌우로 대칭되는 균형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방사형 균형도 자주 표현되고 있다(그림 35). 

  공현 납염에는 다른 지역보다 동물 문양이 많

이 보이지 않지만, 새, 나비, 물고기, 매미 문양 

등이 나타나며, 짙은 남색과 흰색, 홍색, 검정색을 

주로 사용한다. 다양한 형태로 사실적인 표현과 

기학적으로 변형한 형태가 보인다. 공현 납염의 

새 문양도 묘족 전통 조상숭배의 의미를 가지며, 

선과 면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좌우 대칭 구조로 균형을 이루기도 한다(그림 

36). 

  나비 문양은 형태가 나비의 형태가 아니고 

나비의 수염 부분으로 주로 표현된다(그림 37) 

(Zhang, 2020). 물고기 문양은 몸체가 튼튼하

<그림 35> 공현 묘족 복식과 납염 주름치마
출처: Wu,(2000).p.499, Zhang,(2020).p.27, Jia,(2013). 

p.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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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공현 납염의 

새 문양
출처: Zhang, (2020). p.48

<그림 37> 공현 

납염의 물고기 문양
출처: Zhang, (2020). 

p.50

<그림 38> 공현 납염의 

나비문양
출처: Zhang (2020). p.49

<그림 39> 공현 납염의 

매미 문양
출처: Zhang (2020). p.51

<그림 40> 공현 

납염의 고사리 문양
출처: Zeng, (1994). p.2

<그림 41> 공현 

납염의 연꽃문양
출처: Zeng, (1994). p.1

<그림 42> 공현 

납염의 동고문양
출처: Zeng (1994). 

p.5

<그림 43> 공현 

납염의 ‘十’자 

문양
출처: Zeng (1994). 

p.7

<그림 44> 

공현 납염의 

‘T’자 문양
출처: Zeng (1994). 

pp.12,17,53

고 큰 물고기의 복부에는 작은 물고기 문양이 

많이 장식된다(그림 38). 매미 문양도 공현 납

염에 많이 보이는 동물 문양으로<그림 39>, 

매미는 환생 동물로 길상을 상징하는 동물 중 

하나이다. 

  공현 납염의 식물 문양은 고사리 문양<그림

40>, 연꽃 문양<그림 41>, 수상화 문양, 팔각

회향 문양 등이 있다. 공현은 사천성의 남부 지

역으로 산간에서 많이 보이는 고사리가 납염 

디자인의 영감이 되었다. 고사리의 형태에서 

나선 형태로 변형이나 조합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양이 형성한다(Zhang, 2020). 색채는 짙은 

남색, 연한 남색, 흰색을 주로 활용한다. 또한 

공현 납염은 주로 식물 문양과 기하 문양을 조

합해서 나타난다. 문양의 형태가 선과 면을 주

로 이용하며, 문양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각 문양간의 방향이나 형태 차이도 있고 리듬

감을 보여 준다. 연꽃은 중국어로 ‘하화(荷花)’

라 하여 조화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원하는 의

미를 갖고 있다. 또한 공현 납염의 연꽃 문양은 

묘족의 행복과 ‘다복다남(多子多福)’을 추구하

는 마음이 나타난다.

  공현 묘족의 기하 문양은 묘족 민족의 역사

를 기록하는 동시에, 행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전해진다. 공현 납염에 많이 보이는 기

하 문양은 동고 문양<그림 42>, ‘十’자 문양

<그림 43>, ‘T’자 문양<그림 44> 등이 있다. 

남색과 흰색이 주로 활용하여 조상숭배와 토템

숭배의 의미를 남긴다. 문양은 점, 선을 이용하

여 형을 이루고 대칭적이며, 규칙적이며 반복

과 연속을 사용하여 율동적인인 리듬감을 보여 

준다.  

  중국 소수민족 묘족의 국가급무형문화유산 4개 

지역별 납염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Ⅲ. 묘족 납염 문양의 표현 특성

  본 연구에서는 중국 묘족 납염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묘족 납염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

하였다. Wang & Tang(2019)의 연구는 향시 

지역 묘족 납염 문양의 표현 형식을 추상적과 

구상적으로, 예술적 특성은 리듬성(节奏性) 및 

법칙성(规律性), 정기적인 구도(Regularity), 

평면화(平面化), 상징성 등으로 분석하였다. 

