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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한 K-팝의 성장과 영화, 드

라마 등의 인기로 한국 스타들에 의한 K-패션의 인기

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2020년 기준 해외한류실태조사(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2021)에서도 패션이 

전체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량 중 가장 높은 지출을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영향력이 국가 브랜드 이

미지 향상과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 패션 

산업의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과 한류 콘텐츠

로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경쟁적 요소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국제 경쟁적 요소를 자국의 전

통성으로 보고, 과거 외국인에게 코리아라 불리며 글

로벌화를 이뤄낸 고려시대를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고려는 현대 한국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국제성과 개방성, 다양성을 두루 갖춘 글로벌 국가로

서 세계 여러 각국과 소통하며 동서양의 문화를 교류

하고 고려만의 독특하고 화려한 의복형태로 응용 · 발

전시켰다. 특히, 고려는 비교적 남녀가 평등한 사회로 

조선보다 여성의 지위와 위상이 보장되었고,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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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고려여성들은 개방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

며, 자유분방함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의복문화를 발

전시켰다. 고려여성들의 의복문화 저변에는 그녀들

만의 사상적, 미학적 의미가 내재하여 있었을 것이다. 

미의식은 그 안에 내포된 미적특성들로 구현되며, 미

적특성은 그 시대만의 특별한 차별성을 부여하고 자

국의 독자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

서, 고려시대 여성 의복을 통해 당시대의 고유한 미적

특성을 밝혀낸다면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타 국가와 구별된 차별성과 독자성을 가진 

한국의 글로벌 패션 요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사

료된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여성 의복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

부분 시대 흐름에 따른 의복의 외형적 특성 연구(Kim, 

2000; Lee, 1995)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로서 그 이면에 

내재한 고려의 사상과 연결된 미학적 연구는 미비하

였다. 또한, 타 분야인 미술, 조각, 문학 등의 연구에서

도 대부분 한국사 전 시대를 통관하는 미로 규정하고 

고려만의 내재된 미학적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에 대해 회화, 유물, 사서, 문집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려여성들의 문화와 고려의 사유

체계 속에서 형성된 여성 의복의 외형적 특성을 분석

하여 그 근저에 깔린 사상과 미의식을 연결하여 분석

함으로써, 타 시대와 구별된 고려여성들만의 독특한 

미적특성을 규명하여 글로벌 K-패션 디자인 개발 연

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동양과 한국의 사유체계와 고려의 사유체

계를 연결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고려의 사유체

계에 따른 미적기준을 세운 후, 이를 바탕으로 고려 예

술문화에 나타난 조형성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특징적인 표현성을 유추하고 공통되고 일

관된 고려 예술문화의 미적특성을 도출한 뒤, 이를 근

거로 고려여성 의복의 외형적 특성과 연관하여 미적

특성을 고찰한다.

연구의 범위는 고려시대 918년부터 1392년으로 제

한했으며, 연구대상은 고려의 여성으로 한정했다. 연

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했다. 문헌자

료로 1123년 송나라 서긍(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

과 1451년에 쓰인 �고려사(高麗史)� 등의 사서기록과 

각종 발굴보고서, 국내외 복식사 관련서 및 선행연구

를 살펴보았다. 실증자료로 육안으로 복식의 형태가 

식별가능한 인물화, 벽화, 고려불화와 같은 회화자료

를 대상으로 했으며, 불화와 벽화의 경우 중생만을 대

상으로 형태를 분석했다. 그 밖에 불복장 유물은 의복

의 형태와 구조를 유추하는데 참고했다.

 

II. 이론적배경

1. 고려의 사회적 배경

1) 시대적 배경

고려는 역사적으로 두 번째 통일을 이룬 왕조로써 

918년에 건국되어 1392년까지 존속했다. 고려 초 정치

적으로는 지방 호족세력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성종

(成宗, 982~997)대에 국가 기반이 확립되고 지배체제가 

정비되면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로 문종(文宗)대에 

문벌귀족사회의 전성기를 이뤘다. 고려 중기 1170년

(의종, 毅宗 24) 귀족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 일

대 변혁이 초래되었다(Park, 2002). 고려는 불교의 융

성과 귀족문화의 발달, 대외무역의 발달로 인한 풍요

로운 삶으로 예술문화 발전의 정점을 이루었으며, 의

복문화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사치가 만연했다(Kang 

et al., 1994). 고려 후기 1231년 원(元)의 침입으로 국력

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원종 15년(1274) 원의 요구에 공

민왕 때까지 수많은 고려여성들이 공녀(貢女)로 보내

졌다(Han & Jeon, 2004). 당시 고려여성들은 공녀로 징

발되는 것을 피하려고 꾸미기를 꺼렸고, 조혼(早婚) 하

거나, 비구니가 되기도 했다(Seoul Historiography Insti-

tute, 2014). 이후 31대 공민왕(恭愍王, 1330~1374)이 왕

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왕권이 무너지고 무

신들의 정치세력에 의해 1392년 멸망했다.

 

2) 여성문화

고려는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사회로서 

비교적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다. 고려여성들은 지위

가 존중됨에 따라 혼인(婚姻)에 있어서 일부일처제(一

夫一妻制)였고, 혼례식은 보통 여성 집에서 치러졌으

며 여성이 ‘출가외인’이라는 관념이 적었다. 고려는 부

계(父系)와 모계(母系)가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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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측(兩側)적 친속사회”로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며, 재산도 각각 관리했다. 남녀 구별 없이 호적

도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했고, 재산상속도 균등하게 

분배(남녀균분상속, 男女均分相續)했으며, 형제자매가 

돌아가며[輪行] 제사를 지냈다(Lee, 2011). 당시 고려여

성들은 벼슬에 오르거나 사회진출은 어려웠지만, 예외

적으로 당시 성행했던 불교를 통해 사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각종 불교 행사는 물론 사원의 수리나 창건, 

불상 제작, 불경 서사(書寫) 등에 참여하고 후원할 수 있

었다(Kim, 2007). 한편, 고려는 내외법이 엄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 불교에서의 쌍무적(雙務的) 

정절(貞節) 관념에 따라 남녀의 정절을 강요하지 않아 

연애와 결혼, 이혼이나 재혼이 비교적 자유스러웠다

(Lee et al., 1999). 이는 �고려도경�(Xu, 1124/2005) 제

19권 민서(民庶)에 “然其爲人 寡恩 好色 泛愛 重財 男女

婚娶 輕合易離 不法典禮 良可哂也.”라고 하여 고려인

들이 여색(女色)을 좋아해 분별없이 사랑하고 혼인에

도 경솔히 합치고 쉽게 헤어진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p. 245). 따라서, 고려여성들은 비교적 평등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의사결

정권이 있었다. 또한, 정서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을 

통해 자신을 계발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며, 스스

로의 만족을 위해 의복에도 신경을 썼을 것으로 짐작

된다.

 

2. 고려문화의 미적특성

1) 고려 사유체계와 미

고려 사유체계의 근본 바탕을 이루는 동양은 우주

를 ‘기(氣)’로 가득 찬 비가시적 공간인 무(無)의 세계로 

보고, 허공과 실체의 상생관계로 바라본다. 또한, 외적 

형식보다 내적 정신에 집중하여 직관적이며,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고, 객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일원론적 사고관을 가졌으며, ‘기’의 변화무쌍한 가

변성, 비정향성의 특성을 갖는다(Chae, 2017b). 반면, 

서양은 우주를 가시 공간인 실체의 유(有)의 세계로 보

고, 실체를 허공의 대립으로 바라본다(Choi, 2015). 명확

한 수적 체계에 의한 논리적 사고로 이성적이고, 개체

의 특성과 형식을 중시하는 이분법적 사고관을 가졌

으며, 정형성, 확정성, 불변성의 특성을 갖는다(Zhang 

1994/1999). 한편, 한국의 사고관은 기의 순환론, 무 ·

허 · 공의 동양사상에 근거하며 태극과 천지인이라는 

한국 고유의 한 문화를 창출하였고, 일원론적 세계관

으로 일즉일체 다즉일의 한 사상의 특성을 가졌으며, 

무한히 잠재되어있는 가변성과 비형식적, 비정형적, 

비정향적, 전체적 특성을 가졌다(Chae, 2017b).

