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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e and to identify the origin and meanings of the word 

〃（胡袖）that is found in historical documents of Chosun dynasty period.

Historical documents, books, and other written materials from Korea and China were used for 

this research.

The word 龙。-以（胡袖）of Korea was originated in Chinese. At the first, （胡袖）was a name 

of a kind of sleeves. It is long and wide round sleeves with narrow wrist parts.

The character ho（胡）means a jaw, lower part of a jaw, a jaw hung down, hung down and 

lower part. Thus, the word （胡袖）is a compound word made with character 方。（胡）and 

character st/（袖）sleeve.

The direct meaning of /io-sh（古月袖）in Chinese can be “jaw shaped sleeves“hung down 

sleeves".

The name of 力。-帅（胡*由）was gained by the characteristic shape of the sleeves.

The second meaning of the （胡袖）is the name of a dress with long and wide round 

sleeves with narrow wrists. The name of the ho-su as a name of a dress was taken from the 

name of the /io-sh （胡扌由），a kind of sleeves.

I.緖論

우리 나라는 中國과 인접하여 있는 지리적 조 

건 때문에 中國과는 古代로부터 많은 文化文流가 

있어왔다. 그러한 것 가운데에는 服飾도 포함되 

어 있었다. 服飾은 인간 생활의 필수품이면서도 

사람에게 입혀지는 것으로서 사람이 가는 곳이면 

사람과 함께 부수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또한 

그 可視的 특성 때문에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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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服飾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는 한 文化圈에서 다른 文化圈으로의 傳播가 용 

이 한 文化要素의 하나이 다.

服飾은 사회 구성원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서 

수용되며 변화하고 발달한다. 集團과 社會, 文化 

와 文化間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떠한 文化圈이나 地域으로 부터 더 많은 영향 

을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服飾도 古代로 부터 中國 服飾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中國 服飾과 깊은 관계속 

에서 발달하여 왔다. 따라서 한국 복식사 연구는 

한국측 자료만 가지고는 불가능할 때가 많다. 이 

러한 사실은 中國 服飾史 연구에도 中國측의 자 

료만 가지고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 

우가 또한 적지 않다.

韓國과 中國 어느 한쪽만의 硏究 資料만 가지 

고는 그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 

다. 그런 것들 중에서 한가지 예를 들면 胡袖라는 

것이 있다.

韓國측 문헌에는 이 胡袖란 말이 기록으로 나 

타나는 반면 中國측의 문헌기록에서는 이 말을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없다.

中國측의 문헌기록에서 胡袖란 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中國에 胡袖란 것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胡袖는 中國 服飾 發達史에 있어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中國人에게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服 

飾 制度中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 

으며 胡袖는 또한 中國 服飾의 特有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

中國에서 뿐만 아니라 韓國에서도 胡袖는 服飾 

史的으로 中國에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한 위치 

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胡袖는 朝鮮時 

代의 歷代嘉禮都監儀軌와 度支定例, 尙方定例, 

國婚定例등에 王妃, 王世子嬪, 王世孫嬪의 嘉禮 

時 衣褂와 大君夫人, 公主, 淑儀 等의 嘉禮時 衣 

服에 포함되어 있다. 卽 胡袖는 王, 王世子, 君夫 

大, 王世孫의 夫人, 卽 婚人으로 王族夫人에 속한 

婦人과 公主（翁主） 등 王族으로 태어난 女子들의 

嘉禮時 衣服으로서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衣服이었다.

또한 胡袖는 朝鮮 歷代 嘉禮都監儀軌에 의거하 

여 보면 英祖 三年 王世子 嘉禮時 嬪宮（眞宗 孝 

純后） 衣褐를 제외하고 仁祖 五年（1627） 昭顯世 

子 嘉禮都監儀軌부터 1915年의 王世子（英親王） 

嘉禮都監 儀軌에 이르기 까지 계속 기록으로 나 

타난다.

이와같이 胡袖는 韓國과 中國의 服飾 發達史上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胡袖의 중요성 

에 비하여 이것에 대한 연구는 韓中 어느 나라에 

서도 지금까지 深度있게 다루어진 바가 없었다.

몇몇 연구에서 胡袖를 단편적으로 다루고 그것 

이 무엇일까에 대한 推測을 하였을 정도였을 뿐 

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胡袖란 말이 무슨 뜻인지 조 

차 확실히 규명되지 못하였었다.

