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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ancient gagye (the cubic hair style which added wigs or other materials to hair)

that appeared in mural paintings were compared between Pyongyang and Jian in Goguryeo and the mid-

lands, the northwest region, and the northeast region in China for the same period (Han to Weijin, and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Gagye in Korea and China was classified into circle type, hat type,

high-bun type, and multi-bun type; in addition, Han elements, northern race elements, Goguryeo elements,

and uniquenes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ccording to regional distribution, trend periods, and style

characteristics. The Han elements of ancient gagye in Korea and China appeared in the hat type, the high-

bun type, and accessories that left the hair down. The northern race elements were found in the circle type

and multi-bun type. The uniqueness of Goguryeo elements included a circle from the circle type, a triangle

style from the hat type, an up-do style from the high burn type, and simplified hair accessories.

Key words: Ancient gagye, Mural paintings, Goguryeo, Han Dynasty, Weijin, and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고대 가계, 고분벽화, 고구려, 한대, 위진남북조

I. 서 론

중국 전한(前漢)시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분벽화는

수도인 낙양과 서안 중심에서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었

다.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한(漢)의 고분벽화는 국력의

쇠락과 5호16국시대, 위진남북조시대의 혼란기를 거

치면서 위력을 잃게 되고, 고구려를 비롯한 중국 북방

민족들에 주도권을 넘긴다. 고구려가 국력을 요동, 요

서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중국이 분열의 시대를 맞

이했던 4~5세기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성기이기도 하

다. 시공간을 넘나들며 표현된 생활풍속, 사후, 천상세

계관을 엿볼 수 있는 제재들이 고분벽화에 그대로 반영

되었다.

생활풍속 고분벽화에 표현된 가계(加 )는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사를 배경으로 성립된 여자복식의 일부이

다. 고대 사회신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남자의 관

모가 다양하게 세분화된 것과 달리, 여자는 머리에 가계

를 착용하였다. 여자의 가계는 남자의 관모와 같은 일

정한 형식과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사회신분질서에

따라 구별되고, 미적 감각을 뽐내는 등 다기능적인 성

격을 지니게 된다. 가계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정리하

고 묶는 실용적인 단계에서 일진보하여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정형화된 양식이라 하겠다. 고대 복식에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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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과 비중이 막중하였던 만큼 고구려 가계의 특성과 독

자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본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관한 연구는 미술사, 역사학, 건

축학, 민속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맞서 연구의 폭과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 복식사에서도 고구려 복식 전반,

관모, 복식구성요소, 특정 벽화의 인물상, 현대적 활용

을 위한 고증 등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2000년

대 이후에는 문양, 특정 벽화의 심화연구, 지역적 특성,

묘주복식, 놀이복식 등 연구가 세분화되고 치밀해지는

경향이다. 중국 벽화와의 비교연구나 가계와 관련하여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도 다소의 진전을 보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을 밝히는데 있

어 한족 중심의 서술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

으로 거론되는 평양지역의 고분벽화 연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한(BC202~ 220)의 멸

망 이후 중국은 삼국의 분열시기를 거쳐 진(晉)이 수도

를 남경으로 옮겨 동진(東晉)으로 불린 이래 주요 5호

북방민족들에 의한 열국시대(5호16국, 304~439)를 맞

이하고, 150여 년간 위진남북조시대(439~589)를 거친

다. 이 시기 중국의 중원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벽화고

분이 조성되지 못하며, 동아시아 고분벽화의 발달은 고

구려를 비롯한 북위(北魏), 북제(北齊) 등 북방민족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중국 북제의 벽화는 선비화, 서

호화 경향이 있으며, Park(2007)은 고구려를 비롯한 북

방 고분미술의 특징으로 고유 민족요소, 서역적 요소,

불교적 요소 등 비(非)한계 요소를 지적하였다. 나아가

북주, 북제 등의 벽화고분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성기

인 5세기보다 늦다는 점, 선비족과 고구려가 가진 교류

상황, 후기 고구려 벽화와 북조 고분의 화려한 장식성

등이 유사하다는 점 등은 북조 벽화고분의 전형이 고

구려를 통해 창조되고, 탁발선비족 등 북방민족을 통해

계승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

대 가계를 중국 고분벽화와 비교하고, 한국 고대 가계

의 특성과 독자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목적은 첫째, 생활풍속도가 그려진 고구려 고분벽화

의 축조시기 3~6세기를 중심으로 중국 고분벽화를 시

대별, 지역별로 분류하고 비교체계를 정립한다. 둘째,

한국과 중국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를 유형화하여 분

류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 가계의 유형별 특성과 시기,

지역과의 선후영향관계에 의한 고대 가계의 특성을 파

악한다.

