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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n the Taenghwa(Buddhist paintings), the clothing habits of the times can be observed since it 
depicts the lives of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These 16th century Taenghwas were draw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itual costumes of early Joseon dynasty appearing in works 
such as oryeui Se-jong-sil-lok; Sejong chronicles and Gyong-guk-Dae-jon. It shows the perception 
of various types of clothing such as the Myeon-Bok(King's Full Dress), Won-yu-gwan-bok(King's 
Ceremonial Dress), and Gon-ryong-po(royal robe at work), and describes the early King's Won- 
yu-gwan-bok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at equips Bang-sim-gok-ryong(Round Neck Band). 
Various officials' uniforms and various men's coats are described. From it, one can visually verify 
the records of Joong-jong-sil-lok; Joongjong chronicles that describes the appearances of various 
hats and coats. They also tell us that Chang-ot(light outer coat) was worn prior to the 17th 
century. It also shows us that the ritual costume of women in Koryo was passed down to early 
Joseon. Also, in regards to the Buddhist priest costumes, the jang-sam’s gray color and ga-sa’s 
red color has been passed down until today. The most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for clothing 
materials were horsehair, silk, ramie, hemp, and c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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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조선왕조는 그 어느 때보다 복식의례를 강조했

다. 유교가 통치이념이었을 뿐 아니라 생활의 규범

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는 곧 법이고 생활 규범이었

으므로 복식제도는 예전과 법전에서 중요하게 다뤄

졌다. 유교적 왕조경영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편찬한 세종실록 오례의와 경국대전에는 복식

제도가 상세하게 규정되어있다.

그동안 복식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고, 복식제도의 실상도 출토유물로 어느 정도 해명

되었다. 그러나 입음새를 통해서 드러나는 의생활

전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출토복식이 각각의

의복에 대한 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초상화, 풍

속화 등의 미술자료는 입음새를 보여주는 동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초상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술자

료에는 왕, 왕비, 왕세자, 명부 등 특별한 신분에 대

한 묘사가 생략되어 있으나 불화에는 왕실인물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묘사되어 있어서 의생활상을

살피기에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감로탱 등의 탱화

에는 당대의 사회상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서 당

시의 현실세계를 거울처럼 보여준다. 또한 시대별,

성별, 신분별 등 모든 분류를 아우르는 복식양상이

묘사되어 있다. 1576년에 제작된 일본 청산문고(靑

山文庫) 소장 <사라수탱(沙羅樹幀)>은 왕실인물을

묘사하고 있으며, 1589년에 제작된 일본 <약선사(藥

仙寺) 소장 감로탱>, 1589년에 제작된 일본 <조전사

(朝田寺) 소장 감로탱>에는 중생들의 모습이 풍속

화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에 제작연도가 분명한 이들 <사라수탱>과 <약

선사 소장 감로탱>, <조전사 소장 감로탱>을 바탕으

로 조선전기의 신분별 예복과 평상복의 착용양상을

고찰하고, 문헌고찰을 통하여 그림으로 판별할 수

없는 소재에 대한 연구를 더하여 입체적인 의생활

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불화에 묘사된 복식을 조선

전기 복식제도에 비추어 살펴보고, 출토유물과의 관

계를 살피며, 불화의 묘사가 속세의 모습과 일치하

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거은영회도(1580),

선조조기영회도(1585), 동시대의 초상화 등 회화자

료와 대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탱화의 특징
조선시대 국가의 통치이념은 유교였으나 민간의

생활풍속에는 여전히 불교가 신앙되고 있었다. 왕조

실록에 의하면 조선전기의 수륙재(水陸齋)1)는 국가

의 억불정책 속에서 주자학적인 사회질서의 정착

과정과 괘를 같이하며 지속, 축소되다 결국에는 폐

지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왕실․사대부․서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설행되었고 민간에서 성행하기에

이른다. 조선전기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행된 수륙제

는 세종 4년부터 기신재(忌辰齋)와 칠칠재(七七齋)

를 흡수하여 국상제로 확립되었다. 문종 대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법제화하여 중종 11년에 폐지되기까지

국가공식의례로 성행하였다.2) 한편 명종연간(1545~

1567)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명종의 모친, 문

정왕후(1501~1565)가 불교의 부흥을 도모했으며

문정왕후의 발원에 의하여 400여점의 불화가 그려

지고 전국사찰에 보시하도록 했다.3) 이처럼 불교는

왕실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탱화를 비롯

한 불교미술에 당시의 왕실풍속이 반영되어 있었다.

탱화는 불화의 한 가지 형식이다. 불화에는 족자

나 액자화하여 거는 형태의 탱화, 불경에 그린 경

화, 병풍형태의 병풍화, 벽면에 그린 벽화, 천정에

그린 천정화 등이 있는데 탱화, 경화, 병풍화 등은

움직일 수 있어서 그 때 그 때의 의식에 맞추어 장

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탱화의 내용은 신앙대

상이 되는 여러 존상(尊像)만을 그리는 존상화와

경전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변상도(變相圖)의 성격

을 지닌 것이 있는데 신앙의 형태가 분화되면서 다

양한 내용의 탱화가 생겨났다.4) 고려시대의 탱화는

귀족적인 성향을 보이고, 조선시대의 탱화는 민중적

인 성향을 보인다.5) 특별히 감로탱화는 우리나라에

만 있는 독특한 불화형식으로6) 사자(死者)를 위한

불교의례에 사용되는데,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묘사하고 있다.7) 상단에 극락을 주

