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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디외 문화이론으로 살펴본 인도 지역별 전통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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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Embroidery in India based on Bourdieu’s Cultural Theory

Yi Rang Kim and Mi Jeong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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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ditional embroidery in India by region based on Bourdieu’s cultural 
theory. As the research methods for this study, literature and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dia's regions could be divided into four distinct regions based on language and religion. The 
main concepts of Bourdieu's cultural theory, namely the sub-dimensions of field and habitus, were the field of social system, 
the field of goods & economy, the field of environment/region, culture, and ethnicity. Second, Eastern India's embroidery 
was influenced by Hinduism and traditional art. The embroidery used various fabrics such as the Applique work, and vivid 
colors and patterns were mainly used in the Hindu myths, animals, and flower patterns of the embroidery. Third, embroi-
dery in Western India was influenced by exotic cultures like Persian due to geographical conditions, and embroidery via 
the use of gold threads and various ornaments was developed. Symbolized flower patterns and geometric patterns were 
used a lot in the respective embroidery. Fourth, embroidery in southern India was influenced by the Dravidian culture and 
their architectural style, which saw the emergence of an embroidery that used simple colored cross-stitch. Most of the pat-
terns in this embroidery are geometricized. Fifth, Northern Indian embroidery has historically served as the center of 
power, resulting in an embroidery that uses various forms and materials. In this embroidery, flower patterns are mainly 
used.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embroidery of India’s each region is based on Bourdieu’s cultural theory, 
which could be summarized as ethnic religiosity, exotic splendor, structural formality, and symbol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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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도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인구가       

14억 명에 육박하여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인구수를 보유하        

고 있는 국가이며 2020년 인도 국내 섬유 및 의류시장은        

1060억 달러로 추정되고 2025년에는 연평균 성장률 12% 수준       

으로 2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인도의 소비력이 곧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Jho, 2021). 이러한 막강한 소       

비력과 성장가능성을 가진 인도 소비자들을 공략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인도인들의 패션과 관련된 삶과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도는 인더스 문명으로부터 시작한 긴 역사       

로 인해 다양한 전통, 예술, 문학, 의상 등의 문화를 가지고 있          

으며 현재까지도 인도인들의 패션에 전통과 전통의상에 의한     

영향력은 아주 높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5일부터 6일간     

뭄바이에서 열린 인도 내 가장 큰 규모의 패션위크인 라크메     

패션위크(Lakme fashion week)에 선보인 40명의 디자이너 작     

품 중 대다수가 인도 전통의상이거나 전통의상에서 모티브를     

따온 의상들이었다. 

이처럼 인도 소비자를 이해하고 공략하기 위해서는 인도 전     

통 복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전통자수는 많은 복식 요소     

중에서도 바느질 법 등의 기술, 색상과 문양, 재료 등을 통해     

그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환경, 관습, 생활양식을 나타내기 때     

문에 인도 전통복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전통자수에 대한 분     

석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인도 전통자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는 외부의     

침입과 그로 인한 문화 유입, 다양한 종교, 민족과 지형 등에     

의해 동서, 또는 남북의 문화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     

에(Lee et al., 2010) 전통자수 역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난다. 국내에서 인도 복식에 대해 다룬 선행 연구는 존재 있     

지만(Han, 2011; Know & Jho, 1997) 지금까지의 연구는 인     

도의 문화가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포괄적인 연구만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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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 인도의 복식문화를 자세히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인도 전통자수에 관련된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르디외 문화이론의 개념인 장과       

아비투스의 개념을 활용하여 인도 각 지역의 차이점에 따른 전        

통자수의 특성에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논문이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인도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전통자수와 디자인에 대해 정         

리해볼 수 있다는 학문적 의의와 본 결과를 디자인에 활용한        

상품개발에 도움을 주거나 나아가서는 인도 전통복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도 패션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인도의 지역과 자수

2.1.1. 인도의 지역

인도는 인더스 문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나       

라로 언어, 기후, 인종, 문화, 종교 등의 문화적 요소가 다양하         

게 분포하며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인도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Nag & Sengupta, 1992). 먼저 언어는 문화권        

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국어가 존재하지 않는 인도의 언어        

는 2018년에 인도 정부에 의해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27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며, 15개의 언어가 인구의 92%이상에 의       

해 주요 언어로 사용된다고 조사되었다(“Census of India”,      

2018). 이러한 인도의 다양한 언어는 아리아(Aryan)어족, 드라      

비다(Dravidian)어족, 중국-티베트(Sino-Tibetan)어족 그리고 오   

스트릭(Austric)어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아리아어족      

은 인도 인구 70~80%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리그베다가 아리아어족 언어로 쓰여졌으며 인도      

인구 40%이상이 사용하는 힌디어와 우르두어 등의 인도 북부에       

서 사용하는 주요 언어의 대부분이 아리아 어족에 포함된다. 드        

라비다어족의 경우, 인도 남부와 중부에서 사용하며 타밀어, 칸       

나다어, 말라야람어, 텔루구어가 드라비다어족에 포함되며 오랜     

역사와 고유 문자를 지닌다. 드라비다어족 언어의 탄생 추정 시        

기는 4500년 이전으로 아리아인이 인도에 이주한 시기 보다 훨        

씬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Dravidian Language      

Family is 4500 years old: study”, 2018). 인도의 중국-티베트        

계 언어는 주로 인도의 북동부인 히말라야 이남 지역에 걸쳐서        

사용되며, 이 언어는 다시 티베트-히말라야어계, 북부 아삼어계,      

미얀마어계 3가지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릭어족은 여러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언어와 연관이 있는 언어로 인도에서      

는 동부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며 산탈리(Santali)어와 문다리     

(Mundari)어가 여기에 속한다(Nag & Sengupta, 1992). 

언어권뿐만 아니라 지형 및 기후 역시 지역을 구분하는 기        

준이 되는데, 기후는 인간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화권 구분의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인도 영토의 경우 북쪽으         

로는 히말라야 산맥과 중앙으로는 데칸 고원 그리고 동서로는       

인도양을 맞대고 있는 반도 형태의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형의 영향으로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서의 기후는 4     

계절이 뚜렷한 고산지 기후를 보이며, 남부 인도의 경우 연중     

여름 기후를 유지하며 전체적으로는 열대 몬순기후에 속한다     

(Wolpert, 2003)

마지막으로 종교는 인간의 행위와 관습 그리고 의식체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Kwon & Cho, 1997) 이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인도의 종교는 긴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종교가 생겨나고 발전된 국가이     

며 현재까지도 종교는 인도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의 주요 종교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기독교,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의 예술     

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교 중 힌두교와 이슬람교     

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힌두교는 여러 신을 섬기는 종교     

로 고대 인도의 종교인 브라흐만교와 여러 토착 부족 신앙의     

다양한 요소들을 흡수 통합하여 만들어진 융합종교이다. 인도     

전역의 80%이상의 인구가 힌두교 신자이고, 인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요를 기원하고 신을 축복하는 많은 축제와     

의례 역시 힌두교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종교예술이 발전했다(Ryu, 2013). 또한 힌두교는 윤회사상을 바     

탕으로 한 계급제도인 카스트 제도와 연관이 있다. 이슬람교는     

10세기경 인도 대륙에 이슬람 왕조가 침입하면서 인도에 전파     

되었고 이후, 16~18세기 무굴 제국이 일부 남부 지역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화려하고 특     

유의 독특하며 세련된 아름다움이 궁정과 도시문화에 많은 영     

향을 주었다(Wolpert, 2003). 

이처럼 인도의 지역은 다양한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지역을 인도 지리학 관련 선     

행연구(Nag & Sengupta, 1992)를 기반으로 하여 위의 언급한     

언어권, 기후,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역사 등을 종합하     

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인도 4가지로 분류(Fig. 1)하였으며     

이를 연구에 적용하였다.

