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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1. 머리말

근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한족 문화의 향력은 매우 강하 다. 그 에는 

복식도 포함된다. 특히 고려와 조선의 국왕과 리의 복식은 양식 면에서 국

의 통치자나 리와 구별되지 않을 만큼 한족 왕조의 제도를 철 히 수용하

다. 이 듯 고려와 조선의 국왕과 리가 한족 왕조의 복식을 착용한 것은 한족

(漢族) 문화에 한 정과 선호의 차원을 넘어서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한족 

왕조의 복식을 착용하는 것은 그들이 설정한 국제질서의 수용과도 계되기 때

* 이 논문은 2011년 울산 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 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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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국 한족 왕조  국 지역을 통치한 이민족의 제국(帝國)들은 화이론(華夷

論)에 근거하여 국제 계를 설정하 다. 통치자인 황제는 하늘의 임을 받은 

천자로 설정하 고, 이웃 나라의 통치자는 황제에게 통치권을 임받은 제후로 

설정하 다. 국과 이웃 나라 통치자 사이의 상하 계는 책 과 조공이라는 

의례로 구체화되었으며 책 에 수반되는 복식의 사여 한 양자의 상하 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 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의 국왕과 리들은 국의 복식을 채택하 으며, 국에서

는 고려와 조선의 국왕에게 복식을 사여하 다. 따라서 고려 이후 조선에 이르기

까지 국왕과 리가 착용한 복식의 등 , 국에서 사여한 복식의 착용 여부 등

은 국이 설정한 국제 질서에 한 응과 자의식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의 1장에서는 먼 , 고려와 조선의 ·복(冠服) 제도에 큰 향을 끼친 

당과 송, 명에서 황제와 황태자, 료가 착용한 복식의 종류와 등 을 살펴보겠

다. 2장에서는 고려 기에 거란과 송에서 고려 국왕에게 사여한 복식과 고려의 

복식 제도를 살펴보겠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고려 기에 고려가 설정한 국가

의 상과 자의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 

국왕 복식의 착용례를 살펴보고, 이어 명에서 고려와 조선에 사여한 복식과 그 

향으로 성립한 고려말·조선 의 복식제도를 살펴보겠다. 이를 통하여 국가 

상과 자의식이 고려 후기에 어떠한 변동을 겪고 조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당, 송, 명의 복식 제도

당 이후 한족 왕조의 ․복제도는 크게 제복(祭服), 조복(朝服), 상복(常服)·

공복(公服)으로
1)

1)구분되었다.

1) �新校本 唐書� 권45, 志25 輿服 衣服 天子衣服 皇太子衣服 侍臣服 讌服. 본고에서 인용한 

국 正史의 사료는 타이완의 中央硏究院에서 제공하는 漢籍電子文獻(http://hanji.si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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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은 하늘과 땅, 태묘(太廟)에 한 제사, 즉 식, 성년식, 혼인, 1월 1일의 

조하 의식 등에 착용한 것으로 곤(袞)이라고 하는 옷과 면(冕)이라고 하는 으

로 구성되었다. 곤면은 황제로부터 황태자, 친왕, 료들이 착용하 으며 면에 

드리운 인 류(旒)의 개수와 웃옷[衣]과 치마[裳]에 배치한 장문(章紋)의 개수

로 착용자의 지 를 표시하 다. 

당의 경우 황제의 면 은 앞과 뒤에 각기 12개의 류를 드리웠으며, 황태자와 

친왕(親王)은 9개의 류를 드리웠다. 리는 1품 은 황태자와 같이 9류를 드리

웠고, 2품은 7류, 3품은 5류로 어들었다. 장문은 황제는 12장을 놓았고, 황태자

와 친왕은 9장이었다. 리는 1품은 9장, 2품은 7장, 3품은 5장이었다. 최고 권

를 상징하는 해[日], 달[月], 별[星辰]은 12장복에만 채택되었으며, 9장복에서는 

산과 용이 최고의 권 를 표 하여 황제만이 하늘에 한 권리와 의무를 지님을 

드러내었다.

조복 역시 과 옷으로 구성되었다. 은 양 (梁冠)으로 통칭하고, 의상은 강

사포(絳絲袍)라고 통칭하 다. 양 은 도드라진 인 양(梁)을 설치한 데서 연

유한 명칭으로 양의 개수에 따라 지 의 고하를 표시하 다. 강사포는 옷의 빛

깔이 붉은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조복은 제사를 지내고 돌아올 때, 동지와 하

루의 조회, 왕공(王公)을 책 할 때 등에 착용하 다. 통천 (通天冠)이라고 불

린 황제의 양 은 앞쪽에 으로 박산(博山)을 형상화하 고 매미를 새겼으며 

옥이나 물소뿔로 만든 비녀를 꽂았다.

황태자의 은 원유 (遠遊冠)이라고 하 다. 원유 에는 박산과 매미가 없었

edu.tw/)을 이용하 다. 황제의 복식 종류는 이보다 많았다. 그러나 조복, 제복, 상복이 

표 인 분류일 뿐더러 복식이 반 하는 국가의 상과 자의식을 규명하는 데에는 이것으

로 충분하기에 다른 종류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한 리는 상복과 공복의 구분이 있

었으나 고려시기에는 양자의 복색이 동일하 을 뿐더러, 공복의 제도가 상세하게 해지

고, 공복이 백 의 공식 인 집무복을 표하 다(임명미, 1997 �한국의 복식문화Ⅰ�, 도

서출  경춘사 참조). 조선시 에는 임진왜란 이후 공복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가슴에 

흉배를 단 상복이 백 복을 표하 다. 그러나 조선 기에는 공복 제도가 유지되었을 

뿐더러 공복과 상복의 색상이 동일하 다(이경자, 2003 �우리 옷의 통 양식�, 이화여자

학교 출 부 ; 유희경․김문자, 2006 �개정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참조). 본고에서

는 고려시 의 복식을 으로 다룰뿐더러 리는 복색이 주된 분석 상이기에 리

의 복식은 ‘공복’으로 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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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621년의 거복령(車服令)에 따라 황태자와 친왕의 에도 박산과 매미를 설

치하 다. 신 매미와 양의 수에 차등을 두어 황제는 12마리 24량이었고 황태

자와 친왕은 9마리 3량이었다. 리가 착용하는 양 은 진 (進賢冠)이라고 

불렸으며 박산과 매미가 설치되지 않았다. 3품 이상은 3량, 5품 이상은 2량, 9품 

이상은 1량이었다.
2)2)

상복(常服)은 평소에 입던 연복(讌服)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당에서 제도화 되었다. 상복은 옷의 빛깔로 지 의 고하를 나타내었다. 

황제는 황(赤黃) 색의 포를 입고 황태자는 자삼포(紫衫袍)를 착용하 다. 제

왕(諸王 ; 親王)도 황태자와 같은 상복을 착용하 다. 리의 공복은 3품 이상

은 보랏빛[紫], 4품과 5품은 붉은빛[緋]，6품과 7품은 녹색[綠], 8품과 9품은 푸

른빛을[靑]을 입도록 규정하 다.

당의 복(官服) 제도는 약간의 수정을 겪으며 송으로 계승되었다. 특히 공복

의 색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당의 제도를 따라 자(紫), 비(緋), 녹

(綠), 청(靑)이 순으로 하 으나 원풍(元豊 ; 1078~1085) 연간에는 4품 이상은 

보라색[紫]，6품 이상은 붉은색[緋]으로 하고 9품 이상을 녹색으로 하 다.
3)

3)당

제(唐制)와 비교하면 3품 이상이 보라색 공복을 착용하던 것을 4품 이상으로 확

하 으며, 7품 이하는 모두 녹색을 입게 하여 청색을 리의 복색에서 배제하

다.

