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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paper researches the system of the official’s gongbok(公服) during the reign of em-
peror Hongwu(洪武帝) in the Ming dynasty, and it is based on DaMingLing(大明令), 
DaMingJili(大明集禮), HongwuLizhi(洪武禮制), ZhusiZhizhang(諸司職掌), DaMingHuidian(大明
會典), MingTaizuShilu(明太祖實錄), and MingShi(明史). Official's gongbok is consisted of 
clothes, belt(帶), bokdu(幞頭), scepter(笏), and black shoes(皂靴). The system of official’s 
gongbok wa schanged through three stages. First, the system of the Yuan dynasty(元代) was 
maintained in January, 1368, which was the first year of the emperor’s reign. Second, the 
gongbok system was established in November, 1368. The system stated that the clothes had 
to be red-colored(赤色) regardless of rank and the belt was divided into okdai(玉帶), seodai
(犀帶), gumdai(金帶), and kwangsoeundai (光素銀帶). Third, the system was revised in June, 
1391, which was the 24th year of his reign. According to the rank, the clothing colors were 
divided into scarlet(緋色), blue(靑色), and green(綠色). The belt was divided into okdai, seo-
dai, gumdai, and ogaggai(烏角帶). ‘Hongmu26nyunjung(洪武26年定)’ recorded on the Wanli’s 
edition(萬曆本) of the DaMingHuidian has the meaning of ZhusiZhizhang regulations. 

Key words: Da Ming huidian(大明會典), Da Ming jili(大明集禮), 
emperor Hongwu’s reign(洪武年間), Ming Taizu shilu(明太祖實錄), 
official's Gongdok(文武官 公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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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은 明의 문무관 관복제도를 받아들여 제도

를 정립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문무관 관복제도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明代 초기 문무관의 관복제

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 명 홍무연

간 문무관 공복제도의 변천과정은 조선 초기의 문

무관 관복제도 연구에 있어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에는 태조 1년(1392,

홍무 25) 12월 12일에 明年 元正부터 비로소 명의

朝廷에서 제정한 관복[朝制冠服]을 입게 하고 예

조로 하여금 詳審하여 정하게 하니, 예조에서 품

계별로 의복, 대, 홀, 화 등에 관해 보고하였다는

기사1)가 있고, 태조 2년(1393, 홍무 26) 1월 1일

에 비로소 명의 조정에서 제정한 관복[朝制冠服]

을 입었다는 기사2)가 있다. 이 朝制冠服은 명의

문무관 공복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통

상 복식학계에서는 명에서 문무관 공복제도가 제

정된 시기를 홍무 26년(1393)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명에서 문무관 공복제도가 제정

되기도 전에 조선에서 그와 동일한 제도의 관복을

태조 1년(1392)에 먼저 상정하였다는 시간상으로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선

행연구에서 ‘조선왕조에서 명보다 2년 앞서 시행

한 셈이 된다. 양국 중 어느 쪽 기록이 잘못된 것

인지 잘 알 수 없다’3)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까

지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황이다.

명의 문무관 공복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중

국 각 왕조의 공복제도에 관하여 연구한 김미자4)

의 논문, 명 홍무제의 관복제도 전반에 관하여 연

구한 전혜숙과 류재운5)의 논문이 있다. 또 우리나

라 공복제도의 관하여 연구한 김미자6)의 논문, 조

선시대 복두공복에 관하여 연구한 고광림7)의 논

문에서도 명의 문무관 공복제도의 변천과정에 관

한 언급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명의 문

무관 공복은 오사모, 단령삼, 속대로 구성되어 상

복과 구별없이 착용되다가, 홍무 26년(1393)에 비

로소 공복이 제정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는 주로 홍무예제, 대명회전,
명사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공복의 제정과

개정 시기에 관련된 명대의 다른 문헌들의 기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기사와의 시간상의 모순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

구의 성과를 토대로 명대의 다른 문헌들도 참고하

여 명 홍무연간 문무관 공복제도의 변천과정에 관

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무예제, 대명회전, 명사
뿐만 아니라 문무관 공복에 관한 기록이 있는 명

대의 다른 문헌 즉, 대명령, 대명집례, 제사
직장, 명태조실록 등도 비교ㆍ분석하여 명 홍

무연간 문무관 공복의 제정과 개정 시기, 그리고

공복제도에 관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기사와의 시간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료적 근거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문무관 공복의 변천과정

과 제정시기에 관한 중요한 논거가 되었던 홍무
예제의 ‘烏紗帽圓領衫束帶爲公服’ 및 대명회전
(만력본)의 ‘홍무26년정’의 의미에 관하여 상세하
게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 방법은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문

헌에 기록된 내용을 단순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

고, 편찬시기와 내용에 따라 상호 비교하여 字句

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명회전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주로 검토되었던

만력본 외에 정덕본도 고찰하였다.8) 문헌 고찰에

있어서는 각 문헌의 편찬순서대로 검토하되 기존

연구성과에서 문무관 공복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중

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홍무 26년(1393)

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편찬된 문헌과 그 이

후에 편찬된 문헌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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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의복

대 관
색상 형태 재질 화양

1품

紫色

右衽 羅

大獨科花 直徑 五寸 玉帶

展角幞頭

2품 小獨科花 直徑 三寸 花犀帶

3품 散荅花 直徑 二寸
荔枝金帶

4품 小雜花 直徑 一寸五分

5품 小雜花 直徑 一寸五分

烏角帶

6품
緋色

小雜花 直徑 一寸

7품 小雜花 直徑 一寸

8품
綠色

無花紋 -

9품 無花紋 -

<표 1 > 대명령의 문무관 공복

Ⅱ. 명 홍무 26년(1393) 이전 문헌에
기록된 공복제도

1. 大明令
대명령은 명 초기의 행정법전으로서 吳 元年

(1367) 10월에 좌승상 이선장을 율령총재관으로

임명하여 11월에 완성하여 홍무 원년(1368) 1월에

간행하였는데, 吏令, 戶令, 禮令, 兵令, 刑令, 工令

의 6令으로 총 145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명령
禮令에는 문무관 공복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9)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문무관의 공복은 1품에서 9품

까지 모두 여밈방향은 右衽이고, 재질은 羅織物이

며, 관모는 幞頭로서 동일하다. 다만 품계에 따라

의복의 색상, 花樣, 帶 등에 차등을 두었다.

