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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a comparative linguistic analysis of the Manchu costume 
terminologies.

The Manchu costume terminologies revealed the elements Hebrew, Norweygian, 
English, Assyrian, Chinese, American Indian, Sanskrit, Tatar, Turkestan, Greek, 
Arabic, Indian, Kashmiri.

The most influential elements of the Manchu costume terminologies were the Chinese 
costume terminologies. Specifically, the elements of the Chinese costume terms were 
found in the terminologies of the fabrics, the gems and the precious 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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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 influence of the Mongolic costume on the Manchu costume terminologies ap
peared in this study.

I.序論

본 연구는 만주 복식어휘를 다른 언어의 복식 어휘와 비교하여 상호관련성을 찾아 보려는 

것이다. 한국 복식 어휘와의 비교는 필자의 先行 硏究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 

았다.

n.服飾語彙

1. 하루쿠

漢語 綿補（바지）를 만주어로 하루쿠（旅〃初） 또는 라쿠0"枫）라고 한다”.

만주어 하루쿠라는 音은 hal诞의 音寫로 보인다. HaSh란 말은 shirt 또는 tunica를 意味하 

는 古代 희브리 人의 基本服飾名이다》.

Hall小은 희브리 語로 divided라는 뜻이다. 이 옷이 4각형의 두 천을 接合하여 만들어졌으므 

로 얻은 이름이다". 희브리 語 初儀은 shirt이름이나 만주어 to%刼는 바지 이름이다. 어느 

말에서 어느 말로 퍼지면서 뜻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래의 뜻 divided라는 의미는 

shirt에도 바지에도 適用되어지는 말임이 흥미롭다.

라쿠（,a初）라는 말은 ag（clothes의 方言） 또는 \eg（legger, a leg, limb<IE. base lek, 

limb）와 관계가 있는 말로 보인다.

2. 바쿠리

漢語 單褲를 만주어로 바쿠리 S初如）라고 한다. 바쿠리 란 말은 American Ind.（Lenape） 
語 女zcw（Eng. pac, 伽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Pacu 는 一種의 신인데 원래의 뜻 

은 high moccasin, larigan 이며 酷寒用 防寒 防水 長靴이다.

바쿠리의 語尾 리音은 만주어에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만주 服飾語에서 몇가지 例를 

들면 도도리（寛沿帽）, 후버 리（風領, 풍차）, 인지리（婦人面紗）, 뮤슈리（苧布）, 슈바리（ 包頭） 

等이 있다.

3. 보지

暖襪子를 만주어로 보지（bodge）라고 한다卩 만주어 보지는 영어 budge, OF. b（mge와 그 

音이 거의 같은데 uudge, bouge의 語源은 a bag 이라는데 있고, 그 뜻은 어린 羊의 毛皮를 意 

味한다. 즉 羊毛가 붙어 있는 羊皮를 뜻한다. Budge란 말은 16世紀 羊毛를 뜻하는 英國말이 

다.

1) 同文上，56.
2) Alfred Rubens, A History of Jewish Costume, London, Peter Owen Limitted, 1973, pp. 17, 21-2, 25.
3) Y. Yadin, Bar-Kokhba, London, 1971 pp. 70-1, Alfred Rubens, 1973, p. 22 재인용

4) 同文上，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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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寒用 버선을 털이 붙어 있는 羊皮로 만들었던 것에서 만주어 보지란 말은 暖襪子를 意味 

하는 말로 되었다고 해석된다.

4. 시비 쿠(shibiku)
비녀(簪子)를 만주어로 시비쿠라고 한다. 이 말은 몽고어나 한국어, 漢語 等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말이다.

만주어 시비쿠란 말은 中西 아시아 地域의 言語에서 由來된 것으로 나타난다. Ass. 語로 

headdress# 膈况*卷라고 한다. Heb. 語로 sabik*는 interweave의 뜻이 다.

5. 챼 스(chaes)
쳐 스라는 만주어는 漢語의 釵子의 寫音이다. 鬢釵를 만주어로 챼 스라고 한다(漢淸). 同文 

類解에 簪子를 시비쿠라는 말 외에 챼 스라고도 번역한 것이 보인다.

m.布帛

1. 달 단(Daldan)
粧緞(段)을 달단이라고 한다. 이 말은 樓鞄에 그 語源이 있을 것임에 틀림 없지만 如侃% 또 

는 taleitua竹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2. 버
野麻 또는 葛藤(츸)을 만주어로 벼 라고 한다. 우리말 베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말로서 

兩者 모두 漢語의 布와 관계 있는 말로 생각된다.