고려의 사고관과 미를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불교

였으며, 종교적 이념적인 면에서는 선종 중심이었고, 

신앙의례나 행위의 표현적인 면에서 정토 신앙과 밀

교 신앙의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고려는 동양

과 한국과 같이 ‘기’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상대적 · 

통합적 사고관으로 교 · 선종의 사상적 통합을 이뤄냈

으며, 조화 · 상생 · 전체성의 비균제적 요소가 근저에 

내재하여 있었다. 동양과 한국의 일원론적 사고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보살과 부처의 경

계가 다르지 않고 하나임을 뜻하는 불이(不二)미로서

(Choi, 2015) 고려의 돈오점수(頓悟漸修), 정혜쌍수(定

慧雙修) 사상과 연결된다. 즉, 서양의 이원적 상대개념

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추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

를 초월한 자유로움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미추, 선악

이 없는 절대 평등의 진정한 국토인 정토를 의미하며

(Jeon, 2003), 고려 사유체계의 궁극적 목적은 정토와 

왕생이다. 이러한 정토교적 인간 내면의 조화성을 강

조한 고려의 미는 불교의 청정세계의 극락정토를 위

한 정토교적 신앙에서 요구되는 정밀성 · 정제성 ·균

제성과 밀교의 만다라를 통한 다양한 색채와 비례의 

상징적 표현에서 기인한 것이다(Hong, 1988). 이상 동 · 

서양의 사유체계와 한국의 사유체계를 통한 고려의 

사유체계와 미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고려문화의 미적특성 선행연구

고려문화의 미적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술, 공

예, 건축, 문학, 복식 분야 등에서 이뤄졌으며, 귀족적 

화려함,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이라는 공통된 의견

들을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Moon(1984)은 현세 

구복적 신앙인 정토 사상과 밀교 사상을 바탕으로 고

려가 ‘화려한 귀족적’ 특색을 보인다며, 고려의 미를 

화려 · 고상한 궁정 취향, 웅대 · 장려미, 단정 · 우아

미, 추상적 토속미로 규정했다. Cai(1995)는 물아동일 

천인합일과 기의 생멸하는 우주의 순환론을 사상적 

개념으로 두고 고려문학의 미적이상을 화해미, 웅건

호방미, 천연미로 보았다. Kim(1996)은 무의 세계관

으로 한국의 미를 ‘자연주의’라는 큰 전제하에 고려를 

‘무작위(無作爲)의 창의’, ‘귀족적 아취미’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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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1996)는 고려가 정토 사상을 바탕으로 헤겔식의 예

술의욕을 들어 ‘회화적’, ‘낭만적’이라고 했다. Hong 

(1988)은 고려가 정토교적 사상면에서 선 사상의 불균

제미에 대응하는 균제미를 특징으로 하는데, 균제미

는 정토 신앙의 정제성과 정밀성의 강조라고 했다. Lim 

and You(2000)는 고려가 현세적이고, 완벽에 대한 집

착 없이 균형과 조화의 세련미를 추구했다고 했는데, 

고려는 종교적 · 사실주의적이며, 한국적 정서를 토착

화, 현실화시키고 예술을 향유하려는 풍부한 실용성 · 

현실성이 무작위적 창의성과 결합한 시기라고 했다. 

Koh(2005)는 고려의 미를 ‘귀족적 화려함’, ‘델리킷 

한 정취’라고 했는데, 이는 밀교 사상과 정토교적 인간

의 조화성에서 기인한 미적태도라고 할 수 있다. Kim 

(2007)은 고려의 미를 무, 공 사상을 기초로 한 순리의 

아름다움, 자제의 아름다움으로 보았으며, 곡선의 아

름다움, 자연과 완전한 조화는 상생과 화합의 일원성, 

전체성으로 보았다. Ahn and Lee(2008)는 회화의 미에

서 고려를 귀족적 아취로 정의했는데, 이는 정세한 정

토교적 사상에서 온 미적태도라고 볼 수 있다. Yi(2013)

는 고려불상의 조형미와 미의식에 대해 고려가 진취

적 신흥국가로 호방한 기상과 기운, 삼국 이래 천인합

일과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주의 미의식과 원융적 미

의식을 가졌다고 했다. 이상 고려문화의 미적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3) 고려의 예술문화에 나타난 미적특성

고려문화의 미적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자들의 견해

를 바탕으로 회화, 공예, 조각, 건축 분야의 조형성을 

통해 나타난 고려 예술문화의 미적특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고려는 정토교와 밀교를 바탕으로 정밀 ·완

전 ·완벽함을 추구하며, 화려하고 복잡한 구조 속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 먼저, 회화에서 밀교를 통

한 만다라적 표현의 화려한 색채와 여백의 미에 대응

되는 꽉 찬 채움의 미, 정토관의 정밀성 · 정제성의 반

영으로 인한 의습의 정교한 문양, 선과 문양의 복층적 

묘사, 금을 이용한 선묘의 정교함은 선형미로 나타났

다. 또한, 전체적 꽉 찬 짜임새 있는 구도를 통해 통일

된 조화미와 대칭과 규칙을 통한 균제미의 미적특성

을 보였다. <Fig. 1>의 관경변상도는 아미타의 장려한 

정토 정경을 16관으로 나누어 전체적으로 짜임과 구

도가 균형 잡혀 균형미와 비례미를 보여주며, 형식에 

있어서 화려하고 꽉 찬 채움의 미를 보인다. 공예는 도

자공예에서 고도로 발달한 청자상감의 장식적이고 귀

족적인 고급성향으로 정밀하고 사실적인 표현, 문양

의 꽉 채움을 통한 장식미와 화려미를 볼 수 있으며, 완

벽한 조화와 균형을 통한 균제미, 부분과 전체를 통한 

비례미, 도자 외형에서 직선에서 곡선으로 이어지는 

선형미의 특성을 보였다. <Fig. 2>의 청자 모란 넝쿨무

늬 표주박 모양의 주자는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며 역

상감으로 넣은 모란 당초문이 몸체에 가득하다. 윗박

Characteristic Western Eastern Korea Goryeo

Cosmology

Space of true 

nature, 

Being, 

Confrontation of true 

nature and emptiness

Space of energy, 

Nothingness, 

Emptiness, 

Co-existence of true 

nature and emptiness

Space of energy, 

Nothingness, 

Emptiness, 

Co-existence of true 

nature and emptiness,

Heaven · earth · human,

Taegeuk

Space of energy, 

Nothingness, 

Emptiness, 

Co-existence of true 

nature and emptiness,

Rebirth in pure land 

Worldview 

Rational, Analytic, 

Individual, 

Individualism, 

Dichotomous

 Intuitive, 

Overall, 

General, Unity,

Collectivism

Part is whole,

Unity

Integrated unity, 

Harmony &

co-existence

Aesthetic 

characteristic

Determinate, 

Regularity, 

Invariability,

Beauty of 

space-filling

Irregularity, 

Variability, 

Beauty of 

empty space, 

Allness

Irregularity, 

Non-determinate, 

Variability, 

Allness

Balance, 

Complete exactness, 

Purification, 

Allness,

Imbalance, 

Asymmetry

Table 1. Worldview and beauty of Goryeo through comparison of Eastern and Western worldview and Korea worl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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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랫박의 비례와 뾰족하면서 우아하게 뻗은 주구

(注口)와의 조화가 돋보인다. 금속 · 목공예는 귀족적 

취향의 화려미, 정세한 장식미로 정성들여 하나씩 무

늬를 빼곡히 채워나가는 치밀하고 섬세한 정교미와 

선의 유동적인 선형미로 표현되었다. <Fig. 3>의 불경

을 담아 보관하는 나전칠기 경함의 국화문, 국당초문, 

모란 당초문 등을 각각 조밀하게 장식해 우아, 품위, 

자연스러운 형태, 치밀, 섬세한 시문법, 기능성 등 공

예의 뛰어난 귀족적 취향을 엿볼 수 있다. 조각에서 불

상 조각은 개성적이고 파격적인 다양한 형태가 공존

하였는데, 정교하고 균형 잡힌 형태, 화려하면서도 장

식적인 형태, 밀교의 영향으로 비례에서 벗어난 파격

적인 형태, 강한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거대하고 과장

된 크기의 웅건함, 관능적이고 부드러운 신체 굴곡선

의 형태미의 특성을 보였다. <Fig. 4>의 개성 관음사 관

음보살좌상은 몸체가 균형이 바르고 차림새가 화려하

며 조각 솜씨가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여 고려 석조미

술의 걸작으로 꼽힌다. 고려의 건축은 장식의 사실적 

표현,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웅장하고 과장된 크기의 

웅건함과 화려미, 추녀의 직선에서 곡선으로 이어지

는 선의 형태미, 크기의 대칭적 균형과 비례미를 보였

다. <Fig. 5>의 충렬왕 34년(1308)에 지어진 예산 수덕

사 대웅전은 명쾌한 구조와 단순성을 보여 주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1376)은 추녀가 하늘을 향해 약간씩 

치솟아 경쾌한 곡선미를 보여준다. 공민왕 23년(1374)

에 건립된 심원사 보광전은 다포 팔작 지붕집으로 경

쾌한 곡선미와 화려한 색채와 장식미가 돋보인다.