Fig. 1. Region of India. (Nag & Sengupt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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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인도의 자수

자수는 실을 사용하여 의복이나 원단을 꾸미는 장식법 중 하        

나로, 인도에서의 자수는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의식의 장식품       

과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요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가지 양식의 자수법이 발달하였      

다. 인도에서의 자수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문헌과 유물을 통        

해 추측할 수 있는데, 문헌의 경우 기원전 5000년으로 연대가        

추정되는 인도 신화인 베딕에 자수와 관련된 문헌이 쓰여 있었        

으며, 유물의 경우 Mohenjo Daro(지금의 파키스탄 위치)에서      

발굴된 인도 최초 바늘은 기원전 2000년경으로 사용 시기가 추        

정된다. 이를 볼 때 이 시기 이전부터 봉제와 자수가 행해져         

왔다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Crill, 1999).

인도 자수의 재료로는 면, 실크, 울 등의 자연소재와 금과        

은 등의 금속사, 보석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를 대체하는 다         

양한 합성소재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수의 기법의 경우,       

모든 자수에서 한 기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        

의 스티치를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스티치는 체인 스       

티치(chain-stitch), 백 스티치(back-stitch), 인터레이싱 스티치    

(interlacing-stitch), 헤링본 스티치(herringbone-stitch), 버튼홀   

스티치(buttonhole-stitch), 다닝 스티치(darning-stitch), 러닝 스    

티치(running-stitch) 등 많은 스티치가 혼합되어 사용된다(Crill,     

1999). 자수의 용도는 주로 의상의 장식뿐만 아니라 실내의 인        

테리어, 침구 그리고 샤미아나(shamiana)라고 불리는 축제나 결      

혼식에 사용되는 텐트와 캐노피 등과 외형이 유사한 인도 전통        

실내외 장식물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대의 인도에서도 자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자수 기술       

을 국가적으로 보존 및 발전을 장려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증거는 Geographical Indication(이하 GI)를 통해 알 수 있        

다(Registered GIs, n. d.). 인도 정부에서는 자수법을 비롯한       

다양한 수공예 기술과 지역 특산품을 GI로 지정하여 다양한 지        

역문화 전통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힘쓰고 있다. 등록된 370     

여개의 GI중 84개가 원단이나 염색 등의 의복과 관련된 물품     

이나 기술이며 자수법의 경우 14개가 지정되어 있다. 지역별     

전통자수의 숫자는 동부 4개, 서부 2개, 남부3개, 북부 5개로     

나타났으며 각 자수의 GI 등록번호와 명칭, 지역 그리고 등록     

년도를 정리한 표는 Table 1과 같다.

2.2. 부르디외 문화 이론

2.2.1 문화이론의 개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는 사회학, 미     

학, 인류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프     

랑스 철학자이다. 부르디외는 한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문화예술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Lee & Kim,     

2020), 어떠한 현상과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     

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Hong, 2000).     

그의 저서 ‘예술의 규칙’에서 예술에 대해 언급하기를, 예술이     

시대를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은 허구이며, 예술 역시 사회나 문     

화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만 예술작품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Bourdieu, 1979/1999). 그의 이론에서 문화 예술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장(場, field)과 아비투스(habitus)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 장은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     

람이나 사물이 가지는 특정한 관계의 구조를 의미한다(Kim,     

2016). 장은 역사적, 공간적 특수성을 가지며 사회에서 장은 정     

치의 장, 종교의 장, 학문의 장, 예술의 장, 문화의 장 등으로     

다원화되며 아비투스의 실천의 공간이 된다(Bourdieu, 1979/     

1999). 아비투스는 부르디외 사회학의 핵심개념으로 연속적으     

로 접하는 다양한 환경의 경험이 체화 되어 형성되는 것이며     

(Kim, 2016), 구조화된 습성이나 성향, 취향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Bourdieu, 1979/1999). 이 아비투스는 잠재성의 체계로 역     

Table 1. Registered Gls in traditional embroidery part

No. Application No. Name State Region Registered year

1 31 Kasuti embroidery Karnataka South 2006

2 73 Applique (khatwa) work of bihar Bihar East 2008

3 74 Sujini embroidery work of bihar Bihar East 2008

4 52 Nakshi kantha West bengal East 2008

5 103 Kutch embroidery Gujarat West 2009

6 79 Chamba rumal Himachal pradesh North 2009

7 86&108 Pipli applique work Odisha East 2009

8 48 Kashmir sozani craft Jammu & kashmir North 2009

9 119 Lucknow chikan craft Uttar pradesh North 2009

10 134 Sandur lambani embroidery Karnataka South 2009

11 171 Surat zari craft Gujarat West 2011

12 27 Phulkari India (punjab& haryana) North 2011

13 135 Toda embroidery Tamil nadu South 2012

14 236 Lucknow zardozi Uttar pradesh Nort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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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특수성을 전제하며 특정 상황과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고       

상황에 따라 반대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만약 장이 달라진다면       

동일한 아비투스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된다(Bourdieu     

& Chartier, 2016/2019). 이처럼 장과 아비투스는 서로 작용하       

면서 서로의 교차지점에서의 실천으로 특정한 방식의 예술을      

생산하고 소비하게 된다(Kim, 2009). 아비투스와 장 그리고 실       

천을 복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그의 문화이론은 예술을      

당시대의 문화, 사회, 철학, 취향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의복 착용과 의복 장식 역시 인간생활과 밀접        

하게 연관된 것으로 개성의 표현과 사회적 규칙 모두를 포함하        

는 하나의 상징으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적 장과 개인적 아        

비투스의 상호작용의 실천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대표        

적인 의복 장식법인 자수 역시 장과 아비투스의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에서 인도 지역 자수를 부        

르디외 문화이론의 핵심 개념인 장과 아비투스의 하위차원을      

이용하여 인도 지역 전통자수에 영향을 준 다양한 인도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 등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2.2.2. 장과 아비투스의 하위차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르디외 문화이론의 장과 아비투스       

개념은 주로 사회적 체계 그리고 문화와 관련되어 교육, 예술, 미         

디어 등에 관련된 연구(Anh, 2011; Eun & Mun, 2019; Jung,         

2016; Lee, 2011; Lee & Kim 2020)에 많이 사용되었던 개념         

이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 및 정치 분야에서        

Anh(2011)은 장을 사회구조, 법제도, 정치 등으로 정의하고 아       

비투스를 내면화된 관습과 문화로 나뉘어 동독과 서독의 행정       

을 비교하였으며 Jung(2016)은 장을 법령과 제도 등으로 아비       

투스는 구성원의 태도와 성향으로 보고 노숙인 사회문제를 분       

석하였다. 예술 분야에서 Park(2012)은 문학에 나타난 교육, 경       

제, 사회, 공간 등의 장과 집단의 속성, 가치관, 취향 등의 아          

비투스 특성을 이용해 당시 사회상을 유추하였으며 Kim(2016)      

은 장을 사회구조, 자원, 경제, 정치로 분류하고 아비투스는 고        

유 특성과 관행 및 지역성으로 정리하여 이를 통해 지역 예술         

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Jung and Jung(2017)은 관객의 장을       

이데올로기와 구조로 보고 아비투스를 성향과 문화적 취향으로      

나뉘어 이에 따른 영화 몰입정도와 이데올로기 형성과정에 대       

해 연구하였다. 프랑스 음악 산업을 분석한 Choi(2020)의 연구       

는 장을 역사, 산업, 전문가 생산시스템, 교육으로 보고 아비투        

스를 개인으로 분류하였다. 교육분야에서는, Lee(2011)가 장을     

사회적 지배구조로 보고 아비투스를 취향, 가치, 문화, 계급으로     

분류하여 사회적 재생산으로서의 교육에 대해 연구하였다. 의류     

학 분야에서 부르디외 문화이론 개념을 사용한 연구로는 패션     

사진 작가의 장과 아비투스를 다룬 연구(Lee & Kim, 2020)     

