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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mary focus of this thesis is to look at Scythai’s historical, geographical and 
ethnologic background in order to understand Scythai’s garment types and styles as 
described in Scythai-related documented records, previous studies and excavated 
artifacts. Based upon this, another objective lies in comparing and contrasting this 
information with ancient Korean garments to identify what kind of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two. The result from this study’s objective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ncient Korean and Scythai share similarities in art work, craftwork, 
accessories and the like, which allows us to make a gues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ancient Korea and Scythai of that time. Secondly, Scythai garments are based on the 
tight and well-fitted Caftan Yugoje, which is tightly fit to the body, as well as 
including garments similar to the drapery Kiton and Tunic found in ancient Greek 
garments, from which can be seen that the garment of culture medium passing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had nomadic horse-riders’ ethnic characteristics and 
Eurasian characteristics. Thirdly, ancient Korean Scythai garments were found to have 
homogeneity in their garment culture in that northern nomadic cultural district’s 
Hobok-Goseupje, i.e., open-front Caftan Jeogori and pants called Sangeuihago is its 
basic with a triangular cone hat shape (transformed hat) and boots, which is the basis 
for considering that ancient Korea exchanged culture with Scythai, who once lived as 
active northern nomads. However, it can also be seen that ancient Korea and Scythai 
garments differed in form depending on region, weather, culture, custom and the like. 
As such, Scythai and ancient Korea have an aesthetic bond because northern nomads 
and Scythai exchanged their cultural traits of the times. The evidence supports this 
idea as it seem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garments that can be considered to be 
Scythain in style are also commonly discovered in ancient Korean ga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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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인류 문명의 생성과 더불어 각 문명권 간 교
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고대 국가들 
역시 주변국들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다양
한 문화와 가치를 주고받으며 성장하였다(채금
석, 2017). 고대 동서통상로(東西通商路)인 실
크로드를 통해 중앙유라시아 내륙의 광대한 초
원지대에서 활약한 최초의 북방유목기마민족
인 스키타이인은 동서 문명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고대 한국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고대 한국 복식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많
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조
선 시대 광활한 초원지대를 누비며 예맥(濊貊)-동
이족(東夷族)의 뿌리를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복
식은 일반적으로 북방유목민족의 한반도 지배설
에 근거하여 이여성(1947)과 김동욱(1979) 등이 
주장한 스키타이 복식에 원류를 둔 북방계 유목
민족문화권의 ‘호복(胡服)-고습(袴褶)제’로 구분되
고 있다. “좌임(左袵, 좌측 여밈), 착수(窄袖, 좁은 
소매), 착고(窄袴, 좁은 바지)”를 특징으로 하는 
호복에서 ‘호(胡)’란 ‘오랑캐의 이름’을 뜻하며 북
방계 유목민을 지칭한다. 따라서 북방유목민에 
속하는 고대 한민족도 그 범주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고 한민족 고대 복식의 원류는 호복과 상당
히 밀접함을 알 수 있다. 호복의 형태는 한자인 
호의 여러 뜻 가운데 ‘턱 밑살’, ‘수염’, ‘드리워지다
(아래로 늘어지다)’, ‘크다’ 등의 의미를 참고할 때 
복식 양태에 있어 스키타이 복식에서 나타나는 
‘착수･착고’의 몸에 밀착되는 좁은 형태보다는 고
구려 벽화나 고대 한국 복식 시각 유물 자료에서 
보이는 여유 있는 의복의 늘어진 특징을 나타낸 
양태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채금석, 2017). 
  그러나 한국 복식학계는 지금까지 착수･착고 
형태의 호복인 스키타이 복식이 한국 고대 복식
의 원형이라거나 고대 한국 복식이 스키타이 복
식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학설을 주로 따랐으
며(장영수, 2016b) 실제로 스키타이 복식의 일부 
형태는 고대 한국 복식과 매우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한국 복식의 원류를 스키타

이 복식에서 찾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할 때, 스키
타이 복식 연구는 한국 복식 원류 탐색에 있어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키타이에 관한 선행 연구
로 김문자(1984; 1992; 1994; 1999; 2000a; 2000b; 
2002; 2003; 2004; 2006; 2007; 2008)는 스키타이 
의복과 장신구, 스키타이와 한국 고대 복식과의 
관계에 대해 주로 관모(冠帽), 장신구 분석에 집
중된 다수의 연구를 하였으며, 김소현(1993; 
2003)은 호복에 관한 방대한 연구의 하나로 스키
타이와 사카의 복식을 유물 중심으로 다루었다. 
장영수(2015; 2016a; 2016b)는 흑해 북쪽 지역의 
스키타이, 페르시아 왕조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
이, 알타이 파지리크 지역의 스키타이로 나누어 
스키타이 복식을 분석하였으며, 채금석(2017)은 
최근 연구에서 고대 한국복식문화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스키타이 복식에 관해 다루었다. 본 연구
에서는 위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고대 한국 복
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스키타이 복식의 형태와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스키타이의 역사적, 지리적, 인
종학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스키타이 복식과 
관련된 문헌 기록,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출토 유
물에 표현된 스키타이 복식의 유형과 형태를 분
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대 한국 복식과 비교․검토하여 한국 복식의 원
류에 대해 재고(再考)해보고 둘 사이에 어떠한 상
관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스키타이가 북방 유
목민족으로 동･서를 활약하던 BC 8-2C까지를 중
심으로 하였으며 스키타이 복식 형태를 고찰하는 
데 있어 관련 고서 기록, 인류학, 고고학, 의류학 
서적, 선행연구 등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다. 스키
타이인들은 고유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
에 관련 문헌 기록의 부족으로 아시리아인과 그
리스인들이 남긴 스키타이에 관한 문헌기록, 스키
타이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
스(Hērodotos, BC 484-425)가 쓴 『역사(歷史, 
Historiae)』, 그리스 지리학자 스트라본(Strabōn, 
BC 64-AD 23 추정)이 남긴 『지리지(Geōgraphiā)』 
등에 나타난 스키타이에 관한 기록, 선행연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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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였다. 또한 스키타이 복식의 고고학적 탐
색을 위해 쿨오바(Kul’oba) 고분, 솔로하(Solokha) 
고분 등 스키타이 유적과 유물에 표현된 시각자
료와 관련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복식 유형과 
형태를 유추하였다. 
  스키타이와 고대 한국 복식 비교를 위해 한국 
복식의 시대적 범위는 스키타이가 활동하던 시기
인 고조선부터 고대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 시
대를 중심으로 하였다. 고대 한국 복식 유형 및 
형태는 선행연구, 관련 서적 등을 참고하였으며 
시각 유물 자료로는 부여 유물로 추정되는 길림
시 동단산 남성자성 출토 도용, 고구려 벽화자료, 
왕회도 삼국사신, 양직공도 백제사신, 신라 토용 
및 장신구 등을 참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배경