재하는 부처의 세계를 묘사하고 하단 중심에 중생

들이 지은 모든 악업을 상징하는 아귀를 묘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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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나머지 부분에는 살아생전의 모습이 풍속화적으

로 묘사되어 있다. 윤범모는 감로탱화는 초본을 한

번만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작품이 창의성을 기초

로 한 차별성을 갖는 데서 회화양식의 특징을 가지

며, 당대의 사회상 등 현실을 여실하게 수용하고 있

다고 보았다.8) 강우방, 김승희는 일반 불화들과 달

리 피안의 상상적 세계만을 그려서 현실세계를 극

적으로 대비시킨 것이라 ‘현재의 우리 현실’이 적나

라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였다.9)

탱화에 보이는 풍속사적 특징에 주목한 미술사 연

구가 있고, 유영순10), 양경애11), 양숙향 외12) 등이

감로탱을 바탕으로 통사적 복식을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전기 복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당

시의 복식풍속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탱화 중 제작

시기가 분명한 <사라수탱>, <약선사 소장 감로탱>,

<조전사 소장 감로탱>을 주된 연구자료로 삼았다.

선조9년(1576)에 선조대왕과 의인왕후박씨를 위

해 제작했다는 명문이 있는 <사라수탱(沙羅樹幀)>

은 극락왕생을 목표로 하는 정토신앙이 조선적으로

번안된 사라수대왕(沙羅樹大王)과 원앙부인(鴛鴦夫

人), 그리고 안락국태자(安樂國太子)의 이야기를 도

해한 것으로13) 왕실의 복식풍속을 엿볼 수 있다.

1589년에 제작된 <약선사 감로탱>은 현재 남아있는

감로탱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화면 중앙에

제단이 크게 자리 잡고 좌측에는 천도받는 영혼을

부르는 의식이 묘사되어 있으며 제단 아래에는 아

귀가 감로를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승려가 물이 든

사발을 들고 있다. 그 좌측에 의식을 의뢰한 상주를

비롯하여 죽음을 애도하는 인물들이 묘사되고, 제단

우측에는 다양한 인물군상이 풍속화적으로 묘사되

어 있다. 1589년에 제작된 일본 <조전사(朝田寺) 소

장 감로탱> 역시 이와 유사한 도상을 보여주며 <약

선사 감로탱>에는 없는 망자의 영혼을 태운 가마행

렬을 길게 묘사하고 있다. 이들 감로탱은 모두 당시

의 현실세계를 잘 드러내는 특징을 지닌다.

Ⅲ. 복식 분석
1. 남자 복식

1) 왕의 복식

(1) 면복

면복은 제왕이 입을 수 있는 최고 예복이다. <그

림 1>14)은 약선사(藥仙寺) 소장 감로탱(甘露幀)에

묘사된 평천관을 쓴 인물들이다. 온전한 곤면의 형

식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무류 평천관을 쓰고 곡령

대수를 입었으며 규를 들어서 의례복에 대한 조선

전기 사람들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에서 친왕례(親王禮)에 준하는 구류면 구장

복을 태종대부터 인조대에 이르기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보내왔다. 왕이라면 구류면 구장복을 갖추어

야겠으나 불화에는 대개 무류 평천관을 쓴 군상을

그리고 있다. 의의 여밈은 곡령의 형태를 취했다.

고려 불화에 보이던 곧은 깃에 대한 묘사가 조선시

대에 이르면 단령의 인상을 주는 묘사로 바뀌는데

이것은 둥근 깃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큰 옷을

여며 입었다는 느낌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1> 면류관을 쓴 인물들, 약선사

감로탱 부분

- 감로탱, p. 23

(2)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

왕의 조복(朝服)

사라수탱에는 사라수대왕(沙羅樹大王)이 시종일

관 원유관을 쓴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 원유관·강

사포는 하례를 받을 때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

복이라고도 한다. 임금이 원유관·강사포를 입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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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왕세자 관면도

- 세종실록, 오례 길례서례 관면도

신하는 조복을 갖추었다. 세종실록30권(1425년),
12월 25일(경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민왕조에 내린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
에는 방심곡령(方心曲領)이 있었는데, 지금은 쓰지
아니하니, 그 쓰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또 어

느 때부터 쓰지 않았는지. 이 두어 가지 것을 상정
소(詳定所)의 제조(提調)인 허조·이수(李隨)에게
문의(問議)하여 옛날 제도를 참고하여 계문(啓聞)

하라.”

한편 세종실록31권(1426년) 1월 1일(병신) 기

사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임금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세자와 백관을 거느
리고 망궐례를 행하고,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
(絳紗袍) 차림으로 근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의

조하(朝賀)를 받았다. 강사포(絳紗袍)를 입는 데는

방심곡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하니, 존중이 대
답하기를, 신 등이 역대 제왕들의 화상을 보아도
모두 방심곡령이 있었으며, 또 중국에서 보낸 관복

에도 있었습니다하니 임금이 곧 방심곡령을 착용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조선전기에는 방심곡령이

원유관복의 구성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오례(五禮) 길례서례(吉禮序禮) 관면도(冠冕圖)인

<그림 2>15)는 왕세자의 관복(冠服)으로 관(冠), 의

(衣), 상(裳), 중단(中單), 대대(大帶), 수(綬), 폐슬

(蔽膝), 패(佩), 말(襪), 석(舃), 규(圭), 방심곡령이

있다. 조복의 구성요소인 방심곡령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6)은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서천국

(西天國)의 사라수대왕과 원앙부인이 범마라국(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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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길 떠나는 왕과 왕비,

사라수탱 부분

- 조선전기국보전, p. 243

<그림 4> 왕과 왕비,

사라수탱 부분

- 조선전기국보전, p. 243

摩羅國) 임정사(林淨寺)에서 교화를 행하고 있는

광유성인(光有聖人)의 명령에 따라 임정사로 떠나

는 장면이다. 좌측의 사라수대왕은 방심곡령을 더한

원유관복을 입고 있어서 방심곡령을 구성요소로 하

는 조선전기 원유관·강사포의 착용사례를 보여준다.