지면 제약때문에 本 연구에서는 胡袖란 명칭의 

語源과 意味를 찾아냄으로써 그 말의 유래를 밝 

히고 그것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中國과 韓國의 문헌 자 

료를 활용할 것 이 다. 이 두나라 자료들은 胡袖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相互 補完的이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朝鮮 時代의 各種 文獻 記錄에 남아있는 胡袖 

에 대하여는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 이어질 것이 

다.

H . 胡袖의 名稱과 意味

胡袖란 말은 漢字로 구성되어 있는 말이다. 그 

런데도 朝鮮時代의 文獻 기록에서는 이 말을 찾 

을 수 있는 반면 中國側 文獻 기록에서는 이 胡袖 

라는 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고 胡袖가 中國 

服飾史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胡袖는 이미 中國 

古代 服飾에 있었던 중요한 服飾 構成 要素의 하 

나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漢字로 標記된 胡袖란 朝鮮語는 借音字나 訓借 

字語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 말은 그 意味를 취한 

漢字語인 것이다.

胡袖에 보이는 胡字의 한가지 의미에는 夷狄名 

의 뜻이 있다.

이 뜻 때문에 胡袖를 오랑캐 옷소매로 오해하 

는 연구자들이 있으나 胡袖란 말의 意味를 바로 

알아내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先入見과 오해는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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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袖口는 좁고 소매통은 광박하며 袂는 둥 

글게 해서 둥글쇠에 웅하도록 하여 배래가 둥근 

소매가 深衣의 소매 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卽 圜袂 또는 圓袂 가 深衣의 소매 인 것 이다. 둥근 

배래이고 소매통은 넓고 袖口가 좁은 소매가 앞 

에서 본 無補襌衣 卽 構의 소매에 對比되는 有襁 

袖衣 卽 深衣의 소매인 것이다.

朴珪壽도 深衣 소매를 圓袂로 해석하였다.

朴珪壽는 居家雜服玫 深衣制度條에서 深衣袂 

圜以應規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司 

馬溫公曰牛領下垂者謂之胡胡下謂從袖口至掖下 

裁令其勢圓如牛胡也.

그는 深衣制度에서 圓袂를 다음과 같이 만든다 

고 하였다。.

乃作圓袂自裾口 一尺二寸之下六寸三分之處 

自裕下六寸三分之處皆圓殺其角是爲圓袂應規・

胡袖란 胡가 있는 소매, 卽 胡를 가지고 있는 

소매인 것 이 다. 胡袖란 卽 소매 의 下, 下垂가 있 

는 소매인 것 이 다. 構는 無胡인 소매 卽 袖가 협 

착하고 直形인 소매를 가진 襌衣를 일컫는다. 우 

리 나라 古代 衣服에서도 無胡 卽 溝形 소매를 가 

진 옷을 많이 볼 수 있다. 卽 直 배래의 소매는 無 

古月 袖이고 소매 배래가 直 배래가 아니고 袖口보 

다 소매통이 넓고 袖口에서부터 겨드랑이 까지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진 소매가 胡袖인 것이다.

胡袖란 것은 소위 圓袂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朝鮮時代의 옷소매 가운데는 中國 

古代의 深衣의 소매와 거의 同一한 모양의 것이 

있다.

中國 深衣 소매와 같이 袪가 따로 있었던 圓袂 

가 우리 나라의 遺物 深衣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朝鮮時代의 圓袂는 소매 끝에 설사 緣이 붙어 있 

었다고 해도 袂緣 卽 袂口 에 緣이 붙어 있는 圓袂 

가 있기 도 하였고 또 袂緣이 없는 圓袂도 있었다. 

中國 明代 衣服에도 袖口에 袂緣이 없는 胡袖襦 

와 胡袖袍 種類가 발견되었다. 明代의 胡袖襦 등 

에서 발견할 수 있는 胡袖는 中國 古代의 深衣 소 

매와는 그 형태가 꼭 同一하지는 않다. 深衣 소매 

는 圓袂라도 袖端 卽 袪가 따로 있고 袪에는 옷과 

소매 옷감과 대조되 는 감으로 緣을 대 었다.

朝鮮時代 遺物에도 圓袂로된 衣服은 여러가지 

衣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圓袂의 모양은 

衣服마다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深衣, 團領, 鶴鳖衣, 四樸衫, 道袍, 大鳖衣 

등의 소매도 圓袂이다. 帖裏의 소매도 直形소매 

에 가까운 좁은 소매도 있으나 圓袂도 많다. 女子 

옷은 四禮便覽 卷一 冠服에 의하면 背子가 圓禳 

이다.