3. 보 소(boso)
만주어 보소라는 말은 大布(즉 무명)를 일컫는다. 高麗布 卽, 朝鮮 무명을 솔호 보소라고 

하였다. 솔호(%场0)라는 말은 高麗의 國號를 일컫 는 만주어 이다.

大布(무명)를 몽고어로는 붓이라고 한다. 聖書에도 bus, buz, buts, butz, boots 等의 말이 나 

타나는데, fine linen 혹은 white linen 等으로 번역되는 말이다. 이것들은 Gr. 語로는 bussos 

라 번역된다.

Turkestan 語로도 綿布(cotton fabric) Z>ws라고 한다.

4. 무슈리

Cotton Muslin에 대한 初期의 아랍어 이름에 Maucilli가 있다. 이 말은 그것이 만들어진 곳 

이름 卽 MauE(mDsul) 에서 由來되 었다. M6sul은 메소포타미 아(現在 이라크)의 도시 이름 

으로 Muslin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다. 그러므로 muslin이란 이름도 Mosul에서 얻어진 이름 

이다.

Mashru, mausari(mausoorie), mushru, mushroo 等도 Mosul에 그 語源이 있음이 確認된다. 

아랍어로 -lawful", “permitted"란 意味의 mas/irw(cotton back의 silk satin)란 말과 모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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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는 “iwsah”란 인도어는 그 語源이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된다. 初期의 »知s"：舛이란 말 

은 cotton fabric만 意味했던 것이지만 silk brocade도 意味했다. 영어 muslin의 語源은 

mussolo, mushin < Mussolo < Ar. Mosul 에 있다.

그러나 만주어 무슈리의 의미는 綿布가 아니고 苧布이다. 苧布의 뜻으로 사용되는 말은 漢 

語에 木絲布, 没絲布 等이 있고, 漢語에도 毛施布가 있는데 이 말은 漢語가 訛傳된 것이다. B 
本語로 毛施를 가라무시（ 力 ^ 厶 라고 하는데, 이 말은 木絲, 没絲, 毛施와 관계가 있음이 보 

인다. 力 （如“a）라는 日 本語는 唐을 일컫기도 하나 韓을 일컫 기도 하므로 唐苧인지 韓苧인지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다.

5. 올 로（이。）

錦麻（漢） 卽 삼（韓）을 만주어로 올로（oZo）라고 하며 몽고어로는 올로수（油物）라고 한다.

올로라는 만주어의 語源은 威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仙岫는 印度에서 삼（hemp） 代用 

으로 使用되는 Boehmeria lobata의 강한 줄기 섬유이다.

6. 삼수

만주어 삼수（samsoo）는 漢語 三梭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는데 原語 三梭의 梭字는 '수，로 

발음한다. 韓國語는 '승'字로 발음하여 三升이라고 쓰기도 하는 것이다.

7. 수리（Suri）
紬를 만주어로 수리라고 하는데 S2W沅와 관련 있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一種의 光澤있는 비단을 surah라 한다.

8. ,져 （Soojyo）
V' 习로 緞（漢） 大緞（李）을 수져라고 일컫는다. soucha 또는 so務see와 관련이 있는 말 같으 

诅 실히 알 수 없다.

1 시샤리

만주語로 苧麻를 시샤리 （szs初〃，라고 한다. 시샤리라는 말은 &saZ에서 유래된 말임을 알 

수 있는데 &以이라는 植物에서 얻을 수 있는 잎사귀의 섬유로서 淡黃色에서 부터 白色에 가 

까운 것, 때로는 약간 녹색인 것도 있으며, 대단히 강하고 질긴 섬유이고, 길이는 40〜70’가 된 

다. sisal hemp 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세계 각처에 퍼져 있다.

10. 실거리（Silkery）
紡絲（紡絲紬）를 만주어로 실거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silk의 對音임에 틀림없다.

