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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Chipogwan[緇布冠] with such a long history has been changed in 
China and Korea. With regard to the name, material, use and form of Chipogwan,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Chipogwan was mentioned continuously in ancient books of 
ceremonies and literature from the Tang dynasty [唐代], but from the Song dynasty [宋代] new 
name Chigwan [緇冠: a black hat] appeared besides Chipogwan. The two names were transmitted 
to Joseon dynasty [朝鮮] and used together until the mid Joseon dynasty, but from the 18th-19th 
centuries, Chipogwan was adopted according to ancient ceremonies and this name has been used 
continuously until today. The change of the name reflects the change of the material. Ancient 
Chipogwan was made of hemp [布] but when the term Chigwan appeared in the Song dynasty it 
was made of paper and Sa [紗: a 2-end simple gauze]. As other materials were added to hemp, 
po (布) was omitted from Chipogwan. As to the use of Chipogwan, it was a coronet used in pu-
rification ceremonies [齋冠] in ancient times. Then, it was used as Chogagwan [初加冠: a first hat 
putting on] in coming-of-age ceremonies [冠禮] from Zhou dynasty (周). During the Song and 
Joseon dynasty, Chipogwan was used in coming-of-age ceremonies as well as in daily life. As to 
the form, Chipogwan in ancient books of rites and the Song dynasty was a small coronet cover-
ing the topknot. In the Joseon dynasty, the form of Song dynasty was followed until the mid pe-
riod, and then after the mid 18th century, another form was proposed according ancient books of 
rites and an independent form of ceremonial coronet appeared that covered the entire head 
rather than covering only the topk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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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람은 태어나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다가 죽

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의례를 거치게 된

다. 전통시대에 이러한 의례는 크게 관례(冠禮), 혼례

(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의 사례(四禮)로 나누

어졌다. 그 중 관례는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아직 완

성되지 않은 존재[未成年者]’로 살았던 한 인간이 마

침내 ‘완성된 존재[成年]’가 되는, 그래서 드디어 하

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대접받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의례였다. 관례는 미성년에게 세 번에 걸쳐

관(冠)을 씌우고 그 관에 합당한 옷을 입혀 주는 의

례[三加禮]로 진행된다. 관례의 대상인 장관자(將冠

者: 장차 관을 쓸 사람)는 처음 의례 장소에 나올 때

머리카락을 두 개의 총각(總角) 모양으로 묶은 채 관

을 쓰지 않고 나온다. 이어 관을 씌운 후 옷을 입히

는 초가(初加), 재가(再加), 삼가(三加)의 절차를 거

치게 되고, 각 절차에서 점점 더 높은 등급의 관과

옷으로 바꾸어 착용함으로써 미성년자에서 점차 성인

(成人)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이 삼가례

중 초가에 착용하는 관이 치포관(緇布冠)이다.

치포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요(堯)

임금과 순(舜)임금의 태고(太古)시대까지 소급된다.1)

또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거쳐 현

대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치포관은 수많은 복

식 중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 관이라 할 수

있다. 또 고대부터 현대까지 치포관 스스로 유구한

역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연을 넓혀 진

현관(進賢冠), 양관(梁冠), 상투관(上套冠), 상관(喪

冠) 등 유사한 형태의 많은 다른 관모를 탄생시키기

도 하였다.

치포관이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또 복식사

에서 매우 중요한 관모들의 모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주로

의례복식 관련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이들 연구를 보면 치포관과 함께 착용되는 복식에

관해서는 상세히 연구하였으나 치포관 자체는 간략

히 언급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고적 관인 치포관이 후대에

어떻게 변모해가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중국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자료에 나타난 형태

와 그 변화를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치포관에 관

한 이러한 연구는 치포관을 모태로 탄생한 다른 관

모들에 관해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관련 후속

연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중국의 치

포관을 세 시기로 나누어 살핀다. 치포관이 처음 나

오는 의례(儀禮)․예기(禮記) 등 고례서(古禮書)
의 내용을 토대로 개념, 사용, 관의 기본 구조를 살

피고, 한대(漢代) 이후 당대(唐代)까지의 사서류(史

書類)와 전장류(典章類) 문헌에 나타난 치포관의 변

화과정을 살피며, 송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새로
운 형태가 제시된 이후부터 명대(明代)까지의 치포

관을 살핀다. 다음, 조선시대의 치포관을 문헌, 그림,

유물을 종합하여 살핀다. 이를 통해 중국과 다른 조

선만의 특징 및 변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현재 일부에서 착용되고 있는 치포관의 용도

와 형태를 조사한다.

앞서 언급했듯 치포관은 진현관, 양관, 상투관, 상

관 등의 모태가 되므로, 치포관을 전면적으로 파악하

려면 이들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

서는 이를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고, 내용 서술

중 치포관과 관련되는 사항만 필요한 부분에서 간략

히 언급할 것이다.

Ⅱ. 중국의 치포관
1. 古禮書의 치포관

1) 개념, 유래, 용도

‘치포관(緇布冠)’은 ‘검은색[緇] 베[布]로 만든 관’

이다. 이는 본래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인 태고시대

에 착용하던 ‘백포관(白布冠)’에 상대되는 개념인데,

‘백포관’은 ‘흰색 베로 만든 관’이다.

치포관과 백포관은 본래 착용상황에 따라 색을 달

리했다. 평상시에는 백포관을 썼고, 제사를 앞두고 재

계(齋戒)할 때는 백포관을 검게 만들어서 썼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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冠名 太古時代(堯․舜) 三代(夏․殷․周) 周~漢 漢

白布冠 常冠 喪冠 喪冠 喪冠

緇布冠 齋冠 사용 안함
士 이상: 冠禮의 初加冠

庶 人: 常冠
小吏: 변형 치포관 착용

<표 1> 儀禮와 禮記에 나타난 緇布冠의 사용

것이 치포관이다. 이렇게 착용되던 치포관과 백포관은

후대로 가면서 용도의 변화를 보인다<표 1>. 하(夏),

은(殷), 주(周) 삼대(三代)에 이르러 백포관은 상례

(喪禮)에 쓰는 상관(喪冠)으로 착용하게 되고, 재계할

때 쓰던 치포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

나 주대(周代)의 어느 시점부터 한대(漢代)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시 변화가 나타나, 사(士) 이상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관례를 행할 때 초가관(初加冠)으로

사용하게 된다.3) 또 같은 시기에 서민들은 치포관을

평상시에 착용한다. 한편, 한대의 하급관리[小吏]는

치포관을 조금 변화시킨 관모를 착용하였다.4)

2) 형태

‘치포관’이란 명칭은 단순히 색과 재질을 바탕으로

명명된 것으로, 그 명칭만으로는 형태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나 관례를 할 때 늘어놓는 물품과 후대의

기록 등을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는 있다.

관례를 거행할 때는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에 쓸

물품을 미리 늘어놓는데, 그 중 초가례에 쓸 관모에

관해 의례 사관례(士冠禮) 에서 다음과 같이 서

술하였다.

經文: “치포관을 놓는데, 缺項(音 ‘규항’)이 있고,

푸른색의 끈목으로 짠 관끈[靑組纓]을 규항
에 연결한다.”

注: “치포관에 비녀[笄]가 없는 것은 頍를 착용하
여 머리가장자리를 둘러서 목덜미 가운데에서
묶고, 귀퉁이에 네 개의 끈[綴]을 만들어 그것

으로 관을 고정시키기 때문이다. 목 가운데에
고리[ ]가 있는데, 또한 頍를 고정시키기 위
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冠禮와 笄禮를

하기 전의 남녀는 卷幘5)을 착용하는데, 頍의
남겨진 형상에서 나온 것이다. 滕지역과 薛지
역에서는 비녀가 없는 치포관[蔮]을 ‘頍’라고

부른다. ‘屬’은 붙인다[著]는 뜻과 같다.”

