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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를 통해 본 일본 아스카ㆍ나라시대의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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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the Ruling cla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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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stumes of the ruling class in the Asuka-Nara Period by look-
ing at the change in the clothing law of the era. During the Asuka-Nara period, various cultures such as Buddhism, archi-
tecture, sculpture, paintings, music, and so on were introduced through vigorous exchange with Chosun and Tang.
Contrary to the primitive-Kohun Period, the regulation about costumes was enacted as law in the Asuka-Nara Period this
fact tells us that there was high interest in clothing. Frequent reorganization of clothing law had to do with the rank sys-
tem of Japan as well as with the exchange with other countries. The clothing law of Asuka-Nara Period was mostly con-
sisted of the regulations about costumes of the ruling class including the royal family and government officials. The law
regulated different coronet and color for the clothing depending on the different rank of the government officials. The
more classified the rank was, the more varied color was used. In addition, there was a variety in the costumes system;
2 piece clothing of the Kohun Period was continuously used while new types of clothing were also introduced. The royal
family members and government officials wore different types of clothing such as Yebok, Jobok, and Jebok, depending on
time, place, or the purpose of occasion. The costumes of this period could be inferred from the analysis of the re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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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우리나라와 일본은 고대부터의 정치적, 문화적인 교류가 있

어왔기 때문에 문화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복식을 연구함에

있어 주변국인 일본의 복식문화에 대한 연구는 간과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고대 우리나라와 교섭이 빈

번하였던 일본의 아스카(飛鳥), 나라(奈良)시대에 해당하는 6~8

세기의 복식과 그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고 일본 복장사에 있어

서 이 시대 복식의 위상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 복식의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일본의 복식문

화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선 아스카, 나라시대의 복식문화를 형성

시킨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이 시기의 사회와 문화, 외교

관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 시기는 왕권의 세습제를

강화하고 중앙 집권국가를 형성하기위하여 각종 율령의 체제화

를 이룩하기 시작한 시기였던 만큼 이때 실시되었던 복식제도

와 복제의 변화는 당시의 복식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복제를 중심으로 당시 지배자층의 복식

과 그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복제에 관하여는 처음 시

행되었던 제도인 관위 12계를 기점으로 그 후의 복제변화를 살

펴보기로 하며, 또한, 대표적인 의복령이라 할 수 있는 대보율

령 및 양로 의복령에 나타난 지배자층의 예복, 조복, 제복을 중

심으로 고찰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기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문헌과 당시의 복제 및 의복령 등을 중

심으로 살펴보기로 하며, 유물에 나타난 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분석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지배자층이란, 직급을 가진 계층을 가르

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본 논문에 명기된 일본어의 한글표

기는 한글(한자)로 병기하였다. 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

요지명과 시대구분의 명칭은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2. 아스카·나라시대의 시대적 배경
 

2.1. 아스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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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전래로부터(552년) 대화(大化)개신을 거쳐 수도를 헤

이안쿄오[平安京]로 천도하기 전까지의 시기, 즉 6세기 중엽부

터 8세기 말까지의 약 200년간을 아스카·나라시대라고 한다. 

아스카란 아스카[明日香]라고도 쓰며 지명을 지칭한 것으로

나라 남부의 한 지방인 천향구산(天香具山) 이남의 아스카가와

[飛鳥川] 유역의 작은 분지를 말한다. 또한 아스카는 역사의 시

대 구분에도 사용되어 아스카시대라고 할 경우 아스카(明日香)

지역을 도읍으로 하여 역사가 전개되었던 추고(推古)천황 전후

의 시대를 가리킨다(新村出編, 1998). 

아스카시대의 조정은 천황 가를 중심으로 한 기내호족들의

연합정권으로 천황 가를 포함한 씨족간의 갈등이 심하였고, 조

정의 지방에 대한 지배력도 강력하지 못하였다. 6세기 말 소아

도목(蘇我稻目)의 아들 마자(馬子)는 불교숭배와 용명(用明)천

황을 둘러싼 대립관계에 있던 물부수옥(物部守屋)을 무너뜨리

고, 592년에는 숭준(崇峻)천황을 암살하고 정치의 주도권을 잡

았다. 숭준천황 이후 소아씨(蘇我氏)와 관계가 깊은 추고천황이

즉위를 하고, 다음해에는 천황의 조카인 성덕(聖德)태자를 섭정

으로 삼았다. 이후 성덕태자는 소아마자(蘇我馬子)와 함께 국내

정치의 개혁과 외교에 주력을 하는(김문길, 1998) 등 왕권의

세습제를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7세기 초에는 당시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에 견수사를 파견하

