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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stumes of Gyeokgu in different situations and to suggest when 
and how they should be used in historical drama. Gyeokgu is a type of polo game that was 
played in Korea and it was also known as Gyeokbong and Bonghee. The accounts of the game 
show that it was played during the South-North period as recorded in Balhaego, Haedongyeoksa, 
and Goryeosa until the Joseon period. The scenes of Gyeokgu have been shown in some histor-
ical dramas in order to make the story exciting or to show the life of royalty. The costume of 
Gyeokgu in the South-North period should be suggested Danryeong(團領), Bokdu(幞頭), and 
Haw(靴) in a formal situation. The Gyeokgu in the Goryeo period was a sport for royalty. So the 
Gyeokgu costume in the Goryeo period was required to be worn with Danryeong(團領), Bokdu(幞
頭), and Haw(靴) for the kings and military officers in the early Goryeo period and with 
Cheollik(帖裡), Balip(鈸笠) or Huklip(黑笠), and Haw(靴) from the middle of the Goryeo period. 
Women could wear Chima(skirt), Jeogori(blouse), Pyo(裱), and Li(履) when they play Gyeokgu in 
the Goryeo period in the historical dramas. The Gyeokgu in the early Joseon period was a sport 
for the kings. After the king of Sejong, the Gyeokgu became a martial art for the military 
officers. The costume of Gyeokgu in the Joseon period should be Red Cheollik(紅帖裡), Kwadu
(裏肚), Jonglip(鬉笠), Gwangjodae(廣組帶), Sagu(射韝), and Haw(靴) as recorded in Muyedobo- 
tongji in the 18th century. The kings, servants, and military officers could wear the Cheollik and 
should be made in the different Git(collar), shape of the sleeves, and the proportion of the up-
per part and the underpart in each period properly. When the citizens play Gyeokgu, they could 
wear Geon(巾), Baji(pants), Jeogori(shirt), and Gipsin in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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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격구는 숟가락처럼 생긴 막대기로 공을 처서 상대

방의 문 안에 넣는 놀이로서1) 마상격구와 지상격구

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격구라 하면 보통 말을 타

고 행하는 마상격구를 일컬으며, 지상격구는 ‘격봉’,

‘봉희’라고도 하여 그 방법이 현재의 골프와 유사하

고 조선시대 서민들이 즐기던 놀이인 장치기도 이의

일종이다.

격구는 페르시아에 기원을 둔 운동으로, 우리나라

에 소개된 시기는 고구려시대 유입 설, 통일신라시대

유입 설, 발해 또는 후삼국 유입설로 학자마다 견해

에 차이가 있다.2) 고려 초중기의 마상격구는 상층,

무인, 병사에게 전승되어 왕을 중심으로 왕족 및 신

하들이 참관한 가운데 기마 병사들의 격구를 관람하

는 형태였다. 무신정권과 몽고족 침입이후 격구의 향

유 층은 무관과 의관족의 자제로 구성되지만 점차

확대되어 간다.3) 이어 조선시대의 마상 격구는 조선

초 임금들의 놀이문화의 하나였고, 무과시험의 하나

로 채택된 무관의 필수과목이기도 하였으며4), 지상

격구인 격봉, 봉희는 조선 초기에 궁궐 내에서 왕,

신하, 왕의 종친들이 즐겼던 궁중 놀이였다.5)

최근 한류의 영향과 함께 역사적 사건, 특정인물,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드라마가 다수 제작되

면서 격구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에서 왕과 신하의 심신단련, 무신들의 시합,

왕실 놀이의 하나로 소개 되고 있어 시청자들의 관

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격구 복식도 역사 드라마

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되고 있다.

TV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작한

정통사극,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의 주관이 개

입된 통속사극, 역사적인 배경에 허구적 요소를 가미

한 퓨전사극으로 분류된다.6) 일반적으로 사극(史劇)

속의 복식은 앞서 언급한 사극의 장르를 감안하고

사료와 자료를 바탕으로 인물, 상황에 맞게 제작된다.

특히 격구복식은 일상적인 상황을 재현하거나 연출

하는 장면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강열하게 연출

되는 특수한 상황의 복식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시대성, 격구 참여자들의 신분, 이야기의 전개 상황

을 고려해서 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

시기별 실제 복식 유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색

상, 형태, 장신구 등의 사용에 그 선별 기준이 모호

하여 제작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V 역사 드라마 중 역사적 사실에 근거

하여 제작한 정통사극 속의 격구복식을 시대별 상황

별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과정과 내용은 이미 방영된 역사드라마에

제시된 격구 복식을 고찰하고, 체육계와 역사학 분야

에서 연구된 격구와 관련된 자료와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 경국대전, 무예도보통지 등의 실제

역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통 사극 속의 격구 복식

을 각 시기별 상황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로써 장

르가 다른 통속사극, 퓨전사극 속의 격구복식을 디자

인하는데 기반이 되는 문헌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조선시대의 다양한 스포츠 복식을 영상물 속

에 재현하는데 있어서도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해 보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TV 역사드라마 속의 격구 복식
본 장에서는 역사드라마의 현황과 장르별 복식의

특성, 정통사극 속의 격구복식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TV 역사드라마의 현황과 복식
TV 역사드라마는 역사에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연극이나 희곡을 지칭하는 역사극(歷史

劇)7)이 TV를 통해 방영되는 것으로서 1990년대 중,

후반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역사적 개연성과 허구성의 영역을 넓힘

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하였다.8) 역사드라마의 장르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제로 역사의 서술방식

에 따라 기록적 역사서술, 개연적 역사서술, 상상적

역사서술, 전형적 역사서술, 허구적 역사서술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특정적인 현상은 역사공간의 재현, 스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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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연도