당에서 송으로 이어진 ․복 제도는 명(明)에 이르러 지 않게 변하 다. 

황태자는 조복의 이 피변(皮 )으로 바 었으며, 리의 제복은 곤면 제도를 

폐지하고 조복으로 통용하게 하 다. 리의 조복과 제복에 착용하는 은 8량 

이하의 양 으로 통칭되었다. 황태자 이하 상복의 색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황제는 당․송과 동일하게 황포를 착용했으나 황태자와 친왕은 포(赤袍)를 착

용하 다. 리는 1품부터 4품까지는 붉은빛[緋]을 입고, 5품에서 7품은 푸른빛

[靑]을 입었으며 8품과 9품은 녹색을 입어, 송의 자(紫), 비(緋), 녹(綠)에서 보

2) �新校本 唐書� 권45, 지25 輿服 衣服 侍臣服

3) �新校本宋史� 권151, 지104 여복3 天子之服 皇太子附 ; 같은 책, 권152, 지105 여복4 諸臣

服上 ; 같은 책, 권153, 지106 여복5 諸臣服下 公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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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색이 빠지고 붉은 색이 가장 높은 등 이 되었으며, 청색이 다시 포함되어 비, 

청, 녹의 순으로 바 었다.
4)

4)이제까지 살핀 국의 ․복 제도를 간략히 정리

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 송, 명의 복식 제도 비교

祭服 朝服
常服·公服

冕冠 袞服 冠 服

唐

皇帝 十二旒 十二章 通天冠(24량) 絳絲袍 赤黃

皇太子·親王 九旒 九章 遠遊冠(3량) 강사포 紫

官吏 九旒 이하 九章 이하 進賢冠 강사포
紫(3품이상), 緋, 

綠, 靑

宋

황제 十二旒 十二章 通天冠 강사포 黃

황태자·친왕 九旒 九章 遠遊冠 강사포 紫

리 九旒 이하 九章 이하 進賢冠 등 緋羅袍
紫(4품이상), 緋, 

綠

明

황제 十二旒 十二章 通天冠 강사포 黃

황태자·친왕 九旒 九章 皮 강사포 赤

리 폐지 폐지 梁冠(8량 이하) 赤羅衣裳
緋(4품이상), 靑, 

綠

이처럼 국에서는 황제 이하 리의 복식을 용도에 따라 제복, 조복, 상복(공

복)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양식과 색상을 규정하 다. 그리고 신라에서 649년(진

덕왕 2)에 당의 ․복을 수용한 이래5)
5)한국의 역  왕조는 국의 복식제도를 

면 으로 수용하 다. 김부식이 송에 사신 갔을 때 송의 이 고려의 사

신을 구별하지 못한 일화는6)
6)고려와 송의 복(官服)이 양식상 완 히 일치했

4) �新校本明史� 권66, 지42 輿服2 皇帝冕服 皇帝常服 皇太子親王以下冠服 皇太子冠服 ; 같

은 책, 권67, 지43 여복3 文武官公服. 

5) �三國史記� 권33, 雜志2 色服 新羅 “至眞德在位二年 金春秋入唐 請襲唐  太宗皇帝詔可之 

兼賜衣帶 遂還來施行 以夷易華” 

6) �三國史記� 권33, 잡지2 色服 新羅 “臣三奉使上國 一行衣冠 宋人無異 嘗入朝尙早 立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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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려 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왕과 리가 사여 받거나 착용한 복식을 

국 제도와 비교하면 국제 질서 속에서 해당 왕조가 설정한 국가 상과 자의식

을 가늠할 수 있다. 신라는 기록이 소략하여 자세한 것을 알 수 없고, 고려부터

는 고찰이 가능하다.

3. 고려 기 복식 제도의 이 성

1) 리의 복색(服色)

고려가 송의 복식 제도를 수용한 시 은 분명치 않다. 960년에 종은 자(紫), 

단(丹), 비(緋), 녹(綠)의 순서로 공복(公服)의 색을 정하 다.
7)

7)이는 당제나 송

제와 다른 것으로 이 게 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1018년( 종 9)에 

제정된 지방 상  향리의 공복 규정을 보면 자(紫), 비(緋), 녹(綠), 청(靑)의 

순서로 되어 있다.
8)

8)이것은 당의 제도와 일치하지만, 종이 정한 앙 리의 

복색이 당과 다르고, 송이 건국된 기에도 당제를 채택하 으므로 종 때 성

립한 향리의 복색 규정은 송을 따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후 1123년(인종 1)에 고려에 사신으로 온 서 (徐兢)은 고려의 복식 제도에 

해 ‘우리 송의 제도를 한 결 같이 따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9)

9)복색을 자(紫), 

비(緋), 녹(綠)의 순으로 기술하 다.
10)

10)이로부터 1123년 고려의 복 제도는 송

의 제도를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의종(1146~1170) 때에 정한 규정

에서는 고려 리의 복식 제도와 송 제도의 일치가 더욱 구체 으로 확인된다. 

 宸殿門 一閤門員來問 何 是高麗人使 應曰我是 則笑而去” 

 7) �고려사� 권72, 지26 여복 冠服 公服 

 8) 의 책, 권72, 지26 여복 冠服 長吏公服 “顯宗九年 定長吏公服 州府郡縣戶長紫衫 副戶長

以下兵倉正以上緋衫 戶正以下司獄副正以上綠衫 幷靴笏 州府郡縣史深靑衫 兵倉史諸壇史

天碧衫 無靴笏” 

 9) �宣和奉使高麗圖經� 권7, 冠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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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의 책, 권7, 國相服․朝官服․庶官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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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문  4품 이상은 자삼(紫衫)을 입고, 6품 이상은 비삼(緋衫)을 입

으며, 9품 이상은 녹삼(綠衫)을 입었다.
11)

11)이는 송에서 원풍(元豊 ; 1078~1085) 

연간에 성립한 규정과 일치하여 송의 제도를 고려가 수용했음을 알려 다.

그런데 고려 리의 복색이 종류 뿐 아니라 용 등 까지 송과 일치하는 것

이 주목된다. 4품 이상의 리가 송과 마찬가지로 자색 공복을 착용한 것은 송

의 복식 제도를 따를지라도 국에서 설정한, 화이론  질서 속의 고려의 상

을 내면 으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려 다. 4품 이상이 자색을 착용한 것은 동

일 등 에 있는 양국 리의 상을 동등하게 여기는 의식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려의 내부에서는 국과 동등한 질서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려의 국왕과 지배층이 고려를 국의 제후국으로 여겼다면 국의 복식제도

를 수용하더라도 등 을 낮추어 용하 을 것이다. 이는 국에서 설정한 국제 

계의 표 방식이기도 하거니와 고려말․조선 에 성립한 제도에서 확인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12)

12)따라서 고려 리의 복색이 종류 뿐 아니라 등 까지 송과 

일치하는 것은 고려의 상을 송과 동등하게 설정한 고려인의 자의식을 반 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의식은 국왕의 복식에서도 확인된다. 

2) 국왕의 복식(服飾)

(1) 요․ 송 외교 의례의 제후 복식 

고려 리들의 복색은 송의 제도를 수용하되 해당 복색이 용되는 리의 등

까지 송과 일치시킴으로써 자주성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고려는 거란(요)과 

공식 인 사  계를 맺었고, 송에 해서도 사  의례를 하 다. 건국 에 고

려는 거란과 반목하고 한족 왕조와 화친하 다. 그러나 거란과의 3차에 걸친 

쟁을 승리로 마감하고 국교를 맺었다. 의례 면에서는 요의 책 을 받고 요의 연

호를 사용함으로써 거란의 제후국이 되었다. 한편, 송과는 정식 국교가 없었지만 

외 계가 안정되자 사신이 왕래하 다. 