Zhou(2016)는 귀주성 검서남(黔西南) 왕모현

(望谟县)의 묘족 납염 장식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규칙적인 반복으로 문양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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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묘족 납염의 지역별 특성

특 징 사 례

단

채

납

염

⦁문양의 상징성에 따라 조상숭배, 토템숭배, 생식숭배, 자연숭배, 

기상숭배 

⦁대칭적, 반복적 표현

⦁동물 문양: 새, 나비, 물고기, 용 등

⦁식물 문양: 매화, 복숭아 꽃, 고사리,  살구꽃, 목화, 배꽃 

⦁기하 문양: ‘十’자 문양, 卍자 문양, 물결문양, 오타문양,  

클립문양, ‘#’자 문

⦁색상: 짙은 남색, 흰색, 황색 등 

안

순

납

염

⦁토템숭배, 생식숭배, 자연숭배, 조상숭배 상징

⦁다색 납염: 남색, 흰색, 노랑, 빨강

⦁좌우대칭, 화면 균형. 방사형 

⦁동물 문양: 새, 물고기, 나비 등

⦁식물 문양: 은꼬꽃, 맨드라미, 권초 점자꽃, 석류 등

⦁기하 문양: 삼각형, 사각형, 반원형, 마장 문양

황

평

납

염

⦁간략화, 추상적 변화

⦁태양 숭배의 지역적 특징, 조상숭배, 토템숭배, 생식숭배 

⦁동물 문양: 새, 나비, 애벌레, 매, 물고기 등

⦁식물 문양: 연꽃, 모란, 복숭아꽃, 석류 등꽃, 들국화, 조롱박, 

수초, 고사리 등

⦁기하 문양: 동고문양, 태양문양, 나선 문양, 팔각문양, 톱니문양 

⦁색상: 짙은 남색, 연한 남색, 흰색, 황색

공

현

납

염

⦁다양한 형태의 대부분 사실적인 표현

⦁반복과 연속, 율동적 리듬감 

⦁동물 문양 사용 적음 

⦁식물 문양과 기하 문양의 융합형 문양

⦁식물 문양: 고사리, 연꽃, 수(穗)상화, 팔각회향 등

⦁기하 문양: 동고문양, ‘十’자 문양. ‘T’자 문양 등 

⦁짙은 남색, 연한 남색, 흰색

성은 점선대비, 곡선대비, 순서대비로 나타났

다고 하였다. Wang(2014)은 중국 납염을 귀주

성 지역별로 분류하여 안순 지역의 묘족 납염 

문양의 조형적, 심미적 특성 및 구성, 색채 등

을 연구하였다. 안순 납염은 지역성과 상징성

이 있으며, 통합미, 공생과 독존의 융합미, 형

식화된 조형의 구도미로 분류 분석하였다. 

Zhou(2012)의 연구는 귀주성 황평 게르가 지

역 묘족 납염의 문양을 통해 납염의 제작 도구. 

제작 과정 그리고 게르가식 묘족 납염의 기능

과 문양 특성에 대하여 민족성, 상징성의 결과

로 정리하였다. Wang(2016)는 귀주 단채 지역

의 묘족 납염 문양을 중심으로, 납염 문양의 구

성 형식을 단독성, 융합성, 연속성, 종합성 등

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납염 문양의 추상과 구

상의미, 다원적 시공의미, 소박한 색채의 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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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묘족 납염의 표현 특성 빈도

상징성 추상성 장식성 유희성 합계

단채 납염 74(41.3) 45(25.1) 25(14) 35(19.6) 179(100)

안순 납염 51(38.6) 23(17.5) 42(31.8) 16(12.1) 132(100)

황평(게르가) 납염 110(28.4) 107(27.6) 95(24.5) 76(19.5) 388(100)

공현 납염 10(6.2) 100(62.0) 38(23.6) 13(16.2) 161(100)