  역사상 처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목민 집단인 
스키타이는 인도-이란계에 속하는 민족으로 스키
타이에 관한 최초 기록은 서아시아 강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왕 에사르하돈(Esarhaddon, ? ~ BC 
669)의 연대기 점토판에 등장한다(김호동, 2016). 
주로 BC 6-3C경을 스키타이 족의 활약기로 보지
만 학자에 따라 BC 8-2C로 넓게 보기도 한다. 스
키타이는 BC 7C 전반에 강대한 유목민인 킴메르
(그리스어: Κιμμέριοι, 킴메리오이)를 그들의 본
거지인 북캅카스(러시아어: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로
부터 축출하고, BC 625년경 메소포타미아에 침입
해 이집트까지 위협하였다. BC 7C 후반부터 흑해 
북안에서 스키타이와 교역을 시작한 그리스인들
은 스키타이인들을 ‘스키타이(Scythia)’ 혹은 ‘스키
테스(Scythes)’로 불렀으며, 페르시아인들은 ‘사카
(Saka)’, 아시리아인들은 ‘아슈쿠자이(Ashkuzai)’라 
불렀다(정수일, 2013). 중국 사료에는 ‘새(塞:변방 
새)’로 기록되어 있어 여러 이름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키타이인들은 자신을 ‘스콜로텐
(Skoloten)’-‘왕자(王者)’로 칭하거나(김문자, 1992) 
‘슈크(Shk)’로 일괄 지칭하였는데(김소현, 2003) 
아시리아인들이 부른 ‘아슈쿠자이’나 그리스인들

의 ‘스키타이’란 이름은 이 ‘스콜로텐’이나 ‘슈크’의 
음사로 추측된다(정수일, 2010). 헤로도토스는 스
키타이를 왕족 스키타이, 유목 스키타이, 농민 스
키타이, 농경 스키타이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
며 왕족 스키타이가 가장 핵심적인 집단이었다
(김호동, 2016).  

2. 지리적 배경
  스키타이 민족의 형성은 BC 11C 경 볼가강 중
류 지역에서 서서히 침투해 온 한 민족과 그 지역
민과의 혼혈에 의해 형성된 민족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흑해 북쪽 돈강~프루트강에 이르는 초원
지대에 살았다(예술의전당, 2011). 남부 러시아 
초원지대를 본거지(本據地)로 활동한 기마유목민 
스키타이는 강력한 기동력을 보유하여 흑해 연안
의 그리스 식민지 도시들과 교역을 하는 한편, 우
랄 산맥을 넘어 멀리 알타이 지방까지 진출하는 
동방 원거리 교역에도 종사하였다. 스키타이는 
페르시아 문화를 비롯한 고대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고전문화를 흡수･융화해 고유의 기마유목
민족 문화를 창출한 다음, 그것을 동방에 전함으
로써 고대 동･서 교류의 한 장을 열었다(채금석, 
2017). 헤로도토스의 저서 『역사』 속 관련 내용과 
헤로도토스에 대한 후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키타이인들은 중앙아시아와 남시
베리아 지방에서 서쪽으로 이주해왔으며 이를 통
해 스키타이의 동방교역과 그 루트를 추정할 수 
있다(김호동, 2016). 스키타이인들이 활약하던 지
역은 현재 우크라이나(Ukraine), 남부 러시아 초
원지대, 이란 북부 지역에 해당하며 이들 문화는 
유라시아는 물론 고대 중국, 한반도,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인종학적 배경
  스키타이 인종에 관해서는 이견(異見)이 분분
한데 스키타이인들이 여러 인종의 혼합을 겪어왔
지만, 본래 인종은 이란인의 한 계통이라는 데 견
해가 모아지고 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스
키타이 시조에 관한 두 가지 전설이 기록되어 있
는데 두 전설의 공통점은 스키타이 시조의 출현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20권 1호 (2018. 2)64

- 64 -

이 드네프르(Днепр) 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인종과 관련해서 전해오는 신명(神名), 인명, 지명 
등을 감안하면 스키타이어는 인도-유럽 어족의 인
도-이란 어군 중 동이란 아어군(亞語群)에 속한다
(정수일, 2010). 김호동(2016)에 따르면 항아리 부
조(浮彫)에 표현된 스키타이인의 모습이나 무덤
에서 발견된 인골로 미루어 스키타이는 인도-이란
계에 속하는 유목민 집단으로 크게는 코카서스 
인종에 속한다. 
  스키타이의 형질적 용모는 대체로 장신(長身)
에 강건한 체구를 가졌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턱수염이 덥수룩하며 털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
다. 키는 계층에 따라 다른데, 상층부는 비교적 
큰 편(176-180㎝)이나 평민은 중위(약 164㎝)에 
머문다(정수일, 2010). 

4. 스키타이와 한민족과의 관계
  화려한 황금유물을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진 스키타이 문화는 고대 한국문화와도 상호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신라의 
적석목곽분은 화려한 황금 유물과 함께 스키타이 
문화요소를 많은 측면에서 연상시킨다(예술의전
당, 2011). 흑해 북부 초원일대와 서아시아 지방
에서 군림한 스키타이의 기마문명은 동방으로 전
해지며 북방 초원지대에 많은 유목국가를 탄생시
켰다. 알타이 산맥 서쪽 기슭의 이씩 고분(Issyk 
Burial Mounds, BC  5-4C)에서 출토된 ‘황금인간’
은 스키타이 일족인 사카족으로 4000여장의 황금
조각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다. 황금의 원산
지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BC 5C부터 약 1000년
간 황금문화대가 이루어지는데, 신라는 황금문화
의 동단에서 세계 현존 금관 10기 중 7개나 만들
어낸 ‘금관의 나라’로 불린다(정수일, 2010). 이 황
금문화의 전파자는 스키타이와 흉노(匈奴)를 비
롯한 기마유목민족들이며 그 통로는 알타이산맥
에서 동서로 뻗어 나간 초원 실크로드이다. 실제
로 중앙아시아, 알타이, 몽골을 거쳐 중국 황허[黃
河] 중류의 오르도스(Ordos) 지역까지 초원길을 
따라 유목문화와 황금문명을 전파한 스키타이의 
황금문명은 한반도로 이어져 고대 신라의 고분미
술 등 황금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많은 유
물에 남아 있다(이광표, 2011). 

