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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okgwan(翟冠, crown decorated with pheasant motifs) is a queen's ceremonial headdress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It originated from Bong-gwan(鳳冠, crown decorated with phoenix motifs) 
worn by the Chinese empress. Bong-gwan(鳳冠) was originally various types of hairpins worn with 
the topknot hair style, such as Bongchae(鳳釵)․Hwasu(花樹)․Bakbin(博鬢), but during the Sung 
dynasty(宋, 960-1279) these ornamental hairpins were combined with the crown worn by the 
empress. Bong-gwan(鳳冠) worn during the Ming dynasty(明, 1368-1644) varied according to the 
wearer's social status and it was worn both by the empress and other court ladies. Jeokgwan(翟冠), 
one type of Bong-gwan(鳳冠) worn by the queens and princesses of Ming dynasty, was given to 
those of the Joseon dynasty as a gift until the early 17th century. According to the portraits and 
remains of China, when women wore the Jeokgwan(翟冠), they were supposed to place the crown 
onto the hair, and then, fix the crown to the hair by putting on gorgeous hairpins. The lower 
edge of the crown was wrapped around with Gu-gwon(口圈), which was decorated with kingfisher's 
feathers. There are several flowery decorations on Gu-gwon(口圈), and this style is similar to 
Daeyobanja(大腰斑子), a queen's ceremonial hairban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Joseon Dynasty(조선시대), Jeokgwan(적관), Bong-gwan(봉관), Daesu(대수), Jeok-ui(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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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은 조선 전기 역대 왕비가

법복(法服)에 갖추었던 최고의 예관(禮冠)으로, 명나

라에서 군왕비(郡王妃) 예복인 대삼(大衫)․배자(褙

子)․하피(霞帔) 등과 함께 받은 것이다. 7개의 꿩

장식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금과 주취(珠翠)로 호화

롭게 장식되었다. 적관의 사여는 국초부터 17세기 초

반까지 지속되었으나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 더 이상

중국에서 적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왕비의

대례용 두식(頭飾)은 적관에서 체발과 비녀로 만든

대수(大首)로 대체되어 국말까지 이어졌다.

현재까지 여성의 두식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주로 머리모양 및 장신구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그 외에 폐면용(蔽面用) 및 방한용(防寒用) 쓰개에

관한 연구, 화관․족두리를 중심으로 한 예장용 관모

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그 중 예관 연구의 경우,

예관을 예복의 부속, 혹은 비녀와 같은 장신구의 일종

으로 분류하여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설령 단독

대상으로 고찰한 연구라 하더라도 조선 후기를 중심

으로 한 문헌 및 유물 분석이 다수를 이루었다.

적관에 관한 고찰은 사료가 부족한 까닭으로 주로

적의와 같은 왕실 여성 예복 연구에 포함되어 부수

적으로 행해져 왔기에, 그동안의 연구내용이 의복에

비해 면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적관은 최고 위치

의 여성만이 쓸 수 있었던 예관이므로 신분 상징의

성격이 분명하고, 사용된 재료와 장식의 규모, 사회

적 위치에서 볼 때 결코 의복에 뒤지지 않는 매우

중요한 품목이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관의 단독

연구는 임란 이전 왕비의 의례 복식 전반에 대한 이

해를 한층 더 고취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적관

의 구조를 아는 것은 대수의 유래를 추정하는데 이

론적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등

에 나타난 적관에 관련된 기록을 재(再)고찰한다. 이

와 동시에, 송사(宋史)․명사(明史)․대명회전
(大明會典) 등 중국의 문헌 및 출토 유물, 초상화

등을 통하여 한중(韓中) 복식 비교를 행함으로써 국

내 사료의 한계를 최대한 보완하여 살펴본다. 끝으로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인 조선시대 여성

예관에 관한 연구 1)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Ⅱ. 적관의 유래 및 변천
조선시대 적관(翟冠)은 임란 이전 왕비가 명나라

에서 받은 최고의 예관으로, 명 황후와 황태자비의

봉관(鳳冠)에 상응하는 군왕비의 관제(冠制)이다. 즉

우리나라 적관의 기원은 중국 봉관에 있다. 조선왕
조실록에 따르면 적관은 태종 3년(1403) 이후 17세

기 초 명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10여 차례 중국에

서 사여되었다. 본 장에서는 봉관의 발달에 따른 적

관의 유래를 파악하고, 조선 전기 왕실의 적관의 사

용 및 특성을 국내외 문헌 및 유물을 통하여 비교,

고찰한다. 또한 조선 후기 민간에서 사용된 혼례용

봉관에 관해서도 아울러 살펴본다.

1. 중국 봉관의 역사 및 발달
중국에서 여성이 정식으로 봉관을 쓴 것은 송대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귀부인이 예장할 때 채(釵)․

잠(簪)․보요(步搖) 등의 비녀를 발계(髮髻)에 꽂아

장식하였다. 중화고금주(中華古今注)를 보면, 진시

황(秦始皇) 때에 금은(金銀)으로 봉(鳳) 머리를 만

든 봉채(鳳釵)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2)
이는 봉

문양을 머리 장식으로 사용한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

져 있다. 후한서(後漢書) 여복지(與服志) 에 따르

면, 한대(漢代)의 태황태후와 황태후가 종묘에 예를

올리거나 친잠을 할 때 예복을 입고 머리에 전리궤

(翦氂蔮)를 쓰고 대모(瑇瑁)로 만든 비녀[簪]를 꽂

았는데 위에 봉황과 공작[爵] 모양의 장식이 있었으

며, 황후는 종묘에 알현할 때 가발을 하고 보요(步

搖)를 꽂았다. 보요는 황금으로 산 모양을 만든 것이

고 흰 진주를 꿰어 계수나무의 가지처럼 서로 얽어

장식하고, 1마리의 공작[爵]와 9개의 꽃, 곰, 호랑이,

붉은 곰[赤羆], 천록(天鹿), 벽사(辟邪), 남산 제기의

큰 수소 등 6가지 짐승의 장식이 있었다
3)
. 보요(步

搖)는 고대 여성의 중요한 머리장식으로 채(釵)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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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박빈

送子天王圖 부분

中國五千年女性裝飾史.