연구대상과 범위는 고구려(3~6세기)시기 축조된 집안,

평양지역 고구려 고분벽화와 중국(한~위진남북조시대)

중원(한의 수도 낙양을 중심으로 하남, 섬서, 하북, 산

동, 산서, 강소성 일대), 서북(고구려 고분벽화와 유사

성을 보이는 감숙성을 위시한 중원과 서북지역의 내몽

고, 신강성 일대), 동북(고구려의 영향권에 있었던 요

녕성의 요양, 조양, 요동반도 일대)지역에서 축조된 생

활풍속 제재벽화이다. 중국 한대 고분은 벽돌로 만들

어진 전축분이 주를 이루기는 하나 돌을 부재료로 하

여 화상을 그려 넣은 화상석과 작은 벽돌 개개에 새겨

넣은 화상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벽화의 범위에

넣고 고찰하였다.

II. 한국과 중국 고분벽화

1. 고구려와 평양지역, 그리고 주변정세

고구려 고분벽화를 고찰하는데 있어 고구려와 평양

지역,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주변정세는 초기, 중기, 후

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기별 고구려와 중

국과의 관계는 한에서 발달해 고구려로 전래된 고분벽

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구려 건국

시기부터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집안과 달리, 평양지역

은 중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통치를 받았고

평양성 천도 이후에는 고구려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써 고분벽화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먼저, 고구려 초기는 BC 37년 철기문화를 토대로 압

록강 중류 유역에서 독자적인 국가체제를 완비한 시기

부터 미천왕이 평양지역의 낙랑군(樂浪郡)을 정복(313년)

한 3세기경까지이다. 이 시기는 고구려가 여러 정치집

단을 나부(那部)로 편제하여 왕이 간접 통치하던 시기

이며, 따라서 낙랑군(낙랑군의 위치에 관해서는 요동

설과 이동설 등 이견이 존재한다(Jo, 2006).)이 위치하

였던 평양지역의 고분벽화를 비롯하여 사회문화 전반

에서 한의 영향이 막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이

다. 그러나 한의 무제(武帝)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

치한 한사군(漢四郡) 중 하나인 평양지역의 낙랑군은

313년까지 420년간이나 존속하였지만, 토착민 지배계

층이 실질적인 주도세력이었고, 한 중앙정부의 직접적,

개별적 지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Kang, 2005)는 시

각이 지배적이다. 낙랑군에 대한 연구가 1916년 일본

총독부에 의해 시작하면서 일본은 여전히 낙랑군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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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의해 직접 지배되었다고 보는 견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이 조선 역사를 타율성과 연결(Kook,

2004)하기 위해 편협한 논리를 내세운 오류로 여겨진

다. 이렇듯 낙랑군의 지배계층 성격에 대한 논란은 평

양지역 고분벽화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

된다.

고구려 중기는 완전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추

면서, 후한 이후 분열을 거듭하고 있던 중국의 후조(後

趙) 등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선비의 연(燕) 모용씨(慕

容氏) 세력을 성공적으로 견제(Kim, 2005)하였던 4~5세

기이다. 또한 5세기 초 광개토왕은 요동지역을 완점하

여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다. 요동정벌이 완성된 이후

남하정책을 펴던 고구려는 장수왕대에 평양천도(427년)

를 단행하여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낙랑군 지역에 대해

본격적인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Nho, 2000). 이 시기

고분벽화 축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고구려의 평

양통치 방법은 이견이 있어왔는데, 그 중심에 안악3호

분(357년)이 있다. 미천왕이 낙랑군을 몰아낸 직후 일

시적으로 한인계통의 지배계층에게 위임하는 방식과

직접 통치하는 방식 중 어떠한 정치형태를 취했는지에

따라 안악3호분 주인공 논란(고구려 왕릉설과 동수설)

이 해소될 수 있다. 안악3호분 복식에 대해서는 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Jeong,

2003), 고구려왕의 복식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Park, 2002). 고구려가 주요 지역에서 지배권을 장악해

나가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이 시기, 중국은 한의 멸망

이후 위진남북조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중원에서의 벽

화분은 줄어들고, 요녕성, 감숙성 그리고 길림성과 서

북한을 포함한 고구려 영역에서 유행하게 된다. 고구

려와 유사성을 보이는 감숙성의 벽화분도 이 시기의 벽

화이다(Kang, 2007). 고구려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

던 중국 북부세력, 몽고 유목민 국가와의 사이에 장기

간에 걸쳐 평화를 유지하였다. 또한 중국 북부를 통일

한 선비족의 북위와는 양측 수도를 잇는 국가대 국가

교섭이 본격화되었다(Nho, 2000). 집안, 평양지역의 고

구려 고분벽화가 고유한 양식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

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후기는 장기간에 걸친 정란으로 왕실세력이

분열되고, 중앙 귀족세력이 혼란을 겪으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흔들리게 되는 6~7세기이다. 불교의 구심력이

약화되면서 지방분권 조짐이 보였던 고구려 내 도교가

유행하게 된다. 이에 고분벽화는 사신(四神)을 단일 주

제로 하는 순수한 사신도 벽화를 성립시키는데, 고구

려 고분벽화의 구성과 표현은 장의미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회화 전반에서도 주변의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적어도 고분

벽화라는 분야에서는 고구려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Jeon, 2004). 동