합계(%) 245(28.5) 275(32.0) 200(23.3) 140(16.2) 860(100)

대하여 문양의 심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납염 공예에 대한 연구로 이민정(2008)은 

귀주성 묘족을 중심으로 묘족 납염의 기원, 전

통적 제작방법, 그리고 단채 납염 공예의 표현 

특성으로 상징성, 전통성, 원시성, 사실성, 추상

성, 구조적 장식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Man 

(2015)은 귀주성 검동남 지역의 납염 문양의 

형식, 색채, 기원 등 통해 납염 문양의 실용성 

및 심미성 등 기능을 설명하였다. 

  묘족 납염의 문화 관련 연구로 Yang(2015)

은 귀주성 단채 납염 문양의 종류는 동물, 식

물, 기하 문양으로 분류하여, 전통 문양의 특성

이나 의미를 소개하였으며, 문양의 문화적 의

미는 심미적, 역사적, 민족적 정체성, 상징적 

의미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Huang & Xiang 

(2014)은 귀주성 묘족 지역의 납염의 지역적 

특성에서 단채, 룰강현(榕江), 안순, 황평, 종강

(从江) 지역의 납염 문양을 분석하였으며, 납

염의 문화적 의미를 표시성(标示性)과 상징성

으로 분류하였다. 

  문양의 구성이나 예술적 특성의 방향 연구로 

Huo(2014)는 묘족 납염의 ‘용’ 문양을 중심으

로 연구하였다. Yu & Tian(2011)의 연구는 묘

족 납염의 분포와 전승의 요인 연구를 통하여 

문양의 철학적 의미와 심미적 의미를 고찰하였

으며, 납염 문양의 특성을 연속성, 상징성, 과

장성으로 분석하였다. He(2017)는 묘족 납염 

문양은 독특한 특성과 풍부한 장식 효과에 대

하여 연구하였으며, 묘족 납염을 민족성, 다양

성, 기능성, 심미성으로 분류하였다. Yan(2013)

은 귀주성의 안순, 단채, 황평 지역의 납염 공

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문양은 추상성, 과장

성, 상징성 등으로 구현된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나타난 

중국 묘족 납염 문양의 표현 특성은 상징성, 정통

성, 원시성, 추상성, 장식성, 융합성, 심미성, 단독

성, 맞춤성, 연속성, 과장성, 다양성, 지역성 등으

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국가급 묘족 납염을 대상

으로 표현 특성으로 단채, 안순, 황평, 공현의 네 

지역 납염 문양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은 중국과 한국에 발표된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웹사이트를 활용하며 총 860개의 사진 자료를 수

집하였으며, 의류학 분야의 전문가 집단 박사과정 

5인의 설문을 통하여 각 특성을 분류하였다. 선행

연구에 언급된 단독성, 심미성, 연속성 다양성, 지

역성 등 대부분의 문양이 가지는 특성은 제외하

였으며, 상징성, 추상성, 장식성, 원시성, 과장성, 

융합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묘족 납염 문

양의 표현 특성으로 추상성, 상징성, 장식성, 

유희성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표 2). 선

행연구에서 언급된 과장적 표현의 문양은 유희

성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였으며, 문양을 해제 

응용하여 재창조하거나 원래 형태 안에 다른 

요소들을 추가해서 동물이나 식물문양 들을 유

희적으로 표현한 납염의 문양들도 많이 나타났

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특성은 지역 별로 차이가 있으며, 단채 납염

은 상징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추상성, 유희

성, 장식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순 납염도 상징

성과 장식성이 많이 나타났다. 황평 게르가 납

염 문양의 표현 특성은 상징성, 추상성, 장식

성, 유희성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타났다. 공

현 납염은 추상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장식

적 특성도 보이며 동물 문양은 거의 보이지 않

고 식물 문양과 기하 문양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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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중국 묘족 납염의 지역별 

표현 특성 빈도

1) 상징성

  중국 소수민족은 오랜 역사로 각 민족의 종

교, 금기, 민속 신앙 속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가 형성되었다. 묘족은 문자가 없는 민족

으로 문양이 문자 대신 묘족 사람의 감정이나 

역사들을 남기고 표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에 납염 문양은 묘족의 기질, 이주의 역사, 감

정의 발산, 이상적인 희망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 묘족의 상징적 기능으로 매우 중요하다. 