疏: “武 아래에 별도로 頍項이 있어서 머리의 네

모퉁이에 끈을 묶고 위에 있는 武에 묶는 것
이 분명하다. 그런 후에 頍項은 안정됨을 얻게

된다.” “頍의 두 머리부분에 모두 고리[ ]가
있고, 따로 끈[繩]으로서 고리 가운데에 꿰어
서 그것(끈)을 묶는다. 그런 후에 頍는 견고하

게 된다.”6)

위의 내용을 토대로 치포관의 구성을 보면 관모의

주체(主體)가 되는 치포관 외에 규(頍: 缺項: 頍項),

네 개의 끈[綴], 끈[繩], 푸른색 끈목[組]으로 만든

관끈[纓]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치포관은 좁

은 의미의 치포관과 넓은 의미의 치포관으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치포관은 위에 주체가 되는 부

분을 말하고, 넓은 의미의 치포관은 주체가 되는 부

분과 나머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체가 되는 치포관

은 ‘관’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으므로, 비록 명확한 언

급은 없으나 정수리를 덮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

가공언의 소에 의하면 ‘관’ 아래에 ‘무(武)’가 있다.

이렇게 ‘관’과 ‘무’로 주체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치포

관에는 비녀를 쓰지 않는다. 때문에 비녀 대신 관끈

인 영(纓)을 써서 관을 머리에 고정시켜야하는데, 주

체 부분에 영을 매달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들을 연

결시켜줄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것이 규[규항]이다.

규는 한 가닥의 끈으로 만들어 머리둘레에 두른다.

규의 네 귀퉁이에는 각각 작은 끈을 하나씩 맨다. 이

끈을 치포관의 ‘무’에 연결하여, 치포관과 규를 하나

로 만든다. 또 규의 끝은 고리모양으로 만들고, 그

고리 안에 끈[繩]을 꿴다. 이 끈은 규항과 치포관을

연결한 후 뒷목덜미[項]에서 묶어 관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규에 연결한 끈을 뒷목덜미에서 묶기 때문에

‘규’를 ‘규항’이라고도 한다.

관끈[纓]은 푸른색 끈목으로 만들어 규에 연결한다.

이렇게 해서 치포관․규․관끈은 하나로 연결된다.

주체 외의 구성요소까지 포함하면 치포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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緇布冠(周制) 頍項 靑組纓 緇布冠(有緌) 緇布冠(不緌) 緇布冠 頍項

<그림 1> 치포관 -新定三禮圖 <그림 2> 치포관 -禮書 <그림 3> 치포관 -儀禮圖

적인 형상은 이상과 같다. 그러나 치포관의 ‘관’이 어

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형상인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후대의 유학자들이 예서에 제시한

형태를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7),

<그림 2>8), <그림 3>9)은 치포관의 형상을 제시한 대

표적인 예서로서 북송(北宋) 초기 섭숭의(聶崇義:

?~?)가 편찬한 신정삼례도(新定三禮圖.이하 ‘삼례
도’라함), 북송 말기의 진상도(陳祥道: 1053~

1093)가 편찬한 예서(禮書), 청대(淸代) 장혜언(張
惠言: 1761~1802)의 의례도(儀禮圖)에 제시된 치

포관의 형상이다.

세 자료 모두 치포관의 형태는 ‘관’과 ‘무’로 구성

된다. ‘관’은 세로로 양(梁)을 잡았고,10) 양 옆이 트여

있다. 또 예서는 치포관 아래에 관끈만 표현했음에
비해, 삼례도와 의례도는 규항과 관끈을 모두 표
현하였다. 규항에는 네 개의 끈[綴]이 달려있고, 규항

의 끈에는 고리[ ]가 있으며, 이 고리에 끈이 꿰어

져 있다. 관끈은 묶고 남은 나머지[緌: 蕤]를 늘어뜨

린 그림이 있고, 또 늘어뜨리지 않은 그림이 있다. 관

끈의 나머지 부분을 늘어뜨리는가의 여부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제후(諸侯)는 관끈을 묶

고 남은 나머지를 아래로 늘어뜨려 장식으로 삼지만,

그 아래 신분은 늘어뜨릴 수 없다. 예서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그림으로 제시하였고, 의례도
는 이 중 늘어뜨리지 않은 것만을 제시한 것이다.

2. 漢 이후 唐代까지 史書類의 치포관
한(漢) 이후 치포관은 용도와 형태에 있어 각각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용도에 있어, 고례서에 제시

된 것과 같이 여전히 관례에 착용되기도 하고, 이와

달리 용도를 완전히 바꿔 국가의 관원이 착용하는

관모가 되기도 한다. 형태에 있어, 고례서의 치포관

과 같은 형태를 쓰기도 하고, 이와 달리 고대의 치포

관에 토대하지만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이와

함께 명칭에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먼저 후한서(後漢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正月 갑자일이나 병자일에 吉日이 되면 관례를 행

해도 된다. 의식은 관례를 따른다. 황제는 초가에 치
포진현, 다음 작변, 다음 무변, 다음 통천관을 가한
다. …(중략)…王公 이하는 초가에 진현관뿐이다.”11)

한대에 황제가 관례를 할 때는 사가례(四加禮)를

시행하고, 치포진현→ 작변→ 무변→ 통천관의 순서

로 관모를 착용했다. 이에 비해 왕공 이하의 신분은

초가관으로 치포진현이 아닌 진현관을 썼다. 이는 곧

한대에 치포진현관과 진현관이 구별되었음을 의미한

다. 다만 치포진현의 형태가 치포로 만든 진현관인지,

혹은 치포관과 진현관을 함께 착용했다는 것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초가례에 치포진현관을 착용한 것은 이때 이후 다

시 나타나지 않는다. 후대의 기록에서 ‘치포진현’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앞에서 언급한 후한서와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치포진현관의 착용은 일시적인 것

으로 보이며, 후한시기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제

도는 아닌 듯하다. 대부분의 기록에서 치포관과 진현

관은 구별되고, 한대의 관례에 관한 아래 내용에도

치포관과 진현관은 구별되어 있다.

“後魏의 孝文帝가 황태자 恂의 관례를 종묘에서
행하는데 조칙을 내리기를, ‘사마표의 한지(漢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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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漢代 황제는 관례시에 네 번 관을 더했는데
첫째는 치포관, 둘째는 진현관, 셋째는 무변, 넷째
는 통천관이다”라고 하였고…(중략)…’.”12)

후한서와 마찬가지로 후한 황제의 관례가 사가

례로 진행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초가례에 치포

관을 착용하고 재가례에 진현관을 착용한다고 하였

다. 이로써 치포관과 진현관이 때로는 하나의 관모로

결합되어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별도의 관모로 쓰이

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진현관은 한대에 출현한 관이다. 그 형태는 책(幘)

과 치포관을 결합시킨 것이다. 때문에 진현관을 말할

때 항상 치포관이 언급되고, 치포관이 변해서 진현관

이 되었음을 밝힌다. 치포관과 진현관의 관계에 관해

언급한 기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진현관은 옛 치포관이다. 文官․儒者들이 쓴다. 앞

의 높이는 7寸, 뒤의 높이는 3寸, 길이는 8寸이다.
공과 후는 梁을 3개 만들고 중이천석에서 박사까
지는 梁을 2개 만들어 쓴다. 박사 이하 소사와 사

학의 제자들은 모두 梁을 하나로 한다. 종실 劉氏
에게는 역시 두 개의 梁으로 된 관을 쓰도록 하였
는데 복식을 더 후하게 해주었음을 보여준다.”13)

“후한대에 치포관의 제도가 변하여 진현관이 되었
고, 이는 儒者가 착용하였다.”14)

“황제의 元服은 초가례에 치포관이며, 곧 5梁의 진
현관이다.”15)

후한대를 즈음하여 치포관이 변해서 진현관이라는

관을 탄생시켰고, 그 후 치포관과 진현관은 때로 동

일한 관모로 인식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진현

관은 관례를 행할 때 외에 관원들이나 유자(儒者)들

이 착용하기도 했고, 관원들의 경우 그 양(梁)의 수

로 신분을 구별했음도 알 수 있다. 이 양은 고대 치

포관의 주름[襞積]이 변화한 것이다.

