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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관례(冠禮)는 전통시대에 관(冠)과 옷을 매개로 진

행되는 성년식이다. 의식은 세 번에 걸쳐 관복(冠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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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wan ceremony (冠禮) is a coming‐of‐age ceremony that takes place through traditional Gwan (冠: 

the hat) and clothes in the traditional era. The rite is performed by wearing hats and clothes three consecutive 

times (三加禮). It was an important rite which meant that underage children were formally recognized as mem-

bers of society. This study examined costumes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various coming‐of‐age ceremony

rites in the Ming dynasty imperial court of China. For the research data, this study mainly used authentic chro-

nicles (正史), codes of law and books on Ming dynasty rituals. This study examined the costumes used in the 

coming‐of‐age ceremony for the emperor, Prince Imperial, Emperor's eldest grandson, and emperor's s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an analysis of the document structure, institutional changes by time, cha-

racteristics of costum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ite. Of particular note in their ceremony, the emperor is pre-

supposed to be a ‘human already full‐equipped with virtue’, which means that the costume is worn only once. 

It is a case in which the emperor's absolute identity is revealed through the rite and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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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꾸는 삼가례(三加禮)로 행해지는 것이 기본이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 왕세자, 왕세손 등은 관례가 

체계화된 이후 보편적으로 삼가례를 거행하였고, 초

가(初加)에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 재가(再

加)에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 삼가(三加)에 

면관(冕冠)과 장복(章服)을 사용했다. 그런데 조선의 

전례(典禮)와 의례복(儀禮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 명(明)에서는 초기에 이와 다른 규정이 나타나고, 

그 규정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복식사적 관념을 파

괴한다. 또 황제는 관례의식이 다른 신분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는 관례복에도 영

향을 미친다. 황태자 이하의 관례에서도 단순히 세 

번 관복을 더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변용 양상이 나타

난다.

이렇게 의식과 복식에서 모두 중요한 특성을 보이

는 명대 황실 신분의 관례와 관련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의식(Chen, 2002; Peng, 2009, 2010a), 정치사회

적 함의(Peng, 2010b; Zhou, 2015), 상징 및 현대 사회

에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Zhou, 2011). 한

국과 중국에서 명대 관례의식 및 관례복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명 개국 이후에 해당하는 고려말부

터 대한제국까지의 복식을 연구할 때나 중국에서 명

의 복식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사료가 

�대명회전(大明會典)�이다. 그런데 이 법전에서 명초

부터의 제도를 편집할 때 “~년(年) 정(定)”이라 표현

하는 체제를 취했고, 이는 오랫동안 제도 제정연도로 

오해되어왔다. 이로 인해 명과 조선의 복식제도 연구

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고, 이로써 발생한 연구의 

오류는 향후 지속적으로 시정(是正)해 나가야 하는 부

분이다. 국내 복식사학계에서 처음으로 �대명회전�

의 “~년 정”이 의미하는 바와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의 오류를 시정한 연구가 Lee(2013)의 ｢명 홍무연간 

문무관 공복의 제정과 개정 시기 재검토｣이다. 이 연

구가 발표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 학계에서

는 �대명회전�편집체제의 특수성에 대해 크게 주의

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명대 관례복 제도

의 연혁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년 정”으로 표현된 

연도가 의미하는 바와 제도 제정연도와의 관계를 먼

저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명과 조선의 군주 복식이 면복, 통천관복 혹 원유

관복, 익선관복이 기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각 복

식의 구성도 통천관이나 원유관에 강사포 차림, 익선

관[절상건]에 곤룡포 차림을 하는 것도 확고히 인지

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본 연구를 위해 명대 관례

복 내용을 추출하던 중, 지금까지 학계에서 설정한 

바 없었던 ‘익선관에 강사포’ 차림이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조선(광의(廣義)로 대한제국 포함)의 복식제

도에 대한 이해와도 직결되어, 한국 복식사학계에서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확인과 선행

연구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의해, 본고는 명대 황실 

신분의 관례의식에 사용한 관례복의 제도를 고찰하

고, 이와 관련 있는 조선과 대한제국에서의 ‘익선관

에 강사포’ 차림에 대해 겸하여 논(論)하고자 한다. 기

존에 복식사학계에서 설정한 적이 없었던 ‘익선관에 

강사포’ 차림을 본 연구자가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한 

것은 2019년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의 구두발

표를 통해서였고(Wen & Choi, 2019), 본고에서는 해

당 내용에 관해 상세히 서술한다. 또 명대 관례의식

과 관례복 제도의 특수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

로 유교의례의 전범(典範)이 되는 고례(古禮)에서 본

래 설정했던 의식절차 및 복식이 갖는 상징성을 살피

고, 명대 관례복 제도의 연혁 분석을 위해 관례 수록 

주요 문헌의 편집체제 등에 관해 먼저 살핀다.

II. 이론적배경

명대 관례는 경우에 따라 고대 유교 경서(經書)에

서 설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는 ‘관례’가 본래 함축하고자 했던 상징성을 파괴하

는 것임과 동시에 관례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례에서 

설정한 관례의식의 기본 절차와 상징에 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출생 후 부모의 보호를 받던 한 사람이 성장해 사

회적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가 되면 특정 상징물을 매

개로 한 성인식이 거행되고, 그 후에는 공동체나 사회

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부모의 보

호가 필요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간 즉 미성년자

(未成年者)에서 완성된 인간 즉 성인(成人)으로의 변

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례가 바로 관례이다.

‘관례’는 ‘머리에 관(冠)을 씌워주는 의례’이다. ‘관

례’라는 용어에는 ‘관’만 등장하지만, 관례를 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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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과 옷이 함께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는 삼

가례(三加禮)로 진행한다. 한 단계씩 진행될 때마다 

점차 중요하고 높은 등급의 관과 옷을 착용시킴으로

써 미성년자가 점차 성인이 되어간다는 것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기 위함이고, 아이의 덕(德)이 점차 진전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는다. 이 의미는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 · 기(記)｣의 경문(經文)과 한(漢) 정현

(鄭玄)의 주(注)에 잘 나타난다:

｢사관례｣ 기문(記文): 세 차례를 더하면서 점차 (등급을) 

높이는 것은 그 뜻[志]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三加彌

尊, 諭其志也).

정현 주(注): ‘미(彌)’는 ‘점차’라는 뜻으로, 관과 옷을 뒤

로 가면서 점차 높인다. ‘그 뜻을 깨우치게 한다’는 것은 

그 덕(德)이 진전되게 하려는 것이다(‘彌’猶益也, 冠服後加

益尊. ‘論其志’者, 欲其德之進也)(十三經注疏.儀禮註疏 (上) 

[Shi San Jing Zhu Shu. Yi Li Zhu Shu (I)], BC 206~AD 

220/1999, p. 55).

‘덕의 진전(德之進)’을 형상화하기 위해 의식을 삼

가례로 진행함을 명시하고 있다.

주인공은 관례를 치르는 장소에 처음 나올 때 지

금까지 미성년자로서 입었던 옷을 입고 나온다. 이 

옷은 처음 나올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초출복(初出

服)’이라 한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복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머리에 쓰는 관에 정수리 부분

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정수리를 덮는 관은 성인만 

쓸 수 있고 미성년자는 정수리가 비어 있는 관을 써

야 한다. 때문에 관례 주인공의 초출복은 정수리가 

없는 관을 쓰고, 머리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쌍동계

(雙童髻: 쌍상투)를 한다(Choi, 2015).

아이가 나오면 본의식을 거행한다. 성인의 복식으

로 바꿔 입히는 삼가례 의식과 성인으로 사용할 새 

이름인 자(字)를 지어주는 의식이다. 먼저 주인공의 

쌍동계를 풀어 빗[櫛]으로 빗긴 후 정수리에 하나로 

트는 성인의 상투를 하고, 밑동을 사[纚: 總] 즉 머리

끈으로 묶는다. 이 머리 위에 첫 번째 관을 씌워주면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관에 짝하는 등급의 옷을 입

고 나온다. 이것이 초가례(初加禮)이고, 이때 쓰는 관

과 옷은 ‘초가관(初加冠)’과 ‘초가복(初加服)’이라고 

한다.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입힌 복식이라는 의미

이다. 계속해서 재가례(再加禮)를 한다. 아이의 초가

관을 벗기고 재가관(再加冠)을 씌워주면, 아이는 다

시 방으로 들어가 재가복(再加服)을 입고 나온다. 같

은 방식으로 삼가관(三加冠)과 삼가복(三加服)을 써서 

삼가례(三加禮)를 마친다. 삼가례 후에는 자를 주는 

의식이 이어진다(Choi, 2015). 관례의식에서는 주인

공 외에 의례를 주재하는 주인(主人), 관을 씌워주고 

자를 지어주는 빈(賓), 의식을 돕는 찬(贊), 기타 여러 

집사자들이 역할을 나눠서 맡는다(十三經注疏.儀禮

註疏 (上) [Shi San Jing Zhu Shu. Yi Li Zhu Shu (I)], BC 

206~AD 220/1999).

성인이 되는 시작점에 다른 사물이 아닌 신체에 

착용하는 관과 옷을 매개로 한 ‘관례’를 거행하는 뜻

은 �예기(禮記)� ｢관의(冠義)｣에 잘 나타나 있다:

무릇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이유는 예(禮)의 뜻[義] 때문

이다. 예의 뜻의 시작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안색을 정

제하고, 말을 화순하게 하는 데에 있다. 몸가짐이 바르고 

안색이 정제되고 말이 화순한 뒤에야 예의 뜻이 갖추어

지고, 이로써 군신간에 바르게 되고, 부자간에 친하게 되

며, 장유(長幼)간에 화합하게 된다. 군신이 바르고, 부자

가 친하며, 장유가 화합한 뒤에야 예의 뜻이 서게 된다. 

그러므로 관(冠)을 쓴 뒤에 옷을 갖추는데, 옷을 갖춘 뒤

에야 몸가짐이 바르게 되고 안색이 정제되며 말이 화순

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관을 쓰는 것은 예의 시작이다’

라 하였고, 이것이 옛날 성왕(聖王)들이 관을 중시한 이유

이다(凡人之所以爲人者, 禮義也. 禮義之始, 在於正容體, 齊顔

色, 順辭令. 容體正, 顔色齊, 辭令順, 而後禮義備, 以正君臣, 親

父子, 和長幼. 君臣正, 父子親, 長幼和, 而後禮義立. 故冠而後

服備, 服備而後容體正, 顔色齊, 辭令順. 故曰, ‘冠者, 禮之始

也’, 是故古者聖王重冠)(十三經注疏.禮記正義 (下) [Shi San 

Jing Zhu Shu. Li Ji Zheng Yi (II)], BC 206~AD 220/1999, 

pp. 1614-1615).