또한 同書 卷八 祭大衣條에 大衣一名大袖라고 

있는데 大袖의 소매가 圜褸라고 하였다.

胡袖（衣服名）의 소매가 어떤 모양의 圓袂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明代 衣服의 소매에 

서 볼 수 있는 모양의 소매와 비슷한 소매가 아니 

었을까 하는 추측이 드는데 그 이유는 明代 衣服 

소매 에 胡袖 종류가 다시 등장하였고 朝鮮에서는 

胡袖라고 하는 소매가 달린 衣服인 胡袖는 오직 

中殿，王世子嬪宮，王世孫嬪宮，大君夫人，公主， 

淑儀둥의 嘉禮時의 특별한 衣服이였었기 때문이 

다.

현재 우리 나라 女子 전통 한복 저고리의 소매 

도 소매통이 그리 넓지 않지만 일종의 胡袖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胡袖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現代 中國의 學者들은 中國古代 服飾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胡袖를 說明할 때에 그것을 여러 

가지 로 表現한다. 袖有胡, 袖有 垂胡式 또는 垂胡 

式的 衣袖와 같은 表現을 쓰기도 하고 또 近來에 

琵琶袖란 새로운 用語도 만들어 쓰고 있다.”

琵琶袖란 말은 胡袖의 모양이 琵琶와 비슷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다.3>

韓國 古 문헌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圓袂 또는 

圜袂의 意味를 가진 胡袖란 말은 分明히 漢字語 

이다. 그런데 近來에 中國의 學者들은 胡袖란 말 

대신에 琵琶袖란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本 硏究 

者는 中國의 學者들도 우리와 같이 胡袖란 말을 

같이 쓰자고 제안한다. 새로운 服飾 用語를 인위 

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옷이나 또는 옷의 어느 

부분을 표현할 적당한 용어나 바른 용어가 없을 

1） 朴桂壽，居家雜服玫卷之一，中衣條.

2） 中華五千年文物集刊編輯委員會，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上中華民國75年，p.32.
3）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中國戲劇出版社，1983,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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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햐 한다.

그러면 胡袖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하여 먼저 

胡字의 뜻을 찾아 보기로 하겠다.

「說文」에 胡 牛頷帀也. 从肉古聲.「徐錯注」에 

牛頷下垂皮也.「爾雅, 釋鳥, 鵜鶴鶉, 疏」에 頷下 

胡, 大如數斗囊.「釋名, 釋形體」에 胡, 互也, 在咽 

下垂, 能歛互物也라고 나타난다.

「詩, 豳風, 狼跋」狼跋其胡에 대한 해석은「疏」 

에 狼之 老者, 頷下垂胡 （傳） 老狼有胡, 進則禮其 

胡라고 있다.「前漢書, 郊祀志 上j에 有龍垂胡顏, 

下迎黃帝. 師古의「注」에 胡 謂頸下垂肉也. r正 

字通」에서는 喉也, 頷肉下垂者曰胡라고 설명하 

였다.

「爾雅釋水」의 胡蘇에 대하여「義疏」에서는 胡 

蘇者，詩正義引李巡曰，其水下流，故曰胡蘇，胡下 

也, 蘇流也라고 說明하고 있다.

즉 胡字는 牛頷垂, 牛頷下垂皮, 頷下, 互, 頷下 

垂，頸下垂肉，喉，頷肉下垂者，下，大（廣雅釋 

詁）戟（廣雅釋器）戈頸（正字通）夷狄名下垂之 

名, 人頷下, 車舟頸下, 衣禰下의 뜻이 있다. 이외에 

도 胡字는 大（廣雅釋詁）, 戟（廣雅釋器）, 戈頸（正 

字通）, 夷狄名 둥의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古月袖가 어떤 모양의 소매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중요한 단서가 되는 몇가지 자료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構라고 하는 漢字이다. 禱字는 

幅（玉篇）, 構（直音）로도 쓴다. 이 構字는 몇가지 

다른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胡袖가 어떤 소매인 

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보면 그것 

은「釋名 釋 衣服」의 構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 

이다. 禱, 襌衣之無쵸月者也, 言袖夾直形如溝也.

卽 構는 無補의 襌衣이며 溝와 같은 모양의 곧 

고 좁은 소매를 일컫는다. 溝는 도랑이란 뜻인데 

소매 모양이 溝와 같은데서 붙여진 이름이란 것 

을 알 수 있다.