이상 고찰한 고려의 예술문화에 나타난 유형별 미

Scholar Worldview Aesthetic characteristics Internal meaning

Moon 

(1984)

Pure land ideology,

Esoteric Buddhism

Beauty of splendor, 

Grand beauty, 

Neat & elegant beauty

Aristocratic splendor,

Grand beauty, 

Elegant beauty

Cai

(1995)

Cycle of energy, 

Unity of the ego and 

the outside world, 

Idea of men-heaven unity

Reconciliatory beauty, 

Magnanimous beauty, 

Natural beauty

Unity of men-heaven

Kim 

(1996)
Idea of emptiness

Aristocratic beauty, 

Natural beauty, 

Randomized creativity

Beauty of aristocratic elegance, 

Naturalism

Jo 

(1996)
Pure land ideology

Beauty of pictorial,

Romantic beauty
Hegelian artistic motivation 

Hong 

(1988)
Pure land ideology  Beauty of uniformity

Purification, 

Exactness

Lim and You 

(2000)
Temporal

Beauty of balance, 

Harmony beauty, 

Sophisticated beauty

Religious, 

Realistic, 

Practical, 

Randomized creativity

Koh 

(2005)

Pure land ideology,

Idea of emptiness

Aristocratic beauty, 

Beauty of splendor, 

Delicate & elegant beauty, 

Randomized simplicity

Aristocratic splendor, 

Natural conformity, 

Delicate poetic mood

Kim 

(2007)

Idea of emptiness,

Unity, 

Allness

Beauty of flow, 

Curve beauty,

Beauty of self-control

Perfect harmony with nature

Ahn and Lee

(2008)
Pure land ideology Beauty of aristocratic elegance Aristocratic splendor

Yi

(2013)

Idea of men-heaven unity,

Natural conformity
Magnanimous beauty

Magnanimous spirit and vigor, 

Natural conformity

Table 2.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oryeo culture through preced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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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특성은 종합적으로 화려미, 일원적 원융미, 선형미, 

균제미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4) 고려문화의 미적특성

앞서 논의한 동양 및 한국 고유의 사상체계와 고려

의 불교 사상을 비롯해 고려문화의 미적특성 선행연

구와 고려 예술문화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공통된 고려문화의 미적특성을 바탕으로 화려

미, 일원적 원융미, 선형미, 균제미라는 공통점을 도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동양과 한국의 기로 가득 찬 공

·허 ·무(無)의 세계관으로, 조화 · 상생 · 전체성을 지

향하여 연기, 불이, 원융회통, 정혜쌍수의 일원론적 세

계관을 갖으며, 기로 인한 무한한 가변성과 비균제 ·

비정형 · 자유로운 파격의 미적특성을 공통적으로 가

졌다. 이는 고려의 이념적 관점인 선종의 무의 깨달음

을 통한 ‘자유’를 특징으로 한 추상적 · 불균제적 · 여

Art type 
Field of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expression 

Common types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Picture
Buddhist

picture

Beauty of space-filling, Splendid colors, 

Beauty of elaborate decoration, Beauty of linear, 

Beauty of balance and harmony

1. Beauty of splendor 

2. Beauty of unitary 

convergence

3. Beauty of linear

4. Beauty of balance

Craft

Ceramic

art

Beauty of decorative splendor, Beauty of uniformity, 

Perfect harmony and balance, 

Proportional beauty of parts and wholes, 

Beauty of linear

Metal &

wood craft

Beauty of elaborate decoration, 

Expression of complex structure, 

Beauty of aristocratic splendor, Beauty of linear

Sculpture
Buddhist 

sculptures

 Beauty of decorative splendor, 

Beauty of elaborate designs and balance, 

Beauty of smooth curve, 

Voluptuous beauty, Expression of grandeur and power

Architecture Temple

Beauty of decorative splendor,

Magnificent and exaggerated beauty, 

Symmetrical balance and proportional beauty, 

Beauty of line-shaped from straight to curved

Table 3.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oryo art culture

Fig. 1. Gwan-

gyeongseo bun- 

byeonsang-do, 

1300. 

Reprinted from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2007). 

p. 143. 

   

Fig. 2.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peony 

scroll design, 

Goryeo. 

Reprinted from 

National Museum 

of Korea [NMK] 

(2018). p. 242.

   

Fig. 3. Lacquered 

sutra case with 

inlaid chrysanthemum, 

13C. 

Reprinted from 

NMK (2018). p. 103.

 

   

Fig. 4. Avalokites 

hvara of Gwan-

eumsa temple, 

Goryeo. 

Reprinted from 

NMK (2018). p. 306. 
   

Fig. 5. Daeungjeon Hall 

of Sudeoksa Temple, 

Yesan, 1308. 

Retrieved from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1962a).

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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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 미의 미적특성과 연결된다. 그러나, 밀교에 의한 

수행과 의례의 표현적 관점으로 장식이나 구체적인 조

형성에서 화려한 꾸밈의 미와 차별적 특성을 가졌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토와 왕생으로 정토교적 인

간 내면의 조화성을 강조한 고려의 미는 청정한 불국

토를 향한 장엄의 미로서 균제성 · 정제성 · 정밀성 ·

상징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같이 고려는 동양과 한

국의 기 순환론을 중심으로 한 일원론적 사고관이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정토교와 밀교 사상에 의한 균제성

· 정밀성 · 정제성의 특징적인 차별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첫째, 고려의 현세 구복적 정토 사상의 정

밀성 · 정제성 ·균제성 ·완전성은 선행연구에서 귀족

미 · 화려미 ·섬세미 · 회화적 낭만미 ·웅대미 · 호방

미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려 예술문화에서 화려 · 장식

·강조 · 대비 · 정밀 · 과장 ·웅장의 표현적 특징으로 

나타나 이를 화려미라는 공통미로 보았다. 둘째, 무, 

공의 세계관과 선(禪) 사상에 의한 전체성 · 비대칭성

· 불균형성에 의한 조화의 추구는 선행연구에서 천인

합일의 화해미 ·무작위적 창의성으로 나타났으며, 

예술문화에서 절충 · 결합을 통한 융합성과 자유 · 변

형을 통한 파격성이 표현적 특징으로 나타나 이를 일원

적 원융미라는 공통미로 보았다. 셋째, 현세 구복적 정

토 사상의 정밀성 · 정제성은 선행연구에서 우아미 ·

곡선미 · 세련미 ·단정미로 나타났으며, 예술문화에

서 완만한 곡선 · 선의 율동 ·반복 · 변화에 따른 선의 

형태미의 표현적 특징으로 나타나 이를 선형미라는 공

통미로 보았다. 넷째, 정토 ·밀교 사상의 정밀성 · 정

제성 ·균제성은 선행연구에서 균형미 · 조화미 · 사

실적 · 실용미로 나타났으며, 예술문화에서 정확한 비

례 ·균형 · 대칭 · 명확한 표현적 특징으로 나타나 균

제미라는 공통미로 보았다. 이상 공통된 고려문화의 

미적특성 근거를 <Fig.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같

이 도출된 고려문화 미적특성을 화려미, 일원적 원융

미, 선형미, 균제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화려미(華麗美)

화려란, 곱고 아름다우며 환하게 빛나 보기에 좋다

는 뜻으로(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IKL], 

1999) 화려미는 우아하고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고려는 불교의 유입을 통한 국제적인 미감

과 통일왕조로서의 당당함과 기백, 통일신라 문화의 

계승과 더불어 무신정권의 장악으로 인한 귀족적 장

식주의 시대였다. 경제력을 축적한 고려의 귀족들은 

재력의 과시로 복식, 저택, 생활 집기, 예술품에서 완

구에 이르기까지 장식하였다. 또한, 불교적 내세관으

로 부처의 세계를 금은 등 다양한 갖가지 보석으로 장

식하는 장엄(莊嚴) 예술도 함께 발달하였다. ‘믿음[信]

은 장엄에서 일어난다.’고 하여(Choi, 2020) 장엄이 불, 

보살의 행(行)을 상징하는 공(功)의 형상(形狀)이라 여

겨 장식의 세심한 표현이야말로 곧 공덕을 쌓는 행위

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고려의 미에 대해 Cai(1995)와 

Worldview
of Goryeo

Expression 
characteristics

Pure land ideology, Esoteric Buddhism, Exactness, 

Purification, Balance, Symmetry, Perfectness
Cycle of energy , Idea of emptiness, Unity, 