고려가 요에 사 한 것은 거란에서 보내온 복식에서도 확인된다. 1043년(靖宗 

11) �고려사� 권72, 지26 輿服 冠服 公服. 

12) 본고 3장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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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에 요에서 ·복(冠服)을 선사한 것이 처음 확인되고 이후 역  국왕들에게 

복식을 사여하 다. 요를 멸망시킨 (金)도 거란의 의 의거하여 복식을 사여

하 다.

〈표 2〉 거란(요)과 의 복 사여13)
13)

연 사여국 명칭

1043(靖宗 9) 遼 冠服

1049(文宗 3) 요 冠服

1055(文宗 9) 요 冠服

1057(文宗 11) 요 冠服

1065(文宗 19) 요 九旒冠, 九章服

1085(宣宗 2) 요 冠冕, 衣帶

1092(宣宗 9) 요 衣帶

1097(肅宗 2) 요 章服

1108(睿宗 3) 요 冠冕, 衣帶

1142(仁宗 20) 金 九旒冠, 九章服 

1172(明宗 2) 九旒冠, 九章服 

1199(神宗 2) 冠服

1212(康宗 1) 冠服

 〈표 2〉에서 보듯 요와 에서는 고려 국왕에게 수차에 걸쳐 복식을 사여

하 다. 고려에서 받은 복식을 단지 ․복(冠服)이라고 표 한 사례가 많지만, 

·면(冠冕)이나 장복(章服)으로 표 한 사례도 확인된다. 따라서 요와 에서 

사여한 복식은 면류 과 장복으로 구성된 제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

에서 보낸 1개 사례와 에서 보낸 2개 사례는 구류 (九旒冠)과 구장복(九章

服)으로 기록되어 제복의 등 까지 알려 다. 요와 에서 고려 국왕에게 보낸 

곤면은 구류 과 구류면으로 당과 송에서 황태자나 친왕이 착용하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거란 심의 국제 질서에서 고려 국왕의 지 는 거란의 황태자와 동

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고려사� 권72, 지26 여복 冠服 王冠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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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에서는 고려 국왕을 책 하지는 않았지만 사신을 교환하면서 각종 물

품을 선사하 다. 이 에는 자색(紫色) 공복도 포함되어 있었다. 1078년(문종 

32)에 송의 신종(神宗)은 고려 국왕에게 ‘자화라 공복(紫花羅夾公服)’, 즉 보라

빛 비단으로 만든 공복을 보내왔다.
14)

14)송의 제도에서 황태자부터 자색 공복을 

착용하 다는 에서 송에서도 고려 국왕의 상을 황태자나 친왕과 동 으로 

설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 국왕이 송의 사신을 맞아 의례를 행하

면서 자색 공복을 착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고려왕의 상복은 오사고모를 쓰고 소매 좁은 상포(緗袍)를 입으며 보라색 비단 

늑건을 매는데 사이사이 색과 푸른색을 수놓았다. 그 나라의 리와 사민을 모을 

때는 복두와 속 를 더한다. 제사를 지낼 때는 면복에 규를 든다. 오직 국 사람이 

사신 가면 보라색 비단 공복을 입고 상아홀을 들고 옥 를 띠며 하고 춤추며 손

치고 뛰어 신하의 역할에 매우 근면하다.15)15)

의 기록은 1123년(인종 1)에 고려에 사신으로 온 서 이 남긴 것이다. 고려 

국왕이 상복으로 상포(緗袍) 즉, 담황색의 포를 입었지만, 국 사신이 가면 자

주빛 공복을 입고 의례를 행했음을 알려 다. 1078년에 송에서 자색 공복을 보

낸 것을 고려하면 고려 국왕은 송에서 설정한 상에 부합하는 복식을 입고 의

례를 행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고려 국왕이 외교와 계없는 순수한 국내 의례에서도 이러한 국에

서 설정한 등 의 복식을 착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1140년(인종 18)에는 체례

(禘禮)를 지낼 때에 9류면과 7장복을 입도록 규정하 다.16)16)그리고 의종 때에는 

14) 와 같음.

15) �宣化奉使高麗圖經� 권7, 冠服 王服 “高麗王 常服 烏絲高帽 窄緗袍 紫羅勒巾 間繡金碧 

其 國官士民 則加幞頭束帶 祭則冕圭 唯中朝人使之 則紫羅公服 象笏玉帶 拜舞抃蹈 極謹

臣節”

16) �고려사� 권72, 지26 輿服 冠服 祭服 “仁宗十八年四月 詔定禮服章 王服冕九旒七章” 唐과 

宋에서 황제의 제복은 ‘12류·12장’이고, 황태자의 제복은 ‘9류·9장’이었다. 한 1065년(文

宗 19) 이후 요와 에서 고려 국왕에게 구류면과 구장복을 사여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

서  기사의 ‘구류․칠장’은 ‘구류․구장’의 오기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어 든 황제

보다 격을 낮춘 것임은 분명하다. 



46·한국문화 60

원구(圓丘), 사직(社稷), 묘(大廟) 등의 제사에 9류 면 과 9장 곤복을 착용하

도록 규정하 다.
17)

17)이 듯 국에서 설정한 등 과 같거나 더 낮은 등 의 복

식을 착용하고 국내 의례를 치른 사례들은 고려가 제후국의 상을 정하고 그

에 합당한 자의식을 지녔을 가능성을 상정하게 한다. 외교 의례가 아닌, 고려 내

부 의례에서 구류 과 구장복을 착용했다면 고려 국왕 스스로 자신의 상을 거

란의 황태자에 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2) 고려 내부 의례의 황제 복식

고려 기에 요와 송에서는 고려 국왕에게 9류면과 9장복으로 구성된 제복이

나 자색 공복을 선사하여 고려 국왕의 상을 황태자와 동 으로 설정하 다. 

한 인종과 의종은 9류면과 7장복(9장복)을 입고 의례를 거행하도록 규정하

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을 기 으로 하는 일원 인 국제 질서에 고려와 고려 

국왕을 치시키는 것을 정하는 의식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의식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고려 기의 

보편  의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고려 기 지배층의 국제질서에 한 

인식은 천하를 지배하는 고려의 통치자가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송, 요의 통

치자와 병존하는 것으로 보고, 자주 인 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다원  천하

이 주류를 이루었다.
18)

18)그러나 1135년에 발생한 묘청의 난을 계기로 칭제건원

을 주장하던 윤언이, 정지상 등 개 이고 자주 인 세력이 도태되고 김부식을 

심으로 하는, 국 심의 일원  세계 을 지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 다. 

따라서 체례 복식을 정한 1140년은 국 심의 국제 질서를 정하는 세력의 

향력이 강화된 시기 다.

이 무렵 고려와 고려 국왕의 상을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 확인된다. 1138년

에 인종은 자신에게 올리는 에 ‘신성(神聖)’이나 ‘제왕(帝王)’과 같은 표 을 

쓰지 못하게 하 다.
19)

19)그리고 김부식은 인종을 기리면서 ‘ 나라가 흥기하자 여

17)  책, 같은 조 “毅宗朝 詳定 凡祀圓丘社稷太廟先農 服袞冕九旒( 략)袞服玄衣五章(

략)纁裳四章”

18) 노명호, 1999 ｢고려시 의 다원  천하 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105, 한국사연구회, 

27~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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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물리치고 표를 올려 신하를 칭하며 의 사신을 심히 공손하게 로 

하 다’고 하 다. 한 ‘  짓는 신하가 혹시 북조(北朝)를 가리켜 호 (胡狄)

이라고 하면 “어  신하로서 국을 섬기면서 오만하게 이와 같이 칭하는가!”라

고 하여 드디어 로 즐거운 맹약을 맺어 변경에 근심이 없었다.’라고 하여 국

왕의 상을 제후로 낮춘 것을 칭찬하 다.
20)20) 

따라서 이 시기에 국왕의 복식을 제후의 등 으로 규정한 것은 신의와 신념의 

차원에서 사 를 정한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으로 하  리와 무장

세력을 포 하는 보편 인 여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170년

(의종 24)에 발생한 무신정변의 원인 에는 사 성이 강한 정책에 한 반발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1)

21)따라서 인종과 의종 때 성립한 9류 과 7장복(9장

복) 규정이 무신정권 시기에 그 로 지켜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고려 기에 국왕이 내부 의례에서 착용하는 복식은 국의 통치자가 

착용하는 것과 등 이 같았다. 국왕은 황색의 상복을 착용하 다. 이 복색은 

국 황제에게 용되는 복색에 근거하여 채택된 것이다. 1058년에 국왕이 를 

갖출 때 입는 옷의 색깔을 살펴 보고하라는 지시에 해 담당 청에서는 다음

과 같이 답변하 다.