원유관복은 면복과 달리 문양이 없는 의복으로 구

성되지만 사라수탱에는 금원문 강사포로 묘사했다.

이것은 불화의 특성으로 이해된다. 용도에 따라 착

용하는 여러 종류의 왕복과 관모가 있지만 사라수

탱에는 시종일관 원유관을 쓴 모습으로 왕을 묘사하

되 포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묘사했다. 세
종실록 오례 길례서례 왕세자 관면도인 <그림 2>

의 왕세자 관모는 칠량관으로 구량관인 왕의 원유

관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사라수탱에

는 제복 또는 대례복으로서의 의미가 큰 면류관 대

신 구량관 원유관을 쓴 모습으로 왕을 묘사해서 다

른 신분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3)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

왕의 시사복(視事服)

상복이라고도 하는 왕의 시사복은 익선관, 곤룡

포, 옥대, 화로 구성된다. 모자가 갖는 상징성이 크

기 때문에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하면서

“친히 (태종이) 충천 각모(衝天角帽)를 세자(세
종)에게 씌워주고, 드디어, 세자로 하여금 국왕의

의장(儀仗)을 갖추어 경복궁(景福宮)에 가서 즉위
(卽位)하게 하였다”.17)

충천각모는 충천관이라고도 하며 뿔이 하늘을 향

해서 뻗은 모자로 왕을 상징하는 관모이다. 신하의

관모인 평각 사모(平角紗帽)와 대비된다.

<그림 4>18)는 임정사로 가는 도중에 병든 원앙부

인이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자신을 팔아 그 돈

을 성인에게 공양하고 왕만 임정사로 떠나며 이별

하는 장면이다. 왕은 원유관을 쓰고 대홍색 직금 단

령을 입고 혁대를 띠었다. 단령에는 태조어진인 <그

림 5>19)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익선관을 갖추어야 하

지만 사라수탱에서는 원유관을 왕의 상징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익선관과 짝을 이루는 왕의 곤룡포

는 홍색이며 오조룡보를 더하고 옥대를 띠고 화를

신는다. 명에서 왕에게 보내온 곤룡포는 저사 대홍

직금 곤룡암골타운포(紵絲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

사 대홍직금 곤룡암골타운포(紗大紅織金袞龍暗骨朶

雲袍), 라 대홍직금 곤룡포(羅大紅織金袞龍袍) 등

홍색이며, 조선의 역대 왕은 홍색 곤룡포를 입었다.

<그림 5>의 주인공인 태조는 청색 곤룡포를 입었지

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이다.

2) 백관의 관복

조선전기의 관복제도는 성종5년(1474) 경국대전
의 반포로 완성되었으며, 용도에 따라 조복,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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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태조어진

-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p. 15

<그림 6> 조선사 양로탱 부분

- 감로탱, p. 31

<그림 7> 약선사 감로탱 부분

- 감로탱, p. 23

<그림 8> 조선사 양로탱 부분

- 감로탱, p. 31

공복, 상복 등으로 구별했다.

(1) 조복, 제복

조복, 제복은 양관, 의, 상, 폐슬, 중단, 수, 대, 홀,

패옥, 말, 혜로 구성된다. 조복의 의가 적초의인 것

에 비하여 제복은 청초의이며, 제복에는 방심곡령을

더하는 차이점이 있다. 조선사 감로탱 중 망자의 연

을 따르는 행렬인 <그림 6>20)에는 상단과 하단에

양관을 쓴 인물들이 보인다. 적초의, 청초의, 황초의

등을 입었으며 홀을 들었다. 청초의에는 방심곡령을

더해야하고 황초의는 규정된 바가 없으나 의례에

참여하는 자로서 백관이 조복을 입은 모습을 묘사

한 것으로 이해된다.

(2) 공복-복두·단령

백관의 공복은 복두, 단령, 야자대, 화, 홀로 구성

된다. 경국대전 예전(禮典) 의장(儀章) 관복조(冠
服條)에 나타나는 신분별 공복을 보면 당상관은 홍

포, 당하관 6품까지는 청포, 7·8·9품은 녹포로 색을

구별하고 복두를 쓰고, 홀을 들었으며, 대의 장식에

신분의 차이를 두었다. 그밖에 녹사(錄事)는 유각평

정건(有角平頂巾), 단령(團領), 조아(絛兒), 제학생

도(諸學生徒)는 치포건(緇布巾) 단령유학용청금(團

領儒學用靑衿), 조아(絛兒), 서리(書吏)는 무각평정

건(無角平頂巾), 단령(團領), 조아(絛兒), 향리(鄕

吏)는 복두, 녹포, 흑각대, 흑피화, 별감은 주황초립,

직령, 조아(絛兒), 궐내각차비는 청모(靑帽), 직령,

조아(絛兒), 인로(引路)는 자건(紫巾), 청단령(靑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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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약선사 감로탱 부분

- 감로탱, p. 23

<그림 10> 급제자, 과거은영회도 부분

- 조선전기국보전, p. 97

<그림 11> 유각평정건,

선조조기영회도 부분

- 조선전기국보전, p. 96

<그림 12> 무각평정건,

선조조기영회도 부분

- 조선전기국보전, p. 96

領), 자란(紫襴), 나장은 조건(早巾), 토황단령(土黃

團領), 조아(絛兒), 조예는 조건(早巾), 청단령(靑團

領), 조아(絛兒) 등으로 구별하였다.