  스키타이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유물로 아키
나케스(akinakes)식 단검, 아가리에 입체장식이 
있는 청동솥, 장대, 손잡이가 하나인 주발형 흑색
토기, 각종 장식판 등이 있으며, 특히 러시아 에르
미타주 박물관의 전시품이나 파지리크(Pazyryk) 
고분군에서 출토된 스키타이 동물의장(動物意匠)
과 귀금속을 핵심으로 하는 스키타이 미술과 공
예품은 한국 고대 신라의 금속 장신구들과 유사
점을 보여 당시 신라와 스키타이와의 연관성을 
짐작하게 한다(채금석, 2017). 스키타이 금관에는 
생명수(生命樹)인 자작나무와 사슴, 산과 새 등의 
모양 장식이 있는데 이는 신라 금관에서 보이는 
단순화하여 도안화된 산(山)자형 장식, 새 장식 
등과 유사하다. 
  스키타이 문화는 화북을 거쳐 전국시대의 중국 
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다시 한국과 일본에
도 전파되었는데, 거울 및 스키토-시베리아 양식
의 영천 어은동 출토 마형 대구와 신라 및 가야에
서 출토된 각배 등도 고대 한국과 스키타이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채금석, 2017).
  유물 외에 고인골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고대 
인종들 간의 친연성을 찾는 연구(그림 1)에서도 
유라시아 지역의 스키타이, 흉노, 신라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끈
다. 이는 한국 고대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고대 
한국 문화 원류의 재조명에 의미를 부여하며 스
키타이와 고대 한국 유물에서 보이는 유사성을 
입증한다. 

<그림 1> 한반도, 몽골, 우즈베키스탄 고인골 
모계 DNA 분석

(출처: KBS 1 [역사스페셜] 신라 왕족은 정말 흉노의 후예인가, 2009. 07. 18)

Ⅲ. 스키타이 복식 유형별 형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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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타이인들은 유목민으로 고유 문자가 없었
으므로 그들의 역사를 문자로 남기지 않았으며 
스키타이에 관한 기록도 단편적 기록뿐이어서 스
키타이 복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유물 연구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키타이 복
식의 세부 유형별 형태를 스키타이에 관한 단편
적 문헌 기록과 선행연구, 관련 유물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스키타이 왕의 한사람이 스키타이 복장을 싫어
해 그리스 도시를 방문할 때면 그의 군대는 성 밖
에 남겨두고 혼자 그리스 복식으로 갈아입고 성 
안을 우회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 여성과 만나
곤 했다는 스키타이 복식에 관한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통해 그 당시 스키타이 기본 복식이 그리
스 복식과 그 형태가 달랐고 스키타이인들도 상
황에 따라 그리스풍 복식을 착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당시 문헌 및 유물에 나타난 스키타
이의 대표 복식 유형은 앞이 열린 카프탄(caftan) 
스타일의 전개형(前開型)으로 이는 고대부터 한
국을 포함해 중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착용되
던 형태로 스키타이 복식은 팔다리가 분리되고 
대체로 몸에 밀착되는 형태였다. 동시대 그리스 
복식의 기본 유형은 한 장의 천을 팔, 어깨, 허리 
등 신체에 직접 두르거나 감싸는 형태의 권의형
(卷衣型) 혹은 한 장의 천을 반으로 접고 그 접은 
선의 가운데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뚫
어 입는 형태의 관두의형(貫頭衣型)으로 이는 스
키타이의 대표적 의복 유형인 전개형과는 달랐음
을 알 수 있다. 
  문헌 및 유물에 나타난 스키타이 복식을 크게 

관모, 상의, 하의, 신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관모
  관모는 외부 자극이나 추위, 눈･비 등 자연환경
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머리를 정리하기 위한 
기능적 이유로 착용하기 시작하여 시대 변화에 
따라 차츰 신분 상징의 도구로 발전하였다(채금
석, 2017). 스키타이 관모 역시 이러한 이유로 발
생하고 발전하였을 것이며, 실제로 스키타이 유물
에는 당시 관모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그 
중 스키타이계 복식의 가장 대표적인 관모로 끝
이 뾰족한 고깔형의 변형모(弁形帽)를 들 수 있는
데 스키타이 금제항아리에 새겨진 활줄을 거는 
인물(그림 2)과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는 인물(그
림 3)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끝이 뾰족한 모자
를 쓰고 있으며(그림 4) 페르세폴리스 궁전 아파
다나 궁 조공도에서 아케메네스의 통치자에게 공
물을 바치는 스키타이인들(그림 5) 역시 끝이 뾰
족한 고깔형 변형모(그림 6)를 착용하고 있다. 사
카 추장으로 추정되는 황금인간 모조상(그림 7) 
역시 끝이 뾰족한 모자(그림 8)를 쓰고 있는데 귀
를 덮은 모자에는 화살과 창, 새가 앉아있는 나무 
모양의 금장식이 붙어 있다. 이씩 고분을 발굴했
던 아키세브(K.A.Akishev) 교수 의견에 따르면 나
무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여 가지의 단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절대자
와 교감하는 샤먼이었다고 한다(김소현, 2003). 
착용된 모자가 뾰족한 형태를 유지하는 점이나 
모자에 표현된 주름으로 보아 모자의 재질로는 

<그림 2> 스키타이 금제 항아리 
활줄을 거는 사람, 

BC 4C. 쿨-오바 고분.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8)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3> 스키타이 금제 항아리 
부분-붕대를 매는 사람들, 

BC 4C. 쿨-오바 고분.
(출처: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p. 27) 김호동. 2016. 파주: 사계절출판사)

<그림 4> 스키타이 금제 항아리 붕대를 
매는 사람들 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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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채금석, 2017).  
2) 상의 