1993, p. 233.

<그림 2> 예복용 봉관

明 11代 孝恪肅皇后

中國古代服飾史.

1986, p. 447.

<그림 3> 상복용 봉관

明 3代 仁孝文皇后

故宮圖像選萃.

1971, 圖 41.

기본으로 하며 그 위에 꽃과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

서 사람이 걸을 때 장식물도 같이 흔들거리는 것에

서 명칭이 유래되었다4).

보요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선비족(鮮卑族)

에서 유행하였는데, 나무 형상을 입식으로 표현한 수

지식(樹枝式) 보요 장식은 모용(慕容) 선비들이 패

용하였다고 한다
5)
. 한대의 수식(首飾) 제도는 위진남

북조(魏晉南北朝) 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진서(晉書)
여복지(與服志) 를 보면, 황후는 종묘에 알현하거나

친잠을 할 때 머리 장식으로 가계(假髻)와 보요를

하였는데, 이것을 일컬어 주송(珠松)이라고 하였다6).

이것은 수서(隋書) 예의지(禮儀志) 에 기록된 진

(陳)의 황후 수식 제도와도 같다. 후제(後齊)의 황후

는 가계와 보요, 12개의 비녀[鈿], 8마리의 참새와 9

개의 꽃으로 장식하였다7).

수대(隋代) 황후의 수식에는 화수(花樹)․화전(花

鈿)․박빈(博鬢)이 있었다. 수서 예의지 에 따르

면, 개황(開皇) 연간(581-600)에 황후는 12개의 화수

와 작은 꽃, 2개의 박빈을 하였고
8)
, 대업(大業) 원년

(元年, 605)에는 12개의 화전과 작은 꽃, 2개의 박빈

을 하였다9). 황후 이하는 신분에 따라 화수, 화전의

개수에 차등을 두었다.

당대(隋代)의 수식은 수대(隋代)와 유사하였다.

황후와 황태자비는 화수와 박빈을 하였고10), 명부들

은 화채(花釵), 박빈, 보전(寶鈿)을 신분에 따라 달

리 사용하였다
11)
.

화수는 꽃나무의 형태로서 보요의 유속(遺俗)으로

추정된다. 화전과 화채는 꽃 모양이 장식된 비녀였을

것이다. 수당시대에 새로 추가된 장식은 박빈이다. 본

래 빈(鬢)은 귀밑머리를 뜻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박빈

은 머리 양 쪽에 꽂은 장식 비녀의 일종을 의미하며,

<그림 1>
12)
과 같이 머리 양 옆으로 길게 펼쳐진 모양

으로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박빈의 유래를 복두(幞頭)

의 뿔[脚]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13).

봉관 제도가 등장한 것은 송대에 이르러서이다. 송
사(宋史) 여복지 에 따르면 황후의 관은 초기에 구

룡사봉관(九龍四鳳冠)이었으나,14) 소흥(紹興) 9년(1139)

에 용봉화채관(龍鳳花釵冠)으로 바뀌었다
15)
. 명부(命

婦)는 용봉(龍鳳) 장식이 제외된 화채관(花釵冠)을 썼

는데 품계에 따라 꽃의 개수에 차등을 두었다16).

이상 중국에서 고대부터 신분이 높은 여성들이 머

리에 보요를 꽂아 장식하였던 풍속은 송대(宋代)에 이

르러 화채관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채관은

구성 요소를 볼 때 기존에 사용된 화채․화수․박빈

등을 일괄하여 완성한 제도로 보인다. 즉 머리에 직접

각각 꽂았던 장식들이 관식(冠飾)으로 통합, 완성된

것이다. 황후는 여기에 용과 봉황을 더한 용봉관을 사

용함으로서 최고의 신분과 위엄을 표출하였다. 송대에

기틀을 이룬 봉관은 명대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고,

신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적관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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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칠적관

明 临淮侯 李邦鎭 夫人 楊氏

中華歷代服飾藝術.

1999, p. 356.

<그림 5> 구적관

明 益宣王 夫人 孫氏 墓 出土

江西南城明益宣王朱翊鈏夫婦合葬墓.
1982, 圖板 p. 4.

<그림 6> 구적관

明 宁靖王 夫人 吴氏 墓 出土

南昌明代宁靖王夫人吴氏墓發掘簡報.

2003, p. 21.

명 황후가 쓴 봉관은 국초에는 송의 전통을 답습

한 것이었으나, 영락(永樂) 3년(1405) 이후 명의 나

름의 복식 제도가 정비되면서 봉관 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황후의 봉관은 예복용(禮服用)과 상복용

(常服用)으로 구분되었는데, 예복용은 <그림 2>17)의

구룡사봉관(九龍四鳳冠), 상복용은 <그림 3>18)의 쌍

봉익룡관(雙鳳翊龍冠)이 제정되었다
19)
.

친왕비와 군왕비는 적관을 썼다. 친왕비제는 홍무

(洪武) 3년(1370)에 구휘사봉관(九翬四鳳冠)이었으

나, 영락 3년에 구적관(九翟冠)으로 바뀌었다. 이 때

군왕비제는 칠적관으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군왕비의 칠적관에 관하여 대명회전(大明會
典)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은 조곡(皂縠)으로 만들고, 취박산(翠博山)을 붙
인다. 대주적(大珠翟) 2마리, 소주적(小珠翟) 3마

리, 취적(翠翟) 4마리로 장식하는데, 모두 입에 주
적(珠滴)을 물고 있다. 관 가운데에 보주(寶珠) 1
좌(座)가 있는데, 앞뒤에 모란꽃 2송이, 예두(蕊頭)

8개, 취엽(翠葉) 36개, 주취양화빈(珠翠穰花鬢) 2송
이가 있고, 소련운(小連雲) 6편(片)으로 받들고 있
다. 취정운(翠頂雲) 1좌가 있는데 구슬 5과(顆), 주

취운(珠翠雲) 11편으로 장식한다. 취구권(翠口圈)
1부(副)이고, 금보전화(金寶鈿花) 8개인데 위에 구
슬 8과를 사용한다. 금적(金翟) 1대(對)이고, 입에

