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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yles of Baekje costumes by examining costume types and styles based on the

research of old books and a comparative study of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Baekje art relics in Central

Asi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records of old books,

relic materials (Yangjikgongdo, Mural paintings of Takamatsuzuka Tumulus, Cheonsuguk Mandarasujang,

Shosoin relics, and Haniwas), we can see that ancient Japanese costumes were influenced by the culture of

Baekje costumes. 2.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cords of relic materials of Baekje and Central Asia show

that there were vigorous interchanges between the East and West. 3. Baekje costumes showed a great diver-

sity in styles because they were based on Buyeo costumes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vigorous overseas

trade. 4. Baekje's upper garments are summarized as Boksam and Po for men and Yu, Banbi and Euisapo

for women. Boksam and Yu styles varied as tunics and overlapped jackets with straight and round collars.

Two types of sleeves coexisted. The sleeves of Hansung Baekje period were a diagonal lined style that was

wide on the armhole and narrow on the wrist. The sleeves of Sabi Baekje period were a reversed diagonal

lined style that is narrow on the armhole and wide on the wrist. Pants styles were summarized as Gon,

Gunggo and Daegugo. There were not enough relics and references for the Baekje costumes; however, this

study widens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various styles of Baekje costumes through inferences from

available data.

Key words: Baekje costume, Central Asia, A portrait of ambassador in the Yang Dynasty, Cheonsuguk

Mandara Sujang, Shosoin relics; 백제 복식, 중앙아시아, 양직공도, 천수국만다라수장, 쇼쇼

인 유물

I. 서 론

백제의 역사는 한성시대(B.C.18~A.D.475), 웅진시대

(A.D.475~538), 사비시대(A.D.538~660)로 구분된다. 지

금까지 백제 복식 연구는 현존하는 문헌 유물 자료의 부

족으로 충분한 조명이 힘들었다. 더구나 백제 문화 원류

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백제와 야마토[大和] 왕국 간의 밀

접한 관계는 일본 고서의 정치적 관점의 왜곡으로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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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의 역사적 연결고리마저 외면당해왔다. 그 역사의

현장에 백제의 복식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서 일본의 후

기 고분(古墳)시대(A.D.3~6세기 후반)를 열어가고, 다시

아스카[飛鳥] 문화로 그리고 나라[奈良]로 이어져 갔다는

사실은 한국 복식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해

상강국으로서 요서까지 진출하여 위용을 자랑했던 백제

문화의 세계성은 우리의 미래를 풀어나갈 비전의 모델

로서 그 정체성을 재조명해야 한다.

백제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관식, 장신구 관련 연

구이거나 북방계 기마 민족으로서의 한정된 복식 내용

만 언급될 뿐, 구체적인 복종별 유형이나 디자인 관점에

서 그 형태를 살핀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백제와 일본

복식의 관련성만 지적할 뿐(Kim, 1985) 그 과정상의 상

관관계, 복식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다

른 연구는 ‘금동대향로 복식’ 1건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

다(Kim, 2012). 이에 본 연구는 Chae and Koh(2009)에

이어 고서기록과 함께 백제와 주변국과의 고고학적, 미

술사적인 다양한 시각물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존재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백제 복식의 복종에 따른 형태와 구

조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문

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는데 있어 기존의 고대 복

식, 중앙아시아 자료, 일본과의 대외관계 및 사회상의 비

교분석을 통해 백제 복식의 실상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모든 복종별 유형은 실물 제작 실험을 통한 결과를 도식

화로 제시하였다.

II. 백제와 주변국 복식 문화의 상관관계

1. 중앙아시아 복식 문화와의 관계

고대 유목민 문화권의 국가들은 영토 개념의 국가가

아닌 거점 확보의 네트워크(network) 국가로서, 우리나

라에서 초원길을 통해 인도에서 아라비아를 거쳐 그리

스,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물적 교류로 이루어

졌음은 각종 고고학 유물들이 입증하고 있다. 한국 복식

의 원류를 실크로드상의 유라시아에 위치한 스키타이

에서 그 근원을 두는 관점(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 organizing committee of the Korean costume

culture 2000, 2001)을 참고할 때 그 주변 중앙아시아 또

한 고고학적 유사성을 근거로 그 문화 소통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신라의 혜초가 여행했던 카

슈카르, 투르판, 타클라마칸 사막의 서역 북도와 호탄,

누란 등 서역 남도, 그리고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이 발견된 동서 교류의 관문인 둔황(敦煌)에서 서안(西

安)에 이르는 실크로드까지 광범위한 문화적 소통이 있

었음을(National Museum of Korea, 2010) 볼 때 고대 한

국과 중앙아시아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시각 유물 자료는 고고학 ·역사학자들의 자문에

근거 활용하였다.

2. 부여 ·고구려 ·신라 복식 문화와의 관계

북으로는 고구려, 동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정치, 사회, 생활문화에 있

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면서도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과 갈등 또한 있었다. 이는 백제가 그 의복, 음식,

언어 등 고구려와 그 풍속이 같고(『周書』卷49 列傳 異

域上 百濟傳,『魏書』卷100 百濟傳,『北史』卷94 列傳

百濟傳,『梁書』卷54 列傳 百濟傳,『南史』卷79 百濟傳)

신라 역시 고구려 ·백제와 풍속, 형법, 의복이 같다(『隋

書』卷81 列傳 新羅傳,『北史』卷94 列傳 新羅傳,『南

史』卷79 列傳 新羅傳,『舊唐書』卷199 東夷列傳 新羅

傳)는 고서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출토 유물의 유

사성에서도 확인된다. 문헌에 백제 의복에 대수자포(大

袖紫袍)나, ‘부인의사포(婦人衣似袍)’ 등 특별히 ‘포’를

지칭하여 표기함은 “백제의 선조가 부여로부터 내려왔

다”고 하는 고서 기록(『魏書』卷100)을 뒷받침하는 부

분으로 백제 의복에서 포를 특징으로 하는 부여와의 관

계성에서 기인한 복식의 특성과 연관된 것이라 생각된

다.

3. 일본 복식 문화와의 관계

1) 백제와 일본 야마토 왕국 천황가계와의 관계

백제 복식 연구는 고대 백제와 일본 열도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국내 ·외 사학자들이 왜국

(倭國)의 시작을 4세기 말 오오진[응신(應神)]왕(王)으

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는데(Covell & Covell, 2006/

2006; Hong, 2003; Hong et al., 2011)『고지키[古事記;

712]』,『니혼쇼키[日本書紀; 720]』에 의하면 오오진은 백

제인으로 A.D.390년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일본의 오오진왕에게 보냈다는

칠지도(七支刀)의 명문(銘文)이나 인덕왕(仁德王)의 무

덤에서 발견된 청동거울 등으로 오오진왕이 백제계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니혼쇼키』신공황후기(神功皇后紀)

에서 확인된다(Toneri, 2013). 또한 507년 일본 고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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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타이[계체(繼體)]왕(A.D.507~531)이 백제 무령왕과

형제 간이었음을 밝히는 유물인 인물화상경(人物畵像鏡)

은 모두 48개의 한자어로 된 금석문으로 그 내용은 무령

왕 사마가 고분시대 왕실에서 동생과 지내다 아버지인

백제 동성왕의 뒤를 이으려 고국으로 돌아온 후 동생에

대한 염려를 적어 보낸 것으로 기록상의 ‘남제왕’과 ‘사

마’라는 글귀는 오오진왕의 5대손인 계체왕과 무령왕이

형제 간임을 밝히는 단서가 된다(Soh, 1994).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1권의 첫 머리에 실려 있

는 1대에서 4대의 마히토(眞人) 황족들은 모두 오오진왕

의 후손, 5대는 게이타이왕의 후손, 6대에서 12대는 비

다쓰[민달(敏達)]왕의 후손, 13대에서 20대까지의 마히

토 황족들은 모두 ‘백제 왕자’의 후손이라 기록되어 있

어(Fujiwara & Fujiwara, 2013) 전체 44개 황족들 모두 백

제왕의 자손으로서, 이는 곧 오오진왕에서 게이타이왕에

이르는 계통의 핵심적인 일본 황족 전체가 백제 왕족의

후예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백제와 일본 왕실 간에

는 서로간의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

계가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천황가계

구도는 양직공도(梁職貢圖) 문귀에 “그 나라에 22담로

가 있는데 모두 왕의 자제, 종족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하

였고, 또한 백제는 지리적으로 산둥성(山 省), 요서(遼

西)까지 진출하여 왜국, 흑치국(黑齒國, 현 광서장족자

치구), 탐라국(眈羅國) 등에 흩어져 존재했다는『송서(宋

書)』,『양서(梁書)』 기록을 통해 당시 백제의 드넓은 해상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Chae & Koh, 2009; Shen, 2014;

Yao, 2014). 따라서 백제와 왜국은 혈연관계를 축으로 하

여 백제 문화를 모체로 하는 왕실 외교가 자연스럽게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백제 의봉(衣縫) 기술의 일본 전파

『니혼쇼키』에 의하면 오오진왕 14년(403년)에 백제

왕 아신(阿莘)은 구메, ‘기누누이[衣縫]’의 시조인 옷 만

드는 여공 진모진(眞毛津)을 일본에 보냈다고 하며, 이

의봉 기술자는 신사를 짓고 옷 만드는 사람들의 우두머

리를 했다고 전해진다(Fujiwara & Fujiwara, 2013; To-

neri, 2013). 또한 오사카 나시즈쿠리 유적에서 베틀 부품

이 발견됨으로써 5세기 말 백제로부터 베틀이 들어왔다

는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어 일본의 의봉 기술이

백제로부터 전파된 것임이 확인되었다(Hong, 2011). 특

히『니혼쇼키』는 7대왕 하쓰세[泊瀨] 때 백제에게 기술

자들을 보내달라 청했고, 당시 백제가 새로 보내준 기술

자들을 ‘이마키[今來, 新]’, ‘아야[漢]’ 또는 아야 기술자

[漢手人]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Toneri, 2013).

