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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stumes of Song Dynasty developed after the patterns of the Tang.
The rise of idealist philosophy in the Song Dynasty had a great impact on the life of 

the people. Under the influence of this ideology, people's views on aesthetics changed 
considerably. In architecture, for example, white washed walls and black tiles came into 
fashion. Balustrades, pillars and roof beams were left unpainted so as to retain the true 
colour of the wood. In painting, also, simplicity and delicacy were valued, and the pre
ferred medium was ink or light colours. The desire for simplicity was even more evi
dently reflected in clothing and related adornment, as public opinion was against excess
ive display in dress. Consequently, the clothing of the Song Dynasty was quite reserved 
and conservative, with fewer variations and quieter colours, thus conveying a feeling of 
simplicity and naturalness.

Compared with 나le dress of Tang, the dress of the Song Dynasty had other v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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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s. Therefore women's dress of Song was also quite reserved and conservative, with 
fewer variations and quieter colours, simplicity and naturalness.

I .緖論

宋은 개국 초부터 文治主義를 지향하였으므로 대외적으로는 항시 나약하여 북방의 遼, 西 

夏, 金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대대적으로는 비교적 장기간의 평화가 지속되었으므로 

농업, 수공업, 상업 그리고 해외 무역 등 경제가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 

전하였던 시대였다少

또 宋代에는 福建지방에서 처음으로 木綿이 재배되기 시작하였는데 후일 이것은 明代 면화 

산업의 기틀이 되었다. 그러므로 宋代는 茶, 棉花같은 특수작물이 상품화되었던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宋代의 대표적 수공업은 민수공업과 군수공업의 발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수공업은 방 

직, 도자기, 제지, 조선, 제철, 제판 등의 분야였고 군수공업은 무기생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분야는 기본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각기 분업적이고 전문화의 방 

향으로 발달되어 개개의 생산품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생산되었다. 먼저 방 

직산업을 보면 宋代 방직산업은 견직물 생산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江北, 定州 일대가 생산 중 

심이었다. 여기에서 생산되었던 견직물은 綾, 羅, 紬, 糸少 등을 포함하여 40여 종이 넘었는데 

모두가 山水, 花鳥의 무늬를 놓은 것으로 무늬가 다양하고 색깔이 아름다웠다. 宋代 이 같이 

질이 좋고 사치스러운 견직물이 발달하였던 이유는 宋代의 경제가 발달되어 견직물의 수요가 

특수계층의 수요를 넘어 일반 대중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방직산업이 발달하고, 해외무역이 왕성했던 唐代의 화려하고 농염하였던 女子服 

飾을 기본으로 하였던 宋初의 女子服飾이 宋代의 理學哲學思想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를 고찰하고자 하는데 本 硏究의 目 的이 있다.

口.文化史的背景

宋 太祖 趙匡胤(926〜976)은 皇帝로 등극한 후 國號를 宋(960〜976) 이라 하고 開封에 도읍 

하였다.

宋 太祖는 개국 이전에 그 자신이 節度使 출신이었고 또 唐末이래로 무인들의 횡포와 도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야기된 무정부 상태와 혼란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文治主義를 지향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당면과제는 節度使 체제의 해체와 중앙집권제의 확립이었다. 이 정치 

적 과제는 太祖와 太宗 2대에 걸쳐 이루어졌다.〃

宋의 太祖는 개국한 이래 중앙과 지방에 통치의 근간으로 방대한 관료제도를 수립하고 文

1) 李春植，［中國史序說］,敎保文庫，1991, p.270.

2) 앞책, p. 271.

3) 앞책, p. 272.

4) 앞책, pp. 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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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를 행했는데 이같이 전국에 걸친 관료제도의 수립과 文治主義 시행은 당연히 많은 관료의 

충원이 요구되었다. 太祖는 관료의 충원을 隋 • 唐이래로 시행되어 오던 과거제도를 통해 필 

요한 관료를 충당하였으므로 이 관료제도와 과거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戶 그러므로 

宋의 관료들에는 이들 과거 급제자들이 中核을 이루고 있었다

宋代 관료정치는 관료간의 정치관 차이와 대립, 출신지와 학벌에 의한 朋黨이 관료사회에 

새로이 대두되어서 宋代 정치의 혼란을 야기하였고, 또 宋을 文弱에 빠지게 하여 宋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6)

宋 太祖가 宋을 건국하였을 때에는 동북방에는 契丹族이 세운 遼가 있었고, 서쪽에는 티베 

트族이 건국한 西夏가 있었다. 그러나 宋 太祖는 개국 초기에 國基가 공고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외 적으로는 소극적 이었다. 그러므로 즉위 후에 宋 太祖는 遼와 사절을 교환하여 친선을 표 

방하고 또 양국간의 자유교역을 허락하였다.力

이후 宋과 遼사이에는 소규모의 충돌이 계속되 었고, 후에 遼는 宋의 요청을 받아들여 화평 

조약을 맺었는데(1004) 이것이 '瀆淵之盟'이었다. 이. '瀆淵之뿊은 그 후 120여년간 遼가 金에 

멸망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宋의 국제관계는 동북 遼의 강성과 서쪽 西夏의 대두에 의해 복잡하게 되었는데 문약한 宋 

이 이 같은 국제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遼 • 西夏 양국에 대한 막대한 歲幣봉헌 뿐 

이었다. 이에 따라 宋은 국가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하였는데, 宋의 이 같은 무력약화와 재정 

파탄 神宗 때 王安石의 개혁 추진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 었다.

王安石의 新法은 당시 정치 • 경제 • 사회 • 군사적으로 곤경에 빠져있던 宋의 입장에서는 

시기 적절한 개혁이었으나, 이 新法의 시행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官戶, 富商, 地主 

들은 맹렬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王安石은 神宗의 신임을 배경으로 이 新法을 계속 추진 

하여 한 때에는 국가의 적자재정을 흑자재정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상당한 효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지방관리들이 新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복잡한 사무관리들의 부정 등으로 新法 

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에, 반대파의 공격은 계속되었으므로 마침내 실패하고 말았 

다. 9)

한편 宋은 金의 도움으로 숙적이었던 遼를 멸망시켰으나(1125) 이번에는 遼보다 더 강한 

金과 직 접으로 국경을 접하게 되 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宋의 약점을 간파한 金은 1125년 

宋의 金에 대한 배신행위를 열거하고 수차에 걸쳐 宋을 침탈하였다. 그리고 1127년에 다시 대 

거 남침하여 宋의 수도 開封을 공략하여 함락하고 徽宗과 欽宗의 父子 및 王妃와 다수 王族을 

사로잡아 북으로 압송하였으므로 여기에서 宋의 國脈이 일시 끊어졌는데 이것이 靖康之變이 

었다.

이같이 開封이 불시에 함락되고 2帝가 모두 북으로 압송되자 徽宗의 9子 構가 江南으로 도 

피하여 諸臣들의 도움으로 臨安(浙江 抗州)에서 즉위하여 高宗이 되었는데, 이것이 南宋의

5) 앞책, p. 255.

6) 앞책, p. 256.

7) 앞책, p. 257.

8) 앞책, pp. 258-259.

9) 앞책,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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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었다. 역사에서 靖康之變 이전의 宋을 北宋이라고 하였는데, 太祖 趙匡胤의 건국 이래 

9代 167년간 계속되 었다. 그리고 臨安에 건국한 宋을 南宋이라고 한다.(1127〜 1279)©
臨安에서 등극한 南宋의 高宗은 초기에는 金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여 對金항전에 功이 컸 

던 李綱을 宰相으로 임명 하고 또 岳飛, 韓世忠, 張浚 등을 기용하여 남침하는 劉豫軍과 金軍 

을 수차 물리쳤다. 또 수차 金軍을 물리친 무인들은 中原회복을 주장하고 金에 포로로 있는 

徽宗과 欽宗 2帝를 모셔오자고 주장하였다. 사실 宋은 2帝가 金에 억류되 어 있기 때문에 金에 

大金通問使의 명칭으로 매년 사신을 파견하여 2帝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귀환을 교섭하여 왔 

다. 그러나 徽宗과 欽宗의 귀환은 太子가 아닌 신분으로 帝位에 오른 高宗과의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당시 막강한 金을 물리치고 中原회복과 2帝를 구원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하였다. 金 내부에도 太宗과 熙宗의 교체시에 발생한 심각한 분쟁으로 국내 政情이 불 

안하였으므로 金과 宋 양국은 화의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金은 억류되어 있는 

주화파인 秦檜를 宋으로 귀국시켰으며, 金과 화의 의사가 있던 高宗은 秦檜를 재상으로 임명 

하고 비밀리에 金과 和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宋에서는 岳飛를 중심으로 한 주전파의 주장 

이 강하고 金 내부에서도 정변이 자주 있었으므로 和議와 交戰이 계속되면서 정지상태에 빠 

졌다. 이 사이에 宋에서는 秦檜가 諸將들을 이간시키고 주전파의 거두인 岳飛를 獄死의 방법 

을 통해 거세하였다. 그리고 高宗을 설득하여 和議를 추진시켰으므로(1142) 양국은 和議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金은 徽宗, 鄭后, 邪后의 靈極과 함께 韋后를 宋에 귀환시키고 

高宗을 宋王으로 봉한다는 勅書를 내렸다. 그리고 이때에 欽宗은 송환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宋側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秦檜가 성립시킨 이 화해조약은 宋이 金에게 臣事, 朝貢 

하는 굴욕적인 것이었으므로 이후 전국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秦檜를 매국노로 지탄하고 

또 金에 대항하여 中原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불길 같이 일어났다. 그러나 高宗의 두터운 신임 

을 배경으로 秦會는 이 같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비판적인 글을 금지하여 국내정국을 안정 

시켰으므로, 宋 • 金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는 중지되 고 양국의 국경이 확정되 었으므로 南宋은 

國基가 안정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겨우 20년밖에 계속되지 못하였다. 1165년에 宋 • 金은 다시 和約을 맺 었 

는데 이 和約중에서 宋 • 金 양국의 관계가 君臣관계에서 叔姪관계로 개정된 것은 宋의 외교 

적 큰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약으로 양국이 다시 충돌될 때까지 40년간 평화가 지속 

되었는데, 이 시기에 金 世宗은 內治에 힘을 기울였으므로 국내가 안정되었다. 宋 역시 계속 

된 和平에 의해 경제 • 문화가 크게 발달하여 中國文化의 새로운 시대를 연출하였다. 그러나 

1189년에 金의 世宗과 南宋의 孝宗이 죽고 金에서는 章宗, 南宋에서는 光宗, 寧宗이 차례로 

등극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계도 이에 따라 변하였다. 이후 宋 • 金은 다시 和約을 맺었는데 이 

때에 宋이 金에 대한 歲幣는 銀 30만 양, 絹 30만 필의 증가와 淮水이남의 땅을 할애했다. 그 

리고 敗戰으로 宋은 다시 金에게 도전하지 못하였으며 국세는 더욱 기울어졌다.m

宋學의 由來와 哲學理念

10) 앞책, P. 265.