묘족의 전통적인 문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묘

족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기원 및 신

앙, 자기 민족의 열정, 심미적인 충동 그리고 

신화 전설 등을 포함한다(Wang, 2014). 이에 

묘족 납염 문양의 상징적 특성은  기원 및 신앙

의 상징, 신분의 상징, 이주 역사의 상징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원 및 신앙의 상징

  중국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종교적 신념을 지니

고 있으며 특히 묘족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

랜 민족이라 원시적 신앙과 전통 민속이 많이 담

겨 있다. 자신의 민족은 동물이나 식물 또는 자연

물에서 태어났으며 자연을 신격화하고 민족의 보

호자를 만들고 믿었다(장연, 김주, 이연희, 2019). 

묘족의 종교 역사는 묘족의 신화, 전설, 사가(史

歌)에서 상징성을 가진 동물, 식물, 기하학 문양

으로 주제가 된다. 납염 문양은 묘족 예술의 영혼

이고 글자 대신 묘족의 풍부한 종교 내용이나 전

절 기원 등을 후손들에게 알려준다.  묘족 원시종

교 신앙의 중요 구성 부분이며, 묘족의 기원을 포

함하고 있다. 묘족 조상숭배 사상은 ‘영혼불멸(万

物有灵)’의 관념으로 이어져 사람이 죽어서도 사

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자연숭배, 토템숭

배, 귀신숭배 등을 형성한다(이민정, 2008). 

  동고 문양은 중국 서남부 지역의 중요한 문

화 특성이며, 묘족 납염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전쟁에서 용맹한 조상들을 기념과 숭

배의 의미가 있다. 이외에는 자연에서 생명력

이 강하고 생식을 보존하며 숭배하는 동, 식물

들도 묘족 납염에서 많이 보인다. 단채 지역은 

새, 나비, 물고기, 나비와 식물 문양을 조합하

고 납염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모양들이 구상적

이고 중심을 둘러싸는 배열 방법으로 형태를 

형성한다(그림 46). 안순지역도 같은 종교 습

관을 가지고 물고기, 새, 나비 등 동물문양과 

식물이나 기하학문양을 조합하여 납염 화면이 

구성된다(그림 47). 황평 지역은 지역의 독특

한 태양 숭배와 토템 숭배를 바탕으로 새, 나

비, 물고기 외에는 태양, 애벌레 등 다른 지역

에서 보이지 않은 문양이 있다(그림 48). 공현 

납염은 동물 문양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상

징성이 적게 나타나며 동고 문양이 중심 자리

를 잡고 표현한다(그림 49).

(2) 신분의 상징

  묘족의 이주과정과 폐쇄적인 문화, 산간지리

적 환경의 요인으로 문화의 계승이 이루어졌

다. 묘족의 이주과정에서 여러 지역으로 분포

가 되어 지역 납염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

며,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런 지역성을 가지고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나 문양이 생기며, 지역 사람의 독특한 상징 기

호가 형성되었다. 

  단채 지역의 백령묘 복식을 보면 특색이 되

는 ‘오타’문양을 명절복식의 어깨, 소매 등 부

분에 장식하여 독특한 복식 스타일을 형성하였

다(그림 50). 또한 안순 지역의 상교의(上轿

衣)라는 복식이 있는데 복식의 칼라, 소매, 어

깨등 부분은 마장문양을 장식되어<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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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단채 납염에 나타난 

상징성

<그림 47> 안순 납염에 나타난 

상징성

<그림 48> 황평 

납염에 나타난 

상징성

<그림 49> 공현 

납염에 나타난 

상징성

<그림 50> 단채지역의 백령묘 복식

<그림 51> 안순지역의 상교의(上轿衣)

<그림 52> 

단채 말굽문양

<그림 53> 

안순 마장문양

그 지역만 보이는 독특문양과 복식을 만들었

고, 납염의 문양이 그 지역의 신분을 상징하는 

기호가 된다.