에서 패션사진 작가의 장을 가족과 사회로 보고 아비투스를 개     

인의 생애, 경험, 시대 및 예술 사조로 분류하여 아비투스의 실     

천으로 나타난 사진 작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디자이너 개인     

의 아비투스를 다룬 연구(Lee & Kim, 2020)에서는 장을 국가     

와 지역으로 분류하고 아비투스를 역사와 민족성, 취향 문화 등     

으로 분류하여 디자이너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과 아비투스의 하위차원을 선행연구에서 공     

통적으로 도출된 차원들을 반영하여 장은 사회체계의 장, 물적     

경제의 장, 환경/지역의 장으로 구분하였고, 아비투스는 크게     

문화와 집단취향, 가치, 성향 등을 포함한 민족성으로 구분하여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정리한 표는 Table 2와 같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르디외 문화이론을 통해 지역별 인도 전통     

자수에 나타난 장과 아비투스 그리고 아비투스의 실천으로 나     

타난 전통자수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기위해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연구에 사용할 전통자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에서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만든     

GI에 선정된 370여개의 품목과 기술 중에서 의류 및 직물 분     

야에 해당하는 품목을 먼저 선정하고 그 이후에 직조 기술이나     

안료를 이용하여 무늬를 직물에 찍어내는 프린팅 기법을 제외     

한 자수 기법 14개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부르디외 문화 이론     

의 하위 차원의 경우 문화 이론을 적용한 주요 분야별 선행연     

구에 사용된 개념을 정리하여 의류학 분야에 적용가능한 하위     

차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부르디외 문화이론,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인도 전통자     

수, 인도의 역사, 종교, 문화 및 인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을 통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도     

의 지역별 전통자수를 정리한 책 ‘Traditional embroidery of     

India(Naik, 1996)’ 와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에서 출     

판한 서적 ‘Indian embroidery(n. d.)’, 인도 정부나 주의 대표     

홈페이지 등과 전 세계 박물관의 플랫폼인 Google Art &     

Table 2. Characteristics of field and habitus in cultural theory

Reunion of Characteristics in previous studies → Characteristics of field and habitus in this study

Fiel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Habitus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tructure of society, law, power, ideology, 

politics, social class
Social system Culture, art movement, cultural preferences Art & culture

Economy, goods, production system
Goods & 

economy
Attitude, customs, disposition, values, tastes 

characteristic, experience, cultural preferences, 

immersion. tendency, social class, history

Ethnicity

(taste, value & 

disposition)Environment, place, region, nation
Environment &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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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와 V&A 박물관 등의 인도 자수를 소장하고 있는 여러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 통하여 사례연구 하였다. 전       

통자수의 조형적 특성과 용도는 단행본과 박물관 자료 등을 활        

용하여 색상, 소재, 문양, 용도로 나뉘어 분석하였으며 인도 각        

지역의 장과 아비투스는 문화 이론의 하위 차원에 따라 장은        

사회체계의 장, 물적 경제의 장, 환경/지역의 장으로 나뉘어 분        

석되었으며 아비투스는 문화와 민족성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4. 인도 지역별 전통자수의 조형적 특성

이번 장에서는 GI에 선정된 인도 전통자수를 앞서 분류된       

지역 별로 나뉘어 자수에 사용한 재료, 색상, 바느질 기법 등         

의 조형적 특성과 각 지역 전통자수의 주 용도를 알아보고 정         

리해본다.

4.1. 동부 인도 자수

동부 인도의 대표적인 지역 전통자수는 카트와 자수 (Khatwa       

Work), 수지니 자수(Sujini embroidery), 칸타 자수(Kantha     

embroidery) 그리고 핍리 아플리케 자수(Pipli applique work)      

가 있다. 먼저, 카트와 자수(Fig. 2)의 경우 아플리케 작업과        

함께 장식하는 자수의 종류로 주로 인테리어 장식, 침구, 커튼,        

샤미아나 그리고 의복에 주로 사용된다. 카트와 자수의 문양은       

나무, 꽃, 강, 동물 등의 자연의 문양과 인도의 신이나 인물을         

표현한 인물문 그리고 기하학적인 문양 등을 혼합하여 마을의       

이야기나 힌두교 신화를 자수와 아플리케 기법을 통해 표현한       

다(Development commissioner(handicraft)-Ministry of Textiles,   

Government of India, n. d.). 재료는 면과 면사가 주로 사용되         

며 실크 등을 혼합 사용하기도 한다. 색상은 배경의 경우, 홍         

색이나 주홍색 그리고 흰색을 많이 사용하며 자수하는 실의 색        

상의 경우 연두색, 노란색 등의 밝은 색상이 주로 사용된다        

(Naik, 1996). 수지니 자수(Fig. 3)의 경우, 갓 태어난 아기의        

덮개를 제작하기 위해 처음 시작된 자수 종류로 용도는 주로 침         

구, 쿠션, 벽장식 그리고 의상을 장식하는데 사용된다. 수지니       

자수의 패턴은 태양과 구름 등의 자연 무늬나 마을의 생활이나        

힌두교 서사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현대에 들어서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Development     

commissioner(handicraft)-Ministry of Textiles, Government of    

India, n. d.). 주로 여러 겹의 겹쳐진 면에 면사를 이용하며 러     

닝 스티치를 이용하여 문양을 표현하며 색상은 빨강, 초록, 노     

랑 등의 선명한 색을 주로 사용한다 (“Pebble stream sari”, n.     

d.). 칸타 자수(Fig. 4) 역시 수지니 자수와 마찬가지로 여러 겹     

의 면을 겹쳐 바탕천으로 사용하는 자수로 쿠션, 담요, 의복 등     

에 주로 사용된다. 주로 염색되지 않은 흰 면 바탕 원단에 빨     

간색이나 짙은 파란색 자수사를 이용하여(“Kantha coverlet”, n.     

d.) 새틴 스티치, 루프 스티치, 다닝 스티치 등의 기법을 통해     

장식한다. 칸타 자수는 중심을 사이에 두고 양옆 문양이 서로     

대칭되게 꾸미는 것이 특징이며, 자수에 사용하는 문양은 보통     

가운데 위치한 원형의 연꽃 문양과 꽃, 동물, 인물 등의 문양     

을 통해 힌두 신화에 한 장면을 표현하는 것을 주로 사용한다     

(Crill, 1999). 마지막으로 핍리 아플리케 자수(Fig. 5) 역시 아     

플리케 기법을 이용한 자수법으로, 초기에 종교적 의식에 사용     

하는 물품을 장식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자수법이며     

현재는 주로 침구, 쿠션, 우산, 캐노피 램프 등에 사용하며 의     

복에는 테두리 장식에 많이 사용되는 자수법이다. 색상은 검정,     

짙은 빨강, 노랑, 녹색을 주로 사용하며 문양은 태양과 달을 뜻     

하는 신과 여신을 양식화한 인물 문양, 꽃, 동물 등의 자연문     

양, 기하학 문양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며 자수에 거울을 함께     

부착하는 것이 특징이다(Naik, 1996).

이들 동부 자수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색상에서는 주로 선     

명하고 짙은 저명도와 고채도의 색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재료에서는 원단의 경우 면을 주로 사용하며 자수의     

바탕 천 외에 아플리케 작업을 위해 다른 색상의 천을 사용하     

거나 같은 색상과 재료의 원단을 겹쳐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다.     

스티치는 본래의 원단을 제외한 다른 원단을 덧대기 위해 사용     

하는 러닝 스티치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문양의 경우에는 공통     

적으로 원형으로 된 연꽃문양을 사용하며 종교와 관련되어 힌     

두교의 신이나 신화를 표현하는 인물문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4.2. 서부인도 자수

인도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자수는 쿠치 자수(Kutch     

embroidery), 수랏 자리 자수(Surat Zari craft)가 있다. 쿠치자     

Fig. 2. Khatwa Work

 (“Development”, 

commissioner”, n. d.).

Fig. 3. Sujini embroidery.

(“Development commissioner”, 

n. d.).