는 등 대륙문화가 적극 도입되어 일본문화가 현저히 진보된 시

대라고 할 수 있다. 수(隋)가 29년 만에 멸망하고 618년에 당

이 중국을 통일하자, 630년에 견당사를 보내기 시작하여 894년

폐지될 때까지 15회에 걸쳐 파견하였다. 그 결과 그때까지 주

로 조선을 거쳐 전해지던 선진 대륙의 문화가 직접 일본에 전

해지기도 하여 여러 가지 변혁과 현저한 진보를 가져 다 주었

다. 특히 정치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 마침내 대화개신이 일

어나게 되었으며, 대화 3년(647년)과 대화 5년(649년)에 있은

관위제의 개정 등은 관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대화개신의 구

체적 표현이었다. 

천무(天武)천황은 팔색성(八色姓)을 제정하여 황족을 중심으

로 한 신분질서를 규정함으로서 천황의 절대적 지위를 확립하

고자 하였으며, 호족을 정부의 관리로 조직하고 중앙행정기구

와 관위제도 승진제도도 정비하였다. 또한 천무천황 11년(683

년)에는 관위제를 폐지하였고, 천무천황 13년(685년)의 새로운

포고의 제정, 대보령(大 令)에 의한 삼공복제도(三公服制度)를

완성하였다. 689년에는 비조정어원령(飛鳥淨御原令)이 시행되

었고, 다음해에는 영(令)의 규정에 따라 경인연적(庚寅年籍)이

만들어져 호적에 의한 반전수수제도가 확립되었다. 또 태정관

(太政官)을 중심으로 지배기구가 정비되었으며, 지방의 행정조

직도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694년에는 중국 도성을 모방하여

아스카 북부에 마련한 계획적인 정치도시 후지와라쿄오[藤原京]

로 천도함으로서 율령국가의 체제는 대부분 완성되기에 이르렀

다. 조선을 비롯한 당의 영향은 정치체제 뿐 만 아니라 문화면

에도 파급되어 신 국가건설의 기운 속에서 불교문화를 중심으

로 한 백봉(白鳳)문화가 번영하였다. 이 시대에는 불교에 의해

국가안녕을 도모하는 진호사상에서 불교보급에 진력했고 대관

대사(大官大寺), 약사사(藥師寺)와 호족사원이 아스카를 중심으

로 건립되었다. 회화에서는 인도와 대륙의 영향을 받은 법륭사

의 금당벽화가 있고, 특히 조선의 영향이 농후한 고송총 고분

벽화도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이 시대는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

으로 받아들여 율령국가의 터전을 마련한 시기였고 불교문화의

토착화를 도모한 시기였다. 특히 이 시대의 문화를 당시의 수

도 이름을 따서 아스카문화라고 하였으며, 또한 건축, 음악, 미

술 등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던 시기였을 뿐 아니

라 정치기구에도 커다란 변혁을 가져다 준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나라시대

율령제도로 행정적 기반을 다졌던 일본 고대국가는 이를 더

확고하게 하기위해 수도를 헤이죠오쿄오[平城京]로 천도를 하

고, 이후 도읍인 나라(奈良)를 중심으로 정치가 펼쳐진 80여년

간을 나라시대라 한다. 

헤이죠오쿄오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축소하여 만든 곳으

로, 북단의 중앙부에는 천황의 거처인 황거가 위치하였으며 아

스카의 사원과 귀족들의 저택이 들어서면서 새 도읍의 화려함

을 더하였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수도를 조영할 수 있었던 것

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정비되고 국가의 부가 정부와 천

황 귀족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의 대외관계를 보면, 일본은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용

하기 위하여 630년부터 견당사를 파견하기 시작하여 이후 9세

기 말까지 십 수회에 걸쳐 파견하였다. 견당사에는 많은 유학

생과 유학승이 동반하여 중국의 주변민족 및 인도, 사라센, 서

유럽 등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각종 문물을 직접 접함으로서

국제적 색채가 진한 문화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견당사와 유

학생들은 이러한 문물을 접하여 견문을 넓히고 선진문물을 일

본으로 전할 수가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율령정치의 확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일본문화가 크게 발달하였으나, 9세기

말 당의 쇠퇴와 항로의 위험성,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견

당사가 폐지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농민에 대한 가혹한 조세제도와 노역봉사 등

의 부담을 막기 위해 반전수수법을 개정하였으나, 이후의 폐단

으로 철폐하고 토지 개간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함으로써, 대귀

족의 출현과 사원 세력이 확대되었고, 이로써 율령제의 붕괴와

함께 정치에도 동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듯 사회의 변동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동요가 보이기 시작하자 조정 내부 귀족들

간의 권력투쟁과 전란이 계속되었고, 이에 성무(聖武)천황은 불

교의 힘을 빌려 정계의 불안과 천재지변으로부터 나라를 지키

기 위하여 호국불교를 강화하게 됨에 따라 전국각지에 국분사

(國分寺)가 건립되고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였다. 유명한 동대사

(東大寺) 대불이 만들어 진 것도 이 때였다(752년). 

