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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물어회권≫을 통해 본 일본 헤이안시대 남자복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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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n's Costumes of Heian Period of Japan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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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n's costumes of the ruling class of the
Heian period by studying the costumes demonstrated in the ≪Won-si-mul-eo-heo-gwon≫, a picture album of the Heian
perio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ostumes shown in the ≪Won-si-mul-eo-heo-gwon≫,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ne of the types is the costumes that were newly made in the Heian period such as Jik-eui, Su-eui, Ha-seub,
Sok-dae-jang-sok. The other type, period including Omoja, Ji-gwan, Pyo-go is the costumes that were made by modifying the
costumes of the previous. The costumes of the Heian period were evolved into a new type of outfit by changing the way of
wearing them, their form, and their color. The costumes became various in types, became bigger in form, and used various
colors. As a result, the costumes of the Heian period were developed into more colorful and fancier compared to those of the
previous period. The costumes of the Heian period can be interpreted as japanized-embracing and japanizing the culture of
the continent-costumes of the previous period rather than as simply copying the costumes of the continent. The driving force
of this phenomenon can be analyzed as the effect of japanization that was widespread in the culture in general of the Heian
period. This japanization made it possible to create peculiar and genuine costumes of the Heia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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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본 연구는 일본 헤이안(平安)시대의 복식과 그 특성에 관하

여 고찰하고 일본 복장사에 있어 이 시대 복식의 위상을 검토

함으로서 당 시대 우리나라 복식의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과 동시에 일본 복식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우선, 헤이안시대의 복식문화를 형성시킨 시

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시기의 사회와 문화, 외교관

계 등을 검토한다. 또한 헤이안시대 복식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이 시기의 이야기를 다룬 ≪원씨물어(源氏物語)≫의 내용을 그

림으로 표현한 ≪원씨물어회권(源氏物語會圈)≫에 묘사된 복식

을 분석하고, 헤이안시대 이전의 시대인 아스카나라시대의 복

식과 비교하여 헤이안시대 당시의 복식의 특징을 밝힌다. 

복식이 묘사된 ≪원씨물어회권≫은 ≪원씨물어≫의 각권에

서 명장면을 선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두루마리그림으로, 가

상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원씨물어회권≫의 제

작은 천황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궁정의 발의로 이 명을 받은

화가들이 그린 작품으로 다수의 화가들이 참가, 분담하여 만들

어졌으며, 여기에는 제작자 개인의 해석이나 주장, 창의성은 내

포되지 않았던 작품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德川義宣, 1983)

묘사된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도구 일체는 당시의 상황을 대변

하여 주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원씨물어≫의 내용이

궁정의 생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된

복식은 당시의 지배자계층의 복식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씨물어회권≫에 묘사된 남녀복식 중 남자복식

을 중심으로 당시 지배자층인 귀족의 복식특성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원씨물어회권≫에 묘사된 의복을 중심으

로 각종 참고문헌, 유물자료, 사진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복식의

특성에 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지배자계

층이란 직급을 가진 계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며, 본문에

명기된 일본어의 한글표기는 한글(한자)로 병기하였다. 또 일반

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지명과 시대구분의 명칭은 일본어 발

음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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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이안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원씨물어회권≫

2.1. 헤이안시대의 시대적 배경

일본 고대사 중에서 헤이안시대는 연력13년(794) 헤이안쿄

(平安京), 즉 지금의 교토에 수도를 옮긴 때부터 겐큐(建久) 3

년(1192) 미나모토씨의 정권이 확립되었을 무렵 또는 그 이전

의 분치(文治) 원년(1185) 다히라씨의 멸망에 따른 가마쿠라의

미나모토요리토모의 패권이 성립 된 시기까지의 약 400년간을

말한다(이자연, 2004). 

평안시대를 전, 후기로 나누어서 스쟈쿠(朱雀)천황이 양위된

10세기 중엽까지를 전기, 혹은 고닌(弘仁), 죠간(貞觀)시대, 그

뒤를 후기 또는 후지와라(藤原)시대라 한다. 전기는 나라시대

이상으로 당문화를 받아들여 모든 면에서 당의 영향을 많이 받

았는데, 헤이안시대는 중국에 대한 문화적인 의존도가 쇠퇴하

고 불교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

시켰다. 특히 10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를 국풍

문화라 부른다.