Fig. 4. Kantha coverlet.

www.artsandculture.google.com

Fig. 5. Pipili.

www.odishatourism.go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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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Fig. 6)는 16~17세기경 인도 서부 지역인 구자라트 지방에       

가죽공예를 하는 무슬림인이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     

해진다(Kutch embroidery, n. d.). 색상은 녹색, 청색, 진한 홍        

색, 흑색, 황색 등을 주로 사용하며 거울이나 비즈를 문양 사         

이에 부착하여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양은 페르시아와 무       

굴 제국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동물문, 식물문, 인물문, 기하학        

문이 주로 쓰이며 주로 면이나 실크원단에 자수하며 자수사의       

경우 울 소재의 자수사가 사용되기도 한다. 스티치는 새틴 스        

티치, 더블버튼홀 스티치(double buttonhole), 러닝 스티치 등이      

주로 사용되며 자수의 용도는 의복의 장식 용도로 주로 사용된        

다(Crill, 1999). 수랏 자리워크(Fig. 7)는 금을 포함하여 금속사       

를 뜻하는 자리(Zari)를 이용한 직물공예를 뜻하는 말로, 금속       

사를 포함해 직조한 것과 자수한 것 모두를 의미한다. 12세기        

경 중앙아시아로부터 유래된 자리 자수는 후에 북부 지역에서       

언급될 자르도지(Zardozi)와 동일한 말로 발생 초기에는 순금      

이나 순은을 이용하여 자수사를 만들었지만 현재는 구리나 다       

른 재료로 제조한 금속사를 이용하여 자수에 사용하고 있다       

(Development   commissioner(handicraft)-Ministry   of   Textiles,         

Government of India, n. d.). 과거에는 왕족과 높은 계급들을        

위한 자수였지만 현재는 결혼용 의복에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       

다. 자리를 이용한 자수의 경우 직조작업에 비해 다양한 재료        

가 사용되는데 금속사는 물론이며 보석, 진주류, 비즈 그리고 스        

팽글을 함께 사용하거나 금속사를 잘라서 보석과 같은 효과를       

내는 컷 워크(cut work)기법이 함께 사용된다(Kim & Kwon,       

2020). 문양은 주로 꽃과 페르시아 예술에서 비롯된 구불구불       

한 줄기를 표현한 식물문양과 새와 곤충 등을 표현한 동물문양        

이 주를 이룬다. 또, 자리 자수는 다양한 바느질 기법을 사용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늘의 모양이 다른 자수에 사용되는 바늘        

모양과 다른 아리(Ari)라고 불리는 갈고리 형의 바늘을 이용하       

는 것이 특징이며 원단은 주로 실크나 면이 사용된다(“Zari       

Zardozi”, n. d.). 

서부지역의 자수를 정리해보면 우선 거울, 금속사, 비즈, 스       

팽글 등의 다양한 반짝이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         

징이며 다양한 재료만큼 다양한 스티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문양은 주로 페르시아 예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복         

되는 상징화된 식물문과 기하학문이 많이 나타났으며 색상의      

경우 붉은색, 금색 등의 고명도, 고채도의 화려하고 눈에 띄는     

색상이 주로 사용되었다. 

4.3. 남부인도 자수

남부 인도의 대표적인 자수는 카수티 자수(Kasuti embroidery),     

산달 람바니 자수(Sandur lambani embroidery), 토다자수(Toda     

embroidery)가 있다. 먼저 카수티 자수(Fig. 8)는 손을 뜻하는     

Kai와 면을 뜻하는 Suti의 합성어로 면사로 면 원단에 자수하     

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 자수법은 주로 인도여성의 전통의상인     

사리의 장식에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어두운 색상의 원단에 대     

비되는 적색, 주홍색, 보라색, 녹색, 황색, 청색 등의 선명한 색     

상으로 자수한다. 주로 사용되는 문양은 사원의 형태나 황소,     

코끼리 사슴 등의 동물 그리고 연꽃 등의 식물문양이 주로 사     

용되며 이들 문양은 모두 직선이나 각을 이루는 기하학적 문양     

으로 상징화된 것이 특징이다(Dhamija, 2004). 이러한 문양을     

자수하기 위해서는 바느질 방법이 중요한데, 카수티 자수의 단     

순하지만 정교한 스티치는 4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러닝 스티     

치로 시작해서 처음 바느질을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 원단의     

앞, 뒷면 모두에 같은 문양을 표현하는 가반티(Gavanti), 계단     

의 형태처럼 보이게 자수하는 무르기(Murgi), 다닝 스티치로 알     

려진 직선으로 면을 채우며 문양을 표현하는 네기(Negi), 그리     

고 흔히 십자수로 일컫는 십자 모양으로 수놓는 크로스 스티치     

(cross-stitch)와 동일한 바느질 법인 멘티(Menthi)로 대표된다     

(Crill, 1999). 산달 람바니 자수(Fig. 9)는 14세기경 중앙 아시     

아에서 현재의 카르나타카 지역으로 이주해온 유목민들의 전통     

자수로 여성들의 의상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     

던 자수이다. 주로 붉은색 면 원단에 주황색, 녹색, 황색, 청색     

등의 선명한 색의 면사를 주로 이용하며 주로 사용되는 문양의     

경우 삼각형, 사각형, 직선 등의 기하학적 무늬를 사용한다. 또     

한 람바니 자수는 다양한 장식물을 함께 달아 의상을 장식하는     

데 인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울은 물론이고 조개 껍데기나 구     

멍을 뚫은 동전을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는 의복뿐 만 아니라     

벽장식 등의 실내 인테리어나 침구류, 가방 등에 주로 사용된     

다(“Lambani Embroidery”, n. d.). 마지막으로 토다 자수(Fig.     

10)는 흰색 면 원단에 적색과 흑색의 두가지 색상의 자수사만     

을 사용해 자수하는 전통자수 기법이다. 촘촘하게 자수하기 때     

Fig. 6. Child’s Dress.

www.vam.ac.uk

Fig. 7. Zari Zardozi.

artsandculture.google.com

Fig. 8. Kasuti 

embroidery

(“Development 

commissioner”, n. d.).

Fig. 9. Lambani embroidery.

artsandculture.google.com

Fig. 10. Toda embroidery

(Sharma & Bhaga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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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마치 직조 한 듯한 느낌을 주며 자수를 한 원단은 앞, 뒷           

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면을 모두 사용 가능하다. 자수의 문        

양은 태양과 달, 곤충, 동물 및 버팔로의 뿔을 기하학적으로 상         

징화하여 사용한다. 바느질 방법은 다닝 스티치와 카수티 자수       

에서 사용된 바느질 방법과 유사하게 천의 땀 수를 세어가며        

바느질을 하는 크로스 스티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용도는 남성과 여성의 의복이나 내부 인테리어용 소품 등에 사        

용된다(Sharma & Bhagat, 2018). 

남부 인도 지역 자수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재        

의 경우 성글게 짠 면 원단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문양은 단순         

화된 기하학무늬를 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람바니 자수의       

경우 많은 색상이 사용되지만 카수티 자수나 토다 자수의 경우        

많은 색상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나타내며 색상의 경우 주        

로 검은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등의 눈에 띄는 색상을 주         

로 사용했다. 스티치의 경우는 크로스 스티치나 다닝 스티치 등        

이 주로 사용되었고 자수는 의복장식과 실내 인테리어 등의 용        

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4.4. 북부 인도 자수

대표적인 인도 북부지역 참바 루말(Chamba Rumal), 카슈미      

르 수자니 자수(Kashmir Sozzani craft), 럭나우 지역의 치칸       

커리(Lucknow Chikan craft)와 자르도지(Lucknow Zardozi)    

그리고 풀카리(Phulkari)가 있다. 참바 루말(Fig. 11)의 루말은      

손수건을 뜻하는 것으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손수건 형태      

의 자수작품을 뜻한다. 참바 루말의 자수는 너무 정교하여 바        

늘 그림이라고 불리 울 만큼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다양한 색상        

을 이용한다. 분홍, 옅은 노랑, 보라, 연두 등의 밝고 화려한         

색상을 주로 사용하며 자수에 사용하는 주제로는 인도 전통 신        

화의 한장면을 묘사하여 신이나 여신 등의 인물, 신성시 여기        

는 동물 그리고 꽃 등의 식물을 다양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며        

자수 된 모든 문양들은 검은색 실을 이용해 테두리 처리를 한         

다(Development commissioner(handicraft)-Ministry of Textiles,   

Government of India, n. d.).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원단의 경         