19) �고려사� 권16, 세가16 인종 16년 2월 “壬午 詔曰 帝王之德 謙遜爲先 故 子曰 王公自

稱孤寡不穀 漢光武詔 上書不得 聖 仲尼亦不居仁聖 而今臣下 君推美 稱 過當 甚不合

理 今後 凡上章疏及公行案牘 毋得稱神聖帝王”

20) 의 책, 권17 세가17 “史臣金富軾贊曰( 략)及金國暴  排群議 上表稱臣 禮接北使甚恭 

故北人無不愛敬 詞臣應制 或指北朝爲胡狄 則瞿然曰 安有臣事大國而慢稱如是耶 遂能世結

歡盟 邊境無虞”

21) 崔逢深은 武擧로 직에 진출하 으며, 의 사  요구에 하여 ‘국가에서 壯士 1,000명

만 주면 에 들어가 임 을 사로잡아다가 바칠 수 있다’고 한 력이 이후 에 서장

으로 견될 때에 간들이 반 하는 근거가 되었다(�고려사� 권16 세가16 인종 9년

(1131) 9월). 한 김부식은 묘청과 윤언이 등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뒤 신라 심

의 �삼국사기�를 편찬하 지만, 무신집권기에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지은 것처럼, 그 

일 가 몰락한 뒤 곧바로 비 을 받았다(노명호, 2009 �고려 국가와 집단의식�, 서울 학

교출 문화원, 125면). 이러한 사실들은 묘청의 난 이 은 물론 난이 진압된 뒤에도 김부

식의 사  정책을 반 하는 료들이 범하게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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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 12년(1058) 4월에 를 담당하는 청에서 아뢰기를, “삼가 ‘임 의 옷은 

를 갖출 때는 마땅히 홍황색(紅黃色)을 입는데 그 나머지 색도 입을 수 있는지 리 

서 을 고찰하여 아뢰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 율력지(律曆志)를 살펴보니 ‘황(黃)은 

앙의 색으로 통치자[君]의 복색이다’라고 하 고, �당사(唐史)�에서는 ‘천자는 

황(赤黃)을 입으므로 사서에게는 하여 삼황색(三黃色)으로 옷을 만들지 못하게 하

다’고 하 으며,  ‘강사포(絳紗衣)는 하루에 조하를 받을 때 입는다’고 하 고. 

개원례(開元禮)에서는 ‘황제는 원구에서 제사할 때 강사포(絳紗袍)를 입는다’ 하 는

데 고사(古史)에서는 ‘한번 물들인 것을 강(絳)이다’라고 하며 그 주에 ‘원홍(縓紅)

이다’라고 하 습니다. 그러니 제왕의 옷은 를 갖출 때는 황·자·강(黃·赭·絳)의 3색

으로 하고 연향과 소회에 나갈 때는 편의 로 취합니다. 지  입는 홍황 외에 다른 

색은 없습니다.”라고 하 다.22)22)

의 인용문에서는 고려 국왕이 앙의 색인 황색을 입어야 하며, 를 갖출 

때에는 국 황제의 복식에 용되는 색깔 외에 다른 색을 입을 수 없다고 하

다. 이는 국왕의 상을 ‘ 앙’에 두면서 당의 제도를 복식 제도를 수용했음을 

알려 다. 국의 복식 제도를 수용했지만 국에서 설정한 국가의 상은 수용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고려 기의 지배층은 고려를 변방이나 번국이 아닌 

국과 별되는  다른 앙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국왕이 황포를 착용한 것은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살핀 인용

문에서도 서 은 고려 국왕이 상복으로 소매가 좁은 상포(緗袍)를 입는다고 하

다.23)23)‘상(緗)’은 담황색을 뜻한다. 그리고 의종 때 성립한 규정에서도 국왕은 

자황(赭黃)이나 치황(梔黃) 색 포를 착용하 다.24)24)

따라서 1140년 이후의 제복 규정은 고려 기에 통용된 규정이 아니라 인종  

후반에서 의종 에 국한된 규정일 가능성이 크다. 의종 때에도 황포를 착용했고, 

22) 의 책, 권72, 지26 輿服 冠服 視朝之服 “文宗十二年四月 禮司奏 伏准制旨 御服備禮之時 

當服紅黃色 其餘色可服  博 前典以奏 今按律曆志 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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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又曰 絳紗衣 朔日受朝服之 開元禮云 皇帝祈穀圓丘 服

絳紗袍 古史云 一染 之絳 註縓紅也 然則帝王之服 備禮則黃赭絳三色 如宴饗  取其便

宜 今所服紅黃外 更無餘色”

23) 본고 주15 참조.

24) �고려사� 권72, 지26 여복 복 시조지복 “毅宗朝詳定 凡正至節日朝賀 大觀殿大宴 鳳

門宣赦 奉恩寺 祖眞 八關 燃燈大 祈穀圓丘出宮 王太子納妃醮戒 冊王妃王太子臨軒發

冊 服赭黃袍 燃燈  則服梔黃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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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천 을 쓴 태조 신상

이것이 통치자를 앙에 비기는 국의 

제도에 근거한 색깔이므로, 고려 기의 

제복과 조복 제도도 국 황제의 제도를 

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단에 한 근거로 다음의 두 사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종(1105~1122)이 방공 왕

보(王俌)를 책 한 에 보이는, ‘곤면

(袞冕)을 내리니 제도가 구장(九章)에 

미쳤다’라는 표 이다.
25)

25) 방공 왕보는 

숙종의 아들로서 인종에게는 동생이 되

어 국의 제도에 따르면 친왕(親王)에 

해당한다. 그런데 종은 왕보를 책 하

면서 9류 과 9장복으로 구성된 제복을 

사여하 다. 이는 당과 송에서 친왕에게 

용되는 등 이다. 따라서 종을 포함한 고려 기의 국왕들은 태묘 제사 등

의 국내 의례에서 12류 과 12장복으로 구성된 제복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

다.
26)26)

둘째는 1992년에 고려 태조(918~943)의 능인 릉(顯陵) 부근에서 발견된 태

조 신상이다. 이 나상은 고려에서 신으로 숭배하다가 1429년(조선 세종 11)에 

매장한 것으로 머리에 을 쓴 형태로 주조하 다. 그런데 이 은 당과 송의 

황제가 착용한 24량 통천 임이 밝 졌다.
27)

27)24량 통천 을 쓰고 있는 태조의 

신상은 고려 기 국왕들이 통천 과 강사포를 착용하고 축하를 받았음을 알려

25) 의 책, 권90, 열 3 종실 숙종 “帶方公俌( 략)(睿宗)四年 爲公 冊曰( 략)朕心嘉止 

宜出綸而錫命 寔備物以申恩 分以土茅 爵高於五等 賜之袞冕 制及於九章”

26) 이민정, 2002 ｢고려 기 태묘 제례복식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7) 노명호, 2011 ｢고려태조 왕건 동상의 유 과 문화  배경｣ �한국사론�50, 서울  국사학

과 ; 노명호, 2011 �고려 태조 왕건의 동상 : 황제제도․고구려문화 통의 형상화�, 지

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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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이 동생에게 9장복을 사여한 사례와 통천 을 쓴 태조의 신상은 고려 

기의 국왕들이 국 황제에게 용되는 등 의 제복, 조복, 상복을 착용하고 

국내 의례를 거행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해 다. 