(3) 이주 역사의 상징

  묘족의 이주 과정은 묘족의 다양한 문화를 

형성되는 중요한 요소로 묘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묘족은 외부의 핍박을 받아서 이주해

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후손에게 역사를 잊

지 말고 조상을 기념하라는 의미가 있다. 묘족

은 이러한 이주 과정을 대표적인 문양이 말

(马)의 발굽문양이라고 생각한다. 묘족의 이주

과정 중 말을 타고 황허를 건너는 모습을 상징

하여 다양한 문양 형태로 만들었다(Yu, 2020). 

단채 납염은 말굽 문양으로 명명하며, 완전한 

말굽 문양은 4개의 원심각이 부채꼴 문양으로 

구성된 360°원형 문양이다. 2가지 90°부채꼴 

문양으로 구성된 말발이 아니고 꼭 4개가 있어

야 한다(그림 52). 안순 납염에서 마장(马掌, 

horseshoe) 문양이라고 하여 형태는 말이 밟는 

발자취 문양에서 얻고 후에 변화되면서 특별한 

문양을 형성한다(그림 53).

2) 추상성

  추상의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물성이 배제된 

상태를 묘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현실 세계

의 대상물에 대한 개념화 과정이 아닌 자연스런 

세계의 존재하는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출발한다

고 볼 수 있다(신석규, 2009). 묘족 납염의 문양에 

나타난 추상성은 식물과 동물문양으로 많이 나타

난다. 묘족의 추상성의 표현은 실제 자연 이미지

에서 보이는 점, 선, 면 등 요소를 추출하여 변화

시키고 재조합함으로써 새롭게 창조된 형태 이

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단채납염은 동물문양과 식물문양이 과장된 

곡선으로 추상적인 형태를 많이 나타나며, 상상

을 토대로 한 추상적 표현이나 사실적 표현 등

은 미술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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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단채 납염에 

나타난 추상성

<그림 55> 황평 납염에 

나타난 추상성

<그림 56> 

안순납염에 나타난 

추상성

<그림 57> 

공현납염에 

나타난 추상성

보이나. 또한 선, 점, 면으로 반복해서 원래 형

태에서 출발하여, 풍부한 상상력으로 재창조하

였다(그림 54). 

  안순 납염의 문양은 기분의 윤곽선을 보류하

여 문양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

였으나, 점, 선, 면으로 문양을 변형한다. 혹은 

동물이나 식물의 부위가 없어지고 매우 간단한 

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혼란을 준다

(그림 55). 

  황평 납염의 문양은 선과 점으로 구성된 화

면이 특성이다. 추상적인 새나 물고기는 구상 

동작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고, 새를 계속 날고 

있는 생생한 모습과 추상적인 형태의 조합하여 

매우 독특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

심문양 안에 다양한 다른 요소를 추가하고 장

식하여 순수한 추상 형태인 문양들을 보인다

(그림 56). 

  공현 납염은 꽃문양이 주로 장식되어 있으

며, 꽃의 기본 형태를 얻고 다양한 변화를 시키

고 순수하게 추상적인 삼각형과 원의 형태만이 

등장하지만 묘족 여성의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게 재창조하여 표면에서도 느껴지는 자연 풍

경을 통해 식물이나 기하학문양들이 잘 전달되

도록 표현한다. 또는 기하학문양과 같은 요소

로 자연에서 보이는 식물들과 혼성사용 등을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그림 57).   

  

3) 장식성

  단채 납염은 문양이 장식성이 강한 시각예술

로, 점, 선, 면으로 화면이 주로 구성되어 장식적 

효과를 활용한 문양들로 나타난다. 선이나 점을 

배열하여 면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동물이나 식

물 문양들이 매우 선명하게 보인다. 자연의 형태

에서 영감을 얻어서 재창조하거나, 자연에서 보이

는 새가 꽃을 둘러싸고 날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

여, 입체적 공간의 느낌으로 표현한다(그림 58). 