우 모슬린 등의 흰색의 면소재를 많이 사용하며 실크원단이 사        

용되기도 하고 자수사의 경우 실크 소재를 이용한다. 자수의 기        

법의 경우는 앞, 뒷면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더블 새틴 스티치     

가 주로 사용된다. 참바 루말 자수의 경우 용도는 의복보다는     

종교의식이나 결혼식 등의 장식물로 주로 사용된다(Naik,     

1996). 카슈미르 지역의 수자니 자수(Fig. 12)는 페르시아어로     

자수를 뜻하는 말이며 주로 염소의 털로 만든 파시미나     

(pashmina)에 실크나 울 자수사를 이용한 자수법을 의미하는 것     

으로 아주 섬세하고 작은 문양을 이용하여 원단을 장식한다     

(Development commissioner(handicraft)-Ministry of Textiles,   

Government of India, n. d.). 주로 사용되는 문양으로는 기하     

학적 디자인과 양식화된 꽃과 식물 그리고 인도에서 부타(Buta)     

라고 불리는 페이즐리 패턴으로 크기가 작고 반복되는 문양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Shawl”, n. d.). 색상의 경우 자수사는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 갈색 등의 선명한 색을     

다양하게 이용하며 원단의 경우 흰색이나 크림색이 주로 사용     

되지만 현대에 들어서 검은색이나 남색, 적갈색 등의 어두운 색     

조로 염색한 원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스티치는 주로 러닝 스     

티치가 사용되지만 테두리 작업을 위해 스템(Stem) 스티치를     

사용하기도 하며 새틴 스티치, 체인 스티치 등 다양한 스티치     

가 사용된다. 수자니 자수의 용도로는 주로 숄 등의 여성 의상     

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침구류나 실내 장식에도 많이 사용된다     

(Naik, 1996). 럭나우 지방의 치칸커리(Fig. 13)는 때때로 쉬폰     

등의 실크 소재의 원단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통 흰 모슬린     

천에 흰색 면 자수사를 이용해서 자수하는 것으로 레이스와 같     

은 효과를 주며 화이트 워크(white work)라고 불리기도 한다     

(“Sari-chikan”, n. d.). 터키 자수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사용되는 문양의 경우 터키 자수와는 상이하며 인도지     

역 고유의 문양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치칸커리에 사용되     

는 문양의 경우, 디자인은 주로 꽃문양이 사용되며 기하학적 문     

양이나 페이즐리 문양 역시 사용된다. 용도는 주로 블라우스 등     

의 의류나 손수건, 모자, 테이블 보 등으로 주로 쓰인다(Naik,     

1996). 자르도지(Fig. 14) 페르시아어로 금색 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자리 자수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로 금     

속사를 이용한 자수를 의미한다(Bhandari, 2015). 자르도지 역     

시 금속사와 함께 진주, 스팽글, 보석류를 함께 자수에 사용하     

기도 하며 꽃, 식물, 아몬드 모양의 페이즐리 문양을 주로 사     

Fig. 11. Chamba Rumal with 

Scenes of Gopis Adoring 

Krishna.

artsandculture.google.com

Fig. 12 Shawl 

artsandculture.google.com

Fig. 13. Sari-chikan.

www.vam.ac.uk

Fig. 14. Cap (headgear).

www.vam.ac.uk

Fig. 15. Phulkari.

artsandculture.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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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바느질 법의 경우 두꺼운 금사의 경우 직접자수가 힘들        

기 때문에 금사를 실크사를 이용하여 원단에 고정시키는 카우       

칭(couching)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Cap”, n. d.). 마지막으로      

풀카리 자수(Fig. 15)의 풀카리는 꽃과 작업의 합성어로 꽃을 표        

현한 자수를 의미한다. 이름에 표현된 그대로 사용되는 문양은       

꽃을 상징화한 기하학적 문양이며 주로 사용되는 색상은 사용       

되는 자연의 꽃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색상인 적색, 노랑색, 주홍          

색 등을 많이 사용한다(“Indian Embroidery”, n. d.). 손으로 짠        

면직 원단에 자수사는 주로 실크 푼사(floss silk)를 사용하며, 양        

모사나 면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스티치는 주로 러닝 스티치를       

이용하여 자수하며(Crill, 1999), 풀카리는 사용하는 문양과 사용      

하는 재료 등에 따라 바그(Bagh), 초프(Chope), 수하르(Subhar),      

산치(Sainchi) 등의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풀카리 유형은 바그이며 밑 원단이 보이지 않을 정도        

로 원단의 전체에 자수하는 것이 특징이다(Naik, 1996).

북부 인도지역 자수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       

한 형식의 자수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주로 꽃이나 식물들을 이        

용한 문양을 사용하며 물방울, 아몬드 모양의 페이즐리 문양 등        

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용도는 주로 의상에 많이 사용하고 색상        

은 주로 자연에서 나타나는 색 중 부드럽고 밝은 색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보석이나 금사 등을 이용하여 장식이나       

그에 걸맞은 화려한 색상 역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각 지역의 전통자수의 조형적 특성과 용도에 대해 정        

리해보면 Table 3와 같다.

5. 부르디외 문화이론으로 본 인도 지역별

전통자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자수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 지        

역의 장과 아비투스 즉, 상황과 맥락을 나타낸다. 본 장에서는     

인도 지역별 전통자수에 영향을 미친 각 지역의 장과 아비투스     

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비투스의 실천으로서의 지역 전통자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5.1. 동부인도

동부 인도는 동부 내륙과 뱅골만 일부 그리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과 중국의 일부 국경을 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     

며 동부지역의 장과 아비투스는 크게 힌두교 문화를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부 인도지역 전통자수에 영향을 준 장을 나     

뉘어 살펴보면 먼저, 사회 체계의 장으로는 힌두교 기반의 사     

회체계를 들 수 있는데, 기원전 1500년경 세워진 힌두교 베다     

(Veda)를 기반으로 한 미티라(Mithila) 왕조는 동부 인도 지역     

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인도 문명과 사상의 중심지가 되었다     

(Shin, 2011). 13세기 이슬람 지배 세력이 확장되는 가운데 동     

부 인도의 토착 힌두교 세력들은 자문화를 지키기 위한 베다에     

기반을 둔 전통을 유지하고 무슬림 정권에 대한 저항을 지속하     

였으며, 또한 힌두교 상인 카스트의 광범위한 상업 활동은 지     

방왕권과 부족의 힌두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Lee et al., 2010).     

그로 인해 각 부족의 토착 신앙과 힌두교가 결합하여 지역민들     

의 종교적인 결속이 더욱 단단해졌다. 물적 경제의 장으로는 농     

업 중심의 사회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면화나 황마의 직물     

재배가 크게 이루어져 전통적인 농촌사회 경제 체제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Kim, 2010). 환경/지역의 장으로는 갠지스 강     

하류 평야와 히말라야 산악지대 등의 높은 고도를 가진 지역     

등 다양한 지형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부 인도 전통자     

수와 연관 있는 아비투스 특징으로서의 문화는 마두바니 회화     

(Madhubani painting)를 들 수 있다. 마두바니 회화는 미티라     

문화에서 기원한 것으로 의례와 정화를 위해 여성들이 새벽녘     

Table 3. Characteristics of Indian traditional embroidery by region

Region Characteristics

Eastern India

• Color: red, orange, white, yellow, green(Low brightness, high chroma)

• Pattern: figure, animal, flower(lotus)

• Material: cotton, silk 

• Stitches: appliqué work, running stitch etc.