4. 고려 후기 이후 복식과 자의식의 변화

1) 원의 간섭과 복식 등 의 격하

고려는 송의 복식 제도를 수용하여 국왕복과 복을 착용하 다. 고려의 복식 

제도는 내부 으로 국과 동 의 복식을 착용하고, 외부 으로는 제후의 복식

을 착용하여 이 인 모습을 보 다. 복식 제도의 이 성은 국왕 복식에서 잘 

나타난다. 내부 의례를 행할 때에는 국 황제와 동 의 복식을 착용하 다. 그

러나 국의 칙사를 맞이하여 외교 의례를 할 때에는 국에서 정한, 제후국왕

에게 용되는 복식을 착용하 다. 이는 국왕이 상복으로 ‘상포(緗袍)’, 즉 황색

의 포를 착용하지만, 국 사신 앞에서는 자색 비단으로 만든 공복[紫羅公服]을 

입고 의례를 행했다는 기록에서도
28)

28)잘 드러난다. 따라서 거란[요]의 칙사를 맞

아 의례를 행할 때에도 구류면과 구장복을 착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듯 고려 국왕의 복식 제도가 이 인 모습을 띠는 것은 외 으로 국 

심의 국제질서를 수용하는 한편, 내 으로 국과 동등한 상을 유지한 고려

인의 자의식을 반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자의식은 인종 에 

김부식을 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잠시 약화되었지만 무신

정권의 성립으로 다시 고려 기의 의식을 회복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리 인 국제 계와 국과 등한 자의식을 반 하는 복식 제도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 차 국 심의 일원 인 질서를 반 하는 것으로 바 었

다. 그것은 몽고의 간섭이 심화되면서 제후국의 상이 굳어진 결과 다. 

고려의 태자 던 원종은 쿠빌라이를 만나 고려의 의  제도를 유지할 것을 약

28) 본고 주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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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받고 강화를 맺었다.
29)

29)그 결과 고려는 황제국에 하는 복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몽골(원)의 세력이 고려에 깊이 침투하면서 고려는 내부 으로

도 제후국의 의례를 행하게 되었고, 자의식도 이에 맞게 변해 갔다.

왕이 복 하고 왕창이 사제로 돌아가니 백 이 왕부에 나아가 거가를 호 하여 

궐에 들어오는데 몽고의 사신이 따르니 보는 사람이 감격하여 울었다. 몽고의 사신

이 백 의 하례를 보겠다고 청하니 왕이 자포(紫袍)를 입고 뜰에 나와 북을 향하

여 멀리 사례하고 황의(黃衣)로 갈아 입고 강안 에서 축하 의례를 받았다.30)30)

 인용문은 원종의 복 식 장면을 기록한 것이다. 몽골 사신이 참석한 축하 

의식에서 원종은 보라색 포를 입고 뜰에 나와 북쪽을 향하여 사례한 다음 황색 

포로 갈아입고 백 의 하례를 받았다. 자포는 몽골의 제후로서 입은 것이고 황

포는 고려의 통치자로서 입은 것이다. 그러나 자포를 착용하고 시작한 복 식은 

제후의 상이 강조된 의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려 기 다면 자포를 입고 북을 향해 하는 의식은 즉 식에 포함되지 않

았을 것이다. 즉 식은 온 히 국내 의례로 치러졌을 것이고, 즉  에 자포를 

황포로 갈아입는 차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종이 자포를 입고 북쪽을 향

해 사례한 것은 몽골 사신의 참 을 고려한 조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몽골의 

간섭이 심화되면서 국가의 상이 하락해 가던 당시의 사정을 잘 보여 다.

원의 간섭에 따른 국가 상의 하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었다. 충

렬왕이 즉 할 때에도 먼  포와 홀을 갖추고 원 황제의 조서를 받은 뒤 황포로 

갈아입고 즉 하 다. 조서를 받는 의식에서 충렬왕이 착용한 포의 색은 자포

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1301년에 이르면 원에서 황제국과 동등한 제도를 

제후국에 맞게 격하할 것을 요구하 다.
31)

31)이에 충렬왕은 복색을 지황(芝黃)으

29)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1년(1259) 8월 “一曰 衣冠從本國之俗 皆不改易” 

30) 의 책, 권26, 세가26 원종 10년(1269) 11월 “甲子 王復位 淐還私第 百官詣王府 扈駕入

闕 蒙使從之 觀 感泣 蒙使 請觀百官駕禮 王服紫袍出庭 向北遙謝 更黃衣 受賀于康安殿”

31) 의 책, 권32, 世家32 忠烈王 27년(1301) 4월 “至如王國而用天子殿庭之禮 卽臣之初 旣當

論  昔或不審 自今宜卽更之( 략)又目覩大德三年十一月十五日 大德四年二月十五日 國

王二次大  亦三擧淨鞭 山呼萬歲 一如天子 制 有此僭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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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었다가
32)

32)복색에 해서는 명확한 령이 없었음을 알고 1304년에 다시 

황포로 바꾸었다.
33)

33)따라서 1304년 이후에 고려 국왕이 착용한 황포는 국가의 

상이나 자의식과 련 짓기 어렵다. 모든 제도가 제후국에 맞게 격하된 상태

에서 원의 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착용하 기 때문이다. 1304년 

이후의 황포는 고려 기 이래 국왕 상복의 복색이라는 문화  측면에 비 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듯 충렬왕 때에는 국가의 상이나 통치자의 권 를 상징하던 복식의 의

미가 달라졌다. 그리고 충선왕 때에 이르면 자색이 국왕의 복색이 되었다. 충선

왕은 1298년 1월에 원의 배려로 즉 하여 잠시 국왕의 자리에 있을 때 부왕(충

렬왕)에게 태상왕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존호를 올리는 의식을 행할 때에 충선

왕은 자포를 입고 충렬왕은 황포를 입었다.
34)

34) 한 충렬왕 사후에 복  할 때에

도 자포를 입고 즉 식을 거행하 다.
35)

35)이 듯 충선왕이 즉  후에 자포를 입

었고  자포를 입고 복 식을 거행한 것으로부터 자색을 고려 국왕의 상에 

맞는 복색으로 생각했을 짐작할 수 있다. 부왕인 충렬왕이 원의 압력으로 국내 

의례의 격을 낮추었다면 충선왕은 원제국 질서 속에서 제후국으로 설정된 고려

의 상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충선왕의 조치는 원이 고려를 압도하던 국제 환경과 충선왕의 개인 인 특성

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충선왕은 쿠빌라이의 외손으로 태어나 장기

간 원에서 생활하 다. 1차 퇴  후에는 10년 간 원에 머물면서 황제를 옹립하

는 데 성공하여 심양왕으로 책 되었다. 이러한 통과 이력은 원을 기 으로 

하는 일원  국제질서를 수 하고 이에 합당한 자의식을 갖추게 하 다고 생각

된다. 고려 국왕을 원의 제후로 여기는 생각은 부왕의 시호를 올리자는 건의에 

해 ‘상국(上國)이 있으니 청할 뿐이다. 옥책·죽책이 역시 에 합당한가?’라고 

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36)