문화적으로는 각 지방의 산물이 도읍지 헤이죠오쿄오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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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들었고 그 경제력을 배경으로 해서 화려한 도시조성과 문화

활동이 영위되었으며 당과 신라에서 수입된 문물이 꽃을 피웠

다. 이 나라시대의 문화를 성무천황의 연호를 따서 천평(天平)

문화라고 하였다. 천평문화는 활발한 외교를 반영하여 국제성

이 풍부했으며 당시 문화의 진수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정창원 보물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시대는 천황을 중심

으로 한 율령국가의 발전과 함께 국가와 국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조정이 일본을 지배하게 된 유래를 정당화하는 작업

이 진행되었고, ≪古史記≫, ≪日本書記≫와 같은 역사서가 편

찬되는 등, 국가의 보호 하에서 사상, 학문은 물론 미술 공예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박동석 외, 2000). 

3. 복제변화를 통해 본 

아스카·나라시대의 복식

3.1. 관위 12계와 복제의 변화

아스카·나라시대의 200년간은 일본이 율령제국가가 된 중

요한 시기였다. 처음의 약 1세기는 그 준비 기간이었고, 뒤의

1세기는 율령제 국가가 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처음 1세

기의 야마토 조정은 씨족국가로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강력하

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권의 세습제를 강화하고, 중앙 집권 국

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고천황 11년에 관위 12계를 제정하였

는데, 본 장에서는 관위 12계를 기점으로 실시되었던 복제 및

그 변화를 통하여 당시의 복식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추고 천황 11년(603년)에 성덕태자에 의해 제정된 관위 12

계는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정치를 목표로 조

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관리의 위계를 12

계급으로 나누고, 관복의 색에 따라 그 계급을 나타낸 것이다.

즉, 위계는 대덕, 소덕, 대인, 소인, 대례, 소례, 대신, 소신, 대

의, 소의, 대지, 소지의 12단계로 나누어, 그 지위에 따라 관과

복의 색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색은 중국의 음

양오행설, 즉 목, 화, 토, 금, 수를 각각 배치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관의 경우 덕관은 자, 인관은 목으로

청, 예관은 화로 적, 신관은 토로 황, 의관은 금으로 백, 지관

은 수로 흑의 색으로 구분하였으며, 복도 같은 색으로 하였다.

관의 재질은 시( )로 만들었으며, 형태는 선을 두른 자루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머리에 쓰고 상투를 틀어 위에서 끈으로

묶었다. 정월 초하루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는 의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화( 花)(增田美子, 1980)라고 하는 장식물을

꽂았는데 덕관에는 금, 인관에는 표범의 꼬리, 예관 이하는 새

꼬리 등의 장식물을 꽂기도 하였다(北村哲郞, 1980). 한편 당시

의 의복을 살펴보면, 상의는 시로 만들어진 반령에 통수로 된

것이며, 앞에는 끈으로 묶어 여밈을 하였고 좌임형식이었다. 대

는 왜문포와 기(綺)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앞에서 묶어서 늘어

뜨렸다. 관리는 관, 상의, 바지, 대를 하고, 버선과 신을 신었고,

태도(太刀)를 차고 홀을 들었다(相川佳了子, 1984). 

대화 3년(647년)에는 관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의 색도

늘어나게 되는 등 복제에도 변화가 일어나 7색 13계제도로 개

혁되었다. 즉 위계를 대직, 소직, 대수, 소수, 대자, 소자, 대금,

소금, 대청, 소청, 대흑, 소흑, 건무의 13계와 복의 색은 직수가

심자, 자가 천자, 금이 비, 청이 감, 흑이 녹, 건무는 분명하지

않지만 흑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7색으로 정해졌다(이자

연, 1999). 이 제도에서는 관과 복의 색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관을 두 종류로 만들어 금(錦)으로 제작된 관과 견으로

제작된 관을 구별하여 두고 계급에 따라 사용하게 하였고, 이

외에 등관( 冠)을 따로 두어 평상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대화 5년(649년)에는 직, 수, 자의 대소, 화, 산, 을의 대소와

