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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is based on the official Chinese history of the ancient Korean(中國正史朝鮮傳) cloth-
ing and ornaments, and also tries to discover, study, and adjust the system of the ancient Korean 
clothing and ornaments. Ancient Korea has very poor official records of its clothing and 
ornaments. Therefore, this study had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official Chinese history to cov-
er for the lack of resources. The official Chinese history documents are not only important for 
studying ancient Korean history, but also important for studying about the ancient Korean cloth-
ing and ornaments. This research selected historical documents about the ancient Korean clothing 
and ornaments from fifteen different Chinese dynasties' official documents, and then systematically 
classified the documents in order to compare them. All these processes confirmed the following 
subjects. In regards to the Kwan(冠 : general hat), the hat types included Check(幘), Byun(弁), 
Jeol-poong(折風), Jowoo-Kwan(鳥羽冠), So-gol(蘇骨), and Na-kwan(羅冠). These Kwan(冠) were in-
fluenced from Chinese clothing and ornaments. Gold and silver decorations on the Kwan(冠) 
were influenced from the Scythai culture. The feather decorations on the hat were residual of 
the bird worshiping culture or the hunting lifestyle. These things show that the ancient Korean 
clothing and ornaments originated the clothing and ornaments from the North. But the use of 
Jo-woo(bird feather) was common around the globe in many ways during the ancient times, re-
gardless of area and period. The official Chinese history describes men's hair style as Choo-gyul
(魋結) or sometimes pronounced, Choo-gyul(椎結). These seem to describe the topknot. Women 
had various types of hair styles such as Yu-byun-bal-su-hu (女辮髮垂後 : wear women's hair in a 
braid). The official Chinese history show that the ancient Korean clothing and ornaments origi-
nated the clothing and ornaments from the north. The ancient Korean clothing and orn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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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d and were influenced by its neighboring countries.

Key words: ancient Korean clothing and ornaments(한국 고대복식), 
ancient Korean general hat(한국 고대관모), ancient Korean hair style(한국 고대수발)
official Chinese history of the ancient Korean(중국정사 조선전), 

Ⅰ. 序論
韓國 古代服飾에 대한 문헌 자료는 그리 많지 않

다. 고려 시대에 편찬된 三國史記에 복식관련 내용
이 일부 있을 뿐이며 그 조차도 중국의 자료를 상당

부분 참고하였다는 것은 고대복식 연구의 한계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고대복식 연구는 미약한 國·內外 史

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주로 중국 측 기

록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용한 자료원은 4~7세기 고

구려 고분벽화이며 이것은 백제나 신라의 복식 연구

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1)면서 고대복식 연구

에 있어서 中國史書와 고구려 고분벽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中國正史는 보통 25史2)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변

민족에 관한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夷 戎 蠻 狄 等으

로 구분하였고, 고대한국은 朝鮮傳·東夷傳 等으로 異

民族이자 변방의 주변국으로 華夷論的 思考를 가지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타민족의 관점에서 바라본 古代

韓民族에 대한 기록이지만, 한국 고대사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고대복식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

中國正史는 한국 고대복식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

용되고 있으나, 전공 분야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용하

였을 뿐 中國正史의 관련 내용 전체를 하나의 연구대

상으로 다룬 적은 없다. 本 硏究의 목적은 中國正史

朝鮮傳의 고대관모 및 修髮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 위

해 시도한 것이다.

中國正史는 1987년 國史編纂委員會에서 발간된 
中國正史朝鮮傳譯註 1~5를 底本으로 하고, 中國正

史 中 15史3)의 복식관련 기록을 분류 정리하고, 이를

다시 고분벽화, 고고학자료 및 其他史書 等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한국 고대

관모 및 修髮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기록했는지에

대해 정리 분석하여 服飾史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려한다. 본 연구는 고대복식의 범위를 통일신라까

지를 한계로 정한다.

Ⅱ. 中國正史에 記錄된 韓國 古代冠帽
中國正史 朝鮮傳의 韓國 古代服飾과 관련된 자료

는 史記부터 시작하여 통일신라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舊五代史까지이다. 正史에는 당시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前 史

書를 그대로 옮겨 기록한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誤 脫字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 冠
中國正史에서 冠帽類는 後漢書4)부터 弁 幘 折風

等으로 나온다. 魏書5)부터는 이런 冠의 原形에 鳥

羽 등으로 裝飾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기 시작한다.

<표 1>과 <표 2>는 正史에 나오는 古代韓國의 冠을

정리한 것이다.

1) 幘

古代 韓國의 ‘幘’은 後漢書6), 三國志7), 南齊
書8), 梁書9), 南史10) 등에, “大加11) 主簿가 쓰

는데 뒤가 없다.” 說文解字에 “머리에 巾이 있는데
이를 幘이라 한다.”12) 方言에 “상투를 덮어씌우는

것을 幘巾 또는 承露라고도 하며 혹은 覆䰂라고도 한
다.”13)고 하였다.

