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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Goryeo and its relationship with Song and Yuan. In add-

ition, it observes the shape of dress styles for the king, queen, officers, maids in waiting, and commoners

after classifying them with a focus on the dress style of normal people appearing in Buddhist paintings. This

study then investigates structures by tracing Goryeo's unique identity and its characteristic by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dressing style elements of Goryeo with Song and Yuan. The results shows that the Song's

system was used exclusively for the dress style of the king and government officers of Goryeo after Go-

ryeo's submission period by Yuan. There were no clear appearances of a Mongol style dress but only chan-

ges in head styles of cutting hair around the head and twisting the rest in a top down and long method. In

addition, Song's style Bokgeon was shown by the king to his lower level officers. This was because the king

and his officers of Yuan were in accordance with Song's system in officer's dress, hat and head style, armor,

and horseback riding equipment. Second, there is doubt if they inherited a traditional form and style of the

dress rather than followed the dress style of Yuan because the shape of Yuan's basic dress style Deel is very

similar to the dress shape of early Buyeo people's Po in the 3
rd

 to 4
th
 centuries. Third, the shape of the

Chaksu and Gung-go had been kept as it was in the dress style of ordinary men, and because the shape of

the double collar had already appeared in the period of Samguk, which appeared in all classes of Yuan. There

is no reason to adopt double collar shape that appeared. The general Pyeonbokpo of the country had to be

influenced by Yuan. Forth, the dress style of queen and her maids in waiting were mentioned in documents;

however, there was no shape of a dress like Boktag and Deel in the relics, which are the characteristic of

Yuan's woman dress style. Fifth, the shape worn national style Yu and Sang had been kept in an ordinary

woman's dress style; however, the two style system of high and lower class in Yuan's ordinary woman dress

style appeared newly and is considered an influence of Gor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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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려(高麗, 918~1392)는 불교가 국가적 종교로써 매우

번성했던 시기이다. 이에 따라 종교화 또한 매우 발전했

는데, 특히 화려하면서도 정교하게 그려진 불교회화는 당

시 문화와 미술의 경향을 잘 대변해 준다. 또한 회화는 한

시대의 사상이나 가치관 및 풍속 등을 반영하는 시대적

산물로써 고려의 불교회화 역시 당시의 시대상을 짐작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고려 불화에 나타난 중

생들의 복식 형태와 색채의 표현은 사실적이면서도 정교

하게 표현되어 있어 고려시대 복식을 연구하는데 대단

히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한편, 고려는 고종(高宗, 1213~1259) 18년(1231) 원(元)

의 침략을 받아 30여 년간 항전했지만 140여 년에 걸친

원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 사회 전

반은 물론 복식에 있어서도 원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

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고려사(高麗史)』,『고려도

경(高麗圖經)』등의 고서(古書)에 따르면 고려 시대에 송

(宋)과 국교를 맺으면서 송의 제도를 받아들였으나 관복

(官服)만을 수용했을 뿐 일상복이나 서민복은 국속(國俗)

의를 입었으며 요(遼)나 금(金)이 고려를 침공하고 관복

을 보내왔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일반 복식에 있어 우

리 고유의 복식을 입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로는 고려시대 복식을 대상으로

그 형태나 문양을 고찰한 연구(Kim, 1998; Kim & Lee,

2001; Lim, 2008)나 송과 고려복식과의 관계 연구(Lee,

1995; Suh, 1997), 또는 원과 고려복식과의 관계 연구(An,

2004; Kim, 2004; Son, 1991) 등이 있다. 그러나 고려가 송

과 원대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존재했던 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를 함께 비교 고찰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복식 형태에 있어서 실제로 송과 원이

고려 복식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문헌과 시각자

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관계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려와 송 ·원과의 복식 형태를 비

교 고찰하여 송 ·원과 구별된 고려 복식만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밝혀내어 그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고려

시대 복식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술사에서 불화를

보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려의 역사적 배경과 송 ·

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고려시대 불화에 나타난 중생

들의 복식을 중심으로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으로 나누

어 남자는 왕, 관원, 서민으로 여자는 왕비, 궁녀, 서민으

로 분류하여 그 형태를 관찰한 후, 고려와 송 ·원과의 복

식형태를 비교 분석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했다. 문헌자

료로 1123년 송나라 서긍(徐兢)의『고려도경』과 1451년

에 쓰여진『고려사』, 1452년『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의 고서기록과 복식사 관련서 등을 살펴보았다. 실증

자료로는 육안으로 복식의 형태가 식별 가능한 고려시대

의 불교회화로 범위를 제한하여 1098년 제작된 <대방광

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을 비롯하여 1312년 <관경

변상도(觀經變相圖)>, 1320년대 <수월관음도(水月觀音

圖)>, 1350년 <미륵하생경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

1350년 전후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1332~1398년

<밀양고법리박익벽화묘(密陽古法里朴翊壁畵墓)>, <거

창둔마리벽화고분(居昌屯馬里壁畵古墳)> 등에 나타난

불화를 대상으로 형태를 분석했다.

II. 이론적 고찰

1. 역사적 배경

1) 고려

고려는 삼국시대에 이은 두 번째 통일왕조로써 918년

왕건(王建)에 의해 건국되어 1392년 공양왕(恭讓王)까지

475년간 존속했다.

고려는 왕권에 비해 지방 호족세력이 강력했지만 4대

광종(光宗, 925~975)에 이르러 노비를 해방시켜 주던 노

비안검법(奴婢按檢法, 956)과 과거제도(科擧制度, 958)

를 실시하여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었

다. 한편, 고려는 거란, 여진, 몽고, 일본 등 끊임없는 이

민족(異民族)의 침략을 받아왔는데(Chae, 1988) 11세기

에는 강감찬(姜邯贊)의 귀주대첩(龜州大捷, 1019)으로 거

란족의 침입을 막아내기도 했다. 12세기에 들어 권력투

쟁과 내분이 격화되어 무신정변이 일어났고 왕권이 약화

되면서 병권을 가진 무신들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13세

기에는 몽고족(蒙古族)이 세운 원의 침입을 받아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31대 공민왕(恭愍王, 1330~1374)이

즉위하여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왕권이 무

너지고 민심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갔다. 이에 무신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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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이성계(李成桂, 1335~1408)와 그의 책사(策士)였던 정

도전(鄭道傳, 1342~1398) 등이 주도하는 정치세력에 의

해 1392년에 멸망(Han, 2004)했다.

2) 송(宋)

고려와 송은 광종 3년(962) 광평시랑(廣評侍郞) 이흥

우(李興祐)를 송에 보내어 교섭한 것을 계기로 광종 13년

(975)에서 1174년까지 왕래관계를 유지했다. 양국은 이

후 사절(使節) ·예물교환, 유학생 파견, 상인의 출입 등

활발한 경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1세기

초에서 12세기 중엽에 이르는 150년간 고려의 경제 ·문

화 수준이 절정에 이르렀다. 또한 송과 고려는 정치관

계를 결성하여 거란을 견제하는데 힘썼는데 이를 통해

송은 남방 통일 전쟁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형성했고 고

려도 거란의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는 동시에 송과의 교

류를 통해 선진문물을 흡수하며 국내 정치개혁에 힘썼

다(Kim, 1991). 그러나 이후 송은 금의 침략으로 인해 고

려에게 협공을 요청하지만 이를 거절한 고려는 금과의

외교에 주력하게 된다. 이후 고려와 송나라는 주로 문

화적인 교류를 이어갔으며 송은 멸망해 갔고 송의 많은

지식인과 경제인들이 고려로 망명해 왔다(Park, 2007).

