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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and possible shape of Goryeo-Achung- 
unsura-jisun(高麗鴉靑雲袖羅質孫) through the details regarding its color, fabric, and pattern in 
the 13-14th century writings and costume relics. Goryeo-Achungunsura-jisun was the summer dress 
coat that government officials wore during the Jisun feast of Yuan, and it was symbolic of the 
political strategy of Yuan as well as the excellent Goryeo fabric material, but no relics remain. 
During this period, Achung (dark blue)was the color that was used to dye silk, dress coats of up-
per class men, and background fabric of the embroidered official patch. And, the term, Yunsu 
(cloud sleeves), was probably sleeves with cloud pattern. The most typical cloud pattern in the 13 
and the 14th century was the ‘flowing, gathering-headed cloud’. The Ra(silk gauze) weaving tech-
nique of Goryeo was developed rapidly in the 12th century, and the quality of the Ra in the late 
Goryeo was good enough to be used for making the official's dress coat in the golden age of 
Yua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jisun and man's formal-suit style in the Mongolian-Yuan, 
the possible styles for Goryeo-Achungunsura-jisu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basic 
Mongolian gown with narrow sleeves and deep crossed diagonal opening, a Mongolian gown with 
waist pleats, the combination of half sleeved gown and long sleeved Mongolian gown. These 
styles would be made of delicate Goryeo Ra, cloud patterned sleeves, fabrics dyed in dark blue 
color, and shawl or embroidered patch ornaments for officials of Yuan, which was more simple 
than materials for Khan's Jisun to avoid rebellions. 

Key words: cloud sleeves(운수), dark blue(아청), official's dress coat(백관연회복), 
political strategy(정치전략), possible style(추정스타일), silk gauze(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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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질손 (9등) 여름 질손 (14등)

대홍 나시치(大紅納石失) 1

대홍 겁면리(大紅怯綿里) 1

대홍 관소(大紅官素) 1

도홍 관소(桃紅官素) 1

남관소(藍官素) 1

녹관소(綠官素) 1

자(紫) 1

황(黃) 1

아청(鴉靑) 1

소 나시치(素納石失) 1

취선보리 나시치(聚線寶里納石失) 1

조갈 혼금간사 합주(棗褐渾金間絲蛤珠) 1

대홍 관소대보리(大紅官素帶寶里) 1

대홍 명주 답자(大紅明珠荅子) 1

도홍(桃紅) 1

남(藍) 1

녹(綠) 1

은갈(銀褐) 1

고려아청운수라(高麗鴉靑雲袖羅) 1

타갈모자(駝褐毛子) 1

천홍모자(茜紅毛子) 1

백모자(白毛子) 1

아청 관소대보리(鴉靑官素帶寶里) 1

비고

納石失: 금사를 넣어 짠 비단(金錦)

怯綿里: 전용(翦茸)

寶里: 란(襴)이 있는 옷

(원사 78 여복 1 에서 대칸 질손에 대한 주(註) 중 백관 질손에도 해당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함.)
- 元史의 질손규정을 색상, 재료, 주(註)를 중심으로 백관과 대칸으로 구분해 재정리함.

<표 1> 元史 지 78 여복 1에 기록된 백관(百官)의 질손 재료

Ⅰ. 서론
본 연구는 고려아청운수라질손(高麗鴉靑雲袖羅質

孫)을 중심으로 13-14세기 무렵의 우수한 고려(高

麗)의 직물 및 염색과 원(元)의 남성용 궁중복식의

조합과 의미를 고찰하고, 해당 의복의 시각적인 특징

을 추측하기 위한 것이다.

고려아청운수라질손은 원사(元史) 지(志) 78 여
복(與服) 1에 백관(百官)의 여름용 질손으로 명시되

었고, 질손은 몽골의 황실행사에 착용된 연회복이었

다. 따라서 대규모 제국을 건설한 원의 관리들의 연

회복 재료였던 ‘고려아청운수라’는 상당히 우수한 고

려의 의료(衣料)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질손은

고려직물의 우수성과 몽골의 정치전략을 나타내는

의복으로서 연구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의 실물이

전해지지 않고 관련 현존유물이 적어, 이에 대한 활

발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할

관련 선행연구로는 김미자1)의 몽골 흉배에 대한 연

구, 최규순, 포명신2)의 원 질손복 직물 중 모자(毛

子)에 대한 연구, 박윤미3)의 수국사 불복장 섬유 연

구 및 김선경, 조효숙4)의 불복장 직물 연대와 관련

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및 질손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원의 복식유물을 관찰하고, 박통사, 노
걸대 등의 고문헌 자료와 고려불복장 직물, 조선 초기
의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 고려의 라(羅), 아청, 운
수(雲袖)의 형태를 연구하여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에