後漢書에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戰國 時代 秦나라 제후들은 武將의 머리에 붉은

巾을 착용하여 貴賤을 표시했고, 그 뒤 漢代에는
顔題를 만들어 巾을 덮었는데, 당시의 喪幘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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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王 貴人(大加) 官人(小加) 庶人 婦女子

後漢書 無後幘 折風(形如弁)

三國志 無餘幘 折風(形如弁)

南齊書 一梁의 折風(謂之幘)

梁 書 無後幘 折風(形如弁)

魏 書 折風(形如弁 鳥羽) 折風(形如弁)

周 書
骨蘇(丈夫 紫羅 雜以金銀爲飾)

骨蘇(有官者 二鳥羽紫羅雜以金銀裝飾)

北 史
折風(形如弁 士人加揷二鳥羽)

蘇骨(貴子 紫羅 飾以金銀)
折風弁(形如弁)

南 史 無後幘 折風(形如弁)

隋 書
紫羅冠(貴者 飾以金銀)

皮冠(使人 加揷鳥羽)
皮冠

舊唐書
白羅冠

(咸以金飾)

靑羅·緋羅鳥羽冠

(貴子 揷二鳥羽 金銀爲飾)
弁 巾幗

新唐書 白羅冠
靑羅·絳羅鳥羽冠

(大臣 珥兩鳥羽 金銀雜釦)
弁 巾幗

舊五代史 白羅冠

<표 1> 中國正史의 高句麗 冠帽

區 分
東夷

(朝鮮)
夫餘

百濟
新羅 韓

王 官人

後漢書 弁

三國志 金銀帽子 衣幘

周 書
冠飾銀花(柰率以上)

(朝拜祭祀兩廂加翅戎事則不)

南史 帽子曰冠 冠曰遺子禮

北 史
冠飾銀花(柰率以上)

(朝拜祭祀兩廂加翅戎事則不)

隋 書 銀花裝飾(唯柰率以上)

舊唐書 烏羅冠(金花爲飾) 銀花飾冠

新唐書 烏羅冠(飾以金蘤) 銀蘤飾冠 庶人 巾

<표 2> 中國正史의 東夷(古朝鮮) 夫餘 百濟 韓 新羅의 冠帽

모양으로 幘이라 칭했다는 것이다. 이후 漢 孝文帝
때에 와서는 顔題를 높이고 耳를 만들었으며, 巾을
솟게 하여 屋을 만들고 이를 뒤로 합쳐서 收를 늘

어뜨렸는데, 上下의 羣臣 貴人 賤人이 모두 이것을
착용하였다고 하였다.”14)

幘은

“머리를 감싸는 巾의 한가지로 秦·漢 때에는 貴賤
을 가리지 않고 썼는데, 冠을 쓴 사람은 幘을 안에
받쳐 썼으나 서민은 홑 겉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모양이 片帽와 같았으며 위가 평평하여 平巾幘이
라 칭하기도 한다.”15)

고 하였다. 이로 보아 中國에서 幘은 漢代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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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幘의 各部 名稱

- 韓國古代服飾 그 原形과 正體,

p. 239

<그림 2> 幘 

(修山里 古墳壁畵)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109

<그림 3> 幘

(安岳3號墳 壁畵)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3

<그림 4> 弁 (中國 三才圖會)

- 三才圖會卷4, p. 1506

<그림 5> 弁

(百濟 書瓦人物)

- 백제인과복식, p. 26

<그림 6> 弁 (신라토우)

- 경주 황남총 출토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p. 68

처음 보이는데 戰國 時代까지 文官과 武官이 사용

했던 冠으로부터 변형된 것이 아니라, 戰國 時代 秦

나라에서 武將들이 쓰던 頭巾으로부터 발전된 것임

을 알 수 있으며, 머리에 두른 巾의 자락이 뒤로 모

아져 늘어지는 收가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의 幘은 종전의 머리를 싸는 단조로운 頭巾形

에서 출발하여 머리를 동여매는 巾과 頭髮을 덮는 巾

을 결합시켜 顔題 耳 收 등이 添加된 幘의 형태로 발

전했으며, 冠의 모습을 갖추어 下級官人 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들이 착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幘은

<그림 1>16)과 같이 收 屋 耳 顔題 등을 갖추어야 하

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대 한국의 幘은 收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림 2>17) 水山里 壁畵(5

세기 中)에서는 중국 幘의 형태인 耳 屋 收의 모양도

보인다. 無後幘은 고대 중국의 幘이 收 顔題 耳 屋 등

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에 반하여, 고구려의 幘은

<그림 3>18)과 收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幘에 收

가 없는 것은 國俗化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자연히 소멸 되었으며, <표 1>과 三國志의 기록19)에
보듯이 官吏들의 冠帽로 사용됐던 것으로 생각된다.

2) 弁

‘弁’은 “弁과 같은 冠을 쓴다.”20)고 하였다. 由來와

形態에 대해

“두 손이 마주칠 때와 같은 모양이다. 爵韋로 만들
면 爵弁이라고 하며, 鹿皮로 만든 것은 皮弁이라고

하며, 韎韋로 만든 것은 韋弁이라고 한다.”21) “귀
족이 쓰는 冠의 일종으로 적흑색의 베로 만든 것
은 爵弁이라 하여 文官이 쓰고, 흰 사슴가죽으로

만든 것은 皮弁이라 하여 武官이 썼다. 그 후부터
이것을 冠이라 했다.”22)

“爵弁은 冕旒冠과 유사하다.”23) 後漢書24)와 儀



服飾 第64卷 1號

- 110 -

區分 對象年代 百濟 高 句 麗

北史 4C末~7C初 貴者 其冠曰蘇骨多用紫羅爲之 飾以金銀

周書 6C中~6C末
其冠曰骨蘇 多以紫羅爲之 雜以金銀爲飾

其有官品者 又揷二鳥羽於其上 以顯異之

隋書 6C末~7C初
人皆皮冠 使人加揷鳥羽,

貴者冠用紫羅 飾以金銀.