일상에서 ‘예의 뜻(禮義)’을 실행하는 것은 몸가

짐, 안색, 말씨를 바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데, 몸가짐, 안색, 말씨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과 옷을 잘 갖추어야 하고, 이를 형상화하기 

위해 관례를 거행한다는 의미이다. 즉 ‘예가 갖는 뜻’

의 실천은 관을 중심으로 한 복식을 잘 갖추는 것에

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제부터 ‘성인’으로서 ‘예의 

뜻’을 실천해 나가야 할 아이에게 예를 갖춘 관과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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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히는 의례 속에 이 뜻을 담아낸 것이다.

이상과 같이, 관례의식과 복식에 관해 처음 설정

한 고례에서는 의식을 삼가례로 거행하고, 또 예(禮)

의 핵심을 복식으로 보면서 복식을 세 차례 바꿔 사

용하는 의식을 통해 ‘덕이 점차 진전되어간다’는 상

징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후대에 이에 대한 

변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명대 역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명대 관례의식과 복식의 제도변화 과정 

및 특징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인 연구목적으

로 한다. 명대 문헌에는 황제 이하 사서(士庶)까지의 

관례가 모두 나타나지만, 이 중 황제, 황태자, 황태손, 

친왕, 황자(皇子) 등 황실 신분으로 한정해 고찰한다. 

관례의식은 복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위주로 분석하고, 복식은 본의식과 부속의식의 주인

공 복식 위주로 살피되 필요시 기타 참여자 복식도 

함께 다룬다. 지면의 한계로 관례복은 복식의 종류

만 확인하고, 부속품의 구성과 형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명대 관례복 자료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복

식사학계에서 인지된 바 없던 ‘익선관강사포(절상

건강사포)’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익선관과 강사포

를 일습(一襲)으로 하는 차림이 조선에서도 나타나

는지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고, 또 선행연구에서 대

한제국 전례서(典禮書)인 �대한예전(大韓禮典)�복식

제도의 관련 내용에 관해 제기되었던 의견도 수정될 

필요가 생겼다. 이에 관한 의견을 제기한다.

연구는 법전, 전례서(典禮書), 정사(正史) 등 관찬

사서 위주로 진행한다. 명대 문헌은 �대명회전(大明

會典)�(1509년 정덕본, 1587년 만력본), �명집례(明集

禮)�, �제사직장(諸司職掌)�, �황명전례(皇明典禮)�, 

�명실록(明實錄)� 등이다. 이들 문헌 외에 �명사(明

史)�, �황명전례지(皇明典禮志�, �왕국전례(王國典禮)�, 

�예부지고(禮部志稿)�, �황명사절(皇明史竊)�, �명회

요(明會要)� 등에도 관례와 그 복식이 있으나, 확인 

결과 앞의 문헌들과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었음이 파

악되었다. 따라서 앞에 제시된 문헌들이 명대 의례

와 복식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문헌 위주로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의 문헌은 �조선

왕조실록�과 �대한예전�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2. 주요 문헌의 체제상 특징 및 관례제도 제정

연도

명대 관례에 관한 정보는 대표적으로 �명집례�, �제

사직장�, �황명전례�, �대명회전�, �명실록�등을 통

해 살필 수 있다. 이 중, �명집례�, �제사직장�, �대명

회전�은 편집체제와 내용, 편찬연대와 권수(卷數), 판

본과 현존 여부, 상호간의 영향관계 등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각각의 문헌에 수록된 관례제도의 제

정연도를 확정할 수 있다. 특히 “~년 정”의 표현이 의

미하는 바는 복식제도 연혁 분석을 위해 필히 파악해

야 하는 기본 전제이다.

1) �명집례(明集禮)�

�명집례�에 수록된 관례제도에 관한 이해를 위해

서는 홍무3년(1370) 초간(初刊)된 원본인 홍무본과 

가정9년(1530)의 중간본 중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주로 어느 판본을 따르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원본은 명초의 제도를, 중간본은 중

기 이후의 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후술할 �대명

회전� 만력본에서 “홍무3년 정”으로 표현되는 제도

가 �명집례�홍무본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집례�에 

수록된 제도가 주로 언제 편입된 것인지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한 것이다. 또 �명집례�에는 제도의 제정

연도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신분별 관례제도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실록�과의 비교를 통해 

제정연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명집례�는 태조 홍무3년(1370) 총 50권으로 완성

되나, 공식적으로 반포되지는 않고 내각에서 보관하

며 필요시 참고만 하였다. 이 초간본(初刊本)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세종 가정8년(1529)에 이르러 초간

본에 대한 개수(改修)가 진행되었고, 이듬해인 가정

9년(1530) 총 53권으로 간행 및 반포된다. 이 중간본

(重刊本)은 청대에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명집례�에 수록된 

제도를 자칫 가정연간에 제정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런데 비록 홍무연간의 초간본은 일실(逸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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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명집례� 수록 규정을 �명실록�에 편년체

(編年體)로 기록된 의례 제정 및 개정 과정과 비교하

면 가정연간의 중간본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적고 

초간본에 본래 수록되었던 내용이 대부분 유지된다

(Zhao, 2004). 즉 초간본에서 소수의 일부 내용만 추

가해 중간본이 완성되었다. 이로 인해 초간본 �명집

례�가 남아있던 만력연간에 �대명회전� 개수 시 초

간본 �명집례�에서 추출한 내용을 “홍무3년 정”이

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명집례�는 국가례를 길(吉) · 가(嘉) ·빈(賓) · 군

(軍) ·흉(凶)의 오례(五禮)로 구분한 후, 각 오례 안에 

세부의례를 포함시켰다. 각 의례는 앞에 ‘총서(總

敍)’를 두어 해당 의례가 고례서(古禮書)부터 역대 어

떻게 변천해왔는지의 연혁을 밝힌다. 이어 의례에 

사용하는 기물(器物), 악(樂), 관복(冠服), 축사(祝辭), 

집사(執事), 본의식 의주(儀註), 부속의례 등 여러 사

항에 관해 규정하는데, 역시 연혁을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명의 제도를 명시하면서 때로 어느 시기의 

제도를 취한 것인지를 밝힌다.

관례는 권23과 권24의 ｢가례(嘉禮)｣ 7~8에 수록되

었다. 권23은 황제와 황태자의 관례를 수록하였고, 

제목이 ‘천자가원복(天子加元服)’, ‘황태자가원복(皇

太子加元服)’이다. 권24는 친왕, 품관(品官), 사서에 

관한 관례를 수록하였고, 제목이 ‘친왕관례(親王冠

禮)’, ‘품관관례(品官冠禮)’, ‘사서관례(士庶冠禮)’이다. 

각 신분별 관례의 ‘총서’와 기타 세부사항에서 황제, 

황태자, 친왕의 관례 본의식, 그 전후의 부속의식, 관

례복식의 변천 등이 나타난다.

�태조실록(太祖實錄)� 홍무원년(1368) 11월 29일 

기사에 의하면 황태자, 친왕, 품관, 사서의 관례를 정

했다고 했으므로(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2015a), �명집례�에 수록된 이들 신분의 관례

는 홍무원년에 규정된 제도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황제 관례는 이 홍무원년 제도에 포함되지 않

은 상태에서 �명집례�에만 수록된다. 황제 관례제도

의 제정연도는 이 제도가 �명집례�초간본과 중간본 

중 어디에 최초 수록되었던 것인지를 판단하면 알 수 

있는데, 그 답은 �대명회전�에서 찾을 수 있다.

�대명회전�정덕본 권60 ｢관례｣ ‘천자관례’에서는 

첫머리에 서명(書名)인 “명집례(明集禮)”가 나온다. 

�명집례�에 수록된 규정을 전재(轉載)했음을 밝힌 

것이다. 이에 비해 만력본 권63 ｢관례｣ 1 ‘황제관례’

에서는 첫머리에 서명 없이 �명집례�초간본이 완성

된 해인 “홍무3년 정”이 나온다(Fig. 1). 정덕본과 만

력본 �대명회전�의 내용을 현존 가정본 �명집례�와 

비교하면 모두 동일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

정연간의 중간본 �명집례�는 홍무연간의 초간본을 

기초로 일부 내용만 추가된다. 1530년 완성된 중간본 

�명집례�보다 1509년 완성된 정덕본 �대명회전�이 

앞서므로, 정덕본 �대명회전�에 황제의 관례의식이 

수록되었다는 것은 초간본 �명집례�의 내용을 전재

했음을 의미한다. �대명회전�만력본은 정덕본의 내

용을 그대로 따르면서 출처만 서명 대신 해당 출처의 

편찬연도인 “홍무3년 정”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대

‘Coming-of-age ceremony of emperor (天子冠禮)’

included in the Zhengde version (正德本)

‘Coming-of-age ceremony of emperor (皇帝冠禮)’

included in the Wanli version (萬曆本)

Fig. 1. Document from of Da Ming Hui Dian (大明會典).

Reprinted from Xu (1509/2009b). https://archive.org; Shen (1587/2010b). https://arch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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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전�정덕본과 만력본의 ‘황제관례’는 모두 홍무

3년의 초간본 �명집례�에 기초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황제관례’가 초간본 �명집례�에 최초로 수록되

었음을 의미하고, �명실록�이나 �명사�등 다른 기록

에서 해당 제도의 최초 제정연도가 확인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홍무3년 �명집례�찬집 시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이 제도는 �대명회전� 

만력본에까지 수록되고 그 이후 개정된 적이 없으므

로, 명초에 제정된 제도가 말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제사직장(諸司職掌)�

�제사직장�은 홍무26년(1393) 완성되었고, 여러 

관서가 맡은 직무에 관해 규정하였다. �대명회전�이 

완성되기 전에 국가사무 처리의 전범(典範)이 되었

던 중요한 책이고, 그 안에 수록된 내용은 �대명회전�

에 대부분 편입된다. �대명회전�정덕본에서는 각 제

도마다 �제사직장�이 출처임을 밝혔고, 만력본에서

는 서명없이 “홍무26년 정”이라 했는데 이들 제도가 

모두 �제사직장�에서 추출한 내용이다.