3) 원(元)

고려와 원의 교류는 고종 5년(1218) 몽고군과 동진군

이 연합하여 거란군을 치기 위해 고려의 북방을 침입한

데서 시작되었는데 고려도 원과 함께 강동성에 거란을

포위하여 항복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원이 고려에 정

식으로 수호(修好)를 청했고 정식 국교가 시작되었다(Na,

2001). 그러나 1225년 원의 사신 저고여(著古與)가 고려

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원은 이를 빌미로 고

려 정벌을 단행하게 되었다. 1231년 원의 장수 살리타이

[薩里台, 撒禮塔]가 고려에 침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군사

행동을 벌였고 끈질기게 항전하던 고려는 결국 고종 46년

(1259)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후 고려는 약 136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Park, 1999).

III. 복 식

고려의 복식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크게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눠진다.

고려 전기(918~1279)의 복식은『고려사』(Park, 2013)

제72권 지(志) 제26 여복(輿服) 관복(冠服)에 “考慮太祖

開國 事多草創 因用羅舊.”라고 하여 태조(918~943)가 나

라를 세울 때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많아 신라의 제도를 그

대로 쓴다고 했다. 따라서 고려의 관복은 건국 이래 인

종(仁宗, 1122~1146) 23년까지 신라 복식의 옛 제도와 당

(唐, 618~907)의 옛 제도인 송 복식의 제도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종(成宗, 981~997)은 송의 제도를 받

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는데 다만 복식에 있어서 관복만

을 수용했을 뿐 일상복은 고유의 복식을 입었다. 이는 다

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려도경』(Xu, 1124/

2005) 제7권 관복에 “唐初稍服五采, 以白羅爲冠, 革帶皆

金珥, 逮我中朝, 歲通信使屢賜襲衣, 則漸漬華風, 被服寵

休, 翕然丕變, 一遵我宋之制度焉, 非徒解辮削衽而已也,

然而官名參差, 朝衣燕服, 時有同異者, 謹列之作冠服圖.”

라고 하여 고려가 송나라에 해마다 사신을 보내 자주 왕

이 옷을 하사하여 점차 중국풍에 젖게 되면서 송의 제도

를 따르게 되었지만 고려는 조정에서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옷이 송의 제도와 다른 것이 있어 이를 그림으로 기

록한다고 했다. 이 같이 고려는 관복의 제도만 송을 따랐

을 뿐 일반 복식은 상대시대부터 내려왔던 우리 고유의

복식을 고수하여 복식의 이중구조를 형성했다.

고려 후기는 원(1270~1367)과 명(明)의 영향을 받은 시

기이다. 고려는 고종 12년(1225) 원의 침략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충렬왕(忠烈王) 이하 역대 왕들이 대대로 원의 공주와 혼

인하여 왕위를 잇게 되었고 원의 복식 문화가 고려 왕실

에 유입되어 몽고풍(蒙古風)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반면,

원에서는 공녀(貢女)로 차출되어 끌려 간 고려 여인들

이 황실의 궁인(宮人)이나 시녀(侍女)가 되고 황족(皇族)

과 고관(高官)의 처(妻)나 첩(妾) 또는 노비(奴婢)가 되었

는데 이들의 복식, 그릇, 음식 등이 원에 전파되어 고려

양(高麗樣)을 형성하기도 했다. 원의 간섭이 시작되고

100년이 흐른 뒤, 원의 멸망이 다가오자 고려는 공민왕

(恭愍王, 1351~1374) 11년에 변발(辮髮)과 원의 연호(年

號)를 멈추고 관복의 제도를 고쳤다(Chae, 1988). 왕은 잠

시 구류면(九旒冕) ·구장복(九章服)을 버리고 중국 황제

와 동격인 12류관 · 12장복을 착용하여 자주성을 회복하

고자 했으나 공민왕은 18년에 명에게 제복(祭服)을 청하

여 왕의 면복, 왕비복, 관복 등의 사여복을 받게 된다. 하

지만 이는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에 의거하여 중국

에 비해 2등급 낮춰진 것이였다. 왕비의 관복은 송 ·명

나라의 적의(翟衣)를 입었고 관복은 명의 제도에 따라

1품에서 9품 모두 사모와 단령을 착용했다(Kim & Y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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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와 송 ·원의 복식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먼저 각 나라별로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이

를 다시 신분별로 나누어 남자는 왕, 관원, 서민으로 여

자는 왕비, 궁녀, 서민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1. 고려의 복식 형태 고찰

1) 남자

고려의 남자 복식은 왕, 관원, 서민으로 나눠서 살펴

보았다.

왕의 복식에 대한 기록은 각종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왕의 복식은 고려 초, 송의 사신 서긍의『고려도경』

에 의해 5가지로 분류되는데 제복(祭服), 조복(朝服), 공

복(公服), 상복(常服), 편복(便服)으로 나뉘며『고려사』,

『고려사절요』등을 통해 왕복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5가지 분류된 왕의 복식들 중에 육안으로 확

인 가능한 것은 그리 많지 않으며 문헌에 의존해야만 한

다. 이에 따라 왕의 복식 중 고려 불화를 통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조복을 중심으로 문헌기록과 함께 살펴보

았다. 조복에 대해『고려도경』제7권 관복(冠服) 왕복(王

服)에서 “其會國官士民 則加幞頭束帶 祭則冕圭.”라고

하여 나라의 관원과 사민이 모여 조회할 때에는 복두를

쓰고 속대를 착용한다고 했다. 따라서 조복은 대제사나

새해 첫날과 동지, 대조회, 책봉을 명할 때 갖추었던 복

장으로 왕이 백관과 사민(양반과 평민)을 접견할 때 착

용하던 의복이다.

『신편 고려사절요(新編 高麗史節要)』(Kim, 1452/2004a)

제5권 11대 문종 12년(1058)에 왕의 조복에 대해 “御服

備禮之時, 當服紅黃色, 其餘色可服者, 博考前典, 以奏,

今, 按律曆志, 黃者, 中之色, 君之服也, 唐史, 云, 天子,

服用赤黃, 遂禁士庶, 不得以三黃, 爲服, 又云, 絳紗衣,

朔日受朝則服之, 開元禮, 云皇帝, 祈谷圓丘, 服絳紗袍,

古史, 云一染謂之絳, 注, 縓紅也, 然則, 帝王之服, 備禮,

則黃赭絳三色, 如宴饗小會, 取其便宜, 今所服紅黃外, 更

無餘色.”이라고 하여 율력지(律曆志)에서 누른빛은 중앙

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임금의 옷 빛이라 했고 당사(唐

史)에선 황제의 옷은 적색, 황색을 사용하므로 사서(士

庶)들은 3황색(三黃色: 웅황색, 자황색, 황금의 황색)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으며 강사의(絳紗衣)는 초하룻날

조하(朝賀)를 받을 때에 착용하고 개원례(開元禮)에선

황제가 풍년을 비는 제사 시 강사포(絳紗袍)를 입는다고

하여 왕의 조복으로 황색 ·자색 ·강색을 입는다고 했다.

또한『고려사』제72권 지 제26 여복 관복의 충렬왕

27년(1301) 5월에 “服色擬於上國, 以芝黃代赭袍, 未幾,

復用黃袍.”라고 하여 왕의 복색을 중국 제도에서 본따

자황색 대신에 지황색을 입었고 얼마 후 다시 황색을 입

었으며,『고려사』제72권 지 제26 여복 관복의 공민왕

19년(1370) 5월에 “恭愍王十九年五月 太祖高皇帝, 賜遠

遊冠七梁, 加金博山, 附蟬七首, 上施珠翠, 犀簪導. 絳紗

袍, 紅裳, 白紗中單, 黑領靑緣袖, 裙, 襦, 紗蔽膝, 白假帶,

方心曲領, 紅革帶, 金鉤䚢, 白襪黑舃, 受群臣朝賀服之.”

라고 하여 명나라 태조가 관복을 사여했는데 7량의 원

유관과 강사포를 보내왔고 강사포와 홍상은 깃이 검고

소매 끝이 푸른 선을 둘렀으며 중단에 상, 폐슬, 백가대,

방심곡령, 붉은 혁대, 백말, 흑석 등을 보내왔다고 하여

당시 조복의 모습을 알 수 있다.