舊唐書 7C初~10C初
其王服大袖紫袍 靑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官之貴者 則靑羅爲冠 次以緋羅 揷二鳥羽

及金銀爲飾

新唐書 7C初~10C初
王服大袖紫袍 靑錦袴 素皮帶

烏革履 烏羅冠 飾以金蘤

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釦.

大臣靑羅冠 次絳羅 珥兩鳥羽 金銀雜釦

舊五代史 10C 其王以白羅爲冠 白皮小帶 咸以金飾

<표 3> 中國正史 蘇骨 및 羅冠

禮25)에서는 弁을 쓰는데 있어서 頍, 즉 관모의 紐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李如星은

“弁字는 위에 厶와 밑의 廾 두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의 厶는 冠帽의 삼각형을 표현하고, 밑의
廾은 頍 즉 冠帽의 끈을 표현한 듯하다.”26)

며 字源을 통하여 弁을 설명하였다.

弁은 고조선[東夷]과 고구려 기록에서만 보이고

南쪽 古家국가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新

羅와 百濟에서도 弁과 같은 모양의 冠을 사용한 흔적

이 <그림 5>27) <그림 6>28)에서 보이며, 弁의 특징은

冠帽의 꼭대기가 고깔 모양, 즉 삼각형의 모습으로

좌우 대칭이다. ‘形如弁’의 의미는 고대 한국에 중국

의 弁과 같은 관모는 없었으며, 고유 冠帽인 折風이

<그림 4>29) 중국의 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에 기록한 것으로 생각한다.

3) 折風

‘折風’은 後漢書30) 等에서 보이는데 대부분 ‘형태
가 弁과 같다’고 하고 있다. 折風에 대한 선행연구는

첫째, 字源과 글자를 풀이하여 삼각상의 弁形 冠帽로

比定한 견해31), 둘째로 기후와 관련된 冠帽로 보는

견해32), 셋째로 北方系統으로 比定하여

“고깔형 冠帽는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사이에 黑海地域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하였던 스키타이인들의 冠帽에서 그 始源을 찾아
왔으나, 그 이전부터 유목기마 민족에게서 착용이

확인되고 있어, 고깔형 冠帽는 上下 二部式 의복과
함께 遊牧騎馬 민족의 공통적인 冠帽였다.”33)

라고 하여 北方系統의 것으로 분류했다. 넷째, 一梁折

風을 幘으로 보고 여러 개의 梁을 折風으로 보는 見

解34)가 있다.

<그림 7> 折風,鎧馬塚

-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Ⅱ, p. 123

折風은 <그림 7>35)과 같이 고대한국의 고유한 冠

帽로 纓이 있고 챙은 없는 고깔 모양이며, 신분이 낮

은 官人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되나,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는 纓이 없는 折風도　보인다. 그러나 古代

韓國 固有冠帽라면 高句麗傳에서만 보이고 新羅 百濟

등의 기록에는 없고, 北史 以後에는 없는데 그 理由
가 무엇인지 疑問으로 남지만, 중국에 折風이라는 관

모를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折風이 고대 한

국의 고유 冠帽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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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對象年代 百濟 高 句 麗

魏書 4C末~6C中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揷鳥羽 貴賤有差

周書 6C中~6C末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戎事則不
其有官品者 又揷二鳥羽於其上 以顯異之

北史 4C末~7C初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戎事則不
人皆頭著折風 形如弁 士人加揷二鳥羽

隋書 6C末~7C初 人皆皮冠 使人加揷鳥羽

舊唐書 7C初~10C初
官之貴者 則靑羅爲冠 次以緋羅 揷二鳥羽

及金銀爲飾

新唐書 7C初~10C初 大臣靑羅冠 次絳羅 珥兩鳥羽 金銀雜釦

<표 4> 中國正史 鳥羽冠

<그림 8>金屬鳥羽

-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Ⅱ, p. 123

<그림9> 鳥羽冠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216

<그림 10> 鳥羽

義城 塔里5세기

- 신라황금, p. 34

4) 蘇骨(骨蘇)

‘蘇骨’은 北史36)에, 骨蘇는 周書37)에 기록되어
있다. 잠깐 기록에 보이고 자취를 감추는 관모이다.

여기서는 소골로 정의하고 전개하려 한다.

蘇骨에 대한 선행 연구는, 첫째 弁形冠帽, 固有語,

折風과 類似한 형태를 가졌다는 見解38), 둘째 蘇骨은

基本形을 折風에 두면서 素材와 裝飾에 차이를 둔 弁

形冠帽39), 셋째 靑羅冠·緋羅冠은 물론이고 白羅冠까

지 모두 弁形 계통의 冠帽로 추정하는 견해40), 넷째

紫色의 冠으로 보면서 蘇骨에 대해 蘇骨多로 해석하

는 소극적 견해41), 다섯째 蘇骨을 幘으로 보는 견

해42), 여섯째 蘇骨을 武冠으로 보는 見解43)가 있다.