가장 가까운 고증자료를 도출하려고 한다. 연구결과가

실물 제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정 가능한 고

려아청운수라질손의 도판과 특징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시대적 배경과 질손의 특성 및
의미

질손연(質孫宴:jisun feast)은 지손연(只孫宴) 또는

사마연(詐馬宴)이라고도 불리우던 몽골의 관습적 연

회였으며, 질손(質孫:jisun)은 질손연에서 참석자들이

착용하던 예복이었다. 질손연의 위용은 “....공중을 도

는 사마는 선명하기 용과 같네, 대가를 받드는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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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질손(11등) 여름 질손(15등)

옷의 재료 모자 재료 옷의 재료 모자 재료

나시치(納石失)

겁면리(怯綿里)
금금 난모(金錦 暖帽)

타나를 붙인 나시치

(荅纳都纳石失)

보정금봉 발립

(寶頂金鳳鈸笠)

대홍/도홍/자/남/녹색 보리

(大紅/桃紅/紫/藍/綠 寶里)
칠보중정관(七寶重頂冠)

수부드를 붙인 나시치

(速不都纳石失)
주자권운관(珠子捲雲冠)

홍/황 분피(紅/黃 粉皮) 홍금답자 난모(紅金荅子暖帽) 나시치(納石失) 나시치(納石失)

백분피(白粉皮) 백금답자 난모(白金荅子暖帽)
대홍주 보리(大紅珠寶里)

홍모자 타나紅毛子荅納)
주록변 발립(珠綠邊 鈸笠)

은서(銀鼠) 은서 난모(銀鼠暖帽)
백모자 금사보리

(白毛子金絲寶里)
백등보패모(白藤寶貝帽)

겨울 질손에는 은서비견(銀鼠比肩)을 덧입음

타갈모자(駝褐毛子) 타갈모자(駝褐毛子)

대홍/녹/남/은갈/조갈색의

금수룡 오색 라

(大紅/綠/藍/銀褐/棗褐

金繡龍 五色 羅)

금봉정립

(金鳳頂笠: 복색과 같음)

금룡청라(金龍靑羅)
금봉정 칠사관

(金鳳頂漆紗冠)

주자갈칠보주룡 답자

(珠子褐七寶珠龍荅子)

황아홀 보패주자 대후첨모

(黃牙忽寶貝珠子帶後簷帽)

청속부 금사란자

(靑速夫金絲闌子)

칠보 칠사 대후첨모

(七寶漆紗帶後簷帽)

비고

納石失: 금사를 넣어 짠 비단(金錦)

怯綿里: 전용(翦茸)

寶里: 란(襴)이 있는 옷

比肩: 속칭으로는 반자답호(襻子荅忽)

(원사 78 여복 1 주(註))
비고

答纳都纳石失: 대주(大珠)를 금금(金锦)에 꿰맨 것

速不都纳石失: 소주(小珠)를 금금(金锦)에 꿰맨 것

速夫: 위구르(回回)의 모포(毛布) 중 섬세한 것

(원사 78 여복 1 주(註))

- 元史의 질손규정을 색상, 재료, 주(註)를 중심으로 백관과 대칸으로 구분해 재정리함.

<표 2> 元史 지 78 여복 1에 기록된 대칸(天子)의 질손 재료

의 의관이요....”5)라고도 묘사되었다.

원사에서는 질손에 대해 “한어로 일색복(一色

服)이다. 황실의 큰 연회에 입고, 겨울옷과 여름옷이

다르지만 정해진 제도는 없다. 훈척대신(勳戚大臣)과

근시(近侍)들은 하사받아 입는다. 아래로 악공(樂工),

위사(衛士)까지 모두 제 옷이 있다. 곱고 거친 제도

와 상하의 구별이 비록 같지는 않지만 통틀어 질손

(質孫)이라 부른다.”6)고 밝히고 있다.

원 건국 이전, 칭기스칸의 삼남(三男) 외게데이의

아들인 귀육 대칸을 만났던 카르피니는 질손에 대해

“연회 참석자들은 첫날엔 모두 흰 벨벳(天鵝絨), 2일

째는 붉은 벨벳, 3일째에 남색 벨벳 옷, 4일째에는

가장 화려한 직금의(織金衣)을 입었다.”7)고 전해, 질

손이 며칠에 걸쳐 색을 바꿔입던 옷이었음을 알려준

다. 이 색상들은 몽골인들이 각각 신년(新年), 핏빛

과 불, 하늘신, 보물의 의미로 여겨 길상색으로 선호

하던 색이기도 했다.