<Fig. 1>의 왕은 두발을 양옆과 뒤통수를 개체(開剃)

하고 그 위에 건(巾)을 썼다.『신편 고려사절요』(Kim,

1452/2004b) 제20권 충렬왕 4년 1278년 2월에 “令境內

服元衣冠.”이라고 하여 국내에 명을 내려 모두 원의 의

복과 개체 변발할 것을 명하였다고 했으나 변발은 그 당

시 주변 국가인 여진족에게서도 성행하던 형태로서 반드

시 원의 풍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Kim, 2000). 머리에 관

모로 원유관을 썼는데 <Fig. 2>의 중앙에 서 있는 왕을

보면 머리에 원유관(7량)을 쓰고 양귀 옆으로 내려 적색

조로 결(結)하였다. 의복으로 포는 <Fig. 1>과 같이 황색

에 깃과 수구(袖口), 도련에 흑선을 했다. 또한 교령(交

領)으로 우임(右衽)이며 소매는 직배래 혹은 사선배래

로 보인다. 포 안에 백색의 사(紗)로 만든 중단(中單)을 입

고 하의로 진홍색의 상(裳)과 대대가 보이며 백색 끈을

했다. 허리에 혁대, 폐슬과 패옥, 수의 유무는 보이지 않

으며 백색의 말과 석을 신었다. 어깨 위로 방심곡령을 착

용하고 손에 규를 들었다. 고려 말 조복의 형태로 짐작

하게 하는 1350년(충정왕) <미륵하생경변상도><Fig. 3>

의 왕은 원유관(7량)을 쓰고 강사포를 입고 있다. 이를

통해 공민왕(1370년) 이전부터 조복으로 원유관과 강사

포의 착용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포는 교령에 대

수포로 깃과 수구, 도련에 흑선을 둘렀으며 둔부선 길이

이다. 허리에 백가대를 하고 황금색 선의 거단에 주름 장

식을 하고 손에 규를 들었다. 방심곡령은 어깨 뒤로 끈을

엇갈려 늘어뜨린 형태로 송제(宋制)를 따랐다.

관원의 복식은 제복, 조복, 상복, 장위복으로 나뉘며 불

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복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는

데 당시 고려에서는 공복과 상복을 통용했다(Yu & Kim,

1998). 공복의 기본구성은 복두(幞頭)를 쓰고 단령포를

입는 것이었다. 복두에는 각이 양옆으로 뻗은 모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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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展脚)복두, 각이 위로 꺽여 올라간 상절각(上折脚)복

두, 양각이 아래로 내려간 하수형(下垂形)복두, 색이 있

는 천으로 위를 묶은 복두[幞頭以采上束], 사(紗)로 만든

복두 등이 있다(Kim, 2000).『고려사』제72권 지 제26 여

복 공복 광종 11년(960)에 “定百官公服, 元尹以上, 紫衫,

中壇卿以上, 丹衫, 都航卿以上, 緋衫, 小主簿以上, 綠衫.”

이라고 하여 백관의 공복을 서열에 따라 자(紫) ·단(丹)

·비(緋) ·녹(綠)의 사색공복제를 정하였다고 했다. 지장

시왕도[地藏十王圖]에서 보이는 관원<Fig. 4>은 전각복

두와 단령포를 입었다. 단령포는 소매가 넓은 대수(大袖)

이며 중단은 깃과 수구에 이색(異色)선을 두르고 백저의

(白苧衣)를 입었다. 허리에는 붉은색 띠[紅鞓]를 매고 손

에는 백색 홀(笏)을 들었으며 화(靴)를 신었다. 1312년

<관경서품변상도(觀經序品變相圖)>의 하단의 두 관원

<Fig. 2>은 하수형 복두를 쓰고 소매가 넓은 대수자포

(大袖紫袍)를 입었다.『고려사』제72권 지 제26 여복의 의

종(毅宗)때 상정한 공복 제도에 의하면 문관의 관복색을

자(紫) ·비(緋) ·녹(綠) ·조(早)로 바꾸고 품계에 따라 금

어대와 은어대를 차고 상아와 나무로 만든 홀을 들고 6품

이상은 홍정을 찼는데 “文官四品以上, 服紫, 紅鞓佩金魚.”

라 하여 문관 4품 이상은 자색 의복에 홍정을 띠고 금어

대를 찼다. 따라서 <Fig. 2> 하단의 두 관원은 자색 대수

포에 허리에 홍정을 띄고 있어 4품 이상의 문관임을 짐

작할 수 있다.

일반 서민남자 복식에 대해『고려도경』제29권 공장

(供張)2 저의(紵衣)에서 “紵衣, 卽中單也, 夷俗不用純領,

自王至于民庶, 無男女悉服之.”라 하여 저의는 중단으로

고려에서는 깃에 선을 두른 준령을 사용하지 않으며 왕

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남녀 모두 입었다고 했다.

또한『고려도경』제9권 민서(民庶) 농상(農商)에서도 “農

商之民, 農無貧富, 商無遠近, 其服, 皆以白紵爲袍, 烏巾

四帶, 唯以布之精粗爲別.”이라 하여 민서가 백저포를 입

고 오건(烏巾)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어 남녀 모두 신분

에 관계없이 저의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1350년 <미륵하생경변상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서민에게서 저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5(a)>는 머

리에 조건을 쓰고 둔부선 길이의 백색의 소매가 좁은

착수(窄袖) 저고리[襦]를 입고 있다. 허리에 대를 하고

옆트임이 있으며 하의는 통이 좁은 바지[窄袴]를 입었

다. <Fig. 5(b)>의 서민남자 역시 조건에 황토색 착수의

를 입고 허리에 대를 하고 옆트임이 있으며 백색 궁고

(窮袴)를 입었다. <Fig. 5(c)>는 교령우임의 백저의를 입

고 길이가 짧고 좁은 독비곤(犢鼻褌: 쇠코잠방이)을 입

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상의로 입은 착수 저고리의

허리 옆 밑이 트여있음이며 이것은 본래 국속의 저고리

형태에서 변형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허

리에 대를 매지 않고 고름을 맨 흔적도 보이는데 이는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Fig. 6>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여자

고려 전기(당 ·송 영향기) 여자들의 의복은 통일신라

기의 의복을 그대로 습용(襲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으며 고려 후기(원 간섭기)에 들어와 일부에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Kim, 1998)고 하나, 실제 유물을 통해 나

타난 여자들의 의복을 보면 고려 말기까지도 통일신라

기의 복식 형태가 유지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고대

로부터 입혀진 우리 고유 의상의 차림새가 유지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여자 복식 중 왕비(王妃)의 복식은 고려 전기

Fig. 1. King in 

<Gwangyeongseobun-

byeonsang-do>,

Sayihukuji, Japan, 1300.

From Lyu and Kim.

(2005). p. 86.

Fig. 2. Government officer & 

king in <Gwangyeong-

seopum-byeonsang-do>,

Daeeunsa, Japan, 1312.

From Baik and Choi.

(2004). p. 152.

Fig. 3. King in

<Mirukhasaeng-

kyoung-beonsang-

do>, Shinnouin,

Japan, 1350.

From Kim. (2008). p. 30.

Fig. 4. Government

officer in <Jijangsi-

wangdo>, Jeonggadang-

mungo, Japan, 1350.

From Yu and Kim.