釋名 釋衣服의 構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襌 

衣의 衣袖에는 無醐인 것도 있고 有醐인 것도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無禍란 말에서 醐字를 찾아보면 이 글 

자는 M，胡字와 同字이고 通常的으로는 胡字를 

쓴다고 있다.

1瑚字는 褚（廣雅釋器）, 糊被 （廣韻）, 衣被（集韻） 

등의 뜻이 있다.

亵字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廣雅疏證 卷 第七下 褻字에는 다음과 같은 설 

명이 있다. 玉篇 糊衣裱也字或作褻 通作胡 深衣 

袂圜以應規 注云謂胡下也釋名云禱襌衣之無胡 

者也言袖夾直形如溝也裏者下垂之名人頷下謂 

之胡朝•頸下謂之胡衣被下謂之褻其義一也.

釋文에서 下垂를 胡라 하였고 廣雅疏證에서도 

褻라고 하는 글자는 下垂의 뜻이라 하였으며 人 

頷下를 胡라 하고 W 頸下를 胡라 하며 衣稜下를 

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同一하다고 하였다. 이 

미 앞에서 본 胡字와 補字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더하여서 玉篇과 廣雅疏證에서의 褻字에 대한 설 

명도 古月袖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풀 수 있 

는 단서가 된다.

廣韻에서는 W, 醐權, 集韻에서 醐, 衣被, 玉篇 

에서는 袤를 衣被, 廣雅疏證에서는 衣袂下를 褻 

라 설명 하였다.

中國에서 構라고 칭하여졌던 衣服은 우리나라 

에서는 소창옷（小鳖衣）라고 부른 옷이었다. 小鳖 

衣의 소매는 直線形으로 좁고 길며 옷자락은 양 

옆에 무가 없이 양옆 겨드랑이 가까이에서 부터 

트인 세자락의 긴 옷이다. 朝鮮時代 대개 男子들 

이 입었던 小整衣는 女子의 衫子 俗稱 唐衣라고 

했던 옷과 그 形制가 同一하다.

禮記 深衣에 대한 說明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袂圜以應規를「注」에서는 胡下라고 설명하였 

다.

禮記 深衣의 袂圜以應規의 뜻을 보면 袂를 둥 

글게 해서 둥글쇠에 應하게 한다는 뜻이다. 規는 

그림쇠 즉 圓形을 바로 잡는 기구이다. 지금의 콤 

파스에 해당되는 것이다. 袪는 1尺 2寸으로 하고 

袂의 너비는 2尺 2寸으로 하며 袂緣은 廣寸半으 

로 한다.

袖口는 1尺 2寸（卽 袖 ■'! 둘레는 2尺 四寸）이 

며 소매통은 沢 2寸（즉 春지 4尺 4寸으로 袖口 

에서부터 掖下까지 그 모양을 반드시 둥글게 마 

름질 하여 만든다. 名物圖의 深衣 소매 를 보면 名 

物圖의 深衣에는 袂緣은 보이지 않고 袂는 넓고 

둥글며 袖口는 좁다.「注」에서 胡下吾 설명한 것 

은 衣襪下 卽 옷소매 가 頷下 또는 頷下垂皮, 頷下 

垂肉과 같이 아래로 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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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좋은 

용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혼란 

을 피하는 길도 되거니와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 

고 생각한다.

m.結論

이상과 같이 胡袖란 명칭의 語源과 意味에 대 

한 논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胡袖란 명칭은 漢字語에서 유래된 말이었다. 

胡袖는 소매 이름이었다. 袖口는 좁고 秩는 넓고 

배래가 둥근 圜袂 또는 圓袂가 胡袖이다.

胡袖의 語源은 턱, 턱아래, 턱이 아래로 늘어진 

下, 下垂란 意味를 가진 胡字와 소매 袖字가 합하 

여 만들어진 合成語로서 그 意味도 漢字가 가지 

고 있는 意味 그대로 였다. 胡袖란 말은 턱소매 

또는 아래로 늘어진 소매라고 直譯할 수 있는 말 

로서 턱이 아래로 불거지고 늘어진것 같은 모양 

의 소매이다.

衣服 이름으로 朝鮮時代의 嘉禮都監 儀軌와 定 

例 둥에 보이는 胡袖란 말은 이옷 소매의 특징 때 

문에 그 이름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胡袖란 말 

은 소매 이름과 옷 이름의 두가지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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