의복의 색상은 1~5품은 자색, 6ㆍ7품은 비색, 8

ㆍ9품은 녹색으로 구분하였다. 화양은 1품은 직경

5촌의 대독과화, 2품은 직경 3촌의 소독과화, 3품

은 직경 2촌의 산답화, 4ㆍ5품은 직경 1촌 5분의

소잡화, 6ㆍ7품은 직경 1촌의 소잡화, 8ㆍ9품은 화

양이 없다. 대 역시 1품은 옥대, 2품은 화서대, 3ㆍ

4품은 여지금대, 5~9품은 오각대로 구분하였다.

한편, 명대 초기 문헌 중에 화양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문무관 공복의 화양과 상복의 화양은 서

로 의미가 다르다. 공복의 화양은 의복 옷감 상에

暗織된 花紋을 지칭하는 것이다.10) 문양은 대독과

화, 소독과화, 산답화, 소잡화 등 직경이 다른 꽃

문양이 사용되었다. 반면에 상복의 화양은 의복의

가슴과 등에 부착하는 흉배를 지칭하는 것이다. 문

양은 문관의 경우 仙鶴錦雞ㆍ孔雀雲鴈ㆍ白鷴ㆍ鷺

鷥鸂鶒ㆍ黃鸝鵪鶉練鵲 등의 飛禽[나르는 새] 문양,

무관의 경우 獅子ㆍ虎豹ㆍ熊羆ㆍ彪ㆍ犀牛海馬 등

의 走獸[달리는 짐승] 문양이 사용되었다.

대명령의 문무관 공복제도는 元史여복지에
기록되어 있는 원의 문무관 공복제도와 동일하

다.11) 따라서 대명령의 문무관 공복은 명 건국

초 과도기적 상황에서 원의 문무관 공복제도를 습

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 고유의 공복제

도가 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大明集禮
대명집례는 명태조 홍무제의 칙령으로 편찬

된 국가의례서로서, 홍무 2년(1369) 8월에 서일경

등이 편찬하기 시작하여 홍무 3년(1370) 9월에 50

권으로 완성되었다. 대명집례의 내용은 오례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 되고 冠服, 車輅, 儀仗, 鹵簿,

字學, 樂을 덧붙였다.12) 대명집례에 기록된 羣

臣冠服 중 공복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명집례관복편에는 군신관복에 대하여 역대 제
도를 정리한 다음, ‘國朝’라고 하여 명의 제복ㆍ조복

ㆍ공복제도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복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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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의복

대 홀 관 용도
색상 화양

1품

赤色

大獨科花 直徑 五寸 玉帶 -

象牙

(展角)

幞頭

朔望朝見

及拜詔

降香侍班

有司拜表朝覲

2품 小獨科花 直徑 三寸 花犀帶 -

3품 散荅花 直徑 二寸

金帶

鏤葵花一 蟬八

4품 小雜花 直徑 一寸五 鏤葵花一 蟬六

5품 小雜花 直徑 一寸五 葵花一 蟬四

6품 小雜花 直徑 一寸

光素銀帶

鍍金葵花一 蟬三

槐木
7품 小雜花 直徑 一寸 鍍金葵花一 蟬二

8품 無花 -

9품 無花 -

<표 2> 대명집례의 문무관 공복

<그림 1> 대명집례의 복두, 공복, 대, 홀, 조화
- 大明集禮, 卷 40, 冠服圖

<표 2>에 의하면 군신의 공복은 품계별 구분없

이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적색이다. 관모에 대해

서는 ‘그 복두와 화는 모두 옛 제도에 의거한다

(其幞頭鞾幷依舊制)'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 제도

는 展角幞頭이다. 품계별 화양제도는 전술한 대
명령의 기록과 동일하고, 대는 1품은 옥대, 2품은
화서대, 3ㆍ4ㆍ5품은 금대, 6~9품은 은대로 구분

하였다.

또한 대명집례관복도에는 각종 관복이 그려

져 있는데, 그 중 羣臣 항목을 보면 ‘복두, 공복’

그림을 시작으로 하여 帶, 笏, 皂靴, 梁冠(7량~1

량), 加籠巾ㆍ靑衣ㆍ裙ㆍ蔽膝ㆍ中單ㆍ綬ㆍ方心曲

領ㆍ假帶ㆍ束帶ㆍ襪ㆍ舃 등이 묘사되어 있고, 마

지막에 ‘오사모, 반령의’가 그려져 있다. <그림

1>14) 은 관복도 중 羣臣의 복두, 공복, 대, 홀, 조

화의 모습이다.

이상으로 대명집례관복편의 기록과 관복도의

그림에 의하면, 홍무 3년(1370) 당시 문무관의 공

복제도가 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무관 상복에 관하여 대명집례관복편
에는 규정이 없지만, 조회편에 ‘상복은 오사모ㆍ반

령의ㆍ속대를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15), 관복

도에도 <그림 2>16)와 같이 ‘오사모, 반령의’가 별

도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홍무 3년(1370) 당시

문무관 공복과 상복은 서로 다른 제도로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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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관 의복 대 용도

1품

烏紗帽 圓領衫

玉帶

常朝視事

2품 花犀帶

3품 金鈒花帶

4품 素金帶

5품 銀鈒花帶

6품
素銀帶

7품

8품
烏角帶

9품

<표 3> 홍무예제의 문무관 관복

<그림 2> 대명집례의 오사모, 반령의, 각속대, 화

- 大明集禮, 卷 40, 冠服圖

3. 洪武禮制
홍무예제는 홍무 14년(1381)에 명태조 홍무

제의 칙령으로 편찬된 국가의례서이다. 명태조는

중국의 천하를 평정한 이후 각지의 유학자들을 모

집하여 예서를 편찬하게 했는데 홍무예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17)

홍무예제服色에는 文武官朝服, 文武官陪祭服

이라는 제목 하에 조복과 제복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18) 그 다음에 몇 개의 조항이 있는

데 이를 정리하면 <표 3>19)과 같다. 즉 ‘무릇 문

무관은 상조시사에 오사모, 원령삼, 속대를 공복으

로 한다(凡文武官常朝視事以烏紗帽圓領衫束帶爲公

服)’라는 구절이 있고, 이어서 1품 옥대, 2품 화서

대, 3품 금삽화대, 4품 소금대, 5품 은삽화대, 6ㆍ7

품 소은대, 8ㆍ9품 오각대라고 하여 품계별 대에

관한 규정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홍무예제의
‘오사모, 원령삼, 속대로 공복을 삼는다(以烏紗帽