11) 앞책, pp. 26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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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代 학문과 사상의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실은 儒學의 革新으로 일컬어지는 宋學의 

출현이었다. 宋學은 일반적으로 理學, 道學, 性理學 또는 大成者의 이름을 따 程朱學 또는 朱 

子學이라고 불리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兩漢 이래로 儒學은 字句해석에 치중하는 訓誥學 

에 얽매이고 또 형식적인 i禮에 치중하였으므로 後漢 末 이래 사회적 지도이념의 위치를 상실 

하였다.⑵

그리고 魏晉南北朝시대, 隋•唐시대 그리고 五代十國시대에는 오히려 佛敎와 道敎사상이 亂 

世期의 民心에 영 합되 어 더 융성하였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唐 후기에 韓愈와 그의 제자 李 

翱가 이 같은 침체적인 풍조에 반기를 들고 儒學의 복고적인 革新운동을 주장하였는데 이것 

이 儒學 혁신의 계기가 되었으며 宋學 출현의 선구적 역할을 흐｝게 되었다. 특히 宋代의 이민 

족 출신인 遼 • 金 제국에 대한 宋의 臣事, 朝貢 그리고 南遷은 당시 사대부들에게는 치욕적인 

것이었으며, 또 中世이래 佛敎 • 道敎의 융성과 儒學의 침체는 역시 사대부들에게 모욕적인 

것이었다. 여기에서 깊은 각성과 반성을 한 宋代 사대부들은 異民族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大 

義名分과 尊王攘夷의 정신을 春秋學과 史學을 통해 나타내고 佛 • 道의 철학적 이론에 대해서 

는 소위 宋學을 전개시켜 儒學의 우위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宋代에 이 같은 儒學의 혁신적 

토대를 최초로 마련한 사람은 范仲淹(988~1052)과 歐陽修(1004〜1079)였다. 范仲淹은 인간 

형성의 理念을 중국전통사상인 儒學에서 구하고 특히 宇宙의 生成을 설명하고 있는〈易〉과 

인간성의 本質을 구명하고 있는〈中庸〉을 통해 이를 추구하려고 하였다. 또 歐陽修는 文學과 

歷史的 입장에서 계몽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는 먼저 韓兪의 영향을 받아 古文復興을 주장 

하였는데, '文'을 貫道의 기구로 생각한 그는 당시 口語體의 발달에 의한 문학과 사상의 世俗 

性을 古文復古에 의해 그 格調를 높히려고 하였다. 또 그는 求道의 길은 聖人과 직접 對坐하 

는 데에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孔子의 뜻을 전하지 않는 經典은 모두 僞書로 간주하여 

통렬히 비난하였다. 范仲淹과 歐陽修의 이 같은 활동과 사상은 비록 체계적인 학문연구는 아 

니였으나 당시 訓誥學에 치우쳐 침체된 儒學을 일신하고 또 佛 • 道 兩敎의 심오한 철학적 도 

전에 우위를 상실하여 깊이 침체되어 있던 학술과 사상계에 계몽적 그리고 文藝부흥의 계기 

를 마련하는 데는 충분하였다.

그리하여 직접 古典을 연구하여 儒學의 根本精神을 파악하고 宇宙生成의 원리를 구명해서 

人間의 本性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精神을 수양하고 倫理의 실천에 매진해야 된다는 學風 

이 宋儒사이에 크게 일어났는데, 范仲淹으로부터 道通을 이어받아 儒學에 새로운 연구를 시 

도한 사람이 北宋 중기의 周敦頤(1017~1073)었다. 周敦頤는 宇宙의 生成과 人生의 本質을 

연구하여〈太極圖說〉을 편찬하였다. 이〈太極圖說〉에 의하면 太極이라는 우주의 本質에서 陰 

陽의 2氣가 생성하고 여기에 五行(木 • 火 • 土 • 金 • 水)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 五行의 배합과 

결합에 의해 男女 2氣가 출생하고, 이 2氣의 교감과 조화에 의해 森羅萬象의 現象界가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周敦頤의〈太極圖說〉은 우주 生成의 法則을 圖式化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더), 여기에서 周敦頤 즉 周子의 '理氣二元論，。］ 나타나고 있다. 朱子에 의하면 宇宙의 

根本은 太極으로서 理인데 이 理가 存在를 갖추기 위해서는 氣의 참여가 필요하다. 理에 대한 

氣의 참여에 의해 現象이 성립하므로 이 세계는 理와 氣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인간에 있어서 理는 본연의 性으로서 善 그 자체이나 氣는 그 물질성에 의해 情慾을 일 

으킨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연의 性인 理의 입장에서 본래 善하지만 氣에 의해 情慾이 생기

12) 앞책,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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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善惡의 상충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修養에 의해 情慾을 버리고 理 즉, 善 

에로 귀의해야 하는데 이것은 道德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은 事物의 理를 깨달아서 德을 

쌓아야 한다고（格物致知 ） 하였 다. 1"
이 宋學은 程頤, 程景頁를 거쳐 南宋의 朱喜（1130~1200）에 의해 대성되었다.

宋學은 종래의 訓흠吿的 學風과 治術위주의 經學 중심에서 宇宙生成의 이치와 인간의 本性을 

밝히고 또 儒學의 실천적 과제로서 大義名分과 君臣父子의 관계를 밝히는 이론을 내세웠으므 

로 국가의 보호를 받아 宋 독재군주체제를 유지 옹호하는 사상적 기 반이 되 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일본, 베트남에 까지 전파되어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严＞

南宋 때의 통치사상은 理學이며 이학을 또한 道學이라고도 하였다. 程景頁, 程頤형제와 朱熙 

가 대표였다. 儒學은 儒, 佛, 道가 혼용한 사상체계가 핵심으로 학술계에서는 "程朱學”으로 

지칭한다. 그들은 "理”의 철학원리를 내놓았는더〕, 父子, 君臣은 천하의 常理로써 세상에서 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三綱五常, 仁義爲本”을 선양하고 "천리를 보존하 

고, 인욕을 멸한다（存天理而滅人欲）”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철학체계가 미학이론에도 영 

향을 끼쳐 송나라 때에 理性의 美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는 흰 담장, 검은 기와 

가 본바탕색이 되었고, 회화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水墨淡彩였으며, 도자기에 있어서는 單色 

釉가 뛰어났다. 또 복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당나라 때의 농염하고 화려 

한 색채의 반동으로 淡雅하고 고요한 기풍을 이룩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복식의 간단, 소박, 

청결, 자연스러움을 제창하였고, 또 지나치게 호화로운 것을 반대하였다. 袁采의 ［世苑］에, 

"오직 청결을 힘써, 일반민중과 다르지 않았다（惟務潔淨, 不可異象）”라고 한 것과 같다. 심지 

어 고종은 신하들에게, “금취는 부인의 복식으로 오직 화사한 재화는 사물에 해가 되고, 사치 

한 풍속은 실제로 습속의 변화를 못시킨다. 이미 중외를 경계하고 궁문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金翠爲婦人服飾, 不惟靡貨害物, 而侈靡之習, 實關風化, 巳戒中外及下含不許入 

宮門）”라고 하였다. 송 휘종까지도 그의 詞에서 또한 淸淡優雅한 아름다움을 부러워하였는데 

살구꽃을 의인화하여, "투명한 얇은 비단을 잘라, 가벼이 몇겹으로 하고, 담담이 연지를 두루 

발랐구나. 새롭고 아름다운 화장, 곱고 향기 무르익어, 蕊珠宮女를 뇌살케 해（裁剪冰綃, 輕桑 

數重, 冷淡胭脂勻注, 新樣覩粧, 艶溢香融, 差殺蕊珠宮女）”라고 묘사하였다.”,

13） 李春植，［中國史序說］,敎保文庫，1991, pp. 283-284.

14） 앞책, p. 285.

15） 華梅著，朴聖實，李秀雄譯，［中國服飾史］耕春社，1992, p. 169.

學林出版社（1991）,［中國歷代服飾］,pp. 164-165.

宋代衣冠服飾總的說來•比較拘謹和保守，式樣變化不多，色彩也不如以前那樣鮮照，給人以質朴，洁淨和自然之 

感.這爲當時經濟，政治和思想文化的狀況，尤其是程朱理學的影響，有密切的關係.

宋王朝的建立, 結束了安史之亂以來튜期變亂相奪的局面, 出現了一段承平時期, 經濟有所發展. 北宋時汴京相 

當繁榮興旺.但終究不如唐代之熱盛.對北方遼，金，軍事上一再挫敗，屈辱求和.到南宋時期，更是篇安一隅，境況 

日下.相對比較貧弱，當然對服飾也會有所影響.

奠基于程穎, 程顯而由朱표集其大成的理學, 又叫道學, 號稱是繼承孔孟道統的, 它強調封建的倫理綱常, 提出所 
謂"存天理”而“去人欲”.在末代，理學遂步居于統治地位.在這鍾思想的支配下，人們的美學觀點也相應變化.例 

如在建築上，出現了以白墻黑瓦爲主體的藝術形式，檻枕梁棟，不設顏色，只用木的本色.在繪面上，常采用濟秀簡 
洁的水墨畫和淡彩畫形式.在服飾上的反映更爲明混，整個社會與論主張服飾不應對分豪華，而應當崇尙簡朴，尤 

其是好女服飾更不應豪華.如哀采著《世范》一書，就曾提出女服“惟務洁淨，不可昇僉”.各朝皇帝也曾三申五令, 

多次申筋服飾"務總簡朴”.“不得奢僭”.如紹與五年，高宗對輔臣說，"金翠爲婦人服飾，不惟糜貨害物，而侈靡之 

羽，實關風化.已戒中外及下令不許入官門，今無一人犯者，尙恐士民之家未能盡革，宜申嚴禁，乃定銷金及栄捕金 
翠罪賞格寧宗嘉泰初年，又將宮廷中婦女用約金翠首飾，放之街衢，點火焚燒，以此警示貴近之家，犯者必罰.盡 

管這些禁例不施于帝王后妃，然就整個社會風尙來說，比起南北朝及隨唐五代來，確實要質朴得多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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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女子服飾

1. 后，妃의 服飾

《宋史 • 輿服志》에 “皇后 • 妃의 服飾은 첫째는 襌衣라 하고, 둘째는 朱衣, 셋째는 禮衣라 하 

고, 넷째는 鞠衣라 한다”라고 싣고 있다. 또 이르기를 皇太子妃는 楡翟과 鞠衣가 있다. 乾道년 

간에 이르러서는 皇后는 禅衣와 禮衣를 갖추고, 妃는 楡翟을 갖추도록 정하였다. 皇后나 妃의 

服飾은 소매가 큰 원색의 깃（大袖生色領）, 長裙, 玉으로 늘어뜨린 霞帔陂玉墜子, 원색 깃의 

背子（背子生色領）는 모두 絳羅를 사용하고 있어 그 服飾에는 신하와 차이가 없다.