또한 소골의 용어정리는 淸代에 發刊된 北史識小
録, 그전인 元代 發刊된 韻府羣玉 等 一部 文獻에
서는 ‘蘇骨多’로 解釋하기도 한다. 첫째, <표 3>을 보

면 직물의 종류인 羅와 色을 특정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蘇骨’이라고 해석하면 꼭 紫色의 羅를 안 써

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貴人

冠의 색이 不明確해진다. 다른 신분은 색과 사용재질

이 분명하게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貴人의 冠

은 불명확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周書 뒤
구절에 보면 품계가 있는 자는 그 위에 2개의 鳥羽를

꽂아 차이를 나타낸다 했는데, 그렇다면 품계가 있는

자의 관모의 색상과, 재질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시대와 왕조에 따라 바뀔 수는 있으나 當

代에 그 기준이 애매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신분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둘째, 隋書의 貴子의

冠은 紫羅로 한다고 明確히 밝히고 있고 다만 그 冠

위에 2개의 鳥羽를 꽂아 品階를 구분한다는 점. 셋째,

사료 편찬에서도 두 가지 다 해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蘇骨多’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折風과 蘇骨은 유사한 형태이나 蘇骨은 鎧馬塚壁

畵 <그림 8>44)과 같이 소재나 장식을 紫羅 또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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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石器

羽冠(雲南滄源巖畵,模寫)

鳥羽冠,남시베리아 Uibat

강가 Kizil Kaya 출토

西漢, 磚

騎射(洛陽出土空心磚)

鶡冠, 北朝, 些邊遠地區,

寧萬壽石棺門衛

<그림 11>

- 중국고대사회, p. 49

<그림 12> 2-3세기Hun족

- The royal hordes,

p. 122

<그림 13>

- 中國古代服飾硏究,

p. 136

<그림 14>

- 中國古代服飾硏究,

p. 76

과 은을 섞어서 꾸민(雜以金銀爲飾) 冠일 것이고, 지

배계층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5) 鳥羽冠

‘鳥羽冠’은 鳥羽로 장식한 冠帽을 말하는데, 高句麗

古墳壁畵와 中國正史 高句麗傳 및 百濟傳에 보인다.

그 기록은 <표 4>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高句麗傳의 조우관은 身分貴賤

과 官職有無 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

다. 또한 中國正史 外에도 고구려의 鳥羽冠과 비슷한

冠에 대해, 翰苑에서는 “刀礪를 허리에 차서 等位

를 나타내고 金製의 새 깃으로 貴賤을 나타내었다.

… 貴한 자는 幘을 쓰고 난 뒤에 금과 은으로 사슴

귀를 만들어 幘의 위에 꽂았다. 賤한 자는 折風을 썼

다.”45)고 기록도 있다.

백제는 周書와 北史에 기록에 “朝謁할 때나

제사지낼 때 冠의 양 쪽에 깃털을 사용하고, 戰時에

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아 백제에서

는 鳥羽가 궁중의식이나 제사 등 儀典用으로 사용되

었음이 파악되었고, 신라는 鳥羽冠에 대한 기록은 보

이지 않으나 <그림 10>46) 金冠 등의 鳥羽飾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鳥羽冠의 由來와 형태에 대해, 대체로

鳥羽冠의 遺習을 스키타이 및 북방민족의 狩獵時代의

風習, 샤머니즘적 조류 숭배사상, 원시신앙에서 그 시

원을 찾고 있다.47)48)49)

또한 三國志 弁辰傳50)에 ‘큰 새의 깃털을 사용

하여 葬禮를 치르는 풍속이 존재하며 그 의미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오르기를 기원하는 뜻’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이 기록은 鳥羽가 冠帽뿐만 아니라 생

활풍습과 의례형식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한편 後漢書는 “武冠을 속칭 大冠이라 한다. 갓

끈을 두르는데 늘어뜨린 장식이 없으며, 푸른 실로

짠 띠로 두 개의 鶡鳥 꼬리를 만들어 머리 좌우에 붙

였기 때문에 鶡冠이라고 불렀다. …… 鶡鳥는 사나운

꿩이다. 상대와 싸울 때, 한 쪽이 죽어야 싸움이 그친

다. 그러므로 趙의 武靈王이 이로써 武士를 표시했

다.”51)며 다른 각도로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위의 <그림 11>52), <그림 12>53), <그림 13>54), <그

림 14>55)는 新石器 時代의 중국 남부, 2-3세기 남시

베리아, 西漢, 北朝까지 보이는 조우관의 形象이다.

이와 같이 時代를 막론하고 남방국인 流求國56)의 기

록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조우관의 기록 및 유

물을 볼 수 있다.

또한 ‘冠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기록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三國志 弁辰傳의 장례 때 사용, 둘째 옷을
만든 기록57), 셋째 군대에서 위급할 경우 사용58)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위의 기록과 유물을 검토한 결과, 鳥羽의 使用이

북방에서 남방까지 많은 國家에서 나타난 것은 인류

문화의 어떤 意味를 지닌 공통적 유습인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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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年代 夫餘 百濟 新羅

三國志 3 世紀 金銀飾帽

梁書 6 世紀 呼帽曰冠

南史 6 世紀 呼帽曰冠

新唐書 7~10 世紀 冒以黑巾

平安南道(수산리,5세기) 平安南道(덕흥리) 平安南道(약수리,4~5세기)
北魏(敦煌莫高窟125室,

4~5세기)

<그림 15> 帽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110

<그림 16> 帽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82

<그림 17> 帽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40

<그림 18>

- 中國歷代

服飾藝術, p. 156

<표 5> 中國正史 고대한국 帽

鳥羽의 使用은 人類文化學的으로 人間의 염원이

儀禮, 呪術的, 實用的, 軍事的 意味 등이 내포 되어

있는 普遍的 意味로 지역과 용도에 따라 널리 使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鳥羽 사용은 北方民

族의 遺習만은 아니고 조우관 또한 그와 같으며, 이

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

고 생각된다.

6) 帽

문헌 기록은 三國志 夫餘傳부터 기록되어 있다.