圓領衫束帶爲公服)’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오사모,

원령삼, 속대’가 공복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런데 홍무예제의 공복제도는 전술한 대명령,
대명집례의 공복제도와 크게 다르고, 오히려 대
명집례의 상복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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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의복

대 관 용도
색상 형태 재질 화양

1품

緋色

盤領右衽袍

袖寬三尺
紵絲紗羅絹

大獨科花 徑五寸 玉或花或素

展角幞頭

展角各長一

尺二寸

在京文武官於每

曰早晚朝奏事侍

班謝恩見辭在外

文武官員每曰清

早公座

2품 小獨科花 徑三寸 犀

3품 散荅花 無枝葉 徑二寸
金荔枝

4품 小雜花 徑一寸五分

5품

靑色

小雜花 徑一寸五分

烏角

6품 小雜花 徑一寸

7품 小雜花 徑一寸

8품
綠色

無紋

9품 無紋

<표 5> 명태조실록홍무 원년 11월 갑자의 문무관 공복

품계
의복

대 홀 관 용도
색상 화양

1품

赤色

大獨科花 直徑 五寸 玉帶 -

前制

幞頭

朔望朝見

及拜詔降香侍班

有司拜表朝覲

2품 小獨科花 直徑 三寸 花犀帶 -

3품 散荅花 直徑 二寸

金帶

鏤葵花一 蟬八

4품 小雜花 直徑 一寸五分 鏤葵花一 蟬六

5품 小雜花 直徑 一寸五分 葵花一 蟬四

6품 小雜花 直徑 一寸
銀帶

鍍金葵花一 蟬三

前制
7품 小雜花 直徑 一寸 鍍金葵花一 蟬二

8품 無花
光素銀帶

-

9품 無花 -

<표 4> 제사직장의 문무관 공복

Ⅲ. 명 홍무 26년(1393) 이후 문헌에
기록된 공복제도

1. 諸司職掌
제사직장은 홍무 26년(1393) 3월에 명태조가

‘당육전’을 모방하여 편찬ㆍ간행한 행정법규집이

다. 제사직장에 기록된 群臣 冠服 중 공복에 관
한 규정을 정리하면 <표 4>20)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문무관의 공복은 1품에서 9품

까지 모두 소매너비가 3척인 반령우임포이고, 재

질은 紵絲ㆍ紗ㆍ羅ㆍ絹이며, 관모는 복두로서 동

일하다. 다만 품계에 따라 의복의 색상, 화양, 대

등에 차등을 두었다.

제사직장의 공복제도를 대명령의 공복제도

와 비교해보면, 대명령은 의복의 색상을 품계별

로 ‘紫-緋-綠’으로 구분한데 비해 제사직장은

‘緋-靑-綠’으로 구분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그 외 화양과 대는 대명령과 거의 동일하다. 한
편, 대명집례의 공복제도와 비교해 보면, 대명
집례는 의복의 색상을 품계 구분없이 모두 적색

을 사용하였고, 6~9품에 은대가 사용되었는데 비

해, 제사직장은 품계별로 ‘緋-靑-綠’으로 구분하

여 사용하였고, 5~9품에 오각대가 사용되어 큰

차이를 보인다. 화양은 서로 동일하다.

2. 明太祖實錄
명태조실록은 명태조와 건문제의 실록으로서

建文 元年(1399)에 初修하였고, 永樂 元年(1403)

에 重修를 거쳐 永樂 16년(1418)에 완성되었다. 명
태조실록에는 문무관 관복제도에 관한 기사는 홍
무 원년 11월과 홍무 24년 6월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문무관 공복에 관한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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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의복

대 관 용도
색상 형태 재질 화양

1품

緋色

圓領右衽袍

袖寬三尺
紵絲紗羅絹

大獨科花 徑五寸 玉帶或花或素

展角幞頭

展角各長一

尺二寸

在京文武官於每曰

早晚朝奏事及侍班

謝恩見辭

遇雨雪則易便服

在外文武官員於每

曰早公座

2품 小獨科花 徑三寸 犀帶

3품 散荅花 無枝葉 徑二寸
金荔枝帶

4품 小雜花 徑一寸五分

5품

靑色

小雜花 徑一寸五分

烏角帶

6품 小雜花 徑一寸

7품 小雜花 徑一寸

8품
綠色

無紋

9품 無紋

<표 6> 명태조실록 홍무 24년 6월 기미의 문무관 공복

다음과 같다.

1) 홍무 원년(1368) 11월 갑자

명태조실록홍무 원년(1368) 11월에 관복제도

를 詔定하였다는 기사가 있다.21) 明史에도 홍무
원년에 공복, 조복의 제정을 명하여 백관에게 사

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22) 명태조실록의 기사

에는 과거 왕조의 문무관의 관복제도가 상세히 언

급되어 있고, 이어서 명의 문무관의 조복, 제복,

공복, 상복제도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공복

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5>23)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명태조실록홍무 원

년(1368) 11월 기사에 기록된 문무관 공복제도는

홍무 3년(1370)에 편찬된 대명집례의 문무관 공
복제도와 동일하다.

2) 홍무 24년(1391) 6월 기미

명태조실록홍무 24년(1391) 6월에는 역대예

제를 참고하여 관복, 거실, 기용제도를 更定하였다

는 기사가 있는데24), 명사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있다.25) 명태조실록의 기사에서는 역대

왕조의 문무관의 관복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

한 다음, 명의 문무관의 조복, 제복, 공복, 상복제

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문무관의 공복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6>26)과 같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명태조실록에 의하

면, 홍무 24년(1391) 6월 기미에 문무관 공복제도

가 개정되었는데, 그 제도는 전술한 홍무 26년

(1393)에 편찬된 제사직장의 규정과 동일하다.