《文獻通考》에는 "政和 3年 儀禮局이 정 한 皇后의 首飾은 大花十二枝를 쓰는데 小花는 大花 

의 수와 같고, 또한 두개 의 博鬢 이 있으며, 冠은 9마리 龍과 4마리 의 鳳凰으로 장식 했는데, 그 

服飾이 襌衣이다.” 鞠衣는 妃의 머리장식이 9개의 枝의 花로 장식하고, 小花는 大花의 수와 

같고, 또한 2개의 博鬢이 있으며, 冠의 장식은 9마리의 꿩과 4마리의 鳳凰으로 하였는더】, 그 

服飾이 楡翟과鞠衣이다.吟

《太常因革禮》에 실려있는《통례》（즉 開寶通禮）를 인용하면 禧衣, 鞠衣, 鈿釵禮衣가 있다. 

《國朝會要》를 인용하면, 평상시에는 龍鳳珠翠冠과 霞帔를 입었다. 또《禮院例册》을 인용하 

면, 襌衣, 朱衣, 鞠衣가 있다.卩）

상술한 각 文獻에 의하면 송대에 皇后로부터 妃이하의 各 內外命婦의 服飾은 襌衣, 楡翟, 

鞠衣, 朱衣, 禮衣（鈿釵禮衣） 및 몇가지 平常服 등이 있다. 머리 裝飾은 九龍四鳳冠, 九鳳朱翠 

冠, 九絮四鳳冠, 花釵冠 등이 있다.&

1）襌衣

襌衣는 皇后의 제일 귀중한 복식이다. 평상시에는 거의 입지 않는다. 오직 皇帝께서 册封할 

때, 제사 때, 大禮式에 참석할 때 입었다. 이런 격식은 周禮에서 본받아온 것이다. 襌衣의 色 

相은 深靑色으로 짰으며, 옷에는 五色 무늬로 수놓았다（翟文）. 領, 袖, 襟, 裾에는 紅色천으로 

장식하였으며, 그 무늬는 雲龍圖案이다. 이 옷을 입을 때는 필연적으로 鳳冠을 着用하였다. 

속에는 靑紗中單을 입고, 허리에는 深靑蔽膝을 앞에 늘였다. 이외에 白玉雙佩 및 玉綬를 달고 

발에는 靑襪에 靑舄을 신었다.

16） 周錫保，（1983）,［中國古代服飾史］,丹靑圖書有限公司，p. 282.

沈從문 （1981）, ［中國古代服飾硏究］, p.332.

黃 輝（1987）,［中國古代人物服飾與畫法］,p.125.

宋代后妃仕女服式基本上承繼五代服式，也仍有禮服與常服之分.“后妃之服一曰褓衣，二曰朱衣，三曰禮 

衣，四曰鞠衣這種服式基本上繼承晚唐與五代的后妃禮服，皆以秦議制爲基礎，其發襯有假髻，套飾高冠子. 

幷插飾各種珠寶，也有冠飾九雉四風，兩博鬣（卽兩鬓掩耳，九雉四風卽飾以九雉四豊的紋飾，多以珠玉貫之）. 

身穿靑衣，以翟爲紋（翟也是雉），作爲領袖之緣飾.宋代后妃之衣，多崇用靑色，其裳與蔽膝也多隨衣色，白玉 

雙佩，黑組雙大綬施玉杯，靑袜，靑舄，幷加金飾，這種服式很少服用，只在受册，朝拜景靈宮時才服用.
17） 앞책, p. 282.

18） 앞책, p. 282.

19） 畔凡，高春明，［中國歷代服飾］,學林出版社，p.174.

這是皇后最貴重的服飾，平時很少穿著，只有在受皇帝册封或祭祀典禮時服用.其制仍芸《周禮》，以深靑色的 

“織成”（一種織物的名稱）爲之，上列五彩翠雉（卽史籍所稱的“翟文”）.領袖，襟，据都用紅色衣料鏤緣，上綴云 

花圖紋.穿著這種服裝，實上必須戴風冠，內穿靑紗中單，腰飾深靑蔽膝.另擔白玉雙佩及玉綏杯等飾物，下穿 

靑袜靑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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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靑色 바팅-에, 직물은 五彩翟文（卽雉）을 만들고 翟 十二等, 十二重行을 썼다. 素紗中單에 

서 中單의 領繡는 文으로 하고, 朱色羅穀哗彖袖 및 邊을 하였다. 蔽膝은 裳色을 따랐다 大 

帶는 衣色을 따르고, 안에는 朱色을 사용하고 겉에는 滾邊係昆邊）, 위에는 朱錦으로, 아래는 

綠錦으로 둘렀고, 帶結은 素組를 사용하였으며, 革帶는 靑色을 사용하고, 白玉雙佩, 두개의 

大綬（雙大綬）와 小綬 3개, 小綬 사이에 玉環 3개를 달았다（彩의 길이는 皇帝의 것과 같다）. 

靑袜, 鳥鳥（靑舄）은 舄에 金장식을 하였다. 冠은 九龍四鳳冠을 사용하였는！게, 冠에는 大小花 

의 枝가 12枝이며, 또한 좌우에 각각 2博鬢을 더하여 皇后가 受册할 때나 궁궐에서 임금을 알 

현할 때, 朝會 및 大事에 입었다尸

〈그림 1> 龍鳳珠翠冠에 襌衣를 입은 皇 

后，「中國歷代服飾」，p. 174.. 
（圖 301）

2） 祿翟

揄翟, 搖翟이라고도 하며, 靑羅繡翟의 형태 

로 하는데, 等級은 9等이 있다. 素紗中單脯領 

은 또한 羅穀緣袖 및 邊을 한다. 蔽膝은 裳色 

을 따르며, 大帶는 衣色을 따르지만, 帶는 朱 

裡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위에는 朱錦을, 아 

래는 綠錦緣을 사용한 이외에 靑袜靑,舄과 나 

머지는 皇后가 입는 冠服의 격식과 같다. 冠 

은 九輦四鳳冠이며, 大小花가 각각 9枝이며, 

妃가 受册을 할 때 그것을 입는다. 皇太子妃 

는 또한 楡翟을 입는데, 그 大綬章採의 길이 

는 황태자와 같으며, 冠은 꽃의 수가 감소하 

였을 뿐만 아니라 龍飾이 없다. 受册과 朝會 

할 때 그것을 입는다.◎

3） 鞠衣

黃羅로 만들며, 蔽膝과 大帶 및 革帶 그리 

고 舄은 衣色을 따르며, 그 나머지는 襌衣와 

같다. 다만 翟文이 없다. 親蠶시 이 옷을 입는 

다. 狗

20） 李廷芝•柯夫編（1992）,「中國服飾大辭典」，山西人民出版社，p. 121.

羅穀…주름이 진 고운 명주,「細穀, 羅穀」등으로 쓰임.

【穀】古代平紋絲織物.質地輕薄，絲樓紆細.表面起繼紋，相當于近現代淨紗.名稱早見于先秦文獻，幷有出土實物 

存在. ’

21）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p. 282.

襌衣深靑質，織成五采翟文（卽雉），計用翟十二等，卽十二重行.內襯素紗中單，中單之領繡以航文（黑白®it 

文），幷以朱色羅毅緣油及邊.蔽膝隨裳之色.大帶隨衣色，裡用朱色而外側加滾邊，上用朱錦，下用綠飾滾之, 

帶結用素組，革帶用靑色，’殺以白玉雙佩，雙大綏綬及小綬三，小綬間施玉環三（章彩尺寸同皇帝），靑襪，鳥舄 

（一作靑舄），舄加以金飾.其冠卽用九龍匹I鳳冠，冠有大小花枝各爲十二枝，幷可左右各二博，爲皇后在受册時, 

朝謁景靈宮，朝會及諸大事服之.

22） 앞책, p. 283.

23） 앞책,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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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朱衣

緋羅로 만들며 蔽膝을 더하고, 革帶, 大帶, 佩綬, 襪, 錦飾履, 履는 또한 衣色을 따른다. 아 

침에 天子를 알현할 때나 乘輦할 때 입는다. 常視事 같은 때에는 大帶, 綬（혹은 去綬）, 錦飾 

履, 去蔽膝革帶, 佩가 있으며 , 머 리 장식 은 十二枝를 쓴다.&

5） 禮衣

《通禮》에, 釵鈿禮衣의 鈿은 十二鈿이며, 衣色은 雜色을 쓰고, 격식은 鞠衣와 같은데, 雙佩 

小綬를 더 하고, 손님 맞이 나 연회시 에 입 는다.2G

6） 常服

眞紅大袖衣는 紅色비단을 깃으로 하고 紅羅長裙, 紅霞帔, 藥玉으로 墜子를 만들고, 紅羅背 

子, 황색이나 紅色의 紗衫, 白紗禰褲, 服黃色裙, 粉紅色沙短衫 등, 이러한 종류의 복식은 신하 

（즉 각 품급의 命婦）와 차이가 없다.

上述한 각종 복식은 대체로 后妃의 복식에 속하며, 각 品의 명부는 常服을 제외하고 각 명 

부 모두는 禮服을 사용한 이외에도（곧 신하와 차이가 없다고 말한 바처럼） 나머지는 翟衣, 花 

釵冠으로서 政和년간의 의례국이 정한 1品에서 5品은 花釵의 많고 적음으로 차이를 두었으 

며, 5品이하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응당 花釵가 品을 따라서 감소하였으나 별 차이가 없었다. 

26）

7） 霞帔

앞뒤로 두 갈래로서, 위에는 鳥禽紡文이 있으며, 皇后 등은 龍鳳을 쓰고, 続文은 命婦의 품 

급에 따라 정하였다. 앞에는 3尺을 늘어뜨렸으며, 두 갈래가 합쳐지는 뾰쪽한 끝에는 墜子가 

하나 있는데, 곧 본문 가운데에서 말한「藥玉爲墜子」는 이것이다.小

8） 舄

두꺼운 바닥의 신발로서 나무를 신발속에 넣어 다시 바닥을 만들었다. 古代에 祭服에서 사 

용하는 것을 소위 舄이라고 하며, 대개의 舄의 색깔은 모두 裳色과 같고, 天子는 赤色舄을 신 

고, 부인의 舄은 옷 색과 비슷하며, 命婦는 검은 舄을 위주로 하였다. 그래서 검은 舄은 襌衣 

에 맞추었고, 靑舄은 楡翟에 맞추었다.狗

宋代 后妃의 衣는 숭상하는 靑色을 많이 사용하였고, 또한 靑襪과 靑舄을, 舄은 金飾을 하

24） 앞책, p.283.

25） 앞책, p.283.