기록은 위의 <표 5>와 같다.

‘帽’는 3~10세기의 기록에서 보이는데 신라는 黑

巾으로 新唐書에 기록되어 있다. 부여전의 ‘金銀飾

帽’의 기록은 金銀飾은 硬質의 재료에 부착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관모에 대한 표현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朝鮮傳에 帽의 기록이 있는 것은 그 당시 ‘帽’라

는 것이 존재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 15>59), <그림 16>60), <그림 17>61)은 고구려

고분 벽화의 黑帽이다. 시기는 전부 3~6세기를 비정

하고 있으며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그림 18>62)은

고구려와 빈번한 교류를 하였던 북위의 黑帽이다. 하

나의 직물로 이용하여 머리에 쓰고 남는 직물의 양옆

이 옆으로 삐치는 형태이다. 전부 검은색의 천을 이

용하여 고구려 벽화의 흑모와 新羅傳의 黑巾 기록과

일치한다. 대체로 하급관리가 착용한 것으로 벽화에

나타난다. 小吏가 착용한 기록은 後漢 벽화인 아래

<그림 19>63)에 小吏라고 명확한 표현이 있다.

<그림19> 後漢 (河北

望都縣1虎漢墓)

- 중국 출토벽화전집 1,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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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然, 袁台子墓

遼寧省 朝陽市

(337~370)

黃海道 安岳三號墳

墓主(357年)

黃海道 安岳三號墳

墓主(357年)

黃海道

安岳3號墳

(357년, 武士)

平安南道 德興里

墓主(408年)

平安南道

雙楹塚 (5世紀 末,

墓主)

<그림 20> 武冠

- 중국출토벽화

전집, p. 35

<그림 21> 羅冠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1

<그림 22> 羅冠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22

<그림 23> 羅冠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22

<그림 24>羅冠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77

<그림 25> 羅冠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117

이것으로 보아 黑巾의 형태인 帽는 便帽에서 출발

한 듯하고 두루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며, 직물로 만들

었기 때문에 벗으면 아무런 고정적 형태를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대의 帽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후대로 가면서 幞頭 紗帽로 발전

된다고 생각한다.

7) 羅冠

羅冠 및 金銀裝飾羅冠은 正史 新羅傳에는 없으나,

高句麗傳과 百濟傳에는나타난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

화에서도 羅冠의 실체를 찾아 볼 수 있다. 羅冠은 羅

를 이용하여 만든 冠을 뜻하는데, 羅에 대하여 민길

자는 “經하고 얇은 견직물을 말한 것이다.”64) 라고

하였다.

中國正史 高句麗傳의 羅冠과 관련된 기록은 위

<표 3>에 정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고구려는

‘貴者는 蘇骨多를 쓰는데 紫羅로 만들고 금은장식을

하며, 품계가 있는 자는 2개의 조우를 꽂는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왕은 백라관을 쓰며 신하는 靑羅

緋羅로 된 관을 쓰며 2개의 鳥羽를 꽂고 金銀裝飾을

했다.’ 백제는 ‘왕은 烏羅冠을 쓴다.’라는 내용을 보아

신하의 冠도 색이 있는 羅冠이며 색에 따라 身分을

구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 21>65)은 안악 3호분 묘

주의 전면이며 武冠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정면에서 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표현이

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림 22>66)는 묘주의 옆면이

며, <그림 23>67)은 안악 3호분 무사의 모습이다. <그

림 22, 23>은 武冠의 모습이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으

며 위의 外冠의 색이 白色으로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羅冠의 선행연구에서 고구려 白羅冠은 많

은 쟁점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그림 21> 安岳三

號墳의 冠帽가 定義되어 墓主가 밝혀지면, 漢四郡의

疆域 등 歷史的 問題를 服飾史的 側面에서 發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첫째, 王陵이며 白羅冠 또는

白羅冠이라 主張하는 說은 白羅의 소재 특성과 冠帽

에 金裝飾을 한 것, 五彩의 옷 등에 착안해 安岳三號

墳 묘주가 착용한 冠을 白羅冠으로 파악하는 견해68),

둘째 冬壽墓이며 武冠 또는 武冠이라 主張하는 說은

同 時期 中國에 나타나는 籠冠 즉 武冠으로 보는 見

解69), 셋째 금은장식관을 스키타이 문화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로 구분된다.

학계에서는 白羅冠으로 보는 설과 武冠으로 설로

크게 대별되어 있다. 그러나 고구려 王陵이라면 당연

히 白羅冠으로 比定해야 하나 기록시기와 유물에서

나타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백라관과

무관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또한 白羅冠이 기록된 시

기와 고분벽화의 築造年代를 아래 표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5세기 뒤에 白羅冠으로 기록한 것은 設定

에 문제가 있으나, 白羅라고 하는 것은 단지 冠帽의

색상과 재질을 언급하는 것이다. 특히 南朝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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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 句 麗 百 濟 新 羅

大祖大王 57년(109)

遣使如漢 賀安帝加元服

古尒王 27年 (260).

下令六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六品已上服靑.

智證麻立干 5년(504)

制喪服法頒行.

長壽王 79년(491).

魏孝文聞之, 制素委貌布深衣,

擧哀於東郊

古尒王 28年 (261).

王服紫大袖袍 靑錦袴 金花飾烏羅冠

素皮帶 烏韋{革}履 坐南堂聽事.

法興王 7년(520)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文咨明王 元年(492년).

賜衣冠服物車旗之飾,

眞德王 2년(648)

春秋又請改其章服,以從中華制.