3. 大明會典
대명회전은 명나라 효종 홍치제의 칙명으로

편찬된 국가전례서이다. 孝宗 弘治 10년 (1497)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1502년에 작업을 끝냈지만 간

행하지 않았다가 弘治 15년(1509)에 교정작업을

시작하여 正德 4년(1511)에 180권을 간행했는데,

이를 正德本이라고 한다. 그 후 世宗 嘉靖 8년

(1529)에 다시 續編의 編纂을 시작하여 嘉靖 28년

(1549)에 완성하였으나 간행하지는 않았다. 神宗

萬曆 4년(1576)부터 重修를 시작하여 萬曆 15년

(1587) 2월에 편수가 완성되어 간행했는데, 이를

萬曆本이라고 한다.27) 대명회전은 제사직장을
기본으로 하여 대명집례ㆍ홍무예제등 13종의

서적을 참조하여 편찬하였다.28)

대명회전(정덕본)29)과 대명회전(만력본)30)
에 기록된 문무관 공복은 서로 동일하고, 그 제도

는 제사직장의 공복과 동일하다. 대명회전정
덕본과 만력본의 문무관 공복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서는 뒤에서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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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명 홍무연간 문무관
공복제도의 변천과정

1. 기존 견해의 문헌적 근거에 대한 재검토
국내 복식학계에서는 대체로 홍무 3년(1370)에

제정된 ‘오사모, 원령(단령)삼31), 속대’의 관복이

상복 겸 공복으로 사용되다가 홍무 26년(1393)에

공복이 제정됨에 따라 공복과 상복이 제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홍무 26년(1393)

이전에 공복과 상복의 제도가 동일하다는 견해에

대한 논거는 홍무예제이고, 공복이 홍무 26년

(1393)에 제정되었다는 견해에 대한 논거는 대명
회전과 명사여복지이다. 대명회전정덕본과
만력본 중 ‘홍무26년’이라는 표현은 만력본에만 보

이는데, 대명회전만력본과 명사여복지의 내용

은 대체로 동일하므로 결국 기존 견해의 논거는 홍
무예제와 대명회전만력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ⅡㆍⅢ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홍무

예제, 대명회전외의 다양한 명대 문헌에서 문

무관 공복제도에 관한 규정을 볼 수 있는데, 기존

견해로는 이러한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는 공복제

도를 설명할 수 없다. 이에 홍무예제와 대명회
전을 중심으로 기존견해의 문제점을 고찰한 다

음, ⅡㆍⅢ장의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명 홍무

연간 문무관 공복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새로

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1) 홍무예제에 기록된 ‘오사모, 원령삼, 속대’의

성격

종래 홍무예제의 ‘오사모, 원령삼, 속대’는 문

무관의 공복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데, 이는 홍무예제에 ‘凡文武官常朝視事以烏紗帽
圓領衫束帶爲公服’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Ⅱ장, Ⅲ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명대

문헌 가운데 ‘오사모, 원령삼, 속대’의 관복을 공복

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헌은 홍무예제밖에 없다.

즉, 문무관 공복에 관하여 대명령에는 ‘우임의

자라복ㆍ비라복ㆍ녹라복, 복두, 대’로 규정되어 있

고, 대명집례에는 ‘1~9품복적색, 복두, 대’로 기

록되어 있으며, 제사직장과 대명회전에는 ‘복

두, 반령의’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히려 대명집례
에는 ‘오사모, 반령의, 속대’를 상복으로 기록하고

있고, 대명회전(만력본)에는 홍무예제의 위

규정을 ‘문무관 상복’ 의 ‘홍무3년정’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홍무예제에는 문무관의 조복과 배제

복의 경우에는 ‘文武官朝服’, ‘文武官陪祭服’이라고

별도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32), 위 규정 앞에는

‘문무관 공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도 않다.

한편, 김미자는 이 구절을 ‘대명회전에 의하

면 홍무 3년(1370)에 속대는 공복과 같게 정했다’

고 해석하였다.33) 그러나 홍무예제품계별 대의

구분은 명태조실록홍무 원년 11월 기사에 기록

된 문무관 상복 대의 구분과 동일하고, 명태조실
록홍무 원년 11월 기사에 기록된 공복의 대, 대
명집례의 공복의 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홍무예제의
‘오사모, 원령삼, 속대’를 문무관 공복제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

고, 여기서의 ‘공복’의 개념은 ‘常朝視事’에 착용하

는 문무관의 관복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2) 대명회전(만력본)에 기록된 ‘洪武26年定’의

의미

대명회전은 정덕본과 만력본의 두 개의 판본

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홍무26년정’이라는 표현은

정덕본에는 없고34), 만력본에만 보인다. 대명회
전(만력본)의 ‘홍무26년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정덕본과 만력본의 서술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정덕본과

만력본의 문무관 공복제도에 관한 규정을 원본 이

미지로 나타내면 <그림 3>35), <그림 4>36)와 같다.

한편, 대명회전정덕본과 만력본의 문무관 공

복에 관한 규정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명 홍무연간 문무관 공복의 제정과 개정 시기 재검토

- 95 -

⑤ ④ ③ ② ①

<그림 3> 대명회전(정덕본)의 문무관 공복 원문 이미지

- 大明會典(正德本), 卷 58, 禮部 17, 冠服, 公服

③ ② ①

<그림 4> 대명회전(만력본)의 문무관 공복 원문 이미지

- 大明會典(萬歷本), 卷 61, 禮部 19, 冠服 2, 文武官冠服, 公服

<표 7>과 같다.

먼저,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대명회전(정
덕본)은 ‘제사직장’과 ‘사례’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다. ‘제사직장’ 이하에는 제사직장의 공복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옮겨져 있고, ‘사례’에는 공복

과 관련된 제도의 변천이 서술되어 있다.37)

대명회전(정덕본)의 서술방식은 그 범례38)에

설명되어 있다. 즉, “一. 本朝의 옛 서적으로는 오

직 제사직장이 보이는데, 현재 각 아문은 이에 비

추어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명회전은 제사직장

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었다. 무릇 舊文을 모두 수

록하고 여러 책에 기록된 것은 관련이 있으면 역

시 모두 기록하였다… 一. 무릇 여러 책을 찬집함

에 있어서는 각 書名을 본문 위 머리 부분에 적었

다. 각 衙門의 造報文冊 및 사실을 두루 고찰한

것을 가려서 모은 것은 모두 事例라고 이름을 붙

여 年月 先後에 따라 적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卷

籍이 없어 상고할 수 없는 것은 연호만 적었다.