楡翟或作揄翟，搖翟，用貴羅繡翟之形編次于衣九等.內親素紗中單航領，幷以羅穀緣袖及邊.蔽膝隨裳色，大帶 

隨衣色，帶不用朱裡，僅上用綠錦緣其外，靑襪靑舄，餘同皇后冠服之制.其冠九翠四鳳冠，大小花各九枝，爲妃 

受册服之.皇太子妃亦服襁翟，其大綬章採尺寸與皇太子同，其冠花珠減少及無龍飾.受册，朝會服之.

26） 앞책, p.283.

27） 앞책, p.283.

霞帔前後二條，上有

28） 앞책,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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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9） 하고 있다.

后妃의 襌衣에는 靑襪과 靑舄을, 舄은 金飾을 하였고, 命婦의 襌衣에는 黑舄을 착용한 것이다.

2. 命婦의 服飾

命婦라 함은 天子로부터 봉호를 받은 婦人을 일컫는다. 命婦의 제도는 唐制에 따르면 皇帝 

의 妃，嬪 및 皇太子의 郞娣이하를 內命婦라 하고 公主 및 王妃 이하를 外命婦라 하였다. 여 러 

관리들의 처, 모친도 外命婦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命婦의 品級은 그 남편이나 아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데,《宋史 • 輿服志》에는 "命婦에는 이미 9等의 이름이 있으나, 服制에는 

아직 명칭이 없어서, 詔에 관리들은 그 남편의 직위와 봉급에 따라 그 服飾을 정하라고 하였 

다.”라고 실려있다.3。＞

政和년간（1111〜1118）에 命婦의 服飾을 정하였는데, 머리장식은 花釵冠으로 하였는데, 冠 

은 귀밑머리에 寶錮•飾을 하였으며, 服飾은 翟衣로 靑羅繡로 만든 翟이며, 그 순서는 衣와 裳 

의 制이다. 第一品은 花釵가 9珠로서, 寶錮이 數가 花의 數와 같으며, 繡놓은 翟은 9等이다. 

第二品은 花釵가 8珠로서 翟은 8等이다. 第三品은 花釵가 7珠로서 翟은 7等이다. 第四品은 花 

釵가 6珠로서 翟은 6等이다. 第五品은 花釵가 5珠로서 翟은 5等이다. 翟衣가 속옷인 素紗中單 

은 SS領, 朱裸（袖）, 禳은 羅穀을 통상 쓰고, 蔽膝은 裳色과 같은데, 縄色（醬色이나 靑赤色）으 

로 領緣을 만드는데 아름다운 무늬를 더하고, 여러 마리 翟으로 장식을 하였다. 大帶나 革帶, 

靑襪과 舄 그리고 佩綬를 첨가하였다. 受册과 從蠶의식을 치를 때 입는 服飾이다. 5品 이하 命 

婦들은 이러한 의식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원인일 것이다.

3. 婦女의 日常服飾

宋代 婦女의 通常의 服飾은 귀족 婦女가 평상시에 입는 의복을 포함하고, 대다수가 상반신 

은 襖，襦，衫, 背子, 半臂, 背心, 抹胸, 裏肚 등을 입었으며, 하반신은 裙子, 褲를 입었는데, 이는 

가장 보편적인 옷차림이다. 당시의 옷의 재료는 羅, 糸少, 錦, 綾, 穀, 絹 등이며, 毛織物은 별로 

보이지 않고, 棉布는 역시 보편적 이지 않았다. 棉花를 심는 것과 紡織하는 것은 宋初에 千閩, 

廣 및 西南地域에 극히 한정되어 있었으며, 長江以北은 아직 보편적이지 않았다.《輟耕錄》에

29） 黃輝（1993）,「中國古代人物服飾與畫法」，p.125.

身穿靑衣，以翟爲紋（翟也是雉），作爲領袖之緣飾.宋代后妃之衣，多崇用靑色，其裳與蔽膝也多隨衣色，白玉 

雙佩，黑組雙大綬，施玉杯，靑袜，靑舄，幷加金飾，這種服式很少服用，只在受册，朝拜景灵宮時才服用.

30） 앞책, p.282.

一.命婦冠服

命婦的制度，按唐制是皇帝的妃，嬪及皇太子良娣以下爲內命婦;公主及王妃以下爲外命婦.此外，各類品官的 

妻，母，也是屬於外命婦.一般來說，命婦的品級視其夫及子.《宋史•輿服志》載「至於命婦已厘九等之號，而 

服制未有名稱，詔言有司視其夫之品秩而定其服飾」.

31） 앞책, p.282.

《宋史.輿服志》載：「后，妃之服，一曰緯衣，二曰朱衣，四曰鞠衣」.又載;皇太子妃有楡翟，鞠衣.至乾道問，定皇 

后惟備緯衣，禮衣，妃備楡翟.皇后，妃服大袖生色領，長裙，霞帔玉墜子，背子生色領，皆用絳羅，其服與臣下 

無異.

政和間定命婦服飾，首飾以花釵冠，冠有兩博鬚可寶鈿飾，服翟衣，貴罹繡爲翟，編次于衣及裳之制.其第一 

品花釵九株，翟七等；第四品花釵七株，翟七等；第四品花釵六株，翟六等；第五品花釵五株，翟五等.翟衣內襯 

素紗中單帰領，朱標（袖），樸（衣緣），通用羅穀，蔽膝同裳色，以纖（醬色，靑赤色）爲領緣加以文繡，重翟爲章 

飾.大帶，革帶，爲，加佩綬.在受册，從蠶典禮時服之（春蠶將育，后服之以吿先帝養蠶）.至於五品以下命婦之 

服，制闕.大致是五品以下命婦參與這種典禮機會不多的原因.這是命婦服飾之槪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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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宋江黃道婆同記》에서 이르기를 江南一帶는 元代에 비로소 杆彈, 紡織法을 사용하였 

으며, 후에 점점 확대되었다. 宋나라 때의 絲織物은 전대의 기초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지혜와 

근로실천에 힘입어 더욱 새롭게 발전했으며, 花色品種도 더욱 적지 않게 증가하였다. 자수기 

술 역시 새롭게 발전하여, 자주 服飾에 응용하였다. 예를 들면《武林舊事》에 실린 송대 后妃 

들이 친척들에게 나누어 준 물건 가운데에는 畫領, 刺繡領 등이 있다.《老學庵筆記》에도 褲는 

繡를 놓은 것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白地白繡와 鵝黃地鵝黃繡 등으로, 裏肚는 

곧 紫地鳥繡 등이다. 이러한 刺繡와 綾 • 羅 • 紗 • 絹 • 織錦 • 克絲 등은 모두 실물의 遺物이 

있으며, 최근에도 출토되고 있다. 故宮博物院 織繡館에는 錦袍, 龍鳳, 印花羅, 繡羅袜胸, 綾繡 

衣, 裙 등이 진열되어 있다.釦

당시의 관리 귀부인은 모두 당시 상황에 적당한 花紋을 입었다. 邵伯溫「河南邵氏聞見錄」 

에 “張貴妃는 일찍이 정월 보름 단문에서 잔치를 했는데 등농금을 입었다（張貴妃又嘗侍上元 

宴干端門, 服所謂燈籠錦者）”洶라고 기술하고 있다.

上元燈節에 燈籠錦을 입고 기타 4시절기에는 잘 어울리는 복식을 입고 장식을 하였다. 陸游 

는「老學庵節記」가운데에 “靖康初, 京師織帛 및 부인 수식 의복은 모두 4철을 따라 갖추었다 

절기의 물품인 즉 春擒, 燈毬, 競渡, 艾虎, 雲月과 같은 것이다（淸康初, 京師織帛及婦人首飾衣 

服, 皆備四時, 如節物則春攝, 燈毬, 意渡, 艾虎, 雲月之類.）”라고 하였다• 辛葉疾은「靑玉案, 

元夕」가운데 "머 리 의 아아, 비녀 아래로 드리 운 황색의 금실, 웃음이 가득한 가운데 그윽한 

향기 점차 흩어지고（蛾兒雲柳黃金縷, 笑語盈盈暗香去广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모두 경치를 

쓰고 있는 가운데 송나라 때 절기에 따르는 장식품을 그리고 있다. 얼굴의 화장은 역시 부녀 

7} 하는 것으로 그 화장의 정도는 唐에 미치지 못하였다. 歐陽修의 詞에, "이른 아침 발을 걷 

으니 서리가 가벼이 내리고 손으로는 매화장을 그리네（淸晨帘幕卷輕霜, 呵手試梅粧）”라고 묘 

사하고 있고, 또「宋微宗宮詞」가운데 "궁인이 수양장을 배우려고 해（宮人思學壽陽粧）”라고 

묘사하였다. 여자 服飾의 衣裳, 衣料, 被褥을 포괄하여 내적인 실질적인 자료는 福州南宋黃昇 

墓의 300여 가지의 유물들이 가장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嚴

1）襦
襦와 襖는 서로 비슷한 옷인데, 형식은 비교적 짧고 간단하다.《급취편》注에서 이르기를, 

「短衣를 襦라 하고, 무릎 이상으로서, 일설에는 짧고 허리를 두른 것을 襦라고도 한다」라고 

하였다.《說文》에서도 이르기를,「짧은 옷（短衣） 이다」라고 하였다.

襦에는 單複, 單襦가 있는데, 衫과 비슷하다. 宋代의 襦는 모두 上半身에 입었는데, 비교적 

짧고 간단하여, 아래는 裙子를 입 었다. 宋나라 사람의 詩詞에,「龍腦의 香을 진하게 쐬여 수놓

32） 앞책, p.284.

33） 陳戌同（1993）,「中國歷代衣冠服飾制」，P.163.

邵伯溫《河南邵氏聞見泉》卷二云：
張貴妃又裳侍上元宴于端門，服所謂灯宪錦者.上元灯節時服灯鏤錦，其他四時節服用的花様也都具略•

34） 沈從文（1981）,「中國古代服飾硏究」，P.333.

捺戌同（1993）,「中國歷代衣冠服飾制」，P.163.

陸遊《老學庵茗記》卷二云 _
靖康初，京師織帛及婦人首飾衣服，皆備四時.如節物則春旖，灯毬，竞渡，艾虎，云月之類；花則桃，杏，荷花, 

菊花，梅花.皆幷爲一景，謂之"一年景”.

35） 花梅著，朴聖實，李秀雄譯，「中國服飾史」，耕春社，1992, pp.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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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簪釵를 꽂고, 短襦와 長裙을 착용하고 披扌帛을 두른 貴婦女와 袍를

착용한 侍女（「中國歷代服飾」, p.l91.（圖336）

은 襦」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襦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色相은 통상적으로 

紅 . 紫色을 위주로 하고, 黃色을 그. 다음으로 하는데, 귀족은 錦과 羅 혹은 자수를 더하였다. 