Imbalance, Asymmetric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oryeo culture 

through precedent 
study

Expression 
characteristics

Aristocratic, Splendor, 
Delicate, Pictorial, Romantic

Magnificence, Sublimity
Grandeur

Unity of Men-Heaven, 
Reconciliatory,

Randomized creativity

Elegance, 
Curved, 

Refinement,
Neat

Balance,
Harmony,
Delicate

Beauty of 
balanc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oryeo’s art 
culture

Expression 
characteristics

Splendor, Decorative,
Emphasis, 
Contrast,
Exactness, 

Exaggeration,
Grandeur

Perfect harmony, Unity,
Fusion-compromise 

& Combination, 

Irregularity form-
freedom & 

Transformation

Rhythm, 
Repetition,

Change

Balance, 
Proportion,
Symmetry,
Clearness

Beauty of unitary 
convergence

Beauty of splendor Beauty of linear

Fig. 6. Grounds for deriving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oryeo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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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2013)는 고려가 자연 앞에 당당하고 생명현상의 근

원인 기의 흐름이 강한 웅건하고 호방하며 청신한 미

를 가졌다고 하였고, Koh(2005)와 Ahn and Lee(2008)

는 고려가 귀족적 화려함과 아취미를 가진 우아한 궁

정 취향으로서 현세 구복적 신앙 관념이 강하고 매우 

정교하며 여성스럽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화려미의 

미적특성은 영웅주의와 귀족주의에 의한 웅장함, 화

려함, 정토 신앙과 밀교의 영향으로 고도의 회화적 기

법을 이용해 극락정토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

는 섬세 · 정밀 · 정교, 극명한 색채의 대비 ·강조, 문

양의 채움 ·완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섬세하고 화

려한 공예와 조각, 회화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Fig. 

7>의 은제 금도금 표주박 병은 표면을 여백이 거의 없

이 꽃과 봉황 무늬 등 타출기법을 통해 빼곡하게 채워 

넣어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하다. <Fig. 8>의 금동관음

보살좌상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커다란 귀걸이, 천

의 자락, 몸 전체를 복잡한 영락으로 장식하여 화려하

다. <Fig. 9>의 헤허필 수월관음도에 그려진 관음보살

의 온몸을 휘감고 있는 하얀 투명 사라는 흰색의 안료

를 이용해 아주 얇은 선으로 씨실과 날실까지 정교하

게 묘사했다. 그 위에 금니로 수놓은 문양을 표현해 화

려함의 극치를 보여 준다. <Fig. 10>의 철조 석가여래

좌상은 높이가 3 m에 이르는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철

불로 남성적이고 웅장한 외형을 통해 젊고 당당함, 강

인함 등 고려 왕조의 귀족적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 일원적 원융미(圓融美)

일원적 원융미란, 모든 현상이 각 속성을 지니면서 

서로 대립 없이 원만하게 하나로 융합되는 모습을 의

미한다. 고려는 중앙귀족의 화려하고 풍부한 문화와 

지방 호족의 거친 듯 투박함을 가진 문화가 공존하는 

조화 속에 불 · 유 · 도의 다양한 종교 사상과 다민족이 

융합된 다원적인 국가였다. 이는 일원론적 사고관에

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는 공존(共存)과 공생(共生)의 

전체성향적(全體性向的) 우주관을 바탕으로 세계와 

부처,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믿었다. 이에 스스

로 독립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전체적인 

연관성 안에서 존재한다는 일원론적 원융미를 가졌다

(Yoon, 2011). 또한, 고려 미에 대해 Kim(1996)과 Lim 

and You(2000)는 고려가 완벽에 대한 집착 없이 예술

을 향유 하려는 풍부한 실용성 · 현실성으로 무작위적 

창의성을 낳았다고 하였고, Yi(2013)는 고려가 원융적 

미의식을 가졌다고 하였는데, 일원적 원융미의 미적

특성은 공존과 조화의 융합성과 변형 · 자유의 파격성

을 갖는다. 융합성은 상대적 관계성을 유지하고 공존

하는 열린 사고로 절충 · 결합 · 변형을 통해 새로운 이

미지를 창조하는 미이다. 또한, 파격(破格)성은 선종

의 영향으로 인한 자유의 미로써 일정한 격식을 깨뜨

리거나 불균형 속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으

로서 변형 ·왜곡을 통한 비대칭적 · 불균형의 조화미

이다. <Fig. 11>의 금동대세지보살좌상은 화려한 5엽

의 보관, 커다란 원반형 귀걸이, 팔뚝의 꽃장식, 잘록

한 허리, 3단의 올림 연꽃 대좌 등 이전 시기에 볼 수 없

었던 새로운 형태이다. 화려한 관장식은 라마계와 관

련하며, 군의를 가슴까지 끌어올려 착용하고 윗단을 

Fig. 7. Gilt-silver 

gourd-shaped 

bottle and 

ring, 12C. 

Reprinted from 

NMK (2018). 

p. 288. 

 

Fig. 8. Seated 

Bodhisattva, 

deoksoo 801, 

Goryeo. 

Retrieved from 

NMK (n.d.-a). 

https://www.museum.

go.kr

 

Fig. 9. Suwol 

gwaneum-do of 

Sensoji temple, 

Japan, 1300. 

Reprinted from 

JoongAng Ilbo 

(1981). p. 247. 

 

Fig. 10. Seated 

stone statue of 

Buddha, deoksoo 

2748, 10C. 

Retrieved from 

NMK (n.d.-b). 

https://www.museum.

go.kr 

 

Fig. 11. Seated 

Mahast

hamaprapta, 

14C. 

Reprinted from 

NMK (2018).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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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잡아 표현하는 착의법은 원대 의상에서 볼 수 없

는 특징으로서 고려에서 전통적인 양식과 절충시켜 

중국과 다른 새로운 불상을 만든 것이다(NMK, 2018). 

<Fig. 12>의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고려 초 

호족들의 힘과 경제력, 불교적 내세관을 보여주는 것

으로 비율을 무시한 자유분방함 속에 균형과 조화를 

이룬 독특하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통일

신라가 안정감 있던 3층 석탑이었던 반면, 고려는 기

존 형태에서 벗어난 다각다층의 자유분방한 형태의 

탑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Fig. 13>의 월정사 팔각 구

층석탑은 8각의 평면과 다층구조를 이룬 석탑이다. 

고려 전기 송나라에 영향을 받은 형태로 기존 형태에

서 벗어난 독특한 양식이다. 

(3) 선형미(線形美)

선(線)이란, 사물의 윤곽, 무엇을 연결하는 데 쓰는 

긴 줄, 한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여 이루어진 자취로 곡

선과 직선을 의미한다(“선 [Line]”, n.d.). 고려에서 선

형미는 직선의 유연함, 곡선의 유연성, 자연과의 동화

를 아우르는 의미로 직선에서 곡선으로 흐르는 선의 

형태미를 뜻한다. 이 선은 동양의 태극 세계에서 기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순환성

에 의해 나타나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이어지는 선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Chae, 2017b). 이러한 태극의 순환

성은 윤회 사상과도 상통하며, 고려의 흐르는 선형의 

모습은 고려청자의 유려한 선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형미는 귀족적 우아함에서 오는 자연스럽고 우아

한 선으로서 청자의 직선에서 곡선으로 이어지는 유

려한 선에 감지되는 선적인 형태의 미로 선의 율동 ·

변화의 미를 특징으로 한다. <Fig. 14>의 참외 모양을 

연상케 하는 몸체를 가진 고려청자는 병 입구부터 길

게 흐르는 듯 내려간 병목의 어깨선이 몸체의 부드러

운 원형선을 이루는데, 마치 가는 허리에 풍성한 치마

로 이루어지는 선과 같다. 이러한 선형미는 목조 건축

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Fig. 15>의 봉정사 극락전

은 현재 우리나라 최고령 건축물로서 지붕 추녀가 좌

우로 하늘을 향해 곡선으로 치솟아 가늘고 긴 기왓골

의 섬세한 선형미를 볼 수 있다. <Fig. 16>의 지장보살

도는 녹청, 군청, 주색을 주조색으로 투명하고 부드러

운 질감을 표현해내는 옷주름과 호화로운 금니(金泥)

를 사용한 세밀한 선묘(線描)기법의 문양을 통해 섬세

한 선형미를 엿볼 수 있다. 