이에 대해 수많은 일본 사학자들이 이 아야 씨족을

백제로부터 온 기술자라 기록하면서도(Toneri, 2013; Ya-

sumaro, 2014) 漢手人이라 표기한 것은 바로 『니혼쇼키』

의 한반도 도래인(渡來人)들의 정체성에 대한 윤색의 한

표본이다. 또한『쇼쿠니혼기[續日本記]』는 왕인(王仁)을

백제 왕실 종족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그 편찬자 스가노

마미치[管野眞道]는 왕인이 자신의 조상이고, 그 본계가

백제 근수구왕으로부터 나왔다고 기록(續日本記, 券40)

하고 있음에도『신찬성씨록』은 왕인을 중국계로 둔갑시

켰다(Fujiwara & Fujiwara, 2013). 이와 같은 일본 고서들

의 앞 ·뒤가 맞지 않는 역사 기록의 윤색으로 한반도 백

제로부터 왜국에 전해진 문화적 전파의 상황마저 간과

되어 왔다.

한편『신찬성씨록』은 오오진왕(호무다) 치세 때, 백제

로부터 도래한 노리사주(努理使主)를 조상으로 하는 씨

족을 거론하며, 당시 일본 열도에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

는 양잠 기술이 이 노리사주 씨족을 통해 백제로부터 전

해졌으며 이들은 누에를 키우고 비단을 짜서 바친 공으

로 9대 겐조오[顯宗]왕 때 오비토[首]를 하사받았다고 기

록(Fujiwara & Fujiwara, 2013)하고 있다. 일본 고서들이

한반도 관계 역사를 아무리 교묘하게 윤색하려 했어도

이와 같이 곳곳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A.D.366년

백제 초고왕(肖古王)은 왜국에서 온 사신을 대단히 반기

며 오색채견(五色彩絹)과 철정(鐵鋌) 40매를 하사하였다

는 기록(Toneri, 2013)을 통해 백제와 왜국 간에 복식 문

화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중국 정사인『진서(晉書)』왜인전에 야요이[彌生]시대

“남자는 넓은 천으로 봉제 없이 끈으로 천과 천을 이어

묶어 입고, 여자는 홑옷 같으며 천 가운데 구멍을 뚫어

입었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삼국지(三國

志)』,『북사(北史)』,『수서(隋書)』,『위서(魏書)』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양직공도 왜국 사신의 모습<Fig. 1>에서

왜국은 6세기 초까지도 의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원시적 복식 양태가 오오진왕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

는데, 이는 후기 고분시대(6세기) 하니와[埴輪]의 모습에

서 확연히 드러난다. 하니와<Fig. 2>는 봉제된 긴 저고

리에 허리띠를 매고, 넓은 바지에 무릎아래를 동여매었

으며, 여자 하니와 역시 봉제된 저고리, 주름 잡힌 치마

의 2부식 복제를 하고 있다(Fig. 3). 이에 대한 문헌 기록

으로 역시『북사』는 “고분시대 남자는 좁은 소매의 저

고리에 종아리는 검은 천으로 동여매고, 여자는 주름치

마를 입었다”고 하여 6세기 이전 왜국 복식의 원시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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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6세기 후반 급격히 변화된 선진적 양태를 비교 ·언

급하고 있다.

복식학자 세키네 마사나오[關根正直]는 일본 복식의

태고(太古)시대를 오오진왕조부터 언급하고 있는데 이

시기의 남자는 저고리(코로모: 衣), 바지(하카마: 袴)로

‘위아래 옷을 갖추어 바친다’고 역시 하니와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다(Sekine, 1925). 이렇게 하니와의 모습은

위『북사』기록처럼 야요이시대의 관두의(貫頭衣)나 횡

폭의(橫幅衣)가 아닌, 직령(直領), 반령교임, 좁은 소매(窄

袖)의 긴 저고리[長 ], 각반(脚絆)을 한 바지, 치마 등으

로 한반도 복식 양태에 원류한 2부제의 선진적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고서 기록들과 그림 자료, 유물의 검토를 통해

6세기 전반까지 원시적이던 왜국 복식이 6세기 후반 하

니와에서 저고리 ·치마 ·바지로 급변화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백제로부터 의봉 기술이 일

본에 전해짐으로써 나타난 결과임이 확인된다.

3) 백제와 일본 복식 문화의 관련성

천수국만다라수장(天壽國曼茶羅繡帳)은 백제인으로

알려진 쇼토쿠[聖德]태자 사후(621년) 그를 추모하여 제

작한 것이다(Covell & Covell, 2006/2006). 일본 불교의 아

버지로 일컬어지는 쇼오토구태자(Covell & Covell, 2006/

2006)의 사후(死後), 백제인에게 만들게 한 천수국만다

라수장<Fig. 4>에 나타난 복식은 저고리, 치마 ·바지의

2부식 복제를 보이고, 상의에서 반령(盤領) 저고리를 입

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역시 동시대 백제인이 그린 것

으로 알려진 다카마쓰즈카[高松古墳] 벽화는 당시 고구

려, 백제의 불교를 통한 각종 예술 문화가 일본에 전해진

것을 근거로 고고학, 역사학에서는 고구려 수산리 벽화

와 거의 같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카마쓰즈카 여인

의 모습은 발전된 양식의 장유와 색동치마가 고구려 벽

화의 여인복식과 그 양식이 같고, 머리를 땋아 늘어뜨린

발양이『북사』,『수서』,『주서(周書)』의 백제전 기록과

일치하여 백제 여인의 모습이 분명하다(Fig. 5). 따라서

천수국수장, 다카마쓰즈카 벽화를 통해 백제의 복식 양

태를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후소오략키[扶桑略記]』스이코[推古] 정월조를

보면, 스이코 여왕 등극 직후(593), 호류지[法興寺] 탑 기

둥 초석 불사리(佛舍利) 봉안식에 소가 우마코[蘇我馬

子] 대신을 포함한 백여 명의 궁인들이 모두 백제 옷을

입고 나타나서, 구경꾼들이 이를 보고 매우 즐거워했다

는 기록이 있다(Goen, 2013; Toneri, 2013). 또한 일본 고

카쿠인대학[國學院] 사학과 스즈키 야스타미[鈴木靖民]

교수는 헤이안[平安]시대(794~1192) 일본 역사책에도 왕

궁 대신들은 아스카절 낙성식에 백제 옷을 입었음이 기

록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백제 불교는 종교라기

보다는 일본 지배의 질서이며 이데올로기였다는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이는 “곧 백제 왕족들의 아스카왕실

지배에 대한 절대적인 통치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 사

료된다”고 평하고 있다(Hong, 2008). 여기서 말하는 백

제 옷이란 다카마쓰즈카 벽화나 쇼쇼인 유물에서 보이

는 옷들을 거론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1970년대 초 쇼쇼인[정창원(正倉院)] 조사실장 세

키네 신류[關根直隆]는 8세기 나라[奈良]시대 복식 60여

점을 검토하고, “한국 고대 복식과 야마토 왜의 복식이

혼연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Sekine, 1974). 무라카미[村

上信]는 저서『服裝의 歷史』에서 에도시대(1603~1867)

Fig. 1. Yamato Envoy of

Yangjikgongdo, Museum

of Chinese History, 6C.

From Yamato Envoy of

Yangjikgongdo. (2011).

http://navercast.naver.com

Fig. 2.  Male

Haniwa,

Kofun period.

From Male Haniwa.

(n.d.). http://

media.lanecc.edu

Fig. 3. Female

Haniwa,

Jeonchangwon,

5C.

From Hong.

(2003). p. 95.

Fig. 4. Cheonsuguk

Mandara Sujang,

623.

From Kaneo.

(1984). p. 111.

Fig. 5.  Mural

paintings of

Takamatsuzuka

Tumulus, 7C.

From. Chae.

(2012).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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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일본 고대 지배층들은 ‘백제 옷’중심으로 한국

식의 옷을 입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창원 유물을 분

석 ·검토한 일본 복식학자 나카시마 노부코[永島信子]

역시『일본의복사(日本衣服史)』에서 “옷깃 여미는 재봉

법을 백제 여성이 가르쳐주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 고

대 복식이 한국으로부터 건너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

고 있다. 또한 이춘계는 쇼쇼인 실물 사진에 나타난 신

발, 바지, 버선의 양태는 고대 한국 복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단언한다(Lee, 1996). 이와 같은

한 ·일 학자들의 견해와 함께, 전술된 고서 기록들을 통

하여 양국 간에 혈연적 왕실 외교로 백제로부터 일본에

복식 문화의 전파가 자연스럽게 행해졌음이 확인됨으로

써 잔존하는 쇼쇼인 유물 복식 역시 백제 복식 문화를 참

조할 수 있는 주요 자료라 판단된다. 국내 연구에서 쇼

쇼인 유물이 당풍(唐風)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Hong

et al., 2011)에서 이상을 통해 언급된 일본 자료들이 백

제 복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매우 중요하며,

『고지키』,『니혼쇼키』,『북사』,『일본복식사』 등의 문

헌 기록과 함께 비교 ·살펴보기로 한다.