眞德王 3년(649)

春正月 始服中朝衣冠

<표 6> 三國史記의 三國 복식제도

백색의 帽, 巾 상하계층에 유행했던70) 이유로 인해

白羅라고 특별히 기록하였다고 생각된다. 또 안악 3

호분의 武冠은 전부 흰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둘째, <그림 20>71)의 중국 元台子 墓의 武冠과 平

壤地域에서 주로 보이는 <그림 21-23>, <그림 24>72),

<그림 25>73)의 冠帽의 형태는 大同小異하다. 內冠으

로서 幘을 쓰고 外冠으로 武冠을 쓰고 있는 방식이

동일하다. 일부 미세하게 상이한 부분은 시대가 변화

하면서 나타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三國은 <표 6>과 같이 大祖大王 57년(109년)부터

중국과 교류하고 복식을 사여 받은 기록, 三國志
에74) 중국으로 衣幘을 賜與 받은 기록이 있다. 南北

朝 혼란의 시대에 각국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인적교

류 등을 통한 문화의 상호연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다. 武冠이 위진 남북조시대에 籠冠으로서 盛行하였으

므로 자연히 三國으로 전파된 것은 당연하다. 平壤地

域 뿐만 아니라 集安 五盔墳 第四號墳에서도 보인다.

셋째, 안악3호분 묘주 관모를 白羅冠이라 할 수 있

는 것은 제일 아래 부분(이마와 관모가 맞 닿는 부

분)을 금색의 테두리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白

羅冠의 금은장식 기록과 일치한다. 또 墓主의 앞 부

분을 보면 武冠의 형태를 짐작하기 어려우나, <그림

22> 안악3호분 묘주 옆 부분을 보면 內冠 뒤에 白羅

의 色相과 武冠의 형태가 확연히 보인다. 왕의 武冠

은 <그림 22, 23>처럼 內冠 뒷부분에 外冠을 덧대어

쓰는 형상이다. 外冠을 籠冠과 같은 그물모양의 紗로

전체를 덮어 착용하면 內冠이 보일 수 있으나 地가

平織인 羅는 잘 안보일 수 있다. 따라서 벽화를 그릴

때 약간 투명하게 그려 武冠의 모습을 보이게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옆면 그림에는 백색으로 그렸다

고 생각된다. 남북조시대에 白色帽가 유행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시대가 거의 일치하는 安岳三號墳 역시

白羅冠이 白色 武冠이라고 판단되는 이유이다.

넷째, 羅冠(白羅, 靑羅, 緋羅, 烏羅)이라 하는 것은

단지 冠帽의 材質과 色相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모의 형태는 신분에 따라 틀리다.

따라서 안악3호분 묘주의 冠帽는 籠冠 즉 武冠이

다. 또한 武冠을 白羅로 만들었기 때문에 白羅冠이라

기록한 것으로 생각한다.

8) 巾幗

巾幗은 舊唐書와 新唐書 기록에 “부인(또는

여자)은 머리에 巾幗을 쓴다.”75)라고 각각 부인과 여

자로 달리 기술되어 있으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婦人들만 巾幗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幗은 蔮

(궤)라고도 표기하는데 부인들의 머리 수건을 뜻한

다.”76)는 뜻과 “부녀자의 머리 수건과 장식품”77) 또

는 “여자가 쓰는 머리 장식물”78)로 정의하고 있다.

“巾幗은 부녀자의 머리를 장식하는 加髢의 일종이며,

머릿수건은 髻의 주위와 상부를 완전히 덮는 형태와

주위만을 두르는 형태 두 가지로 巾幗 착용방법을 보

인다.”79)는 견해에서 巾과 巾幗을 동일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巾은 朝鮮傳 기록에 없으나 <그림 28>80)과

같이 일반 부인들이 머리에 단순하게 동여맨 수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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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高 句 麗 百 濟 新 羅

周 書

얹은머리

쪽찐머리[北髻式]

채머리

푼기명머리

묶은중발머리

雙紒[쌍상투]

加髢式[環髻]

*壁畵에서 把握된

修髮임.

처녀:쪽찐머리 [編髮盤於首 後垂一道爲飾]

부인:채머리 [乃分爲兩道焉]

北 史
처녀:채머리 [女辮髮垂後]

婦人:얹은머리 [則分爲兩道 盤於頭上]

婦人 : 얹은머리

[婦人辮髮繞頸]

隋 書
처녀:채머리 [女辮髮垂後]

婦人:얹은머리 [分爲兩道 盤於頭上]

婦人 : 얹은머리

[婦人辮髮繞頸]

舊唐書
婦人 : 얹은머리[婦人髮繞頭]

[髮甚長美]

新唐書 婦人:얹은머리[率美髮以繚首]

舊五代史
婦人:얹은머리

[婦人以辮髮繞頸], [髮甚鬒美]

<표 7> 中國正史 女子 修髮

集安 (角觝塚 壁畵) 集安 (三室塚 壁畵) 평안남도(雙楹塚 壁畵) 集安 (角觝塚 壁畵)

<그림 26> 巾幗
- 고구려 고분벽화,

도판 204

<그림 27> 巾幗
- 고구려 고분벽화,

도판 204

<그림 28> 巾

- 壁畵, p. 57

<그림 29> 巾幗
- 壁畵, p. 71

고, 巾幗은 巾으로 만들어 <그림 26>81) <그림 27>82)

<그림 29>83)처럼 冠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 지배계층

부인들의 머리 장식으로 생각되며, 巾과 巾幗도 신분

에 따라 달리 구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巾幗의 색

상은 전부 백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당시 유행한

白色選好 사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좀 더 나아가 巾

幗을 여자의 白帽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 修髮
修髮은 正史 朝鮮傳에 남자는 魋結·椎結 等, 여자는

“編髮盤於首 後垂一道爲飾” 等으로 기록되어 있다.