(4) 균제미(均齊美)

균제미란, 균형이 잡히고 잘 다듬어진 아름다움을 

의미한다(NIKL, 1999). 고려의 미에 대해 Hong(1988)

은 고려가 정토교적 사상면에서 선 사상의 불균제미

에 대응하는 균제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토교적 

인간의 조화성에서 근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Moon(1984)은 고려의 미를 단정한 우아미라 하였고, 

Eckardt(1929/2003)는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강조

하면서, 한국 미술이 중용, 조화, 비례가 내재된 고전

Fig. 12. 

Ston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of 

Gwanchoksa 

Temple, 

Nonsan, 

Goryeo. 

Retrieved from 

CHA (1963).  

http://www.

heritage.go.kr

 

Fig. 13. 

Octagonal 

Nine-story 

Stone Pagoda 

of Woljeongsa 

Temple, 

Pyeongchang, 

Goryeo. 

Retrieved from 

CHA (1962d).  

http://www.

heritage.go.kr

 

Fig. 14. 

Celadon 

melon-shaped 

bottle, 12C. 

Reprinted from 

NMK (2018). 

p. 74.

 

Fig. 15. Geungnakjeon Hall 

of Bongjeongsa Temple, 

Andong, 1366. 

Retrieved from 

CHA (1962b).

https://www.

heritage.go.kr

 

Fig. 16. Ksitigarbha, 

14C. 

Reprinted from 

NMK (2018).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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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인 특징을 가지는 균제성이 있다고 했다. 따라

서, 고려의 균제미는 정토 신앙의 정제성과 정밀성의 

강조로서 정교함 가운데 비례와 균형을 통한 시각적 

편안함을 의미한다. 균제의 특성은 주로 대칭(對稱)이

다. 균형을 위해 중심선의 상하 또는 좌우를 같게 배치

한 화면구성으로 조형을 이루는 형태, 색채, 재질 등의 

양과 함께 좌우되며, 대칭을 이룰 때 균형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 조화의 근본이 되는 균형은 비례라고도 하

며, 비례는 물건의 크기나 길이에 대해서 그가 가진 양

과 양의 관계로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이며 부분과 부

분의 관계이기도 하다(Lee, 2012).

따라서, 균제미의 미적특성은 정토 사상의 정밀성

과 정제성에서 비롯된 비례 ·균형 · 대칭 ·균일에서 

오는 완벽한 조화의 미를 특징으로 한다. <Fig. 17>의 

상감청자 운학문매병은 시각적 안정감과 가장 아름답

다고 느끼는 황금 비례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 Kim and 

Lee(2005)는 고려 상감청자들을 수학적 비례를 적용

하여 객관적으로 연구한 결과 상감청자 운학문매병

의 몸통 지름(26 cm)과 높이(42.1 cm)의 비례가 1:618 

(0.003 오차범위)이라고 했다. 이를 비롯해 고려매병

들이 폭, 높이, 문양, 어깨, 허리, 굽의 비례에서 모두 황

금 비율을 보인다고 했다. <Fig. 18> 부석사 무량수전

은 앞면 5칸(18.75 m), 옆면 3칸(11.57 m)으로 측면 대 

전면의 비율이 1:1.62의 황금 비율이다. 건물의 전면관 

비례를 보면 기단 밑에서 처마까지 그리고 처마에서 

용마루 윗선까지의 비례가 1:1로 되어 있어 입면관에

서 느끼는 가장 안정된 비율이며, 지붕만을 보면 내림 

마루에서 귀마루로 꺾이는 변절점이 지붕 전체 높이

의 1/2 지점이어서 이 역시 안정감을 준다(Kim, 2006). 

<Fig. 19>의 청자 용머리 장식 붓꽂이는 직사각형의 

기본형태에 붓을 꽂는 구멍을 세 개 만들고 좌우 양 끝

에 용머리를 세밀하게 장식하여 완벽한 균제미를 이

룬다. 또한, <Fig. 1>의 관경변상도는 부처를 중심으로 

서방정토의 나무와 연못, 보살들이 좌우로 완벽한 대

칭 구도를 이루는 균제미를 엿볼 수 있다.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법구인 <Fig. 20>의 금강저는 상하대칭의 구

조로 시각적 안정감을 통한 균형과 비례의 균제미를 

보여준다.

이상 고려문화의 미적특성을 정리하면 <Table 4>

와 같다.

 

III. 고려여성의복의미적특성

고려여성들의 의복에 나타난 미적특성은 그들의 

의복에 나타난 외형적 형태론에 내재된 미의식에 대

한 통찰이 필요하다. 의복에 내재한 미의식의 이해는 

의복의 미적태도를 형성하게 한 당시대의 조형 의지

를 수반함을 통해 알게 된다. 이러한 미의식은 그 안에 

내포된 미적특성들로 표현되며 미적특성은 전체 이미

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려시대 의복문화는 고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뿌리 

깊이 박힌 토속 신앙으로 인해 자연 친화적이고 꾸미

지 않는 형태미를 추구했던 것에 반해 당(唐)의 화려

하고 사치스러운 복제에 영향을 받은 통일신라의 문

Fig. 17.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Goryeo. 

Reprinted from 

Kim and Lee 

(2005). p. 374.  

     

Fig. 18. Muryangsujeon Hall 

of Buseoksa Temple, 

Yeongju. Middle Goryeo. 

Retrieved from CHA (1962c). 

https://www.heritage.go.kr
     

Fig. 19. Celadon brush 

holder with dragon-head 

ornment, Goryeo. 

Reprinted from 

NMK (2018). p. 246.
     

Fig. 20. Bronze 

vajra, Goryeo. 

Reprinted from 

NMK (2018).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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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답습함에 따라 귀족문화와 함께 궁정 취향의 화

려하고 사치스러운 문화를 보였다. 고려의 정치가들

은 신라의 패망 원인이 사치 풍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 사치 금압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잘 지켜지지 못

하고 오히려 의복의 사치스러움이 더해만 갔다. 이는 

�고려사�(NIKH, 2009- 2015) 제85권 지(志) 제39 형법

(刑法)2 금령(禁令)에서 성종(982) 6월 정광(正匡) 최승

로(崔承老)가 “自太祖以來, 勿論貴賤, 任意服着, 官雖高

而家貧, 則不能備公襴, 雖無職而家富, 則用綾羅錦繡...

(中略)...庶人不得着文彩紗縠, 但用紬絹.”라고 하여 고

려에서 귀천을 가리지 않고 관직이 없는 일반 백성들

도 부유하면 고급비단을 사용해 자유롭게 의복을 입

어 상하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치 금압을 청하

는 상소문을 올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중기 이후 송

의 영향으로 인해 우아하고 세련된 형태로 변했고 원 

간섭기 이후엔 국력 약화와 함께 의복형태가 검약해

지기 시작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려여성 의

복의 기본구조는 저고리와 치마로 간혹 속에 바지를 

입기도 했으며, 겉옷으로 포를 덧입었다. 여기에 통일

신라와 당을 비롯한 외래 요소의 수용으로 인해 새롭

게 생겨난 반비와 배당, 표 등이 함께 이어졌다.

앞서 논한 고려 예술문화를 통해 도출된 미적특성

을 바탕으로 이와 연결해 고려여성들의 복식에 나타

난 미적특성을 화려미, 일원적 원융미, 선형미, 균제미

로 나누어 고찰했다. 

1. 화려미

화려미는 우아하고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이다. 

의복에서는 대상을 보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미

적효과로서 의복의 색채, 소재, 문양 등을 포괄하는 개

념이다(Lee & Kim, 2006). 고려는 극락정토를 염원하

는 마음의 가시적 표현으로 부처의 세계를 각종 보석

으로 장식하였는데, 이는 불교적 내세관에 의해 선 하

나라도 더 긋고, 점 하나라도 더 찍으며, 면 하나라도 

더 나누는 것이 곧 공덕을 쌓는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엄 예술의 발달은 고려의복

의 화려한 색채와 문양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려의 화려미는 불교의 극락왕

생을 염원하여 극락세계를 화려하게 표현하는 장엄에

서 비롯된 정성스럽고 고귀한 미로서 화려 · 정밀 ·강

조 · 대비의 미적특성을 가진다.