(1998).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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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도경』제20권 부인(婦人) 귀부(貴婦)에서 “或云王

妃夫人, 以紅爲尙, 益加繪繡, 國官庶民, 不敢用也.”라고

하여 왕비와 부인이 홍색을 숭상하여 더욱 그림과 수를

더하되, 관리나 서민의 처는 감히 이를 쓰지 못한다고 했

다. 이에 따라 고려 후기 원 간섭기 1312년 제작된 <관

경서분변상도>에 표현된 왕비<Fig. 7>를 보면 수구에 백

색 주름 장식이 된 소매가 넓은 홍색의 반수포를 입고 있

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고려 초부터 변함없이 홍색 의를 입

었음을 알 수 있다. 왕비의 반수포는 도련에 흑선을 둘

렀으며 백가대를 하고 그 밑으로 적색의 끈[組]을 늘어

뜨렸다. 반수포 속에는 둔부선까지 내려오는 진녹색 가

선이 달린 대수의 단포를 입었으며 그 속에 백색 저고리

인 유를 입고 아래는 땅에 끌리는 길이의 치마인 군(裙)

을 입었다. 어깨에는 녹색의 표(裱)를 두르고 적석(赤舃)

을 신었다. 머리는 올려 묶은 고계(高髻)를 하고 녹색의

화관(花冠)을 썼는데 이는 당 ·송대의 여자들에게서 보

여지는 머리 형태이다. 이는 고고관을 쓰고 붉은색 포를

예복으로 입던 원 황실과는 완연히 다른 차림새이다. 따

라서 원 간섭기에도 통일신라 때부터 착용했던 당 ·송

의 복식들이 궁중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1350년 제작된 <미륵하생경변상도>의 왕비<Fig. 8>는

화관을 쓰고 홍띠를 늘어뜨렸다. 의복은 황금색 대수포

로 깃과 수구에 흑녹색 선을 두르고 포 위로 수구에 공

작미, 비취모(翡翠毛) 등으로 장식한 반수포를 덧입고 녹

색 표를 둘렀다. 이 같은 고려 왕비의 반수의 형태는 일

찍이 고구려의 왕비 복식<Fig. 9>에서도 등장했던 것으

로 어깨에 두르는 표 역시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착용되

던 복제이다.

다음으로 고려의 궁녀 복식은 유 위에 군을 입는 형태

와 군 위에 대수포를 입는 형태로 나타났다. <Fig. 10(a)>

의 궁녀들 머리는 고계를 하고 저고리 위에 군을 입고 표

를 두르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는 통일신라부터 이어온

당 ·송 제도의 궁중 양식이며 원의 복식 형태와는 다른

형태이다. <Fig. 10(b)>의 궁녀 머리는 양쪽 귀밑으로 쌍

Fig. 5. Ordinary people of Goryeo in

<Mirukhasaengkyoung-beonsang-do>,

Shinnouin, Japan, 14C.

From Kim. (2008). p. 30.

Fig. 6. Ordinary people,

Jangsuui of Haeinsa,

Keumdongbirojanabul, 1350.

From Ryu. (1998). p. 127.

Fig. 7. Queen in

<Gwangyeong-

seobunbyeonsang-

do>, Sayihukuji,

Japan, 1300.

From Lyu and Kim.

(2005). p. 86.

Fig. 8. Queen in

<Mirukhasaeng-

kyoung-beonsang-

do>, Shinnouin, 

Japan, 1350.

From Kim.

(2008). p. 30.

Fig. 9. Wife of

tomb owner,

Anak Tomb

No. 3, 4C.

From Chae.

(2012).

p. 126.

Fig. 10. Court lady ((a) Mirukhasaeng-

kyoung-beonsang-do, Myomanji,

Japan, 1350, (b) Gwangyeongseobun-

byeonsang-do, Sayihukuji,

Japan, 1300).

From (a) National Museum of Korea et al. (2010). p. 58;

(b) Lyu and Kim. (2005).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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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雙垂紒)를 하고 홍띠로 묶었다. 미색의 대수포를

입었으며 수구, 도련에 흑색 선을 둘렀는데 비스듬하게

곡져 있다. 같은 색의 군을 입고 고리[環狀]무늬가 있는

적색 첨(襜)을 둘렀고 백색 중단과 이의(異衣)를 입은 것

으로 보이며 허리에는 백가대와 신(紳)이 늘어져 있으며

고비(高鼻)신을 신었다.

일반 서민여자의 복식은『고려도경』제20권 부인(婦

人)의 기록에 의하면 “舊俗女子之服, 白紵黃裳, 上自公

族貴家, 下及民庶妻妾, 一槩無辨.”이라 하여 옛 풍속에

여자의 옷은 백저황상(白紵黃裳) 즉, 흰 모시 저고리에

노랑 치마인데 위로 왕가의 친척과 귀한 집으로부터 아

래로 백성의 처첩에 이르기까지 한 모양이어서 구별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고려 전기 여자들의 일반 복식은 신

분의 구별없이 백저의에 황상을 입었다. 한편, 고려 후기

원 간섭기의 여자 복식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 형식을

기본으로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는 형태<Fig. 11>와 치

마 위에 저고리를 입는 형태<Fig. 12>−<Fig. 13>가 계속

해서 등장했다. 또한 저고리를 대로 여미는 형태와 고

름<Fig. 14>을 이용해서 여미는 형태가 나타났다.

2. 송의 복식 형태 고찰

1) 남자

송의 조복은 대제사나 새해 첫날과 동지, 5월 첫날의

대조회, 책봉을 명할 때 입었으며 왕은 통천관에 강사

포를, 황태자는 원유관에 주명의(朱明衣)를 입었다(Hua,

1992/1992). 머리에 쓰는 통천관은<Fig. 15> 세로 24줄

의 량(梁)에 12개 매미형 장식을 했다. 의복으로 강사포

는 용과 구름무늬를 직금하고 <Fig. 16>의 중앙의 왕

처럼 깃과 수구(袖口), 도련 등에 흑색 선을 두르고 소

매가 넓은 대수(大袖)이다. 포 안에는 의와 상을 입고

백색의 중단(中單)을 입고 허리에 폐슬과 패옥, 수를 드

리웠으며 대대와 혁대를 차고 발에 말과 석을 신고 어

깨에 둥글고 흰 방심곡령을 하고 양손을 모아 규를 들

었다.

다음으로 관원들은 공복(公服)으로 복두와 단령을 입

었다. 공복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입는 복식으로 관직의

등급에 따라 의복의 색상과 대, 홀의 재료에 따라 달리

했다.『송사(宋史)』제106권 여복오(輿服五) 제신복하(諸

臣服下) 공복(公服)에 “其制, 曲領大袖, 下施横襴, 束以

革帶, 幞頭, 烏皮鞾.”라 하여 공복으로 착용된 단령은 소

매가 크고 도련에 가로 방향의 란(襴)이 있으며 복두와

가죽 허리띠, 가죽으로 만든 검은 화를 함께 갖추었다고

했다(Hong et al., 2011). <Fig. 16>의 왕의 주위를 둘러

싼 관원들은 하수형 복두에 단령포를 입었는데 소매 쪽

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배래로 옆에 트임이 있다. 포

속에는 백색의 유를 입고 허리에 대를 하고 목이 긴 화

를 신었다. <Fig. 17>의 관원은 송의 대표적 복두인 전

각복두를 쓰고 대수 단령포를 입고 손에 홀을 들었다.

일반 서민남자들의 복식은 머리에 건을 쓰고 옆트임

이 있는 둔부선 길이의 소매가 좁은 착수(窄袖) 저고리

를 입고 허리에 대를 하고 하의로 통이 좁은 바지인 착

고(窄袴)를 입었다(Fig. 18(a))−(Fig. 18(b)). 또한 송에서

이 시기부터 고름<Fig. 18(c)>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

고리의 앞가슴에 고름을 달아 여민 형태도 있었다. 하의

로는 긴 바지 외에도 길이가 짧은 단고<Fig. 18(c)>도 입

었다.

2) 여자

송의 후비(왕비)의 예복으로는 휘의, 요적, 국의, 주

Fig. 11. Ordinary

people in <Geochang

Dunmari Tomb>, 11-12C.