III. 백제 복식 상의(上衣)

백제는 저고리를 복삼(複衫)이라 불렀다(Li, 2013; Yao,

2014). 상의는 위에 입는 옷으로 내의(內衣)와 외의(外

衣), 길거나 짧거나 위에 입는 웃옷, 겉옷 모두를 모두

포함한다.『남사(南史)』,『구당서(舊唐書)』,『신당서(新

唐書)』,『삼국사기(三國史記)』,『주서』기록을 통해 백

제의 상의로 복삼, 의사포, 자대수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헌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안악3호분의 반수

의(半袖衣)와 흡사한 반비(半臂)가 쇼쇼인 유물에 현존

하고 있어, 고구려의 반수의가 백제에도 존재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이에 백제의 상의를 복삼, 포, 장유, 반비

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1. 복삼

복삼은 겹으로 지어진 겉저고리로써, 둔부선 혹은 그

보다 더 긴 길이의 백제 저고리의 총칭으로 구체적인

형상은 안악3호분 등 고구려 벽화, 무령왕릉 출토 동자

상을 통해 비교검토해 본다. 저고리는 목선형을 중심

으로 직령, 반령저고리가 있다.

1) 직령저고리

백제시대 신분, 성별 구분 없이 모두에게 입혀졌던

저고리는, 일반적으로 둔부선 길이 혹은 더 긴 길이로,

그 형태는 안악3호분 등 고구려 벽화를 토대한 우리 저

고리의 기본인 직령교임형<Fig. 6>이다. 4세기 일본 열

도에 백제인들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일본에 전해졌는데,

『고지키』오오진조에도 ‘상하의복’이라 하여 ‘위아래

옷을 갖추어 바친다’는 기록(Sekine, 1925)을 통해 확인

된다. 이는 백제인들의 왜국 진출과 일치하는 시점에 왜

국 사람들이 저고리, 바지를 입는다는 기록인데, 이의

형상에 대해 세키네 교수는 ‘옷깃은 지금의 일본 옷깃

과 같은 수령(垂領)’이라 하였으니 이는 직령을 말하고,

‘좌임이 많고 우임도 있다(Sekine, 1925)’고 함은 고대

한국 저고리에 좌우임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

다. 문헌기록 상의 ‘복삼’은 바로 이러한 직령교임형 저

고리로 이는 6세기 무령왕릉 동자상<Fig. 7>에서도 볼

수 있으며 양직공도<Fig. 8>와 왕회도<Fig. 9>의 백제

사신 상의의 모습에서도 그 형태<Fig. 10>를 짐작할

수 있다. ‘포’에 대하여『석명(釋名)』에 발등을 덮는 길이

로 기록되어 있음을 참고할 때, 양직공도 등의 사신 상의

는 포와 유사한 저고리로 이해된다.

같은 유형의 저고리로 유목 기마 민족인 스키타이족

의 저고리<Fig. 11>를 들 수 있다. <Fig. 11>의 스키타이

인물의 착수 저고리는 유형적으로 우리 고대 복식과 유

사하며 또한 흉노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의 투르판<Fig.

12>, 민풍니아<Fig. 13>, 누란<Fig. 14>−<Fig. 15>, 웨이

리<Fig. 16>의 출토물과 하니와<Fig. 17> 등의 저고리

에서 직령교임, 대, 가선, 소매형 등 구조적 특징을 참고

할 때 중앙아시아적 요소와 유사함을 감지하게 한다.

고구려 귀족 남자는『북사』,『수서』에 ‘대수삼(大袖

衫)’,『구당서』,『신당서』에 삼통수(衫筒袖)를 입는다 하

였다. 여기서 대수란 ‘큰 소매의 저고리’를 말한다. 장천

1호분 귀족 남자<Fig. 18>의 저고리는 진동 깊이보다 수

구가 좁게 표현되어 있어 진동에서 수구로 좁아지는 사

선배래 소매형으로 고구려 벽화 속 저고리는 대체로 어

깨부분의 주름이 깊고, 수구는 어깨진동의 주름 깊이보

다 좁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민풍니아 저

고리와도 유사하다. 한편, 세키네 교수는 4세기말 백제

인 도래시점의 저고리 소매는 좁은 통수(筒袖)라 하였

는데(Sekine, 1925), 통수는 진동, 수구가 같은 직사각형,

진동에서 수구로 좁아지는 사선배래형으로, 4세기 당시

고구려 귀족의 저고리는 통소매[筒袖], 큰 소매[大袖],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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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일반인은 좁은 소매[窄袖] 등 다양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저고리의 대가 모두 전방에 늘어뜨려 있다고 주

장하는데(Sekine, 1925), 이는 고구려 벽화나 다카마쓰

즈카 벽화의 저고리 대가 모두 앞에서 결(結)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또한『북사』에 백제는 윗사람을 만날

때는 예의로서 양 손를 모으고, 포의 소매가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쇼쇼인 유물을 검토한 후 소매 길이는 손

끝에서 7~8촌(1寸: 3cm)에서 1척(1尺: 30cm)이나 되는 것

도 있다는 세키네 신류의 결과 보고를 통해(Sekine, 1974)

그 길이가 대략 85~95cm 전후로 판단되는 상당히 길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직공도, 왕회도 백제 국사의 양

수한 소매부분의 주름을 통해 확인되며, 직령저고리는

둔부선, 혹은 이보다 긴 길이로 이로써『북사』,『수서』

의 ‘큰 소매’란 고구려 벽화를 참고할 때 소매통이 크고

넓으면서, 길이가 소매 끝을 훨씬 지나는 긴 길이의 진동

겨드랑이 밑에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로 자

료출처를 기준할 때 전 시대에 걸쳐 사용되었음이 짐작

된다.

2) 반령저고리

반령저고리는 목선이 둥근 깃의 저고리를 말하며, 일

명 관두의라고도 한다. 둥근 깃은 그 용어로, 단령(團領),

반령, 원령(圓領) 등이 있는데 모두 반령으로 총칭한다.

둥근 깃은 중국 고문헌『Xi』(as cited in Moon, 1987)에

상령(上領)이라 표기되어 있고, 이는 진, 오호 이래로 중

국 의관이 환란해지면서 침투되어 온 북위(北魏)의 별칭

인 원위(元魏)의 복제이며 주(周), 수(隋), 당(唐)으로 인

습되어 온 호복이라 기록되어 있다. 또한 중국 전 국립역

사박물관장인 왕우청(王宇淸)은 ‘남북조 시대에 호복인

반령의와 좌임이 있었는데, 수당의 제왕이 북국에서 생

겼기 때문에, 북국적 반령의를 들여와 중국 옷과 더불어

유행하였다’하면서 이 반령의가 선비에게서 비롯된 옷

임을 기록(Wang, 1976)하고 있다. 더구나, 왕우청이 이 반

령 저고리를 북국적이라 표현하면서 중국 옷과 구분 짓

고 있음은 반령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말한다.

반령저고리는 고구려 벽화 등에 남자<Fig. 19>, 여자

<Fig. 20>가 내의로 입고 있으며, 특히 4~5세기 감신총

Fig. 6.

Straight

Crossed

Jeogori I,

Diagram.

Fig. 7.

Child

Doll, 6C.

Muryeong-

wangreung,

From Chae.

(2012). p. 90.

Fig. 8.

Baekje

Envoy of

Yangjik-

gongdo, 6C.

From Chae.

(2012). p. 13.

Fig. 9.

Baekje

Envoy of

Wang-

hoido, 7C.

From Chae.

(2012). p. 99.

Fig. 10.

Straight

 Crossed

Jeogori II,

Diagram.

Fig. 11.

Scythian

Dress,

B.C.4C.

From Chae.

(2012). p. 14.

Fig. 12.

Wood Dolls,

4-5C.

Turfan Astana.

From Kim.

(1996). p. 306.

Fig. 13.

Silk Po,

Minpung Niya

No. 1 Tomb,

1-3C.

From Chae.

(2012). p. 44.

Fig. 14.

Silk Jeogori,

Loulan,

B.C.2C-A.D.1C.

From Park.

(1997). p. 98.

Fig. 15.

Long Sleeved

Silk Garment,

Loulan Tomb,

2-5C.

From Chae.

(2012). p. 42.

Fig. 16.

Silk

Shroud,

Weiri, 2-5C.

From Chae.

(2012). p. 48.

Fig. 17.

Female Haniwa,

Kofun Period.

From Female

Haniwa II.

(n.d.). http://

media.lanecc.edu

Fig. 18.

Man,

Jangcheon

Tomb

No. 1, 5C.

From Chae.

(2012).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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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의로 다수 보인다(Fig. 21). 이는 B.C.3세기 경 알타

이 산지의 파지리크2호분 출토 반령저고리<Fig. 22>에

서 그 형태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전폐형의 목둘레가 둥

근 관두의로 품이 넉넉하고 길이가 긴 저고리로 판단된

다. 파지리크 고분의 적석목곽분은 경주 고분과 아주 유

사하여 한민족과 같은 북방계 유목민의 고분이라는 데

서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쇼쇼인 소장품에도 이

와 같은 전폐형 반령 포삼(布衫)<Fig. 23>−<Fig. 24>이

보이는데, 이는 하절기 홑저고리로 입었거나, 상류층 남

녀가 내의로 입은 것으로 짐작된다.