<그림 6>의 하단과 <그림 7>21)에 복두를 쓰고 단

령을 입은 인물이 보이고, <그림 8>22)에서도 동일한

차림의 인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조선전기에는 공

복을 착용하는 사례가 보다 빈번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7>의 좌측 인물은 홀을 들어서 공복의 특

징을 잘 드러내는 한편, 우측 인물이 쓴 관모에서는

복두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공수한 손 아래로 조아

를 맨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림 9>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대와 조대를 띤 것으로 이

해된다. <그림 7>의 중앙에 있는 인물에게서 공복의

특색을 찾기 어려우나 포의 색상으로 미루어 녹포

를 입은 7~9품 관리로 추정된다. 불화의 특성 상

신분에 맞추어 복식을 꼼꼼하게 묘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평소에 경험한 여러 종류의 복식을 표

현한 것에는 틀림없다.

9품까지의 관리가 공복에 띠는 야자대는 안쪽에

보조대가 달려있고 본체의 끝에는 장식용 띠돈인

타미가 달려서 대를 여미면 타미가 달린 끝이 허리

뒤에 길게 늘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그림 10>24)의

과거은영회도에는 공복을 착용한 급제자들이 묘사

되어 있는데 야자대의 특성이 눈에 띈다. 알성시(謁

聖試)는 국왕이 문묘(文廟)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올린 뒤 성균관에 친림하여 문무과를 대상으로 치

루는 비정기 시험이다. 의정부에서는 합격자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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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축하연회인 은영연을 베풀고, 급제자들은 공복

을 갖추고 잔치에 참여했다. 공복은 은영회 뿐만 아

니라 종묘제례·선농의(先農儀)에 배제관(陪祭官)으

로 참여할 때, 작헌례에 참여할 때, 설과 동지에 왕

세자에게 하례할 때, 왕실의 가례절차 중에, 중국의

사신을 영접할 때 등에 착용했다. 국초(國初)에는

성균관 유생과 3품 이하의 조사(朝士)에게만 알성

시 응시자격을 주어 성균관 유생들에게 학문 의욕

을 고취하도록 했으나 나중에는 지방 유생에게도

기회를 주었다.25) 알성시는 임금 앞에서 급제자의

등급을 결정하는데 <그림 10>에는 녹포를 입은 이

가 많은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급제자가 7품 이하

의 품계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홍포가 보이

는 것은 당상관의 품계를 받는 이도 있었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선조조기영회도의 일부분인 <그림 11>26)과 <그림

1227)>는 각각 유각평정건과 무각평정건을 쓴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유각평정건(有角平頂巾), 단령(團

領), 조아(絛兒)로 구성되는 녹사(錄事)의 공복과 무

각평정건(無角平頂巾), 단령(團領), 조아(絛兒)로 구

성되는 서리(書吏)의 공복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로 공복 대신 흑단령을

입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복을 입는 사례는 줄어

들었다.

(3) 백관의 상복, 시복-사모·단령

상복은 사모, 단령, 대, 화로 구성되며 흉배를 더

한다. 관리가 평상 집무나 국가 연회에 착용하던 옷

으로 색은 규정된 바가 없어 자유로웠고 왕조마다

많이 착용하던 색이 있었으며 주로 홍색이 많았다.

시복은 경국대전에서 그 제도를 반포하지 않았

으나 조선왕조실록 등에 상복보다 격이 높은 옷

으로 기록하고 있다. 중종실록에 의하면 “조정에 있

는 사람들의 복색이 각각 달라 상참(常參), 조참(朝

參), 배사(拜辭)에는 시복을 입고, 경연(經筵)에는

상복을 입는다”28)고 하였다. 시복도 평상 집무시 입

는 옷이지만 17세기 이전까지는 상복보다 격이 높

은 옷으로 착용하였으며 흑색 또는 아청색 단령을

시복으로 인식했다.

<그림 13>29)의 조선사 감로탱 하단 인물이 사모

를 쓰고 단령을 입은 것은 당시의 상복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그림 14>30)의 하단 인물처

럼 립을 쓰고 단령을 입는 조합은 복식제도에 규정

된 바가 없으나 <그림 15>31)의 이현보(1467~1555)

초상화에서도 볼 수 있다. 이현보가 관찰사로 재직

하던 시절에 제작된 초상화에 정자가 달린 립을 쓰

고 붉은 색 단령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져서 그러한

차림새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약선사

감로탱에 묘사된 <그림 9>의 인물들이 착용한 의복

이 단령인지, 직령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각

대와 조대를 띤 모습으로 보아 의례복의 한가지를

착용했을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다.

3) 여러 가지 관모와 포

약선사 소장 감로탱에는 3가지 형태의 립이 보인

다. 첫째, <그림 9>의 좌측 군상이 쓴 관모처럼 모

정이 낮고 차양에 흰 안을 받친 것, 둘째, <그림 9>

의 우측 군상이 쓴 관모처럼 모정이 높고 뾰족하며

차양에 붉은 색 안을 받친 것, 셋째, <그림 14>의

첫줄에 앉은 인물의 모자에서 보듯이 모정이 약간

높고, 안팎이 모두 흑색인 것 등이다. 이러한 유형

은 동시대 초상화에도 보이는 것으로 첫째 형식은

<그림 16>32)의 김진 초상, 둘째 형식은 <그림 15>의

이현보(1467∼1555) 초상, 셋째 형식은 <그림 17>33)

의 선조조기영회도 등에 나타난다. 원래 조선 초의

립은 모정이 둥글며 모(毛)를 재료로 한 것은 전립

으로 이어지고, 죽(竹)을 재료로 한 것은 패랭이로

이어지되 패랭이보다 고운 세죽(細竹)으로 만들어

흑칠을 한 립은 흑립[갓]이 되었다.34) <그림 9>의

좌측 군상과 <그림 18>35)의 우측 인물들이 쓴 립은

발립처럼 모정이 낮고 둥근 형태를 띠며,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에 보이는 립

은 모정이 높고, 둥글다.