정통사극

;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사극

통속사극

; 역사적사실과 작가의 주관 개입

퓨전사극

; 역사적 배경 안에서 벌어지는 소설

2000
목민심서(KBS)

태조 왕건(KBS)
허준(MBC) 천둥소리(KBS) -

2001 명성황후(KBS) 홍국영(MBC) -

2002
제국의 아침

(KBS)

상도,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MBC), 장희빈(KBS),

여인천하(SBS)

-

2003 무인시대(KBS)

태양인이제마(KBS), 대장금,

어사박문수(MBC) 임꺽정,

왕의여자(SBS)

다모(MBC), 대망(SBS)

2004 불멸의 이순신(KBS) 장길산(SBS) 해신(KBS)

2005 불멸의 이순신(KBS) 신돈(MBC), 서동요(SBS) -

2006 대조영(KBS) 황진이(KBS), 연개소문(SBS) 주몽, 궁(MBC)

2007 대조영(KBS) 이산(MBC), 왕과 나(SBS)
별순검시즌1,궁S, 태왕사신기(MBC),

한성별곡(KBS)

2008 대왕세종(KBS)
사육신(KBS)

바람의 화원(SBS)

별순검시즌2(MBC) 쾌도홍길동,

최강칠우, 바람의 나라(KBS), 비천무,

일지매(SBS)

2009 - 천추태후(KBS)
돌아온 일지매, 선덕여왕, 탐나는

도다(MBC), 자명고(SBS)

2010
거상 김만덕, 명가,

근초고왕(KBS) -

김수로, 동이(MBC), 성균관 스캔들,

추노(KBS)

2011
광개토대왕(KBS)

인수대비(JTCB)
-

계백(MBC), 공주의 남자(KBS), 무사

백동수, 뿌리 깊은 나무(SBS)

2012 대왕의 꿈(KBS) 무신(MBC)

해를 품은 달, 닥터 진,

아랑사또전(MBC), 신의(SBS),

인현왕후의 남자(tvN)

<표 1> 2000년 이후 TV 역사드라마의 장르별 분류

클의 강화, 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상상적 역사서술방식의 역사드라마가 대중성을 확보

했다는 것이다.9) 이러한 내용의 서술방식에 의한 세

분화된 장르분류 외에도 실제 영상물을 담당하고 있

는 TV 드라마 제작사에서는 역사적 사료의 활용정

도의 비율에 따라 정통사극, 통속사극, 퓨전사극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은 세 장르로 구분된 2000년대

이후의 TV 역사드라마이다.

정통사극은 비교적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드라

마로서 근거 자료 확보가 용이한 조선시대를 배경으

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루었고 점차 고려시대까지 영

역을 확대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근초고왕(KBS),

광개토대왕(KBS) 등의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

품들이 제작 방영되었으며 비교적 사료를 통한 고증

에 의해 복식이 재현되었다. 통속사극은 정통사극에

비해 작가의 주관이 개입되어 허구적 요소가 등장하

기도 하나 역사적 사실에 역행하거나 허황된 시대상

을 그려내지는 않는 장르로서 점차 감각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통속

사극의 복식은 정통사극에 비해 시대를 재현하는 사

실성은 부족하나 창의성이 가미되어 제작되고 있다.

퓨전사극은 역사적 배경에 허구적요소를 가미한 드

라마로서 사실 위주로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

상과 표현방법이 자유로우며 복식에 있어서도 시대

를 초월한 창작의상이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퓨

전사극은 상상력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판타지 사극,

퓨전무협사극 등으로 그 영역을 점차 넓혔고, 사극의

세분화와 더불어 사극의상의 다양화를 이루는 요인

이 되었다. 특히 역동적인 장면이 많았던 2000년대

사극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의상이나 형태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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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대적배경
정통사극 통속사극 퓨전사극

삼국, 남북시대 태왕사신기(MBC)

고려시대
무인시대(KBS)

무신(MBC)
제국의 아침(KBS)

조선시대 불멸의 이순신(KBS)

성균관 스캔들(KBS)

해를 품은 달(MBC)

궁(MBC)

<표 2> TV 역사드라마 속 격구장면

다채로운 의상들의 조합 등으로 사극의상의 물량을

증가시켰다.10)

이처럼 역사드라마의 증가는 우리의 문화에 소홀

히 했던 한국인뿐 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

화와 함께 한국의 복식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

회가 되고 있다. 즉 정통사극에서는 시대별 복식을

차별적으로 제시하였고 신분별 복식에 있어서도 다양

함으로 선보였으며, 통속사극이나 퓨전사극에서는 영

상미를 중시한 창의적인 형태의 의상을 선보여 한국

복식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정통 역사드라마 속의 격구 복식
2000년 이후에 제작된 다양한 장르의 역사드라마

들은 짧게는 16회에서 길게는 100회를 넘는 장편 드

라마로 제작되면서 각 회마다 다양한 장면을 선보였

는데 그 중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궁중 놀이 장면이

격구였다. 격구는 <표 2>에서와 같이 정통 사극에서

퓨전 사극까지 각 장르에서 소개되었고, 고구려, 고

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드라마에서 연출되

었다. ‘태왕사신기’, ‘무신’, ‘불멸의 이순신’, ‘궁’에서는

마상격구가 연출되었고,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궁’ ‘성균관스캔들’, ‘해를 품은 달’에서는 지상격구가

연출되었으며, 각 시기와 드라마의 장르에 따라 의복

또한 다양하게 제작되어 활용되었다. 이중 본 연구에

서 다루고자 하는 정통사극의 격구 장면과 그 복식

은 <표 3>과 같이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에서 확인된다.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제국의 아침’과 ‘무인시

대’에서는 지상격구와 마상격구 장면이 연출되었다.