시기 중국의 고분벽화는 생활풍속도가 여전히 유지된

다. 고구려가 종래의 경향에서 벗어나 내세관을 표현한

사신도를 거의 유일한 제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차

별화되며, 이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Gong, 2003). 또한 중국은 북위의 분열 이후 벽화

고분의 발달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며, 북제, 북

주시기에 이르러서야 활기를 되찾는다. 주목할 점은 북

제, 북주 고분벽화가 고구려 무용총에서 보이는 단순하

고 대담한 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고구려가 중국

한의 고분미술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고구려나 선비족

의 북제, 북주 즉, 동아시아 고분미술이 한의 전통에서

떠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Park, 2007). 복식

및 가계 관련 고분벽화는 생활풍속 제재로 한정되어

이 시기벽화에 대한 복식사적 접근이 불가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2. 한국과 중국 고분벽화 현황

고구려 고분벽화는 지금까지 총 106기 정도가 발굴되

었고(Jeon, 2004), 생활풍속 제재로 그려진 벽화고분은

집안지역 11기, 평양지역 34기로 총 45기이다. 이 중 가

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고분벽화는 28여기이다. <Table 2>

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고구려 고분벽화는 안악3호분을

위시한 4세기에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5세기에 집안과 평양으로 분포지역을 넓히며 전성기를

맞이한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성과에서 집안

지역의 고분벽화가 평양지역 고분의 영향 하에 보다

늦게 발달한 것으로 보고, 평양지역 고분벽화 성립 후

에 집안지역에 그 영향이 미침으로 집안지역의 고분벽

화 전통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Park, 2007).

중국 고분벽화는 한대 70기(He, 2001; Huang, 2008),

위진남북조 93기(He & Li, 2009; Zheng, 2004)로 총

163기이다. 이 중 생활풍속 제재벽화는 한대 벽화는 37기,

위진남북조 벽화는 47기로 총 84여기가 있다.

중국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3세기에서 6세

기 동안 한의 멸망과 삼국시대, 5호16국시대를 거쳐,

북방지역에서의 북위 통일과 북제, 북주의 분열 등 위진

남북조의 혼란기를 거친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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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대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고분벽화는

혼란기인 4세기에 이르러 소강상태를 보인다. 중원지

역 중심의 고분벽화는 감숙성, 요녕성 등으로 분포지역

이 옮겨지고 양적으로도 매우 축소되었다. 이후 고분벽

화는 북연을 비롯한 5호16국의 북방민족에 의해 새롭

게 축조되었음을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세기

이후 선비족의 북위를 중심으로 벽화제작은 활기를 되

찾고, 이 시기의 벽화는 북방민족에 의해 주도되어 그

들의 문화가 함께 그려졌다.

위진남북조 고분벽화의 분포지역은 당시의 정치판도

와 상당부분 부합된다. 고분벽화 밀집지역은 각기 다른

시기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이며, 고분벽화의 축조에 비

교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Zheng, 2006).

특히 위진남북조시대 고분벽화는 북부 중국 문화를 좌

우했던 북위 선비족 등 북방민족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Dien, 1991) 이를 뒷받침 해

준다.

III. 한국과 중국 고대 가계의 유형과 특성

1. 가계의 유형분류

가계는 여자의 두발에 다른 소재를 부가하여 입체적

으로 표현한 두발양식이다. 여기에서 계( )란 머리를

맺는 결발양식(結髮樣式)으로 주로 상투와 같은 형태

를 의미하며, 이때의 결발은 본인의 두발만을 이용하

거나, 본인의 두발에 다른 소재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행해져 왔다. 따라서 가계는 후자에 속하는 모든 두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가계는 시대에 따라 형태와 명칭이 달랐고, 재료도 사

람의 두발(頭髮), 흑사(黑絲), 지질(紙質), 목재(木材), 직

물(織物) 등으로 다양하였다. 특히 사람의 두발 이외의

소재로 가계를 만들 경우 탈부착이 용이하게 하였는데,

건괵이 이에 해당한다(Yim, 2005). 『설문해자(說文解字)』

에서는 괵( )을 부인의 머리장식이라고 하여 장식을

위해 착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괵은 본래 궤( )

로『석명(釋名)』에서는 궤( )가 머리 위를 덮는 것이라

고 하였다. 이러한 자의(字意) 해석에 근거하여 Zhou and

Gao(1988)는 건귁은 가계의 일종이며, 사용할 때는 단

지 머리 위에 씌우기만 하면 되어 어떤 의미로 보았을

때 모자와 닮았다고 하였다.

한국 가계의 기원은『동사강목(東史綱目)』에 단군이

백성에게 편발(編髮)과 개수(蓋首)를 가르쳤으며, 군신,

남녀, 음식, 거처의 제도가 이때에 비롯하였다는 기록

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조선시대부터 머리를 땋고, 덮

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중국은 원시시대부터 머리장식을 위한 가계가 사용

되었다. 북경의 산정동인은 이미 1800년 전에 고계를

만들고, 뼈비녀, 빗, 새깃털, 꽃 등을 이용하여 장식하

였으며, 간단한 방직물을 이용한 가계인 승(勝)을 착용

하기도 하였다(Ma, 2009).