한편, 수대(隋代)의 관례에서는 한대 이후 내내

나타나지 않던 고대의 치포관 형태가 돌연 출현한다.

“隋의 황태자가 장차 관례를 거행하는데, …(중
략)…賓이 손을 씻기를 마치고 나아가 치포관을

가하니, 관례를 돕는 사람이 나아가 頍와 纓을 (치
포관에) 설치하였다.”16)

수대에 황태자의 초가례에 치포관을 쓰는데, 여기

에 규항(頍項)과 관끈[纓]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고

례의 초가례에 썼던 치포관의 형태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치포관은 수에 이어 당(唐)에서도 사용된

다. 개원례(開元禮)에서 황태자 관례시 초가관으로

규항과 관끈이 있는 치포관을 사용하도록 하였다.17)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치포관은 고례와 마찬가지로 관례에 착용되지만

그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례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치포관에 규항과 관끈을 덧붙인 형태이고,

이러한 형태는 수와 당에서 사용된다. 다른 하나는

고례서의 치포관에서 변화한 치포진현관이나 진현관

의 형태이고, 이러한 형태는 한 이후 위진남북조시기

에 사용된다.

또 형태를 변화시켜 관례 이외의 상황에서도 착용

하는데, 한 이후 문관이나 유자가 착용한다. 이 경우

‘진현관’이라 불렀으며, 문관이 착용할 경우에는 정수

리 부분에 있는 양의 수로 신분을 구별한다.

3. 宋 朱子家禮 이후 치포관
송대 주자가례의 치포관은 이전과 확연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通禮 ‘深衣制度․緇冠’, 家禮圖 :

재료 : 종이를 배접하여 만든다.

武 : 武는 높이가 1寸 남짓이며 너비[廣]는 3寸,

길이[袤]는 4寸이다.

冠18) : 위에는 5梁을 만들고, 너비는 武의 길이와

같게 한다. 길이는 8寸으로 정수리의 앞뒤를 걸쳐
아래를 武에 붙이고, 그 양 끝을 각각 半寸씩 접어
밖에서 안을 향하게 하고 검게 칠한다.

笄 : 武의 양 옆 半寸 위에는 구멍을 뚫어 비녀를
꽂는다. 비녀는 이빨 등 흰 것을 사용한다.

家禮圖 :
왕보의 深衣制度에 이르길 ‘치포관은 烏紗를 사

용하고 漆을 해서 만드는데, 그것은 종이로 만든
것만큼 견고하지 못하다.’하였다.22)

위의 내용을 통해 고례와 다른 송대 치포관의 특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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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굴곡

= 梁 1개 梁 1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19)
규장각

소장본20)
『성리대전』

본21)

<그림 4> 武 치수

-필자그림

<그림 5> 緇冠

-朱子家禮

<그림 6> 朱子家禮 緇冠圖 에

나타난 梁에 대한 해석 -필자그림

첫째, 검정색 베[緇布]를 대신하여 오사(烏紗)나

종이[紙]를 사용한다. 송대에 일반적으로 쓰던 것은

오사였지만, 주자가례는 왕보의 견해를 따라 오사

가 아닌 종이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23)

둘째, ‘치포관’과 ‘치관(緇冠)’의 명칭이 혼용된다.

고례에서는 베[布]를 재료로 썼기 때문에 ‘치포관’이

라 하였는데, 송대에는 베가 아닌 오사나 종이를 쓰

게 되면서 ‘포(布)’가 빠진 ‘치관’이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례서에는 머리에 치포관을 고정시키기 위

해 규항(頍項)과 관끈[纓]을 썼는데, 이를 대신해 무

(武)에 구멍을 뚫어 비녀를 꽂는다.

넷째, 치포관의 치수와 척도(尺度)가 규정된다. 의
례나 예기부터 주자가례이전까지의 치포관 기

록에서 크기와 형태가 명확히 제시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치수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자가례에는 <그림 4>와 같이 치포관의

세부치수가 나타나 있다. 또 척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심의제도 에서 지척(指尺)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였

다. 지척은 중지(中指)의 가운데 마디를 1寸으로 하

며, 지금의 치수로 환산하면 약 2.5㎝가 된다.24) 이

치수를 토대로 주자가례의 치관을 제작하면 머리

전체가 아닌 상투만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관

[髻冠]의 형태가 만들어진다.25)

다섯째, 고례에는 양(梁)에 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주자가례는 “위에 5량을 만든다”고 하여

양의 수가 제시된다.

이상과 같이 송대의 치포관은 고례와 비교해 형태

가 조금 달라지고, 치수나 크기는 좀 더 명확해진다.

다만 양에 있어 5량을 만드는 방법이나 치수 등에

관한 내용이 없고, ‘양(梁)’이 가리키는 부분도 명확

하지 않다. 이로 인해 그림에서 형태가 혼란스럽게

나타난다. <그림 5>26)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규

장각 소장본 주자가례를 보면 <그림 6, 左>와 같이
하나의 굴곡을 양 1개로 본 듯하다. 이에 반해 성리
대전(性理大全)본은 <그림 6, 右>와 같이 주름을 접
은 부분만 양으로 본 듯하다. 주자가례에 명확한

언 급이 없어 이 중 어떤 것이 합당한지는 알 수가

없다. 양의 개념에 관한 혼란은 주자가례뿐만 아니
라 이후 조선시대의 문헌들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위와 같은 형태․명칭의 변화와 함께 착장 방식과

용도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고례에서는 독립된 관모

로 착용되었는데 송대에는 복건(幅巾) 속에 착용하

여 심의와 일습을 이루게 된다. 주자가례의 ‘심의

제도’에서 심의에 부속되는 복식으로 대대․치관․복

건․흑리가 나온다. 치관을 먼저 쓰고 그 위에 다시

복건을 더하는 것이다. 또 관례시 초가례에 쓰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만, 이 외 사대부(士大夫)의 상관

(常冠)으로도 착용된다. 사대부의 연거복(燕居服)으

로 심의가 착용됨에 따라, 심의와 일습을 이루는 치

포관과 복건이 함께 착용된 것이다.27)

송대 이후 치포관은 명대(明代) 구준(丘濬: 1420~

1496)이 쓴 가례의절(家禮儀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치포관은 주자가례와 크게 다르

지 않다. 다만 무와 양에 관해 좀 더 상세히 서술되

었다. 무는 총길이가 1尺 4寸이라 하였다. 양은 재료

의 치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너비 4寸, 길이 8寸이라

하였다.28)

명대의 가례간이(家禮簡易)를 통해서도 치포관

을 확인할 수 있는데,29) 여기에서는 치관의 재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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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만드는 치수에 관해 이전의 기록에서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특징이 보인다. 주자가례와 가례의절
에서는 풀칠해 붙인 종이[糊紙]나 오사(烏紗)를 재

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례간이는 종이로 틀을

만들어 오사로 감싼다고 하였다. 즉, 치관을 만들 때

호지와 오사를 함께 사용한다고 본 것이다. 또 양을

만드는 치수는 가례의절에서 너비 4寸, 길이 8寸이
라 하였지만, 가례간이에서는 너비 8寸, 길이 8寸

이라 하였다. 전자는 양을 만든 후의 완성된 너비를,

후자는 양을 만들기 전에 재단할 때의 너비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명대의 가례서에 나타난 치포관은 일부

내용에서 좀 더 상세히 언급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

로 송대의 형태가 여전히 준용된다. 반면, 국가에서

규정한 제도는 이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명사(明
史)와 명회전(明會典)의 ‘품관관례(品官冠禮)’에

는 홍무원년(洪武元年: 1368)에 제정된 관례절차가

나타나는데, 초가례에 치포관을 착용하도록 되어있

고30), 치포관을 씌우는 과정에서 ‘관끈[纓]’을 맨다는

구절이 있다.31)

따라서 명대의 치포관은 가례서를 적용하는 사가

(私家)에서는 비녀를 사용하는 송대의 형태를 따르

고, 국가례에서는 고례와 같은 관끈이 있는 형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Ⅲ. 조선시대의 치포관
유교를 국시(國是)로 신흥 사대부층의 주도하에