‘제국의 아침’은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의 이야

기로 왕이 직접 신하들과 함께 지상격구를 하는 장

면에서 복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은 보라색의 바

지, 저고리에 장식선이 둘러진 둔부길이의 황금색 배

자와 토수를 착용하고 머리에는 같은 색으로 이마에

두른 끈 형태인 ‘이마 건’11)을 둘렀으며 행전과 신목

이 높은 화(靴)를 신었다. 신하들의 의복은 바지와

저고리에 청색과 붉은색의 반비를 착용하여 두 편으

로 구분하였다. 이외 부속품목으로 손목에는 토수를,

종아리에는 행전을 착용하고 신목이 높은 신을 신었

다. 머리에는 검은색 머리 전체를 감싸는 부드러운

재질의 건을 썼는데, 이는 당시 고려시대 군복에 사

용된 문라건(文羅巾)을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12) ‘무

인시대’는 고려를 통치한 무신정권시기를 재현한 드

라마로 격구의 연습장면과 실제 격구장면에서 복식

을 확인할 수 있다. 최우와 최향이 최충헌의 마당에

서 격구를 연습하는 장면에서는 바지, 저고리위에 배

자를 입고 허리띠를 둘렀으며, 토수, 이마 건, 화(靴)

를 착용하였다. 실제 마상격구를 하는 장면에서는 제

국의 아침에서와 같이 품목은 동일하고 두 편이 각

각 노란색과 홍색의 배자를 착용하여 ‘제국의 아침’

과는 색상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상 후삼국, 고려

를 배경으로 한 두 드라마 속의 격구복식의 구체적

인 형태는 <표 4>13)와 같다.

TV 속에 제시된 고려시대 격구복식은 고증에 의

해 재현되기는 하였으나 왕과 신하가 함께 하는 장

면에서의 격구복식과 신하들의 격구장면에서 보이는

격구복식이 색상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의복의 종류

에 있어서는 동일하여 차별화된 상황과 그에 맞는

복식의 재현이 부족하였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불멸의 이순신’은 15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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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저고리 배자와 허리띠 건(巾) 화(靴)

- 한국복식도감

<표 4> 후삼국, 고려 배경 역사 드라마 속의 격구 복식

드라마 명칭 드라마 속의 격구 복식

제국의 아침

-후삼국을 재통합하여

고려제국을 세운 태조

왕건 이야기.

KBS1

(2002.03.02~2003.01.26)

왕과 신하의 격구장면

- http://www.kbs.co.kr ◆ 왕의 복식: 건(巾), 바지, 저고리, 반비, 허리띠, 토수, 화(靴)

◆ 신하들의 복식: 건, 바지, 저고리, 반비(청색과 홍색으로 무리를 나눔), 허리띠, 토수,

화(靴)

무인시대

-1170년 '보현원의

참살'을 시작으로

100년동안 고려를 통치한

무신정권시기.

KBS1

(2003.02.08~2004.08.15)

최우와 최향의 격구

연습장면과 격구장면

- http://www.kbs.co.kr

◆ 격구 연습 장면: 건, 바지, 저고리,

반비, 허리띠, 토수, 화

◆ 건, 바지, 저고리, 반비(홍색과 노란색으로 무

리를 나눔), 허리띠, 토수, 행전, 화

불멸의 이순신

-임진왜란을 전후로

이순신의 활약을 다룬

드라마.

KBS1

(2004.09.04~2005.08.28)

원균, 이영남 장군의

격구장면

- http://www.kbs.co.kr ◆ 융복차림: (발립), 철릭(좌측 소매 탈부착 가능), 넓은 폭의 대, 토수, 행전, 화

<표 3> 정통사극 속의 격구장면과 복식

말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이순신의 활약을 다룬 드라

마로서, 원균, 이영남 장군의 격구 장면이 확인된다.

각각 아청색과 홍색의 철릭을 각각 입고 아청색 철릭

에는 유사 색의 광조대와 토수를 하였고, 홍색의 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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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구복식의 종립과 홍철릭

- 武藝圖譜通志, 卷之四六十三

격구장면

- 武藝圖譜通志, 卷之四 四十九

<표 5> 무예도보통지의 격구복식과 격구 장면

에는 청색의 광조대에 홍색의 토수를 착용하고 있어

<표 5>의 무예도보통지에 제시된 복식을 바탕으로

재현한 것으로 비교적 고증에 충실하여 제작된 복식

임을 알 수 있다. 단 실제 격구장면에서는 사료에서

격구복식의 쓰개로 제시한 발립을 착용하지는 않았다.

이상 정통사극 속에서 보이는 격구는 고려시대 왕

과 신하의 격구장면, 신하들의 격구장면, 조선시대

장군의 격구장면에서만 확인되었고, 격구복식의 경우

사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단 유사시기의 경

우 색과 재료에만 차이가 있어 다양함이 연출되지

못하였고 상황에 있어서도 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

다. 이에 역사드라마 속에서 문헌을 통한 다양한 시

대별 상황별 연출과 그에 맞는 복식을 재현하여 역

사적 지식의 전달과 함께 시청자들의 흥미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시대별 상황별 격구복식 제안
본 장에서는 격구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시대별 상황별 격구복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고려이전 격구복식 제안
격구는 발해고와 발해국지장편권2 총략 부문

에 격구의 기록14)이 확인되고, 조선후기에 저술된 해
동역사에는 889년에 발해사신인 왕문희(王文姬)가

일본에 가서 일본 왕 앞에서 격구 시범을 보였다15)