고구려와 한, 위진남북조시기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

계는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조사하여 수합된 가계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형태에 따라 네가지 명칭을 붙여

구분할 수 있었다. 둥글게 고리를 만들어 머리에 덧붙

이는 환계형(環 形),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일

정한 가계양식을 머리에 쓰고 벗었던 쓰개형, 머리 정

수리에 상투를 만들어 높였던 고계형(高 形), 머리에

계를 여러 개 만들었던 다계형(多 形)으로 각각 분류

하였다.

<Table 3>은 고구려와 한, 위진남북조시기 고분벽화

에 나타난 가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인물수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자료의 누락과 벽화박락에 의한

식별불능의 경우수를 감안하더라도, 시대와 지역에 따

른 유형별 가계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본다.

환계형은 고구려시대 평양지역에서만 확인된다. 특

히 환계형 5건이 모두 안악3호분 벽화에서 보인다. 중국

Table 1. A contemporaneous chronological table of Goguryeo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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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sent state of contemporaneous mural paintings of Goguryeo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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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서북지역에서만 환계형 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쓰개형은 고구려의 집안과 평양지역에서 모두

나타나며, 중국의 서북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이

는 평양지역 안악3호분 5건의 환계형 가계를 제외하고

는 환계형과 쓰개형 가계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공존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환계형과 쓰개형 가

계는 쓰임과 역할이 유사하여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선

택적으로 착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환계형 가계의 의례

적, 사회적 기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경우 쓰개형 가계의 빈도수가 비교

적 높은데, 당시 쓰개형 가계의 성행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

고계형 가계는 고구려와 중국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다. 중국 고분벽화의 경우 고계형 가계의 빈도가 높아

중국 전역, 시대를 뛰어넘어 가장 보편적인 가계유형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계형은 평양지역과 중국 서북지역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다. 두 지역의 정치, 역사, 문화교류 측면에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가계의 유형별 특성

1) 환계형

환계형 가계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고구

려 평양지역 안악3호분에 나타난 형태와 중국 서북지

역의 양상이 다소 상이하다. 두 지역의 환계형은 고계

를 중심으로 환을 그렸지만, 안악3호분의 환계가 높고

부피가 큰 고계를 중심으로 안정되고 균형적으로 날개

를 핀 형상이라면, 중국 서북지역에서 보이는 환계는

비교적 작은 고계에 앞이나 뒤로 한 개의 환을 그려 중

심이 치우쳐진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Table 4>에 나타난 환계형 1-④-a는 감

숙가욕관5호위진벽화묘(甘肅嘉 關5 魏晋壁畵墓)에

서 확인되는데, 머리 정수리에 고계를 하고 뒤쪽으로

환을 두른 후 머리카락 한가닥을 늘어뜨려 장식하였다.

1-④-b는 신강토로번합라화탁97호북량묘(新疆吐魯番

哈喇和卓97 北凉墓)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양쪽으로

환을 그렸다는 점에서 안악3호분과 유사하나, 확실하

게 환을 그려 독립적인 형상을 만든 안악3호분 환계형

과 차이점이 있다. 1-④-c 감숙주천정가갑5호십육국묘(甘

肅酒泉丁家閘5 十六國(北 )墓)의 환계형은 앞으로 환

을 그리고, 뒤로 머리카락을 두텁고, 길게 늘어뜨렸다

는 점이 특징적이며, 1-④-d 신강토로번아사탑나위진고

분(新疆吐魯番阿斯塔那魏晋古墳)의 환계는 별다른 장식

없이 넓고 반반한 환계를 두른 것이 인상적이다. 중국

서북지역 감숙성과 신강성 등지에서 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2>를 중심으로 환계형 가계가 나타난 벽

화의 축조연대를 살펴보면, 고구려는 4세기 중기 안악

3호분에서, 중국은 4세기 중기에서 5세기 초 한 멸망 이

후 5호16국시기부터 위진시기의 벽화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중국의 5호16국시기와 위진남북조시기 감숙

성과 신강성은 북방민족이 세력을 떨쳤던 곳으로, 환계

형 가계와 북방민족과의 연관성을 짐작하게 한다.