칭기스칸의 사남(四男) 톨루이의 아들인 뭉케 대

칸도 1253년에 아우 훌레구가 이란(Iran)으로 출발할

때 참석자들에게 같은 색 옷을 하사하여 성대한 환

송연을 베풀었고,8) 뭉케의 아우인 원 세조 쿠빌라이

대칸을 만난 마르코 폴로도 “생탄일에 대칸은 금박

옷을, 신하와 기사들은 대칸의 것만큼 값비싸지는 않

으나 색과 모양이 같고 비단과 금실로 만든 옷을 입

었다.”9)는 기록을 남겼다.

원은 국초에는 모든 관복을 몽골 풍속대로 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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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에 관심이 많았던 쿠빌라이가 중국제도를 도

입했고10), 각국의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번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원에서도 연회복의 색을

맞춰 입던 이전의 몽골식 관습을 이어갔을 만큼, 질

손은 “몽골 고위층의 정치적 드레스 코드(Dress

code)로서, 몽골의 정치문화에서 여러 국가와 민족의

대칸에 대한 충성과 화합의 의미를 지닌 의복”11)이

었던 것이다. 쿠빌라이의 부마인 충렬왕이 1300년 상

도(上都)에 갔을 때도 대칸이 성대한 지손연(只孫

宴)을 열었는데, “참석자가 의관을 모두 같은 빛깔로

하는 것으로, 왕은 여러 왕과 부마 중에 좌석이 네번

째로 총애가 특별하였다.”12)고 한다.

이를 보면 원에서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을 백관 연

회복으로 착용한 것은, 재료 자체가 우수하기도 했으

나 주요 부마국이었던 고려에게 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의미였던 것으로도 해석된다.

질손이 단순한 연회복이 아니라 황족의 환송연,

대칸의 생일, 국빈 방문 등 몽골 황실의 주요 행사를

위한 옷이었다는 점도 그 정치적 의미를 더한다.

<표 1>, <표 2>는 원사에 기록된 백관과 대칸

(天子)의 질손 규정을 색상과 재료 및 주(註)를 중

심으로 다시 나누어 연구자가 재정리한 것이다. 원
사의 질손 규정을 보면, 대칸의 질손재료가 더 자

세하고 호화로우며 형태보다 직물과 장식을 중심으

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겨울용 질손재료는 방한(防寒)을 중시하여 융직,

모직, 고급 모피, 두꺼운 금실다발로 짠 직금(金錦)

인 나시치(納石失)13) 등이 재료로 쓰였다. 여름용 재

료는 종류가 다양하며, 나시치 외에도 얇은 라(羅),

단독문양이 교차반복되는 답자, 모시14) 등이 선택되

었다. 질손복과 모자는 재료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색상은 같은 계열이었다.

황실 연회복이었던 질손 재료에는 몽골 고위층의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또 고려의 아청운

수라와 위구르(回回)의 속부(速夫)가 포함되어, 연합

을 도모하기 위해 원의 포섭대상인 국가에서 우수한

직물을 선별했음15)을 짐작케 한다. 큰 진주(大珠)인

타나(荅納)와 작은 진주인 수부드(速不)16), 고급 모

피 등은 대칸을 위한 재료였으나, 선(襴) 장식 의상

인 보리(寶里)는 백관과 대칸의 질손에 모두 쓰였다.

몽골식 질손연 관습에 따르면, 직물의 품질과 장

식은 대칸의 것보다 간소하더라도 백관의 질손 색은

대칸과 같은 색이다.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은 여름 질

손연 중에서 대칸이 푸른 질손인 금룡청라(金龍靑

羅), 남색 금수룡 라(金繡龍 羅), 청속부 금사란자

(靑速夫金絲闌子) 중 하나를 입었던 행사에 함께 입

혀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청’이란 용어는 대칸의 질손재료에서는 발견되

지 않고 백관의 겨울과 여름 질손에 모두 3회 나타

나며, 특히 여름 질손 재료였던 ‘고려아청운수라’는

드물게 직물의 원산지가 확실히 명시되었다. 그러나

실물이 전해지지 않아, 당시에 제작된 질손의 모양은

정확히 알 수 없다.