  스키타이 상의 형태에 관한 문헌 기록은 찾아
보기 힘들며 우크라이나 지역의 쿨오바 고분(BC 
4C)과 차스티에(Chastye) 고분(BC 4C) 출토 항아
리 인물(그림 3, 9) 등에서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유물에 표현된 상의를 보면 주로 왼쪽으로 여미
어 입는 좌임에 직령교임의 소매가 좁은 둔부선 
길이의 전개형 상의의 전형적인 북방계 유목민 
복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허리에 허리띠
인 대(帶)를 매고 소매 부분과 밑단 등에 가선(加
襈)을 둘러 장식했다(그림 4, 10). 솔로하(Solokha) 

고분에서 출토된 말을 타고 있는 인물(그림 11) 역
시 소매가 좁은 착수의 앞이 열린 전개형 상의를 
입고 있다. 활을 쏘는 스키타이인을 묘사한 접시
(그림 12)를 보면 몸에 밀착되는 상의를 입고 있
는데 옷을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었음을 알 수 있
다(그림 13).  
  이와 같이 스키타이는 기마민족의 특성으로 앞
이 열린 카프탄형 상의에 대를 매고 바지를 입는 
상의하고(上衣下袴)의 투피스 형 의복을 입고 있
는데, 이는 북방 유목민족의 복식에서 공통된 구
조로 한국 고대 복식의 기본 구조와도 같은 모습
이다. 사냥하는 스키타이 남자(그림 14)의 모습 
역시 좁은 소매의 상의 위에 소매가 짧은 무릎길
이의 반수의의 상의를 입고 대를 매고 있는데, 소

<그림 5> 페르세폴리스 궁전 
아파다나 궁 조공도 스키타이인 

사절단 
(출처: “페르시아” 안나 반잔, 2008, 
서울: 생각의 나무, pp.104-105.)

<그림 6> 페르세폴리스 
궁전 아파다나 궁 조공도 
스키타이인 사절단 모자 

모사도

<그림 7> 스키타이 
황금인간 모조상, 

BC 5-3C, 이씩 고분.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5)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8> 스키타이 
황금인간 모조상 모자 

형태 도식화

<그림 9> 스키타이 의례용 용기, BC 
4C, 챠스티에 3호분,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8)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10> 스키타이 의례용 용기 
인물 상의 추정 도식화

<그림 11> 금제 검, BC 4C, 솔로하 
고분,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8)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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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표현 양태로 보아 동물 털로 만든 방한 용도
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카 추장으로 추정되는 
황금인간(그림 7) 역시 몸에 밀착되는 금편으로 된 
직령의 앞이 열린 전개형 상의와 몸에 밀착되는 
바지를 입고 금편으로 된 화를 신고 있는데 몸판
과 소매를 이어주는 진동부분과 수구(袖口), 몸판 
도련 부분에 가선 장식이 둘러져 있다(그림 15). 
  ‘그레코 스키타이(Greco-Scythian)’로 분류되는 
쿨오바 고분 출토 장식판에 새겨진 스키타이 인
물(그림 16)은 둔부선 길이의 앞이 열린 통이 넓
은 상의를 입고 있는데 상의 도련이 일자가 아닌 

앞중심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사선형이다(그림 
17). 옷에 표현된 주름을 통해 볼 때 소매통이 크
고 길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앞
서 살펴본 스키타이 복식의 전형적인 스타일인 
몸에 밀착되는 전개형 상의와 달리 옷의 품이 전
체적으로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는 형태
로 당시 그리스 복식의 전형이었던 드레이퍼리한 
복식과 유사성을 보인다. 
  전개형 상의 외에도 페르시아 아파다나 궁 조
공도의 스키타이 사절단(그림 5)과 사카인(그림 
18)의 복식 등에서 착고의 좁은 바지 위에 소매통

<그림 12> 활 쏘는 
스키타이인, BC 6C, 

대영박물관,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
ki/File:Skythian_archer_plate_BM

_E135_by_Epiktetos.jpg)

<그림 13> 활 쏘는 
스키타이인 모사도

<그림 14> 사냥하는 
남자들, BC.4C, 

쿠르드쥐프,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8)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15> 
황금인간 상의 추정 도식화

<그림 16> 장식판: 
화살통과 그릇을 들고 

있는 스키타이인, 
BC 4C, 쿨오바 고분, 

우크라이나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8)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17> 스키타이 금제 
장식판 상의 추정 도식화

<그림 18>
사카인, 금제

장식판, 옥수스, 
대영박물관

(출처: “페르시아” 안나반잔, 
2008, 서울: 생각의 나무, 

p.40.)

<그림 19> 
페르세폴리스 궁전 
아파다나 궁 조공도 

스키타이인 사절단 상의 
추정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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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좁은 둥근 목선의 전폐형 튜닉을 입은 모습(그
림 19)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키타이인들은 북방계 유목민이 입
던 상의하고의 ‘호복-고습제’를 기본으로 직령교임
의 소매통이 좁은 착수형 상의 외에도 둥근 목선
의 앞이 막힌 튜닉형 상의를 입기도 하였으며, 또
한 그리스식의 주름이 풍부한 드레이퍼리한 스타
일 등 다양한 상의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키타이 복식의 상의에는 북방 유목
민의 공통양식인 전개형 외에 권의형, 관두의형 
등 다양한 의복 유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3) 하의 
  스키타이는 전술하였듯이 기마민족으로 카프탄
형 저고리에 대를 매고 바지를 입는 투피스 형식
의 상의하고 의복을 입고 있는데, 이는 고대 한국
을 포함, 북방 유목민족의 공통된 복식 구조이다. 
스키타이 유물에서 볼 수 있는 하의는 바지와 치