건국된 조선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성리

학의 수용과 보급에 주력하고, 실제 생활에서 주자
가례를 시행하고자 노력한다. 치포관[치관]의 제도

는 주자가례의 수용과 함께 전래되는데, 조선시대

의 치포관은 주자가례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도 또 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나름의 변화를 맞기

도 한다. 본 장에서는 중국에서 시작된 치포관의 제

도가 조선에 유입되어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가례서

를 중심으로 살피고(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등의
국가례에서는 치포관이 보이지 않음), 유물 및 그림

을 통해 그 실제 착용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문헌 중의 치포관
조선시대 치포관의 기록은 태종대 권근(權近: 1352~

1409)의 예기천견록(禮記淺見錄)에서 처음 나타난

다. 이 책은 원대(元代) 진호(陳澔: 1261~1341)의 
예기집설(禮記集說)을 저본으로 하고 권근의 사견

을 더한 예기의 해설서로, 치포관의 내용 또한 예
기와 동일하다.32)
이후 중종대부터 시작된 주자가례에 대한 학문

적 연구의 결과로33) 수많은 예서들이 등장하게 되고,

치포관의 기록 또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중 치포관의 기록과 도식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

어 있는 문헌은 김장생의 가례집람(家禮輯覽), 조
호익의 가례고증(家禮考證), 이재의 사례편람(四
禮便覽), 정약용의 가례작의(嘉禮酌儀), 정내원의
면와유고(俛窩遺稿), 유휘문의 호고와선생별집(好
古窩先生別集), 허전의 사의(士儀)등으로 <표 2>

와 같다. 이들 문헌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치포관이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변화된 모습을 고례 및 주
자가례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지면의

한계로 각 문헌의 치포관 관련 내용을 모두 제시하

지 못하고, 특징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함).

1）용도

치관은 대체로 관례복과 연거복으로 사용되고, 이

외 제복(祭服)으로도 사용된다.

가례고증, 가례집람, 사례편람, 가례작의
에서는 공통적으로 관례의 초가례에 치포관을 착용

한다고 하였다.34) 고례에서 시작된 초가례의 용도가

변함없이 조선시대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35)

관례복 외에 평상시의 연거복으로도 착용되는데

가례고증, 가례집람, 사례편람，사의에서 모

두 연거복으로 착용한다고 하였다. 심의가 조선 중기

이후 유자(儒者)의 옷으로 전성기를 맞게 되면서36)

치관 역시 복건과 함께 연거복으로 착용된 것인데,

연거복으로의 착용은 주자가례와 동일한 것이다．
한편, 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說) 에서는 치포관

을 길제(吉祭)에도 착용한다고 하였다. 이같이 관례

복과 연거복 외에 제복으로도 착용되는 것은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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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치포관의　착용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나타낸다．

2）형태

조선시대 치포관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례서에 의해 정립된 주자가례와
같은 형태, 둘째 고례서를 바탕으로 한 규항(頍項)과

영(纓)이 있는 형태, 셋째 주자가례와 고례가 혼합
된 전혀 새로운 형태이다.

위와 같은 형태상의 변화는 19세기를 기점으로 확

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19세기 이전의 치포관은 주
자가례를 저본으로 한 가례서에 주로 나타나며, 이

로 인해 치포관의 형태와 제작법의 내용이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의 치포관은 주자가례
에 제시된 것에서 벗어나 크기․형태 등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가례집람 통례 ‘심의제도’에서는 주자대전․
가례의절․가례간이등의 치포관 관련 내용을 소

개하고, 이어 제작법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

목되는 것은 양(梁)의 제작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

고, 명확하지 않았던 각각의 양의 치수를 상세히 파

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관의 梁에 주름을 만드는 방법이다. 바깥쪽
은37) 너비가 각각 6分이고 안쪽 은 너비가 각각

6分 남짓이다.（指尺을 사용한다.）치관의 梁을 만
드는 부분의 너비는 8寸인데, 반으로 접으면 4寸을
얻은 것이 2개가 된다.（이 2개 중）하나는 間이

되는데 6개이며, 각각의 너비는 6分 6厘 남짓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되는데 5개이며, 각각의 너비
는 8分이다. 서로간의 사이를 나누면 間이 되는

것이 6개이며, 梁이 되는 것이 5개인데, 이 5개의
梁은 그 가운데에 있게 한다.”38)

또 가례집람도설 에 <그림 7>39)과 같이 ‘관량작

첩도’를 제시함으로써40) 위의 내용을 보충하였고, 특

히 <표 2>의 치관 그림과 함께 주자가례의 그림이
잘못되었음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가례고증에서는 주자가례의 도식이 지닌 문제
를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관신도(緇冠新

圖)’를 제시하였다<표 2>.41)

사례편람에서는 치관과 비녀의 제작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상투의 크기에 따라 치관의 치수가 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42)

<그림 7> 冠梁作 圖

-家禮輯覽

가례작의에서는 치포관의 제도를 고례에 근거하

여 재구성하였다. 정약용은 의례와 예서에 제시

된 변(弁)․면(冕)의 제도를 참고하여 치포관의 치수

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무(武)의 길이는 머리

크기에 맞게 하고, 높이는 4寸이며, 양이 있는 관(冠)

부분은 길이 1尺 6寸에 너비는 8寸으로 본 듯하다.

또 양(梁)의 수는 5개나 7개 모두 가능하다고 하였

다.43) 그러나 이 또한 경문에 명확히 제시된 것이 없

기 때문에 정약용이 고례를 참고해 창안한 방법이다.

그림이 제시되지 않아서 그가 제시한 형태가 고례

서와 가례서 중 어떤 형태에 가까운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규항에 관한 언급이 없고 관례의 절

차에서 비녀를 꽂는다는 구절이 보이고 있어44) 가례

서의 형태에 고례의 치수를 적용한 듯하다. 즉, 정약

용은 재료와 무․양의 치수에 고례를 적용하여 가례

서와 다른 형태의 치포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면와유고는 ‘치포관제도증손설(緇布冠制度增損說)’

에서 치포관을 언급했는데, 그 제작법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시를 재료로 썼는데,

이는 고례서의 베[布]를 쓴다는 것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와 양의 안쪽에 종이로 된

둥근 끈[團絛]을 댄다. 셋째, 본래의 재료인 모시를

검게 만드는 방법이 나온다. 그것은 계란즙과 먹물을

섞어서 바른 후 기름을 바르고, 다시 검은색 칠을 하

는 것이다.45)

정내원이 제시한 형태는 독특하지만 위 제작법 외

에 그림이 제시되지 않아 형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

다. 그러나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견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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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저자 저술년도 치포관 기록 출처 명칭 재료 용도 형태

家禮輯覽 金長生

(1548~1631)
1599

通禮 ‘深衣制度’，　

冠禮 ,

家禮輯覽圖說

緇冠
烏紗,

糊紙

冠禮服,

燕居服,

吉服

家禮考證 曺好益

(1545~1609)
1609

通禮 ‘深衣制度’,

冠禮
緇冠

烏紗,

糊紙

冠禮服,

燕居服

四禮便覽 李縡

(1680~1746)
1746(?) 冠禮

緇冠,

緇布冠
糊紙

冠禮服,

燕居服

嘉禮酌儀 丁若鏞

(1762~1836)
1810 冠禮

緇冠,

緇布冠
布 冠禮服 -

俛窩遺稿 鄭來源

(1766~1845)
(?)

雜著

‘緇布冠制度增損說’
- - - -

好古窩先生
別集

柳徽文

(1773~1827)
(?) 冠服考證 緇布冠 絹 冠禮服

士儀 許傳

(1797~1886)
1870(?)

士儀圖 , 法服篇 ,

成人篇 ‘冠服之具’
緇布冠 布

冠禮服,

燕居服

* 저술년도를 기준으로 정리함. 저술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를 병기하고, 생년을 기준으로 함.