• Uses: bed cover, wall hanging, shamiana

Western India

• Color: red, gold

• Pattern: geometric pattern, stylized flower pattern

• Material: silk, cotton, velvet, gold, silver, beads, spangles, jewelry, metal

•Stitches: couching, buttonhole stitch etc.

• Uses: cloth

Southern India 

• Color: black, red, yellow, green etc.(Low brightness, high chroma)

• Pattern: geometric pattern

• Material: cotton

•Stitches: cross stitch etc.

• Uses: cloth, bed cover, wall hanging

Northern India

• Color: red, yellow, green, crimson, blue, white, gold (High brightness)

• Pattern: flower(stems, leaves) 

• Material: wool, silk, cotton, gold etc. 

• Stitches: couching, various stitches

• Uses: cloth(saree, blouse etc.), wall 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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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의 벽이나 바닥에 쌀가루를 섞은 물로 이용하여 연꽃모양        

을 기하학적으로 그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림이다. 이러       

한 그림은 결혼식때 더욱 크게 그려지는데 브라만 신을 상징하        

는 붉은색 안료를 사용해 벽에 그리거나 청혼 또는 결혼식 의         

례에 필요한 그림으로 사용되는데, 이때에 그림은 연꽃모양은      

물론이고 힌두교의 신, 동물을 인격화시켜 상징적으로 나타내      

기도 한다(Shin, 2011). 민족성은 그들의 지역 토착 신앙과 결        

합한 힌두교 문화를 기반으로 힌두교도는 82.9%에 육박해 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Census of India”, 2018), 그에 따라        

힌두교 관련 축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화려하게 이루어        

진다. 이로 인해 힌두교 관련 문양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다        

양하게 쓰이는데 여신을 상징하는 연꽃과 태양신 수르야(Surya)      

를 상징하는 수레바퀴나 태양 문양이 그 예이다(Park, 2004). 

이를 통해 아비투스의 실천으로 나타난 동부 인도 지역의 전        

통자수 특성을 정리해보면, 비교적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        

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민족 전통을 잘 지켜왔으며, 힌두교 사        

상과 예술을 색과 문양을 통해 자수에 나타내어, 동부 인도 전         

통자수에는 민족적 종교미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      

해볼 수 있다. 

5.2. 서부인도

서부 인도는 인도의 서부 내륙과 아라비아해 그리고 파키스       

탄 국경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과거부터 서부 국경과 항구로부       

터 다양한 문물이 전파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지역이다. 8        

세기경 이슬람교가 인도에 전파된 이후 술탄왕국, 무굴제국 등       

의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이 서부와 북부 인도 지역        

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슬람 예술 역시 인도 지역         

에 전파되었다. 이로 인해, 서부 인도지역의 사회체계의 장으로       

는 이슬람 국가의 통치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슬람 문화         

는 무굴제국의 통치시대에 더욱 의복과 자수에 많은 영향을 미        

쳤다. 쿠치 자수와 자리자수 역시 16세기경 인도 서부로 이주        

한 페르시아 인에 의해서 유래되었으며 이들이 가져온 페르시       

아적 요소는 이슬람 통치자들이 착용했던 터번이나 궁정 여성       

들의 의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Shin, 2012). 서부 인도 지역        

자수의 물적 경제의 장으로는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보석류       

를 들 수 있는데, 구자라트 주와 라자스탄 주는 전통적으로 에         

메랄드나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의 생산과 가공으로 유명한 지       

역으로(Kim, 2010 예로부터 다양한 보석류를 이용해 의복과      

액세서리 장식에 많이 사용하였다. 환경/지역의 장으로는 사막      

기후를 들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의 거울 장식은 물         

과 동일시되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Han,       

2011). 아비투스 중 문화는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한 페르시아       

문화를 들 수 있으며, 페르시아 예술의 특징은 주로 추상적이        

고 장식화 된 기하학무늬나 꽃, 식물, 과일 문양이 반복되는 아         

라베스크 무늬를 주로 사용하며(Wearden, 2016) 사람이나 동물      

의 경우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양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Choi, 2018). 민족성으로는 인       

도 서부 지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잦으며. 현재까지도 11%의 무슬림과 힌두교인 그리고     

기독교 및 여러 종교인들이 공존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지역이다(Kim, 2007a).

이를 통해 아비투스의 실천으로 나타난 서부 인도 지역의 전     

통자수 특성을 정리해보면, 이국적 화려미가 특징적으로 나타     

나는데, 예로부터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였     

으며 페르시아 예술과 같은 다양한 이국적 문화가 인도 전통문     

화와 서로 융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인도 서부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보석류를 사용한 자수가 크게 발달하     

여 화려한 자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5.3. 남부 인도

남부 인도는 인도 대륙 남쪽을 뜻하여, 아라비아 해와 벵골     

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사회 체계의 장으로는 과거 문화     

가 융성한 제국을 들 수 있는데, 촐라 제국 등 남부인도 고대     

의 국가들은 무역을 통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고유의 문화     

와 문학 등의 예술을 발전시켰다(Dehejia, 1997). 물적 경제의     

장으로는 양옆 바다인 반도 지형에 해당하는 위치로 예로부터     

중국, 유럽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기원전 1200년경     

에 바다를 통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등과 무역을 시작한 것     

으로 추정되며, 기원전 1세기에는 로마제국과도 독자적으로 해     

상무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Lee, 2013). 환경/지역의 장으로     

는 위도상 적도에 가장 가까운 위치이고 고온, 다습한 날씨를     

가졌으며, 인도대륙 남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무슬림 지배를 거     

의 받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아비투스 중 문화는 환경 /지     

역의 장의 영향을 받아 무슬림 문화 영향을 받지 않아 고유의     

드라비다 문화를 확립할 수 있었다. 그 예는 남인도 건축양식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힌두교 사원의 경우 북인도와 남인도     

의 건축양식에서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남인도 건축 양     

식은 드라비다 스타일(Dravidian style)로 불리며, 북인도 건축     

양식의 경우 곡선적인데 비해 남인도 힌두사원은 직선적이고,     

사각형의 계단식 형태로 구조적이며 크기 역시 아주 큰 특징을     

가진다(Dehejia, 1997). 민족성은 남부지역의 전통적인 모계사     

회 등의 부족문화와 융합된 힌두 문화를 들 수 있는데, 인도     

남부 지역은 외세의 영향 없이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고대의     

문화가 잘 전승되어 온 지역이다(Lee, 2017). 

이를 통해 아비투스의 실천으로 나타난 남부 인도 지역의 전     

통자수 특성을 정리해보면, 구조적 형식미를 엿볼 수 있는데,     

더운 날씨로 인해 성글게 직조된 면 원단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꽃, 동물 들을 형식적으로 문양을 기하학화 시켜 나타냈다. 또     

한, 십자수에서 주로 사용하는 바느질 기법을 이용하여 남인도     

건축양식과 유사하게 구조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5.4. 북부인도

북부 인도는 파키스탄 인도 대륙 북부와 중심을 차지하고 있     

는 지역이다. 북부인도의 사회체계의 장을 정리해보면, 현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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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도인 북부인도 지역은 인도의 신화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판다바의 수도이자 델리 술탄국, 무굴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도      

로써 권력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Kim, 2007b). 물적 경제의       

장으로는 앞의 언급한 바와 같이 권력이 집중되어 상공업이 발        

달하게 되면서 모든 기술들이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왕들       

의 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 실제로 17세기 무굴 제국 악         

바르의 지원에 의해 자르도지 자수나 치칸커리 자수 등의 다양        

한 예술 양식이 번영하였다(Wilkinson-Weber, 1997). 환경/지역     

의 장으로는 인도지역에서 유일하게 4계절이 나타나는 지역이      

며 인도 지역의 최 북단의 경우 산간지역으로 더운 남부 지역         

과는 다르게 겨울에 눈이 내리기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        

한 식생이 관찰 가능하다. 아비투스 중 문화는 세밀화인 칸그        

라(kangra) 회화를 들 수 있는데, 칸그라 회화는 참바루말 자수와        

아주 유사한 구성과 주제를 지니고 있다. 이 역시 왕들의 막대한         

애정과 후원을 받으며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민심을 얻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The Arts of the Mughal Empire”,       

n. d.). 민족성 특징의 경우, 다양한 민족 융합으로 북부인도 역         

시 서부 인도 지역과 유사하게 페르시아, 이슬람 및 인도 토착         

전통 문화가 융합되어 독특한 양식을 이루었다(Ha, 2010). 