국풍문화는 귀족들의 생활을 반영하여 우미하고 부드러우며

미적인 감각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국풍 문화를 대

표하는 것은 일본문학이었으며 그 기초가 된 것은 일본의 독자

적인 가나문자의 발명이었다. 8세기경까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일본어를 나타내던 만요오 가나는 10세기 초에 이르러 히

라가나와 가타카나로 발달하였고, 가나의 발달은 국문학의 발

전을 가져왔다. 특히 와카(和歌)가 발달하였으며, 산문으로는 귀

족의 연애생활을 그린 ≪원씨물어≫가 유명하다.

또한 민간에서는 전란이 계속되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말법

사상의 유행을 배경으로 정토종이 퍼져갔는데, 이는 종래의 귀

족 중심의 불교문화가 일반 서민들에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

다(박동석 외, 1999). 

2.2. ≪원씨물어≫와 ≪원씨물어회권≫

≪원씨물어≫는 약 1000년 전 일본의 궁정을 중심으로 전개

되는 소설로, 전 54첩에 이르는 대작이며 작자는 ≪자무부일기

(紫式部日記)≫라는 일기를 남기기도 한 무라사키 시키부(紫式

部)라는 여성이다. 무라사키 시키부의 생년에 관하여는 여러 가

지 설이 있으나, 대략 972년으로 추측이 되며, 33세부터 궁에서

지냈고 42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신분에 관하여는 일기와

여러 자료를 통하여 보았을 때, 집안은 대대로 지방관, 또는 중

급관리를 지냈으며, 가인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전용신, 1999).

≪원씨물어≫가 씌어진 시기는 헤이안시대(794-1192) 400년

의 중간쯤인 1008년 경 작가가 궁에서 지내던 시기로 추정되

며, 이시기의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섭관의 시대로, 문화적으로

는 완숙한 귀족문화가 꽃피었던 시기였다. ≪원씨물어≫는 필

사본으로 유포되다가 무라사키 시키부가 죽은 지 5년에서 10

년 쯤 지난 뒤에는 당시 최하층이라고 생각되던 지방관의 가정

에서까지 읽혔다는 기록이 있어, 이 책이 매우 빠른 속도로 광

범위하게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마쿠라시대의 초두에는

≪청표지본(靑表紙本)≫이라고 불리는 교주본(校注本)들이 나왔

다. 그 내용은 주인공 원씨를 중심으로 당시의 궁중을 배경으

로 한 귀족층의 생활과 사랑에 관하여 씌어진 것이다. 

≪원씨물어≫에 관한 연구는 약 800년 전인 원정시대 후반

기에 후지와라(藤原伊行)가 ≪源氏釋(원씨석)≫을 내놓음으로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그 후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

도로 검토되기도 하여 ≪원씨물어≫는 가장 많은 연구서를 지

니고 있는 작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전용신, 1999).

한편, ≪원씨물어회권≫은 ≪원씨물어≫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두루마리그림으로, 제작된 년대는 12세기 초, 중반이라

고 전해지고 있으며, 작자는 등원륭능(藤原隆能)또는 륭친(隆親)

이며, 사서는 비조정아경(飛鳥井雅經), 세존사이방(世尊寺伊房),

적연(寂蓮)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德川義宣, 1983). ≪원씨물어

회권≫은 ≪원씨물어≫의 작가 시키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독

립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당시 궁정의 발의로 다수의 화가들이

참가, 분담하여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회화예술로 전개시

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발의자도 감상자도 그 사회의 권력

자, 지식층이 모였던 궁정의 엘리트 집단이었다면 ≪원씨물어

회권≫을 제작한 담당자들은 그 역사사회의 영향을 받았을 것

이고, 오히려 그 사조를 대표하고 더욱이 가장 세련된 미의식

과 가치관을 표상하려고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원씨

물어회권》에 묘사된 복식의 연구는 헤이안시대 지배계급의 특

징을 명확히 표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원시물어회권≫에 표현된 남자복식 분석

3.1. 남자복식이 표현된 화첩

본 장에서는 ≪원씨물어회권≫의 남자그림이 묘사된 18장면

을 대상으로 하며, 복식고찰의 이해를 위해 인물이 등장되는 때

와 장소 및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장면의 기록을 복식과 함

께 제시한다. 소설의 자세한 내용과 등장인물에 관하여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약자(若紫) : ≪원씨물어≫ 54첩 중 5첩에 해당하는 본 그림

은 북산에서 하산도중 매화나무 아래서 스님의 가야금 연주를

듣고자 하는 장면으로 원씨는 직의(直衣)에 관(冠)을 쓰고 있으

며, 스님은 법복 차림이다. 