주적을 물고 있다. 금잠(金簪) 1대, 주취모란화[珠
翠牡丹花]와 양화(穰花) 각 2송이, 면화(面花) 2대,
매화환(梅花環)과 사주환(四珠環) 각 1대.20)

위의 내용에 따르면 칠적관은 총 9개의 꿩 장식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는 기록의 오류로

여겨진다. 칠적관은 7개의 꿩 장식이 있는 것이 특징

이며, 관 가운데의 보주 장식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꽃, 구름 장식이 가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 아

랫부분의 구권은 비취모로 장식되어 있고, 그 위에

금으로 만든 보전화를 올렸을 것이다. 또한 한 쌍의

금적이나 금잠과 같은 비녀들을 사용하여 관을 머리

에 고정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칠적관을 쓴 모습은

<그림 4>21)와 같은 명대 초상화에서 발견되는데, 적

관의 모양은 대체로 대명회전(大明會典)과 일치함

을 보인다. 그림에서 관의 아래쪽에는 별도의 액자

(額子)가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왕비의 적관은 중국에서 출토 유물로도 보고된 것

이 있다. <그림 5>22)는 익선왕(益宣王, 1536-1603, 명

성화제(成化帝)의 4세손) 왕비 손씨(孫氏)의 적관이

다. 관의 상부를 9마리 꿩으로 꾸몄는데, 꿩은 모두

은실을 엮어 만들었고 부리에 주적(珠滴)을 물고 있

다. 관의 틀은 구리실을 엮어 만들었으며, 표면은 한

겹의 검은 라견(羅絹)을 씌우고 그 위에 2개의 박빈

(博鬢)을 세웠다. 박빈은 가는 대껍질을 엮어 혀 모

양처럼 만들었다. 관의 테두리 아래는 금구권(金口

圈)을 연결하고, 안쪽에는 금(錦)과 모시를 대었다.

관의 양 쪽에는 금봉(金鳳) 비녀 한 쌍이 있는데, 봉

황 부리에 긴 진주 꾸러미를 물고 있다. 이 구적관의

지름은 16.5cm, 전체 높이는 23.5cm이다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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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步搖冠

돈황 61굴 (五代)

(中國石窟)敦煌莫高窟 5.

1987, 圖 79.

<그림 8> 고려 귀부인의 봉황 수식

觀經序品變相圖

高麗時代의 佛畵.

1996, p. 115.

<그림 9> 북송 귀부인의 봉황 수식

中國美術全集, 雕塑編, 5.

1988, p. 90.

<그림 6>
24)
은 저정왕(宁靖王) 왕비 오씨(吴氏, 1439-

1502)의 적관이다. 관의 틀은 구리실을 엮어 정수리가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검은색 라사(羅紗)로 표

면을 쌌다. 은실을 엮어 만든 여러 개의 꿩으로 장식

하였다. 꿩의 몸과 날개․꼬리는 모두 단단한 종이를

잘라 만들었는데, 꿩의 몸과 날개에는 취우(翠羽)로

장식하였고, 꼬리에는 화려한 색의 깃털을 붙이고 가

장자리에 금가루를 칠하였다. 2개의 박빈이 달려 있는

데, 세죽(細竹)으로 엮은 후 금칠을 하여 만들었다.

관의 가장자리의 안쪽은 금(錦)과 모시로 싸고, 바깥

쪽은 8개의 금전화(金鈿花)를 붙였다. 관 위의 양측에

는 금봉 비녀 1쌍이 꽂혀 있는데, 모두 입에 진주를

물었다. 적관 위는 진주를 가득 채워 장식하였다
25)
.

이상의 적관 유물들은 16-17세기의 것으로 명 후

기에 해당한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적관의 틀은 구

리실로 엮어 만들었으며 그 위를 검은 라직물로 쌌

다. 라직물은 이른바 그물 조직으로 신축성이 있기에

둥근 형태를 싸기에도 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꿩은 은사를 엮어 만들었는데, 부분적으로 두꺼운 종

이를 이용한 것도 있었으며, 새 깃털․금가루․진주

등으로 장식되었다. 관의 아래에는 구권(口圈)이 연

결되어 있고, 구권의 표면은 꽃장식이 놓여졌다. 박

빈은 댓살을 엮어 길게 만들어서 관에 달았으며, 금

적이 아닌 금봉[비녀의 형태] 한 쌍이 관 위에 꽂혀

졌다. 본래 박빈과 금봉은 황후의 봉관에 포함된 부속

장식이지만, 명대 말기에 이르러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봉관의 양식이 적관에도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 우리 나라의 봉관과 적관
우리나라의 봉관에 관한 기록은 고려 말에 처음

발견되지만, 상류층 여성이 관(冠)을 사용하였다는

흔적은 이미 통일신라시기에 나타난다. 흥덕왕(興德

王) 9년(834) 복식금제(服飾禁制)에 따르면 여성의

관은 6두품 이상에 허락되었는데, 특히 진골의 경우

는 “冠禁瑟瑟鈿”이라고 하여 수입산 고급 보석[綠松

石, turquoise]으로 관을 장식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26). 간단한 문헌 기록만으로 이 관의 구체적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시기인 중국 당(唐)과 오대(五

代)의 회화에서 발견되는 <그림 7>
27)
과 같은 푸른색

의 보관(寶冠)의 형태가 아닐까 추정된다.

고려 불화를 보면 여성의 머리에서 봉황 수식이

발견된다. 일본 서복사(西復寺)에 소장되어 있는 관

경서품변상도(觀經序品變相圖) 를 보면 <그림 8>28)

의 귀부인은 머리에 봉황으로 추정되는 새 모양의

장식이 있다. 이것은 <그림 9>
29)
의 북송대 귀부인의

수식과도 매우 유사하다. 오랫동안 중국과의 복식 문

화 교류로 송대의 봉관이나 화채관이 고려 왕실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자료의 부족

으로 고려 봉관의 존재에 관해 단언하기는 힘들다.