전개형 반령저고리는 천수국수장<Fig. 25>−<Fig. 26>

남녀 옷에서 보이는데, 이를 길이만 길게 하면 단령포이

다. 앞서 왕우청의 말대로 반령이 선비에게서 비롯되었

다면 선비와 고조선 간의 관계, 고구려 감신총에 반령의

가 다수 보이고 또 6세기 후반 하니와 인물상 대다수가

반령의를 입고 있는 점, 그리고 쇼쇼인에 다수의 반령의

유례를 참고할 때 반령의가 백제에도 존재했을 가능성

이 높다(Fig. 28). 양직공도(6세기)의 중앙아시아 사신들

<Fig. 27> 의복에서도 그 형태의 유사성을 볼 수 있다. 중

앙아시아의 사신들<Fig. 27>의 포를 짧게 하면 바로 천

수국수장<Fig. 26>과 그 구조가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전개형, 둥근 목선, 수구 ·도련에 가선 부착, 대, 진동, 수

구비례를 볼 때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Fig.

28>로 그 구조에 공통적 특징이 보인다. 동시대 자료들

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고 중국 스

스로 이를 북국적이라 하여 중국과는 상관없음을 밝히

고 있다. 이로써 백제에도 직령 외에 반령저고리의 존재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양 고대문화의

보고인 둔황 석굴 인물상 중 최근 발표된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의 복식, 의관(衣冠)을 보여주는 인물상을 통해

그 존재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 가운데 백제인은 조

우관을 쓰고 옷깃이 밖으로 접힌 번령( 領)의<Fig. 29>

를 입고 있다는 결과보고(Lee, 2013)를 통해 백제의 다

양한 의문화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선비족에서 비롯

되었다는 반령의가 6세기 초 중앙아시아 사신들 모습에

서 다양한 양태로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며 반령저

고리 역시 전 시대에 걸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구

조는 둥근 깃, 둔부선 길이,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사선

배래, 깃, 수구, 도련에 가선이 있고 허리에 대를 매었다.

2. 포(袍)

백제의 포는 문헌에 왕은 대수자포, 부인의사포의 기

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Kim, 2014; Linghu, 2014). 포는

『석명』에 ‘남자가 입는 것으로 그 길이는 발등에 이른

다. 포는 싸는 것이며, 싸는 포(苞)는 내의(內衣)이다’라

하여 그 길이가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사포, 포의 형태를 명확히 구분한 기록

은 없다. 다만 길이에 있어 포는 길이가 발등을 덮는 겉

옷[表衣], 의사포는 일명 장유(長 )와 같은 의미로 이해

된다.

고대 한국의 포는 고조선의 최초 거수국인 부여 자료

를 통해 그 원형을 짐작할 수 있다.『삼국지』는 “부여 사

람들은 무늬가 없는 옷을 숭상하여, 무늬 없는 포(布)로

만든 큰 소매의 포와 바지를 입는다”고 하여 유일하게

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 백제 의복을 ‘포’를 지칭

하여 표기함은 백제의 부여와의 혈통관계에 기인한 복

식의 특성이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고구려 역시 부여

Fig. 19.

13 County

Governors,

Deokheungri

Tomb, 5C.

From Jeon.

(1999). p. 164.

Fig. 20.

A Noble

Woman,

Susanri

Tomb, 6C.

From Chae.

(2012). p. 34.

Fig. 21. Figure,

Gamsin

Tomb, 4C.

From The

Compilation

Committee.

(2000). p. 80.

Fig. 22. Man's Shirt,

Pazyryk Tomb

No. 1, B.C.5-4C.

From Man's Shirt.

(n.d.). http://www.

hermitagemuseum.org

Fig. 23. Round

neck Jeogori I,

Jeongchangwon,

8C.

From Sekine.

(1974). p. 43.

Fig. 24. Round

neck Jeogori II,

Jeongchangwon,

8C.

From Sekine.

(1974).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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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혈통적 근원을 두고 있으나 적어도 사비 백제 시기는

고구려 벽화 의복에서 느껴지는 비교적 날렵하고 각진

느낌의 호전적 단순미보다는, 흐르는 듯 넉넉하면서 부

드럽고 풍성한 자태가 느껴지는 유려함과 대의 위치(low

waist)나 볼록형으로 곡진 옷깃을 자로 꺽은 기교 등 세

부 구조의 섬세함과 기법의 세련됨이 있음은 다카마쓰

즈카 벽화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 의복은

부여와 많은 부분이 같으나, 의복의 성질이 다른 점도 있

다고 한『삼국사기』기록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백제 관료복은 고구려와 거의 같았으며(Du, 2013; Li,

2013) 신분과 관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어 소재와 색

상이 달랐다. 비단(錦, 羅, 紗)과 같은 고급 소재는 왕족을

비롯한 귀족층들만 입을 수 있었다(Du, 2013; Li, 2013).

본 연구 Chae and Koh(2009)에서 왕복의 형태 유추에 이

어 백제 시대 존재 가능한 포의 유형은 한성 시대는 안

악3호분 등의 벽화를 참조, 목선과 여밈을 기준하여 관

두의형 직령합임포와 직령교임포를 유추하였다.

1) 관두의형 직령합임포(直領合 袍)

직령합임이란 직선의 옷깃이 서로 마주하여 합쳐진

옷깃을 의미한다. 이 외에 직령대금, 현재 중국 복식학자

들의 ‘대금사령(對襟斜領)’ 용어도 있으나, 우리 저고리

임형( 形) 표기 가운데, ‘직령교임’ 등의 일반 표기에 준

하여 ‘옷깃이 마주했다’라는 의미의 대금(對襟)보다는,

합쳐진 의미의 ‘직령합임’으로 표기한다. 한성시기 왕을

비롯한 백제 관복은 고구려 안악3호분<Fig. 30>, 덕흥리

고분<Fig. 31>, 무용총<Fig. 32> 등을 참조하였다. 이는

V자(字)형의 직령합임<Fig. 33>으로 포 전면의 여밈 유

무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 이를 전개형으로 보는 견

해(Park, 2003)도 있는데, 트인 여밈으로 간주한 전면의

선 처리는 어깨, 소매 등에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주름의

표현이며, 적어도 앞길 여밈의 표현이라면 미세한 깃의

겹침이나, 앞길 종선의 표현이 전혀 없다. 또한 고조선

의 한 갈래인 선비가 세운 북위에서도 직령합임포<Fig.

34>가 보이는데, 그 밑단에 횡선의 가선 장식을 보면 전

Fig. 25.

Men's Jeogori,

Cheonsuguk

Mandara Sujang,

623.

From Chae.

(2012). p. 146.

Fig. 26.

Cheonsuguk

Mandara

Sujang,

623, I.

From Kaneo.

(1984). p. 112.

Fig. 27.

Envoy Wearing Po,

Yangjikgongdo, 6C.

From Seoul

Baekje Museum.

(2013). p. 126.

Fig. 28.

Women's

Jeogori,

Cheonsuguk

Mandara

Sujang,

Diagram.

Fig. 29. Envoys

of Baekje,

Dunhuang

Cave, 335, 10C.

From Envoys of

Baekje. (2013).

http://news.

khan.co.kr

Fig. 30.

Tomb Owner I,

Anak Tomb

No.3, 4C.

From Chae.

(2012). p. 18.

Fig. 31.

Tomb Owner II,

Deokheungri

Tomb, 5C.

From Hong.

(2003). p. 67.

Fig. 32.

Singing Man,

Muyongchong,

5C.

From Hong.

(2003). p. 106.

Fig. 33.

V-Neck

 Closed Po.

Diagram.

Fig. 34. Po,

Northern Wei,

Dunhuang

Cave, 487.

From An Editorial

Department.

(2000). p. 166.

Fig. 35.

Yoseo

Joyang

Wontaeja

Tomb, 3C.

From Hong.

(2003).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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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으로 판단된다. 백제가 동진(東晋) 말기(A.D.317~

420), 요서까지 진출하였다는 양직공도 기록과 또한『송

서』,『양서』에도 “백제가 요서, 진평 2개 군을 점거하여

백제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에 근거할 때 당시 요서 조양

원태자 고분묘주도의 인물도<Fig. 35> 역시 위와 같은

V자 목선의 직령합임이 선명하다. 선명한 V자 목선과 전

면에 그 어떤 종선의 흔적을 볼 수 없어 전폐, 후개방으

로 생각된다. 소매는 그 주름의 표현으로 보아 소매통이

넓고 수구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형으로 판단되며 이

를 도식화<Fig. 33>로 정리하였다. 이는 고구려 벽화(4~

5세기), 요서 원태자 고분<Fig. 35>을 참조할 때 적어도

한성기 포형으로 생각된다.

2) 직령교임포(直領交 袍)

직령교임포는 덕흥리 고분 13태수<Fig. 19>의 포에서

볼 수 있다. 직령깃은 완만한 곡을 그리며 거의 좌측 허

리선까지 연장되고 허리선에서 밑단까지 직선으로 내려

오는 형태이다(Fig. 41). 이는 직령교임, 좌임, 소매는 진

동에서 수구로 좁아지는 사선배래로 길이만 짧게 하면

전술된 고구려 벽화상의 저고리와 그 구조가 유사하나,

수구가 진동보다 넓은 당시 중국의 위진남북조의 소매

형<Fig. 36>과는 전혀 상반되는 포형이다.