대화의 상, 대화의 하와 같이 각각의 상하와 거기에 입신을 더

한 관위 19계로 다시 개정되었다. 또한 천지천황 3년(663년)에

는 또다시 관위를 직, 수, 자의 대소, 금, 산, 을의 상중하, 건

의 대소인 26계로 바뀌었다. 이 당시의 복색과 옷감은 직과 수

가 심자의 금으로 되었으며, 자가 천자의 문양이 있는 능으로

되었고, 화, 산이 심비의 문양이 있는 능으로, 을이 심청의 무

늬가 없는 능으로, 건은 무늬가 없는 흑으로 되어 있었다(北村

哲郞, 1980). 언급한 603년의 관위12계부터 663년의 26계까지

의 관위와 복색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이와 같이 네 차

례에 걸쳐 계속되어 오던 위계제도는 천무천황 11년(683년)의

복식개혁으로 폐지되고, 종래에 사용하던 관을 칠사관과 규관

을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즉, 위계에 따라 관이 달랐던 것이

칠사관과 규관으로 정비됨에 따라, 이때부터 위계의 표식은 복

색으로 나타내게 되었다(相川佳了子, 1984). 이때의 의복을 살

펴보면, 의복은 공식용의 유란포(有 袍)와 평상용의 무란포

(無 袍) 두 종류가 있으며, 고는 종래에 있었던 형태에서 변

형된 절고(切袴)를 착용하였다. 공식적인 행사시에는 칠사관과

유란포, 백색 절고, 금구가 달린 검은 혁대를 착용하고, 평상시

에는 규관에 무란포, 괄고, 그리고 기로 된 대를 착용하였다.

란이란 원래 단을 의미하는데, 상의의 단에 좁은 폭의 천이 덧

대어 있는 포를 유란포라 하며, 덧댄 천이 없는 포를 무란포라

한다. 유란포는 양옆솔기가 봉제되어 있으며, 반대로 무란포는

옆 솔기가 봉제되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점이 다른데, 이것

이 봉액포(縫 袍)와 궐액포(闕腋袍)로 발전하였다(奈良國立博

物館, 1968). 평안시대에는 봉액포는 문관이 궐액포는 무관이

착용하였다. 포는 반령으로 여밈을 위한 끈은 장유(長紐) 또는

결유(結紐) 두 종류가 있다. 의복의 재료는 모두 시로 제작되었

다. 바지는 모두 흰색으로 만들어졌으나, 포에는 위계를 나타내

는 색이 사용되었다.

천무천황 14년(686년)에는 작위 60계가 정해져 복색도 고쳐

졌는데 이를 살펴보면, 명위 2계, 정위 4계에다 각각 대와 광

으로 나누어졌으며, 12계이상은 제왕이상의 지위였다. 제신은

정위, 직위, 근위, 무위, 추위, 진위가 각각 4계씩, 여기에 대와

광이 각각 두개가 붙어 48계가 되었다. 그리고 정위 이상에는

주화, 정위에는 심자, 직위에는 천자, 근위에는 심록, 무위에는

천록, 추위에는 심포도, 진위에는 천포도의 복색이었다. 그리고

이 복색은 지토천황 4년(690년)에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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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색 뿐 아니라 여름과 겨울 옷감의 소재와 문양유무, 그 대소

까지 규정되어 있어 종래의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 높은 의용

이 정비된 양상이 엿보인다. 그 내용을 보면, 명위가 주화, 정

위의 대일에서 광이까지의 4계는 혹자색이고, 의문은 1폭에 1

부, 대삼에서 광사까지의 4계는 적자색이고 의문은 1폭에 2부,

정위도 마찬가지로 적자색이며 1폭에 2부, 직위는 비색이며 1

폭 2부였다. 이러한 것들의 옷감을 보면 겨울에는 능으로 제작

하며, 여름에는 나로 만들어진다. 또한 근위는 시록, 무위는 천

록, 추위는 심표, 진위는 천표의 색으로 되어있으며, 이들 계층

의 옷감으로는 모두 무문의 시로 되었으며, 고는 각 계층 모두

백색, 대는 모두 기로 정해져 있다. 또한 지통천황 7년(693년)

에는 농민은 황색의, 무가의 종복은 조의로 규정되었다. 이 중

화, 자, 비, 녹, 표의 복색순서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北村哲郞,

1980). 