1) 女子

古代 韓國女子의 修髮을 柳喜卿·金文子가 韓國服
飾文化史에서 제시한 分類方法84)에 따르면 아래

<표 7>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중국정사 조선전에 고구려 女子 修髮에 대한 직접

적 기록은 없으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의거하여 분류

했으며, 백제와 신라는 <표 7>과 같은 기록이 있다.

女子 修髮을 얹은 머리, 쪽찐 머리, 푼기명 머리, 묶

은 중발 머리, 쌍계식, 채 머리, 가체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얹은 머리 <그림 30>85)

머리카락을 뒤통수로부터 머리의 앞쪽으로 감아

돌려 끝을 앞머리 중앙에 감아 꽂은 것으로 기혼자의

머리형으로 보인다. 北史에 “결혼하면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위로 틀어 올린다.”86)고 했으며, 또 “부

인들은 머리를 땋아[辮髮] 머리에 둘렀다.”87)라고 하

여 얹은머리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2) 쪽찐 머리 <그림 31>88)

머리털을 뒤통수에 낮게 트는 양식으로 이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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얹은 머리(무용총) 쪽찐 머리(무용총)
묶은 중발머리

(무용총)

쌍상투[雙紒]

(진파리 4호분)
채 머리(무용총)

<그림 30>

- 고구려고분

벽화, 도판 216

<그림 31>

- 고구려고분

벽화, 도판 216

<그림 32>

- 고구려고분

벽화, 도판 216

<그림 33>

-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Ⅱ, p. 10

<그림 34>

- 고구려고분 벽화,

도판 216

<그림 35> 푼기명머리(덕흥리)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85

<그림 36> 加髢式 (安岳 3號墳 壁畵)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5

‘北髻式’이라고 칭하였다.89) 周書에서는 “머리를 땋
아 머리 위로 틀어 올린다.”90)라고 하여 쪽찐 머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3) 묶은 중발 머리 <그림 32>91)

짧은 머리털을 뒤통수에 낮게 묶은 머리모양이다.

少年과 少女의 過渡期的 머리모양으로 추측되나, 조선

전의 내용 중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4) 쌍상투[雙紒式] <그림 33>92)

머리 좌우의 이마 가까이 두 개의 상투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머리 양쪽 귓가에 毛髮을 묶어서 내리

는 雙垂髻式도 여기에 包含된다.

(5) 채 머리 <그림 34>93)

머리를 자연스럽게 뒤로 묶어서 아래로 늘어뜨린

양식이다. 百濟傳에 “女子는 머리를 땋아서 뒤로 드

리웠다.”94)라는 기록이 보인다. 앞의 얹은머리나 쪽찐

머리가 旣婚女의 머리모양인데 비해, 채머리는 주로

未婚女들의 머리모양으로 후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지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푼기명 머리 <그림 35>95)

頭髮을 삼등분하여 한 다발의 머리채는 뒤로 하고,

두 다발의 머리채는 좌우 양 뺨에 드리우는 머리모양

이다.

(7) 加髢飾 <그림 36>96)

이는 結髮 또는 辮髮의 기법으로 다른 머리를 얹

어서 구성한 것을 뜻한다. 加髢에 사용된 髢[다리]를

三國史記에 美髮97) 또는 頭髮98)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그 當時 이미 髢가 머리모양을 내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髢를 만들기 위해 남자

가 머리를 잘라 판 기록도 보이며99), 가난한 부녀자

또한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髢를 이용한 <그림 36>과 같은 머리모양을 ‘環髻’라고

도 한다.100)

朝鮮傳 記錄 中 女子修髮에 대한 기록이 고구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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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古朝鮮 馬 韓 韓 弁 辰 州胡國 濊

史 記 魋結 - - -

漢 書 椎結 - - -

後漢書 - 魁頭露紒 - - 髡頭

三國志 - 魁頭露紒·髡頭 長髮 椎結

晋 書 - 科頭露紒 - -

<그림 37> 상투

(角觝塚 壁畵)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203

<그림 38> 상투 (舞踊塚 壁畵)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211

<표 8> 中國正史 男子 修髮

없고 백제와 신라는 얹은머리 채머리 쪽찐머리 等으

로 기록이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비슷한 모양

의 머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男子

古代 남자의 머리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스키타이 돌궐 흉노족은 被髮, 오환과 선비족은 髡頭,

漢代의 서남이족은 椎結 編髮 被髮, 만주족[말갈 여

진]은 編髮이었으나 淸代에 와서는 剃頭辮髮 等으로

나타난다.101) 被髮은 머리를 길게 빗어 내린 상태, 椎

結은 상투, 髡頭는 머리털을 깎은 모양, 編髮은 머리

를 땋아 내린 것, 剃頭辮髮은 淸代에 유행하였던 머

리의 후두부만 남겨놓고 전반부는 깎은 상태에서 後

頭部의 머리를 길게 길러 땋은 모양을 말한다.

朝鮮傳에 기록된 고대한국 남자의 修髮을 정리하

면 <표 8>과 같다.