36)즉  후의 하례와 복 식에서 착용한 자포가 반

32) 의 책, 권72, 지26 여복 복 시조지복 충렬왕 27년(1301) 5월 

33) 의 책, 권32, 세가32 충렬왕 30년(1304) 2월 

34) 의 책, 권33, 세가33 충선왕 즉 년(1298) 1월 “乙卯 王率百官 詣德慈宮 奉牋上 號 曰

太上王 王 衣紫袍 太上王衣黃袍 受賀” 

35) 의 책, 권33, 세가33 충선왕 복 년(1308)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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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상

하는 자의식은 묘호와 시호를 스스

로 포기하고 원의 시호를 요청한 

행 가 반 하는 자의식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의 간섭이 심화되고 원

과의 계 긴 해질수록 고려의 국

왕들은 실 으로 원의 제후가 되

었을 뿐더러 그것을 내면 으로 

정하고 당연시하기에 이르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리  차원에서 

제후국의 상을 승인한 고려 기

와 달리 이 시기에는 국 심의 

일원  질서를 내면화 한, 자의식

에 큰 변동이 일어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사 의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자의식이 강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서 충선왕 이후의 국왕들이 즉 식 등의 국내 의례에서 어떤 색상의 옷

을 착용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충렬왕 때부터 리들은 몽골 복장을 하 고, 

국왕도 머리를 몽골식으로 깎고 몽골 복장을 입었다. 그러나 충선왕이 즉  후

의 의례와 복 식에서 자포를 입은 것처럼 고려 후기에도 통 인 의례를 행할 

때에는 송의 제도를 수용한 고려 기의 복식을 착용하 다.
37)

37)따라서 충숙왕 

이후 공민왕에 이르는 국왕들도 즉 식 등의 의례를 거행할 때 자색 포를 착용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존하는 공민왕의 상에서 확인된다.

재 종묘 경내의 공민왕신당에는 공민왕과 노국공주를 함께 그린 상이 

안되어 있다. 이 상의 유래나 진 는 명백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물의 

36) 의 책, 권33, 세가33 충선왕 복 년(1308) 10월 “丙申 有司 議上大行王諡 王不可 曰有

上國在 我且請之 竹冊玉冊亦合於禮乎 於是 但上號 曰純誠守正上昇大王”

37) 유희경․김문자, 1998 �개정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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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가 원에서 유행한 양식과 같고 조선 에 그려진 하연부부 상, 박연부부

상 등의 부부 상과도 같아
38)

38)고려말 조선 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한 공민

왕은 복두를 쓰고 자색의 포를 입고
39)

39)홀을 들고 있어, 고려 기에 송의 사신

을 맞아 의례를 행할 때의 복식과 동일하다. 그리고 고려 기 강민첨 상이나 

최유선 상과 비교하면 복두의 각이 길이가 짧은 반면 폭이 넓다. 이러한 형태

는 안동의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는 복두와 유사하다.
40)

40)따라서 공민왕신당의 

상은 공민왕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단할 수 있다. 원종이 복 식에 앞서 착

용한 자포로부터 자색 공복 차림의 공민왕 상에 이르는 사례들은 원의 간섭이 

심화됨에 따라 제후국의 상이 굳어지고 차 그에 합당한 자의식이 형성되어 

갔음을 알려 다. 

2) 명의 제도 수용과 제후국 의식의 정착

고려 후기에 충선왕부터 국왕들은 국내 의례에 제후의 등 인 자포를 착용하

다. 이는 고려의 실질 인 상이 제후국으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국왕 스스

로도 제후 국왕으로서의 자의식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려 다. 그러나 원이 쇠약

하자 1356년(공민왕 5)에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쳐 고려 기의 제도를 

회복하 다. 이 때 복식도 고려 기의 제도를 회복한 듯하다. �조선왕조실록�에

는 공민왕이 12장복을 입고 황색을 사용하 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41)

41)공민왕이 

3성 6부 등 문종 때를 기 으로 제와 품질(品秩)을 회복한 것을 보면
42)

42)이 기

38) 조선미, 2012 �왕의 얼굴�, 사회평론, 32~34면 참조.

39) 공민왕이 착용한 포의 색에 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홍포로 단하 다(주38 참조). 그러

나 조선후기의 조 어진과 비교해 보면 더욱 짙붉어 자색으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공민

왕은 익선 이 아닌 복두를 착용하여 고려 기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공민왕이 

착용한 포는 서 이 ‘자라공복(紫羅公服)’이라고 표 한 자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0) http://www.tsm3.or.kr 참조.

41) �世宗實 � 권105, 세종 26년(1444) 윤7월 23일(庚子) “上 兵曹判書韓確禮曹判書金宗

瑞右參贊李叔畤曰 高麗恭愍王時 僭用十二章之服 凡物皆用黃色 太祖尙未盡革 太宗朝 黃

色之禁 至爲嚴明 載在典章 至于今日 宮中服飾 或用黃色 宮中則革之何難 中外大 男婦黃

染衣服 申明痛禁何如” 

42) �고려사� 권76, 지30 백  吏曹 “恭愍王五年 復立六部 吏部 置尙書侍郞郞中員外郞 品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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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려 기의 자의식을 회복하는 데 이르지 못하 다. 

장기간 지속된 원의 간섭으로 고려 지배층의 자주 의식이 고려 기보다 약화되

었을 뿐더러 국에 한 사 를 당연시하는 성리학자가 증가하 다. 외부 으

로는 한족 정권이 흥기하고 홍건 이 침략하는 등 자주성을 강화하기 어려운 상

황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1362년(공민왕 11)에 각종 제도를 다시 제후국 체제로 

격하할 때에 국왕 복식도 격하되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명이 원을 축출하고 국을 장악하자 복식의 사여를 통하여 국가의 등

과 격을 드러내는 외교 계가 부활하 다. 명 태조는 1370년(공민왕 19)에 공

민왕을 책 하면서 9류 과 9장복을 사여하 다.
43)

43) 한 7량의 원유 과 강사포

를 사여하 다.
44)44) 

명의 책 에 수반된 복식의 사여와 그 복식이 표 하는 국가의 상은 고려 

기에 요와 송과의 의례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고려 내부의 의례에서 명에서 

사여한 복식을 착용했다는 에서는 고려 기와 크게 달라졌다. 원의 간섭은 

종료되었지만 고려의 자의식은 고려 기의 수 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1372년에 공민왕은 태후를 책 하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황포를 입고 원유 을 

착용하 다.
45)

45)원유 은 강사포와 짝을 이루므로 황포에 원유 을 착용하는 것

은 제도에 맞지 않다. 게다가 황포는 황제의 색이므로, 제도에는 맞지 않더라도 

양 을 쓴다면, 12량의 통천 을 써야 한다. 따라서 황제의 격과 제후의 격이 섞

여 있는 이와 같은 복식은 고려 기의 자주 인 의식과 고려 후기의 제후국 의

식이 섞여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반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민왕 때에 나타난, 제도와 맞지 않은 복식의 착용은 곧 명에서 사여한 복식

復文宗 制 十一年 復改典理司”

43) 의 책, 권72, 지26 여복 복 제복 “恭愍王十九年五月 太祖高皇帝 賜冕服 圭九寸 冕靑

珠九旒 靑衣纁裳 九章”

44) 의 책, 권72, 지26 여복 冠服 視朝之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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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絳紗袍”

45) 의 책, 권65, 지19  가례 冊太后  “恭愍王二十一年正月乙丑 王 服黃袍遠遊冠 詣太后

殿 奉玉冊金寶 上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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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착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공양왕은 원유 과 강사포를 착용하고 왕태비

를 책 하 다.
46)

46)공양왕이 국내 의례에서 명에서 사여한 것과 동일한 등 의 

복식을 착용한 것은 공민왕의 개 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가의 상을 제후

국으로 설정했음을 알려 다. 이후 조선에서도 명에서 사여한 복식을 기 으로 

국내의 복식제도를 정비하 다.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명년 1월 1일부터 조정[명:필자]에서 제정한 ·복(冠

