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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開館 二十三周年紀念 

제22회 학술세미나․23회 특별 을 개최하면서

  년으로 개  23주년을 맞이한 前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의 개 기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교 박물 은 1999년 3월부터 ｢石宙善紀念博物館｣

으로 개칭되어 고고ㆍ역사분야와 민속ㆍ복식분야로 운 , 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에서도 본 행사가 연례 으로, 한 발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 석주선박사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크신 업 을 기리고 통복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격려 덕분이라 생각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  기념일을 맞이하고 보니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던 님같은 그분의 모

습이 떠오릅니다. 생 에 검소와 근면, 정리와 정돈이 익숙하셔서 고리 동정에 사용하

던 실을 새 동정을 달 때 다시 한번 사용하신다는 말 을 하신 것이 기억됩니다. 그러한 까

닭에 학교수의 박 으로 그 많은 유물을 수집하실 수 있었던가 니다. 통복식문화에 

한 집념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유물의 요성 못지 않게 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생한 교훈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년에 주제는 1999년 12월 서울 상암동에서 출토된 주이씨 密昌君 樴(1677-1746)의 복식

유물을 비롯한 葬俗 련 자료들입니다. 그 에는 매우 소 한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

니다. 문 에서는 출토된 유물들을 모두 후학들을 해 본 박물 에 기증해주셨을 뿐만 아

니라 보  인 靖獻公( 창군)의 정 조복과 단령 신상을 번 행사에 시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들 자료는 출토된 복식과 비교해 볼 수 있어 더욱더 본행사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문 표를 비롯한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년에는 박성실교수에 의해 출토복식  표 인 조복을 한단계 발 시켜 원형

에 근 한 형태로 재 한 복원품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인다고 합니다. 시되는 복식유물의 

퇴색을 비롯한 변화들은 모든 박물 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시

도는 섬유문화재 안 한 리를 해 매우 뜻깊은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에는 우리박



물 과 교류 정을 맺는 과정에서 용인 학교 박지선교수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학술세미나에서 귀 한 논문을 발표해 주시는 기숙교수, 박지선교수, 유효선교수, 박성

실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도 윤용구선생의 행정 인 배려와 행사 비를 해 애

써주신 김진아조교를 심으로 종숙, 정 란, 김은정조교, 통의상학과 학원생 여러분

에게도 감사한 마음 합니다.  

2004년 5월 2일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 장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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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복식 문화의  활용 방법 모색

금  기  숙(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 교수)

1. 서    론

  통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통은 어떻게 보존되며 음미되고 계승되

고 있는가, 통복식은 무엇이고 무엇이 복식을 통복식으로 평가받게 하는가, 통과 

통복식은 어떻게 화되고 있으며, 통과 는 별개의 것인가, 이러한 여러 질문들 속

에 우리는 이미 통과 의 연속선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통은 오늘의 어제이며 

미래는 오늘의 다른 이름이라면, 통의 계승과  개에 생명을 불어넣는 주인공은 

동시 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음미해야 하는 가

를 연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미 통 속에 있는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다.  

  통을 이해하거나 음미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음식의 맛을 아는 것과 같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한국의 멋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의 시 라고 하는 21세기에 한국 통 문화

의 정수를 이해하고  활용으로 창조  계승을 멋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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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야 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덕목이며 먼  깨우친 사람들의 사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화의 확산에 몰두하고 있고, 새

로운 패션경향의 등장과 생활한복의 확산으로 통복식문화는 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

이다. 더구나 통문화나 개인의 삶의 질, 정신 ㆍ심리  자 심 등에 해서는 거의 무

심한 상태에서 해외 외래품이나 기형 인 화로 우리 고유의 복식문화가 자취를 감춘다

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통복식은 불편한 것, 신기한 것, 귀찮은 것, 진부한 것이라는 편견과 몰이해가 상

식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통은 재 우리와는 계가 없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은 더

욱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통복식이나 공 부분에 종사하는 장인집단이 사라져 감에 따

라 를 이어 정신과 재능으로 수되던 통이 단 되어 가고 있는 이 더 큰 문제이다. 

소수의 기능 보유자가 있고, 특별한 애정으로 연구․계승하는 학자와 술인들이 있기는 하

지만, 통 복식도 그 원형은 차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고 아주 수가 끊어지거나 원형

을 완 히 잃어버린 것도 지 않다.

  그러나 뜻있는 박물 , 학자, 학회, 디자인산업분야에서 통을 의식하고 활용하거나 창조

 계승을 시도하는 행사나 사업을 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통복식

이나 생활한복이 ‘한복의 날’ 제정을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패션디자이 들도 국제 컬

션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표 하기 해 한국 인 아름다움을 활용하는 등 여러 분야에

서 통문화에 한 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더욱 고무 인 일이다. 그럼에도 통에 

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패션디자인은 국  불명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고, 통성을 왜

곡하거나 변형된 생활한복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문화와 통복식의  활용 사례들을 살펴 보고, 향후 

통복식의  활용을 해 고려해야 될 과제들에 한 검과 그 향방을 모색해 보고

자 한다. 우리 통복식에 한 정확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서만 통의 실체를 악하고 

통의 창조  계승이 가능하며 미래의 한국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의 개념은 어떤 양식이나 문화가 오래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숙지되어 있

는 구체 인 양식으로 거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 첫째, 통은 문화 , 역사 , 집단

 개념을 핵심 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기에, 그것은 어느 때 구에 의하여 갑자기 생겨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날 돌연히 없어지거나 끊어질 수 없는 것이다. 통은 그것을 형

성시킨 집단의 존재가 지속하는 한, 일시  침체나 부진은 있을 수 있어도 완 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둘째, 통은 과거의 가치만이 아니라 재  가치로도 존속되며, 나아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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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로까지 지속되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 즉, 시공을 월하는 불변의 특징을 지니면서, 

모든 집단 구성원의 취사선택을 거친 끝에 공감을 얻어 역사  마멸을 견디고 살아남은 것

이기에 통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다. 셋째, 통은 박물 의 유물로 향수나 회고  감

정의 상이 아니며, 우연히 발굴되는 문화재  존재도 아니고, 단순히 과거의 문화  우월

성을 과시하기 한 선조들의 자랑거리도 아니다. 통은 끊임없는 연찬(硏鑽)을 통하여 찾

아지는 것이며, 꾸 한 실천을 통하여 체득되는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비 과 검증을 통하

여 창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존재 그 로거나, 그것을 무비 으로 모방하거나 답

습하는 것은 통의 본질을 망각한 소치이다1).

  따라서 통문화는 우리 선조들의 생활양식이었던 동시에 재 우리의 삶이며, 정체성을 

표출하는 우리의 일부이다. 20세기가 하드웨어의 시 다면, 21세기는 소 트웨어가 주도하

는 시 이다. 이제는 문화가 국부를 만들어 내는 시 가 되었으며, 한 국가의 문화  역량

이 곧 경제  역량을 의미하는 문화의 시 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통문화를 올바르게 이

해하고 계승하는 창조  화는 재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인 동시에 

다음 세 에게 통을 달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다. 

2. 전통문화의 현대화 사례

(1) 박물 의 실 참여  

  런던 소재의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박물 (Victoria & Albert Museum)은 통 복식자료를 

상설 시하는 동시에, 패션 문학교2) 학생들의 의상 을 시하여 통과 재의 소통을 

보여주는 것이 인상 이었다. 일본의 쿄토국립박물 (京都國立博物館)도 고  일본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형 이고 통 인 박물 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미래공상과학 화

1) 인권환(2003), ｢한국 통문화의  모색｣, 서울：태학사, pp.15-16.

2) 박물 의 특별 시공간에 세인트 마틴 패션스쿨(Centu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학생 의상

을 개최하여, 박물 을 방문한 외국 객에게도 국의 패션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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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타워즈(Star Wars Episodes)3)를 시하여 다양한 람객 층을 유치하고 있었다. 시 내

용물은 스타워즈에 사용된 화와 화의상, 각종 소품과 일러스트 이션 등 박물 과 어울

릴 것 같지 않은 분 기의 작품들이 부분이었으나, 재 표  미국 문화인 헐리우드 

화를 일본 사회에 소개하여 미국이라는 국가는 물론 미국인에 한 이해를 돕는 계기로 활

용하고 있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 (Metropolitan Museum of Art)은 1960년 에 소련 민속 복식 을 

개최하여 미국과 소련의 냉 분 기의 완화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인의 

심을 모은 바 있다. 시회 비 원장은 당시의 부인이었던 재클린 네디(Jaqueline Boubier 

Kennedy Onasis：1929-1994) 다. 이 행사를 성공 으로 치르면서 미국과 소련 양국의 화해 분

기가 성숙되었으며, 문화의 표주자 던 미국의 문화  상이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

가받게 되었다. 미국의 표 인 박물 의 하나에서 진행된 국제 인 문화행사가 정치ㆍ외교

인 목 으로 활용된 도 없지 않으나, 문화의 힘으로 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 세

계 평화에 이바지한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되었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에서 박물 의 실 참여는 통의 교육과 화를 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다. 소장된 유물을 심으로 재 과 화 작업을 병행하고, 시회도 소장품과 

 작품과 병행하여 시회를 개최할 때, 통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과 화에 심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며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물 은 그 사회의 문화수 을 단 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박물 의 상태

와 개하고 있는 로그램을 보면, 그 박물 이 과거를 보 하기 한 기 인지 혹은 과거

의 통이 인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권  

있는 박물 의 실 참여는 많은 들에게 교육 인 목 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한 지혜도 제공하게 된다. 

(2) 술에 활용된 통문화 

  통복식의 연구는 무 의상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역사극이나 특정 시 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이나 오페라 등의 공연 술에서는 작품의 사실성을 해 등장 인물들의 의상이나 

3) The Art of Star Wars, 교토국립박물 , part 1：EPISODE Ⅳ.Ⅴ.Ⅵ+α, 2003.6.24-8.31, Part 2：EPISODEⅠ.Ⅱ+α, 

2004.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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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장치에 많은 연구와 심을 기울이게 된다. 아무리 연출이 훌륭하고 출연진들의 연기가 

탁월해도 무 의상이 허술하다면 작품이 주는 감동은 반감하고 나아가 작품의 완성도도 떨

어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의 무 의상은 어떤 의도에서 제작되었던 

통복식의 특징을 악한 후 작품의 성격에 맞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활용된다. 이처

럼 술분야에서도 통은 다양한 면모로 활용되고 있으며, 술 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복식이 으로 애용되는 술분야는 통음악, 통무용, 마당놀이, 통인형극 

등이 있으며,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 오페라, 드라마 등도 있다. 작품의 성격에 따라 

통복식의 원형에 충실한 경우도 있고, 인 미의식을 고려하여 통을 으로 해

석한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건 작품의 사실성을 확보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해 

통복식을 수용하여 활용했다는 은 공통 이다. 

  화 ‘춘향뎐’이나 ‘스캔들(朝鮮男女相悅之詞)’은 작품의 내용과 복식의 완성도로 인해 많

은 심을 모았던 작품이다. ‘춘향뎐’의 화의상이 한복의 형 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면, ‘스캔들’의 주인공들은 보다 으로 해석된 의상으로 객의 시선을 모았던 

것으로 비교된다. 이들은 모두 고 스러운 소재나 소품들에서 통성을 고수하여 시각 인 

효과를 가미하 고,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려 했다. 두 화 의상의 차이 은 ‘춘향뎐’ 의상

들이 고증에 의해 통 복식을 그 로 사용한 반면, ‘스캔들’은 각 인물의 개성에 따라 

한 패션 컨셉을 용하여 통의상을 사용한 이다. 자의 경우에는 통의상을 고 으

로 해석하여 사용했다면, 후자는 통의상에 인 정서를 반 하 다고 할 수 있다. 

  헐리우드 아카데미 화제에서 의상상을 수상하는 화에는 시 물이 많은 것도 주목된

다.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시 물인 경우 각 시 의 역사복식을 고증하여 재 해야 함은 물

론이며 얼마나 고증이 잘 되었나에 따라 화의 사실성을 확보된다. 사실 화에서 시각

인 상이 되는 의상의 재 은 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목 을 해 역사복식에 한 

연구는 더 진 될 수 있으며, 연구된 사료들을 실제 제작해보면서 역사복식의 실체에 가까

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3) 테마 크에 복원된 통 

  산업 명 이후 국과 랑스를 심으로 한 만국박람회4)의 개최는 민족 문화에 한 세

계인의 심을 집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만국박람회는 국제사회에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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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첨단과학을 교류하는 장으로 의미가 컸다. 국제사회는 다른 나라의 신기한 문화  취향

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이국 인 취향에 한 심도 증가하 다.

  디즈니랜드5)는 표 인 놀이공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의 테마 크가 조성되어 

있다. 동화의 나라나 모험의 나라처럼 공상 인 테마를 주제로 한 공간도 있고, “작은 세계 

: It's a small world"와 같이 여러 나라의 이국 인 취향을 반 한 공간도 있다. 이러한 테마

크의 특징은 의 여가시간을 유효하게 보내게 하기 한 유흥의 목 이 있으며, 나아

가 수익의 창출을 고려한 상업 인 목 도 있다.

  하와이의 폴리네시안 빌리지나 우리나라의 용인 민속 6)의 경우는 오락뿐만 아니라 통

의 재 을 통해 한국문화의 홍보와 의 교육을 목 으로 개장된 테마 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은 인들이 과학과 첨단기술의 발달로 생기는 여가시간을 즐기는데 활용되고 

있다. 운송수단의 발달은 들의 활동 역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고 운동과 놀이문화의 

발달을 가져왔다. 

  인은 실에서 불가능한 동화나 환상의 세계를 화나 테마 크 등의 놀이문화를 통

해 경험하게 된다. 환상의 세계를 가장 잘 표 하 던 것이 화라면, 더 극 으로 과거

의 세계는 박물 에서, 미래나 모험의 세계는 테마 크에서 경험할 수 있다. 디즈니랜드를 

찾는 방문객이 1년에 1,0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입장객의 70%가 성인이라는 기록은 

매우 흥미롭다.  

  민속 이나 테마 크는 들의 통문화에 한 이해를 돕기 하여, 통유물의 수집

이나 시를 병행하고 있다. 한, 당시  생활상을 극 으로 재 하여 람자들의 호기

심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유원지의 기능도 담당한다. 시설들이나 시

품들도 박물 이 진품의 문화재만을 시하는 것과는 달리7), 테마 크의 시품은 부분 

복제품이나 모조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테마 크는 일반인들에게 과거를 간  경

험하게 하며 흥미를 고조시킨다는 에서 통을 놀이문화로 승화시킨 사례이다.

4) 1798년 리 최 의 산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1851년 런던에서 열린 만국박람회로 본격 인 박람회가 개

막되었으며 19, 20세기 만국박람회는 국가  재 의 주요형식으로 서구 도시에서 성기를 맞았다.

5) 1955년 캘리포니아에 최 로 개설된 후, 1971년 로리다주 올랜드 월트 디즈니 월드 개설, 1983년 일본 지

바  도쿄 디즈니랜드 개설, 1992년 랑스 마른느 디즈니랜드 리 개설, 2001년 캘리포니아 디즈니 캘리

포니아 어드밴쳐 개장 등 국제 인 테마 크이다. 

6) 용인 민속 은 1974년 개장하 고, 가, 민가, 각 지방에 따른 건축물, 각종 생활, 민속놀이, 민속공연을 

실연하며, 우리나라의 옛 모습을 재 하여 선조들의 삶을 재 하고 있다.