마로 주로 바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지역의 쿨오바 고분과 차스티에 고분 출토 항아
리 인물, 황금인간 등의 유물에 표현된 바지(그림 
2, 3, 4, 5, 7, 9, 12, 20)를 보면 대체로 통이 좁은 
착고(그림 21)이며 이는 날씨 및 말을 타는 생활
과 관계된 전형적인 북방계 유목민의 복장이다. 
이 외에도 말을 타고 있는 인물(그림 11)이나 쿨-
오바 고분 금제 장식판에 묘사된 인물(그림 16)의 
바지를 보면 바지 형태와 주름 표현을 통해 볼 때 
바지통과 바지부리가 넓은 대구고(大口袴)이며 바
지 가선의 흔적은 불분명하다(그림 22). 착고, 대
구고 외에 주름 표현과 외형을 통해 볼 때 바지통
이 여유가 있으면서 바지부리로 갈수록 좁아지는 
궁고(窮袴) 형태(그림 23, 24, 25)도 볼 수 있다. 
궁고의 궁(窮)은 ‘없어질’, ‘끝날’, ‘막힘’ 등의 의미
를 가지고 있으며 그 형태는 대강 바지 밑을 막고 
바지부리를 오므린 형태(그림 26)로 짐작할 수 있
다(채금석, 2017). 다만 (그림 23)은 통이 넓은 바
지를 신발 속으로 집어넣은 형태인지 바지부리를 

<그림 20> 스키타이 금제 
항아리 부분–입안의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  BC  4C, 

쿨-오바 고분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8)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21> 스키타이인 
착고 추정 도식화

<그림 22> 
스키타이인 대구고 추정 

도식화
<그림 23> 금제 장식, 말을 

탄 스키타이인, BC 4C, 
쿨-오바 고분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8)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24> 말을 탄 
스키타이인. BC. 5C 말. 
쿨오바 고분 출토. 러시아 
에르미타쥬 박물관 소장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8)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그림 25> 말을 탄 
스키타이인 모사도

<그림 26> 말을 탄 
스키타이인 바지 추정 

도식화
<그림 27> Plaque: 

Snake-legged winged 
goddess with a bearded 
male head in her hand, 
BC 4C, 쿨-오바 고분, 

우크라이나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49)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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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힌 궁고 형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이 스키타이인들은 주로 몸에 밀착되는 
착고를 착용하였으나 착고 외에 다소 바지통에 
여유가 있는 대구고, 궁고 등 다양한 형태의 바지 
착용을 유추할 수 있다.
  스키타이 복식에서 여자 복식 유물은 극히 제한
적이나 (그림 27, 28)의 금제 장식에 표현된 인물
에서 치마 착용을 찾아볼 수 있다. 스키타이 여신
(그림 27)의 복식과 그레코 스키타이에 속하는 머
리 장식에 표현된 여자들(그림 28)의 복식은 허리
에 벨트를 맨 드레이퍼리한 의상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고대 그리스 키톤을 연상시킨
다. 스키타이 여신의 음각된 세로선과 세로선 사
이 면을 채우는 사선이 주름치마의 형태를 표현
한 것인지 색동치마의 형태인지 어떠한 디테일을 
표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바지처럼 가랑
이가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치마 착용을 
유추할 수 있으며 길이는 발등을 덮는 긴 길이로 
유추된다. 또한 그레코 스키타이 머리 장식 유물
(그림 28)에서 다수의 여자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대부분 발등을 덮거나 발목 길이의 드레이퍼리한 
여유 있는 치마(그림 29)를 착용하고 있다. 치마
에는 자연스러운 세로 곡선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주름을 표현한 것으로 유추된다.  
      

4) 신 
  스키타이 유물에 새겨진 인물들(그림 2, 3, 4, 
9, 20, 23)은 대체로 바지 위에 신발로 목이 긴 화
(靴)를 신고 발목 부근에서 끈으로 묶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화의 주름 모습으로 보아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0> 스키타이 화 도식화

  이상 스키타이 유물에 나타난 복식유형과 그 
형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Ⅳ. 스키타이･고대 한국 복식 비교 
1. 고대 한국복식 기본 구성

  한국 전통복식은 상의로 저고리: 유와 두루마
기: 포, 하의로 바지: 고와 치마: 상을 착용하며 
남자는 주로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
마를 입고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 유고상포를 
기본으로 한다. 한국 최초의 고대국가였던 고조
선 시대부터 한국복식은 유고상포의 기본형을 갖
추었을 것이며 여기에 모자인 관모, 허리띠인 대, 
신발로 신목이 긴 화 또는 신목이 짧은 이(履)를 
더하면 한국 고대복식의 기본구조가 완성된다. 
  삼국시대 이전 복식 관련 문헌 및 유물은 매우 
단편적이나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 표현된 인물들
의 복식은 고대복식 연구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

<그림 28> Ritual woman’s head-dress(reconstructed), 
BC 4C, Tauride province,

(출처: Scythian Art, (pp. 135-136)  Boris Piotrovsky. 1987. Oxford: Phaidon Press Ltd.)

<그림 29> 스키타이 여성 치마 추정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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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키타이 복식 유형별 형태
구분 복식유물 복식 형태

관
모

  

상
의

하
의

신
 



스키타이 복식 유형 및 형태에 관한 연구 71

- 71 -

고 있다. 고구려 벽화 속 복식을 보면 고대 한민
족 기본 복식의 형태를 알 수 있는데 머리에는 관
모를 쓰고, 저고리는 엉덩이를 덮는 길이에 여밈
은 주로 직선의 깃을 교차시켜 여미는 형태의 직
령교임으로 왼쪽으로 여미어 입는 좌임과 오른쪽
으로 여미어 입는 우임(右衽)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고리는 대체로 깃, 소매부리, 도련에 
가선을 둘렀으며 바지는 바지부리를 오므린 궁고
형, 바지부리를 오므리지 않아 입구가 큰 대구고
형 등으로 나뉘는데 바지통은 대체로 여유가 있
다. 치마는 직사각형의 천을 허리에서 주름잡아 
그 길이가 길고 여밈은 허리끈으로 연결한 형태
로 색동치마, 주름치마, 가선이 달린 치마 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신은 주로 신목이 긴 화를 신
었으며 신목이 낮은 이도 함께 신었다.

<그림 31> 한국 고대복식의 기본구조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p. 78)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1) 관모
  고대 한국의 관모는 문헌 기록 및 고구려 벽화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당시 관모의 종류 및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고대 한국에서도 스키타
이 모자와 유사한 끝이 뾰족한 삼각형의 고깔형 
모자인 변형모, 절풍(折風) 등을 착용하여 고대 
유목문화권의 문화적 동질성을 감지할 수 있다. 