�제사직장� ｢예부｣ ‘관례’에 ‘친왕관례’가 수록되

었고(諸司職掌(三) [Zhu Si Zhi Zhang (3)], 1393/2010), 

�태조실록�과 비교한 결과 홍무17년(1384) 9월 29일

에 제정된 제도임을 확인하였다. 즉 �제사직장�에는 

친왕의 관례의식만 수록되었는데, 책의 편찬연도는 

홍무26년이지만 ‘친왕관례’ 제도는 홍무17년에 제

정된 것이다. �대명회전� 만력본에서 ‘친왕관례’를 

수록하면서 “홍무26년 정”이라 했는데, 이는 �제사

직장�의 편찬연도를 밝힌 것이지 제도 제정연도를 

밝힌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3) �대명회전(大明會典)�

�대명회전�은 총 네 차례 편찬되어 홍치본(弘治本), 

정덕본(正德本), 가정본(嘉靖本), 만력본(萬歷本)이 있

다. 홍치본은 홍치15년(1502) 총 180권, 정덕본은 정

덕4년(1509) 총 180권으로 완성되었다. 가정본은 가

정7년(1528)과 가정24년(1545) 두 차례 편찬되었고, 

총 233권이다. 만력본은 만력15년(1587) 총 228권으

로 완성되었다. 이 중 정덕본과 만력본만 현존한다. 

정덕본은 권60~63, 만력본은 권63~66에서 황제, 황태

자, 황태손, 친왕, 품관, 사서 등의 관례를 규정하였다.

�대명회전�에 표현된 “~년 정”의 의미는 ‘범례’에 

제시되어 있다. 정덕본 ‘범례’에서는 어떤 규정을 정

리할 때, “무릇 여러 책을 찬집(纂輯)함에 있어 각기 

그 서명(書名)을 본문의 앞머리에 둔다(凡纂輯諸書, 

各以書名, 冠於本文之上)”라 하였다(Xu, 1509/2009a). 

즉 각 규정의 앞머리에 출처를 서명으로 제시한다. 

정덕본 편찬 당시 기본으로 삼은 제도는 명초부터 

그때까지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었던 �제사직장�이

었다. 이 외에 홍무원년(1368) 완성된 �대명령(大明

令)�, 홍무3년(1370년)의 초간본 �명집례�, 홍무20년

(1387)의 �예의정식(禮儀定式)� 등 여러 책을 인용하

였다. 또 특정 책에 수록되지 않은 개별적 제도는 ‘사

례(事例)’라 하고, 그 아래에 각각의 제도가 제정된 

연도를 “~년 정”이라 한 후 내용을 서술하였다. 즉 정

덕본에서 “~년 정”은 출처가 없는 개별 사례에만 제

도 제정연도를 밝히기 위해 표시한 것이었다.

한편, 만력본은 서명을 제시하지 않고 모든 규정

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서 “~년 정”으로 통일한다. 

그 이유는 ‘중수범례(重修凡例)’에 나타난다. 정덕본

이 홍무26년 완성된 �제사직장�을 기본으로 하고 나

머지 제도를 그 뒷부분에 서술하다보니 홍무26년 이

전의 제도까지 �제사직장� 뒤에 들어갔고, 결국 제

도가 제정된 연도순으로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워

진다. 이에 만력본에서는 제도가 제정된 연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서명 대신 “~년 정”이라 하

고 그 뒤에 규정을 넣었다(�會典�舊列, �諸司職掌�于

前, 歷年‘事例’于後, 然�職掌�定於洪武二十六年, 而洪武

‘事例’有在二十六年之前者, 不無先後失序. 今皆類事編年, 

凡�職掌�舊文, 俱稱‘洪武26年定’, 其弘治舊本所載有‘凡’

字而無年分者, 則稱‘弘治間定’, 頒降群書俱准�職掌�例, 

如�大明令�則稱‘洪武元年令’, �大誥�則稱‘洪武12年誥’, 

及�大明集禮� · �洪武禮制�等書, 皆稱年分, 不用書名)

(Shen, 1587/2010a). 즉 만력본에서 “~년 정”은 책에

서 가져온 내용은 그 책이 완성된 해이고, 책 없이 개

별적 사례를 수록한 것은 제도가 규정된 해를 의미

한다. 만력본의 “~년 정”을 단지 제도 제정연도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다(Fig. 1).

IV. 연구결과

1. 명대 황실 신분별 관례 의식과 복식

명 황실 관례의 거행 사실(事實)은 �명실록�및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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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기(本紀)｣나 ｢열전(列傳)｣에서 확인가능하다.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황제가 된 인물 16인 중 관

례 거행이 확인되는 것은 총 10인이었다. 선종, 대종, 

헌종, 효종, 무종, 목종, 신종, 광종, 희종, 사종이다. 

<Table 1>에서 관례의 연도, 나이, 신분, 관례 의주의 

현존 여부 등을 정리하였다. 나이는 6~20세까지 다양

하며, 황제 신분으로 관례를 거행한 것은 만력33년

(1605)의 희종이 유일하다.

황태자 관례는 총 7건이 확인된다. <Table 1>의 효

종, 무종, 신종, 광종 등 4인은 황태자 신분으로 관례를 

거행하고 후에 황제로 등극한 경우이다. 반면, 명대에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나 황제가 되지 못한 인물이 총 

6인인데, 이 중 제7대 대종(경제)의 장자 주견제(朱見

濟), 제11대 세종의 차자 주재예(朱載壡), 그리고 마지

막 황제 사종의 장자 주자랑(朱慈烺) 등 3인의 관례 

거행 사실이 확인된다. 주견제는 경태4년(1453) 2월 

8일 관례를 올렸고, 나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재예

는 가정28년(1549) 3월 15일 관례를 올렸고, 나이는 

14세였다. 주자랑은 숭정11년(1638) 1월 18일 관례를 

올렸고, 나이는 10세였다. 관례 나이는 명대 전례서에

서 주대(周代)의 예를 따라 12~15세 사이로 설정하지

만, 실제로는 6~20세 사이에 행해 편폭이 컸다.

황태손의 관례는 한 차례만 확인된다. 영락9년

(1411) 11월 10일 훗날의 선종이 되는 주첨기(朱瞻基)

No.

Generation (代)/ 

Temple name (廟號)/

Era name (年號)

Birth information Date of the 

coming-of-age 

ceremony

Status at the 

time of the 

ceremony 

Age at the 

time of the 

ceremony 

Age at the 

enthro-

nement

Existing 

biographyStatus Date

1

5th/

Xuanzong (宣宗)/

Xuande (宣德)

Eldest son of 

Renzong

(仁宗長子)

February 9,

1399

(Jianwen 1)

November 10,

1411

(Yongle 9)

Crown 

Grandson
13 27 Yes

2

7th/

Daizong (代宗)/

Jingtai (景泰)

Second son of 

Xuanzong

(宣宗次子)

August 3,

1428

(Xuande 3)

April 2,

1437

(Zhengtong 2)

Prince of 

Cheng

(親王/郕王)

10 22 No

3

8th/

Xuanzong (憲宗)/

Chenghua (成化)

Third son of 

Yingzong

(英宗長子)

November 2,

1447

(Zhengtong 12)

February 17,

1453

(Jingtai 4)

Prince of Yi

(親王/沂王)
7 18 No

4

9th/

Xiaozong (孝宗)/

Hongzhi (弘治)

Third son of 

Xuanzong

(憲宗3子)

July 3,

1470

(Chenghua 6)

March 2,

1478

(Chenghua 14)

Prince

Imperial 
9 18 Yes

5

10th/

Wuzong (武宗)/

Zhengde (正德)

Eldest son of 

Xiaozong

(孝宗長子)

September 24,

1491

(Hongzhi 4）

March 21,

1496

(Hongzhi 9)

Prince

Imperial
6 15 Yes

6

12th/

Muzong (穆宗)/

Longqing (隆慶)

Third son of 

Shizong

(世宗3子)

January 23,

1537

(Jiajing 16)

March 1,

1552

(Jiajing 31)

Prince of Yu

(親王/裕王)
16 30 Yes

7

13th/

Shenzong (神宗)/

Wanli (萬曆)

Third son of 

Muzong

(穆宗3子)

August 17,

1563

(Jiajing 42)

February 7,

1572

(Longqing 6)

Prince

Imperial
10 10 Yes

8

14th/

Guangzong (光宗)/

Taichang (泰昌)

Eldest son of 

Shenzong

(神宗長子)

August 11,

1582

(Wanli 10)

November 9,

1601

(Wanli 29)

Prince

Imperial
20 39 Yes

9

15th/

Xizong (熹宗)/

Tianqi (天啓)

Eldest son of 

Guangzong

(光宗長子)

November,

1605

(Wanli 33)

January 22,

1621

(Tianqi 1)

Emperor 17 16 Yes

10

16th/

Sizong (思宗)/

Chongzheng (崇禎)

Fifth son of 

Guangizong

(光宗5子)

December 14,

1610

(Wanli 38)

December 8,

1626

(Tianqi 6)

Prince of Xin

(親王/信王)
17 18 No

Table 1. Emperor's coming-of-age ceremony of the M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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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황태손 신분으로 관례를 거행하였다.

친왕(親王)과 황자의 관례는 총 11건 22인이 확인

된다. <Table 1>의 황제 10인 중 정통2년(1437) 대종

(경제), 경태4년(1453) 헌종, 가정31년(1552) 목종, 천

계6년(1626) 사종 등 4인이 친왕 신분으로 관례를 거

행한다. 이 외, �명실록�에서 친왕이나 황자의 관례 

총 7건 18인이 확인된다. 성화원년(1465) 9월 10일의 

숭왕(崇王. 11세), 성화5년(1469) 윤2월 3일의 흔왕(忻

王. 12세), 성화8년(1472) 7월 17일의 휘왕(徽王. 11세), 

성화23년(1487) 6월 6일의 황자 5인 합동, 홍치4년

(1491) 3월 3일의 황자 5인 합동, 만력5년(1577) 3월 

8일의 노왕(潞王. 10세), 만력29년(1601) 11월의 복왕

(福王. 15세), 서왕(瑞王. 11세), 혜왕(惠王. 8세), 계왕

(桂王. 5세) 등 친왕 4인 합동 관례이다(NIKH, 2015b, 

2015c, 2015d, 2015e, 2015f, 2015g, 2015h).

1) 황제관례의 의식과 복식

유일한 황제신분의 관례인 희종의 관례는 명말 

1621년 거행되었지만, 제도는 초기부터 전례서에 규

정되었고, 희종의 관례는 이 의식에 따르면서 일부

만 변화한다.