From Baik and Choi.

(2004). p. 168.

Fig. 12. Ordinary people

in <Bakik Tomb Mural of

Milyanggobeobri>, 14C.

From Hong et al.

(2011). p. 178.

Fig. 13. Ordinary

people in

<Nahando>, Goryeo.

From Yu and Kim.

(1998). p. 167.

Fig. 14. Noble woman

in <Suweolkwaneum-

do>, 1320.

From Kang.

(2013).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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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의가 있었으며 휘의와 요적은 책봉을 받을 때나

책봉 후 천자를 뵙는 조알, 조회 등에 착용한 것이다.

<Fig. 19(a)>의 황후의 휘의를 보면, 머리에 고계를 하고

양측면에 3층 관의 날개[翅]가 있고 관 위에 24개의 구

슬[珠]과 비취, 금, 은, 보석 등으로 장식한 용봉주취관

(龙凤珠翠冠)을 썼다. 의복은 교령의 소매가 넓은 대수

포로 깃과 수구에 구름과 용무늬(Five Thousand Years

of Chinese Art Series, 1986/1995a)의 홍색 가선이 달려

있다. 대수포 안에 여의운두문(如意雲頭紋)이 장식된 중

단을 입고 홍색 가선이 달린 군을 입었다. 허리에 폐슬과

수를 드리웠으며 발엔 청말과 진주로 장식한 청석을 신

었다.

다음으로 궁녀의 복식을 보면 <Fig. 19(b)>의 하남자

언사현 주류구에서 출토된 궁녀는 고계를 하고 단의 위

에 치마를 입고 피백을 둘렀으며 치마 겉에는 무릎가리

개를 두르고 등거리를 하였고 활신을 신었다. <Fig. 20>

의 인종 자성황후의 옆에 있는 궁녀는 화관을 쓰고 작

은 꽃송이 무늬가 놓여지고 옆 자락이 갈라진 깃이 둥근

단령포를 입었는데 백옥 띠쇠에 붉은 가죽띠를 둘렀다.

안에는 홍색 의를 입었으며 코가 휜 활신을 신었다(Five

Thousand Years of Chinese Art Series, 1986/1995a).

일반 서민여자들의 복식은 기본적으로 고계를 하고 짧

은 길이의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었다. 송 초기에는 당과

오대에 걸쳐 계승된 형태의 길이가 짧은 상의<Fig. 21>

위에 직선형 긴 치마를 겨드랑이까지 올려 입고<Fig. 22>

피백(披帛)<Fig. 23(a)>를 걸쳤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위에 배자(背子)<Fig. 23(b)>나 반

비(半臂)를 덧입었는데 앞가슴의 여밈이 대금(對襟) 즉,

맞깃 형태였다. 특히 배자는 송을 대표하는 복장으로 성

별, 계급, 장소에 관계없이 널리 입혀졌다(Hong et al.,

2011). 배자는 소매가 넓거나 좁은 형태, 무릎에서 발목

Fig. 15. Song king in

full imperial attire.

From Zhou and Gao.

(1984). p. 171.

Fig. 16. King & Government

officer in <Yeohyokyeong-do>,

Song, 960-1279.

From Gao. (2009). p. 138.

Fig. 17. Government

officer, Jeonseseokgak.

From Zhou and Gao.

(1984). p. 176.

Fig. 19. (a) Queen in cere

monial attire, Song,

(b) Court lady, a statue

et a temple in Taiyuan, 

Shanxi, 1087.

From Zhou and Gao.

(1984). pp. 174, 189.

Fig. 20. Queen &

Court lady

of Song.

From Five Thousand

Years of Chinese

Art Series.

(1986/1995a). p. 290.

Fig. 18. Ordinary people of Song.

From Zhou and Gao. (1984).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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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까지 다양했으며 반비는 소매가 짧거나 없는 것이

있었다. 송 시대 여자들의 두식은 대부분 머리를 높게 올

리는 고계를 하고 비녀나 빗, 꽃 등을 이용해 화려하게

장식했다.

3. 원의 복식 형태 고찰

원의 복식 형태는『집사(集史)』의 삽화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집사』는 가잔 칸(Ghazan Kan, 1295~1304)의

칙명에 따라 라싯드 앗딘(Rashid Addin)에 의해 편찬된

몽골제국과 유라시아 제민족의 역사서(Lee, 1984)이다.

집사에 묘사된 다양한 의관은 원대 초상화와 벽화, 도용

등에 표현된 것들과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Kim, 2006)

되어 있어 원대의 복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 남자

원의 남자 복식은 관모를 쓰고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몽고어로 ‘델(deel)’(Choi, 2008; Kim, 2004)이라

고 불리는 긴 포를 입었다. 이 델은 동물의 털이나 가죽,

펠트, 실크, 마, 양단 등을 이용해 계절과 착용 상황에 따

라 다양한 소재와 장식을 사용했다. 주로 붉은색, 분홍

색, 보라색, 녹색을 사용했으며 태양이나 달, 문양, 불사

조 무늬를 선호하여 이를 주로 사용했다(Suvd & Saruul,

2011).

원의 관복은 건국 초 중국에 관심이 많던 쿠빌라이 칸

(Khubilai Khan)이 중국의 복식 제도를 도입(Choi, 2013)

하여 황제의 제복으로 면복을 사용하고 관원의 관복도

조복과 제복을 사용(Hong et al., 2011)했으며 연회 시에

는 몽골식 풍습을 이어가 참석자가 의관(衣冠)색을 모두

맞춰 입는 질손을 입었다. 따라서 왕의 복식은 중국의

복식과 몽골식 복식의 이중구조를 보였다.

왕의 복식을 살펴보면, 관모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禮)를 갖출 때에는 권운관이라는 금관을 썼다. 이 관

모는 왕과 왕자만 사용했던 것으로 모(帽)로 머리를 보

이지 않게 감싸서 대륜(臺輪: 관테)을 덧대고 모정에 보

석장식(Kim, 2006)을 한 것이다. 칭기즈 칸(Chingiz Khan)

<Fig. 24(a)>이 신하의 예를 받는 장면에서 권운관을 쓰

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의복은 대금형 깃의 소매가

매우 좁고 긴 포를 입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포는 의식

을 행할 때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는 황금색의 직

령교임 포를 입고 허리에 대를 했다. 이 같은 의복 형태

는 칭기즈 칸의 3번째 아들인 오고타이 칸(Ogotai Khan)

<Fig. 24(b)>에게서도 볼 수 있다. 오고타이도 칭기즈 칸

과 같이 대금형 포를 걸치고 안에 반소매 포인 답호(답

홀)를 입었는데 원에서는 이를 비견이라고도 했다(Five

Thousand Years of Chinese Art Series, 1986/1995a). 이에

대한 기록은『원사(元史)』에 ‘겨울에 입는 질손은 흰색

족제비 털로 만든 비견(比肩)을 덧입는데 속칭 반자답홀

(襻子答忽)’라고 한다는 글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Kim,

2004). 답호의 형태는 직령교임으로 길고 좁은 폭 때문에

활동이 용이하도록 양 옆에 트임을 두었고 어깨와 가슴,

밑단 등에 금은으로 장식하고 허리에 대를 차고 화를 신

었다(Fig. 24(c)). 답호 안에는 몸에 꼭 맞는 착수형의 긴

포인 델을 입었으며 그 안에 백색 내의를 입었다. 이 답

호는 왕 이하 남자 신하들에게도 보이는데 관복으로 두

루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에서도 소매가 짧은

반비 형태의 답호가 문수사, 해인사 등에서 발견되었는

데, 이러한 반비 형태는 우리나라에선 이미 고대시대부터

존재했다. 고구려<Fig. 25> 안악 3호분의 묘주부인과 궁

녀의 복장, 백제의 의복을 추정할 수 있는 쇼쇼인[정창

원(正倉院)]의 반비(Chae, 2014)<Fig. 26>를 통해서 확인

Fig. 21. Weaver

of Song.