예를 들면, 洪武初와 같은 것이다. 또 상세히 밝힐

수 없는 것은 다만 初 또는 後라고만 적었다. 홍

무초에 처음 만들어져 확정되지 않은 것과 吳 元

年 이전의 것은 모두 국초라고 적었다. 근거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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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회전(정덕본) 대명회전(만력본)
諸司職掌

一 文武官公服用盤領右衽袍或紵絲紗羅絹從宜製造袖寬三尺

一品至四品緋袍 五品至七品青袍 八品九品綠袍 未入流雜職

官袍笏帶與八品以下同 公服花樣 一品用大獨科花徑五寸 二

品用小獨科花徑三寸 三品散荅花無枝葉徑二寸 四品五品小

雜花紋徑一寸五分 六品七品小雜花徑一寸 八品以下無紋 幞

頭用漆紗二等展角各長一尺二寸其雜職官員幞頭用垂帶笏依

朝服爲之 腰帶 一品用玉或花或素 二品用犀 三品四品用金

荔枝 五品以下用烏角鞓用青革仍垂撻尾於下鞾用皂

在京文武官每曰早晚朝奏事及侍班謝恩見辭則服公服在外

文武官每曰清早公座亦服之【見職掌】

後常朝止便服惟朔朢具公服朝叅

其武官應直守衛者不拘此服

洪武二十六年定 文武官公服用盤領右衽袍或紵絲紗羅絹

從宜製造袖寬三尺一品至四品緋袍五品至七品青袍八品九

品綠袍未入流雜職官袍笏帶與八品以下同 公服花樣 一品

用大獨科花徑五寸二品小獨科花徑三寸三品散荅花無枝葉

徑二寸四品五品小雜花紋徑一寸五分六品七品小雜花徑一

寸八品以下無紋幞頭用漆紗二等展角各長一尺二寸其雜職

官員幞頭用垂帶笏依朝服為之 腰帶 一品用玉或花或素二

品用犀三品四品用金荔枝五品以下用烏角鞓用青革仍垂撻

尾於下靴用皂

其在京文武官于每曰早晚朝奏事及侍班謝恩見辭則服之在外

文武官員於每曰清早公座服之

一 凡各處雜職未入流品人員若遇大朝賀眞表等部班行禮止

用公服

事例

洪武二十四年定 公侯駙馬伯公服服色花樣腰帶與一品同
凡公侯駙馬伯公服服色花樣腰帶與一品同

文武官公服花樣如無從織買用隨宜
○凡文武官公服花樣如無從織買用素隨宜

朝服公服制度內外文武官同其公服武官應織守衛者不拘此服

○又令凡內外未入流雜職官幞頭展角與入流官同不用垂帶
二十六年令常朝止穿便服若遇朔望具公服朝叅

內外未入流雜織官幞頭展角與入流官同不用垂帶

<표 7> 대명회전정덕본과 만력본의 문무관 공복 규정 비교

수 없는 것은 감히 억설을 할 수 없어 차라리 빼

고 적지 않았다. 一. 事例는 朝廷에서 내린 것에서

나온 것은 詔ㆍ勅으로 적었고, 신하가 아뢴 것에

서 나온 것은 奏准ㆍ議准ㆍ奏定ㆍ議定으로 적거나

혹은 모두 令으로 적었다. 혹 증가되거나 개혁되

거나 감축되거나 폐지된 것은 바로 적었다. 만약

상시 행해지고 있으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항목을 나누어 서술하고 凡자로 구별하였는데, 혹

은 사실을 연도에 연결하거나 연도를 사실에 연결

하여 連書하였다. 번쇄하여 모두 적을 수 없는 것

은 생략하였다”39)는 것이다.

요컨대, 대명회전(정덕본)은 제사직장을 기
본으로 하여 명집례, 홍무예제등의 서적을 찬

집하여 서명과 함께 그 책의 내용을 서술한 다음,

이어서 ‘사례’라는 제목 하에 그 밖의 자료를 수집

ㆍ정리하여 연도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4>와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대명회전(만력본)은 내용에 있어서는 정덕본과

거의 동일하지만, 그 서술방식은 전혀 다르다. 만

력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째 부분은 공복의 용도를 서술한 부분인데, 제사
직장과 대명회전(정덕본)의 ‘사례’ 중에서 공복
의 용도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서술하였다. 둘

째 부분은 ‘홍무26년정’ 이하의 부분인데, 제사직
장의 공복의 의복ㆍ재질ㆍ대ㆍ화양ㆍ복두 등에

관한 규정을 서술해 놓았다. 셋째 부분은 ‘凡’ 및

권점을 하고 서술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명회전
(정덕본)의 ‘사례’ 중에서 항목별로 나누어 서술

하고 있다.

대명회전(만력본)중수범례에는 정덕본과 다

른 서술방식을 취하게 된 이유와 내용에 관해 설

명되어 있다. 즉, “一. 대명회전의 이전 판본은 제

사직장의 내용을 앞에 두고 역대의 사례는 뒤에

두었다. 그런데 제사직장은 홍무 26년에 정해졌으

므로 홍무연간의 사례 중 26년 이전의 제도는 앞

뒤 순서를 잃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 이번에 모두

사안을 나누어서 연대순에 따라 편찬한다. 무릇

제사직장의 舊文은 모두 洪武二十六年定이라 한

다. 그 홍치연간의 옛 판본에 기록된 것으로 凡자

만 있고 연도의 구분이 없는 것은 弘治年間定이라

한다. 一. 반포한 여러 책들도 모두 제사직장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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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해서 한다. 예를 들어, 대명령은 洪武元年

令이라 하고, 大誥는 洪武十二年誥라 하고, 대명집

례와 홍무예제 등의 책까지 모두 연도로 나누어서

칭하고, 書名을 사용하지 않는다”40)라는 것이다.

한편, 대명회전(만력본) 중수범례에는 정덕본
의 ‘사례’를 정리한 방식에 관해서도 설명되어 있

다. 즉, “대명회전의 事例는 이전 판본에서 오로지

연도에 따라 편집하였는데, 조건이 번다하여 관람

하기 불편하였다. 금번에 사안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에 따라 연도를 나누되, 사안에 따라 분류한

첫머리에 凡자를 쓰고 각각의 연도는 권점을 두어

구분한다. 올해의 사례는 항목을 시작함에 있어

凡자 한 글자를 쓰고 작은 권점으로 구분하되, 만

일 순서대로 文義가 연속되면 쓰지 않는다. 그 최

근 연도에 보이는 사례로서 고증이 불가능한 것은

혹은 近例 혹은 又例라고 하거나 凡자로 구별하여

적는다”41)는 것이다.