중종실록 25년(1530) 5월 18일(정미)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의복과 갓의 체제를 독특하

게 만들어 다양한 형태가 유행했다. 갓의 형태는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데 16세기까지는 모정이 둥근 흑

립이 일반적이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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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조선사 감로탱 부분

- 감로탱, p. 31

<그림 14> 약선사 감로탱 부분

- 감로탱, p. 23

<그림 15> 이현보초상

-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p. 75

<그림 16> 김진초상

-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p. 81

<그림 17> 선조조기영회도 부분

- 조선전기국보전, p. 96

<그림 19>37)에는 흑립 외에 조건(皁巾)을 쓴 인

물군이 보인다. 조건, 자건 등은 인로, 나장, 조예

등의 쓰개로 감로탱에 다양한 인물 군상이 묘사되

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그림 13>의 좌측 인물들은

와릉모를 쓰고 있어서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몽골풍

이 조선전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착용

한 포는 곧은 깃, 둥근 깃, 겨드랑이 아래로 옆이

터진 것, 무가 달린 것 등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포

의 형태는 알기 어렵다. <그림 20>38) 좌측의 인물들

은 등에 봇짐을 지고 모정이 둥근 흑립을 쓰고 무

릎 길이의 옆 트인 포를 입고 행전을 하여 길을 걷

기에 간편한 차림을 했다. 조선전기부터 남자들이

평상복으로 착용해온 창옷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

다. 임란 직후부터 출토물에 보이기 시작하여 김위

(1564～1632)묘에서는 7점의 창의가 출토되는 등

점차 출토유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졌다. 김위

묘에서는 직배래와 곡배래가 모두 출토되었다. 옆이

터지고 길이가 짧은 포를 착용한 서민들을 묘사한

<그림 20>을 통하여 임란 이전에도 창옷이 많이 착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39)의 자현장자는 병에 걸린 원앙부인을

돈 주고 산 인물로 길이가 긴 직령을 입었다. <그림

22>40)는 원유관을 써서 왕의 신분을 드러냈으나 강

사포가 아닌 곧은 깃이 달린 옆 트인 포를 입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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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조선사 양로탱 부분

- 감로탱, p. 31

<그림 19> 약선사 감로탱 부분

- 감로탱, p. 23

<그림 20> 약선사 감로탱에 묘사된 인물군상

- 감로탱, p. 23

<그림 21> 자현장자

- 조선전기국보전,

p. 243

<그림 22> 왕과 왕자,

사라수탱 부분

- 조선전기국보전, p. 243

<그림 23>약선사 감로탱에

묘사된 인물군상

- 감로탱, p. 23

아를 맸다. 왕이 일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임란

전후에 출토되는 직령의 한가지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에서는 직령이 하류층의 관복으로 규

정되었으나41) 조선에서는 격이 높은 상복(常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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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조선사 양로탱 부분

- 감로탱, p. 31

<그림 25> 위제희왕비와 시녀, 서복사 소장

관경변상도 부분

- 高麗時代の佛畵, p. 116

<그림 26> 물 깃는 처녀,

사라수탱 부분

- 조선전기국보전, p. 243

<그림 27> 하연부인 초상

- 한국의 미 20, p. 145

로서 곁주름포와 철릭을 받침 옷으로 갖추어 입었

다.42)

조선전기에는 곁주름포〔액주음(腋注音)〕를 양

반으로부터 공상천예(工商賤隸)에 이르기까지 통상

적으로 착용하였으나43) 그림 상으로는 확인하기 어

렵다. 다만 <그림 23>44)에 보이는 인물군상을 통하

여 곁주름포의 착용양상을 어림해 본다. 임란 후로

는 유물도 출토되지 않으며 가례도감의궤의 기록에

비추어 밑받침 옷으로 착용되었음을 추측한다. <그

림 23>은 망자에게 절을 올리는 인물들로 상복의

용도로 착용한 포의 입음새를 볼 수 있다. <그림

24>45)는 조선사 감로탱의 상주를 묘사한 것으로 조

선전기의 상복 착용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여성 복식
1) 예복

<그림 3>에서 보는 바 사라수탱에 묘사된 왕비는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치마 위에는 위군(幃裙)

을 덧입었으며 표를 걸쳐서 조선전기 여성예복의

특징을 보여준다. 일본 서복사(西福寺) 소장 14세기

고려 관경변상도(觀經變相圖)인 <그림 25>46)의 위

제희 왕비를 따르는 시녀들은 <그림 3>에 보이는

것처럼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표를 걸쳤으나 사

라수탱의 원앙부인처럼 위군을 덧입지는 않았다. 통

일신라부터 예복으로 착용하던 차림새가 고려를 거

쳐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6>47)의 물 깃는 처녀들은 위군과 표를 갖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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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위제희왕비, 대은사