고구려의 조우관이나 신라의 새 모양 장식 금관, 
산(山)자 모양 장식 금관 등은 하늘과 닿고자 하
는 고대인들의 염원으로 스키타이와 유사한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상의 
  한국복식의 기본은 일반적으로 북방계 유목 문
화권 복식의 형태로 앞이 열린 카프탄 스타일의 
전개형이다. 카프탄형의 특징은 직령교임에 직사
각형의 소매를 달고, 앞길이 열려있는 형태로 전
체적으로 ‘T’자형을 이루며 목둘레와 옷 가장자리 
주변에 선을 두른다는 의미의 령금(領襟), 소매부
리인 수구에 가선이 부착되고 허리에는 대를 두
른 양태이다(채금석, 2012). 삼국시대에는 남녀노
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비슷한 형태의 
카프탄형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 
  고대 한국 저고리 길이는 주로 엉덩이를 덮는 
둔부선 길이에 허리에는 대를 매는 형태로 그 구
조는 몸판을 이루는 길과 소매, 령금, 허리띠인 
대, 가선으로 구성된다(채금석, 2012). 저고리를 
목선의 형태에 따라 그 유형을 정리하면 곧은 깃
의 직령, 둥근 깃의 반령(盤領), 밖으로 젖혀진 깃
의 번령(飜領) 등으로 분류된다(채금석, 2017). 목
둘레는 주로 곧은 깃의 직령에 좌･우를 교차시켜 
여미는 형태로 좌임과 우임이 혼재하였으며 소매
형태는 소매통 크기에 따라 크게 소매통의 크기
가 넓고 큰 대수(大袖)와 소매통이 좁아 팔에 밀
착되는 형태인 착수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 통수
는 진동과 수구의 크기가 비슷한 원통형의 경우
를 말하는데, 이 역시 소매통의 넓이에 대, 소가 
있다. 여밈은 주로 허리띠인 대로 고정시키며 깃, 
수구, 도련에는 가선이 둘러져 있다.
  한국복식사에서 두루마기-포의 개념은 ‘방한이
나 의례를 목적으로 덧입는 길이가 긴 겉옷’을 의
미하며 문헌과 시각유물을 토대하여 고대 남자의 
포는 발등을 덮는 길이에 소매가 큰 형태임을 짐
작할 수 있다(채금석, 2017). 포는 고대부터 남･녀 
모두 겉옷으로 착용하였으며 저고리 형에서 길이
만 길게 연장된 형태로 고대 한국의 포에 대한 첫 
기록은 『삼국지』에 ‘부여 사람들은 무늬가 없는 의
복을 숭상하여, 무늬 없는 삼베-포(布)로 만든 큰 
소매의 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在國
衣尙白, 白布大袂袍‧袴, 履革鞜).’고 하여 포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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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다. 고구려의 포에 관한 문헌기록은 찾
을 수 없으나 고구려 벽화를 통해 그 형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백제의 포는 대수자포(大袖紫袍), 
부인의사포(婦人衣似袍)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라의 포는 법흥왕의 방포(方袍)에 관한 
기록이 있다. 
  삼국시대 포의 형태는 유물자료들을 참고하여 
포의 목선 모양을 기준으로 앞이 막힌 전폐형과 
앞이 트인 전개형으로 분류되며 네크라인 형태에 
따라 직령의 옷깃이 서로 합쳐진 V자형의 전폐형 
포를 의미하는 직령합임포(直領合袵袍), 직선형의 
깃이 서로 교차되어 여미어진 직령교임포(直領交
衽袍), 통일신라 토용에서 보이는 목선이 둥근 깃
의 단령포(團領袍)로 나뉘며 소매 형태는 진동에
서 수구로 좁아지는 사선배래 형태, 진동에서 수
구로 넓어지는 역사선배래 형태, 진동과 수구가 
같은 통수 등 다양하다(채금석, 2017). 

3) 하의 
  고대 한민족의 기본 복식은 상의로 저고리를 
입고 하의로 남녀 모두 바지를 입었는데 이러한 
고유복식의 양식을 유고제(襦袴制)라 한다. 즉, 
고대로부터 바지는 ‘고’라 하였으며 고는 유와 함
께 상하․존비‧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착용
하던 하의이다. 바지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착용
했으며 『삼국지(三國志)』 권(卷)30 위서(魏書)30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 부여전(夫餘傳)
에 “부여인들은 흰 천으로 만든 바지를 입고 짚신
을 신었다(在國衣尙白 白布大袂袍袴...大人加狐狸
狖白黑貂之裘...).”는 기록은 한국 바지의 긴 역사
를 말해준다.
  고대 한국은 남녀 모두 실용적이고 무풍적인 
바지를 입는 특색을 갖는다. 『북사(北史), 659』, 
『주서(周書), 629』, 『수서(隋書), 696』, 『구당서(舊
唐書), 945』, 『신당서(新唐書), 1060』, 『삼국사기(三
國史記), 1145』 등의 고서에 고구려 사람들은 귀
족은 물론 일반 남자들까지 모두 ‘대구고’를 입었
다고 기록되어 있고, 『남제서(南齊書), 537』에는 
‘궁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 벽화를 보면 바
지는 남녀 모두 신분에 관계없이 착용하고 있으
며 겉옷으로 입거나 여자들은 치마 아래 입기도 
하였다. 바지 형태는 왕회도 삼국사신처럼 주로 

바지통이 넓고 바지부리 입구가 큰 대구고와 고
구려 귀족남자가 입은 바지부리를 오므린 형태의 
궁고로 크게 나뉘며 신분에 따라 바지의 폭, 길
이, 옷감, 색 등을 구별했을 것이다.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바지는 대부분 바지부리
가 주름지고 오므려진 형태로 이는 몽고의 노인
울라 출토 바지(BC 1C)와 매우 흡사하다. 한국 
복식의 원류를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
는 노인울라 출토 바지는 당시 동북아시아 의복
의 전형인 ‘호복’ 계통의 원초적 형태라 할 수 있
다. 노인울라 출토 바지에는 두 가랑이가 마주 
닿는 곳에 당이 달려 있고 바지부리를 주름 잡아 
가는 선을 대었는데 바지 대퇴부 좌측에 가로 절
개선이 특이하며 통 넓은 바지 끝을 주름잡아 오
므려 가는 선 장식으로 마무리한 점이 구조적 측
면에서 한국 고대 바지와 유사하다. 백제와 신라 
바지 역시 고구려와 유사한 형태로 이는 삼국 사
신이 모두 등장한 왕회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치마는 주로 여인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한국 
전통치마의 형태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형태 및 
구조상 큰 변화 없이 직사각형의 천에 직사각형
의 대를 이어 허리에 주름을 잡은 구조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인체의 굴곡을 따라 자연스러운 곡선
의 실루엣을 이룬다. 고대 한국의 치마는 주로 상 
또는 군(裙)으로 불리었는데 군은 상보다 폭을 더
해서 미화시킨 것으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
나는 치마는 모두 여성들만이 착용한 것으로 보
아 우리나라 치마는 승복 등의 특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채금
석, 2012). 