2) 쓰개형

쓰개형 가계는 형태와 양식이 다채롭다. <Table 4>에

서와 같이, 중국 서북지역을 제외한 고구려의 집안, 평

양지역과 중국 중원, 동북지역에서 살필 수 있다. 특히

고구려 평양지역 2-②-b 수산리고분벽화와 중국 중원

지역의 2-③-a 섬서심읍백자촌동한묘(陝西尋邑百子村

東漢墓), 하남낙양소구61호서한벽화묘(河南洛陽燒溝61

西漢壁畵墓)는 형태적으로 유사성을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구려 집안지역 각저총(2-①-a), 삼실

총(2-①-b), 장천1호분(2-①-c)에서 보이는 직물로 만든

삼각형 또는 각진 쓰개형 가계의 독특한 양상이 눈에

띈다. 또한 중국 동북지역 요녕요양삼도호요업제4현장

위진벽화묘(遼寧遼陽三道壕窯業第四現場魏晋壁畵墓)의

쓰개형 가계는 잠(簪)으로 고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Table 3. Gagye frequency by type in mural paintings of Korea and China

Region Circle type Hat type High-bun type Multi-bun type

Goguryeo
Jian - 5 8 1

Pyongyang 5 19 11 33

Han-Weijin

Southern and Northern

The midlands - 11 30 2

The northwest region 59 - 30 26

The northeast region - 3 3 2

Figure means number of people on mural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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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계형

고계형 가계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구

려와 한, 위진남북조 전 지역에서 매우 성행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고구려에서는 집안지역 삼실총(3-①-a)과 장천1호분

(3-①-b)과 같이 머리를 모아 올려 전체적으로 높이 세

우는 형태와 무용총(3-①-c)과 장천1호분(3-①-d)과 같

이 정수리 부분에 계를 얹는 양식으로 구분된다. 이는

평양지역에서도 똑같이 확인되는데, 감신총(3-②-a)과

안악2호분(3-②-b)이 전체적으로 높이 세우는 형태라면,

Table 4. Gagye hair types on mural paintings in Goguryeo and China

1. Circle type 2. Hat type 3. High-bun type 4. Multi-bun type

Goguryeo

① Jian -

② Pyong-yang

Han-Weijin

Southern and

Northern

③ The midlands -

④ The northwest region -

⑤ The northeast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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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흥리고분(3-②-c)에서는 정수리에 계를 올린 형태로

구별된다.

중국의 고계형 가계는 모두 정수리에 계를 올린 형

태로 단일하다. 중원지역부터 동북지역까지 중국 전역

에서 고계형 가계를 살필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전한

시기에 해당하는 3-③-a 섬서서안이공대학서한묘(陝西

西安理工大學西漢墓)부터 후한시기인 3-④-a 감숙무위

마취자동한벽화묘(甘肅武威磨嘴子東漢壁畵墓), 서진시

기의 3-④-b 감숙돈황불야묘만서진묘(甘肅敦煌佛爺廟

灣西晋墓), 3-⑤-a 요녕요양삼도호요업제4현장위진벽화

묘의 위진남북조 시기까지 전시대를 아우른다.

4) 다계형

다계형 가계는 양식이 매우 다채롭다. 집안지역 무

용총(4-①-a) 천상세계에서 거문고를 타고 있는 여인의

다계형 가계를 제외하고는 고구려의 다계형 가계는 평

양지역에서만 보인다. 안악3호분에 나타난 다계형(4-

②-a)은 정수리에 계를 만들고 두 개씩 각각 작은 고리

를 더한 다음 다시 뒷부분에 계를 만들어 두 개의 작은

고리를 첨가한 형태이다. 다소 복잡한 형태를 보이는

데, 서북지역의 감숙성(4-④-b/4-④-c)과 신강성(4-④-a)

에서 유사한 예를 살필 수 있으며, 동북지역 4-⑤-a 요

녕요양원태자삼연벽화묘(遼寧遼陽袁台子三燕壁畵墓 )

에서도 나타난다. 즉, 다계형 가계는 중국 북부지역에

서 주로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중원지역에

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4-③-a 북경석경산팔각촌위진묘

(北京石景山八角村魏晋墓)의 가계는 중원지역에 분류

하기는 하였으나 북경 역시 중국의 북부지역에 해당한

다. <Table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착용시기도 5세

기 초반을 넘지 않으며, 중국 서북지역 4-④-b 감숙주

천정가갑5호십육국묘의 신격 대상인 서왕모(西王母)를

제외하고는 악공, 시녀 등 하류계층에서 주로 사용하

였던 가계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다계형 가계 중 고구려 평양지역 덕흥리고분에

서 보이는 양식(4-②-b)은 고계를 정수리에 얹고 양쪽

으로 각각 두 개의 고리를 삽입하는 형태이다. 작은 고

리들이 양쪽으로 펼쳐진 점에서 환계형 양식으로 분류

하기도 하였으나 엄밀히 환을 만들지 않았고, 고계에

작은 고리를 첨가하는 점에 주목하여 다계형으로 분류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다계형은 중국

중원지역인 산서대동사마금룡묘(山西大同司馬金龍北魏

墓)에서 출토된 병풍 잔편들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사

마금룡묘가 중국 중원지역에 위치하지만, 사마금룡이

진왕조와 연관되어 있으면서 북부의 선비족 지배하에

중원지역에 살았기 때문에(Park, 2007) 병풍에 그려진 다

계형은 북부지역의 풍습으로 이해되며, 북방민족과 관

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IV. 한국과 중국 고대 가계의 비교분석

한국과 중국 고대 복식을 비교하는데 있어 평양지역

의 고분벽화는 한의 영향을 받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집안지역의 고분벽화는 제