一般婦女者들은 白色은 사용할 수 없었고, 褐色毛緞과 연갈색의 帛으로는 의복을 만들어 입 

을 수 있었다.‘後

襦는 女人들을 위한 平常服으로, 전에는 속옷의 일부이었다. 唐時代 이 짧은 襦는 한때 女 

人들을 위한 중요한 上衣이 었다. 이 襦는 별다른 변화없이 宋時代에 착용되 었다. 그리고여인 

들을 위 한 平常服으로 使用되 었다.

襦가 꼭 맞았기 때문에, 그것은 作業服으로 편리 하였으므로 下層階級의 女人들 사이에 대 

단히 인기가 있었다.

단지 襦의 祉의 位置는 선택에 따라 그것의 位置가 정해졌다.

주로 北의 Khitan과 Nuzhen 소수민족들의 영 향에 의하여, 襦의 여 밈은 右袱 또는 左祉 양 

쪽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3"
短襦의 양식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전국시대에 출현하였고, 대부분이 裙腰의 안에 매 

었다. 이 시기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휘감는 추세였고, 오늘날 한국사람들이 입는 短襦와 같았

36）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p.284.

字云!也說：「短衣也丄襦有則近乎杉，複襦則近襖，而襖則大多有夾或內實以棉絮的.古代作爲內衣襯服之 

用，牛所甲燕服也.宋代的襦，襖都作爲上身之衣着，毅短小，而其下則有裙子.如宋人詩詞中有「罷腦濃重小繡 

项严J襦財是.顏色通常以耳，紫爲主，黃次之，貴者用錦，羅或如剌繡.一般婦女則規定不得用白色，褐色毛緞 

和淡褐色匹帛制作衣服.據記載說有一個專爲貴族家作菜美的廚娘，她初到貴族家時猶着紅衫翠裙當入廚房 

工作時便更換團襖閏裙，，銀索營脯的裝束（註八），足是襖是通常的一種衣着.
37） Zhou Xun, Gao Churning,「5000 Years of Chinese Costume^, p.l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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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裙腰가운데를 매지 않았다.堀

• 宋代에서는 上下를 막론하고 婦女子의 通常上衣로 展開直垂型 窄袖인 襦（衫, 襦, 襖）가 着 

用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벽화 인물복식에서 볼 수 있는 

襦（短衣）와 같은 점이 많아 宋以前에 있어서의 복식문화 교류관계를 생각하게 하며, 西周時 

代의 出土品에서 볼 수 있는 筒襦短衣 着用은 趙武靈王 胡服 採用以前에 漢民族間에 이미 西 

周時代부터 胡服이 着用되고 있었다는 說을 상기하면서 宋代의 窄袖短衣의 一般化가 무리가 

없고 우리나라 高麗時代 服飾 역시 통일신라시대의 복식에 따랐다 하니 같은 경향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39〉

그러나 兩宋 때의 통치사상은 理學이며 이 理學의 철학체계가 미학이론에도 영향을 끼쳐 宋 

나라 때에 理性의 美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는 흰 담장, 검은 기와가 본 바탕색이 

되었고, 회화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水墨淡彩였으며, 도자기에 있어서는 單色釉가 뛰어났다.

또 服飾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당나라 때의 농염하고 화려한 색채의 반 

동으로 淡雅하고 고요한 기풍을 이룩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복식의 간단, 소박, 청결, 자연스 

러움을 제창하였고, 또 지나치게 호화로운 것을 반대하였다.心

또한 宋의 崇寧 大觀년간（1102〜1107）에 부녀자들은 上衣가 짧아지고 좁아지는 경향이었 

다. 宣和 靖康년간의 사이（1119〜1126）에, 이 시기의 부녀자들의 上衣는 꽉 조이는 추세였다. 

또 上衣는 전후좌우 주름이 사방솔기를 틔우고 끈으로 가장자리를 묶어서, 당시에는「密四 

門」이라고 하였다. 小衣로 몸에 달라붙었는데, 전후좌우 사방솔기에 또 가장자리를 둘러「便 

當（편리함을 위주로 한다는 뜻）」이라고 하였으며, 또는「任人便（사람의 편의에 맡긴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裁斷양식을 紹興（1311년） 이후에 이르러 풍기가 점차 제한되었 

다. 그러나 景定（1260년） 이후에 이러한 형식은 다시 회복되었다.疝

宋代의 窄袖短衣의 樣式은 胡服의 영향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 以上의 두가지 이유로 인해 

窄袖短衣의 様式이 형성되어 유행되었다고 추정한다.

2）襖

襖는 襖와 비슷한 복식이며 또한 複襦도 襖와 비슷한더）, 襖는 대체로 두겹이거나 혹은 속이 

棉絮로 되어 있다. 고대에는 內衣襯服으로 사용하였는데, 바로 소위 燕服（私服, 微服）이다. 

기록에 의하면, 귀족의 집에서 야채국을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방여자는 처음 귀족 

의 집에 갈 때는 紅衫翠裙 같은 것을 입고 갔다가, 부엌에 들어가 일을 할 때는 즉시 團襖圍裙 

으로 바꿔 입었고, 銀索攀膊으로 묶었으며, 다리가 보이는 襖는 통상적인 옷이다.必

38） 華梅朴聖實李秀雄，「中國服飾史」，p.156.

39） 朴京子 （1989）,「福州南宋黃昇墓」, 出土服飾硏究”,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소.

40） Zho Xun, Gao Clunming, 앞책, p.106.

41）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pp.285-296.

42）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丄p.284.

襦，襖襦與襖是相近似的衣着，形式比較短小.《急就篇》注云；'■短衣曰襦•自以上，一曰短而施腰者襦」.《說 

文》也說：「短衣也丄古代作爲內衣襯服之用，卽所謂燕服也.宋代的襦•襖都作爲上身之衣着，較短小，而其下 

則有裙子.如宋人詩詞中有「龍腦濃熏小繡襦」的紬就是.顏色通常以紅，紫爲主，黃次之，貴者用錦，羅或加剌 

繡.一般婦女則規定不得用白色，褐色毛緞和淡褐色匹帛制作衣服.據記載說有一個專爲貴族家作菜美的廚娘, 

她初到貴族家時猶着紅衫翠裙，當入廚房工作時便更換團襖圍裙，銀索摩膊的裝束（註八），足見襖是通常的一 

種衣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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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索攀膊은 노동자가 행동을 편이하게 하기 위해 줄 한가닥을 목에 걸어 양쪽 소매를 올린 

것으로,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 廚娘이 銀索攀膊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일반인 것 

（끈）과 廚娘의 것（銀）은 다르다.0

3） 衫

衫은 홑것으로서 또한 소매가 비교적 짧고, 송대 부녀자들의 삼은 모두 가볍고 얇은 옷감과 

옅고 투명 한 색을 위주로 하였다. 송나라 사람의 詩詞에「가벼운 衫이 몸을 감싸고 향라가 푸 

르다」라는 싯구나「우사삼은 미완성이고」, 또는「엷은 비단의 삼자, 엷은 치마」,「가벼운 삼 

옅은 분홍」등의 싯구는 모두 삼의 얇고 가벼우며 색깔의 옅음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衫은 부 

녀자들이 통상적으로 입었던 上衣이며, 이는 궁중에서 평상적으로 衫을 입었으며, 황색 및 분 

홍색의 紗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严〉

4） 背子

直領對襟이 위주이며 前襟은 絆紐를 달지 않았고, 소매는 넓고, 좁은 두가지 형식이 있었다. 

衣長은 무릎에 가지런하고, 또 무릎위까지 오며, 아니면 무릎을 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복숭 

아뼈까지 오는 것 등 몇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길이는 같지 않았다. 그 밖에 좌우 겨드랑이 밑을 

길게 텃으며, 아마도 遼服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지만, 또한 옆을 트지 않은 것도 있었다. 송나라 

때 위로는 皇后貴妃로부터 아래로 노비, 시종, 광대, 악인 및 남자가 한가로이 거할 때 모두 즐 

겨 입었는데 편안하고 典雅한 아름다움을 취하였다.妁 송대의 부녀복식 가운데 背子가 가장 특 

색이 있으며 송대 남녀가 모두 입었고 더욱이 예복으로 성행하였던 복식이다.“,

이 트임의 길이는 60.96 cm（2 feet） 이상으로 양측에 트였으며, 다른 의복에서는 거의 보이 

지 않는 형태이다.初

. 窄袖袍는 宋代 貴婦가 연회에 참석할 때나 外出時에 입는 일상복으로 北宋 末期 宮庭畫院 

畫家 劉宗古가 그린 “瑤台步月圖”중의 仕女가 입고 있고, 山西晋祠聖母殿의 侍女塑像外衣와 

河南百沙 宋墓壁畫女主人의 服飾, 常州市南宋墓出土漆器上의 刻畫의 仕女圖, 福州南宋墓出 

土의 壽山石雕女侍傭이 모두 合領對襟窄袖袍를 겉에 착용하고 있다. 이들은 兩襟이 벌어져 

있고 領, 襟, 袖, 下罷緣 및 옆터짐에 모두 花邊이 대어져 있다.，"

大袖袍와 窄袖袍는 服飾說計 및 細部장식이 매우 비슷하다. 이것으로 窄袖袍는 宋代에 盛 

行한 貴婦의 服飾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三才圖會에 의하면 北齊의 襖子에서 발전해 내려온 것 

이라 설명 했다. 그러나 王宇淸은 大袖는 皇后嬪妃의 常服에서라고 하며, 兩袖가 寛大하고 貴 

族婦女子의 禮服이며 一般婦女子는 입을 수 없었고 背子로 代用하였다고 한다.物

43） 沈從文（1981）,「中國古代服飾硏究j, p.314.

得知勞動人民爲便於操作，經常把一條繩索搭在頸項間，兩頭繁定，袖口摟上，是一般習慣.說廚娘用銀索攀膊, 

表示與衆不同而已.

44）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p.284.

45） 華 梅，「中國服飾史」，p.155.

46） 앞책, p. 155.

47） Zho Xun, Gao Chunming,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중국 학림 출판사, 1987, p.119.

48） 朴京子，「福州南宋黃昇墓丄出土服飾硏究，生活文化硏究，第三輯，1989, p. 6.

49） 王宇淸，1■中華服飾圖會」，世界地理叢書，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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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의 婦女窄袖袍는 王宇淸이 胡服化된 袍라고 하였으며, 窄袖袍는 背子라 하고 背子는 半 

臂라고 하니 통일신라시대의 興德王服飾禁制에 眞骨大 等에서 四頭品까지의 男女가 半臂를 

입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高麗時代에도 男女가 이러한 窄袖袍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朝鮮時代 옆트인 여러 가지 袍와도 關係가 있을 것으로 본다.効

5） 大袖

大袖服은 원래는 皇后, 嬪妃의 常服이였다. 두 소매가 폭이 넓어 大袖라 한다.《宋史輿服 

志》에 의하면, “이는 常服, 后妃大袖라 한다” 이후에 민간에 전하여 貴婦人의 예복으로 되었 

다.《朱子家禮》에서는 이렇게 기재되었다. 大袖는 지금 婦女들의 두루마기인데 폭이 넓고 길 

어, 길이는 무릎에 닿았고 그 소매는 한자 두치나 되었다. 또한 櫻妾들은 背子를 大袖代用으 

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등급이 낮은 婦女들은 大袖를 입지 못하고 背子로 대신하였다.泌

6） 半臂

원래는 무사의 服飾이며 소매가 짧기 때문에 半臂라고 지칭하였다. 唐의 여인이 즐겨 입었 

고 宋代의 男子는 안에 입 었고, 여자는 겉에 입 었다.