소장 관경변상도 부분

- 高麗時代の佛畵, p. 114

<그림 29> 예복을 입은 여인 군상,

약선사 감로탱 부분

- 감로탱, p. 23

<그림 30> 공민왕 부부초상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31> 공양자,

약선사 감로탱 부분

- 감로탱, p. 23

않았으나 치마, 저고리의 입음새로 예복임을 알려준

다. <그림 27>48)은 여말선초의 인물인 하연(1376∼

1453)부인 성주이씨의 초상화인데 여러 본이 있지

만 모두 다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표를 두른 모

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초상화는 불화에 묘사된

여인들의 복식이 당시의 복식 상황을 그대로 반영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림 28>49)은 일본(日本) 대은사(大恩寺) 소장

1312년의 관경변상도(觀經變相圖) 중 위제희 왕비

부분으로 왕비의 차림새는 <그림 25>의 위제희왕비

복식과 아주 유사하다. 붉은 색 예복 안에 소매통이

넓은 의(衣)와 길이가 긴 치마를 입었으며 제일 안

에는 흰색의 깃과 끝동이 달린 저고리를 입었다. 예

복의 소매는 짧고 잔주름이 장식되어 있으며 허리

뒤에는 후수를 연상시키는 매듭장식을 드리웠다.

<그림 29>50)의 약선사 감로탱 여인 공양자들의 복

식도 고려시대 관경변상도의 왕비 예복과 유사하다.

또한 공민왕 부부 초상화로 전해지는 <그림 30>51)

의 노국공주가 입고 있는 의상과도 유사하여 고려

말의 입음새가 조선 전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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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조반부인 초상

- 한국명인초상화대감, p. 47

<그림 33> 학조대사

-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p. 541

<그림 34> 승려군상, 약선사 감로탱 부분

- 감로탱, p. 23

<그림 35> 광유성인, 사라수탱 부분

- 조선전기국보전, p. 243

여준다. 단, 소매 끝에 잔주름이 달려있는 반수의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출토

유물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 단령이 많이

출토되는데 불화에서는 단령을 입은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다.

2) 여성 평상복

약선사 감로탱의 여인 공양자상인 <그림 31>52)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16세기 여성복식의 전형을 보

여준다. 치마말기 끈을 길게 드리워서 장식적인 요

소로 삼았다.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노랑치마가 여전

히 보이고 초록색 치마도 있으며 녹의홍상, 홍의황

상, 황의녹상 등의 배색을 이루고 있다.

평상예복을 착용한 여인의 모습은 여말선초의 조

반(1341∼1401)부인 초상화인 <그림 32>53)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치마저고리 위

에 아청색 포를 걸쳤다. 일상적인 저고리의 입음새

를 보여준다.

동 시대에 보이는 치마, 저고리의 다양한 입음새

는 다양한 길이와 형태를 가진 치마 저고리 출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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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광유성인의 제자 승열바라문, 사라수탱 부분

- 조선전기국보전, p. 243

<그림 37> 유정

-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p. 545

로도 확인된다. 박성실은 임진왜란 이전의 출토 저

고리를 단저고리형, 옆이 막힌 중간길이의 저고리,

옆이 트인 긴 저고리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54) 단저

고리형으로 분류되는 길이 50cm 전후의 저고리는

깃, 섶, 겨드랑이, 수구 등에 금선단 등 고급 소재로

장식하거나 고급옷감을 사용하고 있다. 사라수탱의

부분인 <그림 26>의 물깃는 처녀들의 옷차림처럼

저고리를 먼저입고 치마를 나중에 입는 예복용 저

고리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문헌에 보이는 고

의(串衣)가 이러한 유형과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되

는데 길이가 긴 예복용 치마와 짝을 이루었을 것이

다. 길고 넓은 치마는 모두 고급 소재로 되어 있어

서 예복용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길이 60~70cm전

후의 중간 길이의 저고리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일상복으로 입는 저고리유형으로 이해되며 <그림

32>에서 볼 수 있는 입음새를 가진다. 길이 80cm

전후의 옆 트인 긴 저고리는 길이, 화장, 진동이 다

른 유형에 비하여 크고 길어서 제일 위에 덧입는

저고리로 판단되며 <그림 31>의 처녀들의 입음새로

추정된다.

출토 치마 중 원형으로 남아있는 유물은 많지 않

다. 치마 길이는 73~130cm로 다양한데55) 저고리

길이의 다양성과 맥이 닿는 것이라고 본다. 소재면

에서 금선단이나 수로 장식한 스란치마, 치마 전체

를 금선단으로 만든 치마가 있으며, 형태면에서 앞

자락은 발끝에 놓이고 뒤자락은 길게 끌리도록 앞

부분을 접어 박거나 삼각주름을 넣어 만든 예복용치

마, 치마 밑단을 접어 올린 접은 단 치마 등이 있다.