봉생(蓬生) : ≪원시물어≫ 15첩에 해당되는 그림으로, 그림

의 좌측 윗부분에 소나무에 걸쳐진 등꽃이 그려져 있고 그 아

래에는 우산을 쓰고 있는 원씨(源氏)가 직의, 오모자(烏帽子)에

지관(指貫), 습(襲)을 입고 있다. 절오모자(折烏帽子)에 수의(狩

衣)모습으로 원씨 앞에 서있는 자는 종자인 유광(惟光)이다. 

관옥(關屋) : 이것은 ≪원씨물어≫ 16첩에 해당하는 그림으

로, 석산에 참배하러 간 원씨가 귀경하는 상육개(常陸介)부처와

만나는 장면이다. 그림의 훼손도가 심하여 복식을 파악하기 매

우 어렵다.

백목일(柏木一) : ≪원씨물어≫ 36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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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48세 되던 해의 그림이다. 그림은 육조원(六條院) 한실의

광경으로, 좌측에 누워있는 자는 산후의 女三の宮으로 규고(袴)

의 약장(略裝)차림이며,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좌측 앞의

수주(數珠)를 들고 눈물을 훔치고 있는 법복차림의 승려는 주

작원이며, 승려 앞의 오모자에 직의차림을 하고 역시 눈물을 닦

고 있는 자는 원씨이다. 

백목이(柏木二) : 그림은 석무(夕霧)가 친구인 백목(柏木)의

문병을 온 장면을 그린 것으로, 백목의 집안 모습이다. 우측에

는 아름다운 산수화가 그려진 병풍이 그려져 있고, 좌측에는 여

방(女房)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우측에는 백목과 석무의

대면장면이 묘사되어있는데 중간에 휘장으로 분리시켜 표현하

고 있다. 맨 우측의 석무는 관직의, 지관차림이며, 백목은 오모

자를 쓴 채 누워있다. 

백목삼(柏木三) : 여삼궁(女三の宮)이 출산한 아이의 50일째

축하 장면으로, 원씨는 관직의 차림으로 아기를 안고 있다. 

횡적(橫笛) : 이것은 ≪원씨물어≫ 37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씨의 49세 2월에서 가을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

림은 원씨와 석무가 백목의 1주기를 맞이하여 공양을 한 후,

석무가 집으로 돌아와 처 운정안(雲井の雁)과의 이야기를 묘사

한 장면이다. 백색 대규(大)차림의 인물이 석무이다. 

영충일(鈴蟲一) : 이것은 ≪원씨물어≫ 38첩에 해당하는 것

으로 원씨의 50세 여름에서 가을까지 묘사한 것이다. 원씨의

직의장속 자락만이 묘사되어있다. 

영충이(鈴蟲二) : 그림은 여삼궁의 저택에서 원씨와 석무 등

의 친구와 놀이를 즐기는 장면으로, 직의차림에 예를 나타내기

위해 하습(下襲)을 차려입은 모습이다. 방안에서 오른쪽 얼굴을

보이고 있는 자는 냉천원(冷泉院)으로 오모자에 어인직의를 입

고 있으며, 그 앞의 자가 원씨이다. 난간에 하습을 걸친 채 악

기를 연주하는 자가 석무이다. 

석무(夕霧) : 이것은 ≪원씨물어≫ 39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씨물어회권≫ 중 가장 극적인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직의

차림의 석무가 친구인 백목의 처 낙엽궁(落葉宮)으로부터 온 편

지를 읽고 있는 중, 질투심에 가득 찬 석무의 처가 손을 뻗어

편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이다.