Ⅲ.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의 모양과
재료에 대한 고찰

1. 질손복의 특징
질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실물유물은 아직 발견

되지 않았고, 13-14C의 몽골 연회를 그린 현존회화에

도 확실히 질손연 광경이라고 기록된 것은 없다. 그

러나 앞서 밝혔듯 질손에 정해진 제도는 없고 신뢰

받는 대신과 신하들은 하사받아 입는 옷이었다. 질손

복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색’이라는 드레스 코드 및

착용자를 향한 대칸의 성의였고, 확실하게 규정된 형

태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존 복식유물 중 어느 것이 질손이었는지

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착용자와 상황을 고려하면 원

의 고위층 남성이 입었던 몽골 예복들 중에 질손으

로 입지 못할 옷은 특별히 없었다는 해석도 가능하

다. 대칸의 질손에 옷고름이 달린 답호(襻子答忽)가

있고, 백관용 질손재료에 답자 직물, 란 장식을 넣은

옷인 보리(寶理)가 있으므로, 이런 특징을 지닌 유물

복식과 관련회화를 참고하면 질손으로 입혀졌을 의

복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17)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옅은 색의

의상을 착용했는데, 여성들의 모자와 옷 색상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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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몽골식 연회복(集史)
12C, Topkapi Sarayi

- http://blog.naver.comdonmany

<그림 2> 소매 선장식 답호

(Great Mongol Shahnama(book of
kings))

1330, Iran (probably Tabriz)

- 黃金․絲綢․靑花瓷, p. 12.

<그림 3> 元世祖出獵圖(Kublai Khan on a
Hunting Trip)에 묘사된 델

1280, 劉貫道 作,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 http://www.npm.gov.tw

<그림 4> 답자 스타일의

나시치(金錦)로 만든 변선포

元代, Collection of Rossi &

Rossi Ltd.

- 黃金 絲綢 靑花瓷, p. 54.

서 질손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참고할 만한 자료이

다. 대칸 및 참석자인 남성들은 반소매 답호와 긴 소

매의 델(袍)을 맞춰 입었다. <그림 2>18)는 지배자 계

급의 답호 반소매에 선 장식이 부착되었던 예, <그림

3>19)는 금직 슬란 장식과 흉배가 직조된 대칸의 델

과 황실 인물의 델, <그림 4>20)는 고위층의 의복으로

여겨지는 섬세한 답자 스타일 금직으로 만든 변선포

유물이며, 착용자의 신분, 재료, 의복의 형태, 장식 면

에서 질손으로 입혀졌을 가능성이 있는 의복들이다.

옷 색이 같은 질손연에서 하극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백관이 장식과 직물을 대칸보다 소박한 재료

로 착용하는 것이었다. <표 1>에 의하면 백관 질손에

는 큰 진주 대신에 자개 또는 양식진주로 추정되는

합주(蛤珠)와 명주(明珠)만 나타나며, 고려아청운수

라 질손에는 구슬장식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분표시

를 위해 흉배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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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鴉靑)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이 ‘고려의 아청색 라’에 중점

을 두었는지, 또는 ‘고려의 아청색 구름문양을 소매

에 넣은’ 것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

찰이 필요하다.

아청(鴉靑)은 흑색에 가까운 짙은 청색이다. 원대

의 노래인 백색고려송(白色高麗頌)에서 “수달과

은서피 의상을 입는 흰색의 고려여(....獭皮銀鼠皮做

衣裳, 白色的高麗啊....)”21)라고 노래했듯, 당시 고려

복색의 이미지는 아청색이 아닌 흰색이었다. 이는 고

려인이 세모시를 포함한 흰 의료를 선호했던 것에서

유래된 노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색몽고송(靑色
蒙古頌)이라는 노래가 전해지는데22), 몽골에 전통적
으로 하늘신을 상징하는 청색을 선호하는 관습이 있

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색은 고려의 상징색이기도 했다. 충렬왕

원년에 태사국(太史局)에서 “동방은 목(木)의 위치

로 청색을 숭상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금(金)을 상징

하는 흰 모시옷을 겉에 입어 목이 금에 제어당하니

백색을 금지하소서."라고 청하여 왕이 따랐으며23),

공민왕 대에도 사천소감 우필흥(于必興)이 옥룡기
를 인용하며 “우리나라는 수(水)를 뿌리로, 목(木)을

줄기로 하는 땅으로 흑(黑)을 부모, 청(靑)을 몸으로

하니, 토(土)에 순응하면 창성하고 역행하면 재앙을

입습니다.”라 하며 문무백관에게 흑의청립(黑衣靑笠)

을 입도록 했다.24)

아청색은 몽골에서 선호하던 스카이 블루(Sky

blue)는 아니지만 고려의 풍토에 맞는 흑청색 계열의

상징색이었으며, 후기 고려와 원에서 비교적 값진 염

료에 속했고 면주(綿紬)와 능직비단 염색, 흉배직물

에 이용되었다.