수산리<Fig. 37>, 개마총 포<Fig. 38>도 역시 이와 같

은 직령교임의 포를 입고 있는데 역시 수구가 진동보다

좁은 사선배래형<Fig. 41>이다. 사선배래, 역사선배래

는 진동과 수구비례를 통해 구분지었으며, 이는 그림만

을 통해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안악3호분, 덕흥리

고분묘주 의복 재현 과정에서 수십 차례의 패턴 시착을

통해 진동 끝에서 수구쪽으로 좁아지는 ‘직사선배래’가

벽화상의 소매 양태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남을 근거로

하였다(Chae & Koh, 2009). 한편, 6세기 사비시대의 금

동대향로<Fig. 39>, 정림사지 출토 도용<Fig. 40>은 직

령교임의 수구가 넓은 대수포이다. 그러나 이의 소매 배

래는 완만한 곡배래이거나 역사선배래<Fig. 42>로 짐작

된다. 소매 길이는 쇼쇼인 유물을 토대할 때 손끝에서

7~8촌 혹은 1척도 넘는다 하였으니(Sekine, 1974) 손끝

에서 대략 24~35cm가 넘는 길이의 장수(長袖)로 전체 약

95cm 전후로 판단된다. 여기서 문헌 기록의 ‘대수포’와

고구려 벽화, 금동대향로(6세기), 정림사 토용(6~7세기)

등의 시각 유물 자료들을 비교검토할 때 백제시대 포의

소매는 직사선배래, 역사선배래 포가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수’란 수구의 넓이만을 가지고 판단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매통이 전체적으로 넓고 길이가 길

기 때문에 이를 대수포라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 배래선이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직사선배래형, 수구

쪽으로 넓어지는 역사선, 역곡선배래형 모두를 ‘대수포’

의 범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북사』,『수

서』의 ‘대수삼’의 양태가 고구려 벽화상에서 대부분 진

동에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직사선배래로 나타난 데

서 그 의미를 새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성기는 대

체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직사선배래형, 적어도 사비

기에는 수구 쪽으로 넓어지는 역사선배래형이 공존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3) 단령포(團領袍)

단령은 둥근 깃의 포이다. 전술한대로, 둥근 깃은 중

국 고서나 왕우청이 북국적이라 규정하며, 중국 의제와

는 별개의 것으로 선비로부터 유래함을 설명하고 있다.

단령은 4세기 감신총 묘주, 신하들에게서 최초로 보이

며<Fig. 43>, 또 6세기 초 양직공도(A.D.530년경) 중앙

아시아 다수의 사신들에게서도 보이는데 60여년이 흐

른 시점에 백제인으로 알려진 쇼토쿠태자상<Fig. 44>

Fig. 36. Gwansu-

daegeumsam,

Wei, Jin and

South-North

Dynasties, 3-6C.

From Zhou et al.

(1987). p. 56.

Fig. 37.

Susanri

Tomb, Go-

guryeo, 5C.

From Hong.

(2003).

p. 415.

Fig. 38.

Gaema-

chong

tomb, 6C.

From Hong.

(2003).

p. 508.

Fig. 39. Geum-

dongdae-

hyangro, 6C.

From Geumdong-

daehyangro.

(n.d). http://

terms.naver.com

Fig. 40. Terra-

cotta Figurines,

Jeongrimsaji, 6-7C.

From Buyeo National

Museum Publish-

ment Dept.

(2005). p. 65.

Fig. 41.

Straight

Crossed Po,

Diagram I.

Fig. 42.

Straight

Crossed Po,

Diagram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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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둥근 깃은 고대 삼

국을 비롯,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공통된 의복 스타일

로 짧은 것은 반령의, 긴 것은 단령포로, 고구려 및 중앙

아시아와의 교류 속에서 백제에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왕우청이 반령의를 북국적인 것으로 중국 옷과

구분 짓고 있고, 특히 고구려 감신총에 단령포가 다수

보이고, 또한 중국 고서에 오환, 선비, 동이, 예족(濊族)들

이 ‘남녀 모두 곡령한 옷을 입고 있다(『三國志』, 濊傳,

『後漢書』, 東夷列傳)’는 기록에 근거할 때 이는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그 유래를 더듬어 볼 수도 있으며, 중국

과는 상관없음으로 판단된다. 또한 651년 진덕여왕 시

기 중국풍의 복식을 하고 일본 조정을 방문한 신라 사

신에 일본 조정이 분노하여 이들을 모두 쫓아버렸다는

일본서기 기록을 참고할 때 일본에 당풍이 유입되기까

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는 국외 사학자들의

시각(Covell & Covell, 2006/2006; Griffith, 1860/1999)

에 동감한다. 그 목선에 가선을 두르고 전개형이며 양

수(兩手)한 겹쳐진 주름으로 볼 때 소매통은 넓고, 그 길

이가 손끝을 지나는 긴 길이의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형으로 판단된다(Fig. 45).

4) 곡령교임포(曲領交 袍)

곡령 역시 ‘목둘레가 둥근 옷깃’으로 원령이라고도 한

다(Korean Classic Words compilation committee, 2001).

이는 중국 고서『삼국지』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

夷傳) 예전(濊傳),『후한서(後漢書)』동이열전(東夷列傳)

등에 한민족을 뜻하는 ‘예(濊) 사람들은 남녀 모두 곡령

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어(『後漢書』券85,『三國志』

券30,『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이는 우리 동이족이

곡령을 입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부분이다. 7세

기 다카마쓰즈카 벽화의 관복<Fig. 46>은 볼록한 형태

의 곡령교임으로 수구, 진동이 비슷한 너비의 장수(長

袖)이다(Fig. 47). 허리대가 거의 둔부선에 위치하고 있

고 흰색 대구고를 입은 포고(袍袴) 형식이다. 포고제에

대하여 세키네 신류는 당풍으로 보고 있으나 당의 연대

(618)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쇼토쿠태자 모습에 포고제

가 보이고, 당시 쇼토쿠태자는 고구려 승려 ‘혜자’로부

터 불교를 전수받으며 한반도 문화는 일본에 깊숙이 뿌

리를 내렸음을 참고할 때(Covell & Covell, 2006/2006),

이 역시 당풍이란 것은(Sekine, 1974) 설득력이 없다. 그

목선은 볼록형 옷깃이 ‘ㄱ’자로 꺽인 양태로 이를 직령

이라 하기엔 애매하여 곡령이라 표기하였으며, 다카마

쓰즈카 벽화의 제작 시기를 참고할 때 사비기에 존재했

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포는 중국을 비롯한 그 어

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백제의 독자적인 양태로 백제

의복의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있게 한다.

3. 반비(半臂)

반비는 어깨선이 연장된 반소매형이거나, 어깨선 끝

에 가선이 달린 조끼 형식의 상의로 저고리 위에 덧입

은 옷을 말한다. 안악3호분 묘주부인<Fig. 48>, 시녀의

상<Fig. 49>에서 볼 수 있으며, 쇼쇼인 유물<Fig. 50>을

통해 그 형태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쇼쇼인 직령교

임의 반수의<Fig. 50>는 허리선이 절개된 구성인데 이

러한 구조는 중앙아시아의 민풍니아 출토 유물, 하니와

의 허리선이 절개된 저고리의 앞길 구조와 흡사하다

(Fig. 13), (Fig. 17).

쇼쇼인 유물<Fig. 50>의 반비는 안악3호분의 반수의

와 상당히 유사하며 그 품이 51~78.5cm 이르는 다양한

크기로 존재함은 남녀 공동으로 입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을 참고할 때 반비는 고구려 ·백제 복식이 유사하

Fig. 43. Round Neck Po,

Gamsinchong,

Goguryeo, 4C.

From The Compilation

Committee. (2000).

pp. 80−81.

Fig. 44. Sh toku

Taishi,

Kunaicho, 6C.

From Hong.

(2003). p. 393.

o Fig. 45. Round

Neck Po,

Diagram.

Fig. 46. Mural Paintings

of Takamatsuzuka 

Tumulus, 7C.

From Mural painting of

Takamatsuzuka Tumulus.

(2008). http://

www.gondo.com

Fig. 47. Gosong-

chong South Wall,

Po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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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주서』기록, 전술된 백제와 왜국과의 관계 등을

참고할 때 백제에서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쇼쇼인

의 반비<Fig. 51> 좌우 앞길은 그 폭이 각 25cm로 우리

저고리처럼 앞 중심선에 섶이 달리고 허리선이 절개된

구조로 전 길이가 81~106cm에 이르는 반수장동(半袖長

胴)형이다. 쇼쇼인 유물의 반비는 대부분 금(錦), 능(綾),

라(羅)의 비단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악

복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남녀 궁인들의 귀족

복 혹은 악복으로도 입혀진 것으로 판단되며 출처자료

를 참고할 때 전 시대에 걸쳐 입혀진 것으로 짐작된다.

4. 장유(長 ): 의사포(衣似袍)

『주서』에 백제 부인은 ‘포와 같은 저고리를 입는데

소매가 약간 크다’는 기록에서, 의사포는 포와 흡사한

일명 장유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데, 그 길이는 무릎선

을 전후한 길이로 포보다는 짧으면서 품과 길이가 넉넉

하고 소매가 다소 큰 상의로 짐작된다. 다카마쓰즈카 벽

화에서 그 양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Fig. 5>,

무용총<Fig. 52>, 각저총 등 여인 직령포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역시『주서』기록과 시각 자료가 거

의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 직

령포가 백제에서 깃 모양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란( )

이 부착되는 등 보다 풍성하고 유려한 자태의 세부 구조

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란은 옷 가장자리에 일정

하게 한 방향으로 주름잡은 선단을 댄 것으로 세키네는

이를 가선의 한 유형(Sekine, 1974)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카마쓰즈카 벽화 여인의 포<Fig. 5>, 천수국수장 여인

<Fig. 54>의 반령의 밑단에 란이 달려 있으며, 쇼쇼인의

반비<Fig. 53> 등에도 란으로 선단을 둘렀다. 이는 고구

려 안악3호분 묘주부인의 치마단<Fig. 48>, 선비족 여

인의 치마단에서도 나타난다(Fig. 61).