이를 통해 아비투스의 실천으로 나타난 북부 인도 지역의 전        

통자수 특성을 정리해보면, 상징적 권력미가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예로부터 북부 인도 지역은 권력의 중심지로 각 지역의        

아름다운 자수 양식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슬람과 힌두 문화       

등의 문화가 융합되어 나타났으며 왕족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와       

민심 안정을 위해서 자수와 같은 예술을 전략적으로 부흥시킨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 장과 아비투스의 하위차원 및 아비투스의 실천으       

로 나타난 전통자수의 특성을 정리한 표는 Table 4와 같다.

6. 결  론

본 연구는 인도 각 지역 전통자수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        

고 전통자수와 관련된 부르디외 문화이론의 차위차원인 장과      

아비투스로 나뉘어 알아보고 아비투스의 실천으로 나타난 인도     

각 지역 전통자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이다. 이를 통     

해 인도 전통자수에 대해 이해하고 인도 의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패션디자이너들에게 디     

자인적 영감을 주고 나아가서는 인도 전통 의복 요소에 대한     

분석으로 흔히 접하기 힘든 인도 전통 의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의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도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의 지역     

은 언어, 지형 및 기후 그리고 종교를 기준으로 4개의 지역으     

로 나뉠 수 있었다. 둘째, 인도 지역별 자수의 조형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부인도 지역의 경우, 주로 선명한 색     

상을 이용하며 아플리케 워크 등의 여러 가지 천을 이용하여     

자수를 함께 꾸몄고 힌두교와 관련된 인물문이나 연꽃문을 많     

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인도 지역의 전통자수는 금사     

나 보석, 비즈 등의 장식물을 이용하여 자수를 꾸몄으며 페르     

시아 예술에서 기원한 기하학무늬나 상징화된 식물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인도 지역의 자수는 색상은 검     

은색, 빨간색, 초록색 등을 주로 사용하며 무늬의 경우 기하학     

무늬를 사용하고 성글게 짠 면 원단에 크로스 스티치를 이용한     

자수를 의복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인도 지역     

의 자수의 경우, 다양한 형식의 자수가 나타났으며 꽃이나 식     

물 등을 이용한 문양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자수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도 각 지역별 전통자수와 관계된 장     

과 아비투스는 먼저, 동부지역의 경우 장은 힌두교 기반의 사     

회체계, 면, 황마 등의 농업의 발달 그리고 산악지형으로 나타     

났으며 아비투스는 마두바니 회화와 다수의 힌두교도로 나타났     

다. 서부지역의 장은 무슬림 정권의 통치, 보석 산업의 발달 그     

리고 사막기후를 들 수 있었으며 아비투스는 페르시아 문화의     

유입과 다양한 민족의 조화를 들 수 있었다. 남부 지역의 장은     

과거의 융성한 문화와 무역업의 발달 그리고 3면이 바다인 지     

형적 요인을 들 수 있었으며 아비투스는 고유의 드라비다 문화     

라고 불리는 고유의 부족 문화와 힌두교 문화를 결합으로 정리     

Table 4. Traditional embroidery in India based on Bourdieu’s cultural theory

Region Field Habitus
Practice of habitus in Indian 

traditional embroidery

Eastern India

- Hindu-based social system

- Development of agriculture(cotton, jute etc.)

- Mountainous area

- Madhubani paintings

- Hinduism(Solar god worship, lotus pattern 

preferred)

Ethnic religiosity

Western India

- The rule of a Muslim regime

- The development of jewelry industries

- Desert climate

- Persian culture

- Harmony of various ethnic groups
Exotic splendor

Southern India 

- The prosperity of culture

- The center of trade

- Topography of the peninsula

- Dravidian culture

- Convergence of indigenous religion and 

Hinduism

Structural formality

Northern India

- The rule of a Muslim regime

- The center of power

- Four seasons

- Kangra paintings

- Various cultures
Symbol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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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부 인도의 장은 무슬림 정권의 지         

배, 권력의 중심지 그리고 4계절을 가진 기후적 특성으로 나뉘        

었고 아비투스는 캉그라 회화와 다양한 문화의 융합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아비투스의 실천으로 나타난 인도 지역별 전       

통자수의 특징으로는 동부인도 지역은 민족적 종교미, 서부인      

도 지역의 경우 이국적 화려미, 남부인도 지역은 형식적 구조        

미 그리고 북부인도 지역은 상징적 권력미로 정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인도 GI에 선정된        

대표적 자수 종류만을 연구 범위로 제한하여 연구한 결과, 인        

도의 수많은 부족 자수 법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         

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도의 다양한 부족 자수와 나아가서는       

인도 지역 사리와 같은 전통 의복의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직         

물 제조 기법이 발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르디외 문화 이론의 장과         

아비투스 개념을 활용하여 각 국의 전통자수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nh, J. H. (2011).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study about the           

public administration between the FRG and the GD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2), 139-158.

Bhandari, V. (2015). Jewelled textiles - Gold and silver embellished         

cloth of India. Uttar Pradesh: Om Books International.

Bourdieu, P. (1999). Rule of art. (T. H. Ha, Trans.). Seoul: Dongmunsun.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Bourdieu, P., & Chartier, R. (2019). Sociologist & Historian. (S. J. Bae,           

Trans). Seoul: Kingkongbook. (Original work published 2016)

‘Cap (Headgear)’. (n. d.). V&A museum. Retrieved October 25, 2021,         

from https://collections.vam.ac.uk/item/O476005/cap-headgear/

‘Census of India 2011’. (2018). 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 &          

Census Commissioner, India. Retrieved September 13, 2021, from       

https://censusindia.gov.in/2011Census/C-16_25062018_NEW.pdf

‘Chamba rumal with scenes of gopis adoring Krishna’. (n. d.). Google          

Art & Culture. Retrieved October 21, 2021, from https://        

artsandculture.google.com/asset/chamba-rumal-with-scenes-of-

gopis-adoring-krishna-unknown/jAEJPmO08gFzzg 

‘Child’s dress’. (n. d.). V&A museum. Retrieved October 15, 2021,         

from https://collections.vam.ac.uk/item/O455642/childs-dress-unknown/

Choi, H. J. (2020). The formation process of French music “Jang” in           

the 1930s - Focusing on Bourdieu's “champ” theory. French        

Studies, 92, 217-238. doi:10.18812/refc.2020.92.217.

Choi, H. W. (2018). The history and culture of India. Paju: Salrim.

Crill, R. (1999). Indian embroidery. London: V&A publications.

Dehejia, V. (1997). Indian art A&i. London: Phaidon incorporated        

limited.

‘Development commissioner (handicraft)-Ministry of Textiles, Government     

of India’. (n. d.). GI Handicraft of India. Retrieved October 14,          

2021, from http://www.handicrafts.nic.in/pdf/LIST_OF_CRAFT_  

REGISTRED_UNDER_GEOGRAPHICAL_INDICATION_HA

NDICRAFTSNew.pdf

Dhamija, J. (2004). Asian embroidery. New Delhi: Abhinav publications.

‘Dravidian language family is 4,500 years old: study’. (March 21,         

2018). The Hindu. Retrieved September 13, 2021, from https://www.     

thehindu.com/sci-tech/science/dravidian-language-family-is-4500-

years-old-study/article23314180.ece#:~:text=of%20Human%

20History-,The%20Dravidian%20language%20family's%20four

%20largest%20languages%20%E2%80%94%20Kannada%2C%2

0Malayalam%2C,back%20the%20furthest%2C%20researchers%

20said.