7) 박물  물건(museum piece)은 ‘진품'을 말하며 박물 이 그 진 와 가치를 검증했다는 의미에서 박물  물

건들은 권 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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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박물 과 테마 크의 특징 

구   분 박 물 테마 크 유 원 지

시품 문화재ㆍ고미술품 문화재ㆍ미술품  놀이 시설

내  용 진  품 복제품ㆍ모조품 과학기술의 참여

방  법 보존ㆍ 시 시ㆍ참여ㆍ유희 참여ㆍ유희

목   교  육 상  업 상  업
 

(4) ․문화 상품에 활용된 통

  통은 여러 디자인 분야에서 요한 아이디어 발상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지역

의 통은 다른 지역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요소가 되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나라의 정체

성을 표출하며 독창성을 지닌다는 에서 그 가치가 크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통은  

상품으로 혹은 문화상품으로 나아가 패션상품으로 개발되어 로벌 사회 소비자들의 호기심

을 자극하게 된다.    

  통이 상품으로 개발된 것은 상품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객들이 지

를 방문한 기념으로 선호하는 상품은 부분 방문 지역의 특산품이나 그 지역의 통

인 공 품이 주를 이룬다. 부분의 상품은 통 공 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상품의 개발은 그 지역의 통문화를 홍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며, 그 지

역의 통문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더구나 상품

은 객들의 문화 경험의 추억을 담고 있으므로 상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상품은 그 지역  특성을 알리는 동시에 경제 인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모든 나라는 그 지역만의 독창 인 통 공 품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

다. 국의 실크는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만들게 했던 만큼 이미 국 인 이미지가 강한 상

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바틱 제품, 로마의 유리 제품, 남미의 몰라

(mola) 제품, 미국 서부 인디언들의 태피스트리 등은 그 지역을 표하는 통공 품을 활용

한 표 인 상품들이다.

  통을 활용한 상품들은 객들 뿐만 아니라 통을 애호하는 일반인을 상으로 개발

되기도 한다. 서구의 통을 활용한 로코코풍이나 바로크풍의 디자인들은 통을 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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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 문화상품들이라 하겠다. 일본도 각 지역마다 지역 인 통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은 매우 보편화된 상태이다. 우리도 통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이 인사동을 심으

로 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상이다. 

  이러한 문화상품은 국제시장에서는 이국풍이라는 한계를 넘어 특정 국가의 독창 인 상품

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인도의 실크는 국제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의 애호를 받고, 국의 

산뚱 실크도 패션디자이 들이 애용하는 소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이

미지를 랜드화한 ‘비움(BIUM)’이 한국 승공 품을 화한 상품으로 해외 포망을 확

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제까지의 문화상품은 값싼 소재와 조악한 제작기술

로 통을 모방하는 수 이었으나, ‘비움’이 추구하는 마 은 승공 품을 제작하는 인간

문화재 의 수 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한국문화상품의 로를 개척하다는 목표

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상품은 한 나라의 문화 수 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한

다. 통한복을 활용한 생활한복의 국제화나 화를 시도하고 있는 여러 랜드들의 선

도 통한복의 문화상품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문화상품의 개발은 상품의 개발로 경제효과를 높이는 목 도 있지만, 일반 소비자와 외국

의 방문객 내지는 객에게 자국의 문화를 상품화하여 문화의 수 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

도도 강하다. 박물  (museum shop)도 소장품을 응용한 생산․ 매하며 자국의 문화를 홍

보하는 목 으로 사용하고 있다.

 

(5) 미술작품에 활용되는 통

  통은 미술 역에서도 많은 감을 제공한다. 국제 비엔날 에 출품한 작가들의 작품도 

통 소재를 사용한 보따리들을 가득 실은 트럭으로 국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통

으로 물건을 포장할 때 사용한 보자기도 독특하 지만, 보자기 안에 있음직한 물건들이 연

상시키는 갖가지 한국 여성들의 통 인 생활상은 페미니즘을 부각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

받았다.

  통한복은 고 인 여성의 상징성으로 회화작품의 화면에 극사실 으로 나타나기도 하

고, 설치미술에서는 은유의 기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작품들은 통복식의 아름다움을 

표 하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통한복을 입었던 당시 인들 혹은 한국인들의 생활상과 

사상을 표 하는 통로로 활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에 작가는 한국인으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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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던 복식을 선정하 을 뿐이며, 이들의 자료로 작가의 조형감각을 표 한 것이다. 

재는 통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작가들은 과거와 재, 혹은 미래의 역에 해 심

을 가지며 작품을 개하므로 미술작품에 통이 반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이다.

  특히 한국의 통 조각보는 섬유미술작가에게 많이 애용되고 있다. 김 순의 ‘끊없이 이

어지는 손길’은 작가가 거의 30여년 몰두해 온 작품 세계이다. 그의 작품에서 작가는 조각보

라는 통공 를 표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인 정서를 미술 으로 표출하고자 보자

기를 수용한 것이다. 작가는 조각보의 이미지 에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청포도’와 ‘진달래’ 

같은 시를 자수로 표 하여 한국 인 정서를 표출하고자 하 다. 

  일월곤륜도(日月崑崙圖)도 태피스트리(tapestry)나 회화작품의 주제로 표 되었다. 통에 표

된 조형미는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세계의 일면을 보이고 있으므로, 작가의 손과 마

음을 빌어 미술의 화면으로 옮아져 온 것으로 보인다. 

  한 통복식은 미술의상의 주제로 자주 애용되기도 한다. 일본의 이세이 미야 는 일본

의 기모노와 종이 기(Origami)를 활용한 작품으로 세계 인 심을 끈 바가 있다. 통한복

은 다른 나라 복식과 차별화되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어서 작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

로 활용되기에 합하다. 특히 패션아트 작품의 주제로 자주 애용된다. 고리 치마는 물론 

두루마기에서 시작하여 족두리나 버선, 나아가 떨잠의 떨새에 보이는 흔들리는 요소에 이르

기까지 묘사되고 활용되고 있다. 패션아트에 활용된 통복식은 작가의 조형정신을 표출하

기 해 작가의 잠재의식 속에 녹아 있던 통정신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작업에 표출된 것

으로 보인다. 한국 패션아트도 작품들이 5000년 한국 복식사에서 감을 받고 있다는 평가

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8).

  섬유미술의 주제로 색동이나 조각보와 같이 독특한 조형미를 지닌 한국의 문화유산들은 

여러 분야 작가들의 감성을 자극했음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한 분야에 나타난 조형미는 다

른 분야와도 감을 교류하므로 섬유미술의 주제로 활용된 조각보의 이미지는 미술의상의 

주제로 자주 활용되었다. 조각보 미술의상은 미술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

하는 역할을 하 고, 패션 디자인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색동도 지속 으로 미술의상 

작가들이 선호하는 주제로 애용되는 것은 색동의 색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면면히 이어지

고 있는 한국 인 미  정서 때문이다. 

8) Karen Searle(2001),“Conceptual Clothing Flourishes in Korea", [FIBERARTS], Vol.27,No.5.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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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패션디자이 들의 감으로 활용

  패션디자이 들이 발표하는 컬 션에도 통복식은 매우 요한 디자인 감으로 활용되

고 있다. 국내외 패션디자이 들의 컬 션에서는 자신들의 통복식을 활용한 디자인을 제

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지역의 통복식을 아이디어의 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

다. 일본 출신 디자이 인 다카다 조(Takada Kenzo)는 이집트의 통복식을 활용한 디자인

을 제안하여 길을 끌었다9). 그는 유연한 주름의 드 드 스에 이집트 스타일의 머리 모

양과 액세서리로 이집트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제안하 다. 마리아노 퍼튜니(Mariano 

Fortuny)10)나 마담 그 (Madame Grès)도 그리스의 신 이나 여성복을 드 스로 해석한 작품

을 제안하여 자신들의 트 이드 마크가 되었다11).

  베르사체(Versace)는 그리스와 로마의 문양을 활용한 패턴디자인을 개발하 으며, 패션 아

이템의 서페이스 디자인으로 사용한 독창 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12). 

  펑크 패션의 창시자로 알려진 국의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국 스코

틀랜드 지역의 통 소재인 타탄체크를 담하게 사용하여 주목을 받았다. 비비안 웨스트우

드는 국뿐만 아니라 리 컬 션에서도 인 이미지의 담한 디자인을 개하면서도 

국의 통문양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의 활용이 진부한 이미지

를 양산하기 쉽다는 선입견을 타 했다는 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버

버리사의 타탄체크, 블루체크 등도 통 인 타탄체크를  패션 랜드로 개발하여 국제

인 명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 디자이 들이 해외 컬 션에 참가하면서 독창 인 디자인으로 한국 통복식을 활용

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한국 인 특징을 지닌 패션디자인은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정

체성을 나타내는데 용이하므로, 해외 컬 션에 참가한 부분의 패션디자이 들은 한국 인 

특징을 직 으로 혹은 은유 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복의 형태  특징을 표 하거나, 한복의 선이나 옷고름과 같은 디테일을 활용한 경우도 

있다. 한복에 활용된 문 문양을 직물의 문양으로 새롭게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한지 문양

을 표 한 소재를 사용하는 등 통소재를 패션과 목시키는 시도를 하 다13). 통한복인 

 9) Georgina O'Hara(1986),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New York：Harry N. Abrams, p.119.

10) Guillermo de Osma(1980), [The Life and work of Mariano Fortuny], London：Aurum Press Limited, p.108.

11) Francois Baudot(1999),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New York：Universe Publishing, p.117.

12) Gianni Versace, Omar Calabrese(1992),[Versace signitures],Rome：Leonardo De Luca Edition srl, pp.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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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옷에 시문된 자수문양은 패션디자이 들에게 애용되는 상이다. 이 문양의 이미지를 차

용한 여러 가지 문양을 진(Jean)에 자수하여 와 통의 교류를 꾀하기도 하 다.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패션디자인에 표 하는 작업으로는 한복 고리와 치마의 비례를 활용하

거나 한복의 색채를 용하는 등으로 나타난다. 유아스러운 분 기로 통을 해석하여 천연

스러운 순수함을 표 하기도 한다. 

  통복식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한 사회 인 문화이므로 풍부한 통복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행운이다. 통을 부인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모색했던 모더니즘에 

한 반향으로 다시 통을 수용하고 조화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 다. 이것은 통

복식을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미래 복식문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은 세계 인 패션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지만, 통복식문화가 무한 상황에서 많은 

혼돈을 겪은 바 있다. 일 이 OEM 방식의 패션체계가 정착하 었고, 국에 수용된 뒤에도 

홍콩의 독자 인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패션 문가들은 홍콩 고유의 아

이덴티티 부재로 인한 홍콩 패션의 한계에 하여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국령이 된 

지 100년 만에 국에 반환된 홍콩은 100년이라는 세월동안 국의 통은 거의 잊어버렸고, 

오랫동안 동화되었던 국문화에 익숙해져 왔지만, 그 다고 국 문화도 홍콩 문화는 아니

라는 설명이었다.

  이 듯 통복식은 패션디자이 들에게 훌륭한 디자인 감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통 

복식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이제는 특정 지역의 통복식문화가 그 지역 

출신 디자이 들에게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출신의 디자이 들에게도 각자의 디자

인 의도에 따라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문화권의 통복식은 그 문화만의 문

제가 아니라, 국제 인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자각해야 된다. 

(7) 미래의 안으로 제시되는 통

  재 국제 으로 통용되고 있는 패션의 기본 양식은 거의 200여년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 

패션은 시 를 반 하며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므로  패션은 이미 그 변화의 여정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패션이 주로 모더니즘에 입각한 디자인의 양식을 구사하는 한편, 사

13) 조효숙(1999), [ 통복식의  활용연구], 서울：산업자원부,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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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디지털 시 를 한 새로운 양식의 패션디자인은 통 인 디자인 원리나 요소에 충실

한 패션을 월한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14)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 패션은 이미 그 모습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 있으나 아직 실체가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술이나 문화 분야에서, 구체 으로는 화나 패션, 애니메이션, 게임, 미술작가들

의 작품 속에 나타나 있다. 즉, 새로운 시 에 합한 양식을 추구하며 개되고 있는 미래 

패션은 미래 공상과학 화나 신  디자이 들의 컬 션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들의 작업

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상은 미래의상의 안으로 동양풍의 패션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다. 

  표 인 미래 공상과학 화인 ‘스타워즈’, ‘바이센테니얼 맨’, ‘매트릭스 시리즈’ 등에 등

장하는 출연진들은 미래의 세계를 표 하기 해 미래 인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이 의상

들은 직령의 앞여 을 특징으로 하며 허리에 띠를 착용하는 평면 인 동양풍 의상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동양풍 의상은 인체에 맞게 입체 으로 재단된 패션과는 달리 

미래의상의 안으로 채택되고 있다. 화의 미래의상들이 동양 통복식에서 많은 아이디

어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은 동양풍 의상이 서양인들의 시각에는 새롭게 보이기 때문이며, 

 다른 명분으로는 새로운 유형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통이라는 창고에 쌓여있는 복식문

화를 참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세계를 주 무 로 개되는 게임과 아바타,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패션도 신비로

워 보이는 동양풍의 의상에서 디자인 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비

실 세계인 동화와 환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므로 이에 합한 의상 디자인이 요구됨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3F(feeing, female, fantasy)의 시 로 회자되는 21세기는 환상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 포터 시리즈’와 같은 화가 인간의 환상 세계

를 표 하며 성행되고, 인간의 한계를 월하는 극 인 환상 스토리들이 애니메이션으로 표

되어 속도로 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타지의 세계와 분 기를 조성하기 해 연출이

나 감독들도 비일상 이며 환상 인 소품과 복식을 모색하다 보니 동양 복식에서 그 아이디

어를 차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패션 컬 션에도 21세기를 후하여 미래 인 디자인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패션디자인에 

과학과 기술을 용하거나15) 자연과 환경친화 인 디자인을 제안하는 등 디자이 의 패션 

14) Gabriele Fahr-Becker(1995), [Wiener Werkstaette 1903-1932], Germany：Taschen, p.109.

15) 후세인 샬라얀의 동력드 스는 의상에 동력을 가미하여 움직이는 의상을 선보 고, 패션에 지능성을 첨

가한 웨어러블 컴퓨터는 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분야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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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 따라 패션디자인의 범 는 매우 범 하다. 특히 신  디자이 들은 새로운 양식의 

미래 패션의 안으로 기존의 형을 해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복구성의 기본인 길이

나 칼라, 소매 커 스 등의 디테일들이 해체되고 있으며,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합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기존의 양복풍 스타일과  다른 유형의 패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직령의 깃이 부착된 동양풍 의상을 수용하고 여기에 소재와 디테일 등을 새롭게 

해석하여 개기도 한다16).

  통복식이 미래 패션의 안으로 실험되고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패션분야에서는 

동양풍의 통복식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다. 역사복식을 단순한 재 이나 디자인 감

에 활용하는 수 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극 인 자세로 새로운 유형의 미래복식을 

모색하기 해 통복식을 연구하고 수용하고 있는 으로 보인다.  