7） 背心

소매가 없고 補禰과 비슷하였다. 半臂, 背子 등과 마찬가지로, 모두 通對襟이었고 그 구별 

은 半臂에 袖長을 가하면 背子가 될 수 있고, 半臂에 소매를 떼어내면 背心이 된다. 補檔의 어 

깨부위 에 絆을 가하는 것이 같지가 않다.

8） 袍

일반적인 부녀자들이 통상적으로 입었던 것은 아니며, 대체로 內廷 및 歌樂하는 여자 무리 

들이 입었다. 송대 공주가 시집을 갈 때 궁녀들이 紅羅銷金袍帔를 입었으며, 혹은 연회시에 

가악하는 자들이 입었다.

9） 圍腰,腰巾

宋代 부녀자들과 남자들은 같이 허리에 腰圍를 둘렀는데, 그 색이 尙鵝黃이어서「腰上黃」 

이나, 혹은「邀上皇」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燼余錄》가운더】,「《宮中卽事長短句》에서「漆 

冠은 桃色을 썼으며, 圍腰尙鵝黃이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다. 또한 허리에 靑花布巾으 

로 매기도 하였다产＞

10） 抹胸，裏肚

抹胸（혹은 袜胸）과 髮肚는 모두 속에 입는 내의이다.《格致鏡原 • 引胡侍墅談》어】,「粉紅袜胸, 

眞紅羅髮肚라는 구절이 있는데, 곧 당시 말흉과 과두는 다른 두가지로서 과두는 길고 말흉은 비

50） 王宇淸, 앞책, p. 177.

51） 周汎，高春明，「中國歷代服飾」，p. 188.

52） 앞책,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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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袜胸은 또한 밖에 입는다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山家新語》 

에「宋末에 … 각각 袜胸으로 목졸라 죽였다」라고 실려 있다. 만약 가슴에 닿는 작은 抹胸으로는 

아마도 목졸라 죽일 수 없으므로 비교적 길고 넓은 띠로 외의로 입는 것이지, 내의의 작은 말흉이 

아닐 것이며, 抹胸과 囊肚는 마찬가지로 內衣이지만, 다만 大小의 구별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逸雅》에 의하면, 배의 위 아래를 두르는 띠가 있는데, 배를 두르는 것은 응당 裹肚이다.湖

11） 披畫帛과領巾

宋代시인의 시구 가운데에는 領巾이라는 이름이 있는더］,「輕衫束領巾」같은 것이다.《宋稗 

類鈔》에는「王岐公이 한림에 있을 때 … 천자가 크게 기뻐하여, 좌우의 궁녀로 하여금 각각 

領巾과 裙帶 혹은 團扇, 手帕에 글을 쓰게 하였다」는 구절이,《奩書 • 引庚溪詩話》에는「東坡 

가 화창한 날에 취하고… 기녀는 領巾을 가지고 시 한수를 부탁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으며, 

또 謝希孟 역시 기녀의 領巾을 가지고 詞 한편을 썼고, 李元膺 역시「꽃 가지 사르르 떨고, 領 

巾을 길도다」라는 싯구가 있다.

이는 領巾이 비교적 긴 물건이어서 마땅히 당대의 披帛이라 할 수 있다.3

12） 裙

裳은 곧 裙이다. 宋代 婦女子들의 裙子는 대부분 羅紗를 위주로 하고, 또한 刺統가 있거나 

菴畫를 이용하며, 혹은 銷金을 이용하고, 혹은 暈裙을 사용하는데, 귀족부인들은 심지어 裙 

위에 眞珠를 달아 장식하였다. 송나라 사람의 詩詞 가운데 당시 귀족 부녀자들의 裙을 묘사하 

면서「쌍나비가 수놓아진 비단」,「진주 치마（珠裙） 주름주름 가볍게 드리워지고」라는 싯구가 

있다.《몽량록》에는「시집가고 장가가는 집 또한 銷金大袖를 보내고, 黃羅銷金裙段, 紅長裙 

등의 예물을 보냈다」라고 실려 있다. 또한 鬱金香草로 裙을 염색하여 만들어, 鬱金의 색과 향 

기가 나게 하였다.盼 （張泌의《粧樓記》에「鬱金은 향기나는 풀이다. 부인들의 치마를 가장 선 

명하게 염색하는데, 염색하면 약간의 鬱金의 향기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송나라 때 부녀 

자들의 裙子의 길이와, 치마를 매는 裙帶는 모두 아주 길게 늘어뜨렸는데, 예를 들면,「앉으면 

裙帶는 纖草를 잡아 당기고, 걸어 다닐 때는 치마가 떨어진 꽃을 쓴다」라는 구절과「수 놓은 

띠보다 긴 것이 없다」그리고,「비단 치마 위에 두마리의 鸞새가 짝지어 J 등의 구절이 있는데, 

모두 당시 裙과 裙帶가 길었음을 묘사한 싯구이다.

裙의 색은 紅, 綠, 黃, 藍, 靑 등이다. 그 가운데에는 특히 석류 꽃처 럼 붉은 치마색이 가장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러한 紅裙은 대체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주로 입었다. 당시 石榴裙 

에 대한 싯구도 특별히 많은데, 예를 들면,「석류꽃은 춤추는 치마의 붉음만 같지 않았다」라 

는 구절이나,「裙은 석류꽃으로 염색하였다」,「石榴裙은 가늘고 긴 腰帶를 하늘하늘하게 두르 

고」등이 다. 또 색 상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푸른 비 단치마 상강물이 얕아」,「풀색 이 하

53） 周錫保，r中國古代服飾史」，p. 285.

54） 앞책, p. 285.

55） 여러 색깔을 섞어서 마치 剪絃같으며, 다른 색과 잘 섞였다.

56） 張泌，「粧樓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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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에 닿으니 초록색이 치마 같고」,「연한 藍色 衫子에 살구빛 노란 치마」는 모두 宋代 裙子의 

색에 대한 싯구들이다. 靑裙에 대해서는 대체로 나이가 비교적 많거나 들일과 밭일을 하는 부 

녀자들이 입었던 것으로, 푸른 치마를 입고 농가로 돌아가고」와 같은 싯구나, 蘇軾의 시에 

「주인은 백 발에 푸른 치마」라는 싯구 등이 있다.釘

裙에는 六幅, 八幅, 十二幅이 있다. 또한 주름이 많은데, 특히 춤출 때 입는 裙에는 접어진 

주름이 많은데, 주름이 많으면, 춤을 추면서 돌 때 더욱 빙빙 도는 자태를 느끼게 한다. 五代 

때의 千鶴裙의 영향은 송대에도 이러한 褶裙이 전해져 宋代의 시인들은「치마 가는 주름은 마 

치 눈주름과 같고」라는 싯구는 치 마의 가벼움과 주름의 많음을 형용한 것이다. 오늘날 福州南 

宋, 黃昇墓에서 출토된 裙은 대체로 6幅인데, 다른 하나는 側面의 두片에 주름을 잡지 않은 이 

외 에 나머지는 모두 가는 주름을 중첩시켰으며, 각 片은 15褶이며, 계산하면 모두 60褶으로 

서, 귀족부녀자의 주름은 더욱 많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宋代 부녀자들이 당나귀를 타고 나들이 할 때 또「旋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앞뒤로 틔여 

져 있어 말을 탈 때 편하다. 이러한 旋裙은 京都의 기녀들에게서 처음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 서로 모방하게 되었다. 궁중에서 궁중의 妃嬪등은 모두 앞뒤가 막혀 있 

는 裙을 입었는데, 길고 둥글게 둘러져 있어서「趕上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裙은 일반적인 

裙과 달라서 당시에는 기이한 복장으로 여겼다.

또한 金東旭의 增補韓國服飾史에 女子의 裳은 傳統的인 高句麗의 裳에서 발달하고, 다시 

唐의 裙이 들어와 貴婦人條의 黃絹裳（秋冬） 등으로 發展하고 婢妾條에 나오는 旋裙은 八幅으 

로 만들고 이를 휘둘러 이를 옆구리에 끼는 얼마전 兩班婦女와 妓女가 입고 있던 치마와 그 

제도가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 있다.

金英淑의 韓國服飾史辭典어〕, 旋裙을 고려시대 천민계급의 부녀자들이 입던 치마, 8폭으로 

만들며 길이도 대단히 길어서 부녀자들이 步行時 겨드랑이에 끼고 다녔는데 여러 겹 중첩되 

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華梅의「中國服飾史」에 치마양식 가운데 또한 치마의 양변, 앞뒤를 터놓은 旋裙이 있었는 

데 말타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처음에는 도성의 기녀들 가운데 유행하였고, 뒤에 사 

대부, 서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다시 발전하여 越上裙이란 長裙의 양식을 창출하 

였다고 한다.

宋代婦女驪出行時에 旋裙을 입었으며 前後가 열려 乘騎에 편하였다고 한다. 旋裙着用은 京 

都女妃로부터 始作되 었으며 後에 는 一般士大夫家에서도 입 었다 한다.

그밖에 理宗朝 宮中妃嬪 等이 前後가 덮이는 裙을 땅에 끌리 게 着用하였는데「趕上裙j이라 

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 가운더〕, 周錫保의「中國古代服飾史」에 宋代 부녀자들의「旋裙」은 앞뒤로 틔여 

져 있어 말을 탈 때 편하다 하고 있고, 또한 華梅의「中國服飾史」에는 치마의 양변, 앞뒤를 터 

놓은 “旋裙”이 있었는데 라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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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周錫保（1983）,「中國古代服飾史」，p. 285.

裙的顏色有紅，綠，黃，藍，靑等色，其中尤以紅如石榴花的裙色最惹人注目.這種紅裙大抵以歌伎樂舞着者爲 

多.當時對石榴裙的詩句也特別多，如：「榴花不似舞裙紅」；广裙染石榴花」；* 1■石榴裙束織腰袅」等.其他顏色如：

1■碧染羅裙湘水淺」；「草色連天綠似裙」；「揉藍杉子杏黃裙」，都是對宋代裙子顏色的詩句.至于靑裙，大多是爲 

一般年領較大或在田野操作的婦女所繁束，如「靑裙田拾婦」;蘇軾詩：「主人白髮靑裙袂」等句.