4) 신
  고대 한국의 신은 크게 신목이 낮은 신발인 이
와 신목이 높은 신발인 화로 대분되는데 고대 고
구려 벽화 등을 참고할 때 왕을 비롯하여 관료대
신, 남녀 모두 신목이 짧은 신을 신었으며 유물로 
금동으로 제작된 밑창에 못이 박힌 스파이크식 
금동리(金銅履)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구
려 벽화를 보면 신목이 높은 화를 착용한 예를 많
이 볼 수 있으며 왕회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
국 사신 모두 뒤꿈치 부분에 배색이 된 화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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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스키타이･고대 한국 복식 비교 
1) 관모

  스키타이와 고대 한국 관모는 고깔형의 변형
모, 조우관 등 그 형태에 있어 유사성을 보인다. 
흑해 연안의 스키타이 고분에서 출토된 화려한 
황금 유물은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문화 교류의 
상징으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흑해 연
안에 거주했던 스키타이로부터 먼 동방에서 금이 
다량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괴조(怪鳥) 그리핀
(Griffin)이 이를 지키고 있음을 전하고 있어, 알타

이 지역이 고래로 황금의 산지였음을 전하고 있
다(곽성일, 2017).  민병훈 전 국립중앙박물관 아
시아부장은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의 동점(東漸) 
과정에 형성된 신라의 황금 문화와 이를 대표하
는 신라 금관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바탕
으로 영락 장식과 곡옥 장식을 더함으로써 그 권
위가 더욱 배가되고 있다”며 “왕권을 상징하는 금
관이 중국 중원 지방에서 아직 출토되지 않고 있
는 것은, 흑해와 서아시아에 기원을 둔 황금 숭배 
문화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북방의 초원지대를 
지나는 스텝 루트를 통해 직접 동북아시아에 연
결됐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해 고대 한국 금관
과 스키타이 금관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곽
성일, 2017).

<표 2> 고대 한국복식의 기본 구성 및 형태
고대 한국복식 유물 및 형태

부여 도용, 
길림시 동단산 
남성자성, 3-4C

묘주, 고구려 
안악3호분, 4C

사냥하는 사람, 
고구려 무용총, 

4-5C

무희들, 고구려 
무용총, 4-5C

토우, 신라, 
경주 황남동, 

5-6C

삼국사신, 
왕회도, 7C

귀족여인, 
고구려 각저총, 

4-5C

시녀, 고구려 
장천1호분, 

4-5C

차마인물도 
여인들, 고구려 

쌍영총, 5C
(출처: 한국복식문화-고대. 채금석. 2017. 서울: 경춘사)

관모 포 – 두루마기 유 – 저고리 고 – 바지 상 - 치마 신 – 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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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한국에는 스키타이와 유사한 관모 외에도 
금동관(金銅冠), 면류관(冕旒冠), 라관(羅冠), 책(幘), 
립(笠), 건귁(巾幗) 등 다양한 관모가 존재했다.

2) 상의
  스키타이와 고대 한국 상의 형태를 상의 디자
인의 세부사항인 목선, 여밈, 소매형, 가선을 중심
으로 살펴보면 스키타이 상의는 목선에 따라 직
령과 반령으로 크게 구분되며 고대 한국에서 보
이는 번령의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밈은 전
개형과 전폐형으로 나뉘며 허리에는 대를 매었고 
여밈은 좌임과 우임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스
키타이 상의 소매형의 경우 주로 겨드랑이에서 
수구로 좁아지면서 팔에 밀착되는 사선배래형의 
착수이며 디테일로 가선 장식이 종종 활용된다. 
  고대 한국은 남녀노소 모두 저고리와 두루마기
를 입었으며 목선은 직령, 반령 외에 옷깃이 뒤집
혀진 번령으로 집약되며, 여밈은 앞이 열린 전개
형, 앞이 막힌 전폐형으로 구분되며 좌임, 우임이 
혼재하였다. 소매형태는 사선배래형, 통수형으로 
집약되며, 역사선배래형은 개마총에서 극소수 발
견된다. 저고리와 두루마기 모두 가선 장식이 많
이 활용된다.  
  스키타이에서는 고대 한국 유물에서 많이 보이
는 발등을 덮는 길이의 포 형태는 보이지 않고 원
피스 형태의 고대 그리스 복식에서 보이는 드레
이프한 양태의 키톤 및 튜닉과 유사한 의복이 보
이고 있어 스키타이가 당시 동･서양을 오가던 문
화 전달자로서 복식에 있어 유목 기마 민족적 특
성과 함께 유라시아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채금석, 2017). 

3) 하의
  바지 형태를 세부사항으로 바지통, 바지부리 
형태, 당 부착 유무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
면 스키타이의 바지는 유물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바지통이 밀착되고 바지부리가 좁은 착고와 바지
부리가 넓은 대구고로 크게 나뉘며 바지통은 여
유가 있으나 바지부리를 오므린 궁고 형태도 일
부 보인다. 또한 스키타이인들은 그림 상으로 판
별은 어려우나 기마 생활에 적합하도록 바지에 

당을 달아 입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고대 
한국의 바지통은 좁은 형과 넓은 형으로 크게 나
뉘며 바지부리의 형태에 따라 바지부리를 주름잡
아 오므린 궁고형, 바지통과 바지부리가 큰 대구
고형, 바짓가랑이가 없는 쇠코잠방이형으로 구분
된다. 고대 한국바지는 그러나 다리에 밀착되는 
착고 형태 보다는 고구려 벽화 등 유물 자료를 통
해 볼 때 바지통이 대체로 여유가 있는 궁고나 대
구고 형태이며 역시 기마생활에 적합하도록 바짓
가랑이 사이에 당이 부착되었을 것이다. 
  치마 형태는 세부사항으로 치마 길이, 밑단 장
식 여부 등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하지만 스키타
이의 치마는 유물이 적어 세부적인 비교가 어렵
다. 스키타이 금제 장식에서 보이는 치마 밑단의 
세로선 음각은 고대 한국 주름치마 혹은 색동치
마의 복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발등을 덮는 
드레이프한 주름치마가 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한국치마 역시 주로 발등을 덮는 긴 
길이로 문헌 및 유물을 바탕으로 크게 H-라인 치
마, A-라인 치마, 주름치마, 색동치마, 앞치마 형
태의 덧상으로 나뉘며 밑단에는 가선 장식 혹은 
란 장식이 있는 치마 등 다양한 치마 형태들이 존
재했다. 