문무천황 대보원년(701년)에는 일본 최초의 법률인 대보율령

이 제정되었다. 이 율령은 당의 문화, 제도가 적극적으로 수용

된 것으로 이 때 이후부터 관명과 위호를 당의 제도에 따른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즉 702년 정월의 조하(朝賀)에는 친

왕 및 대납언(大納言)이상이 이 제도에 따른 예복을 처음으로

입고 제왕 및 제신 이하는 조복을 입었다는 것이 ≪續日本記≫

에 실려 있는 정도이며(이자연, 2004), 자세한 사항에 관한 본

문의 내용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헤이안[平安]시대의 주석서

인 ≪令集解≫에 인용된 대보율령과 양로령의 조문은 내용면에

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김문길, 1998) 양로령으로서 당시

의 복식을 짐작할 수가 있다. 

양로령은 양로 2년(718년)에 지금까지의 대보율령을 수정하

여 새로이 영을 개정한 것으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이

다. 양로령에 의한 의복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

기로 한다. 

3.2. 대보율령과 양로령에 의한 복제

양로령은 당의 율령을 참고로 일본사회의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율령의 여러 제도는 일본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양로령에 의하면 의복은 예복과 조복, 제복의 세 종류가 있

으며, 문관, 무관, 여관의 계급자는 이 세 종류의 복식을 각각

때와 장소에 따라 달리 입었다. 즉, 예복은 축일, 집회와 같은

중요한 행사시에 입는 의복을 말하며, 조복은 평상시 공무에 종

사할 때 착용하는 공복을 가르킨다. 그리고 제복은 역인(役人)

이 아닌 자가 임시로 공무를 볼 때 착용하는 의복이다. 이들

율령에 나타난 예복과 조복, 제복을 알아보기로 한다. 

예복: 예복은 공복 중 최상위에 해당하는 의복으로 황태자,

친왕, 제신, 내친왕, 여왕, 내명부, 무관 등의 5위 이상인 자가

착용하도록 되어있으며( , 1974), 즉위식이나 대상식,

정초의 행사와 같은 조정에서 중요한 의식 때 착용하는 의례복

이다. ≪속일본기≫에는 대보 2년(702년) 정월에 왕에 대한 하

례 시 친왕, 대납언 이상이 처음으로 예복을 착용하였으며, 제

왕, 신하이하는 조복을 착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구(靈龜)

원년(715년) 정월에는 황태자도 착용하였으며, 양로 2년(718년)의

율령에는 황태자, 친왕, 제왕, 5위 이상의 제신이 착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문관, 무관, 여관별로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천평 4년(732년) 정월 왕의 하례부터는 천황도 입도록

하였다(北村哲郞, 1980). 

양로 의복령에 나타난 문관의 예복은 예관과 의(衣), 백고(白

袴), 조대( 帶), 사습(紗褶), 금말(錦襪), 오피석(烏皮 )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수와 옥패는 신분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하여

착용하였고 아홀을 손에 들었다. 무관의 예복으로는 조라관을

쓰고, 위오를 입은 위에 배당을 착용하였으며, 백색의 고를 입었

다. 대는 금은의 장식이 달린 혁대를 매었으며, 대와 같이 금은

으로 장식된 태도를 찼다. 그리고 종아리에는 금으로 만든 각반

을 대었으며, 흰색의 말과 반장화 형태의 오피화를 신었다. 위오

는 위계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입은 표의이며 무란의 의이다. 

여자의 예복은 두정에 머리를 틀어 올린 후 여기에 금이나

옥으로 장식을 한 보계와 의, 비대, 습, 군, 말, 석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신분이나 위계에 따라 달리 착용된다. 내친왕의 조

항에 의하면 예복으로는 예복보계(禮服寶 ), 심자의(深紫衣),

소방심자비대(蘇方深紫緋帶), 천록습(淺綠褶), 소방심천자녹힐군

(蘇方深淺紫綠 裙), 금말(錦襪), 녹석(綠潟)으로 되어있다. 이

러한 여자예복의 모습은 약사사(藥師寺)에 소장되어있는 吉祥

天畵像(Fig. 1)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보계로 머리를 장

식을 하였으며, 대수의 의에 군을 입고, 석을 신고 있다. 옷의

 

  

 

 

Table 1. 관위와 복색의 변화

603

(12계)

관위
 덕

대    소

 인

대    소

 례

 대 소

 신

 대 소

 의

 대 소

 지

 대 소

관색  비  청  적  황  백  흑

647

(7색13계)

관위
 직

대 소

 수

대 소

 자

대 소

 금

대    소

 청

대    소

 흑

 대            소
 건 무

복색 심 자 심 자 천 자  비  감  녹  불 명

649

(19계)
관위

 직 

대 소

 수

대 소

 자

대 소
대화상하 

소화

상하

대산

상하

소산

상하

 대 을

 상         하

 소 을

 상         하
 입 신

663

(26계)

관위
 직 

대 소

 수

대 소

 자

대 소

대금

상중하

소금

상중하

대산

상중하

소산

상중하

 대 을

 상  중  하

 소 을

 상  중  하

 건

 대 소

복색  심 자 천 자  심 비  심 청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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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자색이므로, 최고위직 귀부인의 예복 모습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1974). 