전자, 후자 모두 앞뒤가 틔여져 있음은 같으나 華梅의「中國服飾史」는 양변과 앞뒤를 터놓 

은 것이 旋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周錫保, 華梅의 공통점은 앞뒤가 트였다고 하고 있어 말을 타는데 편리하기 위해 앞과 뒤가 

트인 일종의 衣裳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高麗의 旋裙 또한 宋의 旋裙様式에 영향이라고 본다.

宋代의 裙은 褶調裙, 單裙（中央重幅裙）, 旋裙, 夾裙, 趕上裙의 種類가 있어 그 使用이 用途 

에 따라 多様했으리라고 생각되며, 褶禍裙의 경우 우리나라 三國時代의 高句麗 壁畫에서 볼 

수 있는 婦女의 基本服飾이다.

宋代의 褶禍裙의 형태, 구성, 소재, 색, 착장방법 등은 우리나라 朝鮮時代와 現代의 치마와 

거의 同一하다. 노인, 부녀 또는 농촌의 농녀들은 대부분이 심청색의 치마를 입었다. 치마의 

재료는 紗羅가 위주이며 도안을 수놓거나 주옥을 점철시켰다.

치마의 양식 가운데는 또한 치마의 양변, 앞뒤를 터놓은 “旋裙”이 있었는데, 이것은 말타기 

에 편리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처음에는 도성의 기녀들 가운데 유행하였고, 뒤에 사대부, 서민 

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다시 발전하여 “趕上裙”이란 長裙의 양식을 창출하였다.

宋代는 모두 약 300여년의 역사가 있다. 부녀자들의 복식은 시간의 전이와 함께 변화가 있 

었다. 예를 들면 崇寧 • 大觀년간（1102〜1107）에, 이 시기의 부녀자들은 上衣가 짧아지고 좁 

아지는 경향이었다. 宣和 • 靖康년간의 사이（1119〜112们에, 이 시기의 부녀자들의 上衣는 꽉 

조이는 추세였다.《宋微宗宮詞》에「꽉 조이는 羅衫을 玉肌라고 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당 

시 옷 양식의 추세를 형용한 것이다. 또 상의는 전후 좌우 주름이 사방 솔기를 틔우고 끈으로 

가장자리를 묶어서, 당시에는「密四門」이라고 하였다. 小衣로 몸에 달라붙었는더】, 전후좌우 

사방솔기에 또 가장자리를 둘러「便當（편리함을 위주로 한다는 뜻）」이라고 하였으며, 또는 

「任人便（사람의 편의에 맡긴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裁斷양식은 紹興（1311년） 이후 

에 이르러 풍기가 점차 제한되었다. 그러나 景定（1260년） 이후에 이러한 형식은 다시 회복되 

었다. 이러한 풍기는 당시 內宮 및 閨房에서 처음 시작되어, 계속 위에서 유행되자 아래에서 

는 본받아 벽촌마을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 의복의 무늬에서도 일시적인 풍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靖康 년간（1119〜1126년）에 의복의 상의가 네계절의 물건 및 네계절 꽃 

의 문양으로 장식하였으며, 또한 山水문양도 의복에 장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또한 장식을 

증가시킨 일종의 풍습이다.58 59,

58）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pp. 285-286.

59） 華梅，朴聖實，李秀雄，「中國服飾史」，p. 159.

⑶褲，襌（棍）

漢族의 옛 褲는 禰이 없었기 때문에 裙을 겉에 입었는데 그 裙의 길이는 발까지 내려왔다. 

노동 부녀도 또 홑 合擋褲를 입었고, 裙은 입지 않았으나 그것은 마땅이 裙이라고 해야 할 것 

이다. 송대의 풍속화가인 王居正의「紡車圖」가운데에 아이를 안고 베틀 앞에 앉아 있는 젊은 

부인과 실을 고르고 있는 늙은 부인은 모두 束口長 을 입고 있다.河

고대의 褲는 褲檔이 없었는데, 褲檔이 있는 것을 輝이라고 하였다. 宋代 婦女子들의 褲는 

일반적으로 겉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겉에 裙子를 입어 裙을 두르면 대부분 길이가 발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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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 노동하는 부녀자의 것은 조금 짧기도 했다. 그렇지만 단지 褲를 입는 경우가 있긴 했 

으나 군을 입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都城紀勝》에는「중추절 전후의 술곳간은 새 술을 사기 

시작하고, 妓弟는 말을 타고 삼등 옷차림을 했는데, 그것은 三等의 冠子, 衫子, 檔褲였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곧 귀족이 아닌 그 아랫 계급의 부녀가 단지 福褲의 옷차림을 했다는 것 

이다. 송대의 褲子 위에는 꽃무늬 자수가 있었고 또한 福이 없이 입는 褲가 계속이었으며, 모 

두 裙안에 입는 褲를 가리키며, 福州 黃昇墓에서 출토되었다.m
福州 黃昇墓에서 출토된 褲는 3종류의 양식이 있다. 그것들은 홋바지, 겹바지, 솜바지 등이 

다. 褲는 絹으로 만드는데, 紗綾으로는 개별적으로 사용한다. 그 형태는 合檔褲, 開檔褲로 구 

분한다. 이 두형 의 褲는 花邊을 하지 않았다.沥

周錫保의「中國古代服飾史」에 "褲, 襌（一作棍） 古代褲是沒有檔的, 有-擋而小者 日襌”이라 

기록되었다.

그러나 先行硏究는 “襌은 가랭이가 짧은 것으로「잠방이」와 같은 것이었다”하고 있고 또 

한 “綽 :바지 가랑이 가 짧은 바지, 또는 바지 가랑이 가 없는 바지 라고 생 각하며 , 벽 화에 서 보 

면 壯士, 수문장, 力士, 씨름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다. 현재의 여름용 잠방이와 짧은 속고의라 

고 본다.

또한 쇠코잠방이「犢鼻襌」가 이규보 詩에「두안려분책（頭岸麗册幘）, 신서독비곤（身庶犢鼻 

緯）이 라 했고, 고려시 대 에도 있으며 , 中國에서는 漢代 短襌 • 犢鼻襌이 라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周錫保의「中國古代服飾史」에 고대에 褲는 褲禰이 있는 것을 襌 이라고 하였다河고 하고 있다.

14） 膝褲，袜

膝褲는 정강이에 걸리는 버선으로 下肢를 보호하는데 사용되었다. 袜子는 송대에는 羅綾으 

로 주로 만들었으며, 또한 발끝이 위로 구부러져 있어서「긴 근심에 羅袜을 신고 파도 위를 걷 

는 것처럼 아름답게 걸어 가네」와「오그라든 비단 버선 흰 반달 같이」라는 싯구는 모두 이러 

한 구부러지게 치켜올린 모양을 형 용한 싯구이다."〉

15） 鞋,履,靴

鞋子는 모두 紅幫으로 신발 겉을 만들었는데, 宋 • 蔣捷의 詞에「裙은 느슨하고 비취무늬 주 

름을 하고, 鞋는 매끄러운 홍방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幫은 여자 신발의 속면이다. 鞋의 앞끝 

은 뾰쪽하게 鳳凰새 머리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또 鞋子위에는 자수를 수놓아서 붉은 수 

를 놓은 鞋의 모양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또 靑色으로 한 것이 있다. 송나라 사람의 그림에 

〈捜山圖〉에서 그린 여자 鞋는 紅幫이고, 또한 봉황새 머리모양으로 치켜올려져 있다. 근래 福 

州의 南宋 • 黃昇墓에서 출토된 女鞋와 袜子 역시 치켜올려진 모양이다. 노동하는 부녀 역시 

평평한 끝과 동그란 끝으로 된 것이 있다. 남방지역의 노동하는 부녀의 다수는 蒲鞋를 신고 

있는데, 경작에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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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p. 286.

61） 周汎高春明，「中國歷代服飾」，p. 187.

62） 柳喜卿,「한국복식사」, 1975, p. 25.

63） 朴京子，「韓國服飾論政」，新丘文化社，1983, p. 198.

64）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p. 286.



송나라 宮人들은 또한 靴를 신고 있는데, 靴의 앞 끝은 봉황새 입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靴黝 

는 비단으로 짜져 있는 것이 있다. 歌舞하는 여자도 靴를 신었는데, 예를 들면,「비단 靴와 玉 

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휘날리는 눈발처럼 춤을 추네」라는 싯구가 있는데, 이는 곧 가무하는 

자의 신고 있는 것을 형용한 것이다• 靴도 紅幫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작은 馬로 멀리 짐을 실 

어나르는 두 시녀는 靑巾, 玉帶, 紅靴를 걸치고 있다」와「옥같이 아름다운 손가락에 소매를 

걷어부치 고 紅靴를 신고 있다」등의 싯구가 바로 이 것이다.甜

鞋는 提花羅로 面을 만들고 거칠은 삼베로 밑（신바닥）을 하는데, 신의 코는 굉장한 높이였 

다. 앞에는 가는 줄로 나비모양으로 맺었다.險

履 : 宋時代 여인들은 纏足이 유행되었기 때문에, 거의 靴를 신지 않았다. 靴를 신는다는 것 

은 아주 불편하였다. 여인들은 공단（satin） 또는 絹으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design을 한 履를 

신었다. 수놓아진 신발들 중에는 "稜羅履（procade shoes）”, "不死鳥履（phoenix shoes）”와 

“金糸履（gold thread shoes）”가 있으며, 시인과 수필가들은 이 신（履）들을 金蓮花（Gold lo- 
tus）로 불렀다."”

花梅의「中國服飾史」에 膝褲와 襪子의 형제가 있었는데 "오그라든 비단 버선 흰 반달 같이 

（一鉤羅襪素蟾弓）"라고 한 것은 그 재료를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대 여인 전족의 풍습 

을 설명하고 있다.「兩宋名畫」중에 잡극의 인물은 물론 그 전족의 형상을 남겨놓았다6" 하고 

있다.

그러나 宋代 宮人들은 靴를 신고 있는데, 靴의 앞 끝은 鳳凰새 입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靴 

는 織錦의 것이 있匸｝. 歌舞하는 여자도 靴를 신었으며, 靴도 紅帯, 紅靴 등이 있다.的

4.婦女服飾遺物

1）素羅大袖（福建福州南宋黃昇墓出土遺物）

黃昇은 젊은 귀부인이었는데, 왕조 宗實에 시 집을 갔던 것이다. 그녀가 서 거시는 십칠세였 

다. 그의 父親은 進士로 知州 • 市舶司의 직무를 담당했다. 이 직무는 泉州地方 정부의 주요 

관리였고, 대외무역의 통상권력을 갖고 있는 관리였다.

물론 黃昇본인은 무슨 명부의 칭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부친의 특유한 직무로 宦門閨秀였 

다. 그의 묘에서 대량의 매장물중에 완전한 의복이 약 200가지 되었다.