통시적 비교관점에서 時 ·空間的 차이로 비교대상

범주를 벗어나지만, 크레타 벽화 여인의 러플<Fig. 55>

은 천수국수장의 란 장식과 매우 흡사한데, 이러한 관

계성은 고고 유물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전술한대로

고대는 거점 확보의 이동적 특성의 국가형으로 동서 간

에도 많은 유물의 유사성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가야토

기<Fig. 57>는 그리스의 토기<Fig. 56>와 그 모습이 같

고, 또한 가야 고분에서 보이는 오리모양 토기는 그리스

에 흔하며, 한국 고유의 것으로 알고 있는 만(卍)자 문

양은 그리스 토기, 벽화 등에 흔하게 보인다(Fig. 58). 또

한 크레타의 토기 항아리<Fig. 59>는 고구려<Fig. 60>

와 유사하다. 이렇게 다양한 고고 유물에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동 ·서양의 유사성에 대해 집중 연구가 요구된

다. 란은 신라 복식에서도 발견된다. 세키네 신류는 란

을 당복(唐服)을 모방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지만 란의

형태가 안악3호분 묘주부인에 이미 보이고, 당의 여복에

는 란 부착이 안보이며 651년 당풍의 옷을 입고 방문한

신라 사신에 화가 난 일본 조정이 이들을 쫓아버렸다는

『니혼쇼키』를 참고할 때(Sekine, 1974), 당과 연관은 설

득력이 없다. 한편 다카마쓰즈카 여인의 깃 모양은 앞서

의 남자 곡령포와 똑같은 형태인데, 미세한 볼록의 곡진

형태의 목선이 독특하고 끈이 달려 있다(Fig. 62). 이는

5세기 쌍영총 저고리<Fig. 63> 등의 깃 형태와 유사하며

아주 풍성하고 무릎선을 지나는 긴 길이이다. 이를 통해

고서에서 백제 여인의 저고리를 왜 의사포라 표기했는

지 납득이 간다. 소매 역시 진동보다 수구가 좁은 사선

배래형 소매로 남녀 공통점을 이루며 문헌 시각 자료를

참고할 때 전 시대에 걸쳐 입혀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48. Wife of Tomb

Owner, Anak Tomb

No. 3, 4C.

From Chae.

(2012). p. 126.

Fig. 49. Maids,

Anak Tomb

No. 3, 4C.

From Chae.

(2012). p. 126.

Fig. 50. Banbi, Nara,

Jeongchangwon,

8C, I.

From Matsumoto.

(1993). p. 59.

Fig. 51. Banbi,

Nara, Jeongchangw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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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백제 복식 하의(下衣)

1. 고(袴: 바지)

백제의 바지는 문헌, 유물 자료로 양직공도, 왕회도, 무

령왕릉동자상, 하니와, 쇼쇼인 자료를 참고하였다.『양

서』,『남사』에 백제는 바지를 곤이라 하였는데, 그 유형

은 곤, 궁고, 대구고 등이 있었을 것이다. 고서 기록과는

달리 양직공도, 왕회도의 바지는 이러한 ‘곤’의 모습과

는 차이가 있어 백제에 다양한 바지형이 있었음을 짐작

하게 한다. 하니와의 각결(脚結)<Fig. 64>은 당시 백제

와 왜국과의 관계성을 참고할 때 백제도 이러한 형태의

각결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Seo, 2003). 따라서 백

제의 바지는 바지부리 형태를 중심으로 대체로 곤, 궁고,

대구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곤

백제는 바지를 곤이라 하였는데(『梁書』 券54,『南史』

券79) ‘곤’이란 바지 길이가 짧고 헐렁한 잠방이를 의미

한다. 이와 같은 맥락의 고려시대 독비곤(犢鼻 )이란 용

어도 있는데, 이는 ‘송아지 코 모양의 바지’라는 의미로

서 쇠코잠방이 라고도 하며 그 모습은 고구려 무용총

널방 안쪽 천정<Fig. 65>, 안악3호분 앞칸 벽, 장천1호

분 앞칸 벽에서 보인다. 문헌 기록과 시각 자료가 일치

하지는 않으나 백제의 ‘곤’도 짧고, 헐렁한 바지로 짐작

된다.

2) 궁고(窮袴)

여러 고서(古書) 가운데 연대가 이른『남제서(南齊書)』

券58에 “고구려는 궁고를 입었다”고 되어 있으니 백제

또한 궁고를 입었을 것이다. 궁고는『한서(漢書)』 열전

券97에 의하면 “바지 밑에 당을 달아 밑이 막히고 통할

수 없는 것”이라 되어, 바지 밑에 당이 부착되어 막힌 형

태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통 넓은 바지부리를 주름잡

아 오므린 형이다. 이렇게 한국 바지는 당을 달아 밑이 막

혀있고 중국은 개당고(開 袴), 즉 밑이 터진 바지를 입

Fig. 52.

Muyongchong 

Painting,

4-5C.

From Chae.

(2012). p. 134.

Fig. 53.

Banbi, Nara, Jeong-

changwon, 8C, II.

From Seoul

Baekje Museum.

(2013). p. 131.

Fig. 54. 

Cheonsuguk

Mandara

Sujang, 623, II.

From Kaneo.

(1984). p. 112.

Fig. 55. Creta

Wall Painting,

Circa B.C.1600.

From Seoul

Baekje Museum.

(2013). p. 131.

Fig. 56. Duck-

shaped Clay Doll,

Greece, B.C.15C.

From Seoul Baekje

Museum.

(2013). p. 131.

Fig. 57. Duck shaped

clay doll, Gaya, 5-6C.

From Duck shaped

clay doll of Gaya.

(n.d.). http://www.

museum.go.kr

Fig. 58. Greek

Pottery,

B.C.725-700,

Tholos, Greece.

From Greek Pottery.

(2011). http://

gentleswastikacol-

lective.blogspot.kr

Fig. 59.

Pottery,

Minos Palace,

Crete.

From Seoul Baekje

Museum.

(2013). p. 131.

Fig. 60.

Pottery,

Goguryeo,

5-6C.

From Pottery.

(2009). http://

news.donga.com

Fig. 61. Painted

Lacquer

Screen, Tomb

of Sima

Jinlong, 484.

From An Editorial

Department.

(2000). p. 96.

Fig. 62.

Takamatsuzuka

Tumulus,

Jeogori, 7C,

Diagram.

Fig. 63.

Noble

Woman, 

Ssangyeong

tomb, 5C.

From Chae.

(2012).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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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Doopedia, 2014). 필자는 고구려 바지의 당 부착 여

부를 알아보기 위해, 다리를 거의 90° 각도로 벌리고 앉

아 있는 각저총 귀족 남자<Fig. 66>를 대상으로 견본 제

작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당이 부착된 바지를 입었을

때 각저총 귀족 남자<Fig. 66>처럼 다리를 벌리고 앉는

자세가 가능하였다. 다리를 벌린 자세는 백제 금동대향

로의 관인 기마상<Fig. 67>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궁

고의 구조는 당시 활동성, 기능성을 요하는 반농 ·반목

생활에 최상의 적합한 바지임을 알 수 있다.

궁고의 형태는 B.C.1세기 노인울라 출토 바지<Fig.

71>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무령왕릉 동자상<Fig. 7>에

서 보인다. 당이 부착된 바지로 가장 오래된 것은 B.C.

9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의 당을 부착시킨 짜홍

로크[札洪魯克] 고분에서 출토된 모직 바지<Fig. 68>에

서 볼 수 있으나, 이는 삼각 당을 부착시킨 노인울라 출

토 바지와는 다른 구조이다. 이 직사각형 당이 부착된 바

지는 8세기 쇼쇼인 흰색 평직(平織)으로 짠 견직물로 만

든 안감이 있는 겹바지[白 袴]에서도 보이는데<Fig.

69>, 이는 긴 직사각형의 당이 부착되어 있고, 허리 좌우

에 다트가 잡혀 있다. 궁고 구조와 흡사한 노인울라 견

바지<Fig. 71>를 참고한 구조는 양쪽 가랑이에 각기 두

개의 직사각형 천을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 전체 길이 위

에서 1/5 지점에서 사선으로 겹쳐놓으면 <Fig. 70>와 같

은 구조가 되고, 나머지 3/5 위치에 삼각 당을 달고 바지

부리에 주름을 잡아 오므리면 궁고<Fig.72>의 형상이

된다. 이와 같은 구조로 구성된 바지가 쇼쇼인 유물의 대

구고 도식화<Fig. 73>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됨을 볼 때

쇼쇼인 복식은 세키네 신류, 나카시마 노부코 등이 언급

하였듯이 한반도로부터의 복식 문화 교류를 통해 전파

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A.D.4~6세기의 고구려 벽화 속 궁고가 노인울라 출

토물<Fig. 71>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노인울라 지역에 대

한 지리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울라는 과

거 고구려의 거점 지역으로 한국 문화의 특성을 공유한

부분이 많고, 또한 흉노의 지배지역이기도 한 점을 참고

할 때, 궁고는 중국의 개당고(Doopedia, 2014), 스키타

이의 착고와는 별개의 것이라 판단된다.

궁고형 바지는 지리적으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위치했던 페르시아의 하렘 바지와 그 모습이 유사한 점

도 흥미로운 부분이다(Fig. 74). 하렘 바지는 20세기 초

반 서양에서 동양풍으로 불리며 유행되었으나 페르시

아풍으로만 알려져 있다(Fig. 75). 한국 복식의 원류는

한민족의 고유한 독자적인 것에, 중앙아시아적인 요소

가 융합된 것이거나, 아니면 한민족 독자성의 전파로서

심증적 가설이 가능하다. 궁고는 무령왕릉 출토 동자상

<Fig. 7>에서도 보이는바 백제에서도 서민, 귀족 모두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그 소재나 통 넓이에 차

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통 넓은 바지부리에 주

름을 잡아 고정시켜준 궁고는 이차돈의 순교비<Fig. 76>

나 단석산 공양인물도<Fig. 77>, 신라 토우에서 극대화

된 바지 넓이를 볼 수 있다.