우리나라 봉관의 명칭은 고려 말기에 처음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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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려사(高麗史)를 보면 공민왕(恭愍王) 19년

(1370) 5월에 명(明) 효자황후(孝慈皇后) 마씨(馬氏)

가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 ?-1365)에게 보냈다는

칠휘이봉관(七翬二鳳冠)이 그것이다
30)
.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는 태조(太祖) 3년(1394) 신덕왕후(神德王后,

?-1396) 강씨(康氏)가 중국에서 주취칠적관(珠翠七翟

冠)을 받은
31)
이래로 조선의 왕비들은 칠적관을 받았

다. 칠적관은 칠휘이봉관에서 변화된 명대의 군왕비제

로서, 황후와 달리 봉 관식이 제외된 형태인 것이다.

<표 1>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적관 사여와 관
련된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에서 적관을 사여받

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안왕후(定安王后, 1355-

1412)와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의 경우를 제

외하고 총 19건이다. 이 중에서 주취칠적관[혹은 주

관]이 언급된 기록은 추존을 포함하여 총 11건이다.

관복(冠服)이나 관(冠)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록되어

그 안에 적관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7

건, 고명(告命)의 기록만 있어서 적관의 존재에 관하

여 추정만 가능한 사례가 1건이다. 적관의 존재가 불

확실한 시기는 선대(先代)의 적관을 대물림하여 사

용하였거나 기록이 생략된 경우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실록에서 적관의 기록은 다소 분명하
지 않거니와, 대부분은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

(頂), 금잠(金簪), 금적(金翟), 보전화(寶鈿花), 결자

(結子)”와 같이 명칭의 나열에만 그치고 있어 그 내

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례적으로 태종(太宗) 3년(1403) 10월 원경왕후(元敬

王后, 1365-1420) 민씨(閔氏)가 받은 적관의 경우는

구성 및 장식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여 당시

그 규모의 장대함과 화려함을 짐작하게 한다.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 결자(結子) 전(全)

상대각양진주(上帶各樣珍珠) 4천 2백 60과(顆) 안
에 두양대주(頭樣大珠) 14과, 대양주(大樣珠) 47과,
일양주(一樣珠) 3백 50과, 이양주(二樣珠) 8백 58

과, 삼양주(三樣珠) 1천 2백 35과, 오양주(五樣珠)
4백 20과, 팔양주(八樣珠) 7백 20과, 구양주(九樣
珠) 6백 16과.

금을 사용하는 장식 1부(副) 안에 유사금적(纍絲
金翟) 1대(對), 금잠(金簪) 1대, 유사보전화(纍絲寶
鈿花) 9개(箇).

취(翠)를 사용하는 장식 안에 정운(頂雲) 1좌(座),
대소운자(大小雲子) 11개, 빈운(鬢雲) 2개, 모란엽

[牧丹葉] 36엽(葉), 양화빈(穰花鬢) 2개, 적미(翟
尾) 7개, 구권(口圈) 1부, 화심제(花心蒂) 2부, 점
취발산(點翠撥山) 1좌, 조추사관태(皂皺紗冠胎) 1

정, 대홍평라관조(大紅平羅冠罩) 1개, 남청숙견관록
(藍靑熟絹冠盝) 1개, 대홍평라소금협복(大紅平羅銷
金夾袱) 1조(條), 이주홍칠 성관록갑(二硃紅漆盛冠

盝匣) 1개
32)

위의 내용을 보면 적관은 여러 모양의 진주가 4천

여 개 이상 소요되었으며, 금과 비취모로 만든 장식

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명회
전의 영락 3년 군왕비 규정에 기록된 금적․금잠․

금보전화․모란․주취양화빈․취정운․취운․취구권

등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적관의 기록 중 흥미로운 것은 연산군 대에 우리

나라에서 적관을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다. 중종 2년(1507) 7월, 연산군대에 걷어 들인 패물

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상의원(尙衣

院)에서 “폐조(廢朝) 때 주관(珠冠, 곧 翟冠33))을 만

드느라 장식한 진주가 매우 많았건만...34)”이라고 아

뢴 기록이 있다. 실제로 연산군 대에는 유난히 진주

를 궐내로 들이라는 기록들이 연산 8년(1502)에서

12년(1506) 사이에 20여건 이상 발견된다35).

연산군은 몇 천개에서 많게는 몇 만개의 진주를

수시로 궐내에 들였으며, 그 비용은 면포(綿布)로써

지급하게 하였는데 진주 값은 상인(商人)이 감정하

도록 하였다
36)
. 궁중의 진주 매입이 잦을수록 세금으

로 걷어 들인 정포(正布)는 상인들에게 진주 값으로

지급되었고 호조의 재정은 고갈되기에 이르렀다. 연

산 10년(1504) 9월 호조 판서 이계남(李季男) 등이

아뢰기를, “지금 주어야 할 금 진주 대가가 정포(正

布) 17만 7천 1백 14필인데, 사섬시(司贍寺)에 있는

것이 다만 17만 2천 7백 필이므로, 만약 이를 다 준

다면 나라에서 쓸 것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라에서 쓸 것이 고갈된다면 어

찌 다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37)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진주의 매입은 계속되어 진귀한

주옥(珠玉)을 납품하려는 상인들이 궁으로 몰려들었

고, 연산 11년(1505) 6월
38)
과 8월

39)
의 기록을 따르면

상인들은 심지어 흥청(興淸, 연산 10년에 왕이 모아

들인 기녀)에게 뇌물을 주고 원가(原價)보다 백배나

더 후한 값을 나라에서 받아내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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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비빈 시기 (년-월-일) 적관 실록 내용

정종 정안왕후 없음

태종 원경왕후
태종 3년

(1403-10-27)
있음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 금잠(金簪), 유사금적(纍絲金翟), 유

사보전화(纍絲寶鈿花), 결자(結子) 등

세종 소헌왕후 없음

문종 현덕왕후
문종 즉위년

(1450-08-03)
있음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 금잠(金簪), 금적(金翟), 보전화(寶鈿

花), 결자(結子)

단종 정순왕후
단종 3년

(1455-04-22)
있음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 금잠(金簪), 금적(金翟), 보전화(寶鈿

花), 결자(結子)

세조 정희왕후
세조 2년

(1456-04-20)
있음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 금잠(金簪), 금적(金翟), 보전화(寶鈿

花), 결자(結子)

예종 안순왕후
예종 1년

(1469-윤2-04)
있음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 금잠(金簪), 금적(金翟), 보전화(寶鈿

花), 결자(結子)

덕종

(추존)
소혜왕후

성종 6년

(1475-01-29)
가능

인수 왕비(仁粹王妃)를 봉(封)하여 고명(誥命)과 관복(冠服)을 주심을

보고, 신 등은 삼가 전(箋)을 받들어 칭하(稱賀)합니다.