형태는 <Fig. 21>과 같이 삼국시대가 비교적 슬림한 

직선 실루엣이었던 것에 비해 고려는 직선적 실루엣

에서 하체에 좀 더 집중된 외형의 직선에서 곡선으로 

흐르는 선적인 형태가 보였다. <Fig. 22>의 하연부인

Aesthetic 

characteristics
Inner meaning External form Worldview

Beauty of 

decorative 

splendor

• Wish for rebirth in paradise 

‒> Various symbolic expressions

‒> Intentional technique

‒> Exactness, Elaboration, Delicateness

• Heroism, Aristocratism

-> Symbolic, Exaggerative

Exactness, 

Emphasis,

Contrast, 

Perfectness,

Space-filling,

Exaggeration 

The pure land faith for 

reincarnated in paradise,

Esoteric Buddhism

Beauty of 

unitary 

convergence

• Fusion : Unity, Harmony, 

Co-existence -> New formativeness

• Irregularity form : Co-existence of order & 

disorder beauty of freedom

Compromise,

Combination,

Transformation,

Distortion, 

Freedom

The sudden-

enlightenment and 

gradual cultivation, 

Mind concentration

non-dualistic thought

Beauty of 

linear

• The rhythm of line, 

The change of various line

‒> Beauty of various formativeness

Rhythm,

Change,

Repetition

Great ultimate & 

Yin-yang-ohaeing 

ideology,

Rebirth thought

Beauty of 

balance

• Emphasis of order & harmony

‒> Purification, Symmetry, Proportion

Balance, 

Symmetry,

Proportion, 

Clearness

The pure land faith for 

reincarnated in paradise,

Esoteric Buddhism

Table 4.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oryeo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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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저고리가 짧아지고 폭이 넉넉해졌으며, 치마

도 폭이 넓어지면서 치마허리 부분을 수 없이 많은 개

더를 잡아 겹겹이 중첩시켜 전체적으로 볼륨을 살리

고 직선에서 곡선으로 흐르는 선적인 실루엣을 이루

었다. �고려도경�(Xu, 1124/2005) 제20권 부인(婦人), 천

사(賤使)에 “其富貴家妻妾製裙。有累至七八疋者”, “亦服

旋裙。製以八幅。揷腋高繫數。以多爲尙.”라고 하여 고려

는 낮은 신분의 여성들도 부귀하면 선군(旋裙)이라는 

주름이 많고 폭이 넓은 치마를 수 없이 중첩시켜 입었다

고 하였고(p. 260), �동국이상국전집(東國李相國全集)�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ITKC], 

1980). 6권 고율시(古律詩) 92수에서 “石竹裙飜微露襪”

라고 하여 고려의 기녀들이 연회에서 석죽(패랭이꽃) 

치마라고 하여 활짝 핀 꽃같이 폭넓은 치마를 입고 펄

럭이며 춤을 추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전체적인 볼

륨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깃, 소매단, 치마단 등이 겹

겹이 중첩되어 풍성한 형태감을 보임에 따라 장식성

과 부의 과시에 따른 화려미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고

려는 원단의 반복적 주름을 통한 장식기법을 사용해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는 삼국시대의 반비가 가선만

을 두른 단순한 형태<Fig. 23>인데, 반해 <Fig. 24>의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속 왕비는 황금색의 반수포 위

로 소맷단을 공작미, 비취모(翡翠毛) 등으로 불규칙적

인 선의 반복으로 화려한 복식미를 더한 모습이다.

색채는 오방색 중심의 강렬한 원색 조화로 의복의 

중첩을 통한 색상의 다색 대비가 특징으로 나타났다. 

주로 포인트를 주는 색상 대비로는 적, 황, 녹으로 명도

가 높으며, 채도가 다소 낮은 색을 선호하였다. <Fig. 25>

의 고려 후기로 추정되는 연지미인도(蓮池美人圖)에서 

여인은 분홍색의 포 위에 녹색 표를 둘러 화려한 색채 

대비를 보여주며, <Fig. 26>의 수월관음도 공양인 또

한 녹색 포와 보색이 되는 홍색의 향낭을 허리에 참으

로써 강렬한 색채 대비를 통해 화려미를 보여주고 있

다. <Fig. 22>의 하연부인은 금수의 저고리와 풍성한 백

색 치마를 입고 홍색 가선이 달린 화려한 황색 포를 겹

겹이 입어 색상의 중첩(重疊) 효과를 통해 다배색의 화

려미를 보여 준다. <Fig. 27>의 조반부인은 금수가 놓

인 홍색의 깃과 끝동이 달린 녹색 저고리와 유사색의 

연두색 치마를 입고, 위에 청색에 홍색 가선을 두른 포

를 입고 있다. 청색 포에는 운문으로 보이는 화려한 문

양이 새겨져 있으며, 홍색 가선에도 금수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소매 끝동에 겹겹이 속저고리 외에 황

색과 연청색의 가선 띠가 그려져 있어 화려함을 더하

고 있다. 겉옷의 넓은 소맷부리 사이로 안쪽 겹겹이 중

첩된 의복을 노출시켜 다색의 배색미를 표현했다.

소재는 견, 금(錦), 능(綾), 얇고 비치는 라(羅), 화려한 

수입 원단과 다채로운 양단을 비롯해 모피, 피혁 등 다

양한 소재가 사용되었다. <Fig. 28>의 작은 꽃무늬 직

금릉직물은 청색 바탕에 금사로 꽃무늬를 능직으로 짜 

표현하였으며, <Fig. 29>의 문경 봉생리석탑에서 출토

된 위금(緯錦)직물은 자주색 바탕에 흰색, 초록색, 노

란색 등 여러 가지 색상의 무늬를 씨실로 짜 화려함을 

더했다. 문양은 삼국시대가 <Fig. 30>과 같이 기하학

문, 화염문, 원주문을 양식화시켜 추상적으로 표현한 

Fig. 21. Noble 

woman in 

<Ssangyeong-

chong of Go-

guryeo tombs 

mural>, 5C. 

Reprinted 

from Chae 

(2017a). 

p. 343.

 

Fig. 22. The 

portrait of 

madam Hayeon, 

1376-1453. 

Retrieved from 

Gyeongnam 

Hapcheon-gun 

(n.d.). 

https://www.hc.

go.kr

 

Fig. 23. Tomb 

owner's wife 

in <Anak tomb 

no. 3 of Gogu-

ryeo tombs 

mural>, 357. 

Reprinted 

from Korean 

Pictorial Co., Ltd. 

(1985). p. 5.

 

Fig. 24. Queen 

in <Suweol 

gwaneum-do>, 

1320. 

Reprinted from 

JoongAng Ilbo 

(1981). 

p. 31.
 

Fig. 25. Portrait 

of a yeonji 

beauty, 

Late Goryeo. 

Reprinted 

from Choi 

(1993). 

p. 150.
 

Fig. 26. Donor 

in <Suweol 

gwaneum-do>, 

1320. 

Reprinted 

from Kikutake 

and Chung 

(1996).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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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려는 기하학문을 비롯해 동 · 식물문을 세밀하

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문양으로 용문, 봉황문, 초화

문, 문자문, 화문(花紋) 등이 가해졌으며, 망룡의, 수룡

의, 금룡수의, 주의, 진주의 등으로 사용되었다. <Fig. 

31>과 같이 문양을 만들어내는 힐염 등의 염색(染色) 

수준도 매우 정교해졌으며, 그 밖에 부자재로 자수, 구

슬, 리본형 띠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Fig. 32>의 수

월관음도 치마 부분을 보면 붉은색[朱地]으로 귀갑문

과 타원형의 상하대칭 연화문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매우 화려하다.

 

2. 일원적 원융미

일원적 원융미는 서로 다른 사물이나 관점을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Koh, 

2016). 즉, 고려의 일원적 원융미는 두 가지의 대립이 

아닌 평등의 불이 사상에서 발전한 돈오점수, 정혜쌍

수 사상과 상통한다. 일원성은 여러 사물이나 현상의 

근원이 하나라는 천인합일과 일즉다의 한 사상을 근

간으로 하는데(Park, 2006), 음양오행론, 태극설, 상생

원리 등은 일원성을 의미하는 동양 사유체계에서 비

롯된 것으로 이분법이 아닌 통합적 의미이다. 고려의 

일원적 원융미는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고 전체성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형식과 경계를 구분

하지 않는 불교 사상의 미분화 의식의 조화와 공존을 

모색해 새로움을 창조한다. 따라서, 의복에 나타난 일

원적 원융미의 미적특성은 다양한 형태의 수용으로 절

충 · 결합의 융합성과 자유 · 변형을 통한 비정형, 불균

형의 파격성을 통한 새로운 조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형태에 있어서 저고리 길이가 삼국시대까지 <Fig. 33>

처럼 둔부선을 덮는 길이였다면, 고려는 둔부선 위로 

짧아짐에 따라 품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몸에 밀착되

지 않은 여유로움으로 인체와 의복 사이에 공간이 형

성되어 자유의 개방감이 생겼다.