요컨대, 만력본은 원칙적으로 정덕본이 사용하

던 書名을 사용하지 않고 연도에 따라 정리하고,

정덕본의 사례도 사안에 따라 분류하고, 사안별로

연도에 따라 구분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명회전(만력본)
의 ‘홍무26년정’ 이하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 대
명회전(정덕본)에 ‘제사직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
던 것으로서 결국 ‘제사직장’의 규정이다. 대명회
전(만력본)이 정덕본의 내용을 연대순으로 편찬

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제사직장이라는 書名

대신 제사직장이 편찬된 연도에 따라 ‘홍무26년

정’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명회전(만력본)에 제사직장의 규

정이 ‘홍무26년정’이라고 표기됨에 따라 새로운 문

제가 초래되었다. 즉, 대명회전(만력본)에 규정

되어 있는 ‘홍무26년정’은 제사직장의 편찬연도

에 따라 ‘홍무26년정’이라고 표시한 것에 불과한

데, 제사직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도들이 마치

홍무 26년(1393)에 제정된 제도인 것처럼 이해되

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학자는 제사직장
이 홍무 26년 3월에 간행되었는데, 홍무 26년 1월

부터 3월까지 3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제사직장
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제도가 始定되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몇 가지 항목에 관하여 명
실록등과 비교하여 실제 그 제정연도가 홍무 26

년이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고증한 다음, 대명회
전(만력본)에 기록되어 있는 ‘홍무26년정’ 典制가
약 200개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진보적 고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42)

따라서 대명회전(만력본), 명사여복지에 기
록되어 있는 ‘홍무26년정’이라는 표현만으로 홍무

연간 문무관 공복제도가 홍무 26년(1393)에 제정

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2. 명 홍무연간 문무관 공복제도의 제정과
개정 시기

이상 Ⅱ장, Ⅲ장에서 고찰한 결과, 명 홍무연간

에 적어도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문무관 공복제도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홍무 원년(1368) 1월에 간행된 대명령
에 문무관 공복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원의 공복제도와 동일한 것으로서 홍무

원년(1368) 11월에 명 고유의 공복제도가 제정되

기 이전에 원의 공복제도를 습용하기 위한 규정으

로 생각된다. 그 제도를 보면, 의복의 색상은 품계

에 따라 자색ㆍ비색ㆍ녹색으로 구분되고, 우임이

며, 관모는 전각복두였다. 화양은 품계에 따라 대

독과화(직경 5촌)ㆍ소독과화(직경 3촌)ㆍ산답화

(직경 2촌)ㆍ소잡화(직경 1촌 5분, 1촌)ㆍ無紋으

로 구분되었고, 대 역시 품계에 따라 옥대ㆍ화서

대ㆍ여지금대ㆍ오각대로 구분되었다.

둘째, 대명집례ㆍ명태조실록ㆍ명사를 종

합해 보면, 홍무 원년(1368) 11월에 문무관 공복

제도가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명집례의 공

복제도는 명태조실록홍무 원년(1368) 11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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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제도

출처
색상 형태 화양 대 관모

元代 공복

습용

홍무 원년 1월

(1368)

1-5품 : 자색

6-7품 : 비색

8-9품 : 녹색

우임

1품 : 대독과화

2품 : 소독과화

3품 : 산답화

4-7품 : 소잡화

8-9품 : 없음

1품 : 옥대

2품 : 화서대

3-4품 : 여지금대

5-9품 : 오각대

전각

복두
대명령

공복 제정
홍무 원년 11월

(1368)
1-9품 : 적색 - 상동

1품 : 옥대

2품 : 화서대

3-5품 : 금대

6-9품 : 광소은대

상동

대명집례

명태조실록

명사

공복 개정
홍무 24년 6월

(1391)

1-4품 : 비색

5-7품 : 청색

8-9품 : 녹색

반령

(원령)

우임포

상동

1품 : 옥대(화, 소)

2품 : 서대

3-4품 : 금여지대

5-9품 : 오각대

상동

제사직장

대명회전

명태조실록

명사

<표 8> 명 홍무연간 문무관 공복제도의 변천

에 기록된 공복제도와 거의 동일하므로 홍무 원년

(1368)에 제정된 제도가 홍무 3년(1370)에 편찬된

대명집례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제도를

보면, 의복의 색상은 품계의 구분 없이 모두 적색

이고, 관모는 복두였다. 화양은 품계에 따라 대독

과화(직경 5촌)ㆍ소독과화(직경 3촌)ㆍ산답화(직

경 2촌)ㆍ소잡화(직경 1촌 5분, 1촌)ㆍ無紋으로

구분되었고, 대 역시 품계에 따라 옥대ㆍ화서대ㆍ

금대ㆍ광소은대로 구분되었다. 홍무 원년 11월의

공복제도는 원대의 공복제도 습용에서 벗어나 명

최초의 공복제도가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제사직장ㆍ명태조실록ㆍ대명회전ㆍ
명사를 종합해 보면, 홍무 24년(1391) 6월에 문
무관 공복이 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사직장
의 공복제도는 명태조실록홍무 24년(1391) 6월

기사에 기록된 공복제도와 동일하므로 홍무 24년

(1391)에 개정된 공복제도가 홍무 26년(1393)에

편찬된 제사직장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고, 제
사직장의 규정은 다시 대명회전(정덕본)에 규

정되었다가 대명회전(만력본)및 명사여복지에
‘홍무26년정’제도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제도를 보면,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소매너비가 3

척인 반령우임포이고, 재질은 紵絲ㆍ紗ㆍ羅ㆍ絹이

며, 관모는 복두였다. 의복의 색상은 품계에 따라

비색ㆍ청색ㆍ녹색으로 구분되었고, 화양은 품계에

따라 대독과화(직경 5촌)ㆍ소독과화(직경 3촌)ㆍ

산답화(직경 2촌)ㆍ소잡화(직경 1촌 5분, 1촌)ㆍ

無紋으로 구분되었으며, 대는 품계에 따라 옥대ㆍ

서대ㆍ금여지대ㆍ오각대로 구분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명 홍무연간 문무관 공복의

제정과 개정 시기, 제도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3.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기사와의 시간상
모순 해결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에는 태조 1년(1392,

홍무 25년) 12월 12일에 明年 元正부터 비로소 명

의 朝廷에서 제정한 관복[朝制冠服]을 입게 하고

예조로 하여금 詳審하여 정하게 하니, 예조에서

품계별로 의복, 대, 화 에 관해 보고하였다는 기

사43)가 있고, 태조 2년(1393년, 홍무 26년) 1월 1

일에 비로소 명의 조정에서 제정한 관복[조제관

복]을 입었다는 기사44)가 있다. 당시 상정한 관복

을 보면, 1품은 홍포ㆍ서대, 2품에서 판각문 이상

은 홍포ㆍ여지금대, 3ㆍ4품은 청포ㆍ흑각혁대, 5ㆍ

6품은 청포ㆍ흑각혁대, 7품 이하는 녹포ㆍ흑각혁

대이고, 홀은 1~4품은 象笏, 그 이하는 木笏이며,

신은 모두 皀靴이다. 이는 이등체강원칙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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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체로 홍무 24년에 개정된 명의 문무관 공복