11. 쳐쳐리 （Tsyotsyori）
絹（깁을 만주어로 쳐쳐리（Ts方细诚）라고 한다. 이 말은 Tsatlee silk라고 불려지는 것의 

對音이라고 생각되는데, 漢語로 7絲를 意味하는 것이라고 한다. 卽, 한가닥의 실을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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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되는 고치 數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12.캄  쿠

冒段을 만주어로 캄쿠（C彻前）라고 한다5>. 만주어 캄쿠란 말의 語源은 诚（pile, plush）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卽 khaml + ku로 보인다. '쿠'는 만주어의 한가지 특징 적 인 語로 보 

인다. 만주어 캄쿠는 kalmkar오｝ 그 音이 類似하다. kalmkar는 kashmir에서 생산되는 cash- 
mere 毛로 짠 織物名이다. 만주어 캄쿠는 몽고어와도 상관이 없는 말이다. 몽고어로는 冒段 

을 야실 （jws/Z） 이 라 부른다

英語 camlet, camelot, camlette, camlettee, camlett, camblet 等（Ar. khamlat < khaml, 

pile, plush）도 만주어 Rawihn왁 관계가 있는 말일 것이다.

IV.珍寶

1. 받마가（Batmaga）
만주어 받마가는 映紅（漢） 즉 紅色 寶石을 意味한다. 이 받마가 라는 말은 佛典에 나타나는 

七寶 中의 하나이다. 즉 佛典에는 鉢摩羅伽라고 나타나는 것이다. 赤光珠, 赤珠, 赤眞珠 等으 

로 번역되는 梵語인 것이다.

2. 베두리（Bdury）
만주어 베두리는 漢語로 映靑이라고 하는 것이다. 韓語로는 寶石之色藍者라고 있으나（漢 

清） 이 뜻만으로는 어떤 寶石인지 確實히 알 수 없다.

베두리 라는 만주어는 梵語의 oa&wya의 對音으로 英語의 beryl을 지칭하는 것이다. Beryl 
에 몇가지 種類가 있는데 Aquamarine과 Emerald가 이 에 속하는 것이다. 英語 beryl은 < L. 
beryllus < Gr. beryllos, sea green gem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리스 語 b初yllos는 

Prakrit veruliya < Dravid 語 veluriya 에서 由來된 말이다.

Vaiduriya와 veruliya는 佛典에 보이는 말인데 漢語로 毗頭梨, 髀頭梨, 髀稠梨夜는 

vaiduriya의 寫音이며 毗瑠璃, 吠瑠璃, 吠努璃野, 毘璃璃 等은 veruliya의 寫춉이다. 佛典에 

毗（琉 字로도 씀）瑠 또는 靑瑠璃라도고 記錄된 것인데, 이 것은 우리 가 現在 使用하고 있는 琉 

璃（즉 glass）는 뜻이 아니고 靑色寶石을 가리킨다. 만주어의 베두리는 漢語 毗頭梨, 髀頭梨 

等의 寫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어 베두리 가 beryl 中 emerald와 aquamarine 어느 것 

을 意味하는지 알기 위하여 漢語 映靑의 解析에 寶石之色藍者라고 된 것을 따른다면 만주어 

베 두리 는 emerald가 아니 고 aquamarine 인 것 이 다.

만주어 베두리가 aquamarine 이라는 確實한 또 하나의 증거는 emerald는 만주어로 뉘림부 

워허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다. 卽 그것은 漢語 주무루（硯暗碌, 組母綠）를 일컫는데 emer- 
ald를 意味한다. 石且58綠 또는 組母綠이 라는 漢語는 Arabia語 Zumurrud, VL. smaraldus, L. 
smaragdus < Gr. seiamgWos와 類似하다. 그러나 Gr. smavag&s는 그 語源이 東洋에 있다

5） 同文下.24
6） 몽유 下.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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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Gr. s成"g洞os와 漢語 粗闹綠 (祖母綠, 助木剌, 組母綠)는 兩者 모두 Arabia 語 

zumurmd 에서 由來된 것으로 보인다. 卽 蛆拇綠, 組母綠는 의 對音으로 末音 d가 탈

락한 것으로 보인다.

3. 슈 루(아iuru)
珊瑚를 만주어로 슈루("?“*)라 하고 몽고語로 시루(sz>%)라고 한다. 몽고어 시루는 Ass. 

sihruka. precious stone)와 音이 거의 같다. 만주어 슈루가 몽고어 siru, Ass. szTmw에서 由來 

했을 것이라고 推測된다. 漢古語 隋候, 蘇胡, 珊(蘇干이라 발음되기도 함)瑚도 Ass. s沥衫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나 確證하기는 어렵다. 漢語 隋候, 蘇胡는 Ass. 物減(agate)와도 그 音 

이 유사하다. Heb. su6u(a precious stone)을 意味한다. sw初의 b가 漢語에서는 h로, 만주어 

에서는 r 音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4. 보로수, 바라수 보디수

坡黎，'瑙瑯, 菩提子 等은 보로수, 바라수, 보디수 等으로 나타나는데 보로슈와 바라수는 각 

각 漢語 坡黎, 斑瑯의 寫音으로 보인다. 보디수는 푸티즈(菩提子)의 寫音으로 나타난다.