(1) 명초(明初) 이후의 제도(制度)

① 의식(儀式): 단가례(單加禮)

중국 역대 정사 ｢예지(禮志)｣나 ｢예의지(禮儀志)｣

에는 시대마다 제정된 황실 관례가 수록된다. 또 �명

집례�는 세부의례의 ‘총서’와 각 항목에서 역대 제

도의 연혁을 간략히 총괄한다. 이를 통해 본의식의 

행례방식과 전후 부속의식의 생성과 변화 등에 관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역대의 황

제관례에서 본의식은 관복을 더하는 횟수를 몇 차례 

할 것인가에 관한 가수(加數) 문제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제Ⅱ장에서 본 바와 같이 관례는 본래 삼가례와 

삼가복을 통해 ‘덕의 진전’을 형상화하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런데 황제의 경우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고민이 있었던 듯하다.

�명집례� ｢황제가원복｣ ‘총서’에 의하면, 주(周)

부터 한(漢)까지는 천자 및 황제가 사가(四加)나 오가

(五加)로 거행했고, 위(魏)에 이르러 일가(一加) 즉 단

가례(單加禮)로 거행하였다. 그 이유는 “천자는 지극

히 높은 존재이므로 예에 있어 이치를 비유할 필요가 

없기(以天子至尊, 禮無喩理)” 때문이라고 하였다(Li, 

1530/2009a). 위나라에서 삼가가 아닌 일가만 거행한 

사실은 �진서(晉書)�권21 ｢예지(禮志)｣(하)에서 확인

된다:

위(魏) 천자의 관례는 일가(一加)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

기를, ‘사(士)의 관례는 삼가(三加)인데 이는 더함으로써

[加] 완성됨[成]이 있는 것이고, 천자와 제후에 이르러 관

을 더하는 차수(次數)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장차 군주

의 자리에 올라 백성에게 임하게 되면 존귀함이 극에 달

하고 덕을 다 갖추게 되는데(尊極德備) 어찌 사(士)와 같

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위(魏)에서 태자는 재가

(再加)로 하고, 황자와 왕(王) · 공(公)의 세자는 삼가로 했

다. 손육(孫毓)은 한 차례나 두 차례나 모두 옳지 않다고 

보았다(Fang et al., 648/1974, p. 663).

위 내용은 �송서(宋書)�권14 ｢예지｣1에도 동일하

게 수록된다(Shen, 502/1974, p. 334). 이에 의하면, 군

주는 “지극히 존귀하고 덕을 갖춘 상태(尊極德備)”이

기 때문에 삼가를 통해 ‘덕의 진전’을 형상화할 필요

가 없으므로 단가[일가]만 거행하면 된다고 본 것이

다. �진서�와 �송서�에서 위 내용 뒤에 이어지는 내

용을 보면, 당대(當代)에도 황제의 관례를 단가로만 

하는 것이 예의 뜻을 잘 구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만, 결국 황제의 단가례는 황

제를 ‘더 이상 덕을 진전시킬 필요없이 덕이 완성된 

인간’으로 설정함으로써 황권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당(唐)의 ｢개원례(開元禮)｣에서도 위나라의 제도

를 받아들여 일가례만 했고, 명은 “당과 같다(與唐

同)”라 하여 일가례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Li, 1530/

2009a).

② 관례복(冠禮服)

명대 황제의 관례에 사용된 복식은 초출복, 본의

식인 단가례의 관례복, 관례 후 태후 알현례(謁見禮), 

알묘례(謁廟禮), 군신 회례(會禮) 등의 의식에서 확인

된다. �명집례�권23上 ｢가례｣ ‘천자가원복의주(天子

加元服儀注)’ 중 복식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

명회전� 정덕본과 만력본에도 수록).

기일에 앞서……공부(工部)가 면복을 제작한다. ……당

일이 되면, ……어용감령이 황제께 공정책, 쌍동계, 쌍옥

도, 강사포를 입으실 것을 주청하면……. 태위는 ……공

정책(空頂幘)을 벗겨서 내사에게 주고, 내사는 무릎을 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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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정책을 받아 일어나서 빗상자[櫛箱] 안에 둔다. (태

위는) 머리를 빗기고, 끝나면 머리끈[纚]으로 묶는다. … 

…내사감령은 탁자[案]로 나아가 면관을 취해 태사의 왼

쪽에 선다. ……내사감령은 면관을 받들어 무릎을 꿇은 

채 태사에게 주고, 태사는 ……면관을 받아서 관을 씌우

고, 비녀[簪]를 꽂고, 관끈[纓]을 묶는다. ……내사감령은 

빗과 머리끈[纚]을 담은 상자를 치운다. 어용감령은 무릎

을 꿇은 채 황제에게 곤복(袞服)을 입으시도록 주청하고, 

황제는 일어나서 곤복을 입는다(Li, 1530/2009b).

황제는 초출복으로 쌍동계에 쌍옥도가 있는 공정

책을 쓰고, 강사포를 입는다. 관례복은 의식이 단가

례로 거행되므로 한 번만 예복을 갖춰 입는 방식으

로 진행하고, 면복을 입는다. 면복의 착용순서는 면

관을 쓰고, 비녀를 꽂고, 관끈인 영(纓)을 묶고, 옷을 

입는다. 면복은 사전에 공부(工部)에서 제작한다.

빈은 스승인 태사(太師)가 맡고, 황제에게 면관을 

씌운 후 비녀를 꽂고 관끈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찬은 태위(太尉)가 맡는데, 관을 씌우기 전에 황제의 

공정책을 벗기고 쌍동계를 풀어 빗질을 한 후 머리

끈으로 묶는다. 또 내사감령이 면복안(冕服案)에서 

면관을 들어 태사에게 건네고, 가관(加冠)이 끝난 후 

빗과 머리끈[纚]을 담은 상자를 치운다. 태위가 벗긴 

공정책을 받아 상자에 두는 것은 내사(內使)이다.

본의식 후의 태후 알현례는 ‘현태후(見太后)’ 조항

에 나타나는데, 황제는 통천관(通天冠)에 강사포를 

입는다. 알묘례는 ‘알묘’ 조항에 나타나는데, 의식은 

‘종묘’편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집례�권4 ｢길례(吉

禮)｣4 ‘종묘’에서 정한 황제의 제복은 곤면복이다. 군

신 회례는 ‘회군신(會群臣)’ 조항에 나타나는데, 알묘

례 다음날 거행한다. 황제의 복식은 언급하지 않은 

채 ｢조회｣편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집례�권17 ｢조

회｣ ‘정단조하의주’에 의하면, 황제는 조하(朝賀)에 

곤면복, 연회에 상복을 입는다.

(2) 명말(明末) 희종(熹宗)의 사례

희종의 관례는 천계원년(1621) 1월 22일 거행되었

고, �희종실록�태창원년(1620) 12월 25일 기사에 의

주가 수록되었다(NIKH, 2015i). 전반적인 규정은 �명

집례�와 유사하다. 다른 점은 황제의 초출복이 “건

책편복(巾幘便服)”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건(巾)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치 않고, 책(幘)은 공정책으로 추

정된다. 편복(便服)은 흔히 상복(常服)과 같은 의미로 

보아 익선관에 곤룡포 차림으로 보기 쉬우나, 명 후

기 황제복식에서 ‘편복’이 상복을 의미하기도 하지

만 때로 이보다 조금 간편한 차림인 예살(曳撒)이나 

철릭[帖裡]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희종 관

례 초출복의 ‘편복’이 의미하는 옷을 확정하기는 어

렵다. 명대 관례 관련 여러 문헌을 조사했지만, 이에 

대해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Table 2>는 이상의 황제 관례복을 정리한 것이다.

2) 황태자 관례의 의식과 복식

�태조실록�에 의하면 홍무원년(1368) 11월 29일에 

황태자, 친왕, 품관, 사서의 관례를 정하였고(NIKH, 

2015a), 이 제도가 �명집례�에 수록된다. �대명회전� 

정덕본 권61 ｢예부｣20 ‘관례 · 황태자관례’에도 “홍

무원년 정”이라 하여 수록되었고(Xu, 1509/2009c), 만

력본 권64 ｢황태자관례｣에서도 먼저 “홍무원년 정”

의 제도가 나온 후 “성화14년 속정(續訂)”, “홍치8년”, 

“가정28년 정”의 제도가 연속된다(Shen, 1587/2010c). 

“성화14년 속정”은 주우당, “홍치8년”은 무종, “가정

28년 정”은 주재예의 관례를 위해 마련한 의주로, 각

각 �헌종실록� 성화14년 3월 2일, �효종실록� 홍치

8년 3월 25일, �세종실록� 가정28년 3월 5일 기사로 

수록되었다. 즉, 황태자 관례는 홍무원년 처음 정해

진 이후 실제 거행 시 약간의 변통을 주고, 이들 의주

가 모두 �대명회전� 만력본에 수록된 것이다. 이 외, 

건문2년(1400)의 �황명전례�에도 황태자관례가 수

록되었다. 이 제도는 홍무원년에 정해진 제도가 건문

연간에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를 알게 한다. 한편, 

황태자 관례 7건 중 최초인 주견제와 마지막인 주자

랑은 의주가 없다. 따라서 전례서 규정과 의주가 있

는 5건 사례를 종합해 황태자 관례 의식과 복식에 관

해 고찰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황태자 관례 의식 및 복식의 특성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눠 살핀다. 제1기 명이 개국한 홍무

원년(1368)부터 홍무3년(1370) �명집례� 초간본 찬

집까지, 제2기 건문2년(1400) �황명전례�에서 개정

되어 의식과 복식에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시

기, 제3기 관례 거행 사례가 확인되는 경태4년(1453) 

이후이다.

(1) 제1기: 홍무원년 제도 제정부터 홍무3년 �명

집례� 수록까지

홍무원년 최초 제정된 제도에 관한 �태조실록�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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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년 11월 29일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일에 앞서 ……공부는 곤면, 원유관, 절상건, 옷[服]을 

제작한다. ……당일 아침에 ……(봉천전의) 동서(東序) 안

에 휘장을 치고, ……어용감이 휘장 안에 관례복을 진설

한다. 동쪽으로 깃이 가도록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하는

데, 9장곤복(九章袞服), 원유관강사포(遠遊冠絳紗袍), 절상

건강사포(折上巾絳紗袍)이다. 검은색 머리끈[緇纚], 서잠

(犀簪) 두 가지는 하나의 상자에 넣어 옷의 남쪽에 둔다. 