는 기록과 함께 고려사태조 원년(918년)의 기록에

서는 격구장[毬庭]16)이 확인되고 있어, 늦어도 9, 10

세기에는 왕실이나 군사들 간에는 보급되었을 것으

로 보인다. 당시 격구복식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데, 당나라 장회태자(651-684) 묘의 벽화에서 <그

림 1>17)과 같이 복두, 단령 차림의 격구장면이 확인

되어 고려이전의 격구장면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림 1> 섬서성 건현 당나라 장회태자 묘의

타구 모습의 벽화

- 중국을 말한다 9: 당나라의 기상, p. 239

따라서 고려이전의 격구는 해동역사의 기록을

참고하면 왕실, 일부 상류층에서 행한 놀이문화로서

역사드라마 속에서 발해 사신이 일본 왕 앞에서 격

구를 시범으로 보여주는 장면, 발해인의 격구 장면

으로 연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발해인

의 격구복식은 당나라의 격구복식과 발해신하들의

복식을 참조 하여 <표 6>과 같이 단령, 복두, 화(靴)

를 격구 복식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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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참관자 장소 문헌의 시기

신기군(神騎軍) 병사들 왕 중광전 남루(南樓) 제13권, 예종 경인 5년(1110) 1월 경신일

부녀자 왕 - 제14권, 예종 병신 11년(1116) 4월 신묘일

양경(兩京)의 신기군(神騎軍) 왕 영봉루(靈鳳樓) 제15권, 인종 정미 5년(1127) 5월 임진일

왕 - 북쪽 후원 제17권, 의종 정묘 원년(1147) 5월 정해일

- 왕 서루(西樓) 제17권, 의종 정묘 원년(1147) 9월 신미일

왕 - 북원(北園) 제17권, 의종 무진 2년(1148) 12월 임술일

기병(騎兵) 18명 왕 왕궁뒤뜰 제17권, 의종 기사 3년(1149) 2월 경오일

내시, 지후(祗候) 이하 관원들 왕 강안전(康安殿) 제17권, 의종 경오 43년(1150) 11월 병신

기병들 - 대궐 뒤뜰 제17권, 의종 신미 5년(1151)

- 왕 지화재(志和齋) 제18권, 의종 갑신 18년(1164) 9월 을미일

지유(指諭) 우광윤(于光胤), 백임지

(白任至), 행수(行首) 이관부(李冠夫),

송군수(宋群秀), 경대승(慶大升), 견룡

(牽龍) 차약송(車若松)

왕 - 제19권, 명종 갑오 4년 (1174) 5월 정유일

- 왕 - 제21권, 희종 무진 4년(1208) 윤 3월을해일

견룡(牽龍)들;무관직 왕 - 제22권, 고종 신사 8년(1221) 10월 기사일

무사 왕 - 제22권, 고종 을유 12년(1225) 4월 임자일

- 왕 양루(凉樓) 충렬왕 계미 9년(1283) 5월 무오일

- 왕, 공주 양루 충렬왕 정해 13년(1287) 5월 을미일

- 왕과 공주 - 제30권, 충렬왕 기축 15년(1289) 5월 계미일

- 왕 양루 제32권, 충렬왕 갑진 30년(1304) 5월 병진일

- 왕, 신하 연복정(延福亭) 제36권, 충혜왕 신미 원년(1331) 4월 계미일

- 왕 숭인문(崇仁門) 밖 제36권, 충혜왕 임오 3년(1342) 4월무진일

왕 - 산대암(山臺岩) 충혜왕 계미 후 4년(1343) 5월 무진일

- 왕 - 제41권, 공민왕 정미 16년(1367) 4월

- 왕 - 제134권, 신우 기미 5년(1379) 단오

왕 - 시가(市街) 제136권, 신우 병인 12년(1386) 5월계해일

<표 7> 고려사에 기록된 격구참여자와 참관자

시기 상황 복식 제안

고려이전

발해 사신의 격구시범 장면

단령, 복두, 화

발해 무사의 복장

- 우리 옷 이천 년,

p. 40.

궁내 발해인의 격구장면

<표 6> 고려이전의 격구복식 제안

2. 고려시대 격구복식 제안
고려시대 격구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에서 확인

되며, 이를 참관자와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면 고려시대 격구에 참

여한 자들은 왕, 신기군(神騎軍), 기병, 무사, 신하,

부녀자이며, 기병, 병사들의 격구기록이 주로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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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요선철릭

-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p. 135.

<그림 4> 발립

-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p. 33.

<그림 5> 흑립

- http://www.newscj.com

다. 부녀자들의 격구는 예종 11년(1116)에 왕의 환도

를 환영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이후 왕의 명령으로

이러한 유희가 없어졌다고 한다.18) 또한 왕은 의종,

우왕(신우)의 기록에 의해 직접 참여하기도 했지만

주로는 참관자로서 신하들의 격구를 관람한 것을 알

수 있다. 격구의 시행 시기는 4월 5월이 많으며, 특

히 단오절의 행한 행사로서 장소는 궁궐 내 뜰이나

시가(市街)에서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예종

(1110), 명종(1174), 희종(1208)의 기록에서는 격구

에 참여한 자들에게 부상처럼 물품을 하사했는데19),

능견(綾絹)20)이나 채단을 차등 있게 하사21)했음이

확인된다.

이상 <표 7>의 고려시대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보

면 격구는 일반적으로 즐긴 놀이 문화가 아니라 주

로 궁궐 내에서 행한 하나의 행사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송대 타구도

- 우리민족의 놀이문화, p. 81.