本圖에 展示된 복식의 모양은 그때 당시 귀부인들에 게 많이 유행되고 있는 大袖이다. 옷은 

홋겹인데 素羅로 만들었다. 앞길이는 （前身長） 120cm이고 後身長은 121cm이며 두소매의 통 

길이는 182cm이다. 옷의 재단법은 正裁法으로 재단하였고 따로 花紋을 한 깃을 달았다. 岀土 

한 정황으로 볼 때 이런 옷들은 대부분 겉옷으로 입었고 속옷으로는 입지 않았다. 黃昇이 입 

은 9가지 옷 중에 이 런 옷은 한점 뿐이 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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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앞책, p. 286.

66） 上海市戰曲學校中國服裝硏究編著，「中國歷代服飾」，p. 187.

67） Zhou Xun, Gao Chunming, r^°oYears of Chinese Costumej, p. 107.

68） 華梅，朴聖實，李秀雄 譯，「中國服飾史」，p. 159.

69） 周錫保，「中國服飾史」，p. 286.

70） 周汎•高春明，「中國歷代服飾」，p. 184.



〈그림 3> 素羅大袖（福建福州南宋黃昇墓出土遺物）, 

「中國歷代服飾」，pp. 184-185.（圖322）

〈그림 4> 紗鑲花邊背心 花紋의 領을 

단 背心 身長 70cm, 腰幅 44 
cm, 「中國歷代服飾」，p.
187.（圖 328）

2） 內衣

福州黃昇墓에서 출토된 服飾중의 하나 

이다. 內衣는 홑옷과 겹옷 棉衣로 나눈다. 

對襟窄袖의 양식이 통용되었다. 형태는 

背子와 같고 길이는 背子보다 짧았다. 옷 

깃은 모두 繡를 놓았다. 옷의 재료는 綾羅 

가 위주로 쓰는데 극소수는 絹을 사용하 

였다. 솜옷은 絹으로 만드는데 그 속은 絲 

棉으로 솜옷을 만들었다.加

3） 背心

福州黃昇墓에서 출토된 服飾中의 하나 

이다. 對襟에 소매가 없는 옷이다. 길이는 

옷과 같고, 질은 花羅로 만들고 두 깃에는 

각기 꽃문이 있는 것을 달았다.此>

4） 褲，襌（視）

褲는 3종류의 양식이 있다. 그것들은 

홋바지, 겹바지, 솜바지 등이다. 褲는 絹

71) 앞책, p. 187.

72) 앞책, p. 187.



〈그림 5> 牡丹花羅開檔褲（福州南宋黃 

昇墓出土遺物）通長87cm, 
腰74cm 「中國歷代服飾」, 

P. 187.（圖 329） 

으로 만드는데, 紗綾으로는 개별적으로 

사용한다. 褲의 형태는 合禰褲, 開檔褲로 

구분한다. 이 두형의褲는 花辺을 하지 않 

았다.

5）裙
裙은 두종류의 형식이 있다. 하나는 無 

禰의 치마인데 치마 면이 평탄하며 세폭 

으로 만들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름 치마 

이며（褶欄裙） 그것의 형태는 펼쳐놓은 부 

채와 비슷하였다. 위는 좁고 아래는 넓었 

다. 치마의 옷감은 질이 투명 한 羅紗로 하 

고 치 마 위 부분에는 金色花團을 새겼다.

V.結論

唐代服飾중 女子服飾이 당시 사람들의 

숭상하는 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날 사람들까지도 당대복식에 대단히 흥미 

를 느끼 게 되 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 

하게 하고 심취하게 하였으며, 그 색채는

〈그림 6> 印花羅褶禰裙（福州南宋黃昇墓出土遺物） 身長 78cm, 腰 69cm, 
「中國歷代服飾」，p. 187.（圖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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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염하여 아름답기가 이를데 없었다.

당나라의 국력이 강성함으로 말미암아 대외경제, 문화의 교류가 더욱 광범위하였다. 그러 

므로 널리 채용되었으며 많은 복식이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세계복식사 가운데에 한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唐代의 女子服飾을 살펴보면, 唐初에는 隋代의 服制를 계승하였으나, 突厥의 풍속이 차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간접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다.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西北諸民族의 풍습이 開元年間에는 일반민중에 까지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安綠山의 난 이후 異民族에 대한 호기심이 경각심으로 바뀌게 되어 복 

식에서는 中國 전통양식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吐蕃의 풍속이 

여성들 사이에 한 때 유행하였다.

漢族의 衣服様式은 몸을 깊이 감싸고, 左桩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하여 半袖의 형태는 목둘 

레를 깊이 파서 가슴이 노출되는 것이 있고, 貫頭衣型이 있는가 하면 左袱인 것도 있어 漢族 

의 전통적 인 복장양식과 상치되는 것이 많다.

半袖는 晋代부터 착용되 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半袖를 덧옷으로 착용한 모습은 唐代에 많 

이 볼 수 있으며, 그것은 胡風의 유행과 관련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半袖의 착용과 더불어 나 

타나는 신체의 노출현상 즉 목둘레선을 깊이 파서 가슴이 드러나는 것도 역시 胡風으로 나타 

나는 것이다.

唐의 服飾에 나타나는 관능미의 표현은 실크로드를 통해온 외래요소로서, 불상에 보이는 

관능적인 표현이 中國服飾文化에 노출과 관능의 요소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則天武后가 등장하여 황후의 섭정지위에 오르는 650〜710년간 窄身露의 의장이 유 

행한 것은 則天武后의 개인적 성향과도 관계있는 것이라고 한다. 半袖는 노출의장과 결합되 

어 唐代 여자복장의 새로운 양식 이 되 었다.

女子의 男裝유행은 宮에서 시작되어 민간에도 퍼져서 보통 여자들의 일상裝束이 되었다. 

이미 北齊에서 여자의 男裝이 시작되었으나, 初唐에서 盛唐에 이르기까지 여자男裝은 여자복 

장의 특색을 이루며 크게 유행하였다.

여자의 男裝이 契丹의 풍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契丹 뿐만 아니라 西域各族의 생활풍속 

에 唐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의 男裝은 安綠山 난 以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安綠山 난 이후, 胡에 대한 호기심 및 선호양상이 경각심으로 변하면서 胡에서 유래한 복식 

의 유행은 사라지고, 의복은 크고 길며 소매가 넓은 漢 양식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전례적인 실루엣이 풍성한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開元, 天寶期의 복식사치와 

더불어 시작에 이르기까지 7代 70여년간 의복의 寛衣大袖化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여성의 복식도 전례적으로 풍만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740년대의 樂迁環夫人行香圖에 나타난 

부인의 服飾, 745년 蘇思助墓壁畫의 服飾은 前代와는 달라진 실루엣을 보여준다. 활동연대가 

780년에서 810년 사이로 추정되는 周眩의 簪花仕女圖에 묘사된 仕女의 모습, 그리고 이와 아주 

유사한 敦皇 출토회화인 9세기 말의 引路薩圖 역시 당시 여자복식의 유형을 잘 보여준다.

衣의 소매폭이 대단히 넓고, 치마폭도 풍성하며 길게 끌리는 모습으로 묘사되 어 있는데, 비 

치는 듯한 얇은 직물로 제작되어 아주 사치스러워 보인다. 의복사치가 형태면에서 크고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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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곧 전통양식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성당 때에는 袒領短襦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궁중의 비빈, 歌舞伎者들이 입었으나 출 

현하자마자 사환, 귀부까지도 특별히 애용하였고 袒領短襦안에 내의를 입지 않았다.

裙은 질질 끌릴 정도의 長裙을 착용하였으며 폭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치마 

를 높이 끌어올려 흉부를 가릴 수가 있었고, 위에는 내의를 입지 않은 채 실크를 둘러 피부가 

은근히 노출되었다.

以上의 唐代 여인들의 服飾의 착장양식에 의해 唐代에 개방적인 사상의 시대배경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렇듯 唐의 복식이 기초가 되어 전래된 宋代의 女子服飾이 宋學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갖어 왔다.

兩宋 때의 통치사상은 理學이며 또한 道學이라고도 하였다. 儒學은 儒, 佛, 道가 혼용한 사 

상체계가 핵심으로 학술계에서는 “程朱理學”으로 지칭한다. 그들은 “理”의 철학원리를 내놓 

았는더］, 父子, 君臣은 천하의 常理로써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 

여 "三綱五常, 仁義爲本”을 선양하고”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멸한다（存天理而滅人欲）”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철학체계가 미학이론에도 영향을 끼쳐 송나라 때에 理性의 美가 출현 

하였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는 흰 담장, 검은 기와가 본바탕색이 되었고, 회화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水墨淡彩였으며, 도자기에 있어서는 單色釉가 뛰어났다. 또 服飾에 있어서는 상당 

히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당나라 때의 농염하고 화려한 색채의 반동으로 淡雅하고 고요한 기 

풍을 이룩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복식의 간단, 소박, 청결, 자연스러움을 제창하였고, 또 지나 

치 게 호화로운 것을 반대 하였다.

심지어 고종은 신하들에게 "금취는 부인의 복식으로 오직 화사한 재화는 사물에 해가 되고, 

사치한 풍속은 실제로 습속의 변화를 못 시킨다. 이미 중외를 경계하고 궁문을 출입하지 못하 

도록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였다.

宋學의 영향은 宋代의 服飾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宋代의 女子服飾에 있어서 宋 

學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襦에 있어서, 唐代에 개방적인 사상의 시대배경에 의해 唐代 女子服飾에 나타나는 관능미 

표현으로 나타난 신체의 노출현상 즉 목둘레선을 깊이 파서 가슴이 드러나는 풍만한 자태의 

服飾양식은 사라지고, 목둘레를 드러내지 않는 비관능적인 양식이 宋代에 나타났다. 또한 唐 

代의 풍성한 寛袖의 형태가 아닌 窄袖의 양식이 나타났다.

裙에 있어서, 唐代의 풍성한 넓은 幅과 질질 끌릴 정도의 長裙이 아닌 폭이 좁은 발끝까지 

의 裙의 길이가 宋代에 나타났다.

內衣에 있어서, 唐代女子들은 內衣를 착용하지 않고 비치는 직물로 관능미를 표현하였으나 

宋代여자들은 內衣를 착용하였다. 이 內衣는 福州黃昇墓에서 출토된 遺物服飾中의 하나로, 

이것은 홑옷 또는 겹옷으로 되어 있다.

宋代 女子服飾中 內衣가 존재함은 이 시대의 宋學 理念에 의한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사려된다.

服飾채색에 있어서, 唐代 服飾의 채색은 농염하여 아름답기 이를데 없었으며 금은이 섞여 

있는 것은 사람의 눈을 더욱 현혹하게 하였다. 장식도안의 새와 짐승은 쌍쌍이었다. 그리고 

오색찬란하고 빛을 발산하여 생기가 넘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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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의 服飾채색과 패식도 또한 唐代에 비하여 풍부하고 화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宋學의 영향으로, 宋代의 服飾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며, 당나라에 미치지 못 

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 宋學의 영향은 宋代의 女子服飾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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