3. 전통 복식의 현대화 사례 

  통복식의 화 사례는 여러 방법으로 개되고 있다. 즉, 복으로 애용되고 있는 고

인 통복식, 일상생활의 편리함이 고려된 생활한복, 디자인 발상의 감으로 활용된 패

션디자인 분야 등에서 화가 개되고 있다. 통 복식이 각 분야별로 단계 으로 나타나

고 있는 화의 방법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통복식의 원형을 모방하는 방법, 통복식

의 미 특징을 활용하는 방법, 통복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원형의 모방 

  통복식의 원형에 충실하면서 길이나 세부의 변화를 주어 실용성을 높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부분의 생활한복은 통한복을 원형으로 하면서 길이나 세부 디테일, 색채 등

의 변화를 통해 원형을 모방하는 수 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개화기에 등장했던 개량한복

16) Veerle Windels(2001), [Young Belgian Fashion Design], Amsterdam：Ludion, pp. 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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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패션디자인에 보이는 도포형 오버 코트는 통복식의 원형을 모방한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통복식의 양식이나 소재, 색채 등을 그 로 수용하는 신, 의복

의 길이나 옷고름이나 단추 등 복식의 디테일을 수정하는 정도로 원형을 그 로 모방하고 

있다. 

  원형을 모방하는 작품이 많이 등장하는 분야는 패션디자인 공모 에 출품하는 패션디자인 

작품과 해외 패션컬 션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표 하고자 하는 패션디자이 들의 작품에서 

많이 발견된다. 특히, 한민국패션 의 기에 출품했던 작품들은 한국의 정체성을 표

하기 해 통한복을 많이 활용하 다. 한복 고리와 치마 형태의 표 , 바지와 고리를 

그 로 모방하거나 약간 변형하는 수 이 많았다17). 기에는 통한복의 유형과 거의 유사

하거나 한복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작품으로 출품하 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단순 모방을 

지향하는 디자인은 감소되고 있다.

  작품의 술 인 측면을 고조시킨 패션아트(fashion art) 분야에서도 통복식의 원형을 그

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2) 미 특징의 활용 

  통복식에 나타난 미  특징의 활용은 복식의 조형 요소들을 심 으로 활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통복식의 화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방법이다. 통복식의 미  특징은 

여러 가지라 할 수 있다. 통복식의 형태에서 보이는 풍성한 형태감이나, 곡선 인 실루엣

의 선, 깃이나 도련, 배래에 표 된 곡선 등은  패션디자인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요소

이다. 댕기나 노리개, 족두리나 떨잠 등 복식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흔들리고 떨리는 시각

인 특성들도 패션디자인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옷고름이나 도포 끈과 같은 여러 가지 끈

들도 여 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특히 끈은 오리엔탈리

즘 패션이 부각될 때 범 하게 활용되었다.  

  통복식에 사용된 색채의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도 미  특징을 활용한 사례이다. 복식에 

활용된 통색채의 특징은 원색 비를 활용한 화려한 색상 비와 흑색과 백색을 비시킨 

명도 비를 들 수 있다. 색상 비로는 황의청상이나 녹의홍상과 같이 보색을 비시키는 경

17) ’83/’89 [ 한민국 섬유패션디자인 경진 회 작품집](1990), 서울：한국섬유산업연합회,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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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았고, 외의(外衣)와 내의(內衣)의 색으로도 보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흑백 비

는 한국인의 피부색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채 비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남색치마와 

옥색 고리와 같이 명도 비를 활용하여 통복식의 단아한 이미지를 표출하기도 한다.

  장식문양도 통복식의 미  특징으로 지 된다. 통복식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문양들이

나 벽화나 병풍과 같은 통문화에 활용되었던 문양을 화하여 패션디자인에 활용한 사

례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패션디자인에서 문양이라는 조형요소에 통을 활용했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 고구려 벽화 문양도 린트한 소재로 개발하여 한국  정체성을 화시

키고 국제화시키는 컬 션에 발표된 바가 있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유기 이며 자유분방

한 선은 소재의 장식공간에 유려한 동력으로 작용하여 패션디자인의 조형성에 기여하게 하

다. 일월곤륜도에 나타난 문양도 패션디자인의 표면에 활용하여 통 인 특징이 강한 디

자인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소재도 복식의 미 특징의 하나로 인식될 만큼 패션디자인의 조형요소로 요시되고 있

다. 통복식의 미 특징이 되는 한국 인 소재도 기존 패션디자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가

장 좋은 조형요소의 하나이다. 통 소재인 명주나 비단, 모시나 마 등의 소재를 한국 인 

이미지의 디자인에 많이 애용되는 소재이다. 이들은 무나 한국 이고 토속 이므로 

인 디자인에 합하다고 하기 보다는 특이하고 통 인 이미지의 디자인에 합하다.  

  그 외에 통복식의 디테일이나 제기법 등도 통복식의 미  특징의 하나로 주목되었

던 요소이다. 이들을 활용한  디자인은 새로운 의미로 시선을 주목시키기도 한다. 비

나 상침과 같은 제기법도 미니멀리즘을 표방하는 단순한 패션디자인에 흥미를 부여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3) 미 정서의 표출 

  미  정서는 복식에 내재된 비시각 인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공감하는 감정을 어떻게 표

하는가에 한 문제이다. 이 단계는 통복식의 외형 인 특징을 활용하기 보다는 그 안

에 내재하는 미  가치를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각 인 특징은 볼 수 있으

므로 어느 정도는 객 일 수 있지만, 아름다움에 한 가치를 표출하기 해서는 많은 아

름다움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통 인 한국의 아름다움도 많은 경험을 축

한 후에 그 실체를 향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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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 들이 처음에는 통 인 아름다움을 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원형을 모방

하고, 그 후에는 미  특징을 활용하는 방법을 응용하 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면 더 한국

인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가장 자기다운 것이 한국 인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경우가 많다. 즉, 한국 인 미  가치를 이해하고 표출하고

자 하는 단계는 한국 인 정서를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  미  정

서를 표출한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한국 인 통성을 발견하고 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  정서는 한국인이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고, 

자연스럽게 발 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생각은 회화를 비롯한 미술 분야에서 한국 

 작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한국  미학의 세계와 같은 맥락에서 표 되고 있다.  

   한문을 활용한 의상디자인이나 갈옷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은 한국 인 이미지가 강한 한

국 인 소재 덕분에 자연스럽게 한국 인 정서를 표출하기 수월하다. 이는 고 인 연극의 

내용은 그냥 두고 배경을 로 옮겨온 연극과 일맥상통한다. 고 인 작품일지라도 배경

을 로 이동시키고 배우의 의상도 양복을 심으로 화시킬 때 람자들의 공감을 자

아내기 수월하고 연극의 사실감(reality)을 높이기도 수월하다. 

  국의 치 오(褀袍)는 완벽한 형태미와 부피감을 표 한다. 표면을 가득 채운 란한 문

양은 표면을 평면 으로 보이게 하므로 인체의 실루엣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인체의 선

에 꼭 맞게 재단된 치 오는 인 원피스 드 스형과 유사하여  패션디자인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국인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국가 인 정체성을 표 하고자 하는 의례복

이나 야외복으로 애용되고 있다.

  일본의 이세이 미야 , 요지 야마모도, 하나에 모리 등도 일본의 아름다움을 으로 

표 하고 있다. 하나에 모리가 일본의 통 인 시(詩)를 흑백의 붓 씨를 사용하여 쉬폰에 

린트한 무채색의 드 스는 일본의 제된 색채미의 진수를 보여주는 듯하다. 동양의 선사

상을 시각 으로 표 하는 듯 무채색의 제된 아름다움을 보이는 드 스는 같은 문양이 있

는 쉬폰 소재를 두 겹으로 사용하여 착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문양이 겹쳐지거나 어 나는 

등의 모습으로 시각 인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정 동의 움직임을 암시한다. 

  비비안 탐의 모택동 린트의 셔츠는 앤디 워홀의 작품인 메릴린 몬로나 입생로랑의 작

품과 같이 국의 표 인 인물인 모택동의 인물사진을 패러디하여 모던하게 해석하여 주

목을 받았다. 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패션디자인에 과감하게 표 한 것도 신선했지만, 

활용하는 방법도 국제 으로 친근하게 여겨지는 팝아트의 표 기법을 동원한  한 국제 

사회의 심을 끄는데 크게 기여하 다. 한 이러한 소재를 활용한 패션품목도 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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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디자인이 아니라 기본 인 유형의 일반 인 티셔츠를 선정하여 국제사회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애용할 수 있게 제안하 다. 

  이러한 디자인은 지 까지 권 주의의 산물로 존경받던 상을 상업주의의 소재로 하락시

키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월드컵 경기 때 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태

극기 패션처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과거의 

엄숙하고 근엄했던 상들, 즉 권력의 심에 있던 정치인이나 성직자 등의 상징들이 

들 사이로 내려와서 일상화되는 상은 포스트모더니즘 시 를 지나면서 기존의 가치에 

한 해체 상의 결과  하나로 보인다. 이것은 많은 사회의 변화 즉, 다양한 권력의 부침, 

가치 있는 덕목의 복, 인생의 유한함 등과 같은 인생의 허무함에 한 생각과 감정을 유

머러스하게 표 된 사례라 하겠다. 

  그러므로 통복식미의 계승이나  응용은 세계인의 보편  취향에 어울릴 수 있어

야 하므로, 무 한국 이어서 토속 인 표 은 지양하고 국제 인 공감 를 형성할 수 있

는 해석과 표 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며, 이는 역사  발  속에서 형성되어 온 보편 인 힘을 발휘하는 미  

가치를 바탕으로 창조된 혹은 재생산된 미  특징을 지칭하며, 이로부터 느껴지는 분 기, 

연상, 심상, 감각 등의 총제 인 개념을 함축한다18).

4. 전통 복식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제언  

(1) 통복식 원형의 발굴과 보존 

  통복식의 화를 해서는 우선 통복식의 원형에 한 이해를 정확하고 심도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재 실물과 기록으로 연구된 한국 통복식의 내용은 시 에 걸친 복

식의 원형을 악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제까지 구체 으로 밝 진 한국 통 복식은 

18) 김민자(2001), “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한국  이미지의 계승과 발  방안”, [한국복식문화2000년 세미

나], 서울：문화 부,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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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  후기에 집 되어 있고, 출토복식의 수습을 통해 조선 기의 복식이 발굴되고 있

을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복식의 연구는 문헌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인 국가의 유물이나 

문헌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특정 시 의 복식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경우

도 많다. 그러므로 통복식의 발굴과 보 은 통의 화뿐만 아니라 학문 인 체계화를 

해서도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재 한국 통복식이 화에 활용되는 경우도 부분 조선시  후기의 복식

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은 디자이 나 작가들이 부분 조선시  복식에 

한 자료는 비교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시 의 복식

에 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으로 개발된 디자인들은 제한

인 이미지로 단조롭고 지루해 보이는 단 을 가지게 된다. 복식 자료의 원형이 풍부할 경우

에는 이들을 활용한 화의 사례들도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은 무나 당연하다.   

  그러므로 통의 화하기 해서도 통복식의 원형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물이나 도로, 주택이나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은 다시 만들 수도 있지만, 통문화

는 한번 단 되고 인멸되면 원히 되돌릴 수 없는 귀 한 역사  국민  유산이기에 더욱 

요시되고 발굴되어야 한다. 

  통의 원형들을 더 극 으로 수집하고 체계화시켜서 락된 시 복식이나 품목들에 

한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에서 출토복식에 한 연구는 락된 시 복식이나 품목

들을 보완하는데 기여한다는 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수행된 출토복식의 

연구로 많은 복식의 원형들이 복원되었으며, 박물  소장품의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하게 보

충하는데도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특정시  복식에 한 연구는 단순히 복식만을 연

구하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문화를 음

미하고 감상했던 당시 인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통복식에 한 

연구는 복식이라는 상을 통해 시 를 월하며 수되는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에서 의

미가 깊다.  

  통복식을 보 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 통복식 유물을 보 하고 시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박물 의 경우에도 어떤 품목을 수장하고 있는가는 그 기 을 평가하는 요한 기

이 된다. 즉, 박물 에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축 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박물 의 품격이 결정된다. 랑스의 루부르 박물 은 수많은 걸작들을 수장하고 있지만 

‘모나리자의 미소’로 더욱 유명하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 이 정기 으로 복식 시회

를 개최하여 패션분야의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특정 유물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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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복식 박물 으로 특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표 인 유물을 소장하여 특화시키기 해서는 통복식 원형을 수집하고 보존

하여 차별화된 박물 의 상을 지니는 것이 무척 요하다. 석주선기념박물 이 복식박물

으로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통복식이라는 품목을 집 으로 수집하고 

연구하고 복원하면서 외롭게 한 길을 걸어온 연구자와 박물  당국의 지속 인 노력의 결과

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통복식 원형의 발굴과 보존은 소장기 을 특화시키

는 동시에  활용과 용을 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통복식의 고증과 복원

  복식 연구는 복식의 고증에서 시작되었다. 시 인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시 의 

복식을 착용해야 했으므로, 해당 시 복식을 디자인하기 해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

식사의 체계가 수립되게 되었다. 복식의 고증은 락된 시  복식을 발굴할 수 있으며, 나

아가 복식사 연구나 통복식미의  활용에도 당연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통복식의 고증은 시 극이나 화 등의 공연의상이나, 조각이나 회화의 등장인물들의 

복식 표 을 해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 문헌에 기록된 복식을 연구할 때, 문헌만으로는 

그 실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복식을 복원해 보면 문헌에 

의존한 복식연구를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국복식학회가 개최하는 KOSCO 의상 의 

고증복식 부분은 문헌과 기록으로 연구한 학문 인 내용을 심사와 시 과정을 통해 여러 

문가들의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검증된 복식들은 한국복식사에서 락되었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복식을 소개한다는 에서 한국복식사의 발 에 기여를 하게 되며, 통

복식의 화에도 아이디어의 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복식의 고증작업은 술분야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 즉 통문화를 소재로 하는 연

극, 화, 오페라, 뮤지컬, 드라마, 음악 등 공연 술에서는 해당 시 의 통을 재 하기 

해 통복식의 고증이 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공원이나 특정 장소에 기념으로 세운 인

물 조각도 해당시 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을 감안할 때 고증의 역은  더 확

된다. 기념비 으로 제작되는 벽화에도 많은 등장인물들이 묘사된다. 이들은 추상 으로 표

되지 않는 한, 부분 사실 으로 표 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들은 부분 유화나 동양화 

기법으로 표 되는데,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도 고증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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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한 옥외에서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시 복식에 한 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도 하므로 공 인 작품을 한 고증작업은 필수 이다.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 해도 

복식의 사실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작품의 완성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술분

야의 복식 고증이나 복식 자문은 통복식을 제 로 알린다는 에서 그 의의가 크다.  

  통복식의 복원은 원형의 발굴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다. 복원 작업은 많은 연구를 수행

해야 하는 작업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통복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시

를 패러디하는 화나 연극의 경우에는 연출자의 작품철학에 따라 통복식을 완벽하게 

복원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무리 고증을 거친 작품이라 해도 제작 년 의 시  

조형미가 가미되기 마련이다. 인기가 높았던 TV 드라마나 화의 주인공들이 착용했던 의상

들은 아무리 고증을 거쳐서 복원된 복식이라 하더라도 작품의 컨셉과 당시 의 유행경향을 

반 하므로 재창조된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복식들은 많은 사람들의 심을 주목시키는 

가운데 통복식의 아름다움에 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통복식의 변확

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3) 화 방법의 다양화 

  통복식의 디자인을 화하여 한국  정체성을 가진 창의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세계화, 자유무역개방 시 의 조류에 필수 인 작업이다. 더욱이 지 처럼 수출 증 를 

한 디자인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통의 화는 실한 과제이다. 그 동안 

묻  있던 통복식의 미를 재인식하고 세계화시키는 작업이 체계 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19).