From Gao.

(2009). p. 226.

Fig. 22. Ordinary

people of Song.

From Zhou and Gao.

(1984). p. 195.

Fig. 23. Ordinary people of Song.

From (a) Five Thousand Years of Chinese Art Series.

(1986/1995b) p. 19; (b) Five Thousand Years of

Chinese Art Series. (1986/1995a).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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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Fig. 27>에서도 이 같은 반비

형태가 다양하게 등장하여 몽골 복식의 무조건적인 수

용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원의 관원 복식은 당 ·송 복제를 따랐다. <Fig. 28>의

관원들을 보면 송이나 고려와 같이 복두를 쓰고 저고리

와 바지 위에 직령교임 포나 단령포를 입었다. 소매는 직

배래 혹은 사선배래이며 허리에 대를 하였다. 단, 연회 시

에는 델을 입었는데 <Fig. 29>의 관원들을 보면 다양한

관모를 쓰고 있다. 원의 모자에는 챙이 달리고 둥근 모정

위에 금속 장식을 단 원정모(圓頂帽)와 신분에 관계없이

널리 쓰여진 모정이 둥글고 낮으며 뒤에 드림 장식이 있

는 후첨모(后檐帽), 사각이나 팔각으로 각진 형태의 챙이

달린 사방와릉모(四方瓦菱帽)<Fig. 30>, 난모(煖帽)가 있

다(Hong et al., 2011). 이들의 의복은 직령교임의 반소매

답호를 입고 그 속에 폭이 좁고 옆트임이 있는 포를 입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화를 신었다.

한편, 원의 대표적인 복장인 델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직령교임의 이중깃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형태는

고려 회화 속 인물들의 편복포에서 상당히 발견되고 있

으며 문헌에서도 원의 의복을 따르라는 기록이 있어 지

금껏 이중깃의 포는 원의 전형적인 의복 형태로 고려에

서 이를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

깃 형태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였던 복

식 형태이다. 7C 왕회도의 <백제사신><Fig. 31(a)>과 4C

고구려 <각저총> 귀족<Fig. 31(b)>, 장천1호분 문지기에

게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1~3C 실크로드 상의 민풍

니아1호분<Fig. 31(c)>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형태는

오래 전부터 추위나 바람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

해 목과 앞가슴을 가리기 위해 깃을 한 겹 덧붙여 만든

유목민들의 의복 형태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중깃 형태

가 반드시 원만이 가진 고유한 형태이며 원에 의한 고려

의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

원의 일반 서민복식의 기본형은 저고리와 바지를 입

고 겉에 폭이 좁은 델을 입는 것이다. <Fig. 32(a)>를 보

면 머리에 입을 쓰고 이중깃이 달린 착수 소매에 둔부선

길이의 저고리를 입었으며 하의로 길이가 짧은 단고를

Fig. 25. Wife of

Tomb owner, Anak

Tomb no.3, 4C.

From Chae.

(2012). p. 126.

Fig. 26. Banbi,

Jeongchang-

won, 8C.

From Mastumoto.

(1993). p. 59.

Fig. 27. Bansugi-

eui, Loulan anci-

ent tomb, 1-5C.

From Jo.

(2007). p. 60.

Fig. 24. King ((a) Tolui Khan of Yuan, 1227-1229,

(b) Chingiz Khan of Yuan, 1206-1227,

(c) Ogotai Khan of Yuan, 1229),

Paris, National library.

From Lee, (1984). pp. 343, 334, 341.

Fig. 28. Civil ser-

vant of Yuan,

1206-1227.

From Shen.

(2002). p. 148.

Fig. 29. Civil servant

of Yuan, 1206-1227,

Paris, National library.

From Lee.

(1984). p. 323.

Fig. 30. Sabang-

wareung of 

Yuan, Iran.

From Zhou and

Gao. (1984). p. 113.

Fig. 31. Double collar ((a) Envoys of

Baekje in <Wang hoido>, 7C,

(b) Gakjeochong of Goguryeo, 4C,

(c) Silk Po, Minpung Niya No. 1. Tomb, 1-3C).

From Chae. (2012). pp. 98, 3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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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다. <Fig. 32(b)>의 서민남자는 머리에 끈을 매고 이

중깃 착수의를 입고 독비곤을 입었다.

<Fig. 32(c)>의 복식을 보면 머리에 입을 쓰고 좁은 소

매에 여밈을 우임으로 깊이 여민 포를 입고 화를 신었다.

이 같은 복식의 모습은 부여 전기의 왕성(王城)이였던 길

림시 동단산(東團山) 남성자(南成子) 궁성(Koguryo Re-

search Foundation, 2004)에서 출토된 부여인(Lee, 2001)

의 포<Fig. 32(d)>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3~4세기 부여인들은 유목민적 생활로 겨드랑이 밑에서

수구 쪽으로 소매통이 좁아지는 사선배래형 소매를 하

고 있었으며 여밈 또한 오른쪽으로 깊이 여민 우임으로

허리에 대를 메어 고정시켰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포의 형

태를 미루어 보았을 때 원의 복식을 따랐다기보다 오히

려 우리 고유의 양태를 이어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이 생긴다.

2) 여자

원의 여자들은 대부분 긴 장포인 델을 입고 머리에 복

타그(bogtag; 고고관)를 착용했다. 먼저, 왕비<Fig. 33(a)>

의 복식을 보면 머리에 복타그를 쓰고 품이 넓고 헐렁

하며 길이가 긴 델을 입었다. 이 복타그는 신분에 따라

높이와 장식을 달리했으며 델의 깃은 직령의 이중깃으

로 여밈을 겨드랑이 아래로 깊이 여몄고 소매는 겨드랑

이부터 소맷부리로 갈수록 급격히 좁아지는 사선배래형

이다. 깃과 수구에 이색선을 두르고 허리에 대를 하지 않

고 고름으로 여미는 것이 특징이다. <Fig, 33(b)>의 황후

는 고고관을 쓰고 넓고 길어 땅에 끌리는 붉은 장포를 입

었는데 이는 원의 예복이다.『남훈전 화상고』에서 <석

진지>를 인용하여 “포는 붉은색에 금실을 섞어 짰으며

큰 운룡무늬를 많이 썼고 비취 구슬 운룡무늬를 넣거나

이것을 뒤섞은 것도 있다.”고 하여(Five Thousand Years

of Chinese Art Series, 1986/1995a, p. 350) 그 형태를 짐

작할 수 있다. 궁녀도 왕비와 같이 넉넉한 품에 소매가 좁

아지는 장포의 델을 입어 고려와 송과는 다른 형태의 복

제를 하였다.

일반 서민여자 복식의 기본형은 원 제국 이전에는 남

자와 같이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겉에 좁은 소매에 길이

가 긴 두터운 델을 입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 제국 이후,

여자들의 의복에 변화가 생겼다. 방한과 유목생활을 위

한 긴 델과 밑에 받쳐 입던 바지 대신 치마를 입게(Choi,

2008) 된 것이다. 이 같이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형태는

머리를 반으로 갈라 쌍수계를 한 여자<Fig. 34(a)>와 쪽

진머리<Fig. 34(b)>의 여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고리 위에 짧은 길이의 반비를 덧입기도 했는데 이는

고려에게 영향을 받은 고려양일 가능성이 높다. 반비는

앞서 언급했듯이 고구려시대에서도 이미 존재했던 것

이기도 하다. 원 말기 고려 출신의 공녀와 학자들이 원

왕실로 유입되면서 고려양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장광필(張光弼)의『궁중사(宮中詞)』에서 “宮衣

新尙高麗樣, 方領過腰半臂裁.”라고 하여 궁중 옷차림은

새롭게 고려양을 숭상하니 방령(方領)에 허리를 덮는 반

비로 재단한다(Chang, 1997)며 고려양에 대해 기록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방령 반비는 <Fig 34(c)>의

여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매가 좁은 저고리와 치

마를 입고 네모난 방령 깃에 짧은 소매의 반비를 착용

(Choi, 2008)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 기록을 뒷받침해 준

다. <Fig. 34(d)>의 서안 곡강에서 출토된 도용 또한 머리

가운데를 나누어 정수리에서 묶었으며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겉에 반비를 입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이 저고리 위에 짧은 길이의 반비를 입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고려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고

려에서 영향을 받은 고려양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Fig. 32. Ordinary people ((a) & (b) Yuan, Illustration of Jeonsangpyeing-hwaojong,

(c) Yuan, Seoanhogwangeuiwon, (d) Buyeo, 285-346, Gilrimsimuseum).