빗은 상자에 넣어 또 (그) 남쪽에 둔다. ……9류면관, 18량 

원유관, 절상건 등 관면은 각각 상자 하나씩에 넣고, 집사

관이 각 상자를 들고 서쪽 계단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는

데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황제는 통천관에 강사포

를 입고 가마를 타고 나온다.

……① 집사자가 절상건을 집고 나아가고, 빈은 한 계단

을 내려와서 관을 받는데 오른손으로 뒤를 잡고 왼손으

로 앞을 잡고, 황태자 관석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바라보

고, ……축사를 마치고나서 무릎을 꿇고 관을 씌운다. … 

…찬관(贊冠)을 맡은 사람이 관석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관을 바로잡아주고 ……내시가 무릎을 꿇고 옷을 

바치면, 옷을 입기를 마친다.

……② 찬관을 맡은 사람이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절상건

을 벗겨 상자에 넣어서 일어나 내시에게 주고, 내시는 무

릎을 꿇고 받아서 관석에 둔다. 원유관을 받은 집사자가 

나아가고, 빈은 두 계단을 내려와 그것을 받아서 ……관

을 바치기를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찬관을 맡은 사람이 

나아가 무릎을 꿇고 비녀를 꽂고 관끈[紘]을 묶어주고, 

끝나면 내시가 옷을 바친다.

……③ 원유관을 벗기기를 모두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면관을 집은 집사자가 나아가고, 빈은 세 계단을 내려와 

그것을 받아서 관을 바치기를 또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④ 태상박사가 황태자를 인도하여 ……(황태자는) 

조복으로 갈아입고 ……빈은 조금 나아가서 자(字)를 지

어주는 말을 끝내고, ‘자가 아무개입니다’라고 받들어 올

린다.

……다음날(제2일) 알묘. ……황태자는 곤면복을 입고 

규(圭)를 집고……. 

……다음날(제3일), 백관 하례, 사연(錫宴)(NIKH, 2015a).

이 시기 황태자 관례는 정전인 봉천전(奉天殿)에

서 황제가 직접 참석하여 주재한다[天子自爲主]. 따

라서 황제는 통천관에 강사포를 입고 전정(殿庭)에 

Time

On the day of the coming-of-age ceremony

On the day 

soothsaid as 

a fortune

(擇日)

On the next day of 

audience with ancestor

Source

First appearance

(初出)

Main 

ceremony

(Put on only 

once: 單加)

Rite of 

audience with 

empress 

dowager

(皇太后 

謁見禮)

Rite of 

audience 

with 

ancestor in 

the ancestral 

temple

(謁廟禮)

Rite of official assembly 

between ruler and

the ruled

(君臣會禮)

Congratulate

a ruler

(朝賀)

Banquet

(宴會)

Hongwu(洪武)3

(1370)

-Rule of 

institution

Kongdingze

(空頂幘-Hat emptied the top),

Shuangdongji

(雙童髻-Double topknot for 

children),

Shuangyuji

(雙玉導-Double   jade hairpin),

Jiangshapao (絳紗袍-Red robe)

Gunmianfu 

(衮冕服)

Tongtianguan 

(通天冠),

Jiangshapao

Gunmianfu Gunmianfu

Daiily 

uniform 

(常服)

Ming Jili;

Daming 

Huidian 

(Version 

Zhengde 

and Wanli),

Mingshi

Tianqi(天啓)1

(1621)

-Instance of 

Xizong (熹宗)

Jinze (巾幘),

Everyday clothes (便服)
Ditto

Gunmianfu 

(Presumption)
Ditto Ditto · Ming Shilu

Table 2. The emperor's costume in the coming-of-age ceremony of the M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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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어좌에 앉아 의식을 지켜본다. 공부는 사전

에 삼가관과 삼가복을 제조한다.

관례는 삼가례로 거행하고, 관을 씌우는 자리는 동

벽(東璧)에 마련한다. 삼가복은 동서(東序)에 진설하

는데, 깃을 동쪽으로 가도록 둔다(東領). 북쪽을 윗자

리로 하므로(北上),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초가복

-재가복-삼가복의 순서로 놓는다. 초가복은 절상건강

사포(折上巾絳紗袍), 재가복은 원유관강사포(遠遊冠絳

紗袍), 삼가복은 9장문이 있는 곤복이다. 또 옷과 함

께 머리를 빗고 묶을 때 쓸 검은색 머리끈[緇纚]과 빗

[櫛], 관모를 씌운 후 끼울 비녀인 서잠(犀簮)을 진설한

다. 가장 먼저 사용할 빗을 남쪽에 두고, 그 북쪽에 머

리끈과 서잠을 두며, 또 그 북쪽에 삼가복을 둔다.

삼가관은 상자에 넣어 세 명의 집사자가 하나씩 

들고 밖에 서서 대기한다. 초가관은 절상건, 재가관

은 18량 원유관, 삼가관은 9류 면관이다.

①~③은 본의식인 삼가례이다. 빈이 관모를 씌우

고, 찬이 관모를 바로잡거나 비녀를 꽂고 관끈을 맨

다. 관모를 들고 있던 집사자들은 각자의 관모를 빈

에게 전달하며, 내시는 관을 쓴 황태자가 옷을 입도

록 돕는다. ④는 삼가례가 끝난 후 황태자가 조복으

로 갈아입고서 자(字)를 받는 의식이다. 여기까지가 

관례의 본의식이다.

본의식이 끝나면 현장에서 황태자가 황제에게 사

배례를 하고, 내전에서 황후 조현례를 한다. 다음날

에는 알묘례를 행하는데, 황제는 참석하지 않고 황

태자가 곤면복을 입고서 진행한다. 제3일에는 백관

이 황제와 황태자에게 각각 하례를 올린다.

이상의 홍무원년 황태자 관례의식과 관례복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가관을 탁자에 진설하지 

않고 집사관이 상자에 넣어 들고서 의식이 진행된

다. 둘째, 삼가복을 진설할 때는 깃이 동쪽으로 가고, 

남쪽부터 북쪽으로 가면서 초가복-재가복-삼가복의 

순서로 놓는다. 셋째,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강사포를 절상건[익선관]에 쓰는 것과 

원유관에 쓰는 것으로 나눈다. 즉, 절상건과 원유관

을 쓸 때 모두 강사포를 입고, 이를 각각 ‘절상건강사

포’와 ‘원유관강사포’로 명명하는 것이다. 넷째, 원

유관이 18량이다. 다섯째, 빈이 관모를 잡을 때는 오

른손으로 관모의 뒤를 잡고 왼손으로 앞을 잡는다는 

점이다. 왼쪽이 양(陽)을 상징하므로 앞을 잡고, 오른

쪽이 음(陰)을 상징하므로 뒤를 잡는 것으로 추정된

다. 여섯째, 삼가례 후 자(字)를 받을 때 삼가복이 아

닌 조복으로 갈아입고서 행례한다. 여기서의 조복이 

무슨 옷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원유관에 강사포

로 추정된다.

(2) 제2기: 건문2년 �황명전례�의 과도기적 제도 

위 홍무연간의 제도는 건문2년에 변화를 보인다. 

�황명전례�(1400) ｢관례｣ ‘황태자관례’의 내용을 홍

무연간 제도와 비교하면, 황제 주재 여부, 본의식의 

행례방식, 관례복 등에서 모두 다른 점이 나타난다:

그 날 아침, 제서(制書)를 주어 관원을 보내 행례하기를 

평상시 의식과 같게 한다. 제사(制詞)에 이르기를 ‘황태자

가 오늘 관례를 행하므로 경(卿)등에게 절(節)을 가져가

서 행례하도록 명한다’라고 하였다. 이날 아침, ……내관

은 황태자 관석을 동궁 조전(朝殿)의 동방에 설치한다. … 

…옷을 관석의 남쪽에 진설하는데, 동쪽으로 깃을 가게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삼는다. 곤면, 익선관, 피변관, 망

건(網巾), 금잠(金簪)은 각각 상자에 담아 옷의 남쪽에 둔

다. 빗[櫛]은 상자에 담아 또 남쪽에 둔다.

……① 망건을 집은 사람이 망건을 올리면 장관(掌冠: 빈)

이 그것을 받아 황태자 관석 앞에 서고, 공봉관이 머리카

락을 묶으면 장관이 무릎을 꿇고 망건을 씌운다. ……찬

관을 맡은 사람이 ……망건을 바로잡는다. 

……② 곤면을 집은 사람이 곤면을 올리면 장관이 곤면

을 받는데 오른손으로 곤면의 뒤를 잡고 왼손으로 곤면

의 앞을 잡아서 ……관을 씌운다. ……찬관을 맡은 사람

이 ……비녀를 꽂고, 관끈[紘]을 묶는다. ……내시가 무

릎을 꿇고 곤복(袞服)을 바치면, 옷을 입는 것을 마친다.

……③ 익선관복 및 피변관복을 집은 사람이 차례대로 

올리면 장관이 그것을 받아 무릎을 꿇고서 황태자 앞에 

놓는다. ……내시가 관복을 받는다. ……찬례가 ‘예가 끝

났습니다’라고 창(唱)한다(皇明典禮 [Huang Ming Dian Li], 

1400).

건문연간의 제도에서는 황제가 의식을 주재하지 

않고 신하를 보내 즉 견관(遣官)하여 집행하게 한다. 

따라서 관례 장소는 황태자 거처인 동궁(東宮)이다.

관례복은 곤면복, 익선관복, 피변관복 외에 망건

과 금잠이 준비된다. 주의를 끄는 것은 본의식 진행

방식이다. ①에서 망건을 들고 있던 사람이 망건을 

올려주면 장관 즉 빈이 받고, 공봉관(供奉官)이 황태

자의 머리를 빗어서 묶으면 그 위에 망건을 씌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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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에서 곤면을 집고 있던 사람이 면관을 올려주면 

빈이 받아서 황태자에게 씌우고, 찬이 비녀를 꽂고 

관끈을 묶으며, 황태자는 곤복을 입는다. ③에서 익

선관복과 피변관복을 차례대로 올리면 빈이 받는데, 

관모를 씌운 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빈이 황태자 

앞에 놓고 내시가 관복을 받기만 한다.