재의 유사성과 석실봉토벽화분이라는 축조재료의 공

통점 때문에 요양지역의 한, 위진남북조시기 벽화들과

비교되었으나, 4세기 후반 요양지역은 고구려의 세력

권 안에 들어오거나 직접 지배영역 안에 포함되면서

그 문화요소들이 고구려 문화에 흡수됨을 고려하면 비

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Jeon, 2004)는 의견이 제기되기

도 하였다. 그러나 덕흥리고분의 복식에 대해서는 감

숙성과 신강성 등 서북지역의 북방민족과 유사성을 찾

았는데, 중국이 5호16국시대였다고는 하나 대다수의

피지배자는 한족이었고, 중국적 문화는 지배자들에게

도 용인되어 그들의 문화도 점차 한화되어 갔다는 견

해도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영향, 중국과의 문물교류 흔적 등을

외면하거나 부정해서는 안되지만, 문화적 영향관계에

서 주요시되어야 할 부분은 고구려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석되고 표현되며, 어떤 의미와 비중을 지니며 자리

잡았는지를 밝혀내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

국 고대 가계의 비교분석은 가계의 유형에 따라 분포

지역, 유행시기 등 선후영향관계를 파악하여 한의 영

향, 북방민족의 영향 그리고 우리 고유의 특성을 밝혀

보고 중국 영향에 의존적이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하여 한국 고대 가계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한대(漢代) 요소

한국 가계에 나타난 한대 요소는 쓰개형과 고계형

가계양식, 그리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는 장식으로 정

리될 수 있다.

쓰개형 가계는 중국에서 건을 쓰는 습속으로 한말에

서 생겨나 위진남북조에 이르러 급속도로 보편화되었

다. 한대의 괵은 후에 건괵(巾 )이라고 하였으며, 고계

식, 쌍계식 등 견직물과 모직물로 만들었다(Ma, 2009).

또한 건귁은 가발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 다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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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본발에 더하거나 땋아 만든다면 건귁은 가발만으

로 만들어 모자처럼 탈부착이 될 수 있어 차이가 있었

다(Zhou & Gao, 1998).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쓰개형 가계가 나타난 고분은 중원지역, 한대 고분에

집중되어 있다. 쓰개형 2-③-a와 2-③-c는 각각 섬서심

읍백자촌동한묘, 하남낙양소구61호서한벽화묘에서 보

이는데 전한, 후한 시기에 쓰개형 가계가 널리 착용되

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2-③-b의 산서대동지가보촌북

위묘(山西大同智家堡村北魏墓)와 2-③-d 산서태원왕가

봉촌북제서현수묘(山西太原王家峰村北齊徐顯秀墓)를

통해 쓰개형 가계가 위진남북조시기까지 지속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쓰개형 가계가 나타난 고구려 고분벽화

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다. 중국에서 먼저 성행한 쓰

개형 가계는 고구려 및 주변국에 영향을 미친 한대 요

소로 보았다. 그러나 가장 한대 요소가 많은 고분으로

알려진 평양지역 안악3호분에서는 쓰개형 가계가 나

타나지 않는다. 안악3호분의 비한계 요소의 한 부분으

로 생각된다.

고계형 가계는 가장 전형적인 한대 요소로 보았다.

한, 위진남북조시기 중국 전역에 나타난 고계형 가계는

주대(周代) 채상어려문동호(采桑漁獵紋銅壺)에서 확인

된다(Fig. 1). 이어 동진 열녀인지도권(列女仁智圖卷)에

서도 확인되며<Fig. 2>, 후대에 그대로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계는 원계(圓 )라고 하였는데,

검고 구름같이 부풀려 올렸다(Ma, 2009).

원계로 일컬어지는 중국 고계형 가계에는 빠짐없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장식이 나타난다. 머리카락 한 가

닥을 늘어뜨리면 가볍고 민첩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애

용되었는데, 고대 가계의 한대 요소로 파악하였다. 고

계형 가계에서 시작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장식은 이

후 중국 서북지역의 환계형, 다계형 가계장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Table 4>의 중국 환계형, 다계

형에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장식을 확인할 수 있다.

2. 북방민족 요소

후한 말과 서진 이후 고분벽화 예술은 중원지역에서

쇠락하였다. 동시에 벽화의 전통은 오히려 동북과 서

북지역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위진남북조시기 고구려

고분벽화와의 관계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중국 요녕성

과 감숙성 지역이다. 2005년 발굴된 산서대동사령7호

북위벽화묘(山西大同沙 7 北魏壁畵墓)의 대규모 출

행도는 평양지역 안악3호분과 아주 근접함을 보여준다

(Zheng, 2006). 중국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 고분

미술의 유습이 서북, 동북 변경으로 옮겨져 남았고, 그

것이 다시 북위의 화북통일로 통합이 되었다고 하나,

동시대 요녕성, 감숙성 지역의 고분벽화와 고구려의

초기 벽화고분을 비교하면 문화의 전파 경로가 단순히

중국에서 고구려로 단선적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 북

방민족 문화 간의 교류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313년 낙랑군을 축출한 고구려는 요동지역을