성종

공혜왕후
성종 1년

(1470-05-01)
있음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 금잠(金簪), 금적(金翟), 보전화(寶鈿

花), 결자(結子)

계비 윤씨
성종 8년

(1477-02-04)
있음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호상(護箱) 등의 물건 전부(全部)이

다.】

정현왕후
성종 12년

(1481-05-16)
있음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

연산군 중궁 신씨
연산 1년

(1495-06-03)
가능

포장(褒奬)의 명령은 조정으로부터 나가지만, 풍화(風化)의 기틀은 규

곤(閨壼)에서 비롯되도다. 이미 벽규(壁圭)의 선물을 내렸으니 관피(冠

帔)의 봉함이 없을손가. 조선국 왕세자 이융의 처(妻) 신(愼)씨는 함형

(咸亨)한 세상에 맞추어 나서 진기(震器)의 짝이 되었도다.

중종

장경왕후
중종 3년

(1508-04-12)
가능 면류관과 예복과 비단과 폐백이 아울러 왕비에까지 미치고...

문정왕후
중종 13년

(1518-04-21)
있음 주관(珠冠) 1정(頂)

인종 인성왕후
인종 1년

(1545-05-11)
가능

면복(冕服)을 내리고 고명(誥命)을 내리는 총애가 또한 이 몸에 미치

고, 과비(寡妃)까지도 아울러 황제의 은혜를 받으니...

명종 인순왕후
명종 1년

(1546-02-06)
가능

그대의 처 심씨(沈氏)를 봉하여 왕비로 삼음. 그리고 그대와 비(妃)에

게 고명(誥命)·면복(冕服)·관복(冠服)·채폐(綵幣) 등을 반사(頒賜)하니

경건하게 받들기 바람.

선조

의인왕후
선조 3년

(1570-07-13)
추정

상이 모화관(慕華館)에 행행하여 왕후 책봉에 대한 고명(誥命)을 맞이

하고...

인목왕후
선조 36년

(1603-04-27)
있음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 금사건전내(金事件全內) 금잠(金簪)

1대(對), 금봉(金鳳) 1대, 금보전화(金寶鈿花) 9개(箇)

공빈 김씨
광해 9년

(1617-11-09)
있음 조선 국왕의 생모 김씨에게...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

광해군 중궁 유씨
광해 1년

(1609-06-02)
가능 너와 비에게 고명과 면복(冕服), 채폐(綵幣) 등을 내리노라.

인조 인열왕후
인조 3년

(1625-06-03)
가능

그대의 아내 한씨(韓氏)를 봉하여 왕비로 삼는다. 그리고 특별히 그대와

비(妃)에게 고명(誥命)과 면복(冕服)·관(冠)·채폐(綵幣) 등을 반사한다.

<표 1> 조선왕조실록에서 적관 사여와 관련된 기록

이와 같이 연산군 대에는 엄청난 물량의 진주가

왕실에 납품되었고, 이중의 일부는 주관[翟冠]의 제

조에도 적지 않게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산

군 대에 만들었다는 주관의 사용자나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와 같은 기록은 우리나라에

서 15세기 말에 적관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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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서임은 분명하다.

중국에서 적관을 받은 기록은 인조 3년(1625) 6월

인열왕후(仁烈王后, 1594-1635) 한씨(韓氏)가 명으로

부터 고명과 예복을 받은 것
40)
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인조 22년(1644) 명이 후금(後金)

에 의해 멸망하면서 조선과 명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인조 23년(1645) 7

월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왕세자 책봉에 임하여 적관

의 부재(不在)는 의례를 치르는데 문제가 되었다.

책례 도감이 아뢰기를, “빈궁(嬪宮) 책례 때에 이

미 적의(翟衣)가 있고 보면 의당 적관(翟冠)도 있
어야 할 터인데, 우리 나라 장인(匠人)들은 적관의
제도를 알지 못합니다.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건

대, 선조조(宣祖朝) 임인년 가례(嘉禮) 때에 도감
이 아뢰기를 ‘칠적관(七翟冠)의 제도만 장인(匠人)
들이 아는 자가 없을 뿐 아니라, 각종의 물품을 반

드시 중국에서 사와야 하고 끝내 본국에서는 제조
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선
조께서 ‘관은 제조하기가 어렵다.’는 전교를 내렸습

니다. 또 계해년 이후로는 비록 가례를 치르더라도
모두 적관을 사용하지 않고 체발(髢髮)로 수식(首
飾)을 만들어 예식을 치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계해년 이후의 관
례에 따라서 하라.”41)

조선과 명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던 시기에도 중국

에서 고명과 예복이 뒤늦게 오거나 국내 정세가 혼

란한 시기에 가례나 책례를 치른 경우, 왕비가 적관

대신 체발을 사용한 경우는 있었다42). 위의 기록을

보면 임인년(1602) 선조와 인목왕후(仁穆王后, 1584-

1632) 김씨(金氏)와의 가례에서 체발로 적관을 대신

하였고, 인조 1년인 계해년(1623) 인열왕후의 책례에

도 적관 대신에 체발을 사용한 선례가 있으므로, 그

에 따라 빈궁(후일의 仁宣王后)의 책례에도 체발을

사용하라고 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효종)왕세자
빈궁책례도감의궤(孝宗王世子嬪宮冊禮都監儀軌)에
따르면 이 때 체발 40단이 사용되었다43).