따라서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드라마 내에서

는 신기군, 기병, 견롱, 무신의 격구장면, 왕의 격구

장면, 여인들의 격구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각 장면

별 복식은 격구 복식과 관련된 문헌이 확인되지 않

기 때문에 고려시대 격구 참여자들의 신분을 고려하

여 각 신분에 맞는 복식을 <표 8>과 같이 격구복식

으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상황별 복식을 보면 고려격구는 왕과 신

하의 경우 궁궐 내에서 행한 놀이로서 <그림 2>22)의

송대 타구도와 같이 단령과 복두, 화(靴)를 격구복식

품목으로 제안하였다. 원(元)복식 영향기23)인 충렬왕

이후에는 원으로부터 유입된 철릭에 발립(鈸笠) 또

는 흑립, 화(靴)를 제안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문헌

기록24)에서 보면 철릭은 융복(戎服)이었고 융복이

격구복식으로 활용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제안한 것

이며, 형태는 <그림 3>25)의 고려 말 불복장유물인 요

선철릭을 참고할 수 있다. 쓰개는 고려 말의 초상화

를 참조하여 <그림 4>26)의 발립과 <그림 5>27)의 흑

립을 참조하여 형태를 재현할 수 있다.

격구에 참여한 신기군, 기병, 견롱(군사)의 복식은

송대 사신의 기록문인 고려도경의장과 호위의 기

록28)을 통해 신기군(神騎軍)은 ‘피몽수(皮夢首), 주

의(朱衣)’, 기병은 ‘자라전포(紫羅戰袍), 백고(白袴),

문라건(文羅巾), 조구(早屨)’, 견롱(牽攏)은 ‘자착의

(紫着衣), 연작문금포유(練鵲文錦袍襦), 오사연모(烏

紗軟帽), 초리(草履)’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복식 품

목들은 격구 시에도 착용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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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상황 복식 제안

고려시대

왕의 격구면
고려초-충렬왕이전: 착수의(착수단령), 복두, 화

충렬왕 이후: 철릭, 발립 또는 흑립, 화

무신, 신하들의 격구장면
고려초-충렬왕이전: 착수의(착수단령), 복두, 화

충렬왕 이후: 철릭, 발립 또는 흑립, 화

신기군의 격구장면 가죽으로 된 두건 형 쓰개, 붉은 색 직령의, 흑색 화(靴)

기병의 격구장면 문라건(文羅巾), 자색 직령의, 백색 바지, 검은색 신(早屨)

견롱의 격구 장면 검정색의 부드러운 복두형 쓰개, 까치무늬 자색(紫色) 직령의, 초리(草履)

여성들의 격구장면(고려전기) 치마, 저고리, 표(裱), 리(履)

<표 8> 고려시대 상황별 격구복식 제안

<그림 6> 명나라 여인의 격구하는 모습

Court Ladies(Partial)

- Belle Painting of Ancient China, p. 79.

인 형태는 확인할 수 없어 색과 재료, 두식을 참고로

하고 상의의 깃 형태는 착용자의 신분을 고려하여

제안하였고 신기군의 경우 신발에 관한 기록이 없어

신목이 긴 화(靴)를 제안하였다. 또한 태조실록29)
에는 고려의 격구 의복 장식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웠

다는 기록이 있어 의복을 실제 제작할 시에는 이를

참조하여 신분이 높은 자의 경우 의복의 소재, 대

(帶), 입자의 장식등에 초점을 두어 화려하고 사치스

럽게 재현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고려 의종대의 기록에 의해 여자들의 격구 장면을

제안하였는데, 여성의 격구복식은 <그림 6>30)의 명나

라 여인들의 격구장면을 참고하여 보면 평상시 의복

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여 고려시대 여인들의

복식인 치마, 저고리, 표(裱)를 격구복식으로 제안하

였다.

이러한 격구복식 품목의 제안은 기존에 방영된 고

려시대 역사드라마에서는 연출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고려시대 격구에 대한 시각의 확대와 더불어 복식의

다양한 용도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3. 조선시대 격구복식 제안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마상격구와

지상격구인 격봉, 봉희의 기록이 확인되며 이를 참여

자와 참관자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9>, <표 10>과

같다. <표 9>을 통해 보면 격구는 태조부터 태종까지

왕이 참여하여 즐긴 놀이였으며, 특히 정종은 기운과

몸을 기르기 위해 격구를 하였다.31) 격구 후에는 상

으로 말 1필32), 베(布)33)를 하사하기도 하고, 격구

할 때 말에 돈을 걸어 내기하는 놀이인 도마희(賭馬

戲)를 하기도 하였다.34)

세종대에 이르러 격구는 군사들이 해야 하는 훈련

의 하나로 채택되어 무과시험의 한과목이 되었고35),

장소도 궁궐 내에서 외국사신을 접하는 장소인 모화

관에서 행하였다. <표 10>에서 보면 세종대부터 지상

격구인 격봉의 명칭이 확인되고, 격봉은 봉희와 동일

한 것36)으로 궁내에서 종친들이 즐겨했으며 왕은 주

로 참관자였다. 이미 세종대에 무과시험의 하나가 된

격구는 세조대에 이르러 마상격구와 지상격구가 모

두 왕과 그 종친들에 의해 궁내에서 행해진 기록이

있으며 특히 지상격구인 격봉과 봉희는 세조대 많은

기록이 확인되는 만큼 당시 가장 즐겼던 놀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과시험으로 전승된 격구는 중종37)과 광해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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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참관자 장소 문헌의 시기

임금 - 내정(內庭) 태조 2권, 1년 11월 9일(병술)

임금, 왕우(王瑀) - - 태조 3권, 2년4월 4일(무인)

임금 - - 태조 4권, 2년 10월 23일(갑오)

임금, 귀의군(歸義君) 왕우(王瑀)와 찬성사(贊成事) 유만

수(柳蔓殊)
- 내정 태조 4권, 2년 12월 1일(임신)