두고 선비족의 전연(前燕)과 대치하면서 전쟁과 우호

관계 속에서 문화적 교류가 있었고, 이후 역시 강력한

북방민족 중 하나였던 저족이 세운 전진(前秦)의 부견

(符堅)이 연을 멸망시키고 요동지역을 장악하면서부터

고구려는 전진과 국경을 맞대었다. 감숙성 일대가 전

진의 세력권에 들어갔던 376년 이후 고구려는 전진과

우호적인 관계를 성립하였으며, 전진이 고구려에 불교

를 전해준 왕조임을 고려할 때 두 국가의 화친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4~5세기 공간적으로 멀리 떨

어진 감숙성과 고구려 두 지역의 벽화분이 유사한 내

용을 보이는 데에는 중국 전진 왕권을 매개로 한 결과

로 보았다(Kang, 2007).

중국의 동북지방은 초기에서부터 중원지방의 한대

요소와 북방민족의 요소가 함께 공존하였고, 4세기가

되면 한대 요소가 약해지면서 동북지방의 지역색은 더

욱 강해진다(Park, 2007). 한사군인 낙랑군이 위치하였

다고 알려진 대동강 유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멀리 떨

어진 압록강 중류 일원에서 발견되는 초기 고구려 유

적에서 수습되는 유물들은 한문화와 거리가 먼 것이 오

히려 많다. 대동강 유역 출토 유물들에서도 시대와 지역

에 따라 비한계 유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례들

Fig. 1.

High-bun type.

From Ma.

(2009). p. 20.

Fig. 2. High-bun type.

From Publication Commitee 

of Chinese Arts [PCCA].

(1989).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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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지 않다(Oh, 2006).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에서도 환계를 두르는 양식,

다계형의 양식은 요동성, 감숙성을 비롯한 신강성 등

에서 세력을 떨쳤던 북방민족의 가계와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계형은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의 중

원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숙성, 신강성 등

중국 서북지역에서만 나타났다. 서북지역 환계가 나타

난 고분은 5호16국과 위진남북조의 것으로 안악3호분

의 축조연대인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기에 집중된다.

북방민족과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다계형 역시 평양지역과 중국 서북지역이 관련성을

보인다. 환계형과 마찬가지로 다계형이 나타나는 고분

이 감숙성과 신강성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고분의 축

조연대가 5세기 초 고구려와 북방민족 전성기와 일치

한다. 양식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고구려를 비롯

한 북방민족 하류계층에서 주로 착용하였던 가계양식

으로 파악하였다.

3. 고구려 요소와 독자성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대 가계의 고구려 요소

는 환계형에서 양쪽으로 균형을 잡고 넓게 퍼진 고리

의 형태, 쓰개형 가계의 앞부분이 삼각형을 이루는 변

(弁)의 형상, 고계형 가계에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장

식의 생략과 곱게 쓸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독특한

장식으로 정리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대표적 환계형 가계인 안악3호분

의 환계는 중국 섬서서안초창파북조묘도용(陝西西安草

廠坡北朝墓陶俑)<Fig. 3>의 가계나 산서대동사마금룡

묘<Fig. 4>의 가계와 유사성을 갖는다(Kim, 2009)고 종

종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계는 십자계(十字

)로, Ma(2009)는 안악3호분의 가계는 힐자계( 子 )

이며, 십자계는 이와 구분되는 위진남북조시기 성행하

였던 다른 유형의 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힐자계의 설명에 있어 추계(椎 )와 환계( ),

수환계(垂 ) 등이 종합적으로 조합되어 만들어졌음

을 설명하면서 안악3호분 이외의 중국 유물을 제시하

지 않았다. 오히려 힐자계의 설명은 <Table 4>의 1-④-

a, 1-④-b 등 환계형 가계와 유사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이러한 가계의 설명은 누락되었다. 안악3호분의 환계

는 중국 십자계와는 다른 양식으로 판단된다.

중국 중원지역 고분벽화에서는 환계형 가계를 찾을

수 없었지만, 중국 주대 채상어려문동호와 동진 고개

지(顧愷之)의 낙신부도권(洛 賦圖卷)에서 환계를 살

필 수 있다. 그러나 한대 이전 유물에 나타난 환계형 가

계는 고계가 없이 단지 두 개의 가는 고리를 위로 세워

형태적 차이가 있다. 또한 유물에 그려진 환계는 일상

인물이 아닌 선녀의 신분을 표현하기 위해 그려져 쌍환

망선계(雙 望仙 )라고도 하였고, 후에 쌍환(雙 )이라

고 일컬어졌다(Ma, 2009). 이에 환계의 형태가 안정되게

펼쳐져 균형감을 유지하는 세련된 양식의 안악3호분

의 환계는 고구려의 독자적 양식으로 파악하였다.