  안순 납염도 장식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며, 색상이 화려한 다색 납염으로 장식성이 강

하게 보인다. 안순 납염 문양은 규칙화의 구도 

방식을 가지고 대부분이 ‘T’자형 배열하여 나

타난다. 위부분이 수평방향으로 문양이 반복하

여 점으로 장식된 부분이 많다. 또는 큰 중심 

문양 옆에 유창한 선으로 추가하여 점을 찍어 

그려 리듬감이 크게 나타난다(그림 59). 

  황평 납염은 간략화 된 문양이 많으며 문양

을 반복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또한 단독 문양

이 중심 부분이 되고 간단한 선이나 점으로 보

조 장식을 하여 화면에 리듬감이 있게 나타난

다. 이러한 반복 문양에 나타나는 리듬은 음악

에 있어 소리의 강약 장단에 의해 형성되듯이 

조형에 있어서도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로운 반

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그림 60).

  공현납염은 기하 문양과 식물 문양이 많이 

나타나며, 중심적인 단독 문양이 없이 작은 문

양들을 조합하여 규칙적인 배열을 하거나 분산

하여 구성한다. 또한 점, 선, 면 등 요소를 반복

적으로 사용하며, 직선, 곡선, 원형 등 형태와 

문양의 크기의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61).

   



중국 소수민족 묘족(苗族) 납염의 특성 39

- 39 -

<그림 58> 단채 납염에 나타난 

장식성

<그림 59> 안순 

납염에 나타난 

장식성

<그림 60> 황평 

납염에 나타난 

장식성

<그림 61> 공현 

납염에 나타난 

장식성

<그림 62> 

단채 납염의 유희성

<그림 63> 

안순 납염의 유희성

<그림 64> 

황평 납염의 유희성

<그림 65> 

공현 납염의 유희성

4) 유희성

  유희란 특별한 목적 없이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활동의 총칭으로 오락, 유

흥 등과 함께 ‘우습다, 이상하다, 재미있다, 유

쾌하다, 흥미 있다’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유

희는 일상적 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강조, 왜곡, 모순, 부조화 등을 통해 보는 사람

에게 쾌감과 놀라움을 느끼게 하여 웃음을 자

아내는 특성을 가진다(적가, 이윤미, 이연희, 

2016).

  묘족 납염 문양 중 유희성이 높은 비율을 보

이는 지역은 단채와 황평 지역이다. 문양 형태

가 왜곡되거나 일부를 과장, 착시 등 기존의 방

식을 벗어난 형태 등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단

채 납염은 동물과 식물 문양을 중심으로 문양

들이 과장되어 크게 표현되어 있다. 새는 눈을 

2개 이상 구성하거나 형태를 왜곡하고 몸의 부

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한 문양

이 많다. 새의 몸통 부분을 물고기로 변형하여 

사실적인 형태가 아니고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

는 문양이 유희적으로 표현되었다(그림 62). 

안순 지역은 다색 납염으로 다른 지역과 다르

게 색채가 활용되고 문양의 형태가 반복적이며 

대칭적인 문양이 대부분이다. 다색 납염으로 문

양 안에 점으로 대비되어 나타난다(그림 63). 

  황평 납염은 문양의 형태를 변형하여 왜곡하

거나 착시적인 문양들이 많다. 예를 들면 첫 번

째 문양이 과장된 곡선으로 몸을 감싸고 새 문

양인데 눈이 매우 크게 그려 있고 머리가 삼각

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면, 

네 가지 새 문양으로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새의 머리 옆에 국화를 장식되어 있고 멀

리 보면 사람이 손을 흔든 느낌으로 보인다(그

림 64). 공현 납염은 문양이 거의 수평방향으

로 반복적인 배열을 하여 직선, 곡선이 교차 장

식되도록 문양이 구성한다. 형태가 완벽한 대

칭 문양이 아니라 사실적인 문양이 유아적, 유

희적 방법으로 화면을 구성한다(그림 65). 중

국 묘족 납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3>

과 같다.