여기서 처음에 망건을 씌우는 것을 초가례로 볼 

것인지 혹은 초가 이전의 사전의례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망건을 씌울 때의 행례방

식을 보면 홍무연간의 초가, 재가, 삼가례와 동일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건을 씌우는 의식을 초가례

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또 익선관복과 피변관복은 관모를 씌운 후 옷을 

입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빈이 황태자에게 바치는

[進] 방식으로 한다. 행례에 대한 서술을 생략한 것으

로 볼 수도 있으나, 전통의례의 의주는 반복되는 행

위라도 생략하지 않고 일일이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즉, 의주에 명시한 대로 관례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면, 건문연간의 황태자 관례는 네 종류의 

복식이 마련된다. 의식은 재가례로 거행되는데, 초

가에는 머리를 묶고[束髮] 망건만 씌우고 옷은 갈아

입지 않고, 재가에 곤면[면관]을 쓴 후 곤복을 입는

다. 나머지 두 벌 익선관복과 피변관복은 관을 씌우

고 나서 옷을 입히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황태

자에게 바치기만 한다. 이상의 황태자 관례복을 정

리하면 <Table 3>과 같다.

(3) 제3기: 경태4년 이후의 사례

황태자 신분으로 거행된 총 7건의 관례 중 주견제

는 경태4년(1453) 1월 26일에 예부가 의주를 마련하

였고, 십여일 뒤에 관례를 거행한 사실이 �영종실록� 

경태4년 2월 8일 기사로 확인된다(NIKH, 2015j). 그

런데 의주의 내용은 없이 빈과 찬에게 황제의 명령을 

상징하는 절(節)을 주어 보내서 황태자 관례를 거행

하게 했다는 사실만 명시했다.

성화14년(1478) 효종 주우탱의 황태자 시절 관례

는 �명실록� 성화14년 3월 2일 기사와 �대명회전�

만력본 “성화14년 속정”에 모두 의주가 수록되었다

(NIKH, 2015k; Shen, 1587/2010d). 관례는 황제가 신

하를 보내 동궁에서 집행하게 하고, 견관의식에 피

변복을 입었다.

의식은 삼가례로 진행했다. 관례복은 초가에 익선

관[절상건]과 포복(袍服)을 입는데, 포복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익선관과 짝하는 옷은 곤룡포라 할 수 있겠지만, 앞

서 본 바와 같이 명 전기(前期)에 익선관과 강사포를 

함께 입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

는 상황에서는 옷을 확정하기 어렵다. 재가에는 피

변(皮弁)과 피변복, 삼가에 9류 면관에 곤복을 입었

고, 규(圭), 대(帶), 석(舃) 등 부속품도 명시된다.

Time

On the day of the coming-of-age ceremony

The rite of giving 

command to or 

dispatching government 

officials

(命官/遣官)

Main ceremony

1st wearing

(初加)

2nd wearing

(再加)

3rd wearing

(三加)

Receive a new 

name for adult

(受字)

Emperor Prince imperial

Hongwu (洪武)1 

(1368)

-Rule of institution

Tongtianguan,

Jiangshapao

Zheshangjin

(折上巾. 翼善冠),

Jiangshapao

Yuanyouguan 

(遠遊冠),

Jiangshapao

9 string Mianguan 

(9旒冕冠),

9 pattern Gunfu 

(9章衮服)

Court dress for 

official 

assembly

Jianwen (建文)2 

(1400)

-Rule of institution

-

Tying hair bundle with 

string (束髮),

Wangjin (網巾)

Mianguan,

Gunfu
-

-* Put on twice.

* No 3rd wearing rite.

* Seperatly, dedicating Pibianguan and Yishanguan together (in- 

clude clothing).

Table 3. Prince imperial's costume system in the coming-of-age ceremony of the M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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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에 쓸 관모는 집사자들이 손에 들고 있지 않

고, 홍색 보자기[紅袱]로 덮어 쟁반에 받친 후 동계(東

階) 남쪽의 탁자 위에 둔다. 삼가례 진행 시 관모를 올

려주는 역할은 내시로 바뀌고, 손으로 집어서 빈에

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쟁반에 받쳐서 주면 빈이 

관만 잡아서 황태자에게 씌운다. 빈이 관을 잡는 방

식은 이전과 같다.

삼가례 후 자(字)를 받을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

는 내용 없이 의식이 계속된다. 따라서 삼가복인 면

복을 입고 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관례를 마친 당일 황태자는 면복을 입고 봉선전

(奉先殿)에서 선조들께 알제(謁祭)를 지낸 후, 태황태

후, 황태후, 황제, 황후에게 사은한다. 다음날 신하들

이 하례를 올리는데, 황제는 피변복을 입고, 황태자 

복식은 언급이 없다.

전반적으로, 이 성화14년의 의주는 상당히 체계

적이어서 이후 거행된 황태자 관례는 기본적으로 성

화14년을 따른다. 홍치9년(1496) 무종 주후조 관례

의 의주는 �효종실록� 홍치8년 3월 25일, 가정28년

(1549) 주재예의 의주는 ｢세종실록｣ 가정28년 3월 

5일, 융경6년(1572) 신종 주익균의 의주는 ｢목종실록｣ 

융경5년 12월 14일 기사로 수록되었다(NIKH, 2015l, 

2015m, 2015n). 의주들을 보면 의식과 관례복 등에 

있어 대체로 성화14년의 제도와 동일하다. 만력29년

(1601) 광종 주당락의 관례는 �신종실록� 만력29년 

11월 1일 기사에 간략한 의주가 수록되었는데, 여기

서도 “성화14년의 황태자 관례 의주와 같다”(NIKH, 

2015h)라 하였다. 숭정11년(1638) 주자랑의 관례는 

�(부록) 숭정실록�숭정11년 1월 18일 기사에 “황태

자 관례 다음날 어전에서 하례를 받았다”라고만 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NIKH, 2015o). 

이상 실제 행례 중의 황태자 관례복을 정리하면 <Ta-

ble 4>와 같다.

3) 황태손 관례의 의식과 복식

유일하게 확인되는 황태손 관례인 영락9년(1411) 

11월 10일 주첨기(훗날의 선종)의 사례에서는 관례

복으로 망건을 사용한다. 황태자 관례의 제2기와 같

은 것이다. 이 관례는 �태종실록�에 의주가 수록되었

고(NIKH, 2015p), �대명회전� 만력본과 정덕본 ‘황

태손관례’에도 “영락9년 정”으로 수록되었다(Shen, 

1587/2010e; Xu, 1509/2009d).

�대명회전�(만력본) 권65 ｢예부｣12 ‘관례3 · 황태

손관례’가 가장 상세하므로 이를 주로 해서 살펴보면, 

황태손의 의식은 대체로 황태자 관례와 같다(Shen, 

1587/2010e). 황제가 주재하지 않고 빈과 찬에게 제

서와 절(節)을 내려 거행하게 하였고, 관례는 화개전

(華蓋殿)에서 거행되었다. 화개전이 황태손 거처인지

는 분명치 않으나, 당시 삼대전(三大殿)의 하나로 정

전인 봉천전 뒤에 있었다. 견관할 때의 황제 복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관례는 삼가례이다. 관례복은 초가에 망건과 복

(服), 재가에 익선관과 익선관강사포, 삼가에 9류 면

관과 9장 곤복을 썼다. 황태손이 황태자와 같은 9류 

면관을 쓴 것은 태종의 명에 의한 것이었다. �태종실

록� 영락9년 11월 10일 예부에서 면복과 옥규(玉圭)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자 태종이 “면복은 황태

자와 같게 하고, 옥규는 친왕과 같게 하라”고 하였다

(NIKH, 2015p).

삼가복은 동서 안에 진설하고, 삼가관은 밖에서 집

사자들이 들고 있다가 빈에게 전달하였다. 초가에 검

은색 머리끈과 망건을 들고 있던 집사자가 올라와서 

건네면 빈이 첫 계단에서 받아다가 황태손 앞으로 

가서 축사를 하고, 공봉관이 속발을 하면 빈이 망건을 

씌운다(�대명회전�과 �태종실록�의주는 모두 ‘치사

망건(緇纚網巾)’이 옷을 진설할 때 함께 두는 물품으

로도 언급되고, 집사자가 들고 있는 관모에서도 언급

됨. 그런데 초가례에서 집사자가 들고 있다가 빈에게 

전달하도록 정해지므로, 옷과 함께 진설한다는 내용

이 오기로 보임). 이어 내시가 도와 옷을 입는데, 망건

에 짝하는 옷은 단지 ‘복(服)’이라고만 나오고 무슨 

옷인지는 언급이 없다. 재가에는 망건과 옷을 벗기

는 의식 없이 익선관을 쓴 후 강사포를 입는다. 이어

서 삼가를 진행하는데, 그 전에 찬관이 재가관과 재가

복을 벗기는 내용이 먼저 나온다. 그 후에 삼가에서 

면관을 쓴 후 곤복을 입는다.

위 의주에서 삼가에 앞서 재가의 복식을 벗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재가에 앞서 초가의 복식을 벗기는 

내용이 없으므로, 초가의 망건과 옷을 그대로 두고 

재가에서 익선관과 옷을 착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친왕과 황자의 의식과 복식

거행 사례가 확인되는 친왕과 황자 관례 11건 중 

현재 의주가 있는 것은 총 4건으로, 성화23년과 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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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황자 관례, 가정31년과 만력5년의 친왕 관례

이다. 아래에서는 명초에 제도로 규정된 내용과 현

존 의주에 근거해 정리하되, 지면의 한계로 복식 위

주로 간단히 정리한다.

(1) 제1기: 홍무원년 제도 제정부터 홍무3년 �명집

례� 수록까지

홍무원년에 처음 관례제도를 정할 때는 상세 의주

를 정하지 않고 황태자 관례 뒤에 “친왕 관례도 같다

[親王冠禮亦如之]”라고만 하였다(NIKH, 2015a). �명

집례�에도 의주가 수록되지 않았고, 삼가례로 행하

는 점, 천자가 친히 주재하는 점, 관례복은 송대의 제

도를 따라 초가에 절상건, 재가에 7량관, 삼가에 9류 

면관을 쓴 점만 확인된다(Li, 1530/2009c).