  통복식을 화하기 해서는 기존의 방법을 뛰어 넘을 정도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야 한다. 미국이나 국 등 해외 시장에서 매될 수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지닌 통 이

면서 국제 인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도나 태국의 경우에

는 그 지역의 공 품을 상품화하여 해외 시장에서 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상품들

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인사동을 심으로 문화상품을 개

발하는 정 인 움직임이 있으나, 상품들이 부분 무 토속 이고 획일 이어서 국제

19) 조효숙(외),“ 통 복식의  활용 연구(결과보고서)”,서울:산업자원부,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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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호응을 얻기에 미흡한 것이 실이다.

  그러므로 통복식의 화작업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통미의 화 

작업은 패션디자이 나 박물 , 생활한복 디자이 들이 모두 심을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자칫 통의 상업화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이 과 가까이 하여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매체와 통의 만남을 통한 통의 화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를 들어, 화

를 제작할 때 미리 홍보물과 문화상품을 함께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디즈니 화사에서 만

든 만화 화들은 만화와 화에만 그치지 않고, 디즈니랜드를 건설하여 람객들을 모아서 

화 속의 주인공들을 상품화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매트릭스와 같이 기획된 화

들의 경우 부분은 화 스토리 개에 따라 문화상품을 미리 개발하여 매하는 것은 이

미 상식이 되어 버렸다. 소비자들도 이제 공연을 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공연의 감동

을 오래 간직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사진을 거나 기념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통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박물 의 참여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세계 인 박물 에

는 박물  상 (museum shop)을 개설하고 소장 유물의 복원품이나 유물을 활용한 생활 공

품을 제작하여 매하고 있다. 이것은 박물 을 방문한 기념품이나 그 곳을 추억하는 증거

물이 되므로 소품 주의 품격 있는 상품의 개발이 장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박물 의 상품 

개발은 박물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을 월하여,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되

돌려 주는 동시에 박물 을 알리는 홍보의 기회도 되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박물 도 개발된 문화상품이나 가격도 상당히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은 각 박물 은 각 박물 의 개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이 강하다. 

를 들어 서울의 박물 이나 경주, 제주도의 박물 이나 지에서 매하는 수집가(collector)

용 기념 티스푼 디자인은 모두 같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같은 디자인에 자만 다르게 새

겨져 있는 디자인이 많으므로 가 기념으로 여러 곳의 티스푼을 수집하고 그 기념품을 음

미하며 추억하고 싶겠는가.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  이미지의 패션상품이라면 

여성복만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외에 남성복, 아동복, 니트, 스포츠웨어, 구두, 운동화, 

스카 , 양말, 액세서리, 핸드백, 이 닝웨어, 웨딩드 스 등 다양한 아이템에도 한국 인 이

미지를 용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상품의 가치에 심을 갖고 미  특징과 랜드 이미지의 개발을 한 디자인을 연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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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국제 패션 트랜드를 반 한 한국  이미지의 패션상품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

는 이미 1993년 12월 UR 상타결과 더불어 자유무역의 범세계화를 선포하 다. 상업의 유

형은 통제에서 자율, 보호에서 경쟁, 폐쇄에서 개방으로 속히 화되었고, 제품을 는 시

에서 상품을 는 시 를 거쳐, 이제는 창의 이고 독자 인 고유 가치만이 이 무한경쟁

시 의 기업이나 문화의 주요한 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우리 것만의 독자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컨 , 고유한 문화의 정체감이 뚜렷한 품격 높은 문화상

품개발뿐 아니라, 동시에 세계 인 문화를 극 흡수하여 세계인들의 취향에 어울리는 문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야말로 신문화의 코드로서 퓨 (fusion)문화인 

것이다. 우리의 독자 인 문화정체성과 세계의 보편 인 문화 트랜드와 융합을 의미한다. 

즉, 종래에는 국제 패션 트랜드와는 무 하게 한국미의 계승만을 주장하여 왔으나, 이제는 

세계 패션 트랜드를 정확히 악한 한국  이미지의 패션디자인 개발이 시 하다.

  다양한 패션디자인의 이미지가 있듯이, 다양한 이미지의 한국  패션상품 개발도 필요하

다. 세계 패션상품은 재 다양한 랜드 이미지로 의 다문화 상에 응하고 있다.  

미니멀리즘에서 추구하고 있는 순수성, 팝 아트에서 추구하고 있는 골계미와 유희성, 그리

고 반기계주의에 응하는 자연환경친화에 뿌리를 둔 자연미, 섬세한 감성을 시하는 우아

미,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성과 감성의 갈등에서 자아내는 숭고미 

등은 음양의 조화에서 이미 경험하여 왔던 우리 문화의 미  범주와 상통한다. 그러므로 한

국미의  활용은 통의 계승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욱 창의 인 감각으로 다양

한 한국  이미지의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종래의 표피 인 미  특징의 응용으

로 한국미의 계승을 지양하고, 농익은 한국혼의 정형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이미지의 개

발에 노력해야 한다20).

(4) 미래지향 인 인재의 양성 

  차세  인재는 다른 어떠한 자산보다도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 필수 이다. 

패션은 이미 사치성이 아니며 한 민족의 정신과 자생력을 표출하는 문화의 한 장르로서 패

션산업이 국가경제활동의 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패션 트랜드의 수용이 뉴욕보

20) 김민자,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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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빠르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 그만큼 세계 문화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최근 수입 랜드의 증가는 그만큼 우리 국민이 세계 문화에 하여 극 인 흡수력이 있다

는 증거이다. 이는 국민의 안목이 높아지는데 기여하는 정 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자국 

내에서 패션의 생산과 매의 자생력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단기간의 

이익에만 치 하지 않고, 훗날을 한 패션 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투자하여야 한다21) 

  통복식의 화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 인 인재는 국내는 물론 해외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도 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며,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 통 복식미라든가 해외 시장에 소구력을 지닌 한국  이

미지의 패션상품 개발을 담당하기 해서는 해외의 인재의 도움이 으로 필요하다. 더

구나 웹(web)과 로벌 시 에 부분의 활동무 가 국제로 혹은 가상 실(virtual reality) 공

간으로 이동해 가는 시 에서 한국인 인재만 육성하는 편견을 기해야 한다. 은 인재들

이 성장했을 때 활동하는 무 는 같은 공간이 될 것이며, 이들의 인간 계(human network)는 

미래 국제 패션분야의 주도 인 역할을 하는데 필수 일 것으로 단된다. 

  랑스의 패션디자이 인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일본 기업의 후원으로 패션계

에 입문하 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일본 기업의 재정 인 후원을 입은 바 있다. 30여년이 

흐른 후 그는 세계 패션디자인 분야에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하는 디자이 로 성장하 고, 

그의 컬 션은 늘 매우 이며 창의 이어서 많은 디자이 들과 스의 심을 끌어 

왔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의 패션디자인인데, 디자인의 감이나 주제를 일본에서 많

이 차용해 오는 이다. 그의 디자인이 신비스러워 보이고 독창 으로 보이는 뒷면에는 일

본문화가 잠복해 있고 일본 인 요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장폴 고티에의 

독창성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국제 사회의 소비자들에게 무의식 으로 일본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을 감안할 때 우리것만이 

가장 우수하다는 국수주의  을 월한 국제  안목의 인재의 육성의 필요성과 함께, 

외국 출신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고유한 한국  이미지의 홍보와 마

  문화는 국가의 경쟁력이며 훌륭한 통복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창 인 패션문화

21)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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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척도이다. 조선이 외국 선박회사들에게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한국 화폐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역사 으로 우수하 음을 강조하

여 해외 바이어들의 마음을 움직 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는 역사와 통으로 축 된 노

하우가 재 문화의 수 을 추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독창 이고 수  높은 통복식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패션디자인의 

창의성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지닌 이러한 문화 인 장 도 정

인 방법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효과 으로 우리 고유의 

한국  이미지를 홍보하고 어떠한 마 을 펼치는가는 이제 국제 인 경쟁력의 자본이 되

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으로 하나가 된 로벌 사회에서 통복식의 국제 인 홍보는 한국패션문

화를 홍보하는 필수 인 사안이다. 한 획일화되어 가는 세계화 시 에는 온 세계는 지구

으로 한 이웃이 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한 에 할 수 있는 세계문화의 

시 가 될수록 우리 통문화의 국제  선 , 외국인에 한 홍보를 통한 세계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이는 우리 문화를 통한 국  선양뿐 아니라, 객 유치, 상품의 매

를 통한 외화 획득과, 이에 수반되는 련 산업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하기 때문이다. 통문화와 나아가 통복식문화에 을 두는 정책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22). 

  한복사랑운동본부23)를 수립하여 한복의 활성화와 화를 주도하며 통복식문화를 계승

하고, 기술, 품질, 디자인 등의 차원에서 더 높은 수 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

서 과감하게 기획하고 후원해 주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통복식문화

에 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고 통복식이 일부 공자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통복식이  한국 사회에서는 의례

복이나 특수한 경우에만 입는 특수복으로 착용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할 기회가 다고 

하여도, 인생을 살면서 치르는 통과의례에는 구나 통복식을 착용하는 경험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통복식문화에 한 극 이고 정 인 측면에서 홍보 략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 

  이는 한복이 통복식이며 재를 사는 인들과는 거리가 있다는 고정 념이 있다는 

22) 인동환(2003), p.56.

23) 1997년 12월 문화 부가 기획한 기구로 재는 한국복식학회, 한복학회, 한의상 회가 심이 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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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동안 통복식분야가 무 고 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복

식은 구식이며 화에 역행하는 복식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

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정 념을 탈피하고 통복식은 우리의 문화이며 우리 생활양식의 일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해야 할 것이다. 

  통복식의 화는 생활한복을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패션디자인의 감으로 활

용하여 서울은 물론 리, 뉴욕, 라노, 동경 등 국제 패션컬 션을 통해서도 한국  이미

지를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패션 컬 션을 통한 한국  이미지 패

션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되는 한국문화의 홍보를 담당한다면, 뮤지컬 ‘명성황후’나 

발  ‘심청 ’의 해외 공연이나 패션아트의 해외 시회 등을 통한 반간 인 홍보활동도 

극 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어느 분야도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 보다는 뮤지컬, 발 , 오페

라, 미술제, 음악회 등과 같이 여러 매체의 동은 상호 시 지 효과를 창출하여 한국 통

문화에 한 홍보 결과를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6) 통복식문화 교육의 활성화

  일반 국민이나 특히 은 세 들에 한 통복식의 교육 , 계몽  차원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도 요하다. 날로 서구문화에 동화되면서 통문화와 멀어져 가고 있는 인들에게 

통복식과 복식문화를 알리기 한 원 하고도 치 한 계획과 책을 세우기 해서는 교

육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통복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보유자들을 집 으로 양상하기 한 교육은 물론, 어

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 한 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하기 한 사업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서는 각  학교 교과의 편성, 교육 자료의 확보, 견학과 실연을 통한 체험

학습, 유능한 지도교사의 양성 등이 필수 이다. 통복식에 한 강좌를 확 하고 강의시

간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것을 제 로 이해한 후에라야 국제사회의 외래문화에 

한 이해도 높아지고 나아가 여러 문화 상에 한 객 인 태도와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장래 문화 창조의 주인공이 될 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자 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교유과정의 개발, 통복식문화 교육의 확

하여 통 술의 화와  승을 한 기반을 확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복식



- 32 -

문화교육이 술  소양을 강화하는 문화교육으로 개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비록 지리 으로 토는 아주 좁고, 인구도 그다지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문화  정신  

토는 비교  넓기 때문에 통복식문화에 한 교육을 통해 우리의 정신  삶을 고결하게 

연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일제 식

민 상태의 한국인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며 던져주었던 한국은 동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말

을 인식하고 실 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기 한다24).

  통문화와 외래문화를 조화시켜 창조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안목과 이를 한 진지한 

교육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 커다란 빛이 되었던 유수한 문화는 

다른 문화와의 교류과정을 통해 성숙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의 해외 발신능력

을 획기 으로 증 할 수 있는 교환교수 제도, 교환학생 제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통복식 문가를 양성하면서 그들과 국내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 교류 력 등을 통한 연계

망도 강화해야 한다. 

  매스컴의 력이 강화되고 있는 에 매스컴을 활용하여 문화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도 요구된다. 국제화 사회의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한국 매스컴의 

교육 로그램은 반 으로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각종 매체의 내용에서도 문화부분

에 한 구성은 매우 미비하며 더욱이 통복식문화에 한 내용은 명 을 즈음하여 통복

식에 한 안내 정도로 보도되고 있을 뿐이다. 구체 인 내용도 무 편향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다양하고 풍부한 통복식 문화에 한 정확한 내용을 하기는 매우 한정 이다. 

그러므로 매스컴에 합한 통복식문화에 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극 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7) 인 분야와의 공동작업의 시도  

  를 정의할 때 필요한 용어는 무수히 많다. 포스트모더니즘, 네오모더니즘, 수퍼모더니

즘, 사이버리즘 등으로 정의하며  문화와 술 상들을 해석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사회를 가장 특징 으로 고찰한다면, 다원주의, 충주의, 첨단주의 등의 상들이 발견

된다. 기존의 사회가 획일 이고 단순했다면, 재와 미래는 다양화, 복잡화의 상을 보이

24) 김장실(2001), “세계화시 에서의 한국의 문화 정체성 향상 방안” 서울：[문화정책논총] 제13집,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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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될 것이다. 의사표 이나 각종 로그램의 개도 오 라인(off line)을 심으로 한 

방향으로 개되었다면, 미래에는 인터넷이라는 온라인(on line)을 통해 여러 행로로 여러 분

야의 참견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기존의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

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기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통복식의 

화라는 과제는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요하다. 

그러므로 통복식문화의 계승과 화를 해서는 더욱 다양화한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하며,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인 분야와의 공동작업 내지는 동작업일 것

이다. 즉 독자 으로 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인 분야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새

로운 시각을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의 한국 련 연구, 교육기 에 하

여 재정, 자료와 인력,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환 교수제, 교환학생

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한국학 문가를 양성하면서 그들과 국내학자들 간의 공동연

구, 교류 력들을 통한 연계망도 강화해야 한다. 

  형 인 박물 인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 은 이미 통유물과 작품들 나아가  

패션디자이 들의 작품까지 수집ㆍ 시하고 있다. 앞서 언 했듯이 교토박물 에서 최근 개

최된 ‘스타워즈 에피소드 ’은 화 ’스타워즈 에피소드‘에 사용되었던 복식은 물론 각종 소

품과 상을 함께 시하여 많은 반향을 얻었다. 이러한 작업은 통 이며 고 인 박물

이 최첨단 화를 수용하므로 일반인들에게 친근하게 느끼게 다가가고 시도로 보인다. 

람객들은 박물 에서 문화유산만을 하다 최신의 정보를 하면 신선한 느낌을 받았으며, 

람객들도 통 인 박물  람객에 박물 과는 거리가 멀었던 화만 좋아하는 일반인들

까지 유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물론 박물  측의 열린 자세에 의한 것이었

지만, 크게 반추해 볼 때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사회 상의 하나를 반 한 것

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통복식의 화 작업에도 통복식분야는 물론 가까운 인 분야인 패션디자

인이나 패션아트 더 나아가 애니메이션, 만화, 아바타, 게임디자인 등의 분야와 공동작업을 

시도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류와 행사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퓨 (fusion)과 하이 리드(hybrid) 시 로 명명되는 에 통복식의 화작업에 미술작

가, 패션아트 작가, 패션디자이 25) 등의 참여는 서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상을 뛰어 

25) [Fashion News, Seoul Collectin Week Spring 2004] (2003), No. 176. p. 26.