From (a), (b) Shen. (2002). p. 145; (c) China Art Complete Collection Editorial Committee. (2006). p. 57; (d) Lee. (2001). p. 72.

– 1126 –



고려시대 회화를 통한 복식 형태 연구-송·원과의 비교- 161

IV. 고려, 송, 원의 복식 비교

1. 남자

1) 왕

왕의 복식은 조복을 살펴보았으며 먼저, 관모로 고려

는 송제를 따라 원유관(양관)을 썼고 송은 통천관을 썼

다. 원은 건국 초 면복과 같은 제복에 따른 관모는 송제

를 따랐으나 그 밖에는 몽골식 관모를 썼다. 또한, 송제

와 다른 권운관이라는 금관을 쓰고 있어 전혀 다른 형태

를 보였다. 다만, 고려가 원 간섭기 개체 변발한 모습이

보였으나 당시 거란이나 여진과 같은 주변국에서도 이

러한 형태가 존재했기 때문에 원의 풍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고려에서 조복은 시기에 따라 자황색, 지황

색, 황색을 입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공민왕대에 강사포

를 입었다고 했으나 1350년 충정왕대의 불화를 통해 공

민왕대 이전에 강사포가 입혀졌던 것으로 보인다. 폐슬

과 패옥, 수, 말, 석, 방심곡령, 규를 한 모습이 송제와 같

은 형태였다. 한편, 원에서는 건국 초 면복과 같은 제복

에 따른 의복은 송제를 따랐으나 그밖에는 몽골식을 입

는 이중구조를 보였다. 몽골식 의복으로 고려와 송과는

다른 형태의 대금형 포와 그 속에 교령에 반소매인 답호

를 입고 그 안에 착수포를 입었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원

간섭기 이전이나 이후 계속해서 관복에 있어 송제를 따

랐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고려, 송, 원의 왕 복식의 특성

을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2) 관원

관원들의 복식은 공복과 상복을 살펴보았다. 먼저, 관

모 및 두식에서 고려는 송제와 같은 복두를 썼으며 전각

복두와 하수형 복두가 주류를 이루었고 후대로 갈수록

각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은 제복이나

관복은 당 ·송대를 따른 관모를 썼으나 그밖에는 몽골

식 관모를 썼다. 복식에서 고려와 송에서의 포는 단령

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소매에 있어서 대수와 사선배래,

착수 형태를 보였으며 원에서도 일부에서 송제를 따르

는 단령과 교령 형태의 복식을 볼 수 있었고 연회 시 몽

골식 델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상 고려, 송, 원

의 관원 복식의 특성을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

3) 서민남

고려, 송, 원의 기본복식 구성은 모두 저고리와 바지

였다. 단, 깃에 있어 원에서 이중깃이 보였는데 이러한

이중깃 형태는 원의 대부분 복식에서 발견되었다. 이중

깃은 고구려 벽화와 왕회도 백제 사신의 깃에서도 볼 수

있으며 1세기 실크로드 상에서도 발견되어 원의 특징

적인 복식이라고 단정 짓기에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원의 가슴 깊이 여미고 길고 좁은 포의 형태는 3C

부여의 포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어 고려가 반드시 원

의 복식 형태를 따랐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양

태를 이어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상 고려,

송, 원의 일반 서민복식의 특성을 비교하면 <Table 3>

과 같다.

2. 여자

1) 왕비

왕비의 복식은 관모 및 두식에서 고려는 고계를 하고

Fig. 34. Ordinary people, Clay doll, Yuan ((a) Seomseo-seoan,

(b) Makgogul 332, (c) Makgogul 332, (d) Seoan-gokgang).

From (a) Zhou and Gao. (1984). p. 217; (b) Five Thousand Years of Chinese

Art Series. (1986/1995a). p. 347; (c) Five Thousand Years of Chinese

Art Series. (1986/1995a). p. 342; (d) Zhou and Gao. (1998). p. 267.

Fig. 33. Queen of Yuan ((a) Queen

of Chingiz Khan Yuan, 1206-1227,

(b) Queen of Tolui Khan Yuan,

1227-1229), Paris, National library.

From Lee. (1984). pp. 323, 343.

– 1127 –



162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6, 2016

Table 1. Comparion of Goryeo, Song and Yuan king costume

Dynasty Picture Hair/Hat Upper-garment
Lower-

garment
Accessories

Goryeo
Wanyugwan

(Yanggwan)

Jahwangpo, Jihwangpo

Hwangpo, Kangsapo

(Gyoryeong, Daesu, Line

decoration of same color or

different color - Neckline,

Cuff of sleeve, Hem line)

Baeksajungdan,

Baekjeoeui
Gun

Sang, Daedae,

Paeseul, Paeok

Bangsim-

gokryeon,

Mal, Suk, Gyu

Song
Tongcheongwan,

Wanyugwan

Kangsapo, Jihwangpo

(Gyoryeong, Daesu, Line

decoration of same color or

different color - Neckline,

Cuff of sleeve, Hem line)

Jumyeongeui

Baeksajungdan,

Yu
Gun

Sang, Daedae,

Paeseul, Paeok

Bangsim-

gokryeon,

Mal, Suk, Gyu

Yuan

Costume system

of Song & Yuan

(Gwonungwan)

Costume system

of Song & Yuan

(Deel - Daegeum,

Chaksu, Side open)

Costume system

of Song & Yuan

(Dapho -

Gyoryeong,

Chaksu/Deel)

Costume system

of Song & Yuan

(Dae, Hwa)

Table 2. Comparion of Goryeo, Song and Yuan government officer costume

Dynasty Picture Hair/Hat Upper-garment
Lower-

garment
Accessories

Goryeo Bokdu

Danryeong

(Daesu, Chaksu,

Saseonbaerae)

Yu

(Jikryeong,

Gyoim, Chaksu)

Go

Sanghol

Mochol

Hongjeong

Hwa

Song Bokdu

Danryeong

(Daesu, Chaksu,

Saseonbaerae)

Yu

(Jikryeong,

Gyoim, Chaksu)

Go

Sanghol

Mochol

Hongjeong

Hwa

Yuan

Costume system

of Song & Yuan

(Nanmo,

Huchemmo,

Wonjengmo,

Sabang-

warungmo

Costume system

of Song & Yuan

(Deel, Dapho)

Costume system

of Song & Yuan

(Deel)

Costume

system of

Song &

Yua

(Go)

Costume

system of

Song & Yua

(Dae, 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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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화관을 썼다. 송의 황후는 용봉

주취관을 썼고 원의 왕비는 고고관으로 알려져 있는 복

타그를 썼다. 이 복타그는 원의 황태후가 고려에게 사여

했다는 기록이 있어 궁정 안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

하는 의견(Kim, 2004)이 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실질

적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고려의 복타그 사용을 증

명할 길이 없다.