제도와 동일하다. 선행연구에서 명 홍무 24년

(1391)에 개정된 문무관 공복제도를 홍무 26년

(1393)에 제정된 제도로 이해하여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의 내용이 명의 제도와 시간상 모순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는데,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기사의 문무

관 관복을 홍무 26년(1393)이 아니라 홍무 24년

(1391)에 개정된 명의 공복제도이므로 시간상 모

순은 없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별

도의 논문을 통해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Ⅴ. 결론
이상으로 대명령, 대명집례, 홍무예제, 제

사직장, 대명회전(정덕본), 대명회전(만력본),
명태조실록, 명사등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

여 명 홍무연간 문무관 공복제도의 변천과정에 관

한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문무관 공복

의 제정과 개정 시기, 그 제도에 관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무예제의 ‘오사모, 원령삼, 속대’를 문
무관 공복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홍무예제전후의
다른 문헌들에 ‘오사모, 원령삼, 속대’를 공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가 전혀 없고, 오히려 문무관 상

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홍무예제 중에 문무

관 공복이라는 제목이 없는 점, 그 착용용도가 상

조시사인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 선행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는 대명회전
은 만력본인데, 그 보다 앞서 간행된 정덕본과 비

교해 보면,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서술방식은 전

혀 다르다. 대명회전(만력본)중수범례에 의하면,
대명회전(만력본)의 ‘홍무26년정’의 의미는 제
사직장의 규정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
거로 하여 홍무 26년(1393)에 문무관 공복제도가

제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공복제도

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증이 필요하다.

셋째, 명 홍무연간 공복의 변천 과정은 ‘① 홍

무 원년(1368) 1월 元代 공복 습용→ ② 홍무 원

년(1368) 11월 明 고유의 공복 제정→ ③ 홍무 24

년(1391) 6월 공복의 개정’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명령에 의하면 홍무 원년 1월에

원의 공복제도를 습용하였는데, 이는 건국 초의

과도기적 제도로서 홍무 원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었다. 대명집례ㆍ명태조실록ㆍ명사에
의하면, 홍무 원년 11월에 문무관 공복제도가 제

정되었는데, 이는 원의 공복 습용에서 벗어난 명

최초의 공복제도였다. 제사직장ㆍ명태조실록
ㆍ대명회전ㆍ명사에 의하면, 홍무 24년 6월에

문무관 공복제도가 개정되었다.

넷째, 공복제도의 제정과 개정시의 시기별 변화

를 보면, 의복의 색상은 홍무 원년 11월 제정 시

에는 품계별 구분 없이 모두 적색이었으나 홍무

24년 개정 시에는 비색ㆍ청색ㆍ녹색으로 품계별

차등을 두었다. 의복의 형태는 제정과 개정시 모

두 우임의 반령(원령)포였다. 공복화양은 제정과

개정시 모두 1품은 대독과화 직경 5촌, 2품은 소

독과화 직경 3촌, 3품은 산답화 직경 2촌, 4~5품

은 소잡화 직경 1촌 반, 6~7품은 소잡화 직경 1

촌, 8~9품은 화양이 없었다. 대는 홍무 원년 11월

에 옥대ㆍ서대ㆍ금대ㆍ광소은대로 품계별 차등을

두었으나, 홍무 24년 개정시에는 광소은대 대신

오각대가 규정되었다. 관모는 제정과 개정시 품계

별 구분 없이 모두 전각복두였다.

다섯째, 조선에서 태조 1년(1392, 홍무 25) 12월

12일에 상정하여 태조 2년(1393년, 홍무 26년) 1월

1일에 착용한 문무관 관복은 명 홍무 24년(1391)

에 개정된 문무관 공복제도이므로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기사와 명의 공복제도의 제정 내지 개
정 시기와 시간상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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尺二寸其雜職官員幞頭用垂帶笏依朝服爲之 腰帶 一品

用玉或花或素 二品用犀 三品四品用金荔枝 五品以下用

烏角 鞓用青革仍垂撻尾於下鞾用皂其在京文武官于每曰

早晚朝奏事及侍班謝恩見辭則服之在外文武官員於每曰

清早公座服之 一凡各處雜職未入流品人員若遇大朝賀眞

表等部班行禮止用公服”

21) 明太祖實錄, 卷 36 下, “洪武元年十一月甲子詔定乘輿
以下冠服之制…”(中央硏究院歷史語言硏究所校印本).

22) 明史, 卷 67, 志 43, 輿服 3, 群臣冠服, “…洪武元年命

制公服朝服以賜百官…”

23) 明太祖實錄, 卷 36 下, “朔望朝見及拜詔降香侍班有司
拜表朝覲則用公服皆赤色一品服大獨科花直徑五寸玉帶

二品小獨科花直徑三寸花犀帶三品散荅花直徑二寸金帶

鏤葵花一蟬八四品小雜花直徑一村五分金帶鏤葵花一蟬

六五品花同四品金帶葵花一蟬四六品七品花同五品直徑

一村銀帶六品鍍金葵花一蟬三七品鍍金葵花一蟬二八品

九品無花通用光素銀帶笏同前制幞頭鞾並如宋元”(中央

硏究院歷史語言硏究所校印本).

24) 明太祖實錄, 卷 209, “洪武二十四年六月…己未詔六部
都察院同翰林院諸儒臣參考歷代禮制更定冠服居室器用

制度…”(中央硏究院歷史語言硏究所校印本).

25) 明史, 卷 3, 本紀 3, 太祖 3 二十四年 “…六月己未詔廷
臣參考歷代禮制更定冠服居室器用制度…”

26) 明太祖實錄, 卷 209, “其公服用圓領右衽袍或紵絲紗羅
絹從製進造袖寬三尺公侯駙馬以下至四品用緋五品至七

品用青八品以下並雜職官俱用綠暗織公服花樣公侯駙馬

及一品用大獨科葵花徑五寸二品用小獨科葵花徑三寸三

品用散荅花無枝葉徑二寸四品五品小雜花文徑一寸五分

六品七品小雜花文徑一寸八品以下無文幞頭用漆紗二等

展角各長一尺二寸未入流雜職止用垂帶笏如具朝服之制

腰帶公侯駙馬伯及一品玉帶或花或素二品犀帶三品四品

用金荔枝帶五品以下用烏角帶鞓用青革仍垂撻尾於下靴

用皂在京文武官於每曰早朝奏事及侍班謝恩見辭則服之

遇雨雪則易便服武官應直守衛則不服在外文武官員於每

曰早公座亦服之”(中央硏究院歷史語言硏究所校印本).