3) 대구고(大口袴)

『북사』,『주서』,『수서』,『신당서』,『남제서』에 고구

려 사람들은 귀족은 물론 일반 남자들도 모두 대구고, 즉

‘통이 큰 바지’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후한서』,『삼국

지』에 백제 혈통의 근원인 부여, 동옥저도 그 ‘언어, 음

식, 의복이 고구려와 같았다’고 되어 있으니, 백제 또한

Fig. 64. Haniwa

Chieftain.

Ibaraki, 6C.

From Haniwa

chieftain. (2007).

http://en.

wikipedia.org

Fig. 65.

Swaeco

Jam-bangee,

5C. 

Muyongchong.

From Kim.

(1994). p. 46.

Fig. 66.

Gakjeochong,

Goguryeo, 4C.

From Chae.

(2012). p. 38.

Fig. 67.

Gwaningimasang,

Geumdong-

daehyangro, 7C.

From Geumdongdae-

hyangro. (n.d.). http://

terms.naver.com

Fig. 68.

Chalhongrogeuk,

wool pants,

B.C.9C.

From Chae.

(2012).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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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큰 바지를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사서가 고

구려 바지를 모두 대구고로 기록하고 있으나 벽화상에

서 대구고는 드물고 오히려 7세기 왕회도, 양직공도에서

그 모습이 확인된다.

궁고의 바지부리 주름을 펼치면, 대구고 형상이 된다.

이의 구체적인 형상은 6세기 양직공도나 왕회도 백제

사신의 바지에서 그 양태를 확인할 수 있다(Fig. 78). 또

한 천수국수장 남녀에게서도 보이며, 여자는 그 위에

주름치마를 입고 있다.『삼국사기』백제본기(百濟本紀)

에 표기된 왕의 청금고(靑錦袴)는 바로 이와 같은 대구

고형일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쇼쇼인 유물을 통해

그 구조가 확인된다(Fig. 79). 이는 바지부리가 24cm이

상, 다트가 좌우 4개씩 잡혀있고 바지가랑이 1/2 지점에

삼각무가 달려 있다. 안쪽 허리 밑에 ‘王’이라는 검은 글

씨가 씌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왕의 바지로 추정되며,

같은 형태로 약간 폭이 좁은 바지는 귀족, 관료들의 것

으로 판단된다. 이 바지는 노인울라 출토 바지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고 바지부리만 일자형으로 터져있는 대구

고이다. 이로써, 백제인들은 노인울라식 바지를 기본으

로 하여, 바지 밑에 삼각당을 달고, 상황에 따라 바지부

리를 오므린 궁고, 바지부리를 펼친 대구고로 양식에

변화를 주어 입었음을 알 수 있는데, 사비기에는 대구

고형이 많이 보인다.

2. 각반, 말(襪)

각반은 다리에 얽어맨다는 한자어의 의미로, 발목에

서 무릎 아래까지 감거나 둘러싸는 띠를 말한다. 바지

종아리 부분을 감싸는 각반의 형태에 있어, 한성백제

시기는 노인울라 출토 바지, 하니와를 참고할 때 대구고

의 무릎 밑부분을 긴 끈으로 동여맨 각결(脚結: あゆい)

이 점차 종아리 부위를 포(布)로 감싸는 각반 형태로 발

전해 간 것으로 짐작된다. 각반은 쇼쇼인 유물<Fig. 80>

을 참고하면 그 형태가 다양하다. 세키네 교수는 “바지

위 무릎 부근에 끈으로 묶고 이 끈에 작은 방울을 달아

걸을 때 울리도록 했다”하고, 이를 ‘족결(足結, 야유이)’이

Fig. 69. Pants

Diagram, Jeong-

changwon, 8C, I.

From Sekine.

(1974). p. 134.

Fig. 70.

Structure of

Ancient

Pants.

Fig. 71. Silk Pants,

Noin-Ula,

B.C.1C.

From Chae.

(2012). p. 88.

Fig. 72.

Structure of

Goonggo.

Fig. 73. Pants

Diagram, Jeong-

changwon, 8C, II.

From Sekine.

(1974). p. 137.

Fig. 74. Harem

Pants Drawn on

Bronze Tray, Persia.

From Harem Pants

Drawn on Bronze tray,

Persia. (n.d.).

http://www.

museum.go.kr

Fig. 75.

Harem Pants,

Paul Poiret,

1913.

From Yvonne.

(1986/1987).

p. 48.

Fig. 76. Monu-

ment to the Mar-

tyrdom Yi Cha-

don, Baeng-

nyulsa Temple,

Gyeongju, 818.

From Chae.

(2012). p. 94.

Fig. 77. Presen-

ting an offering

to Buddha (dra-

wing), Dansug

Mountain,

Gyeongju, 7C.

From Ryu et al.

(2008). p. 23.

Fig. 78.

Wanghoido,

Envoys of

Three Kingdoms,

7C.

From Chae.

(2012). p. 98.

Fig. 79.

Pants,

Jeongchangwon,

8C.

From Sekine.

(1974).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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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면서『고지키』를 언급하고 있다(Sekine, 1925).

쇼쇼인 유물을 참조하면 각반 끝에 방울을 달았을 것으

로 보이는 끈 구멍이 있다.

또한 백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야마토 왕국

오오진 왕조에 저고리, 쇠코잠방이, 버선, 신을 짰다고

한 것은(Sekine, 1925) 결국 버선, 즉 말 역시 백제로부

터 건너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양태는 쇼쇼인

유물<Fig. 81>−<Fig. 82>로 짐작할 수 있으며, 신을 짰

다는 것은 풀로 엮은 짚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이상 백제 복식의 형태를 복종별로 상의와 하의로 구

분한 후, 상의는 복삼, 포, 반비, 의사포, 하의는 고와 각

반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각 복종 안에서 상의는 목

선 형태, 하의는 바지, 치마 형태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

류하여 상의 가운데 복삼은 직령과 반령저고리, 포는 관

두의형 직령합임포, 직령교임포, 단령포, 곡령교임포, 반

비와 의사포는 각각 단일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하의로

써 고는 곤, 궁고, 대구고, 각반은 단일 유형으로 분석되

었다. 각각의 유형은 도식화로 제시하였으며 이상의 내

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V. 결 론

1. 고서 기록, 유물 자료(양직공도 ·다카마쓰즈카 벽

화 ·천수국만다라수장 ·쇼쇼인 유물 ·하니와)의 비교검

토를 통해 고대 왜국의 복식은 백제 복식 문화의 영향

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A.D.4세기 후반 백제인들

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 왜국을 세워, 후기 고분시대를

열어가고 아스카 문화로 이어지면서 당시 야마토 혹은

나라에 집단을 이루며 살았던 백제인들의 복식 문화는

야마토 왕국 이후 일본의 복식사에 근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백제의 고고 유물 복식에 나타난 중앙아시아적 요

소는 해상강국으로서의 백제가 동서를 넘나드는 해상

교역을 통한 흔적의 결과로 그 심증적 가설을 가능케 한

다. 백제 복식은 북방계 유목 민족의 고습제의 2부식으

로 중앙아시아적 요소가 강한 독자성을 갖는다.

3. 백제 복식은 부여적 근원을 바탕으로 해상활동을

통해 세부적으로 융합된 풍성하고 유려한 스타일로 다

양한 복식문화를 구축하였다.

4. 백제의 상의는 남자는 복삼, 포, 여자는 유, 반비,

의사포로 집약되며 복삼 ·유는 관두의와 전개형의 직

령, 반령, 포의 깃은 직령, 곡령, 단령으로 다양하였다.

소매는 대체로 한성백제 시기는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사선배래형, 사비백제 시기에는 이와 함께 역

사선배래형이 공존하였다. 바지형은 곤, 궁고, 대구고

로 집약된다.

이상을 통해 고서 기록과 시각 자료(벽화, 유물)가 일

치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음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현존하는 유물과 자료의 부족

으로 백제 복식의 형태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자료를 최

대한 활용 가능한 추론을 통해 고대 백제 복식 형태의

존재 가능성을 넓히고자 하였다.

References

An Editorial Department. (2000). New history of world art

Vol. 3. Tokyo: Shogakukan.

Buyeo National Museum Publishment Dept. (2005). 百濟人과

服飾 [Baekje people & costume]. Buyeo: Buyeo National

Museum Publishment.

Chae, K. S., & Koh, J. M. (2009). A study on the Baekje cul-

ture of costume (Part I).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

urnal, 33(9), 1347−1360.

Chae, K. S. (2012). Korean traditional clothes & Korean style

for globalization. Paju: Jigumunwhasa.

Covell, J. C., & Covell, A. (2006). Korean impact on Japanese

culture (Y. K. Kim, Trans.). Seoul: Geuleurilda.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Doopedia. (2014). 고(袴) [Go]. Doopedia. Retrieved January

Fig. 80. Gaiters,

Jeongchangwon, 8C.

From Sekine. (1974). p. 59.

Fig. 81. Socks I,

Jeongchangwon, 8C.

From Sekine. (1974). p. 56.

Fig. 82. Socks II,

Jeongchangwon, 8C.

From Sekine. (1974). p. 57.