다음으로 이러한 예복 중에서 남자의 예관과 예복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예관은 옥관이라고도 하는데, 명

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옥이 많이 달려있는 것이다. 형태는 당시

의 것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평안시대 전기 ≪貞觀儀式≫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데, 예관의 외관은 옻칠이 된 것에 금으

로 만들어졌으며, 관은 크게 관정(冠頂), 즐형(櫛形), 삽만(揷 ),

이마부위의 네 부분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옥이 장식되어있다.

옥은 위계에 따라 종류와 색이 달랐으며, 이마 부분 위에는 휘

(徽-기러기발)라는 것이 장식되어 있다. 친왕의 휘는 창룡(蒼龍),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四神)을 부착하였고, 신하는 기린을 부

착하였는데 휘의 머리방향도 위계에 따라 달랐다. 영에는 천황

의 예복과 예관에 관하여는 보이지 않지만, 연력(延曆) 12년에

씌어진 ≪正倉院曝 帳≫에는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를 참고로 살펴보기로 한다. ≪正倉院曝 帳≫의 기록에 의

하면 천황의 예관은 면관 또는 면관 12류라고 하였는데 예관

에는 두 종류, 즉 황제와 황후의 것이 있다. 이를 보면 황제의

예관은 검은 비단(早羅)에 금은보주의 장식과 흑자(黑紫)의 실

로 짠 끈(瓔) 두 줄이 있는 것이며, 황후의 예관은 순금의 봉

황과 금은제의 갈형(葛形)에 보주(寶珠)로 마무리가 된 백선조

(白線組) 2줄이 달려있는 것이다. 황태자의 예관은 늘어뜨리는

옥의 수가 적어 면관 9류 라고 한다. 

예복의 경우, 상의는 소매가 넓으며 수령으로 되어 있고 길

이는 길다. 천황의 상의는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후세에 적색

이 착용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것도 같은 색이었을 것으로 사

료된다. 황태자는 황단, 왕 이하 제신은 위계에 따라 달랐는데,

왕 및 제신의 1위는 심자(深紫), 왕의 2위에서 5위와 제신 2,

3위는 천자(淺紫), 4위는 심비(深緋), 5위는 천비(淺緋)를 착용

할 수 있었다. 바지는 상하 모두 백색 고를 입었는데, 그 위에

습이라는 사로 된 상을 착용한다. 습의 색은 황태자는 심자, 친

왕과 왕은 심록, 제신은 심표(深 )이고, 상의에는 여러 가지

색실로 짠 조대를 허리에 매었으며 여기에 조대와 같은 수(綬)

를 제신은 오른쪽 앞 부위에서, 천황은 중앙에서 내려 뜨려 착

용하였다. 수는 원래 인환(印環) 등을 휴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리고 여기에 3위이상은 각종 옥으로 장식을 한 옥패를 늘어뜨

리고, 천황은 좌우의 무릎 앞에, 제신은 우측 앞에만 늘어뜨리

는데, 옥은 걸을 때 서로 부딪혀 소리가 나게 하였다. 남북조

에는 옥패의 끝에 달린 화타금(火打金)이 신발의 코 부분에 닿

아 소리를 내었다고 한다(佐藤泰三, 1968). 

이(履)는 오피로 만들어졌으며, 석(潟)이라 하였는데 발끝부

위가 솟아 오른 형이며, 발에는 금(錦)으로 만든 버선을 신었다. 

천황의 복제를 보면 조의, 곤면, 황로염 세 종류가 있는데,

조의는 대소의 신사와 제능에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하는 의복이

다. 곤면은 당나라 천자의 예복을 모방한 것으로 곤면 12장이

라고도 한다. 곤면은 적색 대수의(大袖衣)와 상에 일, 월, 성진

이하 12문장이 자수되어 있다. 즉, 대수에는 어깨 좌우에 일와

월을, 등 부위에 북두성을, 그리고 길의 좌우에 용과 산, 꿩,

火, 호랑이 문양이 있으며, 소매의 전면에 용의 문양을 합하여

8장문을, 상에는 조, 분미, 보, 불의 순서로 4장문이 자수되어

있다(佐藤泰三, 1968). 