<Fig. 34>의 수월관음도 속 귀부녀는 둔부선을 덮지 

않는 짧은 길이로 허리에 대를 하지 않고 겨드랑이 아

래쪽으로 무언가 고정이 되어 있고 옆이 트여있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겨드랑이 아래 양쪽으로 새롭게 트

임이 생겨 열린 부분으로써 인체와 의복 사이에 개방

적인 공간이 형성되고 자유로움이 부여되었다(Chae, 

2017b). 이는 고려의 전체성, 일원성의 열린 사고로 옆

선의 트임을 통한 열린 공간의 개방성을 의미한다. 또

한, 대가 사라지고 저고리에 새롭게 고름과 매듭단추

가 달리면서 옷매무새를 편리하게 여닫도록 자유로

움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적 창조성을 보여준다. 이는 

저고리에 고름이 고정되게 달리면서 삼국시대 기본형

식인 좌우대칭의 여밈에서 우임으로 변경되어 비대칭

적 요소가 생겨(Chae, 2007) 새로운 조형미를 보인 것

이다. <Fig. 35>의 ‘초적삼(綃脊衫)’이라고 적힌 56 cm 

짧은 길이의 홑저고리는 넓은 소매가 달렸고, 삼국시

대의 둔부선 길이에서 상당히 짧아졌으며, 가선이 사

라지고 옆트임이 생겼다. 허리에 대 대신에 매듭단추

가 사용되어 새로운 조형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려에서는 삼국시대의 가선이 깃으로 변화되는 과정

에서 깃 위에 흰색의 천<Fig. 36>이 보이는데, 이는 청

결을 중시했던 고려에서 깃이더러워지면 교체가 가능

Fig. 27. The 

portrait 

of madam 

Joban,

1341-1401.

Retrieved 

from Baek 

(2020).

https://www.

newsquest.co.kr  

 

Fig. 28. Silk with 

gold leaf wave 

and dragon-

carp design, 

Goryeo. 

Reprinted 

from NMK 

(2018). 

p. 159.

  

 

Fig. 29. Colored 

silk with floral 

design, 12C. 

Reprinted 

from NMK 

(2018). 

p. 165.
 

Fig. 30. Tomb 

owner's wife 

clothing parts 

in <Anak tomb 

No. 3 of Goguryeo 

tombs mural>, 4C. 

Reprinted 

from Korean 

Pictorial Co., Ltd. 

(1985). p. 5.

 

Fig. 31. Silk 

with prayer 

beads, 

Goryeo.

Reprinted 

from NMK 

(2018). 

p. 150.
 

Fig. 32. Lotus 

and hexagonal 

design in 

<Suweol 

gwaneum-do>, 

1310. 

Reprinted 

from Kikutake 

and Chung 

(1996). p.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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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동정을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색채는 화려

하고 강한 원색의 개방적인 색채 의식에서부터 서민적

인 어둡고 낮은 자연의 흙과 같은 색채까지 다양했으

며, 소재는 면, 모시, 포, 견 등으로 나타났다. 고려는 이 

같은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시각을 통해 오늘날의 한복 

원형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3. 선형미

선형미는 선을 통해 만들어지는 윤곽선의 아름다움

을 의미한다(Lee, 2012). 의복에서 표현되는 선은 기하

학적인 선과 다른 성격으로 평면상에 의도되고 계획

된 선이 볼륨있는 인체에 착용됨에 따라 선들의 형태

가 변하게 된다. 즉, 평면상의 직선이 곡선으로 수직선

이 사선으로 나타나게 되며, 수평선이 몸을 감싸는 곡

선이 되기도 한다. 이같이 선을 통해 다양한 선형미가 

만들어지는데, 고려의 의복형태는 전체적으로 직선

에서 곡선으로 변화가 시작되며 신체의 움직임과 외

부요인에 따라(Lee, 1998) 곡선성, 율동성, 여성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Eckardt(1929/2003)는 고려청자의 유

려한 윤곽선이 한복의 우아한 자태미와 같다고 하였

는데, 이 선은 원형의 곡선도 아니며, 수직에 가까운 긴 

선도 아닌 흘러내리는 듯한 자연적인 선이라고 했다. 

따라서, 의복에 나타난 선형미의 미적특성은 율동 ·

섬세 · 우아로서 형태에 있어서 귀족적 우아함을 바탕

으로 청자의 유려한 선에서 감지되는 선의 형태와 같

이 인체와 의복의 입체감에 따른 직선에서 곡선으로 

흐르는 선의 형태미를 특징으로, 과장이 아닌 고급스

럽고 과하지 않은 장식과 디테일, 품위와 우아함이라

고 할 수 있다.

형태에서 삼국시대가 <Fig. 37>과 같이 전체적으로 

단순성을 기본으로 A자형의 수직선에 가까운 길고 흐

르는 실루엣을 강조했다면, 고려는 의복의 강조점이 

하체로 내려오고 치마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A자형

에서 O자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르는 듯한 완

만한 곡선의 실루엣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체적으

로 자연스럽고 유연한 여성적 신체 매력을 느낄 수 있

는 실루엣으로 장식적 디테일보다는 여성스러운 선적 

요소를 강조하여 품위있고 우아하게 표현했다. <Fig. 

22>의 하연부인이 입은 짧아진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

의 자태는 형태상 고려청자 원형의 곡선도 아니고 수

직의 긴 선도 아닌 흘러내리는 듯한 자연적인 선과도 

같다. <Fig. 38>의 거창둔마리 벽화에 그려진 천녀의 짧

은 저고리 위에 입은 치마는 바람에 날리듯 자유롭게 

흩날리고 있는데, 직선 재단의 치마를 여러 겹으로 겹

쳐 입어 율동적인 선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형

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

색채는 유사 조화의 중 · 저채도의 색상으로 귀족문

화가 발달하면서 유채색의 중색조와 배색을 넣어 안

정되고 우아한 색으로 표현되었다. 수월관음도에서 

보여지는 미려하고 투명한 진채화와 같이 순수한 중

간색과 단순한 배색을 애용하여 원색보다 간색을 사

용해 자연스러운 색의 조화를 이루었다. 소재는 진귀

하고 고급지향적인 직물로 명주, 단, 사 등을 비롯한 은

은한 광택이 있는 얇고 부드러운 견직물로 우아한 선

형미를 연출하였다. 문양은 <Fig. 39>와 같이 가는 선

Fig. 33. Noble 

woman in 

<Susanri mural 

tomb of 

Goguryeo>, 5C. 

Reprinted from 

Jeon (2011). p. 59.

   

Fig. 34. Noble 

woman in <Suweol 

gwaneum-do>, 1320. 

Reprinted from  

Kikutake and 

Chung (1996). p. 69. 

   

Fig. 35. Chojeog-

sam, Goryeo.

Reprinted from 

Ryou and Kim 

(1998). p. 168.

 

     

Fig. 36. Dongjeong 

of Amitabha's 

jaui, 1300.

Reprinted from 

Chae (2012).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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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형무늬의 기하학문이나 구름, 여의, 새, 보배, 

모란 등의 동 · 식물들을 제직해 율동적이고 섬세하며 

여성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4. 균제미

균제는 고르고 가지런한, 균형을 위하여 중심선의 

상하 또는 좌우를 같게 배치한 화면구성을 뜻하며(“균

제 [Balance]”, n.d.), 균제미란 균형이 잡히고 잘 다듬

어진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고려시대 균제미는 정밀

성과 정제성을 바탕으로 한 정토교적 인간의 조화성

에 근거한 미로서 비례와 균형을 중시하며, 의복에서 

균제미의 미적특성은 대칭 ·균형 · 비례를 통해 나타

난다.

형태에서 상하 수직적 무게감의 비례를 통해 안정

감의 균제미, 저고리 품과 길이의 변화에 따른 균제미

를 보였다. 형태의 비례에 있어서 <Fig. 40>의 삼국시

대 저고리 품과 길이 비례가 약 1:1.67이었다면, <Fig. 

41>의 고려시대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상대적

으로 품이 넓어짐에 따라 품과 길이가 약 1:1로 비슷해

지는 균제미를 보였다(Chae, 2012). <Fig. 42>의 귀부

인의 모습을 보면 저고리의 짧아진 길이와 넉넉한 품

을 통해 균제미를 엿볼 수 있으며, 저고리 깃과 소매에 

염주문으로 보이는 문양이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2>의 하연부인상은 상하

가 균형을 이루는 수직적 균형미로 저고리에 비해 하

의 치마를 넓고 풍성하게 하여 안정감이 느껴지는 균

제미를 보인다.