박통사언해 42에는 다음처럼 아청염색의 비용을
상의하는 대목이 있다.

“....이 가는 명주는 야청빛으로 물들여 넓다듬이질
하고....다홍빛 깁 다섯필은 한 필에 네 돈씩이니 모
두 두 냥, 소홍빛 깁 다섯필은 한냥 다섯 돈, 이 야

청빛 명주는 여섯 돈이며....”25)

노걸대 10에서도 1346년경에 중국을 여행한 고

려인이 “....능자(綾子)은 한 필에 스물다섯 냥이며

아청과 소홍으로 물들입니다.... 능자 한 필을 염색하

는데 아청색은 다섯 냥, 소홍색은 석 냥입니다....”26)

라고 아청염색의 가격을 밝힌다. 또 노걸대 72, 73
에서는 고려인과 동행하던 한인(漢人)이 옷감을 흥

정한 후 “아청금흉배단자(鴉靑金胸背段子)와 화직(和

織), 화소(和素)를 주시오.”27)라 하는 대목도 있다.

당시 아청색은 직금흉배의 바탕색으로 선호되었다.

박통사언해 73에도 “이 야청(鴉靑)빛에 대망룡(大

蟒龍)을 직금(織金)한 것으로는 적삼(罩衫)을 만드

세.”28)라는 대목이 있으며, 이 흉배는 한 벌 분량의

옷감 위에 짜여져 나오는 형태였다.

원대 도종의(陶宗儀)의 철경록(輟耕錄)에서는
“화가가 복식과 물건을 그릴 때 쓰는 아청색(鵝靑

色) 그림물감은 소청(蘇靑)에 나청(螺靑)을 더해 조

제한다.”29)고 하여, 아청이 두 가지 염료를 섞은 복

합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걸대 91에는 방탕한 귀족자제의 사치스러운 겨
울옷 중에 “상안(象眼) 바탕에 아청색 육화(六花) 무

늬를 새긴 오자(象眼地兒鴉靑六花襖子)”30)라는 품목

이 있다. 참고로 번노(飜老)에서 이 옷은 “야청비체

구룸 여슷곰문 둔 비단 핫옷(靑六雲襖子)”로 표기되

어31) 육운(六雲)이라는 문양이 육화 대신 쓰였고, 역

시 번노를 보면 노걸대 72에서는 “디튼 류황비체 
운문 비단(鵝黃四雲)”32)처럼 사운 문양도 나타난다.

당시의 아청염색의 용도와 가격을 보면, 관료와

귀족의 정장을 위한 고급재료였고 일반 고려복식에

널리 쓰이던 염료는 아니었던 듯 하다. 그러나 홍무

2년에 편집된 원사의 표지에 고려 아청지(鴉靑紙)

가 쓰였을33) 정도였으므로, 당시 고려의 아청염색은

고려문화의 특징 중 하나로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운수(雲袖)와 라(羅)
C.Жавхлан34)는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을 “소매에

청흑색 구름문양이 있는 고려의 얇은 라 질손(хѳхѳв
тѳр хар уулт ханцуйтайсолонгос хурамсан си

ймхий нэг)”으로 해석했는데, 아청색을 문양색으

로, 운수(雲袖)를 구름문양 소매로 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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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긴소매의 변선포

元代(1269), 醉歸樂舞圖,
陜西省蒲成县洞耳村 元墓壁畵.

- 中國出土壁畵全集 7, p. 464.

<그림 6> 변선포를 입은 주인

元代(1269), 堂中對坐圖,
陜西省蒲成县洞耳村 元墓壁畵.

- 中國出土壁畵全集 7, p. 456.

<그림 7> 화조운문능(花鳥雲紋綾)의

영지형 운문

고려, 자운사 목조아미타불복장

- 至心歸命禮-불복장 직물 문양집,

p. 44.

<그림 8> 옥색운보문능(玉色雲寶紋綾)

의 여의형 운문

고려(1346), 문수사 금동아미타불복장

- 至心歸命禮-불복장 직물 문양집,

p. 28.