4) 신
  고대 한국의 신은 신목이 낮은 신발인 이와 신
목이 높은 신발인 화가 다양하게 착용되었으나 
스키타이 유물에서 보이는 인물들은 주로 화를 
신고 있으며 이는 기후나 생활환경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스키타이는 페르시아 문화를 비롯한 고대 오리
엔트 문화와 그리스 고전 문화를 흡수, 융화하여 
고유의 유목기마민족 문화를 창출한 다음, 그것을 
동방에 전함으로써 고대 문명교류의 한 장을 열
어 놓았다(정수일, 2001).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대부분은 주변의 정주문화와의 접촉을 계기로 자
신들의 문화적 고유성을 촉발시키는 특성을 보이
며 이러한 문화 접촉 과정에서 적극적 선택행위
를 통해 자신들의 미적 의지를 표출하게 된다(권
영필, 2004). 스키타이는 흑해 연안의 그리스 이
오니아의 식민 소도시들과 교류하며 발달된 그리
스 고전 문화를 흡수했으며 이러한 문화 교류를 



스키타이 복식 유형 및 형태에 관한 연구 75

- 75 -

통해 스키타이의 복식 역시 북방유목민적 특징 
외에 당시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유라시아적 
특징을 다양하게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한국 고대 복식에 영향을 미친 대표 문화
로 알려진 스키타이계 복식과 고대 한국 복식은 
그 유형 및 형태에 있어 유사성을 보이나 일부 상

<표 3> 스키타이·고대 한국 복식 형태 비교
스키타이 복식 관련 유물 스키타이 복식 형태 고대 한국 복식 유물 고대 한국 복식 형태

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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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표 3>에 정리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스키타이와 고대 한국
은 북방유목민족으로 유사한 형태의 복식 문화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종적으로는 인도-이
란계에 속하는 유럽형이지만 여러 인종들과 혼합
되어 유럽 몽골형으로 변모된 유라시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스키타이는 복식 유형에 있어서도 
북방 유목민족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카프탄형
의 앞이 열린 전개형의 상･하 구조의 2부식 복제
를 주로 하여 그리스 복식의 특징인 드레이프한 
양태와 튜닉 형태도 보이는 등 북방유목민적 특
성과 함께 유라시아적 특징이 함께 나타나 다양
한 면모를 보여준다. 한국 고대 복식과는 유형적 
측면에서 전개형으로 공통된 유형을 보이고 있으
며 착수형 상의와 착고, 궁고, 대구고 형태의 바
지, 고깔 모양의 모자와 화 등의 아이템을 공유하
여 복식 문화의 동질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고대 한국 복식은 대체로 스키타이 복식에 
비해 여유 있는 풍성한 실루엣을 보이고 저고리 
위에 포를 덧입어 다양한 형태의 포가 존재했으
나 스키타이 복식에서는 유사한 포의 형태는 찾
아보기 어렵다. 고대 한국 복식은 스키타이와 공
통된 요소 외에도 다양한 복식 양태를 보이고 있
어 한국 복식 원류의 정체성을 스키타이에서만 
찾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첫째, 역사상 처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목민 
집단인 스키타이는 남부 러시아 초원지대를 본거
지로 강력한 기동력을 보유하여 흑해 연안의 그
리스 식민지 도시들과 교역을 하는 한편, 우랄 산
맥을 넘어 멀리 알타이 지방까지 진출하는 동방 
원거리 교역에도 종사하였다. 스키타이는 페르시
아 문화를 비롯한 고대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고전문화를 흡수･융화해 고유의 기마유목민족 문
화를 창출한 다음, 그것을 동방에 전함으로써 고
대 동･서 교류의 한 장을 열었으며 이들의 문화는 
유라시아는 물론 고대 중국, 한반도,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골의 유
전자 정보를 토대로 한 고대 인종들 간의 친연성 
연구에서 스키타이인과 신라인이 하나의 그룹으
로 묶인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고대 한국과 
스키타이는 미술과 공예품, 장신구 등에서 유사성
을 보여 당시 고대 한국과 스키타이와의 연관성
을 짐작하게 한다. 
  둘째, 고대 한국 복식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
다. 고대 한국 복식을 알 수 있는 시각자료 속 인
물들의 복식은 대체로 바지･저고리로 표현되어 
있고 저고리는 대략 직령, 반령, 번령, 좌임･우임, 
착수, 대수, 가선, 둔부선 길이의 다양한 구조이
며, 바지는 크게 바지통이 넓은 대구고, 바지 끝
을 오므린 궁고로 나뉘며 대체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바지통이 여유 있는 궁고를 입고 있다. 
스키타이 복식은 주로 몸에 밀착되는 착수․착고의 
카프탄형 유고제를 기본으로 하며 이 외에도 고
대 그리스 복식에서 보이는 드레이프한 양태의 
키톤 및 튜닉과 유사한 의복이 보이고 있어 당시 
동･서양을 오가던 문화 전달자로서 복식에 있어 
유목 기마 민족적 특성과 함께 유라시아적인 특
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대 한국과 스키타이 복식은 북방 유목
문화권의 호복-고습제, 즉 앞이 열린 카프탄형 저
고리와 바지의 상의하고를 기본으로 변형모 및 
화를 공유하여 복식문화에 있어 동질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고대 한국이 북방 유목민족으
로 활약하던 스키타이와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스키타이와 고대 한국은 독특한 미
적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이는 그 당시 북방 유목
민족으로 스키타이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
로 사료되며 스키타이 양식이라고 할 만한 복식
의 특징들이 고대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 생각된다. 그러나 
고대 한국과 스키타이 복식은 지역, 기후, 문화, 
풍습 등에 따라 양태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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