Eun, K. H., & Mun, Y. (2019). A study on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male CEO's appearance management     

using class theory Bourdieu'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21(6), 766-775. doi:10.5805/SFTI.2019.21.6.766

Ha, J. H. (2010). The world of Indian art-combination of various     

painting styles - Indian fine painting. Chindia Plus, 46, 44-45. 

Han, Y. H. (2011). A study on India's traditional embroidery, mirror     

work.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and costume design association,     

13(1), 99-112. 

Hong, S. M. (2000). Culture and habitus: Bourdieu and European     

political thought. Seoul: Nanam.

‘Indian embroidery’. (n. d.). V&A Museum. Retrieved October 25,     

2021, from https://www.vam.ac.uk/articles/indian-embroidery

Jho, J. Y. (2021, February 05). Trend- textile and clothing market     

trends in India. KOTRA. Retrieved October 25, 2021, from https:/     

/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

do?setIdx=243&dataIdx=187055

Jung, I. S., & Jung, T. S., (2017). The characteristic ideology of virtual     

reality cinema -Focusing on the theory of “Habitus” and “Champ”.     

Journal of contemporary cinema studies, 13(4), 283-317. doi:     

10.15751/cofis.2017.13.4.283

Jung, S. N. (2016). The homeless habitus and the logic of post-     

capitalism of welfare field.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6(2), 241-300.

‘Kantha coverlet’. (n. d.). Google Art & Culture. Retrieved October 14,     

2021, from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kantha-coverlet-  

unknown-maker/pAE4_-QMew9ZuA 

Kim, B. H. (2007a). Rajasthan - The Lord who seeks black pearl in the     

desert. Chindia Plus, 9, 54-55.

Kim, D. I. (2009). Danto vs. Bourdieu - Two different gazes on     

‘Artworld’. Culture & Society, 6(0), 107-159.

Kim, D. I. (2016). Pierre Bourdieu. Seoul: Communication Books.

Kim, D. Y. (2007b). Old Delhi - The home of history and the aorta of     

new prosperity. Chindia Plus, 14, 58-59. 

Kim, M. S. (2010). Development policies in northeastern India and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Chindia journal, 42, 40-48.

Kim, S. H. (2016). An analysis of local arts worlds.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40(4), 201-224.

Kim, S. R. (2020). Characteristics of Paul Smith and fashion from the     

perspective of habitu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4(4), 99-     

116. doi:10.12940/jfb.2020.24.4.99

Kim, Y. R., & Kwon, M. J. (2020). Transition and social-cultural     

values of goldwork embroidery in Europ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8(4), 544-561. doi:10.29049/rjcc.2020.28.4.544

‘Kutch embroidery’. (n. d.). Wikipedia. Retrieved October 18, 2021,     

from https://en.wikipedia.org/wiki/Kutch_Embroidery

Kwon, Y. S., & Cho, W. H. (1997). A study on the symbolism of     

religious costume of Ind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 21(4), 677-688.

‘Lambani Embroidery’. (n. d.). Google Art & Culture. Retrieved October     



부르디외 문화이론으로 살펴본 인도 지역별 전통자수  769  

     

    

    

 

    

 

      

     

    

     

     

    

    

  

   

       

     

   
21, 2021, from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lambani-   

embroidery-products-and-stitches/8QGo68mdZzMmJA

Lee, G. L. (2017). A study on the cultural contacts between Garak           

kingdom and ancient south India - With special reference to ‘fish          

worship’. Journal of Indian Studies, 22(1), 85-121. doi:10.21758/       

jis.2017.22.1.85 

Lee, G. S., Lee, S. C., & Kwon, G. C. (2010). Structural correlation            

between culture and economy in eastern India(Report No. 10-43).        

Sejo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y Plicy.

Lee, H. S., & Kim, H. Y. (2020). Guy Bourdin’s fashion photography           

as a practice of habitus.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21(6), 505-521. doi:10.47294/KSBDA.21.6.37

Lee, J. E. (2013). People who moved indian history - International          

trade prize in ancient Tamilakam. Chindia Plus, 81, 44-45.

Lee, S. Y. (2011). A study of Bourdieu`s cultural capitalism - education           

as a cultural reproduc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3(1), 129-159. 

Nag, P., & Sengupta, S. (1992). Geography of India. New Delhi: Concept           

publishing company.

Naik, S. (1996). Traditional embroidery of India. New Delhi: A.P.H.         

Pub. Corp.

Park, J. S. (2004). Festivals and goddess worship in India, 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14(0), 129-159.

Park, Y. H. (2012). The 19th-century French bourgeoisie in Lady         

Bovary - Focusing on Pierre Bourdieu's intestines and habitus        

concepts. French Culture and Arts Research, 40, 153-183.

‘Pebble stream sari’. (n. d.). V&A Museum. Retrieved October 14,         

2021, from https://collections.vam.ac.uk/item/O1257159/pebble-  

stream-sari-sari-and-blouse-kalsi-swati/

Pipili. (n. d.). Odisha Tourism. Retrieved October 14, 2021, from         

https://odishatourism.gov.in/content/dam/tourism/home/discover/

about-odisha/glimpses-of-odisha/art-architecture.jpg

‘Registered GIs’. (n. d.). Offic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government of India. Retrieved September 23,       

2021, from https://ipindia.gov.in/registered-gls.htm

Ryu, K. H. (2013). Religion and religious culture in Indi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ation.

‘Sari-chikan’. (n. d.). V&A Museum. Retrieved October 22, 2021, from     

https://collections.vam.ac.uk/item/O478966/sari-unknown/

Sharma, G., & Bhagat, S. (2018). Revival of toda embroidery-needlecraft     

of Nilgiris. Jurnal Sosioteknologi, 17(1), 1-13. doi:10.5614/     

SOSTEK.ITBJ.2018.17.1.1

‘Shawl (Kashmiri and Suzni embroidery)’. (n. d.). Google Art &     

Culture. Retrieved October 25, 2021, from https://artsandculture.     

google.com/asset/shawl-kashmiri-and-suzni-embroidery/GwG-

RTaXgcSjeA

Shin, C. W. (2011). A study on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the     

ritual painting - Focusing on the madhubani painting of Bihar in     

India.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and Culture, 8, 75-108. 

Shin, H. S. (2012). The application and modification of costumes     

influenced by the spread of relig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0(3), 392-402. doi:10.7741/rjcc.2012.20.3.392

‘The arts of the Mughal Empire’. (n. d.). V&A Museum. Retrieved     

November 5, 2021, from https://www.vam.ac.uk/articles/the-arts-    

of-the-mughal-empire

Wearden, J. M. (2016). Decorative textiles from Arab & Islamic     

cultures - Selected works from the Al Lulwa collection. London:     

Paul holberton publishing.

Wilkinson-Weber, C. M. (1997). Skill, dependency, and differentiation     

- Artisans and agents in the Lucknow embroidery industry.     

Ethnology, 49-65. 

Wolpert, S. (2003). India (H. S. Lee, & Shin, C. S., Trans.). Seoul:     

Garam.

‘Zari Zardozi’. (n. d.). Google Art & Culture. Retrieved October 19,     

2021, from https://artsandculture.google.com/exhibit/zari-zardozi/  

FwKCrx-kemIoKw

(Received November 12, 2021; 1st Revised December 2, 2021;     

Accepted December 9, 2021)   


	부르디외 문화이론으로 살펴본 인도 지역별 전통자수
	김이랑 · 권미정†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Traditional Embroidery in India based on Bourdieu’s Cultural Theory
	Yi Rang Kim and Mi Jeong Kwon†
	Dept. of Clothing & Textil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ditional embroidery in India by region based on Bourdieu’s cultural theory. As the research methods for this study, literature and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
	Key words: Bourdieu (부르디외), cultural theory (문화이론), India (인도), traditional embroidery (전통자수), India embroidery (인도자수)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인도 지역별 전통자수의 조형적 특성
	5. 부르디외 문화이론으로 본 인도 지역별 전통자수
	6. 결 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