운수(雲袖)는 위처럼 구름문양 소매라고 볼 수 있

으나, 간혹 중국의 무용복(舞踊服)의 긴 소매를 운수

(雲袖)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그림 5>35)

에는 술에 취해 변선포(辮線袍)의 긴 소매로 춤을

추는 인물이 묘사되었다.

그러나 예능인이 아닌 황실연회의 주빈(主賓)인

백관의 질손에 무용을 위한 긴 소매를 부착했을지는

의문이며, <그림 6>의 주인은 소매 끝을 고정시킨 변

선포를 입었다. 따라서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의 소매

는 손목에 고정시키는 예장용의 구름문양 소매로 보

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당시의 아청염색이 비단염색과 흉배의 바탕직으로

쓰였다면,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에서는 소매 문양이

아청색이었을 가능성과 옷감인 라(羅)를 모두 아청

으로 물들였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고려의 아청색 운문라 유물은 현재 찾기 어려우므로,

해당시기의 운문직물을 관찰하여 가능한 재료를 추

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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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김학 배위 동래정씨묘

원삼의 사합여의운두문

조선(17C), 경기도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전, p. 98.

<그림 10> 매와 토끼문양 흉배가 있는

능지장금(綾地妝金) 포

元代, Private collection.

- 黃金 絲綢 靑花瓷, 2005, p. 50.

<그림 11> 매와 토끼문양 흉배가 있는 능지장금

포의 오른쪽 소매 부분

元代, Private collection.

- 黃金 絲綢 靑花瓷, 2005, p. 50.

시대적으로 고려아청운수라질손에 참고할 운문은

앞서의 육운, 사운, 박통사언해 14에서 성장(盛裝)

차림으로 말을 조련하는 관리(舍人)가 입은 직금라

외투(織金羅比甲)의 팔보골타운(八寶骨朶雲)36), 노
걸대 72 번노(飜老)의 압록계지운(鴨綠界地雲), 총

백골타운(葱白骨朶雲)37) 등이며, 무리를 지은 골타운

문 계열이 많다.

김선경, 조효숙38)에 의하면 고려직물의 구름문양

은 솟아오르는 비운(飛雲), 영지(靈芝)를 이상화시킨

영지운, 가는 곡선으로 묘사한 사운(絲雲)이 있으며,

운두(雲頭)가 조선의 전형적인 사합여의운두문에 비

해 자유롭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었다. 고려불복장 중

<그림 7>39)의 화조운문능에는 영지형 골타운문, <그

림 8>의 운보문능에는 여의형 골타운문이 직조되었

고, <그림 9>40)의 사합여의운두문과 비교하면 비정형

으로 흐르는 고려 특유의 운두가 나타난다.

원의 실물유물 중에는 <그림 10>41)처럼 금직흉배

가 장식된 전지모단능지장금(缠枝牡丹綾地妝金) 직

물로 만든 교임(交衽) 남성용 델(袍)이 있다. 흉배문

양은 영지문과 운문 속에서 사냥용 매에 쫒기는 토

끼를 묘사한 것으로 당시 몽골의 생활방식이 반영되

었고, 옷의 오른쪽 소매 끝동에는 <그림 11>처럼 바

탕보다 옅은 청색으로 당초문(唐草紋)와 운용문(雲

龍紋)을 짜넣은 브로케이드 직물이 붙어 있다.

관리복식에 부착되던 금직 동물문 흉배, 짙은 청

색 바탕, 13-14세기 몽골 남성용 포의 기본형인 좁은

소매와 깊은 교차여밈과 옆트임, 소매의 문양을 고려

하면, 이는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에 가장 가까운 형태

일 수 있다.

최규순, 포명신42)은 “질손재료 중 모자(毛子)는

모시(毛施)의 음역”이라는 설을 제시했다. 세모시는

고려의 특산직물이었으나 잘 구겨지는 성질 때문에

가공 없이 연회복으로 이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라(羅)는 얇고 섬세하지만 모시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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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짐이 적어 여름용 연회복에 적합한 비단인데, 이

역시 모시와 함께 고려 특산물이었을 가능성을 간과

할 수 없다.

12세기 중엽의 고려도경 23 토산(土山) 편은
“(고려는) 문라화릉(文羅花綾)과 긴사(緊絲)로 짜는

금(錦), 계(罽)을 잘 만드는데, 요즘은 북로(北虜)에

서 항복한 자들 중에 공기(工技)가 매우 많아서 더

기교있게 짜고 염색도 더 나아졌다.”43)라고 전한다.