이미 많은 패션디자이 들이 통복식미를 자신의 디자인 감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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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동시에 사회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인 분야와 공동연구는 

한 분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푸는 지혜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8) 국제화 방법의 모색 

  로벌 시 에 통복식의 국제화는 무나 당연한 과제이다. 통복식의 국제화가 꼭 필

요하다는 반면 한국 고유의 통양식을 지키기 해서는 오히려 국제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

견도 있다. 그러나 한국 고유의 통복식은 이미 국제화 시 에 노출되어 있고, 한 어떠

한 모양으로도 국제사회 문화의 한 면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 통복식의 국제화 방법

은 한국 인 이미지를 정 으로 홍보하는 방향에서 극 인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선 한국에 한 기본 인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국제사회에 배포하는 것이 가

장 시 하다. 무엇이 한국의 특징이고 무엇이 통한복의 아름다움인가에 하여 국제사회

에 소개하는 홍보작업이 필요하다. 그 동안 통복식은 많은 연구업 과 발굴성과로 기본

인 체계를 잡았으므로, 이 내용을 외국어로 제작한 책자나 각종 자료집을 국제사회에 알리

고 소개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이해할 수 있

는 것처럼 한국 통복식도 이해할 때에 진정 한국 인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국복식과 문화를 홍보하기 해서는 한국 통복식에 한 기본 인 내용과 정보를 소

개할 필요가 있다. 즉, 통복식의 소재를 각국의 박물 과 의상 련 기 의 자료실에 기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각국의 디자이 들의 오리엔탈리즘을 표 하기 

한 자료를 구할 때 그들의 자료실에서 요긴하게 활용될 기회를 갖게 되며, 나아가 국제 

디자인 분야에 소개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에 한국 인 자료의 부재는 

국제사회에서 활용될 기회에서도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복식에 한 국제 인 학회 활동도 한국복식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요한 방법이다. 

국내에서 축 된 연구업 을 국제학계에 발표하는 등의 활동은 학문을 통한 한국 통복식

의 국제화로 다른 차원의 국제화이다. 국제학계에서 이룩하는 학문 인 성과는 한국 복식문

화의 상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만나는 친한국  성향의 

외국 학자들은 지에서 한국학자들보다 더 객 인 입장에서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지원하

는 역할을 하게 되며, 나아가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게 발 된다. 아울러 해외의 한국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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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교육기 에 하여 재정, 자료와 인력,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환 교

수제, 교환학생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한국학 문가를 양성하면서 그들과 국내학자

들 간의 공동연구, 교류 력 들을 통한 연계망도 강화해야 한다. 

  통복식의 미를 디자인 감으로 활용하는 패션디자이 들의 해외 활동도 통복식을 홍

보하고 한국 문화를 국제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패션 컬 션을 통해 한국 인 독창

성을 표 하는 패션디자이 들은 한국에 한 정보를 지닌 해외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

극하여 실제로 경제 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패션디자이 들은 한국 통복식의 

 활용을 효율 으로 개하여 국제 패션분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시

도해야 한다. 

  와 같은 많은 국제화 방법들을 지속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국제  감각을 지닌 국

내외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통복식의 진정한 국제화는 국제 패션 경향과 교류하며 국

제 인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결론과 기대 효과

  국제화라는 21세기 인류문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통복식은 어떠한 응과 변화를 통하

여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통복식에 한 주체  자각과 창조  계승은 어떻게 

한국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 통복식의 커다란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시 도 변하면서 세계화, 국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생활문화와 사고방식에 일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로 은 세  사이에서는 과학 기술

을 앞세운 서구 문명과 자본주의  물질문화의 흐름 속에서 통복식에 해 무 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민족에 의하여 손상되고, 잊 진 한국 통복식이 미처 정체성을 확

인하기도 에 세계화로 떠 려 가는 역사  시 를 맞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

황이다. 

  이제 우리는 통문화에 한 올바르고 비 인 인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러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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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통문화에 한 맹목  향수에서 오는 국수주의  애정도, 무조건 인 오나 배척

도, 골동품  취향도 모두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습 인 부정  요소와 가치와 생명

이 있는 정  요소, 개량해야 할 창조  요소를 변별할 수 있는 비 이며 지 인 안목

을 가져야 한다26). 그러므로 한국 통복식의 화와 그 방법의 모색 작업은 다음과 같은 

기 효과를 상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통복식의 화는 학문의 발 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통복식문화를 계승

하고 활용하기 해서는 우선 통복식문화에 한 연구는 필수 이다. 무엇이 통인지를 

알고자 노력하고, 통문화의 발굴이나 고증 나아가 복원 작업은 순수 학문의 발 에도 기

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통복식문화는 일제 강 기와 6ㆍ25 쟁이라는 소용돌이를 겪으며 그 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 다. 그러므로 통복식의 체계도 특정 시 에 한정되어 있으며, 

통복식의  활용도 특정 시 에 집 되어 있다. 한국복식학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통복식 고증 도 학문 으로 연구한 결과를 실제 재 하여, 연구의 내용을 토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해서이다. 이 게 발굴된 통복식은 한국 통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물론 궁극 으로 학문의 발 에 많이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새로운 문화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통복식의 인 활용으로 다양

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기회가 증가된다. 새로운 문화상품의 개발은 새로운 업종의 출 을 

가능하게 하여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고려청자의 나라에 서양이나 일본의 외국 도자기가 

을 친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여기서 정책 . 학문  차원에서 우리 고유의 통미

가 담겨져 있는 민속 공 품의 과학  보존과 창조  계승을 통한 품질의 향상과 제품의 

다양화, 그리고 새로운 공 인의 양성에 극 으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통복식의 화는 고 문화를 보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의 삶의 질(the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통 복식의 화는 통복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

니고 화된 패션디자인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한국인의 정서가 깃든 한국 인 디자인

의 개발은  활용에서 필수 인 문제이다. 이는 한국의 통복식문화에 한 깊은 이

해를 한 디자이 가 기획하거나 제작한 패션디자인은 이미 통의 화를 한 것으로 단

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멋을 아는 디자이 가 제안하는 디자인을 가 보더라도 한국 인 

정서가 세련되게 표출되어 있으므로 디자인의 완성도는 물론 미의식도 효과 으로 표 하며 

26) 인권환(2003),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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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수 을 격상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단순히 통복식이 화라는 과제

를 월하여 한국의 디자인 수 을 한 차원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한국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통복식은 화, 만화, 애니메

이션 등의 요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통복식에 담긴 이야기들은 한국  문화 콘텐츠로 

각 을 받는 각종 문양, 설, 성화, 설 등보다도 더 많은 사연과 철학을 담고 있다. 통

복식에 사용된 복식의 품목, 실루엣, 선, 색채, 소재, 문양, 디테일과 장신구 등은 선조들의 

지혜와 기원을 담고 있으므로, 통복식의 화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요한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통복식이 화는 복식 문화의 변확 를 주도할 수 있다. 문화는 한 명의 

훌륭한 인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수 에 따라 조성

된다. 한국 통문화에 한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범 하게 퍼졌을 때에 문화의 변

확 가 이루어진다. 일시 인 분 기 조성이나 환경조성과 같은 표 은 하나의 사건만으로 

문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통복식의 활용이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균

형 있게 개될 경우 문화의 변 확 는 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안의 사람들은 자연 

문화의 공기를 마시며, 한 삶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생활에서 어울림의 미학(well being)을 구 하게 된다.  

  여섯째,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입증할 수 있다. 한 국가의 복식문화는 기록이나 박물 에 

보 된 유물을 통해서 주로 확인된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복식문화를 했다하더라도 

재 아무런 흔 이 없거나 오직 기록으로 혹은 박물 에 시되어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기록과 유물의 부족이 심각한 통복식문화는 지속 인 원형의 발굴로 한국문화의 다

양성을 입증할 수도 있다. 통복식의 화는 많은 요소들을 수용하고 다양하게 표 되고 

있으므로 미래를 고려한 안 문화의 하나로 입증될 수 있다. 

  일곱째, 한국 복식문화의 홍보로 국제사회에서 패션디자인의 상이 제고될 수 있다. 우

리 문화가 세계 인 보편  가치를 획득하기 해서는 세계문화를 올바르게 소화하는 수신

능력은 물론 우리 문화의 발신 능력도 획기 으로 향상시켜 문화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 통복식의 화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 패션디자인의 상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수한 복식문화를 했던 민족이 훌륭한 패션디자인도 개발할 

수 있다는 설득력을 고려할 때 통복식의 화와 패션디자인의 개는 상호연계된다.  

  는 문화의 시 인 동시에 무한경쟁의 시 이다. 1990년부터 아시아의 멋(Asian Chic)이

라는 이름으로 불기 시작한 동양풍(Orientalism)은 국제 으로 많은 호응은 얻으며 애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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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세기 말에 다시 부각된 동양풍(Re-orientalism)은 국제 으로 사회의 심부에서 모든 경

향을 주도하며 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한국 통복식의 화 역시 국제 인 동

양풍의 분 기 속에서 개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의 문화가 아닌 세계의 문화유산의 하나

로 인식하는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복식분야의 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기

로 한국 통복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나아가 통복식의 화 작업과 

방법에 한 심도있는 성찰을 통해 문화국가로서 한국의 상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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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문화재의 보존처리에 한 연구

박  지  선(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1. 서    론

  인류는 지구상에서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많은 흔 을 남기었다. 이러한 흔 에는 

에 보이는 유형의 것,  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이 있는데 이 에서 우리는 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을 문화재라 한다. 유형의 문화재는 재질 으

로 매우 다양하다. 이는 크게 속, 돌, 유리 등의 무기물 문화재와 나무, 종이, 섬유 등의 

유기물 문화재로 나 어지는데, 무기물 문화재에 비해 유기물 문화재는 환경에 의해 쉽게 

손상을 받는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지구 환경이 속히 나빠짐에 따라 그 손상속도가 가속

화 되어가고 있어 사회  심으로 두되고 있는 것이 보존문제이다. 이  특히 ‘문화재 

보존’은 시 한 당면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서양에서의 ‘문화재보존(conservation)’은 이미 18C말 유럽의 화학자들이 고  그리스․로마 

시 의 동 의 성분을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꾸 히 발 하여 1950년 에는 런던 학에 정

식으로 공식 인 훈련 과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년  새마을 운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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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토개발을 하여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들의 보존처리를 해 자연과학 분야

의 학자들이 동원된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주요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단어로 규정지어지는 행 가 있기 이 에도 문

화재는 보존되어 왔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들어와 ‘문화재 보존(conservation) 분야’  문화재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이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듯 보이나, 과거부터 문화재보존기술(conservation technique)은 어

떠한 형태 던 존재해 왔었다. 즉 과거 생활에 쓰이던 물건들이 못 쓰게 되면 그 직종에 종

사하던 제작자(장인)들이 그 물건들을 손보아 고쳐 다시 쓰도록 하여 왔던 일련의 행 들이 

이에 속한다. 근 에 들어와 이러한 생활주변에서 쓰이던 물건 에서 가치가 높다고 단

되는 것이 문화재로 분류되고,  이 물건들을 고쳐왔던 장인들도 단순히 수리하여 고치는 

것(repair)이 아닌, 그 가치를 인식하여 원형을 보존하여 고쳐(restore) 후 에게 하고자 하는 

개념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여 그 문화재에 해 조사․분석하고, 그 유물의 

재질과 제작기법 등을 밝 내어 보존처리(conservation technique)는 물론 고고학, 미술사 역

에까지 도움을 주는 보존과학(conservation science)이라는 학문이 생겨나면서부터 문화재 보존 

분야는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출토유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속 문화재의 보존은 20

세기에 들어와 새로 생겨난 분야이고 이에 한 과학의 목은 필수 이었다. 

  이에 비해 나무․종이․섬유 문화재의 보존은 그 발  속도가 빠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

미 이 분야의 보존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학문이 생겨나기 이 부터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에서 다루고자 하는 섬유로 구성된 ‘직물(織物)’ 문화재의 보존은 늘 우리의 주

에서 행해져 왔던 것이므로 당면 문제로 취 되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정 으로는 

오랜 경험에 의한 기술과 노하우의 축 을 들 수 있으나, 부정 으로는 그만큼 새로운 기술

에의 목과 과학의 도움이 었다는 을 들 수 있다. 

  섬유로 구성된 회화문화재의 경우 통  기술과 과학과의 목이 비교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편이다. 즉 과거로부터 행해져온 기술 기반을 유지하면서 보존처리 과정 에 쓰여

진 재료, 기술들의 합성  우수성을 과학 으로 증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과학의 힘

을 빌어 개발하는 등 보존처리와 보존과학 분야가 조화롭게 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에서는 섬유(織物)문화재와 재질 으로 가장 비슷한 분야인 회화(繪畵) 문화재의 보존

황을 를 들어 섬유 문화재의 보존에 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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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화(繪畫) 문화재의 보존

(1) 구  성 

  서론에서 언 한 유기물 문화재  종이와 섬유는 매우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다. 엄 한 

의미에서 종이 문화재는 섬유 문화재에 포함된다. 종이 역시 식물성 섬유로 이루어졌는데, 

다만 직물 문화재와 같이 직조된 것이 아니라 식물성 섬유가 물속에서 수소결합하여 형태를 

이룬 ‘부직(不織)’의 상태인 것이다. 이 듯 섬유는 ‘부직’의 상태인 종이 이외에, 직조되어 

직물(織物)의 형태로도 사용되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복식류와 그림의 바탕재료로 사용되는 

회화류가 그 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직조된 섬유문화재(견, 마, 면)가 바탕이 되는 회화문

화재에 해 언 하고자 한다. 

  회화문화재의 구성의 크게 안료층, 착층, 바탕층의 세 구조로 이루어진다. 쉽게 이해하

자면 비단 바탕에 안료를 아교라는 착제에 섞어 그림으로 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그림의 바탕이 되는 비단, 즉 畵絹은 주로 生絹이 사용되며 매우 얇은 재질이 사용된다. 그

러므로 이 畵絹 바탕의 그림은 이 한 장으로는 세상에 돌아다닐 수 없으므로 일정한 표장

형태로 꾸며지게 된다. 표장이란 그림을 소맥 분풀을 사용하여 종이로 배 하고(도면1) 그 

주 를 문양, 색깔 있는 비단으로 꾸며 장식하는 것이다. 이 게 표장된 그림은 오랜 세월 

감상되어지는 동안 여러 형태의 손상을 입게 된다. 우선 안료층과 바탕층을 착시켜 주는 

아교층의 착력 약화에 의해 안료가 떨어지게 되고, (사진1)  바탕층인 화견을 종이로 배

할 때 사용되는 소맥 분풀의 착력이 약화되어 그림이 배 지로부터 들뜨게 된다. (사

진2) 이러한 세월에 의해 일어나는 상 이외에도 보   감상 시에 사람에 의해 손상되어

지는 물리 인 손상도 많이 볼 수 있다. 보  부주의로 인한 얼룩(사진3), 곰팡이, 곤충, 동

물 등에 의한 결손(사진4), 리부주의로 꺾임에 의한 결손(사진5)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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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료＋아교
← 畵絹
← 소맥 분풀
← 배 지

도면 1 회화문화재의 구조 사진 1 물감의 박락

사진 2 화면과 배 지가 분리됨.