<표 2>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치포관

해 새로운 형태를 창조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호고와선생별집은 관복고증(冠服考證) 에서 치

포관․현관․진현관․심의 등의 제도를 기술했는데,46)

제작법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가례서와 차이가 있다.

첫째, 가례서에서 무와 양이 있는 관 부분을 합해

서 하나의 치포관을 이루었다면, 호고와선생별집에
서는 그것이 치포관의 일부분을 이루고, 이와 별도로

규항과 관끈[纓]을 사용해 관모를 고정한다는 것이

다. <표 2>의 그림과 같이 관과 무로 이루어진 부분

이 상투를 덮고, 규항이 머리전체 둘레를 감싸며, 관

끈을 잡아매는 형태이다. 둘째, 재료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가례서에는 검정색 사[烏紗] 또는 배접한 종이

[糊紙]를 사용한 반면 호고와선생별집에서는 검정

색 견[黑絹]을 사용하였다. 셋째, 무와 양의 제작법

이 변화한다. 다른 문헌과 달리 무와 양을 두 겹으로

해서47)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였고, 가례서에서는 양

을 정수리의 가운데서 구부리므로 앞과 뒤의 길이가

같았는데 여기에서는 정수리의 뒤쪽에서 구부려 앞

의 길이가 뒤보다 길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호고와선생별집에 나

타난 제작법과 형태는 고례서를 좇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규항과 관의 제작법에 관한 정문(正文)이 없

기 때문에 주자가례이래의 가례서 내용에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여 치포관을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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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는 사의도(士儀圖) , 성인편(成人篇) ‘관

복지구(冠服之具)’, 법복편(法服篇) 에서 치포관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데,48) 형태와 제작법에서 앞

서 살펴 본 가례서와 다소의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재료가 다르다. 가례서에서는 검정색 사[烏

紗]나 배접한 종이[糊紙]를 재료로 사용한 반면, 사
의에서는 가는 베[細布]를 검게 물들여 사용하였다.
이는 고례에서 베를 쓴 것을 따른 것이다.49) 또한,

재료의 차이에 따른 ‘치관’과 ‘치포관’의 명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혹자가 ‘ 주자가례의 치관은 서의에 의거했는
데, 사마온공이 별도로 제도를 만들어 단지 종이만

발라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치관’이라 하고 ‘치
포관’이라 이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설이 어떨
지 모르겠다.”50)

송대 사마온공으로부터 시작된 ‘치관’이라는 명칭

이 조선후기까지도 명확한 개념 규정 없이 ‘치포관’

과 혼용되었고, 그 용어 사용에 대해 조선시대의 학

자들조차도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양을 만들 때 가는 끈(細繩)을 놓는다. 이는

정내원이 면와유고에서 양의 안쪽에 종이로 만든

둥근 끈을 놓는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정내원

은 이 끈이 양의 안쪽에 들어가게 했는데, 허전은 안

에 댄 것인지 겉에 댄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

나 <표 3>의 허전 초상화를 보면 겉에 따로 끈이 보

이지 않고 있어 안에 댔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크기가 상투만 덮던 작은 형태에서 머리 전

체를 덮는 큰 관모 형태로 변한다. 이러한 독립된 관

모의 형태는 문헌에 제시된 그림<표 2>과, 허전의 초

상화<표 3>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관[梁]을 무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사례편람에 따르면 관은 무를 감싸고,

양쪽 끝을 반촌(半寸) 접어서 무의 안쪽에 부착하게

된다. 그러나 사의에서는 무의 위쪽 가장자리에서

안쪽에 붙이는 형태로 관이 무를 감싸지 않으며, 무

의 전면(全面)을 드러낸다.

다섯째, 치포관을 머리에 결속시키는 도구로써 비녀

대신 ‘관끈[纓]’을 사용한다. 이는 고례를 따른 것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가례서와의 차이점을 종합해보면,

허전이 제시하는 치포관은 고례와 가례서를 절충한

새로운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고례의 형태에 나타난

관끈, 가례서의 형태에 나타난 무, 그리고 머리 전체

를 감쌀 정도의 큰 치수를 적용해 치포관의 형태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독립된 관의 형태는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정약용이 가례작의에서 제시한 형

태와 맥을 같이한다.

2. 그림과 유물에서의 치포관
위와 같이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치포관은 그림

과 유물<표 3>을 통해 실제 착용상황을 일부나마 짐

작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문헌에는 그 명

칭이 ‘치관’ 또는 ‘치포관’이라 명시되어 있는 반면,

그림이나 유물에서는 명칭이 명확하지 않고, 형태 또

한 치포관과 상투관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난해하다.

따라서 본 그림 자료에서 치포관이라 제시하는 것은

문헌의 기록과 부합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1) 그림

치포관을 착용한 초상화와 사진은 총６점이 확인

된다.

윤증(尹拯: 1629~1714)의 초상화에서는 사방건

(四方巾) 안에 치포관을 착용하였다. 세부적인 형태

를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5량․무․비녀가 확인된

다. 이와 같은 형태는 19세기 이전 가례서에 제시된

것과 흡사하다. 임매(任邁: 1711~1779)는 복건 안에

치포관을 착용하였고, 역시 5량․무․비녀가 확인되

며, 비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꽂았다. 허전은 사
의에서 머리전체를 감싸는 치포관을 제시하였는데

초상화 역시 동일한 형태이다. 비녀가 아닌 푸른색

관끈[靑組纓]으로 고정한 점도 문헌과 일치한다. 5량

이며, 무가 상당히 높고, 양옆이 트여있다. 유소심(劉

小心: ?~?)의 초상화는 1915년 채용신이 그린 것으

로, 정자관(程子冠) 안에 치포관의 모습이 보인다.

치포관 앞에 풍잠(風簪)이 놓여 있어 무의 형태를

명확히 볼 수는 없으나, 풍잠 위로 무의 테두리가 보

인다. 비녀로 고정했고, 관 윗부분의 굴곡을 통해 5

량이 확인된다. 유인석(柳麟錫: 1842~1915)은 복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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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윤증

(1629~1714)

임매

(1711~1779)

허전

(1797~1886)

유소심

(?~?)

유인석

(1842~1915)

윤응선

(1854~1924)

-한국의 초상화:

역사 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2007,

p. 297.

-조선시대

초상화Ⅰ, 2007,

p. 78.

-한국의

초상화形과 影의

예술, 2009,

p. 372.

-조선시대

초상화Ⅰ,

2007, p. 174.

-역사인물 초상화

대사전, 2003,

p. 525

-儒學近百年, 1984,

p. 138.

유

물 치포관1 치포관２ 치포관3 치포관４ 치포관５

중요민속자료 221

(윤증가 유품)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소장

- 明齋 尹拯家의 受託遺物, 2009,

pp. 1415.

군산대학교

박물관 소장

2010. 12. 15.

군산대학교 박물관,

- 필자촬영

전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주대학교

박물관 도록,

2007, p. 94.

강원대학교박물관 소장

2010. 12. 16.

강원대학교 박물관,

- 필자촬영

<표 3>　조선시대　그림과　유물에　나타난　치포관

구성 치포관1 치포관２ 치포관３ 구성 치포관4 치포관5

武

높이

전체

높이 7

직경 6

2 2.7

武

높이 3.2 2.6

길

이

전체 25.4 30.4
길

이

전체 27 13

앞/뒤 각 7.5 각 8 앞/뒤 각 7.6 각 3.5

좌/우 각 5.2(우측 파손) 각 7.2 좌/우 각 6 각 3

비녀구멍
양 옆 중앙 1

위에 뚫음.

양 옆 중앙

1 위에 뚫음.
비녀구멍

양 옆 0.7 위에

뚫음.

양 옆 중앙 1.2

위에 뚫음.