(2) 제2기: 홍무17년부터 건문2년 �황명전례�의 

제도까지

홍무17년(1384)에 친왕의 관례를 다시 정하면서 

의주를 상세히 규정한다. 이 의주는 �태조실록� 홍

무17년 9월 29일 기사, �제사직장�, �대명회전�(정

덕본, 만력본) 등에 수록되어 있다. �대명회전�정덕

본에서는 “제사직장”이라 하여 전거로 쓴 서명을 밝

혔고, 만력본은 �제사직장�의 편찬연도인 “홍무26년

정”이라 하였다. 관례는 왕저(王邸)에서 거행하고, 신

Time

On the day of the coming-of-age ceremony On the next day

The rite of 

giving 

command to or 

dispatching 

government 

officials

(命官/遣官)

Main ceremony Rite of 

audience with 

ancestor in 

the ancestral 

temple

(謁祭)

The rite 

of 

audience 

with 

superor

(朝見)

The congratulatory 

rite between ruler 

and the ruled

(百官稱賀)

1st wearing

(初加)

2nd 

wearing 

(再加)

3rd wearing

(三加)

Receive a

new name

for adult

(受字)

To the 

emperor

To the 

prince 

imperial

Emperor Prince imperial Prince imperial Emperor
Prince 

imperial

Chenghua (成化)14

(1478)

-Instance

of Xiaozong 

(孝宗.朱祐樘)

Pibianfu 

(皮弁服)

Yishanguan 

(翼善冠),

Robe

(袍服)

Pibianfu

9 string 

Mianguan,

9 pattern 

Gunfu

Mianfu 

(冕服)
Mianfu Mianfu Pibianfu ·

Hongzhi (弘治)8

(1495)

-Instance

of Wuzong 

(武宗.朱厚照)

Ditto Ditto Ditto Ditto · Ditto Ditto Ditto ·

Jiajing (嘉靖)28 

(1549)

-Instance

of Zhuzairui 

(朱载壡)

· Ditto Ditto Ditto · Ditto Ditto · ·

Longqing (隆慶)6 

(1572)

-Instance

of Shenzong 

(神宗.朱翊鈞)

Ditto Ditto Ditto Ditto · Ditto Ditto Ditto ·

Wanli (萬曆)29 

(1601)

-Instance

of Guangzong 

(光宗.朱常洛)

· Same with the ceremony of 1478 · Ditto · · Pibianfu

Table 4. True reality of prince imperial's costume in the coming-of-age ceremony of the M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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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게 제서와 절(節)을 내리는 견관의식도 거행하는

데 이 의식에 황제 참석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관

례복은 초가에 망건(網巾)과 복(服), 재가에 익선관과 

강사포, 삼가에 9류 면관과 곤복으로 정한다. 의식의 

진행과 관례복의 사용방식은 앞서 본 영락9년 황태

손 관례와 일치한다. 따라서 홍무17년에 정해진 친

왕 관례가 영락9년 황태손 주첨기 관례에 그대로 적

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문2년(1400) �황명전례� ｢관례｣ 수록 건문연간 

제도에서는 친왕의 관례가 황태자와 같다고만 하고 

상세 내용은 언급이 없다. 다만, 그 뒤에 친왕세자 이

하 신분의 관례의주가 제시되는데, “망건을 더하고, 

면복을 더하고[加], 익선관복과 피변관복을 바치기

를[進] 모두 친왕의 의식과 같게 한다”(皇明典禮  [Hu-

ang Ming Dian Li], 1400)라 하였다. 즉 황태자, 친왕, 

친왕 이하 신분들이 모두 같은 의식으로 거행함을 명

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황태자는 망건과 면복

을 써서 재가례로 거행한 후에 빈이 황태자에게 익

선관복과 피변관복을 바친다. 이 행례방식이 친왕세

자 이하 신분의 의주에서 ‘더하다[加]’와 ‘바치다[進]’

라는 표현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3) 제3기: 정통2년 이후의 사례

정통2년(1437)부터 성화8년(1472)까지의 5건은 의

주가 없고, 성화23년(1487) ‘오황자관례(五皇子冠禮)’

는 �헌종실록�성화23년 5월 27일 기사와 �대명회전�

(정덕본, 만력본)에 수록되었다. 황제가 피변복을 입

고 견관례를 행하고, 관례는 봉천문에서 거행하였다. 

관례복은 초가에 익선관과 포복(袍服), 재가에 피변과 

피변복, 삼가에 9류 면관과 곤복이다. 나머지 사항은 

성화14년 황태자 의례와 같다. 관례 후 황자는 면복 

차림으로 선조들에 대한 알제(謁祭)와 윗전에 대한 알

현례를 올렸고, 다음날 황제와 황태자 모두 상복을 입

고 칭하례를 거행하였다.

홍치4년의 5인 황자 관례와 가정31년 유왕 관례, 

만력5년 노왕 관례도 모두 성화23년과 같다. 성화 연

간에 정해진 의주가 이후 정례(定例)로서 준용된 것

이다.

2. 조선(대한제국 포함)의 ‘익선관강사포’ 사용 

및 제도

이상에서 고찰한 명대 황실 구성원의 관례복은 조

선시대 왕실 구성원의 관례복에 대한 이해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주목할 것은 관례복 일습의 구성에 있

어 명초에 익선관과 함께 ‘익선관강사포[절상건강사

포]’가 등장하고, 이는 지금까지 복식사학계에서 설

정되지 않았던 생소한 차림이라는 점이다. 이에 조

선시대 사료에서 익선관과 강사포가 일습으로 사용

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생겼고, 선행연구

에서 �대한예전� 복제(服制) 중 이와 관련해 제기한 

의견도 수정될 필요가 생겼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해 

간단히 살핀다.

1) 조선시대 익선관과 강사포 일습의 사용

조선의 왕은 평상시 집무를 볼 때 상복(常服)으로 

익선관과 곤룡포를 일습으로 입었고, 필요에 따라 

오례(五禮) 거행 시 예복으로 착용하기도 하였다. 명

에서 조선에 익선관과 곤룡포를 보낸 것은 세종26년

(1444)이 최초이고, 그 이후 명종대까지 곤룡포용 옷

감을 보낸다(Choi, 2008). 한편, 익선관에 청색과 홍

색 곤룡포를 입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 2점이 현재 남

아있다. 이렇게 조선전기 확정된 익선관과 곤룡포 

일습의 구성은 대한제국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진다.

명초 관례복에 나타난 사례처럼 익선관과 함께 강

사포를 착용하도록 ‘제도’에서 규정하는 것은 대한

제국 이전의 조선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이 차림이 확인되는데, 관련 기록 

중 특히 주목할 것은 �중종실록�중종39년 11월 14일 

기사(NIKH, 2006~2015)에서 왕이 말년에 익선관과 

함께 ‘조복(朝服)’을 사용한 사실이다:

……전교하기를, “옷차림을 허술하게 하고 대신을 접견

하기가 매우 미안하기 때문에 조복(朝服)을 걸치고 보려 

한다. 즉시 들어오라”하니, ……침전 안으로 들어가 뵙자 

상이 익선관을 쓰고 조복을 걸치고 이불을 두르고 앉았

고, ……이르기를, “……내 병이 이러하니 ……세자에게 

전위를 해야 인심에도 합할 것이니…….”

위 내용은 중종이 병이 중해지자 대신들을 들어오

게 하여 왕세자에게 전위(傳位: 선위)를 하는 상황이

고, 중종은 다음날인 15일에 훙서한다. 전위는 일정

한 격식을 갖춰야 하고, 이 때문에 중종은 병으로 몸

을 가누기 힘든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옷차림을 갖추

고자 한다. 이에 익선관을 쓰고 조복을 걸친 채 세자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2, 2021

– 248 –

와 대신을 접견한 것이다. 조복을 ‘가(加)’했다고 했

으므로 팔을 끼워 정식으로 입었을 가능성도 있지

만, 간단히 위에 걸치기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요

한 것은 왕이 평상시보다 예를 갖추고자 하는 의도

에서 익선관에 조복을 착용한다는 점이다.

조선에서 왕의 조복은 성종5년(1474) �국조오례

의서례�권2 ｢가례(嘉禮)｣ ‘관복도설’에서 원유관과 

강사포로 규정된 이래 내내 준용된다. 따라서 중종

이 조복을 걸쳤다는 것은 강사포를 걸쳤음을 의미한

다. 즉, 명초 관례복에 규정된 것처럼, 조선에서도 익

선관과 강사포 차림을 해서 익선관과 곤룡포 차림보

다 좀 더 예를 갖추고자 한 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2) �대한예전�의 익선관과 강사포 일습 규정에 대한 

재고

대한제국의 전례서인 �대한예전�(1898년 완성 추

정)에는 제4권 ｢제복도설(祭服圖說)｣과 제5권 ｢관복

도설(冠服圖說)｣에서 황제국 체제에 부합하는 복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황제 복식으로 면복, 익

선관복, 상복(常服)이 있고, 황태자 복식으로 곤면복

과 익선관복이 있다. 여기서 익선관복은 익선관, 강

사포, 상(裳), 중단, 대대(大帶), 폐슬, 패옥, 수(綬), 버

선[襪], 석(舃), 규(圭)로 구성되고, 상복은 익선관, 곤

룡포, 옥대, 화(靴)로 구성된다. 익선관은 곤룡포와 일

습이 되고, 강사포는 통천관이나 원유관과 일습이 된

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위배되는 설정이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오기(誤記)로 보았고, 그 이유는 대

한제국 당시의 실제 착용에서 강사포에 짝하는 관모

는 황제의 통천관과 황태자의 원유관이라는 점과, 

�증보문헌비고�와 �예복�에서 황제는 통천관과 강

사포, 황태자는 원유관과 강사포가 일습으로 명시된

다는 점 때문이었다(Choi, 2010). 익선관과 강사포가 

일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복식사학계의 일반

적 관념으로는 설정할 수 없는 구성이었기 때문에 

단순 오기로 본 것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진행한 명

대 관례복에 관한 고찰을 통해 이러한 선행연구의 

견해는 재고(再考)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대한예전�제5권 ｢관복도설｣의 황제 ‘익선관복’

은 착용상황에 관해  “모든 삭망(朔望: 매달 1일과 15일)

의 조회, 조칙을 내릴 때, 향(香)을 내릴 때, 표(表)를 

올릴 때, 조근(朝覲) 때에 입는다”(大韓禮典 [Daehan-

yejeon], 1898/2017)라 하였다. 일반 정무를 볼 때 착

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禮服)으로 착용해야 함을 명

시한 것이다. 이 ‘익선관복’을 예복으로 본 것은 ‘상

복’에서 “예복과 익선관을 통용한다”(大韓禮典 [Dae-

han-yejeon], 1898/2017)라 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즉 예복과 상복에 익선관을 통용하고, 옷만 예복에는 

강사포를 입고 상복에는 곤룡포를 입도록 규정하였

다. 황태자는 ‘상복’에 관한 언급 없이 ‘익선관복’만 

언급했는데, 그 착용상황은 황제와 같다.

