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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고려시대의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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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그림 또는 사진 영상매체 특징

(왕복)

- (제복)은 면류관과 곤복으로 구성되며, 제사할 때 착용
- (조복)은 백관과 사민을 접견할 때 착용
- (상복)은 왕의 사무복
- (평상복)은 남녀상하가 모두 입던 옷
- (공복)은 왕이 사신을 접견할 때 착용

(백 관복)

(제복) -(계급)에 따라 칠류면, 칠장복, 오류면, 오장복, 삼류면, 삼장복, 삼류면,       
  일장복, 평면, 무장복

(조복) - 송의 제도를 인용한 것으로 조선시대와 유사

고려시대 남자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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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

- (복두) : 흑색, 끈이 달려 있어서 턱 밑에 맨다
- (옷깃) : 분홍색 곡령
- (길) : 짙은 고동색
- (수구) : 옷깃과 같은 색인 분홍색 선을 대었다
- 손에는 (홀)을 들었다

(상복)
=단령

- 둥근 옷깃 때문에 (단령), (원령)이라고도 한다.
- (대)로 품계의 상하를 구별하였다.
- 이색 상은 (사모)를 쓰고 (단령)을 입고 (대)를 매며 (화)를 신었다.
- 단령과 사모의 모양은 (중국)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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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복)

(직령)
- 머리에 (발립)을 쓰고
- 홍색 (직령)에 (사대)를 띠고
- (화)를 신었음

(심의)
- (유학자)들의 법복
- 조선에 전해져서 말기까지 (유학자)들이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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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릭)

- 의와 (상)을 따로 재단하여 봉재된 옷
- (서민)들이 많이 입던 옷
- 여름에는 (모시)로 만들어 입음
- 허리 부분에 선을 넣어 장식한 것을 (요선철릭)이라고 함

(답호) - 옆트임이 있는 반소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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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두루마

기)
-삼국시대 기본 (포)가 서민들에게 계속 
입혀져   (두루마기)가 됨.

-목우상을 통해 긴 두루마기를   입고 끈을 맨 것을 볼 수 있
다.

(승려복) -고려는 (불교)국가였으므로 
승려 계급이 높았다.

-승려복의 종류는 다양했으며 (비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군복,갑
주)

-(갑주)란 싸움터에서 적의 화살이나 
창검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던 호신구이다.

-짐승 가죽, 철제, 동제, 목제   등이 재료로 
사용됨.

-13세기 이후 화약 무기의   발달로 민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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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하기에 불편한 철제갑옷은 쇠퇴하고 (포형)갑옷인 두
정철갑이나 두정피갑, 경번갑, 면갑으로 되었다.

-(포형)갑옷은 우리의 독자적인 갑옷 양식으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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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 왕 비
복)

-(왕비복)은 색이 홍색이며 그림을 
그리고 수를 놓았다.

-(서민)은 하지 못했다.
-왕비복은 고려 말 명에게서   공민왕비의 
적의를 받았다.

( 귀 부
녀예 )

-아미타불 속에 저장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물품 중에 (자의, 중의, 상의) 세 점이 
나왔다.

-(자의)는 곧은 깃에 앞길이가 
뒷길이보다 짧은 예복이다.

-상의와 치마를 입은 위에 (중의)를 입고 
(자의)를 맨   위에 입었다. 

(귀부
녀복)

-수월관음도의 귀부녀는 붉은   치마 저고리
를 입고있다.

-붉은 치마에는 (꽃무늬)가 있으며 저고리는 

고려-여자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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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길며 (옆)이   트여져있었다.
-머리는 (뒷통수) 쪽에 크게 올려서 붉은 끈을 
맸으며 흰색 진주 같은 것을 머리 전체에 장
식했다.

(서민
복)

 -서민들은 삼국시대 기본 복식인   상와 유를 
계속 입어 (치마저고리)가 되었다.

-(치마저고리)란 명칭은 고려 말에 생긴 
용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