冠

[梁]

방향 左 左

冠

[梁]

방향 右 左

너비 7.5 8 너비 7.6 3.5

길이 20.5 21.6

길

이

전체
29 (정수리

뒤쪽에서 구부림)

17 (정수리

뒤쪽에서 구부림)

비녀
형태 -

전체 길이 9

위쪽 지름 0.3 ,

아래쪽 지름 0.1

- 앞 17.3 8.8

재료 - 나무 - 뒤 11.7 8.2

<표 4> 치포관 유물 형태

(단위: ㎝)

안에 치포관을 착용하였다. 관부분이 무를 감쌌고,

비녀로 고정하였다. 단 양의 수는 확인할 수 없다.

윤응선(尹膺善: 1854~1924)은 근대의 유학자로, 복

건 안에 치포관을 착용하였다. 치포관은 매우 높고

양의 골선이 뚜렷하며, 비녀로 고정하였다.

이상의 그림 자료에 나타난 치포관은 허전의 초상

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투를 감싸는 작은 형태이다.

또 모두 주자가례에 제시된 것과 같이 양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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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분과 무로 구성되고, 무에 비녀를 꽂은 형태이다.

문헌에서는 19세기 이후 점차 고례를 좇아 규항과

관끈[纓]을 사용하거나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가

제시되지만, 그림에서는 20세기까지도 주자가례의
형태가 준수되는 모습이 보인다. 또 윤증, 임매, 허전,

윤응선의 그림을 통해 송대 주자가례부터 나타나

는 양의 개념에 관한 혼란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초상화를 통해 조선시대 치포관 위에 쓰는

관모는 단지 가례서에 제시된 것처럼 복건에 국한되

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치포관을 복건 안에 받쳐

쓰는 것은 물론이고, 이 외 사방건이나 정자관을 쓸

때도 받치는 것이다.

2) 유물

치포관은 출토유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모두

전세유물인데, 현재 대개 ‘상투관’이라 명명되고 있다.

유물은 가능한 한 직접 재료와 치수를 확인하였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２차 자료를 참고하였다.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소장의 ‘치포관1’은 윤증家의

유물이다. 윤증의 초상화가 모셔진 영당(影堂) 안에

있던 것으로 18세기의 유물이라 한다. 윤증이 실제

착용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윤증이 18세기

초에 사망했으므로 윤증의 유품일 가능성이 있다. 윤

증가의 유물 중 영당기적(影堂紀蹟)이 있는데, 이

자료는 영당 안에 있는 물목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

에 ‘죽치포관(竹緇布冠)’이란 기록이 있어,51) 위 유물

과 같은 형태를 ‘치포관’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52)

유물은 5량이고, 비녀를 꽂아 사용했으나 현재 비녀

는 없는 상태이다.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치포

관２’는 조선시대 유물이다. 이 유물은 안에 틀을 만

들고 겉에서 직물로 감싼 형태이다. 틀을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겉은 평직물에

검게 칠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의 ‘치포관3’은 유물의 편년이 명확하지 않다. 종이를

배접해 만들었고, 관의 파손 부위를 통해 배접한 형

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세 유물은 형태 및 치수

<표 4>를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19세기

이전 가례서에 나타난 형태와 유사하다.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치포관4’와 ‘치포관5’의 제작과 사

용시기는 시기가 분명치 않다. 전자는 종이를 배접해

틀을 만들고 겉에서 평직물로 감싼 형태이다. 후자

역시 안에 틀을 만들고 겉에서 평직물로 감싼 형태

이지만 틀의 재료는 확인할 수 없었고, 그 크기가 매

우 작았다. 이 두 유물은 정수리의 중앙이 아닌 약간

뒤쪽으로 넘어가 구부린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는 호
고와 선생별집의 관부분과 유사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치포관 유물은 모두 상투를 덮

는 작은 관모 형태이다. 그림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이 있는 관부분과 무로 구성되고, 무에 비녀

를 꽂는 주자가례의 형태를 따른 것이다.
반면 사용 재료와 양을 접는 방향은 문헌과 차이

가 나타난다. 재료는 종이나 직물 이외에 나무를 사

용한 것이 확인되는데, 나무와 같은 재료의 사용은

용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관례복이 아닌 연거복으

로 착용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

문에 종이나 직물 이외에 나무도 재료로 쓴 것으로

보인다. 종이 등을 사용해 틀을 만들고 직물로 감싸

는 형태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보인다. 양의 방향은

문헌에 모두 왼쪽으로 제시되는데, 유물에서는 오른

쪽으로 향한 경우도 확인된다<표 4>.

Ⅳ. 현대의 치포관
치포관은 현재까지도 일부에서 착용되고 있다. 조

선시대와 마찬가지로 관례복으로 착용되기도 하고,

일부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연거복

으로 착용하기도 한다. <그림 8>53)은 안동에서 개최

한 2010년 성년의 날 관례 및 계례 행사에서 관자

(冠者)가 치포관을 착용한 모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

한 안동청년유도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안동 지역

에서는 관례복으로 치포관을 착용하며, 관례 이외의

용도로는 치포관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치포관

은 머리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시중에서 구매한 것

이며, 5량(梁), 무, 관끈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9>54)

는 연거복으로 치포관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왼

쪽 사진은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학성강당(學聖講

堂)’의 김수연(金洙連, 1926~) 선생이다. 선생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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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현대 치포관 착용1(관례복)

- 안동청년유도회 제공, 2010. 11

<그림 9> 현대 치포관 착용2(연거복)

(左) 金洙連 선생, - 학성강당 제공, 2010. 12

(右) - 경향신문, 1996. 3. 1, p. 25.

<그림 10> 현대 치포관

착용3(성균관 행사)

- 필자 촬영, 2010. 9,

성균관

출할 때도 치포관을 착용한다. 치포관은 선생의 자부

(子婦)가 만들었고, 5량, 무, 관끈으로 구성된다. 오

른쪽 사진은 1996년 3월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이다.

사진의 인물은 40세에 전통 관례를 치른 후 평소에

도 치포관을 착용한다. 머리 전체를 감싸는 형태이고,

5량과 무로 구성되었으며, 비녀나 관끈이 없다. 이

외, <그림 10>55)과 같이 성균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치포관을 착용한 사례가 있다. 성균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석전(釋奠)등의 의례에서는 치포관을 착용하지

않지만, 부속 행사에서 개인의 기호에 따라 치포관을

착용하며, 일부 유림(儒林)들이 제례(祭禮)에서 치포

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착용되는 이상의 치포관은 모두 허전이 제시

한 것처럼 머리 전체를 감싸는 독립된 관모 형태이

고, 상투만을 덮는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Ⅴ. 결론
태고시대부터 현재까지 착용되고 있는 치포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명칭, 재료, 용도,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명칭: ‘치포관’은 ‘검은색 베[布]로 만든 관’이

다. 고례서에서는 이 명칭이 줄곧 유지되고, 당대(唐

代)까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송대(宋代)에 이르러

‘치포관’외에 ‘치관’이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된다. 두

명칭은 주자가례의 수용과 함께 조선에까지 그대

로 이어져, 조선중기까지는 함께 사용된다. 그러나

18~19세기에 들어서면서 명칭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다시 고례를 따라 ‘치포관’을 회복한다. 현재는 흔히

‘치포관’이라 부른다.

2. 재료: 재료의 변화는 명칭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고대의 ‘치포관’은 베[布]를 재료로 썼다. 그러

나 송대에 ‘치관’이라는 명칭이 나타날 때는 종이를

재료로 쓴다. 베만을 재료로 쓰지 않고 다른 것을 함

께 쓰면서 ‘치포관’에서 ‘布’가 빠진 것이다. 그러나 주
자가례에서 송대에 종이 외에 오사(烏紗)를 쓰는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로 인해 조선시대에는

18세기 중반까지 종이와 오사를 함께 쓴다. 그렇지만

18세기 중반 이후 주자가례에 대한 비판적 수용

및 고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고례를 따라

베를 쓰게 된다.