색상에 있어서 고려는 오탁을 멀리하고 청정의 극

락세계를 염원하는 정토 사상의 내면을 통한 정제성

을 바탕으로 깨끗한 색상을 선호하였다. 이 밖에도 담

채(淡彩)색 계열로 차분하고 담백한 색채 조화를 보

였다. 이는 �고려도경�(Xu, 1124/2005) 제7권 공장(供

張)2에 “紵衣 卽中單也 夷俗不用純領 自王至于民庶 無

男女悉服之”라고 하여 저의는 곧 속에 입는 홑옷이며, 

동이의 풍속은 준(純 가장자리에 두른 선)과 영(領 옷

깃)을 쓰지 않고, 왕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남녀 

없이 다 저의를 입었다고 하였다(p. 122). 이같이 고려

인들이 홑옷인 저의를 왕에서 서민까지 남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착용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깨끗한 정

제미와 부드럽고 균일한 질감의 균제미를 짐작할 수 

있다. 소재로는 질감의 균일함을 특징으로 섬세하고 

가벼우며, 투명한 모시와 부드러운 질감의 견직물 등

을 사용했다. 이는 <Fig. 43>의 아미타상 복장물인 재

상 유홍신의 처 이씨가 헌납한 소색 견직물 홑저고리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려여성들의 의복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Table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의 여성은 

성별이나 귀천없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

적 이념하에 비교적 평등한 위치에 있었다. 이에 따라 

Fig. 37. Maid 

in <Muyoung-

chong of Goguryeo 

tombs mural>, 4-5C. 

Reprinted 

from Korean 

Pictorial Co., Ltd. 

(1985). p. 216.

      

Fig. 38. Goddess 

portrait in 

<Doonmary tomb 

mural>, 11-12C. 

Reprinted from 

Chae (2012). 

p. 172.

      

Fig. 39. Silk with circle 

design, Goryeo. 

Reprinted from 

NMK (2018).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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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Jeogori of Three 

Kingdoms Period. 

Reprinted from  

Chae (2012). 

p. 201.

 

 

Fig. 41. Jeogori 

of Goryeo.

Reprinted from 

Chae (2012). 

p. 201.
 

Fig. 42. The 

portrait of Goryeo 

woman, 14C. 

Reprinted from  

Chae (2012). 

p. 196.

   

Fig. 43. White outer 

garment  in <Votive 

objects from Amitabha 

Buddha>, 1302. 

Reprinted from 

NMK (2018). p. 148.

Classification
Beauty of 

decorative splendor 

 Beauty of unitary 

convergence

Beauty of 

linear

 Beauty of 

balance

Expression 

method 

Shape

Large and wide size, 

Overlap of 

multiple layers, 

Decorative details

Transformation of 

an existing shape, 

New formativeness 

through combination, 

Creation.

Change of line 

according to the 

three-dimensional 

effect between the 

human body and 

clothes

Left-right, 

Top-bottom 

balance between 

jeogori and skirt

Color 

Primary color

 contrast of five 

cardinal colors, 

Multicolored

color scheme

Various colors

Similar color 

harmony, 

Medium · low 

saturation

Similar color 

harmony, 

Medium · low 

saturation

Material 

& 

Pattern

Imported fabric, 

Various kinds 

of gold textile, 

Dyed fabric

Various fabrics, 

Including natural 

fabrics

Thin and soft fabric, 

High-quality fabric

Fine and 

elaboration, 

Repeated patterns

External form

Splendor, 

Decorative, 

Emphasis, 

Stark contrast,

Exaggeration

Compromise, 

Combination, 

Inordinacy,

Irregularity

Rhythm of curve 

from straight line, 

Delicacy,

Elegance

Symmetry, 

Balance, 

Proportion, 

Uniformity

Inner meaning

Symbolic expression 

of the Buddhist 

world view, 

Display of status 

and wealth

Pluralism,

Respect for diversity, 

Expansion of the 

creative realm

Expansion of new 

perspectives

Emphasis on 

balance and 

proportion

Worldview

Pure land Buddhism : 

whish for rebirth 

in paradise, 

Esoteric Buddhism

Harmony & 

co-existence, 

Non-duality,

Jeonghye ssangsu 

thought, 

The sudden-

enlightenment and 

gradual cultivation

Great ultimate & 

Yin-yang-ohaeing 

ideology,

Rebirth thought

Pure land Buddhism : 

whish for rebirth 

in paradise

Table 5.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oryeo women's clothing



한국의류학회지 Vol. 46 No. 2, 2022

– 288 –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사회참여가 가능하였으며, 의

복문화에 있어서 정토교, 밀교 사상을 바탕으로 화려

하고 정밀하며 균제적인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

였다. 둘째, 고려는 기본적으로 서양의 이성적 · 이분

법적 논리체계가 아닌 동양 · 한국과 같은 공통적인 기

의 세계관으로 상대적 · 통합적 사고관을 가지고, 조

화, 상생, 일원성의 비균제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

다. 이러한 일원성이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특징적

으로 균제성, 정제성, 정밀성, 상징성의 차별성을 가졌

다. 이는 고도로 계산된 서양의 수적 체계를 통한 명확

함 · 정확성과 상통하는 면으로서, 황금 비례미 ·채움

의 미 · 장식의 화려미, 조화미이다. 따라서 고려는 서

양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수리적 체계와 과학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던 매우 수준 높은 국가였던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차별성은 신라의 호화로

운 문화의 연장과 함께 무신정권의 장악으로 경제력

을 축적한 귀족들의 화려하고 호화로운 문화와 함께 

불교의 청정세계의 극락정토를 위한 정토교적 신앙에

서 요구되는 정밀성 · 정제성 ·균제성과 밀교의 만다

라 색채와 비례의 상징적 표현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서 고려문화의 미적특성은 화려미, 

일원적 원융미, 선형미, 균제미 나타났다.

셋째, 고려여성들의 의복에 나타난 미적특성은 화

려미, 일원적 원융미, 선형미, 균제미로 집약되었다. 

첫째, 화려미로 정밀성의 정토교, 상징적 표현의 밀교

를 바탕으로 극명한 색채 대비 ·강조, 문양의 채움으

로 나타났다. 둘째, 일원적 원융미는 다양한 문화 교류

와 고려여성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의 표출

로서 돈오점수와 정혜쌍수 사상에 의해 형성된 융합

과 파격의 자유의 미이며 이는 절충 · 결합 · 변형을 통

한 비정형성 · 불균형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새

로운 조형성을 이뤄냈다. 셋째, 선형미로 고려여성들

은 자유로운 사고관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인체의 움

직임을 통한 복식의 조형성에서 다양한 직선에서 곡

선으로 이어지는 선의 형태와 다양한 선의 변화의 율

동미로 나타났다. 넷째, 균제미로서 고려여성들은 불

교의 정토교적 인간의 조화성에 따라 극락왕생을 염

원하며 정토교에 근거한 비례와 균형, 대칭에서 오는 

완벽한 조화의 균제미를 추구함으로 의복의 좌우, 상

하의 비례, 연속적 문양 등 균일한 반복을 통한 미로 나

타났다.

따라서, 고려의 의복문화는 동양과 한국의 공통된 

사고관하에 타 시대와 구별된 독특한 미를 창출하고 

있었다. 일원성을 바탕에 둔 불교의 이념에 의해 형성

된 여성들의 자유로운 사고관은 새로운 조형의 의복

문화를 창안할 수 있게 하였으며, 표현적인 면에서 정

토 ·밀교 사상은 정밀 ·균제 ·완전성을 통한 완벽한 

아름다움 추구로 한국 역사상 가장 정밀하고 화려하며 

장식적인 의복문화를 형성케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본 연구는 고려시대 여성들의 의복문화에 있

어 단순히 의복의 조형적 특성만을 설명하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이를 미학적으로 접근하여 고려인

들의 타 민족과 구별되는 독특한 미적특성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전하는 고려시대의 문헌과 유

물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연구대상이 실물이 아닌 

회화 및 벽화자료로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결

과를 확산하여 일반화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작가의 화풍에 따른 주관적 표현기법의 사용과 

당시 안료 제한성의 문제, 시일의 경과에 따른 채색 변

화 등으로 사료적 가치로서의 문제점과 한계성이 있

음을 밝힌다. 한국의 아름다움은 현재 한류 열풍과 함

께 자연 회귀의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전통의 미는 명품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시대의 미를 지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려만의 품격있고, 우아한 가치를 

명품화하여 세계 속에 알린다면, 한국 고유 명품으로

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글로벌 패션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려의 복식과 현대 

패션 트렌드와의 연계선상에서 이질감 없이 이를 이

해하고 접목하여 독창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대중매체에서 고려의 문

화와 삶의 모습에 대해 정확한 묘사와 지식 전달을 위

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한국 전통 의복문

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재해석이 이루어져 세계 

무대에서 한류의 문화 콘텐츠로서 K-패션 발전에 기

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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