(1) 魋結[竪髻式·상투]

‘魋結’은 남자의 대표적인 머리모양으로 머리털을

틀어 묶는 양식이다. 추결 즉 상투는 그 만드는 방법

이나 동곳을 揷入하는 양식 등이 동일하지 않지만 오

늘날까지 오랫동안 傳承되어 왔다. 이런 남자의 머리

형태를 이여성은 竪髻式102)이라고 하였다.

史記103)의 魋結이라는 기록은 고대 한국남자의

머리 양식이 衛滿朝鮮 이전에 이미 상투의 형태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漢書104)와 三國
志105)에는 椎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림 37>106)

<그림 38>107)처럼 상투가 큰 것을 뜻하기 위하여 방망

이를 뜻하는 椎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魋結과 椎結

은 큰 상투라고 할 수 있다.

後漢書108)와 三國志109)에는 魁頭露紒, 晋書110)
에는 科頭露紒라고 하였다. 이를 김용문은 “머리를 둥

글둥글 돌려 올챙이 같이 묶은 상태”111)라고 하고 있

다. 魁頭露紒와 科頭露紒는 같은 의미이며, 상투를 틀

은 형태인 ‘魋結’ ‘椎結’의 형태가 크고 둥그렇게 말아

올린 것을 설명한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2) 被髮

‘被髮’은 머리를 길게 빗어 내린 형태를 뜻한다. 三
國志112)에 “의복은 정결하고 머리가 길다.”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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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여기서 長髮은 머리를 길게 빗어 내린 모양으

로 被髮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長髮은 미혼남자들

의 髮樣으로 被髮의 형태가 계속된 것이고, 冠帽를

쓰지 않는 남자가 긴 머리를 묶는 束髮의 형태로 발

전했음을 보여준다.113) 또한 新唐書114)에는 “남자

는 머리를 깎아서 팔고 黑巾를 쓴다.”라고 하였는데,

弁辰 지역의 長髮과 같은 髮樣임을 추측해 볼 수 있

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득이 머리를 깎아 ‘다리’로 팔

고, 다시 자라서 상투를 틀게 될 때까지 맨머리를 가

리기 위해 巾을 썼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3) 髡頭

後漢書115)와 三國志116)의 州胡國과 관련된 내
용에 髡頭의 기록이 보이며, 髡頭는 머리를 깎은 모

양을 말하는 것이다.

Ⅲ. 結論
本 硏究는 고대복식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

고, 고대복식 연구의 일차적 자료인 中國正史 朝鮮傳

의 기록을 정리 분석하였다.

中國正史 朝鮮傳은 華夷論的 思考를 가지고 고대

한국을 異民族이자 변방의 주변국으로 다룬 것이며,

타민족의 관점에서 바라본 古代 韓民族에 대한 기록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古代史에 대한 객관적

정보도 또한 적지 않게 담겨 있다. 주변국과의 관계

가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에 관건이 되었던 중국의 입

장에서 주변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은 중요한 사

안이었던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이유와 관계가 없는

한국 古代服飾과 관련된 기록들은 여러 가지 한계에

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것이

라 前提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中國正史 朝鮮傳

의 기록이 한국 古代服飾史 연구에 매우 다양하고 객

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冠帽는 한국 古代國家에서 幘 弁 折風 羅冠 鳥羽冠

巾幗 金銀裝飾冠 등 다양한 冠의 형태가 존재하였다.

幘과 弁은 中國의 形制에서 유래한 것이며, 折風과

鳥羽冠은 고대한국의 冠帽로서 鳥羽를 사용하는 遺習

이 남아 북방계통의 독특한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鳥羽冠은 구석기 시대부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다양하게 조우의

사용풍습이 존재한 사실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

우관은 전 세계적으로 人類 역사가 시작되면서 자연

현상적으로 발생한 人類文化史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蘇骨은 잠깐 歷史에서 기록 되었다가 없어 졌다.

蘇骨의 명칭은 당시 기록은 冠의 색상과 재질을 엄격

히 구분하여 신분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蘇骨多로 바

꾸어 指稱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折風의 형태에 金銀

裝飾을 한 冠帽라고 볼 수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안악3호분 묘주의 관은 南北朝

時代의 籠冠, 武冠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기

록에 백라관이라 한 것은 색상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

된다. 형태는 武冠이고 재질과 색상을 白羅를 사용하

였기에 白羅冠으로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악3호

분 축조 년대(357년)보다 6세기 후에 편찬(940~945)

된 舊唐書에 白羅冠이라 기록한 것은, 편찬 당시에
중국에서도 武冠의 형태인 籠冠이 유행한 것으로 보

아 그들 시각에 색상, 재질만 白羅를 사용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생각한다.

修髮에서 남자는 史記에 魋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양은 秦始皇陵 陶俑에 나타난 魋結과 일

부 비슷한 모습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修髮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隣接國家들과도

상호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修髮의 목적이 단순

한 두발 정리만이 아니라 미적 요소도 감안했을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국 古代服飾은 주변국인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

에 있으며, 상호 필요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각국의 특성에 맞게 발전했다고 생각된다.

中國正史 朝鮮傳은 韓國 古代服飾에 관한 記錄을

가지고 있어 服飾硏究에 관한 중요한 資料源이기 때

문에 이번에 정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에 정리 발표

할 계획이다. 本 논문은 中國正史 朝鮮傳의 冠帽와

修髮에 대해 包括的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持續的

으로 各各의 관모에 대해 深層 硏究를 발표할 계획이

며, 부족한 연구는 추후에 좀 더 활발한 硏究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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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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