3. 용도: 태고시대에 치포관은 재계할 때 쓰던 관

[齋冠]이었다. 이는 평상시에 백포관을 쓰던 것과 비

교되는 것이다. 이후 하․은․주 삼대(三代)에는 쓰

지 않다가, 주(周)에서 한(漢)에 이르는 시기에 다시

부활하여 관례의 초가관(初加冠)으로 쓰인다. 그러나

관례복에 쓰인 것은 사(士) 이상의 신분에 국한하는

것이었고, 서민들은 상관(常冠)으로 착용하였다. 또

한대 이후에는 치포관이 변형된 다른 형태의 관모가

관례복 뿐만 아니라 관원들의 복식에 수용된다. 이

때 등장한 것이 치포진현관, 진현관 등이다. 송대에

이르러 관례복뿐만 아니라 연거복으로도 착용되고,

이 때 치포관은 복건 속에 착용한다. 조선시대에도

관례복과 연거복으로 쓰이는데, 연거복으로의 착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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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송대에 비해 훨씬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복건

외에 사방건이나 정자관 안에도 받쳐 쓰기 때문이다.

또 제사를 드릴 때[吉祭]에 착용하기도 한다. 현대에

도 관례복, 연거복, 제복의 용도는 이어지고, 일부 유

교 관련 행사에서도 착용한다.

4. 형태: 고례서에 나타난 형태는 상투를 감싸는

작은 형태였고, 본체와 부속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본

체는 관(冠)부분과 무(武)로 구성된다. 관부분은 정수

리를 덮는데, 세로방향으로 주름[襞積]이 잡혀있다.

그 아래에 무가 있는데, 상투머리 밑동을 둘러싸는 역

할을 한다. 부속부분은 규(缺: 缺項)와 관끈[纓]으로

구성된다. 규항은 한 가닥의 끈으로 만들어 머리전체

에 두른다. 이 규항은 본체를 머리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규항의 네 귀퉁이에 작은 끈[綴]을 매어 무에

연결하고, 규항의 끝에 작은 고리[ ]를 만들어 끈

[繩]을 꿰어 뒷목[項]에서 묶는다. 또 푸른색 끈목으

로[靑組] 관끈을 만들어 규항에 묶어 턱 앞에서 맨다.

이러한 형태의 치포관은 비녀를 쓰지 않는다.

한 이후 위진남북조시기를 거쳐 당대까지 착용한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치포관이 변형된 진현

관, 둘째 형태가 분명치 않은 치포진현관(치포로 진

현관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혹은 치포관과 진현관을

결합시켰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셋째 고례서와 같은

규항과 관끈이 있는 형태이다.

송대에는 상투만을 감싸는 것은 이전과 같지만,

모양은 고례와 완전히 다른 것이 탄생한다. 규항과

관끈을 없애고, 간편하게 양이 있는 관부분과 무로

구성되며, 무에 비녀를 꽂는 형태이다. 치포관이 연

거복으로도 쓰이면서 좀 더 간단한 형태를 사용할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중기까지 주자가례의 형태가 답습
되다가, 18세기 이후 변화를 보인다. 즉 18세기 중반

에서 19세기 사이에 고례를 따라 본체 외에 규항과

관끈이 있는 형태가 제시되기도 하고, 고례와 주자
가례를 절충하여 지금까지의 상투만을 감싸던 작은

형태가 아닌 머리전체를 덮는 새로운 관모를 탄생시

키기도 한다. 또 이전에는 자세한 언급이 없던 양을

만드는 법이 치수와 그림으로 자세히 제시된다.

현재 착용되는 치포관은 독립된 관모의 형태로,

조선후기의 고례와 주자가례를 절충한 형태와 유

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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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청구기호 古古2-65-10, 무구재古159-93, 古朝29-67,

성호古159-113, 의산古5223-2, 무구재古5223-3, M古

1-2004-9, 한貴古朝29-91, 古古2-65-1). ② <그림 5>의

규장각 소장본『朱子家禮』와 동일한 형태는 총 4종

이 있다(청구기호 古159- 61, 일산古1252-36, 일산古

1252-37, 古5213-3).

20) 규장각 소장, 1759년(英祖 35) 4월 芸閣에서 校印한 丁

酉字本 『家禮』(청구기호 奎中 311-v.1-3)의 그림이다.

21) 孔子文化大全編輯部(中國 濟南)에서 출판된 『性理大

全』본의 치관 그림이다.

22) 朱熹, 朱子家禮 通禮 ‘深衣制度․緇冠’와 家禮圖 ‘深衣冠
履之圖’: “糊紙爲之. 武高寸許, 廣三寸, 袤四寸. 上爲五

梁, 廣如武之袤, 而長八寸, 跨頂前後, 下著於武, 屈其兩

端各半寸, 自外向內, 而黑漆之. 武之兩旁半寸之上, 竅以

受笄. 笄用齒骨, 凡白物.”; 家禮圖 ‘深衣冠履之圖’:

“王普之制度云: ‘緇布冠用烏,紗, 漆爲之, 不如紙尤堅硬.’”

23) 吾妻重二 (2010), 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情報の發信と
受容, 東京: 雄松堂出版, p. 177.
深衣について -近世中國․朝鮮および日本における儒服

の問題-에서 주희가 왕보의 說을 따랐음을 언급하였다.
24) 朱子家禮에 제시된 1寸을 지금의 치수로 환산했을

때 몇 ㎝가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자에 기준하여 1寸을 약 2.5㎝로 적용하였다.

25) 필자는 지척 2.5㎝를 기준으로 하여, 조선시대의 가례

서에 제시된 제작법을 근거로 치포관을 제작해 보았

다(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이를 제시하지 못함).

그 결과 치포관이 머리전체가 아닌 상투만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26) 朱熹. 朱子家禮.

27) 심의와 치관, 복건을 함께 착용한 것은 宋代 사마온공

에 의해서이고, 주희는 이를 본받은 것이다(丘濬, 家
禮儀節 卷1 通禮 ‘深衣制度’: “至宋溫公, 始服深衣冠,

緇冠而, 裹以幅巾, 朱子效之, 亦非古制也.”).

28) 丘濬, 家禮儀節 卷1 通禮 ‘深衣制度 緇冠’: “糊紙或用

烏紗, 加漆爲之. 裁一長條, 其長一尺四寸許, 其高寸許,

圍以爲武, 其圍之兩旁各廣三寸, 前後各長四寸. 又用一

長條, 廣四寸, 長八寸, 上襞積以爲五梁, 縫皆向左, 彎其

中, 跨頂前後, 下著於武, 屈其兩端各半寸, 自外向內, 而

黑漆之. 又於武之兩旁半寸之上, 爲竅以受笄. 笄用白骨,

或象牙爲之.”

29) 金長生, 家禮輯覽 卷1 通禮 ‘深衣制度 緇冠’: “ 家禮
簡易: ‘糊紙爲胎加桼, 以爲烏紗裹之, 其制先裁一條,
長一尺四寸, 高一寸, 圍以爲武, 前後各四寸, 旁各三寸,

又用一長條, 廣八寸, 長八寸, 上襞積爲五梁向左, 彎其

中, 跨頂前後.’”

30) 明史 卷54 禮志 8 嘉禮2 ‘品官冠禮’: “明洪武元年定制,
始加緇布冠, 再加進賢冠, 三加爵弁.”

明會典 卷63 禮部 23 ‘冠禮 品官冠禮’.

31) 明史 卷54 禮志 8 嘉禮2 ‘品官冠禮’: “…(중략)…賓立

於西階上東面, 執緇布冠者升, 賓降一等受之, 右執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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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執前 東面, 跪, 結纓, 興復位…(중략)….”

32) 權近, 禮記淺見錄 卷10 郊特牲 陳澔 注 : “冠義言冠禮
之義也. 冠禮三加, 先加緇布冠, 是太古齊時之冠也.”

33) 장동우 (2009), 조선후기 家禮 談論의 등장 배경과 지

역적 특색- 朱子家禮에 대한 註釋書를 중심으로-,

조선의 주자학과 실학, 朱子思想硏究會 編, 서울: 혜

안, p. 265.