Ⅳ. 결 론

  중국 소수민족 묘족의 납염은 중국 국가급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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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 소수민족 묘족 납염의 표현 특성

특 성 내 용 사 례

상징성

⦁기원과 신앙의 상징:

  자연숭배, 조상숭배, 생식숭배, 토템숭배 등

⦁신분의 상징: 

  단채 백령묘의 명절복, 안순 묘족의 상교의

  황평 게르가의 명절복

⦁이주 역사의 상징

추상성
⦁자연 이미지에서 보이는 점, 선, 면 등의 요소 

추출, 동, 식물 문양을 기하학적으로 재조합 

장식성

⦁반복과 리듬, 색채대비

⦁반복 문양 위주로 점, 선, 면의 요소 활용하여 

장식적으로 구성 

⦁규칙화, 단순화, 리듬감 특성

유희성

⦁문양을 해체 응용하여 재창조

⦁원래 형태에 다른 요소들을 추가해서 동물이나 

식물 문양 들을 유희적으로 표현

형문화유산에 유일한 등재된 전통 문화유산으로, 

납염의 문양과 조형 등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

산에 등재되어있는 단채 납염, 안순 납염, 황평 

납염, 공현 납염의 4가지 납염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납염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채 납염의 문양은 형태가 매우 다양하

다. 동물문양은 주로 새, 용, 나비, 물고기 등으

로 구성되며 묘족의 조상숭배, 토템숭배, 생식

숭배, 자연숭배 등의 상징적 역할을 한다. 특히 

용 문양은 잠 용, 지네용, 어용, 뱀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식물 문양은 단독 문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주로 동물이나 기하 문양과 조

합하여 구성되었다. 둘째, 안순 묘족지역의 특

성은 다채로운 납염이다. 마장 문양이 지역의 

특색이며, 짙은 남색, 흰색, 황색, 홍색 등 다색

을 많이 사용한다. 셋째, 황평 납염의 특성은 

추상적인 문양 형태이다. 간략화가 된 문양이 

많으며, 추상적인 변화가 많다. 문양이 좌우대

칭이고 반복적이며 화면이 리듬과 동세를 표현

되어 있다. 넷째, 사천 공현 지역의 납염은 문

양이 정교하고 선이 매끄러운 것이 특성이며, 

사실적이고 과장적 유희적 변형도 많이 나타난

다.

  이와 같은 중국 묘족 납염의 표현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에 발표된 선행 연구 

및 문헌자료, 웹사이트를 활용하며 사진 자료

를 860장을 수집, 분석하였다.  묘족 납염 문양

의 표현적 특성으로 추상성, 상징성, 장식성, 

유희성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성은 문자가 없는 묘족에게 문자 

대신 묘족의 감정과 역사를 남기고 표현하였

다. 다년간의 발전을 통해 묘족의 기질, 이주의 

역사, 감정의 발산, 이상적인 희망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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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담겨 있어 납염 문양은 묘족의 상징적 기

능을 매우 중시한다. 상징적은 특성은 기원 및 

신앙의 상징, 신분의 상징, 이주 역사의 상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장식성은 묘족 

납염문양의 반복문양이 위주로 나타나고 표면

의 구성요소를 들어가서 문양 형태가 선명하게 

보인다. 또는 전체 문양들이 규칙화, 단순화 등 

조형특성을 많이 나타났는데 리듬감도 느껴진

다. 셋째, 묘족납염의 문양에 나타난 추상성은 

식물과 동물문양으로 많이 나타난다. 묘족의 

추상성의 표현은 실제 자연 이미지에서 보이는 

요소를 추출하여 변화시키고 재조합함으로써 

묘족 여성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형태 이미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 넷째, 묘족 납염 문양의 유희

성은 형태를 변형하여 왜곡하고 있으며, 선행연

구에서 언급된 과장적 표현의 문양이 유희성으

로 분류가 되기도 하였으며, 문양을 해제 응용

하여 재창조하거나 원래 형태 안에 다른 요소들

을 추가해서 동물이나 식물문양 들을 유희적으

로 표현한 납염의 문양들도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중국 소수민족 묘족의 납염 

및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다양한 패션디자인 개발

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문화의 계승 및 현대 복식 재창조의 방

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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