- 임금 신궁(新宮) 태조 8권, 4년 12월 7일(병신)

임금, 유만수(柳曼殊)·도흥(都興)·유운(柳雲) - 궁궐 태조 14권, 7년 5월 18일(갑자)

임금, 도흥(都興)·유운(柳雲) - 내정 정종 1권, 1년 1월 9일(경진)

임금 - 내정 정종 1권, 1년 1월 19일(경인)

임금 - 내정 정종 1권, 1년 3월 13일(갑신)

임금, 유운(柳雲) ·도흥(都興) - 대궐뜰 정종 5권, 2년 9월 8일(기사)

임금, 유운(柳雲) - - 정종 6권, 2년 10월 3일(갑오)

임금, 의안 대군(義安大君) 화(和) - - 태종 9권, 5년 2월 5일(신미)

임금, 종친(宗親) -
이궁(離宮)의

경연청(經筵廳)
태종 9권, 5년 2월 19일(을유)

임금, 종친 - 내정 태종 11권, 6년 4월 8일(무진)

- 임금 해온정(解慍亭) 태종 14권, 7년 8월 18일(기해)

-
임금,

종친
창덕궁(昌德宮) 태종 21권, 11년 3월 18일(무인)

임금, 종친 - 광연루(廣延樓) 태종 23권, 12년 5월 11일(갑오)

임금이 상왕(上王) - 광연루(廣延樓) 태종 26권, 13년 7월 13일(경인)

임금이 상왕(上王) - 광연루(廣延樓) 태종 27권, 14년 4월 12일(을묘)

임금 - 인덕궁(仁德宮) 태종 31권, 16년 2월 28일(신묘)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경녕군(敬寧君) 이비(李

裶)·공녕군(恭寧君) 이인(李裀) 등과 종친·부마·청평 부원

군(淸平府院君) 이백강(李伯剛)·평양 부원군(平壤府院君)

조대림(趙大臨).

*백강(伯剛)에게 우승 상으로 내구마(內廐馬) 한 필 하사.

- 내정 세종 26권, 6년 11월 1일(임신)

무과(武科)의 회시(會試)에 입격(入格)한

구인관(具仁寬) 시험
임금 모화루(慕華樓) 세종 32권, 8년 4월 11일(갑술)

임금, 장진충(張進忠)과 정문형·정난종·어유소(魚有沼)· 금

산 도정(金山都正) 이연(李衍)·평성 도정(平城都正) 이위

(李徫), 이형손(李亨孫)·어세공(魚世恭)·이돈인(李惇仁)·

신말주(申末舟), 호산 도정(湖山都正) 이현(李鉉), 김유(金

紐)·이의형(李義亨)·유흥무(柳興茂)·이철견(李鐵堅)·이극균

(李克均)·구치동(丘致峒)· 최적(崔適) 등과 각각의 군사

*잘하는 자는 베[布]로 상을 줌.

- 모화관(慕華館) 세조 42권, 13년 5월 7일(신미)

9위(九衛)·5부(五部)·백관(百官)과 군사(軍士)의 종정(從

征)하기를 자원한 자
- 모화관 세조 42권, 13년 6월 3일(병신)

무과(武科) 시험에 응한 자 - 모화관 성종 8권, 1년 10월 21일(을축)

무신 임금 모화관 성종 27권, 4년 2월 2일(계해)

무과시험에 응한 자 임금 모화관 인조 21권, 7년 8월 1일(계축)

<표 9> 조선왕조실록의 격구참여자와 참관자에 관한 기록

때 무과시험에서 제외되었다가 인조 때 다시 무과시

험으로 실행되었다.39) 이후 격구의 방법과 기술은 정

조대에 무예도보통지를 통해 정리되어 조선후기에

전승되었지만 실제 얼마동안 지속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 전기 궁내에서 행한

지상격구인 격봉과 봉희는 민간의 장치기로 전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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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참관자 놀이명/장소 문헌의 시기

종친(宗親) -
격봉/경회루

(慶會樓)
세종 93권, 23년 6월 8일(계유)

종친(宗親)·부마(駙馬)와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좌찬성(左贊

成) 이사철(李思哲)·우찬성(右贊成) 이계린(李季疄)·승지(承旨)
-

격봉/사정전

(思政殿)
단종 12권, 2년 12월 21일(정유)

종친(宗親) 임금
봉희/사정전

(思政殿)
세조 2권, 1년 9월 8일(경진)

종친과 부마(駙馬) 임금 봉희 세조 2권, 1년 11월 1일(임신)

종친(宗親) 임금 봉희 세조 2권, 1년 11월 7일(무인)

종친(宗親)·부마(駙馬) 임금 봉희/사정전 세조 2권, 1년 11월 8일(기묘)

종친(宗親)·부마(駙馬)

*종친·부마에게 술을 하사
임금

봉희/사정전

남랑(南廊)
세조 2권, 1년 11월 13일(갑신)

종친(宗親)과 재추(宰樞) 임금 봉희/사정전 세조 2권, 1년 11월 15일(병술)

종친(宗親) 임금 봉희 세조 2권, 1년 11월 17일(무자)

종친(宗親) 임금 봉희 세조 2권, 1년 11월 26일(정유)

종친들 임금 봉희 세조 2권, 1년 11월 29일(경자)

종친(宗親) 임금
봉희/사정전

남랑
세조 2권, 1년 12월 21일(임술)

종친(宗親)·재추(宰樞) - 봉희/사정전 세조 5권, 2년 10월 19일(을묘)

서종친(宗親)·재추(宰樞)·승지(承旨)·주서(注書)·사관(史

官)·겸사복(兼司僕) 등이 좌우로 나눔. *이긴 자에게 각각

환도(環刀) 1자루씩 줌.