어법(御法) : 이것은 ≪원씨물어≫의 40첩에 해당하는 것으

로, 원씨가 가장 사랑하였던 여인 자상(紫上)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다. 원씨의 51세 봄에서 가을까

지의 이야기이다. 오모자 직의차림의 남자가 원씨이며, 오른손

에 부채를 들고 왼쪽 소매로 눈물을 닦고 있다. 

죽하일(竹河一) : 어법(御法)과 죽동일(竹河一)사이의 3첩이

분실되어, 이것은 ≪원씨물어≫의 44첩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씨

는 이미 죽고 그 후, 세월은 10년이 흘러 명석중궁의 자녀 내궁

(宮)과 훈( )이 성인이 되었다. 그림은 관직의 차림의 훈이다.

죽하이(竹河二) : 이것은 3월이 되어 자매인 대군(大君)과 중

군(中君)이 뜰에 피어있는 벚꽃나무의 소유를 정하기 위해 바

둑을 두고 있는 장면으로, 주위에는 시녀들이 이 모습을 지켜

보고, 관직의 차림인 석무의 아들 장인소장(藏人の少將)이 자매

의 모습을 엿보고 있는 광경이다. 

교비(橋妃) : 이것은 ≪원씨물어≫의 45첩에 해당하는 것이다.

훈은 관직의 차림이나 특이하게 허리의 대를 보이게 매고 있다. 

숙목일(宿木一) : 이것은 ≪원씨물어≫의 49첩에 해당하는 것

으로, 여이궁(女二の宮)이 14세가 된 해의 여름, 그림의 훈은

관직의 차림이고, 함께 바둑을 두는 제(帝)는 말습(襲)차림이다.

숙목이(宿木二) : 그림은 내궁(宮)과 육궁(六の宮)의 혼인 3

일 째 되는 날의 아침풍경이다. 오모자에 대규를 입은 내궁이

당의상차림의 아내 육궁을 안고 있는 모습이다. 

숙목삼(宿木三) : 비파를 치고 있는 내궁은 관직의 차림이며,

누워있는 중궁(中宮)은 당의상의 정장차림이다.

동옥이(東屋二) : 그림은 관직의 차림의 훈이다. 

이상, ≪원씨물어회권≫에 묘사된 남자복식 18장면의 그림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원씨물어회권≫에 표현된 남자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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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남자복식의 유형

≪원씨물어회권≫에 묘사된 남자복식을 보면, 오모자, 절오

모자, 관을 포함한 관모류가 있으며, 의복으로 직의, 지관, 습,

수의, 어인직의, 하습, 규, 대규, 말습이 있다. 본 장에서는 헤

이안시대 귀족 남자 복식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복식에

대한 형태와 용도, 구성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

하, 본 장에 게재된 복식의 그림은 ≪원씨물어≫가 씌어진 당

시 주인공들의 복식품을 복원한 것으로, 일본 풍속박물관 제작

실에서 제작, 소장 중인 것이다. 

관모 : 오모자(烏帽子) - 오모자는 장속착용 시 쓰는 검은

색 모자로, 텐무제(天武帝)때 정해진 규관(圭冠)에서 변화한 것

인데, 쓰개를 쓰는 풍습이었던 당시는 귀천을 불문하고 일반적

으로 널리 썼던 쓰개이다. 보통 라, 사, 견, 마를 재료로 하여

주머니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후두부 가장자리 안에서 끈으로

그 크기를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위관제도의 정착으로 남자는

머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위의를 세

울 경우에는 관으로 사용하였으며, 보통 때에는 신분이 낮은 사

람들이 쓰는 모자이다. 위관자의 경우 5위이상일 때에는 입오

모자를, 6위이하는 풍절오모자를 사용하는데, 강장속이 유행하

였던 가마쿠라(鎌倉)시대에는 옻으로 칠을 하여 딱딱하게 만들

어 쓰기도 하여,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것과 구별

하기도 하였다. 무사들은 평상시에 활동하기 쉽도록 모자의 정

수리부분을 접은 절오모자를 사용하였으나, 관이 닿는 이마언

저리 머리털을 반달모양으로 밀었던 월대(月代)가 확산되자 모

자를 쓰지 않은 풍습이 유행하게 되어 특별한 경우에만 오모자

를 쓰기도 하였다(大沼 淳, 1986). 즉 처음에는 관과 마찬가지

로 부드러운 감으로 만든 것이었으나 점차 딱딱한 감으로 만들

게 되어 입오모자, 절오모자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것이 신분

에 따라 사용하게 되었다(Fig. 1). 