한편, 의복에서 고려는 깃털 장식이 된 반비 속에 길이

가 짧은 대수포를 입고 백가대를 하고 끈을 하였으며 어

깨에 표를 두르고 말과 석을 신었고 송은 대수포에 중단

을 입고 허리에 대대와 폐슬, 말, 석을 신었다. 원은 허

리에 대를 하지 않고 넉넉하고 큰 장포인 델을 입었다.

이것은 소매통이 갑자기 좁아지는 형태로 고려와는 완

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상 고려, 송, 원의 왕비 복식

의 특성을 비교하면 <Table 4>와 같다.

2) 궁녀

궁녀의 복식은 관모 및 두식에서 고려는 고계, 쌍수

계를 하고 띠를 매었으며 송은 고계를 하고 화관을 쓰거

나 쌍수계를 하였고 원은 복타그를 썼다. 의복에서 고려

는 짧은 길이의 유 위에 군을 입고 표를 두르는 형태와

군위에 대수포를 입은 형태가 나타났는데 송에서도 짧

은 길이의 유 위에 군을 입고 표를 두르는 형태와 군위에

대수포를 입은 형태의 2가지 형태가 나타났다. 원에서는

왕비와 같이 넉넉한 품에 소매가 좁아지는 장포의 델을

입어 고려와 송과는 다른 형태의 복제를 하였다. 이상 고

려, 송, 원의 궁녀 복식의 특성을 비교하면 <Table 5>와

같다.

3) 서민녀

서민여자의 복식은 관모 및 두식에서 고려는 내린머

리와 반 얹은머리, 쌍쌍투를 했으며 송은 고계와 띠를

하고 원은 쌍수계를 하였다. 복식에서 고려는 우리나라

고유형인 치마 위에 둔부선 길이의 저고리를 입고 대를

매는 형태와 통일신라기의 짧은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

는 형태가 있었다. 이같이 고려는 통일신라기의 복식 형

태를 유지하면서 고대부터 입혀진 우리 고유의 의복 차

림새를 유지했다. 송은 짧은 길이의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는 형태가 있었다. 원은 원 제국 이전에는 남자들과

같이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지만 원 제국 이후에는 바지

대신 치마를 입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일반 여

자들이 바지 대신 치마를 입으면서 긴 델 대신 저고리 위

에 짧은 길이의 반소매 반비를 입는 모습이 등장했는데

이는 문헌기록에서도 고려양으로 기록하고 있어 고려의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 고려, 송, 원의 일반 서

민여자 복식의 특성을 비교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3. Comparion of Goryeo, Song and Yuan ordinary people costume

Dynasty Picture Hair/Hat Upper-garment
Lower-

garment
Accessories

Goryeo
Geon

Rip

Po

(Chaksu)

Yu

(Jikryeong, Gyoim,

One collar,

Double collar,

Chaksu,

Side open type)

Go

(Chakgo,

Dokbigon,

Dango)

Dae or

Goreum

Song Geon
Po

(Chaksu)

Yu

(Jikryeong, Gyoim,

One collar,

Chaksu,

Side open type)

Go

(Chakgo,

Dokbigon,

Dango)

Dae or

Goreum

Yuan
Band

Rip

Deel

(Chaksu)

Yu

(Jikryeong, Gyoim,

Double collar,

Chaksu)

Go

(Chakgo,

Dokbigon,

Dango)

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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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on of Goryeo, Song and Yuan queen costume

Dynasty Picture Hair/Hat Upper-garment
Lower-

garment
Accessory

Goryeo

Jeokgwan

Flowergwan, 

Gogae

Gangra (Band)

Jeokeui,

Baekjeopo

Bansupo

Baeksajungdan, Yu Gun

Backgadae,

Daedae,

Paeseul, Paeok,

Mal, Suk,

Pyo, Husu

Song 

Gogae,

Yongbong-

juchigwan

Jeokeui

(Daesu)
Baeksajungdan, Yu Gun

Paeseul,

Su, Mal, Suk

Yuan Bogtag

Deel

(Double coller,

Saseonbaerae, Goreum)

Yu

(Jikryeong,

Gyoim, Chaksu)

Sang (Gun)

or Go
-

Table 5. Comparion of Goryeo, Song and Yuan court lady costume

Dynasty Picture Hair/Hat Upper-garment
Lower-

garment
Accessory

Goryeo

Gogae (Band)

Ssansugae,

Joramongsu

Backjeopo

Daesupo

Baeksajungdan,

Daneui

(Saseonbaerae)

Gun

Baekgadae,

Sin

Gobi

Song

Gogae,

Ssangsugae

Hwagwan,

Danryeongpo

Daesupo

Daneui,

(Saseonbaerae)
Gun

Leather-belt

Pyo(Pibaek)

Jo

Hwalsin

Yuan Bogtag

Deel

(Double coller,

Saseonbaerae, Goreum)

Yu

(Jikryeong,

Gyoim, Chaksu)

Sang (Gun)

or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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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원 간섭기 고려의 원 복식에 대한 수용 정

도를 분석하여 고려 복식만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규명하

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려와 송과의 복식 형태 및 송 이

후 원과의 복식 형태를 문헌기록과 육안으로 확인 가능

한 회화를 통해 비교 고찰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왕과 관원의 관복에 있어서 원 간섭기 이후에도

고려의 관복은 송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했다. 다만, 두식

에서 개체하여 송제의 복건을 쓴 모습만이 왕 이하 하급

관원에까지 보여지고 있을 뿐, 복식에서 몽고풍이 뚜렷

하게 나타난 것은 없었다. 이는 원의 왕과 관료들이 관

복이나 관모 및 두식, 갑옷, 기마장비 등 거의 송의 제

도에 의거하였고 원에서도 송제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

이다. 둘째, 원의 기본복식인 델의 형태가 일찍이 3~4세

기 부여인의 포의 형태와 흡사하여 원의 복식을 따랐다

기보다 오히려 우리 고유의 양태를 이어 받은 것은 아닌

가 의문이 든다. 셋째, 서민남자의 복식에 있어 착수 ·궁

고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원의 모든 계층에서 나

타났던 이중깃 형태는 이미 삼국시대에서부터 나타났으

며 1세기 실크로드 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일반 편복포에 나타난 이중깃의 형태가 반드시 원의 영

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넷째, 왕비와 궁녀의 복

식은 문헌에서 언급되어 있으나 유물에서는 원의 여자

복식의 특징인 복타그, 델과 같은 형태는 찾아볼 수 없

었다. 다섯째, 서민여자의 복식에서 고려는 국속의 저고

리와 치마를 입은 형태가 유지되었다. 또한 원의 여자 복

식에서 바지 대신 치마를 입게 되면서 긴 델 대신 저고

리 위에 짧은 길이의 반비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러한

착장은 기록을 통해서도 고려에 의한 고려양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 고려의 원 복식에 대한 수용은 남자 일부 지배계

층과 소수에게서만 있었으며 고려 여자에게 있어 원의

복식을 수용한 실증될 만한 시각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

다. 따라서 복식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수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거대한 세 나라를 분석함에 있어 다소 무

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과의 복식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원 간섭기 이전 고려 복식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송의 복식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부족한 연구이지만 본 연구를 통해 올바른 고려 복식 문

화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길 바란다.

Table 6. Comparion of Goryeo, Song and Yuan ordinary people costume

Dynasty Picture Hair/Hat Upper-garment
Lower-

garment
Accessory

Goryeo

Down hair

Half up hair

Ssangssangtu

Band

Banbi

(Daegeum)

Bakjeoeui

(Jikryeong, Gyoim,

Chaksu,

Saseonbaerae)

Hansam, Daneui

Sang

Go
Pyo

Song 
Gogae

Band

Baeja

Banbi

(Daegeum)

Daneui

(Jikryeong, Gyoim,

Chaksu,

Saseonbaerae)

Sang

Go
Pibaek

Yuan
Ssangsugae

Up-hair

Banbi

(Daegeum)

Yu

(Jikryeong, Gyoim,

Chaksu)

San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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