결국 양란 이후 국내의 물자의 부족으로 사회 전

반에 걸쳐 경제적 긴축을 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왕

비의 적관을 제작하는 것은 무리였으므로, 17세기 전

반에 이르러 조선 왕실에서 적관의 사용은 실질적으

로 끝났다고 본다. 이후 왕비의 적관은 체발을 사용

한 국속(國俗)의 대수(大首)로 정착되었고 이 제도

는 국말까지 지속되었다.

3. 조선 후기 민간의 혼례용 봉관
명대의 봉관은 황후와 황태자비를 제외하고는 쓸

수 없었으나, 실제는 이와 달라서 일부 귀부인들도

사적으로 봉관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천수빙산록(天
水冰山录)에 의하면, “가정(嘉靖) 연대(1521-1567)

의 재상 엄숭(嚴嵩, 1480-1566)의 집에는 10개가 넘

는 봉관이 있었다. 그가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한 후에

사람들은 그의 아들 엄세번(嚴世番)의 방 안에서 봉

관들을 찾아냈는데, 진주오봉관(珍珠五鳳冠) 6개의

무게가 모두 93냥이었고 진주칠봉관(珍珠七鳳冠) 7

개의 무게가 모두 53냥 1돈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44)
. 이로 볼 때 후대에 이르면 봉관은 점차 신분 구

별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귀부인의 사치품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대는 “男從女不從
45)
”의 규범에 따라 한족(漢族)

여성 복식의 고유성이 남아 있었으므로 명대 봉관의

전통도 지속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대의 한족 귀부

인들은 여전히 신분 과시용으로 <그림 10>
46)
과 같이

봉관을 썼다. 이 시기에 봉관은 민간에서 혼례용 또

는 염습용 등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봉관의

사용 층이 넓어지면서 양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

었는데, 명대의 것에 비해 크기가 작아지고 소재도

다양하게 되었다47).

중국에서 봉관이 귀부인의 상징으로 귀하게 여겨

지고 신부의 예관으로도 사용되던 풍속은 조선 후기

사대부가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

다. 특히 18세기에는 부녀들의 가체 사치로 인한 사

회․경제적 폐단이 극에 이르렀던 까닭에 조정에서

는 가체를 엄히 금하였는데, 영조실록을 보면 여성
의 예장용 두식으로 가체를 대신할 만한 것을 찾는

대목에서 족두리와 함께 중국의 화관(花冠, 華冠)과

봉관이 언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화관․봉관의 도입은 모화사상에 입각한 사대부가

에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 23년(1747)

7월에 민응수(閔應洙)가 말하기를, “신의 종조부(從

祖父) 고 상신 민정중(閔鼎重)이 중국에서 화관(花

冠)을 얻어 왔으며,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



服飾 第60卷 7號

- 82 -

<그림 10> 청 귀부인의 봉관

中國傳統服飾形制史.

1998, p. 235.

<그림 11> 회혼례에서

봉관을 쓴 노신부

朝鮮時代 風俗畵.

2002, p. 97.

<그림 12> 명대 금봉관

中國服飾通史.

2002, p. 65.

<그림 13> 조선 무당관 [봉관]

한양대학교박물관.

1995, p. 397.

의 집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48)
라고 하여, 숙종

대의 문신인 민정중(1628-1692)의 집안은 가체금지

령 이전에 이미 17세기에 반가에서는 사적으로 중국

화관을 들여와서 의례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담헌서(湛軒書)를 보면, “듣건대 봉관의 제도

가 있어 예문가에서 항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저자에서 파는 것이 있습니까?
49)
” 라고 하여

저자인 홍대용은 가체의 대용으로 중국 봉관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영조 23년(1747) 7월 “신이 북경에

갔을 적에 명나라의 옛날 제도를 보려고 구하여 보

았지만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희자당(戱

子堂)에 있었지만, 선왕(先王)의 옛날 제도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봉관(九鳳冠)과 오봉관(五鳳

冠)은 붉은 자개와 순금(純金)으로 되어 있어 극도

로 사치하고 화려하였습니다.50)”라고 한 것으로 보아,

중국 사신으로 간 관리들 중에는 사적으로 명대 봉

관을 구하려고 하였던 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옛 명대의 전통적인 봉관은 구하기 쉽지

않았던 모양이며, 당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던 청대

의 봉관은 매우 화려하여 일반에게 사용하도록 권유

하기에도 적당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영․정조대에 가체의 대용으로 하명된 것은 족두리이

다. 그러나 봉관은 중국에서 혼례용 예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니만큼 조선에서도 일부 반가를

중심으로 집안에서 의례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

각되는데, <그림 11>51)에서 회혼례(回婚禮)를 치르고

있는 노(老) 신부의 머리에는 담황색(淡黃色)의 커다

란 관이 얹혀 있어, <그림 12>52)와 같은 명대 양식의

금봉관(金鳳冠)의 종류일 가능성도 제시한다.

민간에서 값비싼 봉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는 모조품도 이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림

13>53)은 한양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으로 도록(圖錄)

에 무당의 관으로 소개된 것이지만, 조형 양식이 <그

림 12>의 명대 금봉관과 매우 유사하다. 아마도 국내

에서 저급의 재질로 모사하여 제작한 혼례용 봉관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Ⅲ. 적관의 구성 및 착용법
대명회전을 보면 적관은 크게 관의 틀부분, 관의

표면을 꾸미는 여러 가지 장식, 머리에 쓰는 부분, 관

을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꽂는 비녀류 등으로 분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에서 봉관은 대나무살을

이용하여 둥글게 틀을 만들고 표면을 조색(皂色)의 곡

(縠)으로 싼다고 하였으므로, 적관도 처음에 봉관과 마

찬가지로 대나무살로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

만 출토품을 보면 후대에는 금속사로 틀을 만들고 검

은 라직물로 싼 것으로 나타난다. 적관의 장식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금․비취모․진주 등을 더하여 호화롭

게 만들어졌다. 대명회전에 언급된 적관의 모든 장식
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실록에 기록된 대표적
인 관식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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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꿩[翟]
꿩[翟]은 적관을 대표하는 수식물이다. 꿩의 개수

에 차이를 두어 신분을 구분하였으며, 조선의 왕비는

군왕비제의 칠적관을 썼다.