3. 승복
승려는 장삼 위에 가사를 걸쳐서 법복으로 삼는

다. 삼국시대 중엽 이후부터 고려 말까지 약 1,000

년 동안 중국의 흑장삼과 붉은 가사를 받아들여 전

통적인 우리 옷 위에 착용하였다. 세종 때의 금령에

승려의 의복에는 흑색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

는 것으로 미루어 대체로 시색(緦色：회색과 비슷

한 거무스레한 색)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색은 승복의 전통이 되어 현재에도 승려의 장삼과

평복 및 소지품에 주로 쓰이고 있다.56) 학조대사(學

祖大師 세조~중종)상인 <그림 33>57)에서 전통적인

승려의 복색을 볼 수 있으며, <그림 34>58)의 승려들

이 입은 장삼에서 시색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

34> 우측 그림의 맨 앞쪽에 앉아 의식을 주재하는

승려는 오른손으로 금강령을 흔들면서 의식문을 외

고 있으며59) 그 뒷줄에 앉은 나이든 승려들 역시

의식문을 앞에 두고 읽고 있다. 왼쪽 구석에는 남색

장삼을 입은 승려의 모습도 보인다. 세종실록 6년
(1424) 2월 7일(계축) 기사에 일본 회례사 판선공

감사 박안신 등에게 내린 물목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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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라 가사(大紅羅袈裟)에 초록라(草綠羅)로 장식
한 것 한 벌과 자라괘자(紫羅掛子)에 아청라(鴉靑
羅)로 장식한 것 한 벌, 남라장삼(藍羅長衫) 한 벌,

검붉은 사피[紫斜皮]로 만든 승혜(僧鞋) 한 켤레”

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승복의 대략을 짐작할

수 있다.

장삼 위에는 가사를 둘렀는데 감로탱에 묘사된

승려가 두른 가사는 복전(福田)가사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림 34>의 우측에는 승려

군상이 묘사되어 있는데 홍색 가사에 가로와 세로

로 초록색 조를 댄 것, 초록색 가사에 홍색으로 조

를 댄 것 등이 보이며, 좌측 상단의 승려는 <그림

33>의 학조대사처럼 붉은색 가사에 가로와 세로로

선을 댄 복전(福田)가사를 착용했다. 가사를 입는

방식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편단우견이 대부분

이지만 사라수탱 부분인 <그림 35>60), <그림 36>61)

과 같이 통견의 방식과 왼쪽 어깨를 드러낸 착용방

식도 볼 수 있다. <그림 35>의 광유성인은 홍색의

직금장삼 위에 붉은색 금란 가사를 더했으며 승열

바라문은 스승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남색

위주의 장삼과 가사를 입었다.

유정(惟政 1544~1610)의 초상화인 <그림 37>62)

에서 보듯이 금란가사는 승려가 실제 착용하던 것

으로 유정의 금란가사는 민속자료 제29호로 지정되

어 밀양 표충사에 소장되어 있다.

Ⅳ. 소재
1. 말총
조선전기에 유행하여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특별한 소재가 말총이다. 중국에서 망건을 수입하여

조선화해서 만든 말총 망건은 중국에 역수출되기도

했다. 말총으로 만든 받침옷은 종의(鬃衣)라고 하여

조선에서는 물론 명에서도 유행했다. 명(明) 성화

(成化 1465-1487), 홍치(弘治 1488-1505)년간에는

선비들이 포(袍)속에 입어서 아래 폭을 부풀리는

기능을 하는 마미군(馬尾裙)을 입는 것을 즐겼고

이것을 고려양(高麗樣)이라고 하였다.63) 중국에서

종의가 유행한 상황을 성종실록 21년 4월 25일(정

미)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부(崔溥)가 제주로부터 항해하다가 표류(漂流)
하여 중국에 닿았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종의

(鬃衣)를 가지고 왔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없
다.’ 하니, 그 물은 자가 말하기를, ‘전날 이섬(李
暹)이 왔을 때에는 종의를 많이 팔았는데 너만 유

독 없으니, 실로 빈한한 유생(儒生)이다.’ 하였다.”

종의가 유행하므로 제주에서는 수요에 맞추어 말

총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리하는 상황이 생겼다. 성

종실록 21년 4월 25일(정미)의 기사에

“특진관(特進官) 유자광(柳子光)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제주는 서울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왕화(王化)가 미치지 않는 바입니다. 수령들이 불
법을 많이 행하여 종의를 짜서 만드니, 이로 인하

여 말의 꼬리와 갈기를 잘라 가서 거의 다 없어졌
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제주의 일은 감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수령들이 불의를 마음대로 행하여 꺼

리는 바가 없습니다 하니…임금이 말하기를, 종의
(鬃衣)는 일체 금하는 것이 옳다. 겸감목(兼監牧)
을 세우는 일은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탱화를 비롯한 조선의 회화자료에는 종의를 입어서

아래를 부풀린 실루엣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으나

<그림 38>64)과 <그림 39>65)에서 보듯이 명대의 자

료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와 같이 겨드랑

이 아래 양쪽으로 쌍주름을 잡는 방법은 고려시대

답호를 비롯하여 조선전기 유물에 까지 보이다가

사라진다.

2. 고급필단
<사라수탱>에서 보듯이 조선전기에는 직금 소재

를 많이 사용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출토유물로도

확인된다. 조선전기는 농업생산력의 발달로 곡물 및

여러 생산물의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장시(場市)가

확대되고 상업분위기가 활성화되어 대상인층이 형

성되었으며 연산군의 실정으로 관장수공업제가 붕

괴되고 사장제(私匠制)가 등장하면서 공인(貢人)들

이 사치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떠올랐다.66) 따라서

사라능단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많은 양이 수입

되고, 중국산 비단의 품질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자

기 집에서 사사로이 직조하는 사람들도 등장하였다.



服飾 第64卷 1號

- 60 -

<그림 38> 元宵行樂圖卷

- 中國古代服飾史, p. 451

<그림 39>

益莊王墓出土

- 中國古代服飾史,

p. 433

중종실록 9년(1514) 2월 28일(임술), 중종실록 11년

(1516) 10월 28일(병자) 등의 기록이 이러한 상황

을 알려준다.