  

사진 3 보  부주의에 의한 얼룩

사진 4 곰팡이, 곤충, 동물 등에 의한 결손

      

사진 5 리 부주의로 꺽임에 의한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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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상과 보존처리

  손상된 회화문화재는 조사(사진6)․해체(사진7)․크리닝(사진8-1, 2)․배 지 제거(사진9)․결

손부분 보견(補絹)(사진10)․배 (사진11)․건조(사진12)․표장(사진13) 등의 처리과정을 거치는

데 이 과정은 직물의 보존처리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이 에서 특히 소맥 분풀의 사용과 

결손부분의 보견 방법은 직물 보존처리에의 응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소맥 분풀은 그

림을 보강하기 해 종이로 배 할 때 쓰여지는 착제로써 소맥, 즉 가루에서 분을 제

거하여 만든 풀을 이른다. 가루의 주성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회분, 수분 등인데, 

이  회화문화재의 보존처리 시 착제로서 쓰이는 풀의 성분은 소화성 다당류 탄수화물인 

소맥 분이다. 가루에서 이 소맥 분만을 추출해내는 방법은 과거부터 사용되었는데 그에 

한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산림경제｣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화를 배 하는 방법>1)

  먼  동이에 물을 담고 천천히 좋은 가루를 물 에 기울여 넣는다. 그리고 그것이 로 

가라앉도록 놓아두고 휘 어서는 안된다. 휘 으면 곧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이를 

여름에는 7～8일, 겨울에는 반달 동안을 깨끗한 방안에 놓아 두어, 썩어서 냄새가 나기를 기다린

다. 서서히 겉물을 따라 버리고, 각각 새로 떠온 물과 호  달인 물을 사용하여, 고루 섞이도록 

휘 어서 푹 익도록 달인다. 그리고 조  굳어질 때 퍼내어 크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석회탕에 넣

어 잠기게 해 놓았다가 사용할 때에 꺼내어, 묽고 된가를 헤아려 열탕을 부어 골고루 섞어 삼베

로 짜서 거른다. 한 사발마다 백반말 반량과 황랍 2돈 반을 넣어 고루 섞어서 쓴다. 만약 백반을 

사용하지 않으면 곧 벌 나 좀이 먹거나 져서 손상될 걱정이 있게 된다. 무릇 비문과 비단을 

배 할 때에는 모름지기 된풀을 사용해야 빛을 잃지 않는다. 만약 묽게 되면 빛을 잃게 된다.

  가루 1근을 물에 담가 여름에는 5일, 겨울에는 10일을 두어, 냄새 나기를 기다렸다가 꺼기

를 걸러, 백  5돈, 백반 3푼을 물에 달여 꺼기를 버린 다음, 가루에 섞어 농호를 만들어 동

유․황랍․운향 각 3돈을 넣는다. 그리고 거듭 노구솥 안에다 넣어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그

리고 물을 바꾸어 익도록 달여서 물은 따라 버리고 그릇 안에 부어 넣어 날마다 물을 바꾸어 

담았다가 사용할 때에 탕에 타서 고르게 하여 쓴다.

1) 褙書畵

先以盆貯水, 緩傾好麵於水上. 任其自沈, 不可攪. 攪則有塊. 置盆淨室中, 夏七八日, 冬半月, 候極臭敗. 徐徐去

水, 別用新水及胡椒煎水, 調攪令勻, 煮極熟. 稍硬取出作大團入石灰湯浸之, 臨用取出, 量稀稠添熟湯, 爛姸, 以

絞纑. 每一椀, 入白礬末半兩, 黃蠟二錢半, 和勻用之. 不用礬, 則有虫蛀蒸傷之患. 凡褙碑文及綾帛, 用硬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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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조사

    

사진 7 해체

사진 8-1 건식크리닝

  

사진 8-2 습식크리닝

사진 9 배 지 제거

  

사진 10 결손부분 보견

卽不失光. 若潤透則失光矣. 神隱

麵一斤浸水, 夏五日, 冬十日, 待臭瀝出白芨五錢, 白礬三分, 水煎去滓, 和麵打成濃糊, 入桐油黃蠟芸香各三錢. 

重就鍋內, 打作一團. 別換水煮令熟去水, 傾置器內, 日換水浸, 臨用, 以湯調開. 必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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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1 풀쑤기

사진 14-2 풀 장

사진 11 배 사진 12 건조 사진 13 표장

  문헌에 나오는 소맥 분풀의 제작방법을 살펴보면 물속에서 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부패시켜 제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백질( 루텐)이 미생물의 양원이 되므로2)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 던 듯하다. 이 듯 과거에 사용되었던 단백질 제거법을 에는 

기계 인 원심분리법으로 신하고 있다.

  회화문화재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소맥 분풀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소맥 분새풀

이고, 둘째는 소맥 분삭힌풀이다.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작된 소맥 분을 가열하여 만

든 것이 소맥 분새풀인데 이는 회화문화재 보존 반에 사용된다. 둘째로 소맥 분삭힌풀

은 소맥 분새풀을 약 10년간 삭힌 풀로 두루마리, 족자 등의 표장에 쓰인다. 이 풀은 매년 

미생물의 번식이 은 겨울날에 풀을 쑤어 독에 장한 후(사진14-1, 2) 에 물을 부어 삭히

는 것으로 매년 독안의 풀을 찰해보면 처음에는 진한색의 곰팡이가 다량 발생하다가 10년 

정도되면 거의 곰팡이가 발생하

지 않게 된다.(사진15-1, 2) 10년

이 지난 풀을 ‘치즈’와 같은 상태

로 풀의 분자 길이가 짧아져 그 

착력은 떨어지나 건조 후 유연

하여 말았다 폈다 하는 족자 등

의 표장에 합하다.(사진16) 이

듯 회화문화재의 보존처리  

풀을 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

2) 지연 (2002), ｢회화 문화재 보존처리에 쓰이는 풀에 한 연구｣,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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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요한데 최소한의 농도로 최 한의 착력을 도모하는 것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다.

사진 15-1 2년째인 

소맥 분삭힌풀

 사진 15-2 9년째인 

소맥 분삭힌풀

 사진 16 소맥 분삭힌풀

  회화문화재의 결실 부분을 메워주는 것, 즉 보견(補絹)하는 첫 번째 목 은 계속되는 물리

 손상을 막고자 함이다. 즉 두루마리나 족자같이 말았다 폈다 하는 도  결실부분만이 약

해 그 주 가 다시 손상을 받게 되고,  온습도의 변화에도 그 부분의 팽창․수축이 다르

게 되어 스트 스를 받으므로 결실부분을 메워 주어 같은 화면을 형성시켜주기 함이다. 

두 번째로는 미 상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만약 결실부분을 메워주지 않을 경우 그 부분

만이 직조된 畵絹의 질감이 아닌 배 지의 종이질감으로 남기 때문에 이질감을 형성하게 된

다. 결실부의 보견은 주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이 두 가지 이유를 충족시키기 

해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우선 미 상의 목 을 달성하기 해 그림의 화견 조직과 동일한 화견을 제작하도록 한

다. (사진18-1, 18-2) 이때 화견은 기계직이 아닌 수직(사진19)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는데 기

계에서 오는 균일한 느낌이 과거의 직물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목 인 원유물과 비슷한 강도의 화견을 사용하기 해서는 새로 직조된 화견

을 열화시켜야 한다. 이 열화방법으로는 오존(O3), 감마선( -ray), 자외선(Ultra Violet) 등이 연

구되었는데 오존을 사용한 방법은 기환경오염  열화기자체의 열화를 발생시켜 연구가 

단된 상태이며, 자외선 열화법은 열화시키는데 무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재 실험 에 

있다. 결국 재 사용되는 것은 자선 즉 감마선을 이용한 방법인데 이는 재 일본에서만 

실용화되어 있으며 비용 역시 매우 높다3).

3) 修復 第3号(1996), 岡墨光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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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1 유물의 화견

사진 18-2 보견 用 화견

사진 19 직조기

  의 방법으로 제작된 열화비단을 실제로 보견하는데 요한 은 결실부분의 크기와 

같이 하여 원유물에 겹쳐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겹친 부분이 있다면 앞에서도 말했

듯이 말았다 폈다할 때 그 두께의 차이에 의해 원 유물의 부분이 닮아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진20-1, 2) 실제로 결실부분을 보견한 비단이 덧 어져 있어 오히려 원 유물을 손상시킨 

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진21-1, 2)

사진 21-1 고려 불화 사진 21-2 고려불화 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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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회화문화재의 보존처리에는 과거로부터의 통 인 기술과 재의 과학기술이 목

되어 진행되고 있다. 소맥 분풀 보존성에 한 과학 인 검증, 자선에 의한 열화비단의 

용 이외에도 유물 조사시에 미경 촬 은 물론, X-Ray, 외선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이제

까지 육안으로 별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밝 낼 수 있게 되었다.

(3)  따른 보존 방법

  20세기에 들어와 활발하게 개되어진 문화재보존은 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유

물이 손상되었으면 그 손상요소를 제거하고 강화시켜 시 가능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인 재 문화재보존의 방법은 직 인 처리 못지 않게 간 인 방보존을 요시 

하게 되었다. 즉 무리하여 손상요소를 제거하기 보다는 주 의 보 환경을 정비하여 더 이

상 유물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환경제어 방법이다. 이 환경제어에는 빛, 온도․습도를 조

하는 공조시설 등이 동원된다. 유물을 오래 보존하기 해 가장 이상 인 것은 좋은 환경을 

갖춘 수장 환경에 보 하여  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실은 문화재 련 분야의 사

람이라면 구나 다 공감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가치를 생각하면 가끔씩 시하여 감

상하고 연구하도록 하는 것 한 필요하다. 이 듯 시와 보 이라는 상반된 목  사이에

서 딜 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이 딜 마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기간을 단축, 

빛(조도)의 조  등의 방법을 사용하 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재 보존의  다른 방법으로 모사․복제품이 유물을 신하여 

시 되게 되었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모사․복제의 통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사= 작(가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피해왔으며,  다른 이유로 

실제로 유물과 정말 같은 수  높은 모사․복제품을 제작하는 기술이 없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이 분야에 심을 갖는 수  높은 화가(제작자)가 생겨나고, 과

학기기에 의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의 찰이 가능해지면서 모사․복제의 기술은 

속도로 발 하게 되어 드디어 박물 의 유물을 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회화문화재의 경우 주로 안료에 의한 제작기법이 동원되지만 이 에서는 송 사 소장 

국보 제43호 ‘고려 고종제서’의 모사를 로 들고자 한다. 일반 으로 모사에는 ‘ 상모사’와 

‘복원모사’가 있다. 상모사란 있는 그 로 그려내는 것으로 어떤 것이 유물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를 목표로 한다. 이에 비해 ‘복원모사’란 유물이 손상되기 이 의 상태, 즉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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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상태를 재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원 모사의 경우 세월의 흔 을 배제하고 제작할 

경우 이질감을 조성할 수도 있으므로, 제작 당시 상태와  상태의 고색(古色)을 감안한 ‘고

색 복원 모사’도 제작되고 있다. 상모사와 복원모사의 는 소수서원 소장의 ‘보물 제717

호 주세붕 정’을 들 수 있는데 상모사품은 유물을 신 시하기 해 소수서원의 의뢰

로 제작되었고, 복원모사품은 시  교육의 목 으로 국립 앙박물 에 의해 의뢰되어 제

작되었다. (사진22-1), (사진22-2), (사진22-3)

사진 22-1 소수서원 소장 

주세붕 정

사진 22-2 상모사

(소수서원 소장)

사진 22-3 고색 복원모사 

(국립 앙박물  소장)

  국보 제43호인 고려 고종제서(1216년)는 모두 7장의 각기 다른 색으로 염색된 비단에 쓰여

진 문서로 보존처리 에는 그 손상이 심하여 만질 수 없는 상태 다. (사진23-1, 2) 손상이 

심하여 그 문양을 부 악하기는 어려웠으나, 3가지 문양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유물의 

경우 천연 염색된 직물로 보존처리 후 시에 의한 퇴색을 상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

물을 신하여 시할 수 있는 모사품을 제작하기로 하 는데, 이때의 모사는 상모사로 

결정하 다. 그 모사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23-1 고종제서 보존처리 

     

사진 23-2 고종제서 보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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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비단제작

  유물의 조직을 찾아 미경 촬 하 고, (사진24-1, 2) 이를 근거로 비단을 제작하 다. 

한 문양을 실물 크기로 트 이싱 한 후,(사진25-1, 2, 3) 이를 컴퓨터로 문양 복원하 다. 이

게 복원된 문양으로 바탕 비단은 수직으로 제작되어 쓰는데 이때 굳이 수직을 고집한 이

유는 기계직조에서 오는 딱딱한 느낌을 피하고 사람의 손에 의한 불규칙하고 부드러운 느낌

을 도모하고자 하 다. 비단제작은 문양 복원 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문양 복원 

후 생사로 sample을 직조하여 이를 다시 정련하여 원 유물과 비교, 수정하는 과정을 수차례 

걸쳤다.

사진 24-1 고종제서 비단

      

사진 24-2 복원한 비단

사진 25-1 문양1

  

사진 25-2 문양2

  

사진 25-3 문양3

2) 비단 염색  도침

  생사로 제작된 비단은 정련 후 천연 염색하 다.(사진26-1, 2) 이때 천연 염색의 색상은 원 

유물에서 古色을 제외한 색으로 하 는데 이때 사용된 염료는 발효쪽, 생쪽, 갈 , 오리나무 

열매 등이다.

  염색된 비단으로 오래된 유물의 납작한 느낌을 재 하기 하여 홍두께로 도침하 다.(사

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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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1 발효쪽에 의한 염색

 

사진 26-2 생쪽과 갈 에 의한 염색

 

사진 27 비단 두드리기

2) 바탕 만들기

∙유물의 씨부분  결손부분을 트 이싱지에 옮겼다. 이때 유물의 비단 문양을 고려 

하여 같은 치에 씨가 오도록 하 다. (사진28-1, 28-2)

사진 28-1 트 이싱지 뜨기1 사진 28-2 트 이싱지 뜨기2

∙트 이싱지에 먹지를 고, 손상 부 를 바탕비단에 옮긴 후 그 형태 로 손상부 를 

오려내어 결손부분을 재 하 다. 보통 모사인 경우 결손부분까지를 그리는 것이 일반

이나 이 경우는 손상된 형태까지를 재 하고,  이를 補絹하여(사진29-1, 2, 3, 4, 5)

원 유물과 같은 상태로 재 하여 바탕화면을 만들었다.