한편, �대한예전�에서는 의례 의주에서도 황제와 

황태자의 익선관+강사포 차림이 다수 확인된다. 권9

의 황제에게 존호와 책보를 올리는 ‘상존호책보의’

의 황제, 황태자 관례의식의 황제, ‘황태자납비의’ 중 

납징례, 책비례, 조현례의 황제, 권10의 ‘진하의(陳賀

儀)’의 황제, ‘친림반조진하의(親臨頒詔陳賀儀)’의 황

제, ‘진연의’의 황제, ‘기로연의’의 황제, ‘영수각어첩

친제의(靈壽閣御帖親題儀)’의 황제와 황태자가 입는

다. 또 황태자 관례의식의 초가복(재가복은 원유관 

강사포)으로도 규정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명대 

전례서의 영향을 받아 의주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한예전�의 익선관+강사포 차림은 

명초 황태자와 황태손 관례복으로 규정된 익선관[절

상건]+익선관강사포[절상건강사포] 차림과 동일하

다. 선행연구에서 �대한예전�복식제도의 문자로 된 

규정은 모두 �대명회전�에서 가져오고 도식은 �대

명회전�과 �삼재도회�를 섞어서 취했다는 점과, �삼

재도회� ｢국조관복｣의 도식은 대부분 �명집례�의 영

향을 받았다는 점이 밝혀졌다(Choi, 2010). 즉 �대한

예전�복식제도에 �명집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초가복으로 절

상건과 절상건강사포를 쓰는 홍무원년 제정 황태자 

관례복이 �명집례�에 수록되는데, 이 규정이 �대한

예전�에 영향을 끼쳐 익선관+익선관강사포는 예복, 

익선관+곤룡포는 상복으로 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구성이 명이나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착용

한 것과 다르고 대한제국 당시 실제 착용한 차림과

도 달랐기 때문에, �대한예전�보다 늦게 완성된 �증

보문헌비고�(1903~1908년)와 �예복�(1920년 이후)

에서 이를 수정해 익선관은 곤룡포와 일습을 이루고 

강사포는 통천관과 원유관과 일습을 이루도록 수정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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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관’과 ‘옷’을 상징물로 설정해 진행하는 성인식

인 관례는 복식을 통해 ‘어른이 됨(成人)’을 형상화하

고자 한다. 본고는 명대 황실 신분의 관례복을 최초

로 연구한 점에 의의가 있고, 나아가 조선의 관련 복

식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을 전환시켰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본고는 관례제도의 연혁 분석을 위해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대명회전� “~년 정”(청대 편찬된 �명

사�도 �대명회전�의 영향을 받아 동일 표현 나타남)

의 의미는 정덕본과 만력본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정덕본은 각 제도를 정리할 때 기존 서

적에서 추출한 내용은 해당 출처의 서명을 앞머리에 

제시하고, 전거가 없는 개별 사례만 제도 제정연도

를 “~년 정”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만력본은 모든 

제도에 대해 “~년 정”이라 표현하였는데, 정덕본에

서 출처를 서명으로 제시했던 제도는 해당 책의 편

찬연도를 명시하고, 정덕본에서 출처 없이 “~년 정”

이라 했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즉 만력본에서 

“~년 정”은 중의(重意)로, 전거가 되는 책의 편찬연도

를 의미하기도 하고, 개별 제도가 제정된 연도를 의

미하기도 한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고찰한 명대 관례복

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별 관례

제도의 변화는 전례서 규정과 황제 1건, 황태자 7건, 

황태손 1건, 친왕 및 황자 11건(22인)의 사례를 통해 

고찰할 수 있었다. 황제는 홍무3년 �명집례�에 처음 

규정된 제도가 말기까지 유지된다. 황태자 이하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홍무원년(1368) 처

음 제도가 규정되어 홍무3년 �명집례�에 수록되기까

지이다. 이 시기는 역대 한족의 제도를 참조하여 의식

을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2기는 홍무17년(1384) 

황태자와 차별화되는 친왕 관례가 규정된 때부터 영

락9년(1411) 황태손 주첨기의 관례가 거행된 때까지

로, 초가관으로 망건을 쓰는 점이 특징이고, 때로 삼

가례가 아닌 재가례만 거행한 후 주인공에게 별도의 

복식을 바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제3기

는 성화14년(1478)부터 말기까지로, 의주가 상세히 

규정되어 제도가 안정화된 시기이다.

둘째, 관례복은 관례의 주인공 복식과 모든 신분

의 의례에 관여하는 황제의 복식이 확인되었다. 주

인공 복식은 초출, 본의식, 자(字)를 받을 때, 관례 후 

부속의식으로 나눠 정리된다. 또 본의식의 복식은 

관모를 더하는 의식을 몇 차례 거행하는지 즉 가수

(加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황제는 초출복으로 홍무3년 규정에서는 쌍동계 

위에 쌍옥도를 꽂은 공정책을 쓰고 강사포를 입는

데, 천계1년(1621) 거행된 희종 관례에서는 건책(巾

幘)에 편복(便服)으로 나온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황

제의 편복은 곤룡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초기 제도

에서 강사포로 규정되므로 옷의 종류를 확언하기는 

어렵다. 본의식은 단가례(單加禮)로 거행하였고, 옷

은 면복을 입었다. 관례 후 황태후 알현에 통천관과 

강사포, 선조에 대한 알묘 및 신하와의 회례에 곤면

복을 입는다. 또 황태자 이하가 관례를 올릴 때 황제

는 현장에 나가 주재하거나 신하를 파견해 의식을 거

행하도록 명을 내리는데, 이 때 입는 옷은 홍무연간

에는 통천관에 강사포, 성화14년 이후에는 피변복이

다. 또 황태자 관례 후 황태자의 하례를 받을 때 피변

복을 입고, 친왕과 황자 관례 다음날 칭하에는 상복

을 입는다.

황태자는 초출복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본의식은 제1기에 삼가례로 거행하고, 삼가복은 절

상건(익선관)과 절상건강사포[익선관강사포], 원유

관과 원유관강사포, 9류 면관과 9장 곤복이다. 제2기

에는 �황명전례�에 의하면, 재가례로 거행하는데 초

가에 속발을 한 후 망건을 쓰고, 재가에 면관과 곤복

을 입는다. 또 재가례 후에 별도로 피변관복과 익선

관복을 황태자에게 바치는[進] 의식이 있다. 제3기에

는 삼가례로 거행하고, 삼가복은 익선관에 포복(袍

服), 피변복, 9류 면관과 9장 곤복이다. 자를 받을 때

는 홍무원년 제도에서 삼가례 후 조복으로 갈아입는

다고 했고, 성화14년 이후에는 갈아입는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삼가복인 면복을 계속해서 입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례 후 당일에 선조들과 황실 윗전께 인사

를 올릴 때 면복을 입고, 다음 날 황제에게 칭하를 드

릴 때와 백관의 칭하를 받을 때는 피변복을 입는다.

황태손은 영락9년 주첨기의 관례가 유일하고, 이

는 제2기에 해당한다. 삼가례로 거행하였고, 초가에 

망건과 복(服), 재가에 익선관과 익선관강사포, 삼가

에 태종의 명에 의해 황태자와 같은 9류 면관과 9장 

곤복을 입었다.

친왕과 황자는 제1기에 삼가례이고, 홍무원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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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친왕의 관례가 황태자와 같다고 했는데, 복식

을 보면 초가에 절상건, 재가에 7량관, 삼가에 9류 면

관으로 황태자와 다르게 나타난다. 7량관이 오기인

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제2기에서 홍무17년 

제도는 위 황태손과 같다. 그러나 건문2년의 �황명

전례�에서는 황태자와 같이 재가례만 한 후 익선관

복과 피변관복을 바친다. 제3기는 관례 본의식과 관

례 후의 복식이 위 황태자와 같다. 다만, 다음 날 칭하

에는 상복을 입는다.

셋째, 의식에서의 특징은 가수(加數), 옷의 진설, 

관모 대령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관례 거행 시 의식을 삼가례로 설정하고 점차 등

급이 높은 복식으로 세 번 바꿔 쓰는 것은 미성년의 

덕이 점차 진전되어(德之進) 완성된 인간 즉 성인(成

人)이 된다는 것을 형상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삼국시대 위(魏)에서 황제는 ‘이미 덕을 완비한 인

간’이기 때문에 덕의 진전을 형상화할 필요가 없다

고 보아 삼가례가 아닌 단가례로 진행하였고, 명에서

도 이를 채택한다. ‘황제’의 신분적 절대성을 관례의

식과 관례복을 통해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관례복을 진설할 때는 임의로 놓는 것이 아니라 

동령(東領) 북상(北上)의 원칙에 따른다. 동쪽으로 깃

이 가도록 놓고, 삼가복은 남쪽에 초가복을 놓고 북

쪽으로 가면서 차례로 재가복과 삼가복을 놓는다.

관모를 대령하는 방식은 초기에 집사자가 상자에 

넣어 손으로 들고 있다가 빈에게 전달하면 빈이 관

모만 가져가서 씌우지만, 성화14년 이후 쟁반에 받

쳐 보자기로 덮어 탁자 위에 놓았다가 때가 되면 집

사자가 올려주고 빈이 관모를 가져가서 씌우는 방식

으로 바뀐다. 빈이 관모를 받을 때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오른손으로 관모의 뒤를 잡고 왼손으로 앞을 

잡는다. ‘좌우’와 ‘전후’를 통해 음양 관념을 형상화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상의 명대 관례복 중 명초에 확인된 익선관[절

상건]+익선관강사포[절상건강사포] 차림을 조선시

대 사료에서 확인한 결과, 중종이 사망 하루 전에 왕

세자에게 전위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신들에게 전달

할 때 평상시보다 격식을 갖추고자 익선관에 조복 차

림을 한 사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대한예전�

황제와 황태자 관복 중 익선관과 강사포로 구성되는 

‘익선관복’은 ‘예복’으로 명시되어 있고, 익선관과 

곤룡포로 구성되는 ‘상복’과 분명히 구분된다. 즉, 익

선관과 강사포 차림은 예복, 익선관과 곤룡포 차림

은 상복으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학계에서 인지하지 

않았던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는 방식이 명대 초기와 

조선(대한제국 포함)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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