14세기 고려 후기의 라(羅) 역시 화려한 재료를

선호하던 원의 연회복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며 발

전되었다. 고려 고종이 1218년 거란병 퇴치를 빌 때

사재고(私財庫)의 나삼(羅衫), 융의(戎衣), 자삼(紫

衫)을 바쳤으며,44) 충렬왕이 1294년에 상도(上都)에

서 황태자 즉위 하례를 위해 준비한 예물이 금은주

기(金銀酒器), 자라(紫羅), 저포(苧布), 표피(豹皮),

달피(獺皮)45)였던 점에서도 당시 고려에서의 라 직

물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심연옥46)의 연구에 의하면 14세기 불복장의 라 직

물 중 문수사 금동아미타불복장 녹황색소문라는 문라

(紋羅)로서 4경꼬임의 무문라와 망상라 조직이 혼합

된 형식을 보이며, 만초용문라는 고려시대유물에서만

보이는 3경꼬임 변화사조직을 갖고 있다. 고려아청운

수라의 재료를 현대직물로 재현하는 경우, 아청색을

기본으로 이와 같은 조직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Ⅳ. 추정 가능한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의 외형 및 고증디자인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추정

스타일을 추출하여 고증할 수 있다.

첫번째는 깊은 교차여밈이며 좁은 소매와 옆트임

이 있는 원피스 형식의 남성용 델(袍) 형태이다. 이

는 본래 척박한 기후와 많은 운동량에 적응하기 위

한 13-14세기 몽골인의 기본형 복식이었으며, 여기에

아청으로 염색한 고려의 라, 흉배, 구름문양의 소매

를 더하면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의 가장 유력한 특징

을 갖추게 된다.

두번째는 고려에서 직조했거나 염색한 아청색 라

로 지었고 소매에 구름문양을 넣은, 허리에 주름을

잡은 철릭 형태의 델(蒙骨袍)이다. 활동에 편리한 융

복이었던 철릭 형태의 델은 원을 포함한 몽골계 제

국에서 두루 입혀졌으며, 보리(寶理) 스타일로 선 장

식을 넣은 철릭 형태의 델은 원의 대표적인 예복 중

하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조 5년(1459)에 이조참

판 조석문에게 남라철릭답호(藍羅帖裏塔胡)와 아청

라철릭(鴉靑羅帖裏), 인순부윤 권지에게 아청라단령

(雅靑羅團領)과 남라철릭답호(籃羅帖裏塔胡)가,47) 세

조 6년(1460)에는 이민족 유상동합(柳尙冬哈)과 마

구음파(馬仇音波)에게 아청라요선철릭(雅靑羅腰線帖

裏)48)이 하사되었다. 조선 초기라는 시대, 직물, 색상

조합, 철릭이 몽골에서 도입된 점, 이 옷들이 왕의

‘하사품’임을 고려하면,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의 참고

자료로 관찰할 만한 품목이다.

그러나 원사 여복 78의 ‘고려아청운수라질손’에

는 ‘보리’라는 수식어가 없어, 몽골 철릭 형태의 예복

에 많이 쓰였던 보리 스타일의 란 장식은 없었을 가

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장식으로는

흉배와 운견(雲肩)이 있다.

세 번째로는 고려의 아청색 라로 지었고 운견 또

는 흉배가 있는 반소매 답호를 겉에 입고, 안에는 델

을 받쳐 입은 스타일이다. 몽골 역사서인 집사의
삽화에 남성의 황실예복으로 자주 묘사되었던 가장

유력한 조합이며, 구름문양은 겉에서 보이도록 답호

의 반소매 끝 또는 받쳐 입은 델의 소매에 표현할

수 있다.

김미자49)의 연구를 참고하면 집사의 삽화에서

흉배는 동물문과 식물문으로 문양의 특별한 계급차

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로 답호에 나타나는데, 용

흉배 답호와 바투 칸의 신하의 사슴흉배 답호, 식물

문 흉배 답호, 운견과 슬란 또는 대란을 넣은 답호,

문양 없는 답호, 운견만 있는 답호로 나뉘어졌다.

질손은 황실 연회복이므로 문양 없는 답호를 제외

하면, 백관용 답호 중에서는 칸의 것보다 간소한 동

물문과 식물문 흉배 또는 운견을 넣은 것이 질손으

로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을 참고하여 추출된 스타일 및 고증디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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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의 형태 운수(雲袖)의 형태 장식 방법 색상
바탕

직물
도판

좁은 소매의

교임 델

(交衽袍)

소매 끝동에

운문(雲紋).