34) 曺好益, 家禮考證 卷4 冠禮 ‘冠’: “冠.” 注: “緇布冠”;

金長生, 家禮輯覽 卷2 冠禮 ‘加冠巾納履’: “補註: ‘冠

爲緇布冠, 巾爲幅巾…(중략)….’ 玉藻: ‘始冠緇布

冠…(중략)….’ 丘儀 ‘按, 孟懿子曰, 始 冠, 必加緇布
冠何也. 孔子曰, 示不忘古. 今冠禮, 始加以緇冠幅巾,

亦此意也…….’”

李縡, 四禮便覽 卷1 冠禮 ‘諸具’: “緇冠.”
丁若鏞, 與猶堂全書 3集 23卷 嘉禮酌儀 ‘冠禮’: “今擬

貧士之子, 始加緇布冠, 用靑敞衣…….”

35) 이정옥, op. cit., p. 147.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초가례의 관모로 치포관만을

착용했다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시속이나 학자의 견

해에 따라 치포관 외에 笠子나 紗帽 등이 착용되기도

하였다.

36) 정혜경 (1998), 심의,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pp.
37-50.

37) 金長生, 家禮輯覽 卷1 通禮 ‘深衣制度 幅巾’: “ : 韻
會陟涉切, 猶摺也, 摺疊也.” 즉, 겹치도록 접는 것을

의미한다.

38) 金長生, 家禮輯覽 卷1 通禮 ‘深衣制度 緇冠’: “冠梁襞

積法, 外面 廣各六分, 內面 廣各六分有奇, 用指尺,

緇冠梁廣八寸, 折半得四寸者爲二, 一分爲 間者六, 各

廣六分六厘有奇, 一分爲 者五, 各廣八分, 而相間分之

爲 間者六, 爲梁者五, 五梁居其中.”

39) 金長生. 家禮輯覽.

40) 家禮輯覽圖說 에 나타난 ‘冠梁作 圖’․ ‘緇冠’그림은

喪禮備要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申義慶, 喪
禮備要 喪禮備要圖 ）

41) 曺好益, 家禮考證 卷2 深衣制度 ‘緇冠’: “今以本注及丘
氏之說考之, 則舊圖果誤, 故兹載新圖及其說以備證正.”

42) 李縡, 四禮便覽 卷1 冠禮 ‘緇冠’: “用厚紙糊爲材, 裁一

長條爲武, 武高寸許, 長一尺四寸許, (指尺.), 環之聯其

兩端. 又用一條, 方八寸許, 襞積爲五梁, 其法從一旁, 計

六分六釐有奇之外, 又中摺八分爲梁, 如是者凡五, 所餘

又爲六分六釐有奇, 襞積之, 則爲廣四寸, 跨頂前後, 下

著於武外, 屈其兩端各半寸, 自外向內, 黏於武之內, 則

武左右各廣三寸, 前後各廣四寸. 武之兩旁中央各半寸之

上爲竅, 以受笄. 冠五梁, 襞積縫, 皆向左, 而黑漆之, 或

用烏紗, 加漆爲之,（尤庵曰: ‘緇冠只用 家禮寸數, 則
髻大者高濶, 頗不著, 不得已當稍寬其寸數, 以相著爲度

.’）”; ‘笄’: “用以揷於冠者, 圓首尖末,（家禮本註 :

‘用齒骨凡白物.’）”

43) 丁若鏞, 與猶堂全書 3集 23卷 嘉禮酌儀 ‘冠禮’ : “案緇
布冠之制, 經無明文, 人自爲制, 僅可容髻, 非禮也. 考古

弁冕之制, 皆冠長一尺六寸, 其廣八寸, 士冠禮 之疏,

武之崇四寸, 見陳氏 禮書, 其圍視頭, 未嘗無法也. 喪
冠三襞積, 縫向右, 則吉冠之襞, 或五或七, 其縫向左也.

宜用極細布, 染緇爲冠, 如古法.”

44) 丁若鏞, 與猶堂全書 3集 23卷 嘉禮酌儀 ‘冠禮’: “行始

加禮, …(중략)…贊者取笄, 簪之.”

45) 鄭來源, 俛窩遺稿 卷1 雜著 ‘緇布冠制度增損說’: “朱子
曰: ‘緇布冠其制小, 僅可撮其髻也.’ 愚病其小, 欲廣其

制, 取黃紵一, 廣折中爲兩葉, 前後各長一尺許, 直下而

爲武, 洽於跨頂, 廣前後各一尺三寸許, 洽於圍頂. (隨頭

大小.) 其高寸許之上, 以紙團絛橫置於內而裹縫, 以及於

橫廣之端兩葉之廣前後各六寸. 又以紙團絛分爲五梁, 長

置於內而裹縫, 直下於武之端, 其端則鉤針, 武二寸半之

上梁之左右邊則皆割去, 從割去處向外斜裁, 又納而鉤針,

橫廣各四寸合前後葉而向邊斜縫, 邊高四寸許, 取卵汁和

墨而糊之, 加油而黑漆之. 此其一副新制也. 盖所增者尺

寸度數及紙團絛左右邊之斜裁也. 所損者襞積着武及兩旁

之竅笄也.”

46) 柳徽文, 好古窩先生別集 卷1 冠服考證 ‘宋緇布冠’: “裁
用黑絹. 武以一長條, 高二寸許, 摺爲一寸, 長尺四寸, 又

有相連半寸, 糊乾使堅硬, 前後各四寸, 兩旁各三寸. ○

冠用裌, 方八寸許, 襞積向左爲五梁, 以練絲縱縫之, 下

着於武, 屈其兩端半寸, 自外向內, 屈摺頂後, 前高四寸

半, 後高三寸半. ○缺項用一長條, 高如武, 長隨頭大小,

足以圍髮際, 定爲二尺四寸, 是亦爲同身寸與指尺同, 又

餘一寸, 兩頭屈半寸, 向內綴之, 而空其中, 用繩自上貫

之, 結於項後, 四隅有小條, 各三四寸, 綴之冠隅. ○纓用

靑組二條, 長足以結於頥下, 綴於缺項, 無下垂者.”

47) 武는 높이 2寸을 접어서 1寸이 된다고 했으므로, 겹으

로 했음을 알 수 있다.

48) 許傳, 士儀 卷4 成人篇1 ‘冠 冠服之具 緇布冠’: “用極
細布, 染緇爲之, 其制上爲五梁. 梁皆襞積, 向左縮縫, 縫

中置細繩, 梁廣四寸, 長足裹前後, 當頂處圓曲而下, 兩

末至于武之上際, 向內畢之. 武高四寸. 或用進賢之制,

則前高七寸, 後高三寸, 前後各廣四寸, 左右各廣三寸.

梁武同材. 用靑組爲纓. ○後世或以烏紗爲之, 或以糊紙

爲之. 或不用纓而用笄.”

49) 許傳, 士儀 卷18 法服篇2 ‘緇布冠說’: “冠材, 則後人但
見 家禮之無布字而有糊紙之說, 用紙不用布, 甚失本
旨也. 糊紙云者, 以布柔軟易屈, 故糊於紙, 使之堅固也.”

50) 許傳, 士儀 卷18 法服篇2 ‘緇布冠說’: “或曰: ‘ 家禮
之緇冠, 惟依書儀, 而溫公, 則別自爲制, 但用糊紙, 故特

名緇冠, 不名緇布冠’其說未知如何也.”

51) 影堂紀蹟 堂中遺物件記: “浩然巾 一件(移入本宅), 竹

緇布冠 一, 黑紵冠纓 一雙 …(중략)….”

52) 文化財管理局 (1970),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 p. 643.
다만 물목에 의하면 대나무로 만든 것인데, 이 유물은

일반 나무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故석주선 선생이 유

물을 조사한 자료에도 ‘목재’라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물목에 기록된 치포관이 이 유물인가는 확언

할 수 없다(충남역사박물관에서는 물목의 ‘죽치포관’

이 유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3) 자료제공일 2010. 11, 안동청년유도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54) 左: 자료제공일 2010. 12, 학성강당에서 제공받은 자료,

右: 이준규 (1996. 3. 1), 상투틀고 ‘건강서당’현대판
훈장, 경향신문, p. 25.

55) 저자촬영날짜 2010. 9, 성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