임금 봉희/사정전 세조 5권, 2년 12월 21일(병진)

- 임금 봉희/사정전 세조 7권, 3년 3월 15일(무인)

- 임금 봉희/사정전 세조 9권, 3년 10월 27일(정사)

종친들 임금 격봉/사정전 세조 14권, 4년 9월 7일(신묘)

- 임금 봉희/교태전 세조 22권, 6년 12월 19일(신묘)

종친(宗親)·재추(宰樞) 임금 봉희/사정전 세조 22권, 6년 12월 20일(임진)

종친 임금 봉희/사정전 세조 29권, 8년 11월 13일(계묘)

- 임금 봉희/사정전 세조 31권, 9년 12월 29일(계축)

- 임금 봉희/사정전 세조 32권, 10년 1월 4일(정사)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성군(誼城君) 이채(李

宷)·낙안경(樂安卿) 이영(李寍)·영천경(永川卿) 이정(李定)·

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

거제정(巨濟正) 이철(李徹)

임금
봉희, 격봉/

사정전
세조 32권, 10년 1월 4일(정사)

의성군(誼城君) 이채(李宷)·보성경(寶城卿) 이합(李㝓)·은
천군(銀川君) 이찬(李禶)·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
*승부(勝負)를 가려 말 안장을 하사.

-
격봉/비현합

(丕顯閤)
세조 32권, 10년 1월 18일(신미)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성군(誼城君) 이채(李

宷)·낙안경(樂安卿) 이영(李寍)·영천경(永川卿) 이정(李定)·

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

거제정(巨濟正) 이철(李徹)

- 격봉/사정전 세조 34권, 10년 12월 20일(기해)

종친(宗親) - - 세조 34권, 10년 12월 24일(계묘)

종친(宗親) -
격봉/강녕전

(康寧殿)
세조 34권, 10년 12월 29일(무신)

종친(宗親) - 격봉/사정전 세조 35권, 11년 1월 13일(신유)

의성군(誼城君) 이심(李寀)·함양경(咸陽卿) 이포(李)·영천 부

경(永川副卿) 이정(李定)·낙안 부경(樂安副卿) 이영(李潁)·은천

군(銀川君) 이찬(李穳)·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진남군(鎭南
君) 이종생(李終生)·수성 도정(壽城都正) 이창(李昌)·호산 부정

(湖山副正) 이현(李鉉)·복성 부수(福城副守) 이영(李穎)·모양

부수(牟陽副守) 이직(李稙)을 불러서 좌우(左右)로 나눔.

* 이긴 자에게 녹비(鹿皮) 1장씩 하사(下賜).

임금
격봉/화위당

(華韡堂)
세조 40권, 12년 12월 24일(신유)

<표 10> 조선왕조실록 격봉, 봉희 참여자와 참관자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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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철 릭 출 처

15세기

경주정씨 통례원 찬의 온 (1481-1538)

한국복식 16호, p. 73

상․하의 길이(㎝)- 72 : 59

16세기
심수륜(1534-1589), 심수륜묘출토복식, p. 205

상․하의 길이(㎝)- 53 : 53

17세기
수성최씨(1636～1698), 한국복식14호, p. 68

상․하의 길이(㎝)- 46 : 87

18세기
풍산홍씨(1761～1841), 한국복식 12호, p. 130

상․하의 길이(㎝)- 38 : 82

<표 12> 조선시대 철릭의 유물

시기 상황 복식 제안

16세기

이전

왕의 격구장면 홍첩리(紅帖裡);

상의 하의 비율은 1.2:1~1:1,

이중 깃, 소매폭이 좁고,

두쌍의 좁은 고름 혹은

하나의 좁은 고름.

종립(鬉笠); 모정이

편평한 흑립의 형태에

공작, 취우, 호수로

삽식.

기타;

광조대(廣組帶),

사구(射韝), 화(靴)

종친, 신하들의 격구장면

무과 시험의 격구장면

16세기

이후

무과 시험의 격구장면

홍첩리(紅帖裡);

상의 하의 비율은 약 1:2,

소매폭이 넓고, 넓고 긴 고름.

종립(鬉笠); 모정이

편평한 흑립의 형태에

공작, 취우로 삽식.

기타;

광조대(廣組帶),

사구(射韝), 화(靴)

시가에서 서민들의 격구 장면 건, 바지, 저고리, 짚신

<표 11> 조선시대 시기별 상황별 격구복식 제안

어40) 몇몇 지방의 정월의 민속놀이로 남아 있다.

격구복식은 세조실록 13년 6월 3일(병신)에 백

관(百官)과 군사(軍士)에 자원한자들에게 융복(戎服)

을 입고 격구(擊毬)를 하게했다는 기록41)으로 격구

시 융복을 입었음이 확인되며, 당시 융복은 선조대의

기록42)을 참조하면 철릭(貼裏)과 흑립(黑笠)이었다.

조선후기 격구 복식은 앞서 제시한 <표 5>와 같이 무
예도보통지의 격구관복도설43)에 의해 취우(翠羽)와

호수(虎鬚)를 삽식 한 종립(鬉笠)을 쓰고, 홍첩리(紅

帖裡)에 과두(裏肚)를 하고, 광조대(廣組帶)를 매고

사구(射韝)를 착용함을 알 수 있으며, 격구 장면에서

그 착용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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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여성 화가의 격구도

- http://ko.wikipedia.org

<그림 8> 장치기

-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 p. 425.