服)을 착용하게 하고 조에서 자세히 살펴 정하게 하니, 조에서 보고하기를, ‘1품

은 홍포와 물소뿔 허리띠요, 2품에서 합문 이상은 홍포와 여지 요, 3, 4품은 청

포와 검은뿔 , 상아홀이며 5․6품은 청포와 검은뿔 , 목홀이며, 7품 이하는 녹

포로서 와 홀은 5․6품과 같고, 신[靴]은 모두 검은 색을 사용하게 하십시오’라고 

하 습니다.”47)47)

의 인용문은 조선에서
48)

48)1393년(태조 2) 1월 1일부터 용할 복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색상이 홍포, 청포, 녹포로 구분된 것을 보면 리의 공복으

로 명의 제도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해당 복색이 용되는 품을 

보면 명의 제도에 비하여 2등 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명에서는 4품 이상이 

붉은색[緋]을 착용한 데 반해
49)

49)조선에서는 2품 이상이 붉은색[紅]을 입어 붉은 

색이 용되는 품이 명에 비해 2등  높아졌다. 

조선에서 복 제도의 격을 명의 제도에 비해 2단계 낮춘 것은 1370년에 명에

서 고려의 리에게 사여한 제복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명에서는 국의 

9등(九等) 제에 견주어 두 등 을 낮추어 사여하 다.
50)

50)그리고 20여년 뒤 조

46) 의 책, 권65, 지19  가례 冊太后  “恭讓王二年四月乙巳 冊恭愍王定妃 王以絳紗袍遠

遊冠 御大殿南 視朝” 

47) �太祖實 � 권2, 太祖 1년 12월 12일(무오) “都評議使司啓 自明年元正 始服朝制冠服 許

令禮曹詳定 禮曹啓 一品紅袍犀帶 二品至判閤門以上 紅袍荔枝金帶 三四品靑袍黑角革帶象

笏 五六品靑袍黑角革帶木笏 七品以下綠袍帶笏 五六品同”

48) 이 시기의 정식 국호는 ‘고려’ 다. 

49) 본고 <표 1> 참조.

50) �高麗史� 권72, 지26 輿服 冠服 百官祭服 “恭愍王十九年五月 太祖高皇帝賜群臣陪祭冠服 

比中朝臣下九等 遞降二等 王國七等 通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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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리의 공복 제도를 정하 다. 이와 같은 원리는 이후

에 성립한 복식 제도에도 용되었다. 제복 제도 역시 명에서 고려를 2등  체

강하여 왕국 7등으로 규정한 사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51)

51)그 결과 조선의 1

품 리는 명에서 3품에 용되는 5량 을 착용하 다.

조선이 명의 제도에 의거하여 복식 제도를 제정한 것은 스스로를 제후국으로 

여기는 의식을 잘 보여 다. 1370년에 명에서 사여한 국왕과 리의 제복은 명

의 입장에서 설정한 고려의 상을 반 할 뿐 고려 지배층의 자의식과는 직

인 계가 없다. 그러나 조선의 복장 규정이 명의 제도를 수용하면서 명의 제도

보다 2등을 낮춘 것은 조선 지배층의 자의식을 반 한다. 고려 후기를 거치면서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은 다원 인 시각으로 국제 계를 악하면서 자신을 

심으로 한 별도의 천하를 설정하기보다
52)

52) 국을 심으로 한 일원 인 국제 

계 속에서 자신의 치를 설정하는 데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왕의 상복 규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선이 수용한 명제에 따르면 황

제는 상복으로 황포를 착용하고 황태자는 포를 착용하 다. 명의 입장에서 조

선 국왕은 황태자에 하므로 상복으로 포를 착용해야 했다. 이 포[大紅 ]

는
53)

53) 한제국이 선포된 1897년까지 국왕의 집무복이 되었다. 리의 복색을 2

등  낮추어 정하고, 국왕이 홍색의 곤룡포를 상복으로 착용한 것은 명의 명

시 인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에서 자발 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고려 기에 비해 약화된 자주성과 강화된 사  의식을 반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에서 설정한 질서에 근거하여 국가의 상을 악하는 의식은 명이 멸망

51) �太宗實 � 권31, 태종 16년 3월 30일(임술) “禮曹上朝官冠服之制 啓曰 謹稽洪武三年中

書省據禮部呈 欽奉聖旨 賜 冠服咨內一款 陪臣祭服 比中朝臣下九等 遞降二等 王國七等 

第一等秩, 比中朝第三等 第二等秩 比中朝第四等( 략) 洪武禮制 第三等以下各品冠服等

第及本國諸祭序例各品祭服等第 參 詳定 謹具啓聞 一品冠五梁(하략)”

52) 노명호, 1999 ｢고려시 의 다원  천하 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105, 한국사연구회.

53)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명에서 조선 세종에게 익선  1정과 포복 3습을 보내 온 것이 확

인된다(�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3월 26일). 보내온 포 3건의 색은 모두 ‘ 홍(大紅)’

이었다. 홍색은 짙붉은 색이므로 명에서 황태자의 상복의 색으로 규정한 ‘ (赤)’과 같

은 색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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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만주족이 건국한 청은 조선 문화의 독자성을 인정하

으며 만주족의 복식을 강요하지 않았다. 책  의례에서 제복을 사여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명이 멸망한 조선후기에는 국 한족의 제도를 유지할지

라도 고려 기처럼 복식의 등 을 올려 착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명에서 설정한 등 을 계속 유지하여 제복으로 구류면과 

구장복의 곤면을 착용하고, 조복으로 원유 과 강사포를 착용하 으며, 상복으로 

홍색의 곤룡포를 착용하 다. 이는 국의 한족 왕조가 화이론에 입각하여 설

정한 국제질서가 지배층의 의식 속에 굳건히 유지되었음을 알려 다.

그런데 존하는 조선 태조 상의 복색은 매우 독특하다. 태조의 상은 익

선 과 용포(龍袍)를 착용하고 있다는 에서 명의 제도와 일치한다. 그러나 복

색은 황제의 색인 황색도, 황태자의 색인 색도 아닌 청색이어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에 해 조선후기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때에는 고려가 청색을 숭

상했는데 태조가 재 할 때에도 청색을 숭상하여 청색 곤룡포를 입었을 것이라

고 추측하 다.
54)

54)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태조가 즉 한 해에 조선에서는 1370년에 명이 고려에 사여한 제복의 등 에 

하여 리의 상복을 정하 다. 이는 조선의 지배층이 조선을 명의 제후국으로 

설정한 결과 으며,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올바른 것으로 여겨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왕의 상복도 명의 제도를 따랐다면 포( 홍포)를 착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태조가 청포를 착용한 이유에 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하

나는 태조가 왕 에서 물러나 상왕으로 있을 때의 모습일 가능성이다. 홍포는 

아들인 태종이 입고 태조는 왕 에서 물러나 청포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어진(御眞)은 국왕 재 시의 모습을 표한다는 에서 상왕으로 물러났을 

때의 복색일 가능성은 다. 필자는 태조의 청포는 태조의 자주 의식을 반 한

54) �숙종실록� 권19, 숙종 14년 4월 8일(경술) “上出往江郊 祗迎太祖大王影幀 陪入資政殿 

奉審後行酌獻禮 上曰 瞻拜影幀 則所御袞衣色靑 似非禮服 而無乃國初服色 尙靑而然乎 領

府事金壽 曰 人 高麗尙靑云 太祖朝去高麗未遠 故或 用靑爲袞矣 上然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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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선 태조의 상 

다고 생각한다.