꿩 장식에는 진주로 장식된 주적(珠翟)과 비취모

로 장식된 취적(翠翟)이 있으며, 부리에는 모두 구슬

꾸러미[珠滴]을 물고 있다. 중국의 적관 출토품에 의

하면 꿩 모양은 은실과 두꺼운 종이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진주와 새 깃털을 부착하여 장식하였다. 대
명회전을 보면 꿩 앞 가운데에 보주(寶珠) 1좌(座)

가 있고, 그 전후에 모란 2송이를 더한다고 하였다.

그밖에 주취양화빈(珠翠穰花鬢)이나 취정운(翠頂雲)

과 같은 꽃․구름 장식들로 관 위를 가득 채웠다.

2. 금잠(金簪), 금적(金翟), 결자(結子)
금잠(金簪)과 금적(金翟)은 적관에 사용된 비녀

종류로 각각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잠은 <그림

14>
54)
와 같이 잠두가 작은 원형인 비교적 단순한 모

양이며, 금적은 잠두에 꿩이 달려 있어 관을 고정하

는 것뿐만 아니라 장식적 역할도 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 따르면 금적의 부리에는 구슬 꾸러미

가 물려져 있었고, 이를 주결(珠結)이라고 하였다.

명대 고기원(顧起元)의 객좌췌어(客座贅語) 복

식(服飾) 중 잠과 결자에 관한 설명을 보면, “길게

머리에 두르는 방식으로 여러 귀족들의 장식이었고,

금․은․옥․대모․마노․호박 등의 모든 것으로 만

들 수 있었으므로 일컬어 잠(簪)이라 하였다. 그 끝

에 구슬이 드리워져 있으면 그를 일컬어 결자(結子)

라고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다. 또한 천수빙산록
에는 엄숭에 의해 적혀진 기록이 있는데, “다른 가산

이 없는 중에 금봉주결자(金鳳珠結子) 4자[尺]”라

하였다. 이것은 금봉잠에 주결을 물린 형태로 관이나

특계(特髻)에 장식하였던 것을 뜻한다
55)
. 이를 볼 때

주결(珠結)은 결자(結子)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즉 적관의 부속으로 역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
된 결자는 2개의 금적의 부리에 연결되어 늘어진 주

렴(珠簾)이었으며, 많은 진주와 보석이 사용되어 적

관에 화려함을 더하였던 것이다.

3. 구권(口圈), 보전화(寶鈿花)
구권(口圈)은 봉관이나 적관을 머리에 쓸 때 머리

에 닿는 부분을 감싸는 띠 모양의 장식을 말한다. 칠

적관에는 취모(翠毛)로 장식한 구권이 있다. 취구권

(翠口圈)에는 수 개의 장식꽃이 가식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보전화(寶鈿花)라고 한다. 대명회전을 보면
칠적관의 부속에 금보전화 8개가 달린 취구권 1부

[副]가 있다. 태종실록에 기록된 칠적관에는 금으

로 만든 유사보전화(纍絲寶鈿花) 9개가 포함되어 있

는데 <그림 15>56)와 같은 형태가 아닐까 추정된다.

이와 같이 머리띠에 패물을 올린 양식은 우리나라

의 대요(臺腰)와 형태상 유사하다. 악학궤범(樂學軌
範)에 나타난 <그림 16>57)의 대요의 설명을 보면

“금(金) 혹은 도금(鍍金)으로 만들고 꽃은 9개 혹은

7개로 하여 진주와 잡색 보석으로 꾸미며 혹은 가주

(假珠)를 쓰기도 한다. 검은 비단으로 띠를 만들어

거기다 꽃을 붙인다. 머리 올린 기녀의 수식물이다.

꽃과 잎은 가는 모시 베를 만들고 벌과 나비는 채색

실로 수놓는다.58)” 라고 하였다. <그림 17>59)과 같이

16세기의 기영회도 에 나타난 기녀(妓女)를 보면

머리에 대요를 두른 모습이 확인된다.

구권의 양식은 대한제국 시기 황후 및 황태자비의

대수(大首)에서도 발견된다. 대수가 적관에 기원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대수의 장식인 대요반자(大腰斑

子)는 취구권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8>
60)
의 영왕비 유물을 보면 홍색의 금직 바탕에 옥

반자 11개가 올려졌다. 하지만 명대 황후의 봉관은

보전화가 12개, 황태자비의 경우는 9개였던 것으로

보아 대요반자의 옥반자 11개는 봉관에 비하여 다소

변형된 제도로 보인다.

<그림 14> 금잠

梁莊王墓 下. 2007,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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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금 유사보전화,

南昌明代宁靖王夫人吴氏墓發掘簡報. 2003, p. 25.

<그림 16> 대요

樂學軌範

<그림 17> 대요를 한 모습

선조조 기영회도(1585),

조선시대 연회도. 2001, p. 59

<그림 18> 영왕비의 대요반자

영친왕일가복식. 2010, p. 206.

4. 착용 방법에 관한 논의
중국에서 받은 적관은 조선 왕실에서 보기에 모양

과 착용법이 생소하였을 것이다. 세조 2년(1456) 5월

의 기록을 보면, 세조가 명 사신인 내관(內官) 윤봉

(尹鳳)에게 왕비에게 하사된 관의 착용법을 묻는 대

목이 있다.

“지금 하사(下賜)한 중궁(中宮)의 관(冠)은 좁고

작으며[狹小] 또 비녀[箴]가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하니, 윤봉 등이 말하
기를, “머리를 빗은 뒤에 이마의 뒤를 따라 좌우로

머리를 갈라 서로 위로 붙잡아 매어 아계(丫髻)를
만들고, 관을 그 위에 쓰고 그대로 비녀를 꽂습니
다.”하였다. “명복(命服) 가운데 또한 보전(寶鈿) 같

은 물건이 있는데,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하니,
윤봉 등이 대답하기를, “그 이름을 금보(禁步)라고
하는데, 두 어깨에서 앞으로 드리워서 그 보행(步

行)을 절제하여 함부로 걷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
다.”61)

당시 명나라가 사신 윤봉 등을 통해 보낸 왕비의

관은 적관이므로
62)
, 위의 대목에서 ‘중궁의 관’은 당

연히 적관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모양이 협소(狹小)

하다고 묘사한 점을 보면 중국의 회화나 유물에서

나타난 적관의 모습과 분명히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기사가 과연 적관을 설명한 것인지 의혹을 일으킨다.