사진 29-1 먹지에 옮기기

  

사진 29-2 손상형태로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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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3 임시 배

  

사진 29-4 손상부분 보견

  

사진 29-5 보견 완료

4) 모사

  재 된 바탕화면과 원 유물을 비교해 가면서 古色  얼룩을 그렸다. 씨 부분은 바깥 

선을 그 로 옮겨 딴 후 씨 안을 메우는 방식을 취하 다.(사진30-1, 30-2) 각각의 장을 완

성한 후 체를 연결하여 유물을 비교하여 마무리하 다.(사진31-1, 2)

사진 30-1 씨 옮기기1

      

사진 30-2 씨 옮기기2

사진 31-1 색맞추기

       

사진 31-2 원 유물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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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장  보

∙실제유물과 모사품을 구분하기 해 권말 부분에 모사자의 이름을 써 넣었다.(사진32)

사진 32 모사 기록(권말부분)

∙완성된 유물은 표지비단을 자근(紫根)으로 염색하여 제작하 고, 유물에 축목을 붙인 후 

오동나무 굵게말이 축에 말아 오동나무 이 상자(바깥상자는 옻칠)에 보 하 다.(사진

33-1, 2, 3, 4, 5)

사진 33-1 축수 사진 33-2 표지비단 (‘라(羅)’) 사진 33-3 오동나무 굵게말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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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물 문화재의 보존

1) 보존처리

 

  이제까지 직물류의 문화재는 실제로 사용되어 래된 것이 부분이었으므로 문화재  가

치보다는 민속자료로서의 가치로 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손상부 는 

바느질하고 구겨진 곳은 펴는 일반 인 처리가 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장되었던 

출토복식의 발견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보존처리가 시 하게 되었다. 부분 젖은 상태로 

출토되는 출토복식의 보 문제, 오염물질의 크리닝, 손상부분의 복원 등이 주요 문제일 것이

다. 이 에서 오염물질의 크리닝은 비교  많은 문학자들이 여하여 연구 논문이 발표되

고 있으나, 보 과 복원에 해서는 기존의 통방법 외에는 시도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출토복식 에서도 비교  상태가 양호한 유물의 경우 바느질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나 바늘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유물의 경우에는 재 그 로 남겨 

두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생각한 것이 회화유물에서 사용되는 소맥 분풀의 용이다. 실제

로 이웃 일본에서는 정창원 유물들과 같이 심하게 손상되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 이라는 기술을 용해 왔으나 최근들어 이 방법에 해 비 인 견해가 두되고 있

다. 직물에의 배 은 소맥 분풀과 종이라는  다른 물질을 덧 는 행 로 결과 으로 

직물의 질감을 변화시킨다. 최근에는 심지어 문화재 등에의 배 도 가능한한 피하고 있

는 실정인데 이는 보존처리로 인해 원형의 질감이 별형되는 것을 피하기 함이다. 원형의 

질감을 그 로 유지하고 유물의 손상을 최 한 막기 한 방법으로는 직물에서의 바느질법

과 회화유물의 배 법을 히 이용하는 것이다. 한 유물 안에서도 직물은 손상 상태를 보

아 결정하여야 하며 단 바느질 시에는 원 직물보다 강도가 조  약한 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짜깁기 시에도 원 유물과 강도가 흡사한, 혹은 약한 직물을 사용하는 것

이 이상 이다. 그 기 해서는 2장의 회화유물의 보존처리에 사용된 것 같이 직물의 보존

재료로 쓰이는 유사직물의 열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짜깁기 부분에 직물뿐 아니

라 종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이 에서도 한지, 즉 닥지는 섬유가 장섬유이고 보

존성이 좋으며 두께에 따라 그 강도가 조 되므로 직물의 보존처리에 매우 합하다고 생각

된다.  색상 역시 염색에 의해 자유롭게 조 되므로 유물의 색생에 흡사하게 염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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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바느질에 의한 연결과 소맥 분풀에 의한 착이 다 가능하므로 다루기 쉬운 재료로 

생각된다. 한 짜깁기 부 뿐 아니라 손부분을 부분 으로 가장 얇은 닥지로 배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듯 기존의 통 인 방법 외에 새로운 방법을 용하는 것도 필요한데, 다만 이때 주

의해야 할 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처리자에게는 많은 경험과 이에 따

른 문성의 축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처리 시 기법을 선택하고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수년간의 경험에 의해 직물의 강도, 질감 등

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직물에의 소맥 분풀의 용이 새롭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도되는 것이어야 한다. 보존처리에 있어 

100%의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 의 노하우가 축 된 것이며 

이러한 노하우가 인정될 때만이 기술 으로도 계승 가능할 것이다.

2) 보존을 한 복제보

  직물문화재의 경우 부분이 염색된 것이므로 오랜 기간의 시에 의한 열화․퇴색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무리 조도를 낮추고 시환경을 갖춘다 하여도 오랜 시를 견디어

낼 직물 문화재는 없다. 그러므로 실재유물 신에 복원품을 시하는 가 많았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 은 재의 복제품은 상태 복제인지 제작 당시를 재 한 복제인지의 개

념 설정이 되지 않은 채 비슷하게 형태만을 본 따 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람자에게 설

득력이 으며 복제에 한 부정 인 인상을 심어주곤 한다. 

  우리나라는 많은 란을 겪었고,  20세기 에 일제시 라는 문화의 단 기를 지냈다. 

이러한 동안 우리는 우리의 소 한 문화재를 잃어버렸고, 통 인 제작기법, 한 잃어버

렸다. 유물을 복원하고 복제하는 것은 단순히 유물의 보존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유물을 복  

 원하고 복제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통 기술을 재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는 시 한 문제이다. 지  이야말로 그 기술의 끝부분의 끝부분을 어렴풋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장인들이 생존해 있는 시기이며 유물을 통한 기법의 검증과 장인들의 기억을 조합하여 

기술을 재 해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물을 재 하고자 할 때 수직으로 제작 가능한 장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

는 우리가 그 동안 기계에 의해 제직되는 직물에 비해, 수직에 의해 만들어지는 직물의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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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 따뜻함을 알아차리지 못하 고,  그에 사응하는 경제 , 사회  댓가를 지불하지 않

았기에 이를 문으로 하는 장인 집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최고의 유물은 최고의 직물로 

재 되야 하면 최고의 장인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 그 다고 모든 것이 최고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유물의 가치에 따라, 사용목 에 따라 차별 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물의 복제는 통기술의 계승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띄게 된다.

4. 결    론

  문화재보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과학  기기가 속속 개발되는 지 , 우리

에게 있어 통기술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혹시 에 보이는 

유형의 문화재에 한 보존에 하여 실제로 이를 만들어낸 무형의 통기술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물음들은 문화재 보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에게 늘 해

결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종이 기록물의 경우, 보존이 시 하다하여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는데는 막 한 산을 세워 이 사업이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원 기록물에 

한 보존 산은 무하여 실제 유물은 에 보이는 속도로 손상되고 있는 실이다. 

  출토복식의 출 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다. 그 당시의 복식, 직물, 매장방식 

등 우리가 견치 못한 사실을 밝 주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유물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유물들에 한 보존처리는 재 어느 정도

의 수 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필자는 실제로 국의 복식  직물 문화재가 여러 기 에 

의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 되어 있는 장을 목격한 바 있다. 한 몇몇 연구자들에 의

해 연구의 목 이라는 명목 아래 유물의 한 부분이 잘리워진채 남겨져 있는 것도 경험한 

바이다. 우리나라의 직물  출토복식의 보존 처리는 보존 가치 있는 문화재로서의 에

서 보다는, 연구가치가 있는 민속자료로서의 에서 근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

로 보존처리자가 갖추어야 할 문화재에 한 기본자세를 갖추지 못한 채, 연구자의 입장에

서 연구 자료 획득이라는 면에서의 근이 앞서 버려, 오랜 기간 이 분야에 종사한 보존처

리자의 경험, 기술의 축 은 무시된 채 우후죽순 격으로 보존처리가 행해지고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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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 면에서 보자면 보존 윤리의 부재, 비 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처리로 생각할 수 있

지만, 반 로 정 인 면에서 생각하면 그 만큼 경쟁력이 필요해졌고, 이 분야에 한 

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좋은 의미로는 새롭고 더욱 수  높은 보존에의 

근이 가능해졌고 문가의 양성 역시 활발해졌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한 비슷한 재질인 

지류․회화문화재의 보존과 직물 문화재의 보존처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

고,  서로 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의 시 는 정보 교환․공유의 시 이며 이를 얼마나 히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

래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형의 문화재와 무형의 통기술을 함께 보존․계승하여 발

시키는 것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재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가 이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문화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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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의 보존 처리에 한 연구

유  효  선(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박  미  진(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석사과정)

1. 서    론

  이장 시 출토되는 복식류 유품 에는 피장자와 련된 소품들이 함께 발굴되고 있다. 이

러한 소품류들은 당시 제작 기법과 소품 제작에 사용된 소재에 한 정보를 제공해 다.

  소품 에서 사모는 국말까지 가장 많이 쓰인 모로서 문무 의 상복인 단령과 함께 의

문물의 표신으로 여겨졌다(유희경, 김문자, 2002). 조선  경국 에 제도화되어 있는 사

모의 모양은 둥근 모체에 앞면이 굴곡되어 있고 표면은 흑색 추사(皺紗)로 싸고 얇은 천으

로 배 하여 모체를 견고하게 하고 굴곡진 앞과 뒷부분이 연결되는 사이에 동일한 색의 끈

으로 장식하 다. 뒤에는 7-8㎝의 가는 죽 를 같은 감으로 배 하여 뿔을 양쪽에 수평하게 

꽂는데 왕의 상모(常帽)인 익선 의 경우에는 상향으로 꽂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석주선, 

1993). 

  시 에 따라 사모의 모습도 여러 번 변화하여 기의 것은 모체(帽體)가 높아지고 양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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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넓어지면서 평직으로 되었고, 말기에는 모체가 다시 낮아지면서 양각의 폭은 여 히 

넓으나 길이가 짧아지고 앞으로 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유희경, 김문자, 2002).

  이 보고서는 1999년 12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 아 트 건설 장에서 출토된 

사모의 보존처리에 한 보고이다. 묘주인 창군의 연 는 1677-1746 년이며 선조의 7남인 

인성군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본 사모는 드물게도 시신이 쓰고 있는 채로 발굴되었다.   

  출토 복식의 보존처리는 출토품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 성분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

염 성분에 따른 합한 세척제를 선택하여 효율 인 세척방법으로 행하여 출토품의 내ㆍ외

형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출토 유품의 출토 당시 상태와 보존처리 과

정에 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후의 보존과 복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출토된 사모의 구성 소재와 직물 특성의 조사, 사모의 구조  오염 제거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사모의 보존처리

(1) 사모의 상태  오염 정도

1) 사모의 상태 

  발굴 당시 체 으로  속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짙은 갈색의 사모가 머리부분

에 워 있었고 뒷부분에 런색의 각 2개가 수평의 방향으로 붙어 있었다. 

  보존처리를 하기 하여 본 연구실로 옮겨진 사모는 종이로 된 원기둥 형태의 임시로 만

들어진 틀 에 놓여 있었으며 이미 사모의 간 부분이 훼손되어 앞, 뒷부분이 분리되어 

있었다(사진1, 2). 한 오랜 세월 동안 시신과 같이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염의 정도가 

심하 다. 

  사모의 내부는 실이 일부는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 일부는 헝클어진 상태 다(사진5). 이 

실들은 착에 의해 붙어 있었다. 사모 내부에 형태 안정을 하여 제작 당시 칠해진 옻도 

얼룩이 진 것처럼 일부분은 떨어져 나가 유실된 상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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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사모 앞

   

사진 2. 사모 

  각의 형태도 손이 심하 으며 일부는 형태를 유지하는 테두리과 각의 직물이 유리된 

상태 다. 2개의 각  왼쪽 각은 테두리가 이미 손상되어 끊어져 있었고 사모 내부의 종이 

심도 많이 손상되어 있었다(사진 4)

사진 3. 사모 

  

사진 4. 사모 뒤

  사모의 손상 정도를 살피기 하여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모를 틀에서 분리하자 사모

는 앞부분, 각이 달린 뒷부분 그리고 정수리 심의 3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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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부분

탈락된 심감 

앞부분

사진 5. 분리된 사모(내부)

  겉감으로 사용된 추사도 외 상 상당히 약해진 상태 으며 틀에서 분리하자 손상된 섬유

들이 일부 부서지는 상이 나타났다. 한 옻칠 성분도 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약간의 물

리  자극에도 쉽게 떨어져 나왔다. 

  섬유 성분 분석을 하여 이탈된 섬유들을 부 별로 취합하 고 체 으로 경화와 손상

이 많이 진행된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사모에 보존 처리 이외의 화학  자극을 가

하지 않기 하여 acid free paper로 포장하여 보 하 으며 이후 보존처리 과정 동안에도 계

속 동일한 방법으로 사모를 보 하 다. 

 

2) 오염 정도

  사모 뒷부분의 2개의 각이 붙어 있는 부분  그 주 가 매우 하얗게 오염되어 있었고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의 오염이 덜 하 다. 이는 출토된 본 사모가 보공품이 아닌 시신이 착

용한 상태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앞부분보다 뒷부분의 오염정도가 심하 다. 

  사모를 틀에서 벗기어 내부를 살펴본 결과 종이로 만들어진 심과 겉을 감싸는 직물 사이

에 흰색 고형 오구가 집 되어 있었으며 이 한 뒷부분의 오구양이 더 많았다(사진 6). 오

구가 집 된 부분은 오염되지 않은 부분보다 더 많이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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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겉감과 심사이 흰색오구

  

사진 7. 오염 상태(각-문사)

  오구는 거의 흰색 내지 은 갈색으로 지방이 감화된 상태의 신체 분해물이었으며 이 흰

색 고형 오구가 사모 내부의 층층이 겹쳐진 실 사이에도 부착되어 있었다. 사모의 구조  

손상 상태를 악하기 하여 모체의 각 층을 약간 최소의 장력을 가하여 들어보는 과정에

서도 상당 부분의 고형오염이 떨어져 나왔다.

  사모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의 성분 분석과 손상 정도를 분석하기 하여 SEM(주사 자 

미경)으로 사모의 겉감과 내부를 구성하는 소재들을 촬 하 다. 그 결과 겉감으로 사용

된 소재가 이미 열처리에 의한 손상을 많이 입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사진 8).  

한 흰색 오구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도 겉감에 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 9)

사진 8. 열처리에 의한 손상(SEM)

  

사진 9. 오구 부착(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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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척 방법

  유물에 남아 있는 오구는 더 이상의 추가 인 유물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구에 따

라 합한 용매를 사용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출토 유물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시신과 함

께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신 분해물에 의한 오염이 불가피하다. 이 분해물의 성분에 

해 안춘순 외(1996)는 탄화수소계, 지방산계, 질소화합물계, 방향족 유기산이 검출되었다고 

하 고, 이미식 외(1999)는 탄화수소계, 알킬 알코올, 질소화합물, 방향족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 다. 

  유물의 섬유 성분과 사용된 재료에 한 기  분석 자료와 세척 용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물에 있는 오구를 가장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세척 용제를 선택하여야 하며 가능한 

유물에 물리 , 화학  손상이 은 세척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한성희, 이규식(1993)은 

세척용제를 선택할 때에 의복에 부착된 오염의 부분이 유지와 기타 고형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유기용제와 함께 기계  힘이 작용하면 오염이 제거되면서 이들 오염을 매개

로 부착된 고착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건식세탁은 

물을 사용한 습식세척으로부터 생기는 탈색 등의 장해를 피하면서 세척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 다. 건식 세척은 한 건조가 습식 세척보다 빨라 건조 시 생길 수 있는 유물의 

형태 변형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건식 세척에 사용되는 표 인 탄화수소계 용제로

는 핵산과 데칸이 있으나 데칸이 핵산에 비해 끓는 이 높아 휘발성이 고 인화 과 발화

이 높아서 보다 안 하다(한성희, 이규식, 1993). 본 출토 사모는 시신 분비물에 의한 오염

이 외 상으로 확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한 크기로도 섬유에 부착되어 있었다. 