관(冠) - 전대의 복두가 경화되고 형식화된 것으로 상투를 넣

는 부분을 건자라 하고, 후두부에 묶은 끈을 영이라 한다. 또

영이 형식화되고 부터는 상투의 아랫부분을 밖에서 비녀로 꽂

아 관을 고정하였으나 12세기부터는 이것도 형식화되어 종이

로 꼰 끈으로 턱 밑에서 매도록 하였다(Fig. 2). 

의복 : 직의(直衣) - 직의는 천황을 비롯하여 공가 남자가

집에 있을 때 또는 사적인 방문 시 등 가장 널리 착용된 복식

으로, 후에는 칙허를 받아서 조정 출사 시에도 착용하였다. 직

의의 형태는 속대포와 거의 같으나 색과 문양, 옷감 등에는 공

복과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잡포라고도 하였다. 착

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착용법은 의에 지

관을 입고 직의만을 착용하고 여기에 오모자를 쓰는 것인데 이

것을 오모자직의라고 하여 평상시 집에 있을 때 차림이다. 예

를 갖출 경우에는 오모자 대신 관을 쓰는데 이것을 관직의라

하였다. 

직의가 사적인 의복에서 공적인 의복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헤이안시대 말에는 직의의 옷감과 형태가 약간 변화하고 종류

가 많아져 어인직의, 소직의(小直衣), 무란직의(無直衣)가 등장

하게 되었다.

어인직의란 주로 천황이 착용한 것으로 하직의라고도 하는

데, 보통의 직의보다 기장이 길고 자락이 끌리도록 입는 것으

로 이때는 붉은 색의 장고를 입는 것이 관례였다(北村哲郞,

1992). Fig. 3은 관직의이며, Fig. 4는 오모자 직의를 착용한

모습이다.

법복(法衣) - 불교교단의 승려가 규정에 의해 착용하는 의복

으로, 승복이라고도 한다. 헤이안시대의 법복은 주로 규양식이

법복으로 사용되었으며, 모(裳)가 달려있다.

지관(指貫) - 지관은 주름이 잡힌 8폭 바지인데, 바지자락에

끈으로 졸라매게 되어있는 것으로 길이는 비교적 긴, 좌례에 적

합한 바지이다. 685년(천무천황)에 괄서군(괄서군)이라는 기록

이 있으며, 701년(大玉元年)의 복제에 백박구와도 연관이 있고,

헤이안시대 중기이후 속대가 절고였는데 반하여 약장인 포고,

의관, 직의, 수의를 착용할 때 지관이 입혀졌다. 지관은 활동에

편리하기 때문에 노복들도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특히 노고라

고도 하여 처음에는 마제의 포고였으나 후에 견이나 능으로 만

들어 천황, 신하들도 이것을 착용하게 되었고, 때로는 여자의

여행 장속으로도 착용되었다(이자연, 1999). Fig. 3의 관직의

차림에서 하의인 바지가 지관이다.

수의(狩衣) - 수의장속은 의에 지관과 수의, 오모자로 구성되

어 있는데, 이 중 수의는 상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대의 위

오(位)에서 생겼으며, 양 옆구리가 비어있고, 소매를 졸라매도

록 되어 있는 가볍고 단순한 의복이다. 수의를 따로 포의(布衣)

라고도 했던 것처럼 원래는 마포로 만들어진 보잘 것 없는 것

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평상복으로 착용해 왔던 것이다. 형

  

Fig. 1.오모자(井筒輿兵衛,
   p.120).

Fig. 2. 관(井筒輿兵衛, p.120). 