머리카락을 높게 매어 아계(丫髻)를 만들고 그 위에

협소(狹小)한 관을 쓰고 비녀를 꽂아 고정시켰다고

하니 이 관은 마치 남성의 상투관과 같은 작은 모양

을 연상하게 한다.

<그림 19>
63)
는 정릉(定陵)에서 출토된 명 효정황

후(孝靖皇后, 만력제(萬曆帝)의 황후)의 모습이다.

황후는 머리 위에 쪽을 만들고 <그림 19>와 같은 좁

고 뾰족한 형태의 특계(特髻)를 썼다. 특계는 명 내

명부 상복(常服)으로 제정된 머리 모양으로 일종의

가계(假髻)이다. 보통 금속 실을 가지고 작은 관의

형태로 엮어 만들었고 이것을 본발(本髮)의 쪽 위에

얹은 후 비녀로 고정시키면 머리모양을 손쉽게 우뚝

솟게 만들 수 있었으므로, 명의 상류 부녀층에 널리

유행하였던 것이다.

조선 왕비도 적관을 착용할 때 <그림 20>과 같이

적관 안에 좁고 뾰족한 특계를 쓰고 그 위에 적관을

썼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조 2년의

기록은 적관을 설명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 당시 상

류층 여성의 두식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된다.

한편 위의 기록에서 명복(命服)과 함께 언급된 보

전(寶鈿)은 두 어깨에 드리우는 장식이라고 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보면, 혼례

품목의 일종인 전(鈿)에 관한 설명 중에 “전(鈿)은

진주, 웅황으로 장식하여 용봉잠(龍鳳簪) 앞뒤에 드

리워 보행을 절제하도록 한 것이다.
64)
”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를 보면 전(鈿)은 마치 앞댕기와 같은 종류

로 추측되기도 하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鈿

金華也” 하였으므로 보전을 “금과 보석을 가지고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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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명 효정황후 특계

定陵 -上冊. 1990, p. 26.

<그림 20> 특계 및 칠적관의 착용 모습 추정도

필자 그림

모양을 만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세조실록
에 기록된 보전은 앞댕기가 아니라 보석류를 가지고

꽃 모양을 만든 후 금적에 연결하여 양 어깨에 늘어

뜨린 결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결자는 많

은 구슬을 한 줄에 꿰어 만들었으므로 왕비의 보행

을 절제하는데도 충분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 보전은 적관의 하단에 장식하는 보전화와 혼

동될 수 있으나, 넓게 볼 때 보석으로 꾸민 장식이라

는 공통된 의미에서 사용된 명칭들로 추정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조선 전기 왕비가 중국에서 대삼(大衫)․

배자(褙子)․하피(霞帔) 등과 함께 받은 적관(翟冠)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적관은 봉관(鳳冠)에서 발달한 것

으로, 봉관은 원래 중국에서 발계(髮髻)에 화채(花

釵)․화수(花樹)․박빈(博鬢) 등의 장식 비녀로 장식

하던 수식 풍속이 송대에 이르러 화채관(花釵冠)으로

통합되면서 제도화된 것이다. 봉관 제도는 명대에 더욱

발달하여 황후뿐만 아니라 왕비도 봉관과 같은 형태의

관을 쓰게 되었는데, 황후의 봉 대신 한 단계 낮은 꿩

을 장식한 적관을 씀으로써 신분을 구분하였다.

7개의 꿩이 가식된 주취칠적관은 군왕비의 제도로

서, 대삼․배자․하피 등과 함께 함께 조선 왕비에게

전래되었고, 이는 17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임란 이후 명이 멸망하면서 왕비 적관의 사용은 중

지되었고, 대신에 체발과 비녀를 사용하는 제도로 변

화하여 후에 대수(大首)로 정착되었다.

한편 임란 이후 왕실에서 적관의 사용은 중지되었

지만, 민간에서는 혼례용으로 중국 봉관을 사용하기

도 하였다. 봉관이 청대에도 귀부인의 상징으로 여겨

져 비록 명부(命婦)가 아니더라도 한족 여성의 혼례

수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봉관의 풍속은 조선의 사대부가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에서는 중국에서 봉관을 사적으로 들여

와 집안의 부녀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음이 문헌 기

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적관의 구체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

헌 및 유물, 초상화 등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기존

에 미진하였던 부분을 다소 보완할 수 있었다. 적관

은 대나무살이나 금속실을 엮어 틀을 만든 후 그 위

에 온갖 장식을 올려 완성하였다. 적관을 쓸 때는 관

을 머리 위에 올린 후 금잠(金簪)과 금적(金翟) 등

을 꽂아서 고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적은

결자(結子)라고 하는 화려한 구슬 꾸러미를 물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관의 가장 아래 부분은 취모로 장

식된 구권(口圈)을 두르고 구권 위에는 여러 개의

보전화(寶鈿花)를 올렸는데, 이와 같은 양식은 국말

대수의 장식인 대요반자(大腰斑子)에서도 발견된다.

조선시대 왕비가 적관을 쓸 때 머리 모양이 어떠

하였는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머리에

적관을 올리기 위해서 그 안의 머리 모양은 최소화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관을

쓰는 법에 관해 설명하면서 중국의 아계에 관해 언

급된 것이 있고, 명대 정릉에서 발견된 효정황후의

머리 모양도 두상에 쪽진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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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조선 왕비가 적관을 쓸 때 마치 남자의 상투와

같은 머리 모양을 하였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동시대의 중국 사료와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불투명하였던 부분들을 밝히

고자 하였지만, 그럼에도 무엇보다 국내에 적관 유물

이 없기 때문에 조선에서 실제로 사용된 적관에 관

해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향

후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면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

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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