예복착용 시에는 이 대수 안에는 대수와 같은 적색의 문양

이 없는 소수(小袖)를 겹쳐 입는다. 천자의 예복을 곤의 또는

곤룡어의(袞龍御衣)라 하는 것은 이 문양에서 나온 것이다. 한

편, 중국의 ≪신당서≫<여복지>에 기록된 곤복을 보면, 곤복은

사당에 제사지낼 때, 정월 초하루의 제사 등과 같은 중요행사

때 입는 예복으로, 면판의 전후에 흰 구슬 12류가 달려있으며,

일, 월, 성진, 산, 용, 화, 화충, 종이의 8장문이 있는 심청색

상의와 조, 분미, 보, 불 4장문이 있는 분홍색 상으로 된 12장

문의 의복이라고 기록(周錫保, 1984) 된 것으로 보아, 아스카

나라시대의 일본 천황의 곤복과는 그 색상과 형태, 장문의 위

치 등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천황 예관은 면관 또는 면관 12류, 옥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은 관의 상하에 옥이 많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형태

를 보면 삼산형(三山形)의 옻칠된 관 주변에 는 화당초가 투조

된 금환이 둘려져 있으며, 관정(冠頂)에는 라(羅)가 발린 판을

얹고 그 주변에는 꽃이 세워져 있고, 아래에는 각종 옥이 늘어

뜨려져 있다. 또한 관의 맨 윗부분에는 해[日] 모양 안에 발이

세 개 달린 새[三足鳥]가 그려진 장식물이 세워져 있고, 앞이마

부위에는 보주형이 세워져 있다(Fig. 2). 

 

 

 

 

 

Fig. 2. 예관(이자연, 일본복식사, p.218).Fig. 1. 길상천화상(相川佳了子, 服裝史,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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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 곤면 9장 예복은 대체로 천황의 것과 같은데 일, 월,

성진 3장문을 제외한 9장으로, 이것도 당제를 모방한 것이다.

복색은 평안시대에 편찬된 ≪西宮記≫에 태자적봉용형(太子赤

縫龍形) 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황태자의 예복도 천

황과 같은 적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황후의 예복은 ≪西宮記≫에 치(雉)형 홍색, 청어복 등이라

기록되어 있으므로 꿩이 자수된 청색의복이었을 것이다(佐藤泰

三, 1968). 

조복: 친왕 이하 모든 제신이 공무에 종사할 때 착용하는 공

복으로, 예복의 규정이 없는 6위 이하의 관리는 의식 때에도

이 옷차림으로 참가하였다. 조복은 공복 중에서 가장 착용하는

시간이 많았고, 착용범위가 넓은 옷으로, 예복과 마찬가지로 문

관, 무관, 여관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의복령에 의한 문관의 조복을 보면, 두건을 쓰고, 문관은 의,

백고, 요대, 백말, 오피이를 착용하였으며, 위계를 나타내는 주

머니인 대(袋)를 찼다. 두건은 당대에 썼던 조라로 만든 주머니

형태의 관이다. 이것을 위계별로 살펴보면, 친왕이하 제신의 5

위 이상은 조라두건을 쓰고 예복과 같은 색의 의에 흰색 고를

입었으며 아홀을 들고 금은장요대를 띠고 대(袋)를 가지고 백

말과 오피리를 신는다. 그리고 6위 이하는 조만두건에 의, 흰

바지에 목홀을 들고 오유요대를 띠고 백말과 오피리를 신는다.

무관조복의 경우에는 신분과 직책에 따라 규정이 세밀히 되

어있으나 기본적인 구성은 두건에 무란궐액의 위오(位 )를 입

고 요대와 오장횡도를 차고, 백말에 오피리를 신는다.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법륭사오중탑탑본소상(法隆寺五重塔塔本塑

像) 시자상 동면9호상(Fig. 3)과 서면15호상(Fig. 4)에 나타나

있는데( , 1974), 모두 통수포를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

에는 뒷부분에 끈 2개가 내려뜨려진 복두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의 조복을 보면, 내친왕, 여왕, 내명부에 한하여 규정되

어 있는데 남자와는 달리 문무관의 구별은 없다. 여관의 조복

은 예복 착용시의 보계, 습, 석을 제외한 의, 비대, 비군, 말,

이를 착용한 모습이며 조복은 예복과는 달리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복이기 때문에 소매부리가 그다지 넓지 않은 통수였을

것이며( , 1974), 법륭사오중탑탑본소상(法隆寺五重塔塔

本塑像) 부인상 서면31호상(Fig. 5)에서와 같은 통수의 형태였

을 것( , 1974)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의는 모두 수령으

로 되어 있으며, 옷의 색은 관위에 따라 달라, 위계가 높은 자

부터 심자, 천자, 심비, 천비, 심록, 천록, 심표, 천표, 황색까지

사용하였다. 내친왕 이하 5위의 명부는 예장에서 보계와 습, 석,

금말을 제외한 의, 비대, 군, 백말, 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6위

이하는 역시 머리모양을 보계로 하지 않고 가발인 의계를 하고,

의의 색은 남자의 조복과 같은 색으로 하며, 심천녹비대를 띠

고 녹표비군을 착용한다(北村哲郞, 1980). 