  

  

Fig. 3. 관직의(井筒輿兵衛,
   p.12)

Fig. 4. 오모자직의(井筒輿兵衛,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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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면에서는 활동적이면서 기능성이 있어 수렵과 여행에 적합

하였기 때문에 관인들 사이에서도 주로 젊은 사람들의 야외복

으로 착용되었다. 옷감은 능과 문양이 있는 직물이 사용되었고,

또 색과 문양도 화려하게 발전하여 젊은 사람이 점차 평상복으

로서 이 수의를 착용하게 되었다(北村哲郞, 1992). Fig. 5는 입

오모자에 상의로 수의를 입고 있으며, 하의로 지관을 입고 있

는 모습이다. 

습(褶) - 褶은 히라미, 히라비, 히라오비, 시비라 등 여러 가

지 명칭이 있으며, ≪令義解≫에 “所以加袴上”이라 하여 고위

에 착용한다고 되어있고, 또 ≪令集解≫에는 “古記云 謂似婦人

裳也”라하여 상과 같이 부인의 하의로 착용된 것 같다(杉本正

年, 1984). 상의의 기장이 짧으면 보이는 부분이 많고 상의의

기장이 길면 상의에 대부분 가리게 된다. 

표고(表袴) - 표고는 속대장속 중의 하나로 하의이다. 표고는

포 밑에 가려져 있어 당시의 형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후

세의 것은 앞에서 여미는 형식이고, 한 가운데에 반당이라고 하

는 떨어진 띠 모양의 당이 붙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앉았을

때에 부자유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생각되므

로 필시 속대가 성립된 시점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겹으로 만들어졌으며 자락은 안이 겉으로 조금 나와 있다. 평

상시에는 겉은 백색, 안은 홍색으로 만들어졌는데 상을 당했을

때에는 둔색, 또 상층계급의 젊은이들이 신사와 行幸때의 화려

한 장속에는 홍매, 소방, 자, 청, 맹황 등으로 염색한 표고가

착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옷감은 경사 시와 젊은이에게는 부직

물이 사용되었고, 평상시 및 장년층에는 고직물, 4위 이하는 평

견이 사용되었다. 문양은 과( )에 산(霰), 등(藤)에 환(丸), 용

단(龍 ), 군국(群菊) 등이 있다(北村哲郞, 1992). Fig. 6은 관

에 란( )이 부착된 봉액포(縫掖袍)를 입고, 하의로 표고를 입

고 있는 모습이다.

하습(下襲) - 하습은 속대장속에 속하는 반비 밑에 입는 속

옷으로 겨울에는 겹옷, 여름에는 얇은 단에 양 옆구리가 비어

있는 당의였는데, 10세기 중엽부터 자락이 길어져 포 아래에

늘여서 뒤로 끌리도록 입었다. Fig. 6의 그림에서 뒤의 바닥에

끌리는 장속이 하습이다.

규( ) - 규는 표의 아래에 입는 의복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표의인 직의, 수의를 벗고 지관 위에 규를 겹쳐 입었다(大沼,

1986). 

말습 - 말습이란 장속의 경우에서 표착과 맨 아래에 입는 단

( )사이에 입는 의복을 여러 겹으로 하여 입는 것으로, 남자

는 당시 멋의 하나로 여러 겹의 말을 출의(出衣)의 착장법으로

입기도 하였다(大沼, 1986). 
 

3.3. 헤이안시대 남자복식의 특징

≪원씨물어회권≫에는 남녀의 복식이 묘사되어 있는데, 남자

복식으로는 두식으로 관과 오모자가 있으며, 의복으로 직의, 지

관, 표고, 첩, 수의, 법복, 어인직의 하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

중 ≪원씨물어회권≫에 가장 많이 나타난 복식으로는 오모자에

직의차림, 관에 오모자차림이 많았으며, 관직의차림은 오모자

직의차림의 경우보다 예를 갖춘 장면에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관·오모자 직의차림이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우

선, 주인공인 윈씨의 출연이 가장 많았고, 직의에 오모자 차림

이 당시 공가귀족의 일상착의로 대표적인 옷차림이었기 때문이

라 여겨지며, 이와같은 차림은 헤이안시대 당시 궁중에서 남자

귀족계급의 일반적인 착장의복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

한, 주인공을 비롯한 여타인물의 등장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의복의 종류가 그다지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대소의 행

사에 관한 특별한 장면보다는 궁중의 생활을 소재로 다루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원씨물어회권≫에 표현된 헤이안시대의 복식을 분석하기