태조는 비록 요동정벌을 반 하

고 화도 회군을 단행하여 정권

을 잡았지만 명에 복속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태조의 

자주 의식은 즉  후 정도 의 보

좌를 받아 요동정벌을 추진한 것

에서 잘 드러난다.
55)

55) 한 공민왕 

때에 궁 에서 다시 사용한 황색 

기물을 태조 때에도 유지한 것에

서도 확인된다.
56)

56)따라서 태조가 

착용한 상복의 청색은 조선의 독

자성을 표 하는 색으로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을 기 으로 

조선은 동방에 해당하고, 청색은 

동방을 상징하 으므로 상복의 색

으로 청색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고려 후기에 이승휴가 ‘요동에 별도로 하나의 세계가 있으니, 별자

리도 국과 구분된다’고 한 것과
57)

57)같은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포를 입은 태조의 상은 황색을 국 황제의 복색으로 인정하면서

도 동방국의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자주의식이 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정도 을 제거하고 태조를 퇴 하게 한 태종 이후 조선의 지배층은 

명에 한 사 를 치 으로 내세울 만큼 국 심의 질서를 정하 다. 그리

고 국왕들은 국내 의례에서 9류 과 9장복, 원유 과 강사포, 홍색 곤룡포를 

착용하여 명의 제후로서의 상을 드러냄으로써 태조의 자주 의식은 계승되지 

55) 한 우, 1999 �왕조의 설계자 정도 �, 지식산업사, 212~215면.

56) 본고 주41 참조.

57) �帝王韻紀� 卷下, 東國君王開國年代 地理記幷序 “遼東別有一乾坤 斗 中朝 區以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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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 다. 국내에서 황색의 사용을 지하고 공민왕이 황포를 착용한 것을 ‘참

람’하다고 비 하는 시기에 이르면
58)

58)사 는 강 국의 압력으로 인한 불가피함

이거나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의 차원을 넘어 당 로 인정되었고, 국가 

상에 한 지배층의 자의식도 이에 맞게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한국 문화는 장기간 국 문화의 향을 받으며 변화, 발 해 왔다. 국왕과 

리의 복식도 이에 해당한다. 국 복식의 착용은 국이 설정한 국제 질서의 수

용 여부와 계되었다.

고려의 국왕은 요와 송 등 국 왕조로부터 의복을 받았다. 거란[요]에서는 

제복인 곤․면을 선사하 다. 고려 국왕이 받은 곤면은 황제가 착용하는 십이류

과 십이장복에서 한 등  낮춘 구류 과 구장복이었다. 이 게 함으로써 요에

서는 고려 국왕의 지 가 거란의 황태자와 같음을 외부로 드러내었다. 한족 국

가인 송에서는 자색 공복을 선사하 다. 송에서 자색 공복은 황태자가 입었으므

로 송에서도 고려 국왕의 상을 황태자와 동 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 기의 국왕은 이들 복식을 국내의 의례에서 착용하지 않았다. 

자국의 의례를 거행하거나 집무를 볼 때에는 국 황제와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

다. 고려 기의 국왕은 제후의 복식과 황제의 복식을 상황에 따라 착용하

다. 국내에서 의례를 행하고 집무할 때에는 황제의 복식을 착용하고, 국의 책

을 받거나 칙서를 수할 때에는 제후의 복식을 착용하 다. 이는 밖으로는 

국의 제후이고 안으로는 고려의 황제라는 자의식이 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강약이 엄연한 국제질서에 응하여 국에 해 제후의 상을 수용하여 

실리를 취하면서 내부 으로는 국과 동등한 자주국으로서의 상을 견지한 것

이다. 이러한 의식은 리들의 복식에도 반 되었다. 고려 리의 공복은 송의 

제도와 양식 뿐 아니라 등 까지 일치하 다.

58) 본고 주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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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이고 자주 인 의식을 반 하는 고려 기의 복식 제도는 고려 후기에 

유지되지 못하 다. 고려를 섬기던 여진족이 거란(요)을 멸망시키고 고려와 책

-조공 계를 맺은 것은 국제 계에 한 인식에 큰 충격을 주었다. 더욱 큰 

충격은 몽골에 복속되면서 발생하 다. 원에서는 간섭을 심화하면서 황제국에 

한 각종 의례와 제도를 제후국에 맞게 격하하라고 요구하 다. 국왕의 복식에 

해서는 구체 인 요구가 없었지만 고려에서는 스스로 황포를 버리고 자포를 

착용할 정도로 제후국의 상에 충실하 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차 자

의식도 변하 다. 제후국으로 격하된 국가의 상과 이에 부합하는 자의식은 원

의 간섭이 끝나도 고려 기의 수 을 회복되지 못하 다.

고려에 이어 건국한 조선에서는 명에서 고려에 해 설정한 등 과 제도에 맞

추어 복(官服) 제도를 정하 다. 조선의 국왕은 국내의 의례에서도 명에서 규

정한 제후의 복식을 착용하 다. 집무복인 상복도 명에서 황태자와 친왕이 착용

하는 포[ 홍포]를 착용하 다. 리의 공복도 2품 이상이 홍포를 착용하여 

명에서 4품 이상이 홍포를 착용하는 것에 비해 2등  격하시켰다.

고려 후기와 조선 시기 국왕과 리의 복식 제도는 명의 명시 인 지시나 간

섭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되었다는 에서 고려 기와 다른 자의식을 반 한다. 

고려 기에 자국을 심에 두고 국제 계에 응한 것과 달리 고려 후기와 조

선에서는 국 심의 일원  질서를 수용하고 자국의 상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려 기에 비해 약화된 자주 의식을 반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의 복식제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청포를 착용한 조선 태조의 

상화는 국의 동쪽에 치한 조선의 독자성에 한 인식을 강하게 반 하고 있

다는 에서 특기할 수 있다.

주제어 : 복식, 복색, 황제, 제후, 자의식, 국가 상

투고일(2012. 10. 29), 심사시작일(2012. 11. 1), 심사완료일(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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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vel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People’s 

Self-consciousness of it, reflected in the Attires(服飾) of the Kings 

and the Officials
59)

Lee, Jong-seo *

The Chinese dynasties, such as the Khitan Liao(遼) or the Mandarin Sung(宋), all 

bestowed clothes and uniforms to the Goryeo kings. This particular act was intended to 

highlight the fact that the Goryeo king was a “local lord” who was to serve the 

Chinese emperor. But in the early half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the Goryeo kings 

actually wore a ‘different’ uniform which was designed as a dress for the ‘emperor’ 

when they were working with the officials or holding domestic events. They only wore 

the 'lord' uniform bestowed from China when they had to greet Chinese emissaries or 

attended installation ceremonies arranged by the Chinese emperor. The Goryeo kings 

accepted their position as a lord serving China, but at the same time maintained an 

internal and independent set of institutions which was not that much different from the 

Chinese system.

Yet the dresses and uniforms of the early half of the Goryeo dynasty period did not 

continue into the latter half of the same dynasty. With the oppression and intervention 

from the Mongol Yuan empire, the kings had to abandon the traditional yellow attire, 

and instead chose to wear the ‘purple’ attire. By doing so they positioned themselves as 

lords (serving the emperor), and such status continued into the Joseon dynasty.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ople accepted the world order with China at the center, and 

modified the Korean peninsula’s status according to that. Such action signals a fairly 

weakened state of the people’s independent nature and independent thinking. Then again, 

unlike the other descendant kings who followed in subsequent periods, the portrait of the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istory and Culture Studies of Uls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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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on Founder King Taejo (Yi Seong-gye) shows the king wearing a 'Blue' uniform. 

Such description indicates the existence of a strong self-consciousness in the minds of 

the Joseon people, who must have wanted to maintain independence and autonomous 

thinking as residents of a country placed in the East side of China.

Key Words : attires, color of the clothes, emperor, lords, self-consciousness, features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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