27) 김문식, op. cit., pp. 86-87 ; 鞠明库 (2007), 试论明代
会典的纂修, 西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33(6), pp.
69-70.

28) 大明會典(萬歷本), 卷首, 纂輯諸書, “諸司職掌 皇明祖

訓 大誥 大明令 大明集禮 洪武禮制 禮儀定式 稽古定

制 孝慈錄 教民榜文 大明律 軍法定律 憲綱”

29) 大明會典(正德本), 卷 58, 禮部 17, 冠服, 公服, “諸司

職掌 一 文武官公服用盤領右衽袍或紵絲紗羅絹從宜製

造袖寬三尺 一品至四品緋袍 五品至七品青袍 八品九品

綠袍 未入流雜職官袍笏帶與八品以下同 公服花樣 一品

用大獨科花徑五寸 二品用小獨科花徑三寸 三品散荅花

無枝葉徑二寸 四品五品小雜花紋徑一寸五分 六品七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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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雜花徑一寸 八品以下無紋 幞頭用漆紗二等展角各長

一尺二寸其雜職官員幞頭用垂帶笏依朝服爲之 腰帶 一

品用玉或花或素 二品用犀 三品四品用金荔枝 五品以下

用烏角鞓用青革仍垂撻尾於下鞾用皂其在京文武官于每

曰早晚朝奏事及侍班謝恩見辭則服之在外文武官員於每

曰清早公座服之 一凡各處雜職未入流品人員若遇大朝賀

眞表等部班行禮止用公服 事例 洪武二十四年定 公侯駙

馬伯公服服色花樣腰帶與一品同 文武官公服花樣如無從

織買用隨宜朝服公服制度內外文武官同其公服武官應織

守衛者不拘此服 二十六年令常朝止穿便服若遇朔望具公

服朝叅 內外未入流雜織官幞頭展角與入流官同不用垂帶”

30) 大明會典(萬歷本), 卷 61, 禮部 19, 冠服 2, 文武官冠

服, 公服, “在京文武官每曰早晚朝奏事及侍班謝恩見辭

則服公服在外文武官每曰清早公座亦服之見職掌後常朝

止便服惟朔朢具公服朝叅其武官應直守衛者不拘此服 洪

武二十六年定 文武官公服用盤領右衽袍或紵絲紗羅絹從

宜製造袖寬三尺一品至四品緋袍五品至七品青袍八品九

品綠袍未入流雜職官袍笏帶與八品以下同 公服花樣 一

品用大獨科花徑五寸二品小獨科花徑三寸三品散荅花無

枝葉徑二寸四品五品小雜花紋徑一寸五分六品七品小雜

花徑一寸八品以下無紋幞頭用漆紗二等展角各長一尺二

寸其雜職官員幞頭用垂帶笏依朝服爲之 腰帶 一品用玉

或花或素二品用犀三品四品用金荔枝五品以下用烏角鞓

用青革仍垂撻尾於下靴用皂 凡公侯駙馬伯公服服色花樣

腰帶與一品同 ○凡文武官公服花樣如無從織買用素隨宜

○又令凡內外未入流雜職官幞頭展角與入流官同不用垂帶”

31) 대명회전(만력본)에는 원령삼이 단령삼으로 기록되어

있다(大明會典(萬歷本), 卷 61, 禮部 19, 冠服 2, 文武

官冠服, 常服, “洪武三年定 凡文武官常朝視事以烏紗帽

團領衫束帶為公服”).

32) 皇明制書, 卷 2, 洪武禮制, 服色, “一 文武官朝服 …

一 文武官陪祭服 …”

33) 김미자 (1980), 중국의 단령에 관한 연구, 복식, 3. p.
61.

34) 대명회전(정덕본) 공복 부분의 ‘事例’에는 ‘洪武26年

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내용은 대명회전(만력
본)의 ‘洪武26年定’과는 다른 내용이다.

35) 주 29) 참고

36) 주 30) 참고

37) 참고로 문무관 조복은 ‘제사직장, 사례’로, 제복은 ‘제

사직장, 명집례, 사례’로, 상복은 ‘제사직장, 홍무예제,

사례’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다.

38) 大明會典(正德本), 卷首, 凡例는 大明會典(萬歷本), 卷
首 에는 弘治間凡例로 표기되어 있다.

39) 大明會典(正德本), 卷首, 凡例, “本朝舊籍惟諸司職掌,
見今各衙問遵照行事. 故會典本職掌而作. 凡舊文皆全

錄, 而諸書所載, 事有相關者, 亦並錄之... 一, 凡纂輯制

書, 各以書名冠于本文之上. 采輯各衙問造報文冊, 及雜

考故實, 則總名之曰事例, 而以年月先後次第書之. 或歲

久卷籍不存, 不能詳考者, 則之書年號. 【女洪武初之

類】又不能詳, 則止書曰初, 曰後. 洪武初, 草創未定,

及吳元年以前者, 則總書曰國初. 其無所考見者, 不敢臆

說寧闕而不備 一, 事例出凡朝廷所降則書曰詔曰勅臣下

所奏則書曰奏准曰議准曰奏定曰議定或總書曰令. 或有

增革減罷者則直書之. 若常行而無所考遽者, 則指事分

款, 以凡字別之. 其事繫於年, 或年繫於事者, 則連書之.

繁鎖不能悉載者, 則畧之”

40) 大明會典(萬歷本), 卷首, 重修凡例, “一 會典舊列諸司

職掌于前歷年事例于後然職掌定於洪武二十六年而洪武

事例有在二十六年之前者不無先後失序今皆類事編年凡

職掌舊文俱稱洪武二十六年定其弘治舊本所載有凡字而

無年分者則稱弘治間定 一頒降群書俱准職掌例如大明令

則稱洪武元年令大誥則稱洪武十二年誥及大明集禮洪武

禮制等書皆稱年分不用書名”

41) Ibid., “會典事例, 舊惟編年. 條件繁多,不便觀覽. 今從事
分類, 從類分年, 而以凡字冠于事類之首. 各年俱以圈隔

之. 其本年事例開款, 各有凡字一字, 以小圈隔之. 若序

中文義聯屬字不用. 其近年見行事例, 無可考證者, 或云

近例. 或云又例, 或以凡字別書之.”

42) 鞠明库 (2004), 万历 ≪会典≫的编纂特色及其存在的问

题, 图书馆杂志, 23(12), pp. 64-65.

43) 주 1) 참고

44) 주 2)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