에 앞서, 아스카·나라시대의 지배계급 복식에 관하여 살펴보

면(이자연, 2006), 복식은 삼공복인 예복, 조복, 제복으로 나누

어져 있어 때와 장소, 행사의 내용에 따라 의복을 달리 착용하

였고, 의복의 종류는 관과 상의, 하의, 위오, 양당, 말, 석등으

로 분류되어 있으나, 상의의 경우에는 의(衣)로만 표기되어 있

을 뿐 그 형태를 알 수가 없다(相川佳予子, 1984). 그러나 아스

카·나라시대의 유물로 남아있는 상의나 표의에 해당하는 세

포, 포포 등을 보면(關根眞隆, 1986), 헤이안시대에 나타나는 상

의 또는 표의에 비하여 명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구조도 매

우 단순함을 알 수 있다. 하의로는 고(袴)로 표기되어 바지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고를 기본형으로 하여 헤이안시

대에 와서는 지관과 표고로 발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

된다. 헤이안시대의 복식을 살펴보면, 관인 오모자는 전대의 규

관으로 이미 존재하였으나, 전대의 것과는 그 형태가 달리 나

타나고 있으므로, 관의 원형은 고수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복식

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직의나 표고, 지관, 수의에서와

같은 의복은 그 형태상 아스카·나라시대의 복식보다 거대화되

고, 옷의 자락도 장대화되어 땅에 끌리도록 착용하였으며, 옷감

에 나타난 문양과 색상도 다양하여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연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헤이안시대에 들어와서 복식은 착용방법이나 형태,

색상 등이 변화하여 새로운 형식의 차림이 됨에 따라, 복식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형태에 있어서도 장대화, 거대화양상을 나

타내며, 다양한 색의 표현으로 전대보다 화려한 양상으로 전개

 

 

 

 

 

  

Fig. 5. 수의와 지관(井筒輿兵衛,
    p.114).

 Fig. 6. 표고와 하습(井筒輿兵衛,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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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전대인 아스카·나라시대의 복

식은 고분시대부터 착용되었던 2부식의복을 고수하면서 중국으

로부터 새로운 의복이 채용되고, 이러한 것들을 율령으로 제정

하여 착용함으로서 대륙의 복식을 모방한 것(이자연, 2006)이

라 할 수 있다면, ≪원씨물어≫가 집필된 시기인 헤이안시대의

복식은 대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기 보다는 전대의 것

을 기반으로 한층 더 전개 발전시켜 복식의 종류와 색의 다양

화(伊原, 1977), 장대화, 거대화현상을 유발하게 하였으며, 필자

는 이러한 현상을 복식의 일본풍화라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면 헤이안시대에 있어 복식의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

게 된 원인을 당시 전개된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논의하여 보기

로 한다. 

헤이안시대는 중국을 비롯한 대륙의 문화를 단순한 모방의

단계에서 벗어나 일본화하려는 움직임이 9세기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0세기에 들어와서 그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로서는 당시 일본이 외국과의

교류가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당시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던 귀

족들의 미의식에 대한 취향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헤이안시대를 초기와 후기로 구분하였을 때, 초기에 해당하는

율령시대에는 문화의 전반적인 양상은 전대의 아스카나라시대

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문화의 모방양상을 나타내어,

사가천황의 고닌(弘仁) 9년(818)의 조칙에 있는 바와 같이 모

든 의식과 남녀의 의복은 대륙의 경향을 따랐던 시대였다. 이

러한 대륙풍의 선호경향은 헤이안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간페이

(寬平)6년(894)에 단행된 견당사의 폐지로 점차 약화되기 시작

하였다(井筒雅風, 1986). 이후 당의 멸망과 함께 신라도 멸망하

게 되고, 919년에는 고려조가 건국되었지만, 일본은 고려와는

거의 교류가 없는 등, 일본은 타국과의 교류가 진행되지 않게

되어 견당사가 폐지된 시기를 기점으로 모든 문화의 양상이 대

륙문화의 모방에서 일본풍으로 서서히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杉本正年, 1984). 즉 10세기부터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상류계급에서는 지금까지의 당풍모방을 반성하는 기운이 생기