3. 모시, 삼베
모시 짜기 기술의 최고 전성기는 고려시대를 꼽

지만 백저포는 여전히 조선의 특산물이어서 궁중에

바치는 진상품으로 명성을 떨쳤고, 사신들의 하사

품, 수출품으로 많이 소비되었다. 또한 여름철 군신

의 관복으로는 오로지 마포(麻布)를 사용하였다. 백

저포를 염색하여 짙은 남색(藍色), 혹은 검붉은 색

[紅黑色]을 쓰고, 저마교직(苧麻交織)과 마포는 각

각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입게 하였다.67) 흑마포 역시

백저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조선의 특산물이었다.

<그림 24>의 조선사 감로탱에 보이는 상복이 삼베

로 제작된 점은 당연지사이다.

모시는 충청도 한산지역이 특산지이며, 경기도,

전라도의 일부 해안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한정성을

띠었다. 모시풀은 영하 15도 정도에 뿌리가 얼고 서

리에도 약해서 서리가 늦게 시작되고 빨리 끝나는

따뜻한 지방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택리지에 서천

(舒川)·한산(韓山)·임천(林川)은 땅이 모시 가꾸기

에 알맞아 모시로 얻는 이익이 전국에서 첫째68)라

고 설명하고 있다. 예종 원년에 각 지방의 토산물을

정부에 납부토록하면서 제시한 특산물과 일치한

다.69)

4. 면포
모시와 삼베가 여름철 소재인 것에 비하여 면포

는 솜으로서도 이용이 가능해서 겨울철에 더욱 경

쟁력을 가지는 사계절용 소재였다. 목면은 아열대지

방의 식물이기 때문에 재배지를 전국으로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방면업의 성공을 이룬 후

면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세종조로부터 문종,

단종, 세조, 예종에 이르기까지 면화의 생산지를 함

경도까지 넓히게 된다. 계층의 고하에 국한되지 않

고 모든 계층에게 사랑받는 보편적인 의료로 자리

잡았다. 목면업이 정책적으로 시행된 세종 대에 이

르면 면포가 주요 유통수단이 되었다. 1445년(세종

27년)에는 모든 매매에 있어서 반드시 면포로 값을

정한다70)라고 할 정도로 면포는 정포(五升布-닷새

베)를 압도하며 중요한 포화가 되었다. 1492년(성종

23년)에 간행된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의하면 면포

1필은 35자이고 너비는 7촌 이상으로 하였다.71) 경

국대전, 호전(戶典)에 의하면 정포 1필은 쌀 40되,

상포 1필(3승포, 30자)은 쌀 20되, 저화 1장은 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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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저고리 착용방식 중저고리 착용방식 장저고리 착용방식

- 저자그림

<표 1> 조선전기 저고리 착용방식

되72)에 해당한다. 면포 1필은 대략 정포 2필로 교환

되어 쌀 80되에 해당했다.

임란 이전의 출토유물 중에 면포로 만든 의복이

다수 포함되어 있듯이 탱화에 보이는 일반 서민의

복식은 대개 면포였음은 당연한 사실로 이해된다.

조선전기의 출토복식은 묘주의 생존시기가 이를수록

견직물이 대부분이었으며 목면은 겉옷의 안감이나

내의류 정도에 사용되었고, 시대가 늦어질수록 면직

물이 단령, 직령, 답호 등의 겉옷류에 사용되었다.

또한 중종대 부터는 면사와 견사, 또는 면사와 저사

의 교직으로 된 직물도 수 점 출토되어 면포의 변형

도 이루어졌다.73) 또한 조선전기 대외교역에 있어서

특히 일본과의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Ⅴ. 결론
16세기의 탱화는 세종실록 오례의와 경국대전

등에 규정된 복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려졌다. 면복, 원유관복, 곤룡포 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방심곡령을 갖추는 조선 초기 왕의 원유

관복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백관의 관복 및 편복포의

다양성이 묘사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갓과 의복의

형태가 등장했다는 중종실록의 기록을 시각적으로

증거해 준다. 특히 창옷이 임란이전부터 착용되었음

을 알려준다.

여성예복은 고려의 전통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

다. 출토 유물에 보이는 단저고리, 옆이 막힌 중간

길이 저고리, 옆 트인 긴저고리의 착용법을 탱화를

비롯한 16세기의 회화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첫째, 깃, 섶, 겨드랑이, 수구 등에 고급

소재로 장식하거나 고급옷감을 사용한 단저고리는

저고리를 먼저입고 치마를 나중에 입는 방식으로

착용했으며, 길이가 긴 예복용 치마와 짝을 이루었

을 것이다. 길고 넓은 치마는 모두 고급 소재로 되

어 있어서 예복용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둘째, 옆이

막힌 중간길이 저고리는 치마를 먼저 입고 저고리

를 나중에 입는 방식으로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저

고리를 입는 유형이라고 이해된다. 셋째, 옆 트인

긴저고리는 길이, 화장, 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크고 길어서 당의처럼 제일 위에 덧입는 저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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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이러한 착용방식을 <표 1>로 정리했다.

승려는 시색의 장삼과 붉은 가사를 착용한 모습

이 많으며 그 전통은 현재까지 승려의 복색으로 이

어지고 있다. 편단우견, 통견, 편단좌견 등 여러 가

지 방식으로 가사를 착용했다.

조선전기에 유행한 특별한 소재인 말총은 마미

군, 종의 등으로 고려양을 중국에 유행시켰다. 한편

사라능단의 수요가 급증하고 한 때 고급필단을 제

직하는 기술이 중국을 능가하여 사적인 생산이 활

발해졌다. 조선의 특산물인 백저포와 흑마포는 하절

기 소재로, 면화는 동절기 소재로 각광받으며 보편

적인 소재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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