조선시대는 이상의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16세

기 전에는 왕의 격구장면, 종친, 신하들의 격구장면,

무과시험에서의 격구장면으로, 16세기 이후에는 무과

시험에서의 격구장면, 시가에서 일반인들의 격구 장

면들로 <표 11>과 같으며, 마상격구와 지상격구 복식

이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제안하였다.

조선시대 전반적인 격구 복식은 구체적인 형태와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의 기록을 통

해 홍색 철릭과 종립을 기반으로 하였고, 신은 말을

타는 경기임을 감안하여 신목이 높은 화(靴)를 제안

하였다. 단 철릭은 문헌의 도식을 토대로 소매의 탈

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것을 기본으로 하고, 시대별로

상의와 하의의 비율, 소매의 형태, 깃의 형태, 고름의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표 12>의 출토유물을 참고

하도록 제시하였다. 무예도보통지에 삽화된 종립은
모정이 평평한 흑립의 형태로 모체에 두 개의 공작

미가 장식되어 있다. 조선시대 무관의 전립에는 공작

미를 장식하는 것이 상례인데 무예도보통지 격구
관복도설에는 취우(翠雨)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문

헌기록과는 차이가 있다.44) 따라서 이들의 기록을 참

고로 하되 모체의 삽식은 인물의 지위, 시기를 고려

하여 당시 전립, 종립에 삽식 한 ‘공작, 취우, 호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림 7>45)은 용비어
천가 경국대전 무예도보통지등의 기록을 토대

로 하여 역사화 기법으로 그린 격구도이며, 이상에서

제시한 시기별 상황별 격구복식과 함께 조선시대 격

구 장면을 그림과 같이 연출할 수 있다. 조선시대 지

상격구는 서민들의 장치기로 전승되었는데, <그림

8>46)과 같이 바지, 저고리에 상투에 건을 두르고 짚

신을 신은 모습으로 제안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격구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시대별로 고

찰하고, 이미 방영된 정통사극 속 격구장면과 복식을

분석하여 재고한 후 각 시기별 상황별 격구복식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격구는 TV 역사드라마의 각 장르에서 고구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소개되었고, 정통사극에서는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에서 확인된다.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제국의 아침’과 ‘무인시대’에서

는 바지, 저고리, 배자, 토수, 건, 화가 공통된 품목으

로, 이는 관련문헌기록이 없어 활동하기 편한 일반적

인 남자복식에 기반을 두어 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불멸의 이순신’은 무예도
보통지에 제시된 복식을 바탕으로 철릭을 기반으로

연출되었다. 이상 정통사극 속의 격구 복식은 시대별

로 차별은 되었지만 다양한 상황의 연출과 이에 따

른 복식의 재현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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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문헌의 기록과 사진, 유물 등을 참고로 하여 시

대별 상황별 격구 복식을 제안하였다.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의 격구는 늦어도 9, 10세기

에는 왕실이나 군사들 간에는 보급되었을 것이며, 당

시 격구 복식은 당나라의 격구장면을 참조로 하여

복두, 단령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 이전에

는 발해 사신이 일본 왕 앞에서 격구를 시범으로 보

여주는 장면과 발해인의 격구 장면에서 ‘단령, 복두,

화(靴)’를 격구복식 으로 제안하였다.

고려시대 격구는 왕, 신기군(神騎軍), 기병, 무사,

신하, 부녀자들이 참여한 행사로 주로 궁궐 내에서

행해졌으며, 신분에 따른 복식을 착용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따라서 왕의 격구장면, 신기군, 기병, 견롱,

무신의 격구장면, 여인들의 격구장면으로 제안하고

격구 참여자들의 신분을 고려하여 복식을 제안하였

다. 왕, 무신, 신하들의 경우 고려 초 부터 충렬왕이

전에는 착수 단령, 복두, 화(靴)를, 충렬왕 이후에는

철릭, 발립 또는 흑립, 화를 제안하였다. 신기군은

‘가죽으로 된 두건 형 쓰개, 붉은 색 직령의, 화’, 기

병은 ‘문라건(文羅巾), 자색 직령의, 백색 바지, 검은

색 신’, 견롱은 ‘검정색의 부드러운 복두 형태의 쓰개,

까치무늬 자색(紫色) 직령의, 초리(草履)’, 부녀자들

은 ‘치마, 저고리, 표(裱), 리(履)’로 제안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마상격구와 지상격구인 격봉, 봉희

의 기록이 확인된다. 조선초기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왕이 직접 참여한 왕실의 놀이문화였으나 세종대이

후 무과시험으로 채택되어 16세기 이후에는 왕실의

놀이문화에서 배제되었다. 조선후기 격구의 방법과

복식은 무예도보통지를 통해 전승되었지만 그 실

행은 확인되지 않고 지상격구인 격봉과 봉희는 민간

의 장치기로 전승되어 몇몇 지방의 정월 민속놀이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격구의 장면은 16세기 전에는

왕의 격구장면, 종친, 신하들의 격구장면, 무과시험에

서의 격구장면으로, 16세기 이후에는 무과시험에서의

격구장면, 시가에서 일반인들의 격구 장면들로 제안

하였다. 조선시대 전반적인 격구 복식은 무예도보통
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홍색 철릭, 종립, 사구, 화를

제안하였다. 단 철릭은 출토유물을 참고로 하여 시대

별로 상의와 하의의 비율, 소매의 형태, 깃의 형태,

고름의 형태를 변형하고 종립은 모정이 평평한 흑립

의 형태로 하되 모체의 삽식은 인물의 지위, 시기를

고려하여 ‘공작, 취우, 호수’의 삽식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시가에서 일반인들의 격구 장면은

‘건, 바지, 저고리, 짚신’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통사

극 속의 시대별 상황별 격구복식을 복식사적 접근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통속사극, 퓨전

사극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격구복식을 제작하는데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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