면서 일본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일본풍의 형식이 모든 분야

에서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高田倭男, 1977), 대륙으로

부터 수준 높은 문화를 흡수한 후, 여기에 일본인 특유의 감성

과 자연관을 가미시킨 독특한 문화인 일본풍화를 창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당시의 문화의 중심은 귀족의 생활에서 시

작되어, 미의식의 근저에는 일본인의 자연적인 미에 대한 동경

과 우미한 품위와 격식이 겸비된 우아하고 화려한 왕조문화를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식 저택은 이내리(里內裏)로 되고

의복은 중국식 옷에 대한 반발로 일본의 마룻방에 어울리는 형

태로 점차 고안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 및 예

술을 비롯하여 일본문화전반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데, 가나문

자의 발명으로 ≪만엽집≫, ≪주귀물어≫, ≪우진보물어≫,

≪원씨물어≫, ≪심초자≫ 등의 일본문학이 발전되는 계기가 마

련되었다. 또한, 닌메이조에는 일찍부터 대륙전래의 당악과 임

읍악, 기악 등에 일본 고래의 신악과 대화무, 동유 또는 일본

인의 작곡도 더해져 격조 높은 일본 음악의 하나인 무악이 탄

생하였으며, 일본특유의 건축 중의 하나로 귀족저택인 침전조

의 형성과 일본풍 정원 등 문화전반에 걸쳐 일본화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헤이안시대의 독자적인 문화현상을 국

풍문화라고 하는데, 국풍문화는 귀족들의 생활을 반영하여 우

미하고 부드러우며 미적인 감각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풍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일본문학이며 이러한 문화현상이

기저를 이루면서 복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원씨물어회권≫에

묘사된 복식은 대륙의 복식에 기인하지만, 일본화 된 복식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식이 장대화되고 거대화되며

색상에 있어 다양화된 것은 당시 귀족의 미의식과 그와 관련한

생활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생

활환경 중 당시 주택의 구조에 의한 관련성을 논의해 보면, 당

시의 옷차림이 길이와 폭에 있어 장대화 현상을 가능하게 하였

던 것은 귀족의 침전조라는 주택구조가 헤이안시대에 새롭게

발안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침전조는 개방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 복도로 집과 집을 연결하여 건조되었기 때

문에 모든 생활이 집안에서 이루어 질 수가 있었고, 의복이 장

대화되고 거대화되어 바닥에 끌리더라도 생리적, 위생적인 문

제가 없었던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기저로 당시 귀

족들의 미의식과 예술적 취향 등이 복식에 반영되어 헤이안시

대 복식의 모습으로 반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언 

본 연구는 일본 헤이안시대의 회화집인 ≪원씨물어회권≫에

묘사된 남자복식을 통하여 헤이안시대의 귀족복식의 특성에 관

하여 연구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씨물어회권≫에 표현된 헤이안시대의 남자복식을 보면,

직의와 수의, 하습 등이 있었고, 이러한 복식류는 전시대인 아

스카나라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복식으로 헤이안시대에 새

롭게 만들어진 복식이라 할 수 있으며, 오모자, 지관, 표고와

같은 복식류는 전대의 복식을 원형으로 하되, 원래의 복식과 다

른 양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헤이안시대에 들어와서 복식은 착용방법이나 형태,

색상 등이 변화하여 새로운 형식의 차림으로 됨에 따라, 복식

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형태에 있어서도 장대화, 거대화양상을

나타내며, 다양한 색의 표현으로 전대보다 화려한 양상으로 전

개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전대인 아스카나라시대의 복식

은 고분시대부터 착용되었던 2부식의복을 고수하면서 중국으로

부터 새로운 의복이 채용되고, 이러한 것들을 율령으로 제정하

여 착용함으로서 대륙의 복식을 모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면,

≪원씨물어≫가 집필된 시기인 헤이안시대의 복식은 대륙의 복

식을 모방하였다기 보다는 전대의 복식을 일본풍화 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대륙의 문화를 수용하여 일본풍으로 변

화시킨 원동력은 당시 일본의 문화전반에서 일어난 국풍화현상

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복식면에서도 국풍화 현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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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헤이안시대 특유의 복식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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