(비정형인

영지운두형,

여의운두형,

보문혼합형,

사합운두형 또는

육합운두형)

식물문, 동물문

흉배(胸背)

(직금 또는 자수)

아청

(鴉靑)
라(羅)

운견(雲肩)

(직금 또는 자수)

좁은 소매의

철릭형 델

소매 끝동에

운문(雲紋).

(비정형인

영지운두형,

여의운두형,

보문혼합형,

사합운두형 또는

육합운두형)

식물문, 동물문

흉배(胸背)

(직금 또는 자수)

아청

(鴉靑)
라(羅)

운견(雲肩)

(직금 또는 자수)

반소매

답호+철릭형

델 또는 교임

델 (조합형)

답호 또는 델의

소매끝동에

운문(雲紋).

(비정형인

영지운두형,

여의운두형,

보문혼합형,

사합운두형 또는

육합운두형)

식물문, 동물문

흉배(胸背)

(직금 또는 자수)

아청

(鴉靑)
라(羅)

운견(雲肩)

(직금 또는 자수)

불복장유물을 참조하여 무문라는 4경꼬임/3경꼬임, 문라는 4경꼬임+망상조직을 기본으로 함.

<표 3>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의 추정 스타일 및 고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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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인 경우, 아청염색은 겉옷인 답호에 우선적으로 이용함.

바탕이 아청색인 경우, 문양색은 그보다 옅은 색으로 나타냄.

모자의 색은 의복색과 동일하며 란 장식은 생략함.

여밈은 좌, 우 모두 가능하며 작은 고름으로 여밈.

소매의 운문은 골타운문 계열을 기본으로 함 (도판에는 비정형 여의운두 골타운문을 사용).

- 고증디자인/도판작업: 최정

<표 3>과 같다. 모두 아청으로 염색한 고급 라를 중

심재료로 하고, 소맷단 부근에 13-14세기 유물에 나

타난 운문(雲紋)을 넣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불복장 유물의 라와 유사한 직물이 제직되면 더욱

아청운수라질손에 가까운 형태를 재현할 수 있으나,

차선책으로 시판되는 항라직물에 문양을 그리거나

자수작업을 하여 재현할 수 있다. 긴 소매를 손목에

고정시켜도 운문이 보이도록 끝동의 면적을 넓게 하

고, 모자 등의 부속물도 아청 계열로 설정하여 전체

적인 드레스 코드를 중시하던 질손의 특성을 고려하

였다.

V. 결론
고려아청운수라질손(高麗鴉靑雲袖羅質孫)은 결속

력을 위해 드레스 코드(Dress code)를 이용하던 원

제국의 백관용 여름 연회복 중 하나로, 고려를 주요

포섭대상 국가로 여겼던 원의 정치전략과 고려의료

의 우수함을 상징하던 의복이었다.

당시의 아청색은 비단염색과 남성의 정장, 흉배직

물의 바탕색으로 즐겨 이용되었고, 고려 후기의 라

직조기술은 전성기의 원의 백관 연회복에 어울리는

품질을 지니고 있었다. 운수(雲袖)는 구름문양의 소

매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당시의 고려 또는 원에서 즐

겨 사용되던 운문은 골타운문 계열과 당초운문 계열

이었다.

고려아청운수라 질손은 현존유물과 형태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질손의 특성 및 당시의 몽골식 남성

예복으로 추정가능한 스타일 및 디자인은 크게 몽골

복식의 기본형인 좁은 교임포(交衽袍), 철릭형 델,

반소매의 답호와 델의 조합형으로 나뉘어진다. 대칸

의 것보다는 소박하지만 전성기의 원 황실의 연회에

어울리는 고려의 고급의료를 사용한 것으로, 모두 고

려의 라 직물과 아청염색을 바탕으로 하고 원 제국

에서 쓰던 운견 또는 흉배장식을 가미하며, 소매부분

에 아청색 계열의 구름문양을 넣는 것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중세 고려와 몽골의 정치관계

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고려아청운수라 질손

의 특징을 추정하여 고증 디자인 한 것으로, 연구의

실용성을 더하기 위해 도판 형태로 제시되었다. 현존

실물자료는 부족하나 연구대상으로 매우 중요한 고

려와 원의 복식 및 의료(衣料)는 후속연구에서도 지

속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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