쓰개형 가계는 고구려와 중국 중원지역에서 널리 착

용되었다. 그러나 쓰개형 가계는 매우 다양하게 발달

하였고, 벽화에 나타난 가계의 양식도 다채롭다. 고구

려의 집안, 평양지역의 쓰개형 가계가 상이하며, 중국

중원과 동북지역 가계가 역시 다르다. 형태의 다양성

을 알 수 있다. 중국 중원지역 고분벽화에 나타난 쓰개

형 가계의 형태는 건귁이나 각건(角巾), 윤건(綸巾) 등

Fig. 3. Cross hair 

Gagye.

From Zhou and Gao.

(1988). p. 44.

Fig. 4. Cross hair

Gagye.

From PCCA.

(1989). p. 154.

Fig. 5. Hat type.

From Zhou and Gao.

(1998).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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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진남북조시기 유행했던 양식으로 보이나, 정확한

양식을 살필 수는 없었다. <Fig. 5>에 제시한 가계는

각건과 윤건으로 <Table 4>에 제시한 고구려 고분벽화

의 삼각형(2-①-a)양식이나 각이 진(2-①-c)양식과 차이

가 있다. 고구려의 쓰개형 가계가 독자적인 쓰개양식

(Park, 2002)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고구려시

대 남자의 관모나 변의 형상과 연관성을 갖는다.

고구려 고계형 가계는 중국의 고계형 가계에 반드시

나타나는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장식이 생략되었다. 고

계로 머리를 쓸어 올리는 방법에서의 차이도 눈에 띄

지만, 고계형 가계에서 대표적 한대 요소로 꼽히는 머

리카락을 늘어뜨린 장식의 생략은 외래양식을 받아들

이면서도 고구려적 양식으로 재창조하였음을 보여주

는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반면 안악3호분에서는 환계

양쪽으로 머리카락을 곱게 쓸어내려 장식하였다. 이러

한 독특한 양식은 중국 고분벽화에서 확인할 수 없었

으며, 고구려의 고유 장식방법으로 간주된다.

V. 결 론

한국 고대 가계의 특성과 독자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고구려시대 집안, 평양지역 및 중국 한, 위진남북조시

대 중원, 서북, 동북지역에서 축조된 생활풍속 제재 고

분벽화에 나타난 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구체적

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구려와 중국 고분벽화

의 축조시기, 분포지역의 선후관계, 정치, 문화적 배경

등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환계형, 쓰개형, 고계형, 다계

형으로 분류된 가계가 유행시기, 분포지역에 따라 유

의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한대 요소,

북방민족 요소, 고구려 요소 및 독자성으로 나누어 비

교분석 되었다.

한국과 중국 고대 가계의 한대 요소는 쓰개형, 고계

형,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는 장식에서 나타났다. 쓰개

형 가계는 중국 한으로부터 시작되어 중국 중원지역과

고구려 집안 및 평양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착용되었

다. 고계형 가계는 가장 전형적인 중국 한의 가계양식

으로 판단되었다. 중국 전역에서 3세기부터 6세기에 이

르기까지 가장 폭넓게 착용되어 주변지역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다. 가계에서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는 양식은

중국 한에서 시작된 보편적인 머리장식 방법이다. 중국

서북, 동북지역의 고분벽화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북방민족의 요소는 환계형, 다계형 양식에서 찾을

수 있었다. 환계형은 4세기에 축조된 고구려의 안악3호

분과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중국 서북지역에서만 확

인되었다. 다계형 가계는 고구려 평양지역과 중국 서

북, 동북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북방민족의 환계형,

다계형 가계의 풍습이 한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

단하였다.

고구려 요소와 독자성은 환계형의 고리, 쓰개형의 삼

각형 양식, 머리카락 장식으로 정리되었다. 안악3호분

의 환계는 중국의 여타 고분에서 볼 수 없는 안정되고

세련된 양식으로 고구려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쓰개형 가계에서는 한국 고유의 관모양식으로 삼각형

양식이 그대로 나타나 고유성을 보였다. 고계형 가계

에서는 머리를 올린 양식이 차이를 보이면서 머리카락

을 늘어뜨린 장식을 없애고 간소함을 추구하기도 하였

고, 안악3호분에서는 환계 양옆으로 머리카락을 가지

런히 쓸어내려 장식하기도 하였다. 중국 가계에서 볼

수 없었던 고구려적 특성으로 보았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서 중국 한의 영향뿐만 아니라 위진남북조시기 세력을

확장하였던 북방민족의 요소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나아가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

하던 5세기 고분벽화에는 고구려적 요소가 충분히 담

겨 있고, 또한 이를 인접국인 북방민족에게 전파하였

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북위를 비롯한 북방민족

과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계의 유사성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한의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안

악3호분의 환계형과 다계형 가계가 북방민족과 관련

성이 있음을 밝힌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고구려 고분

벽화 관련 복식사 연구에 새로운 자료가 되었으면 하

는 바람이다. 다만, 고구려시대 활발한 교류가 있었을

서역과의 관계 및 서역 요소를 찾지 못함을 아쉽게 생

각하며, 다음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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