여자가 조복을 착용할 때, 얼굴화장은 분, 연지를 바르고 치

아에는 치흑을 하며 눈썹은 초생달형으로 둥글게 그린다. 또한

당나라의 풍습을 따른 것으로 미간과 입술 바깥쪽에는 연지나

남색 점을 찍기도 하는데, 이것을 화자, 가시(花子) 또는 화전,

가덴(花鈿)이라고 한다(이자연, 2004).

제복: 제복은 관직이 없는 하급관리나 일반서민이 공무에 종

사할 때 착용하는 의복이다. 제복은 조만두건( 頭巾)을 쓰

고, 황색 포에 오유요대(烏 腰帶)를 매고 백발(白襪)과 피리

(皮履, 평상시의 履로는 草履가 사용됨)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

체로 문관 조복에 준한 것이었다. 정창원의 사경소(寫 所)에

서 일하던 사람에게 지급한 포를 보면, 난이 없는 무란포에 오

피리나 초혜를 신었고, 노비는 검은색의 포를 입고, 고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흰색의 절고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당시 제복으

로 추정되는 것 중, ≪寫經受紙帳≫ 여백에 그려진 그림을 보 

 

 

 

 

 

 

Fig. 3. 법륭사오중탑탑본소상 동면9호상( , 奈良朝服飾

の硏究, p.6).

 Fig. 4. 법륭사오중탑탑본소상 서면15호상( , 奈良朝服飾

の硏究, p.7).

 

Fig. 5. 법륭사오중탑탑본소상 서면31호상( , 奈良朝服飾

の硏究,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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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복두를 쓰고 상령통수의 포에 대를 매고 있는 것이 있는데

(Fig. 6), 제복의 모습은 필시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여자의 제복은 궁인, 5위 이상인 관직자의 딸, 무위의 서민

여자에 대하여 제복이 제정되었으며, 남자의 경우와 같이 문관

과 무관의 구별은 없다. 특히 여자의 제복에 관하여는 그다지

자세한 규정이 없고, 궁정에 종사하는 자로 직위가 없는 사람

은 짙은 녹색이하라 기록되어 있으므로, 6위 이하의 여자는 그

다지 복색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언

본 연구는 아스카·나라시대에 시행되었던 복제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서 당시 지배자층의 복식과 그 특성에 관하여 연구

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스카·나라시대는 조선을 비롯한 당나라와의 활발한 외교

에 의해 불교,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등 다방면에 걸친 문화

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즉 이 시대에는 국가 지도자가 적극

적으로 대륙 문물을 수입하여 정치 사회면에서 새로운 국가체

제를 창건하였고, 정신 생활면에서는 불교의 수용과 그 융성에

열의를 쏟았던 시기였다. 

이전의 원시·고훈시대와는 달리 아스카·나라시대에는 의

복에 관한 제도가 율령으로 반포되어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았

다고 볼 수 있으며, 수차례의 복제 개편은 당시 주변국과의 교

류 및 일본국내의 위계제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아스카·나라시대의 복제는, 주로 황족과 관리들을 중심으

로 한 지배자층의 복식에 관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

리의 위계에 따라 관과 복의 색을 달리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

였고, 위계가 세분화 될수록 다양한 복색으로 표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식에 있어서는 고훈시대에 착용되었던 2부식 의

복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의복이 채용되는 등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황족과 관리의 경우 예복, 조복, 제복과 같이 의

복의 종류를 따로 규정하여 때와 장소, 행사의 내용에 따라 의

복을 달리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유물자료 등을 통하

여 당시의 복식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렇듯, 아스카 나라시대의 지배자층의 복식은 당시 대륙으

로부터 선진의 복식문화를 받아들인 결과, 외래의 복식이 다량

유입되어 지배자층 복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복식의 율

령화, 세분화, 다양화 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외래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로는, 우선 이 시대에

는 불교의 도입, 견당사의 파견 등과 같은 대륙과의 통교로 인

하여 대륙의 문화를 흡수하려고 하는 의식이 지배자들 간에 공

감되어 있었고, 대륙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지배자들

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복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

국의 복제를 따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아스카·나라시대의 문화는 외래의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배자층의 복식에는 이러한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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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대대론(相川佳了子, 服裝史, p.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