– 15 –



16 한국의류학회지 Vol. 38 No. 1, 2014

Table 1. Styles of the costume types of Baekje

Type Style References Structure

Upper-

garments

Boksam

Jikryoung

Jeogori

Banryoung

Jeogori

Po

Gwandueui

style

Jikryoung-

hapimpo

Jikryoung-

gyoimpo

Danryoungpo

Gokryoungpo

Banbi (半臂)

Jangyu (Euisapo)

Lower-

garments

Go

Gon

Gunggo

Daegugo

Gakban Mal

– 16 –



백제 복식 유형별 형태에 관한 연구 17

5, 2014,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

61114&cid=40942&categoryId=32085

Du, Y. (2013). 通典 [Tongdian]. Wikisource. Retrieved Janu-

ary 13, 2014, from http://zh.wikisource.org

Duck shaped clay doll of Gaya. (n.d.). National Museum of

Korea. Retrived January 5, 2014, http://www.museum.go.

kr/program/board/detail.jsp?boardID=17061&boardTypeID

=114&menuID=001005001

Envoys of Baekje. (2013). The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January 5, 2014,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

an_art_view.html?artid=201307071618421&code=950100

Female Haniwa II. (n.d.). Lane Community College. Retrieved

January 5, 2014, from http://media.lanecc.edu/users/plun-

kettm/Moodle/Art-209/Lectures/Lecture-02_Kofun.html

Fujiwara, O., & Fujiwara, S. (2013). 新撰姓氏錄 [New Selec-

tion and Record of Hereditary Titles and Family Names].

Wikisource. Retrieved January 5, 2014, from http://ja.wiki-

source.org

Geumdongdaehyangro. (n.d.). Naver. Retrieved January 5,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7255&cid=444

8&categoryId=4448

Goen. (2013). 扶桑略記 [Fusouryakki]. Wikisource. Retrieced

January 10, 2014, from http://ja.wikisource.org

Greek Pottery. (2011). Gentle Swastika Collective. Retrieved Ja-

nuary 5, 2014, from http://gentleswastikacollective.blogspot.

kr/2011/02/swastika-greek-pottery-725-700bc-from.html

Griffis, W. E. (1999). Corea the hermit nation (B. R. Shin, Tr-

ans.). Seoul: Jipmoondang. (Original work published 1860)

Harem Pants Drawn on Bronze tray, Persia. (n.d.). National

Museum of Korea. Retrieved January 5, 2014, from http://

www.museum.go.kr/program/show/showDetail.jsp?menuID

=001002002001&searchSelect=A.SHOWKOR&showCat-

egory1Con=SC1&showCategory2Con=SC1_1&pageSize=

10&showCategory3Con=SC1_1_1&langCodeCon=LC1&

showID=414&viewMode=B

Haniwa chieftain. (2007). Wikipedia. Retrieved January 5, 2014,

from http://en.wikipedia.org/wiki/File:HaniwaChieftainIba-

raki500CE.jpg

Hong, N. Y., Shin, H. S., & Lee, E. J. (2011). 동아시아 복식

의 역사 [History of east asian costume]. Paju: Kyomunsa.

Hong, W. T. (2003). 고대 한일관계사 百濟倭 [Ancient history

of Korea & Japan relation]. Seoul: Iljisa.

Hong, Y. G. (2008, May 27). 홍윤기의 역사기행 일본 속의 한

류를 찾아서 <68>나라현 아스카절과 부여 왕흥사 [Hong

Yungi's history trip; Looking for Hanryu in Japan <68>

Narahyeon Aska Temple and Buyeo Wangheungsa]. The Se-

gye Times. Retrieved January 13, 2014, from http://www.

segye.com/content/html/2008/05/27/20080527002172.html

Hong, Y. G. (2011). 일본문화사신론 [Discussion on the Japa-

nese cultural envoy]. Seoul: Hannuri media.

Jeon, H. T. (1999).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The story

of Goguryeo through the murals of ancient tombs]. Seoul:

Pulbit.

Kaneo, M. (1984). Jodai-Gire. Kyoto: Shikosha Publishing Co.

Kim, B. S. (2014). 三國史記, 百濟本紀 古爾王 28年條 [Sam-

guk Sagi]. e-kyujanggak. Retrieved January 13, 2014, from

http://kjg.snu.ac.kr

Kim, D. W. (1985). 백제의 복식 [Costume of Baekje]. Seoul:

Paekche Culture Institute.

Kim, K. W. (1994). 고구려 고분벽화 [Ancient tomb murals

of Goguryeo]. Seoul: Seomundang.

Kim, M. J.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aekje cos-

tumes on Japanese costumes in ancient tim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s, 62(5), 96−107.

Kim, Y. M. (1996). A study on the excavated clothing from

the turfan region. Central Asian Studies, 1, 299−320.

Korean Classic Words compilation committee. (2001). 한국고

전용어사전 [Korean classic words dictionary]. Seoul: Se-

jongkorea.

Lee, C. G. (1996). 정창원의 복식과 그 제작국 [Jeongchan-

won costumes and the country of origin]. Seoul: Ilsinsa.

Lee, S. M. (2013, July 6). 백제인도 조우관(鳥羽冠) 써… 신

라 ·고려인들은 같은 스타일 흰 바지 [Baekje people wore

Jowoogwan (bird shaped hat)… Silla & Goryeo people

wore same style white pants]. Chosun Media. Retrieved

January 13, 2014,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

html_dir/2013/07/06/2013070600160.html

Li, Y. (2013). 南史, 卷79 列傳69 百濟傳 [History of Southern

Dynasties, Vol.79 No.69 Baekje]. Wikisource. Retrieved Ja-

nuary 13, 2014, from http://zh.wikisource.org

Li, Y. (2013). 北史, 卷94 列傳 百濟傳 [History of Northern

Dynasties, Vol.94 Baekje]. Wikisource. Retrieved January

13, 2014, from http://zh.wikisource.org

Linghu, D. (2014). 周書, 卷49 列傳 異域上 百濟傳 [Book of

Zhou, Vol.49 Collective Biographies]. Wikisource. Retrie-

ved January 13, 2014, from http://zh.wikisource.org

Man's Shirt. (n.d.). The State Hermitage Museum. Retrieved

January 5, 2014, from http://www.hermitagemuseum.org/

html_En/02/hm2_3_0_8_6.html

Male Haniwa. (n.d.). Lane Community College. Retrieved Ja-

nuary 5, 2014, from http://media.lanecc.edu/users/plunke-

ttm/Moodle/Art-209/Lectures/Lecture-02_Kofun.html

Matumoto, K. (1993). 正倉院裂 [Shosoin textiles]. Kyoto: Kyo-

to Shoin.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 organizing commit-

tee of the Korean costume culture 2000. (2001). 우리 옷

이천년 [Two thousand years of Korean fashion]. Seoul:

Misul Munhwa.

Moon, K. H. (1987).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dan-

ryeo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 17 –



18 한국의류학회지 Vol. 38 No. 1, 2014

University, Busan.

Mural Paintings of Takamatsuzuka Tumulus. (2008). gondo.

Retrieved January 5, 2014, http://www.gondo.com/gyarari/

photo/hakuran/pic/digj2008/a3.jpg

National Museum of Korea. (2010). 실크로드와 둔황 - 혜초와

함께 하는 서역기행 [Silkroad and Dunhuang - Journey to

the Western regions with Hye-cho]. Seoul: Author.

Park, K. J. (1997). A study on the excavated costume from the

Loulan region. Central Asian Studies, 2, 93−110.

Park, S. H. (2003). 한국 고대 복식 [Korean ancient costumes].

Seoul: Jisiksanupsa.

Pottery. (2009). Donga Ilbo. Retrieved January 5, 2014, from

http://news.donga.com/3//20031224/8014296/1

Ryu, H. K., Kim, M. J., Cho, H. S., Park, M. Y., Shin, H. S.,

Kim, Y. J., & Choi, E. S. (2008). 우리 옷 이천년 (개정판)

[Two thousand years of Korean fashion (3rd ed.)]. Seoul:

Misul Munwha.

Sekine, M. (1925). 服制의 硏究 [Research on the costume

system]. Tokyo: Kokonshoin.

Sekine, S. (1974). 奈良朝服飾の硏究 [Research on the costu-

me of the Nara Period]. Tokyo: Yoshikawahirohumikan.

Seo, M. Y. (2003). Study on Baekje costume. Unpublished doc-

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Seoul Baekje Museum. (2013). Baekje's elegance: Costume and

elegance. Seoul: Author.

Shen, Y. (2014). 宋書 [Book of Song]. Wikisource. Retrieved

January 5, 2014, from http://zh.wikisource.org

Soh, J. C. (1994). 金石文으로 본 百濟武寧王陵의 世界 [World

of the Baekje King Muryeong's tomb seen from the Geum-

seokmun]. Iksan: Wonkwang University Press.

The Compilation Committee.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

적 I [Cultural assets and sites in North Korea I].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Toneri, P. (2013). 日本書紀 [Nihon Shoki]. Wikisource. Ret-

rieved January 5, 2014, from http://ja.wikisource.org

Wang, W. C. (1976). 龍袍 [Dragon robe]. Beijing: Museum of

Chinese History.

Yamato Envoy of Yangjikgongdo. (2011). Navercast. Retrived

January 5, 2014,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

rid=141&contents_id=6681

Yao, S. (2014). 梁書 [Book of Liang]. Wikisource. Retrieved

January 5, 2014, from http://zh.wikisource.org

Yasumaro, O. (2014). 古事記 [Kojiki]. Wikisource. Retrieved

January 5, 2014, from http://ja.wikisource.org

Yvonne, D. (1987). Poiret (P. Clifford, Tran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Original work published 1986)

Zhou, X., & Gao, C. (1987).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San Francisco: China Books & Periodicals.

– 18 –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