V. 만주복식관련 어휘에 보이는 漢語의 영향

1. 梳洗 및 服飾

漢語 만주어 漢語 만주어

粉 분 綱子 왕스

簪子 챼스 皮馬虎 마후

鬢釵 챼스 兜兜 덜두

首帛帕 슈卧 補子 푸스

包頭 슈바리 粉子 봉스, 푼즈

頂子 딩스

漢語 皮馬虎의 馬虎와 만주어 마후는 그 語源이 外來語임이 分明하며 英語의 muff의 對音 

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IE 의 muff (Eng.), mof (Du.) ms矿e(Wal.) 中 어느 것에서 由來되었 

는지 確證하기는 어렵다.

2.布帛



漢語 ' 만주어 ' , 漢語’、 " 만주어

粧段 즁，탄 綿紬 면츄

紬子 츄스 三梭布 삼수

紡紬 방스 毛書布 모친삼수

綾子 링스 祁陽葛 키 양죠돈

絹子 电스 紬藍布 시란

羅 로 薪麻 키 마

紗 샤 猩猩毡 싱싱쟌 쟈孕

쟈卓는 毡子 卽 담이란 만주어이다.

3.彩色

漢語 만주어 漢語 만주어

鴉靑 야친 紫色 슈슈

藍 라문 黍 치

4.珍寶

漢語 만주어 漢語 만주어

寶貝 본 배 菩提子 보디수

元寶 움卜본 水晶 쉬진워허

琥珀 후바 碑礫 캐카 마리

玻璨 보리 皮硝 비 숌。

蜜蠟 미라 硫黃 루팡

寶石 보치 硼砂 봉사

玳瑁 대믜 朱砂 쥬사

斑瑯 바라수 砒碩 비창

5.其他

漢語 만주어 漢語 만주어

圍屛 웨 핑 粉 변

搭連 다랸 袍袱 보분

臥單 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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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만주복식 어휘에 보이는 몽고어의 영향

1.服飾 2.布帛

漢語 몽고어 만주어 몽고어 만주어

冠 마라가, 마흐래 마하라, 마흐래 죠둥 （夏布） 죠돈 （葛布）

褂子 쿨머 쿠루머 실귁 （絲） 실거

搭胡 다우 다후

靴 구툴 굴하

鞋 샤불 사부

齊肩短褂 더 거레 더허러

W. 만주복식 어휘에 보이는 영어의 영향

1. 싯 허

요（褥）를 만주어로 싯허 （s/席初） 라고 하는데 Eng. sheet [ME. schete<OE<sceat, piece of 
cloth, lappet, region]의 音寫임이 發見된다. 英語의 sheet는 침대 위, 요 위에 까는 천이고 

요는 아니지만 만주어에서는 요 자체로 의미가 약간 바뀌었다.

2. 草라훈

淡紅色을 만주어로 阜라훈仏他加仞）이라고 한다叫 导라훈이란 말은 brown에서 온 말임을 알 

수 있다. Brown은 IE. bhrou-no-<bher, light brown에 그 語幹이 있다.

吸其他

1.붓허쿠

부채를 만주어로 術;反라고도 하는데 만주어 븟허쿠（初伽備仙）는 부채 （扇子）라 일컫는다. 부 

채를 만주어로 bicci라고도 하는데 李朝語는 부체⑴이고 現代의 韓語는 부채이다.

H.結論

앞에서 만주 복식 어휘를 다른 언어의 복식 어휘와 비교하여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0） 同文類解下，25
11） 同文類解下，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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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복식 어휘는 희브리語, 노르웨이語, IE（영어）, 앗시리아語, 漢語, American Indian 
語, 梵語, 讎鞄語, Turkestan 語, 그리 스語, 아랍語, 印度語, Kashmir語 等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만주 복식 어휘에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친 어휘들은 漢語였다. 漢語는 특별히 만주 布帛名과 

珍寶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것이 발견되었다. 몽고어의 영향 또한 만주 복식어휘에 상당 

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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