1) 세척 과정

① 습식 는 건식 세척을 하기 이 에 외 상 제거 가능한 고형 오구를 제거하는 공정

을 실행하 다. 사모를 틀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고형오구는 물리  자극을 

가하지 않아도 사모에서 떨어져 나와 제거되었으며 일부 고형 오구는 매우 약한 진공

흡입력을 이용하여 제거하 다. 

② 본격 인 세척을 하기 하여 5종의 용매(아세톤, 에틸알코올, 데칸, 핵산, 물)로 오구

의 세척정도를 조사하여 세척 용제의 선택을 한 기  자료로서 사용하 다. 이  데

칸에 의하여 오구의 제거가 가장 효과 이었으며 염료의 탈색도 일어나지 않아 데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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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세척 후 사모

을 사용하여 세척을 행하 다.

사진 10. 세척 후 데칸 용액  

③ 세척을 시작하기 이 에 세척 시 물리  자극으로 인해 원형이 손상되거나 부분 으

로 구성물질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지지 직물을 사모에 헐겁게 부착하

다. 이 때 사모의 겉으로 사용된 직물과 내부에 3층으로 겹쳐진 실 성분의 분석 결과

가 견직물로 나왔으므로 지지 직물로는 견직물과 견사를 사용하여 형태가 비교  고

정 인 겉감은 제외하고 내부에 헝클어져 있어 안정성이 은 실만을 성근 홈질로 고

정하 다. 이러한 홈질 시에 바늘이 실 앙내부를 통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업하

다.

④ 세척은 데칸을 면 에 묻  조심스럽게 실행하 으며 가능한 유물의 원상태를 유지하

고자 하 다. 체 으로 3회에 걸쳐 세척하

으나 오염이 심한 부분은 데칸에 부분별로 

침지하여 오염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 다. 

침지에 의해서도 세척되지 않는 고형 오구들

은 핀셋을 이용하여 제거하 다. 

 

  세척 과정 동안 이탈되는 섬유들은 섬유 소재 

분석 시 사용하기 하여 부 별로 취합하 다. 

  사진 11은 세척 후 사모의 모습이다. 모체의 각 

주 에 집 되었던 흰색 오구가 많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헝클어져 있었던 내부 실도 

지지 직물과 견사 홈질에 의해 출토 당시의 형태



- 70 -

와 거의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세척 후 각이 모체에서 분리되었다. 각을 이루고 있던 직물도 분리되었으며 사진 12는 분

리된 각 테두리이다. 끊어진 왼쪽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데칸으로 세척을 하는 과정 동안 발생한 미미한 장력에 의하여 이미 장기간에 걸쳐 경화

되어 있었던 옻칠의 일부가 사모에서 탈락하는 상을 찰할 수 있었다.

사진 12. 모체에서 분리된 각 

(3) 사모의 구조  소재

  사모를 구성하는 소재의 분석은 보존 처리 작업 이 에 이미 떨어져 나온 시료와 유물의 

손상 정도를 악하는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떨어져 나온 경화된 시료를 상으로 주사 자

미경(SEM, JEOL사, JSM-T2000)을 사용하여 조사하 고 미세 상확 시스템(Video Microscope 

system：VMS)을 사용하여 확인하 다. 한 유물에 고착된 오구를 제거하는 세척 과정을 통

해 사모의 제작 방법에 해 조사할 수 있었다.

1) 사모의 구조와 제작 방법

  본 출토 사모는 크게 앞과 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뒤 본체에 각이 달려 있었으며 앞과 

뒷부분이 구조  형태만 다르고 제작방법은 동일 한 것이 확인되었다. 종이 심지를 사용하

여 두상과 머리둘 에 맞는 기본 틀을 제작하 고 심감은 종이 심지에 강도를 더하고자 2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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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실(3층)

심감

옻칠
추사

종이심지

바깥쪽 안쪽

그림 1. 사모의 단면

의 종이 심지 사이에 모시 직물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내부에 헝클

어져 있었던 실들은 명주실(생 )

로 종이 심지로는 형태를 만들기 

어려운 머리의 곡면 부분에 형태 

안정성을 주고자 사용되었던 것으

로 보이며 사-경사- 사 방향의 

3층으로 착되어 있었다. 사모 제

작 시 다른 경우에는 명주실 신 

나무를 얇게 잘라 사용하는 것

이 일반 인데 반해 본 출토 사모

의 경우 나무 신 명주실을 사

용하 다. 머리둘 를 따라서 종이 

심지와 평행하게 실이 놓여져 있

었으며 뒷부분은 정수리 부분으로 

갈수록 곡선으로 놓여졌다. 

  종이 심지와 종이 심지 사이의 심감 그리고 3개의 층으로 놓인 명주실이 사모의 기본 형

태를 만들었고 그 에 옻칠을 하여 형태를 고정한 뒤 그 외 을 겉감인 추사로 감싼 것으

로 추정된다. 그림 1은 사모의 단면을 도식화한 것이다.

  사모 앞부분의 치수와 형태가 그림 2, 3, 4에 나타나 있다.

17.5㎝

추사

28.5㎝

30㎝

30.5㎝ 0.8㎝

종이
11.5㎝

4㎝

30㎝

2㎝

3.5㎝

그림 2. 사모 앞 겉면 치수 그림 3. 사모 앞 내부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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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

흰색
오구심감

종이, 옻칠
심감심감

흰색
오구

종이

정꽃 치

심감

그림 4. 사모 앞 내부

  그림 4에서 음 으로 표시된 부

분이 심감으로 제작된 부분이다. 이

마 앞 한 가운데로 갈수록 종이 심

지의 폭이 넓어져 뾰족한 형태를 

나타냈다.

  세척 과정이 진행될수록 오염으로 

인해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드러나

게 되었다. 특히 사모 앞부분의 정

부( 部)에는 갓에서 볼 수 있는 정

꽃이 붙어 있었고 정꽃을 나타내기 하여 잘려진 명주실에 옻칠을 하여 착하 다. 갓에 

있는 정꽃은 한지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본 출토 사모도 정꽃의 모양을 만들기 하여 종이

를 사용하 고 3개의 원형 내부는 명주실을 잘라 구멍을 뚫었다. 그 에 옻칠을 하여 모양

을 유지시켰다. 

그림 5. 정꽃 도안(단 ：㎝)

  다음의 그림 6,7,8,9는 사모 뒷부분의 형태와 치수이다.

9㎝
27㎝

33.5㎝

28㎝

20.5㎝ 23.5㎝

33.5㎝

28.5㎝

12.5㎝

28.5㎝

12㎝1㎝
3.2㎝

4.1

그림 6. 사모 뒤 겉면 치수 그림 7. 사모 뒤 각 부착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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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감

추사

심감

종이, 옻칠

그림 10. 사모 뒤 내부 심감

29㎝

3.2㎝
4.1

1㎝

12.5㎝
12㎝

5㎝

28.5㎝

4.8㎝

5㎝

2㎝4.7㎝
12.5㎝

43㎝

3㎝

그림 8. 각 치수그림 9. 사모 뒤 내부 종이 심 치수

  그림 10에 있는 음 으로 표시

된 부분은 심감으로 제작된 부분

이다. 왼쪽 종이 심지 부분과 머

리 둘 에 닿는 종이 심지 부분

의 심감 형태는 악하지 못했는

데 그 이유는 종이 심지가 착

되어 있어서 유물을 손상시켜야 

악이 가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 손상을 가하지 않고자 하

다. 육안으로 찰하지는 못하

으나 뒷부분의 심감도 앞과 동일하게 좌우 칭의 구성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모의 둘 는  58.5㎝로서 재 성인 남성 모자의 제작에 사용하고 있는 수치와 거의 일

치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된 사모 제작 순서를 도식화하 다 (그림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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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모 앞부분 제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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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모 뒷부분 제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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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모의 구성 소재

  사모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겉감용 추사, 심감, 종이심지, 명주실(생 )로 분석되었다. 사

모의 총 량은 39.3g이었다(표1).

<표 1> 소재별 도  두께 

소  재 구성섬유
도(본/inch)

두께(mm)
경 사  사

추  사 견 54.6 140 0.205

문  사 견 72.6 45.6 0.14

심 모시 27.6 42.6 0.45

명주실(생 ) Ⅰ 견 28 22 0.295(0.19)

            Ⅱ 견 25 24

종이심 종이 0.755(0.56)

각 테두리 종이 1.58

각 합 부분 6.58

  

  사모의 외형을 감싸고 있는 직물은 짙은 갈색의 추사로 실에 꼬임을 많이 주어 평직으로 

제직한 축면직물을 말한다(심연옥, 2001). 사진 13은 실체 미경으로 촬 한 추사의 형태이

다. 오랜 동안 땅속의 습기 는 물속에 잠겨 있었으므로 변형된 외양을 보이고 있다. 사진 

14는 SEM으로 촬 한 꼬임이 많은 견사로서 추사의 구성섬유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15는 

추사의 구성섬유가 견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삼각단면의 형태이다. 사진 16은 옻칠이 

되어있는 실의 외양이며, 사진 17은 부직포 형태인 종이의 외양을 VMS으로 확인한 것이다.  

사진 18은 평직으로 직조된 모시직물(a)의 외양과, 이 섬유가 모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 모

시의 측면(b)과 단면(c)의 형태이다. 사진 19와 20은 테두리가 분리된 각의 외양이며, 그림13

과 14는 각을 이루는 문사의 문양으로 매화꽃을 묘사한 것이다. 사진 21은 실체 미경으로 

확인한 문사직물로서 바탕은 사직이고, 문양부분은 평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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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추사(VMS)

  

사진 15. 추사 단면(SEM)

사진 14. 추사 꼬임 측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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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옻칠이 되어 있는 명주실(VMS)

사진 17. 종이 심지의 확 (V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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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a. 심감 확 (VMS)

사진 18-b. 심감 경사 측면(SEM)

  

사진 18-c. 심감 경사 단면(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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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왼쪽 각  

  

사진 20. 오른쪽 각 

10.5

5

그림 13. 왼쪽 각 문사 문양도 

10.5

5

그림 14. 오른쪽 각 문사 문양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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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복원된 사모의 앞과 뒤( 측도)

사진 21. 문사 조직 확 (VMS)

(4) 사모의 복원

 

  출토 사모가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고, 사모제작 시에 사용한 열처리( 착제를 바른 후 인

두로 열을 가하여 형태를 고정하 다고 추정함 - 이는 사진 8의 손상부 에 의하여도 검증

되었음)에 의하여 추사가 늘어나서 본체를 감싸고 있다고 기본 틀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모

의 본체가 흐트러진 것이

어서 이 자체를 복원할 수 

없다는 문가 박성호 선

생님의 의견에 따라 여기

에서는 가상된 그림 15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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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    약

  본 연구는 1999년 12월 서울 상암동에서 출토된 사모의 보존처리에 한 연구 보고서이다

  사모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분리되어 출토되었으며 뒷부분의 오염이 앞부분보다 더 심하

다. 뒷부분에는 흰색 고형 오구가 다량 부착되어 있었다. 오염은 사모의 겉감으로 사용된 

추사와 심 사이에 특히 집 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약간의 물리 인 힘에도 탈락되었다.

  오염을 제거하기 하여 5종의 용매 성능을 먼  실험하 으며 그 결과 데칸에 의하여 오

구의 제거가 가장 효과 이며 염료의 탈색도 일어나지 않아 데칸을 사용하 다. 세척 에 

유물 원형의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지지 직물을 사모에 헐겁게 부착하 으며 지지 직물로

는 사모의 구성 소재와 동일한 견직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 다. 데칸에 의하여 흰

색 오구의 제거가 용이하 으며 형태의 손상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

쳐 이미 경화되어 있었던 옻칠이 세척 과정  사모 본체에서 탈락하는 상을 찰할 수 

있었다.

  본 사모는 형태 으로는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뒷부분에 부착된 각으로 구성되었다, 

종이를 심지로 사용하여 기본 인 사모의 형태를 만들고 내부에 명주실을 3층으로 사용하여 

체 머리 형태에 맞는 사모 형태를 만들었으며 겉을 추사로 감싸서 사모의 최종 형태를 

완성하 다. 특히 강도가 더 필요한 부분에 평직의 모시를 재단하여 종이 심지 사이에 넣었

다. 종이와 명주실에는 옻칠을 하여 형태를 고정하 다. 각은 문사로 만들어졌으며 각의 테

두리는 종이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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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李氏 密昌君 服飾 察

박  성  실(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

1. 머리말

  토지개발과 조상의 幽 리 등의 문제로 발생되는 조선시  분묘의 이장작업이 계속되면

서 출토복식은 지속 으로 발굴되고 있다. 이들 장이 각 언론사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

면서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례로 작년 고려 학교 박물

이 주 한 평윤씨 모자미라 출토복식 특별  “병인 윤시월”(2003.11.7-11.22)은 2주간의 기간

동안 람객 이만 천여 명이 동원되는 역사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상은 최근 들어서 

이장이 진행되는 장의 정보를 신속하고 안 하게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복식뿐 아니라 당시의 민속, 경제, 사회상 등 문화 반의 자료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본 박물 에서도 년도와 재(2004년 4월)까지의 발굴만도 10여건에 이른다. 복식학자로서 

어느 문 의 이장 정보는 새로운 연구자료의 발굴 기  속에 육체 인 고통을 堪耐하는 원

동력이 되어 다. 

  번 연구자료는 1999년 12월 21일 서울 상암동에서 출토된 주이씨 密昌君(1677-1746；숙

종3년- 조22년)墓 발굴유물에 한 것이다. 창군(宣祖七男 仁城君의 曾孫)의 복식류와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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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치장제구 70여 이 출토되었다. 윤년을 맞이한 년에 왕족의 수의문화도 찰되어 

의미를 가 시키고 있다. 한 조복일습이 출토된 것은 요한 고증자료로서 복식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더욱이 문  소장인 창군의 정 2 ( 조복 신상, 단령 신상)

이 처음 공개되어 출토복식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소 한 자료로 제공되었다. 당시 함께 출

토된 靖簡公( 창군의 자)의 춭토복식류는 2001년 본 박물  개  20주년 행사에 발표된 바 

있어(고부자, ｢상암동 출토 주이씨 益炡 유물연구｣, 한국복식 19호) 2 에 걸친 한 가문

의 복식문화와 함께 18세기 상류층 남성 복식류를 비교 고찰해 볼 수 있다.  

2. 발굴상황 및 입수경위

  1999년 12월 21일 문화방송과 서울방송 기자의 제보로 알려지게 된 마포구 상암동 출토

장은 월드컵경기장과 주변 아 트 신축 공사로 인해 매우 어수선한 분 기 다. 장은 차

도에서 멀지 않은 야산 능선 입구 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창군과 정간공의 분묘는 이미 

묘되어 두 분의 은 분묘 아래 평지로 운반된 후 임시로 흙을 덮어놓은 상태 다. 은  

뚜껑을 열어본 흔 이 있었고 폐백용 훈 9개를 비롯하여 상당량의 복식류는  밖으로 옮

겨져 주변에 려 있었다. 이들 부분은 補空衣나 斂衣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 으며  

내부는 렴 이 노출된 채 흩어져 있어 염습상태의 원형은 볼 수 없었다. 상체부 는 단령

을 비롯한 여러 벌의 포류로 싸여져 있었고 수의를 착용한 상태는 확인이 가능하 다. 학

흉배가 부착된 운보문단 단령을 上服으로 하여 공단 창의- 솜 치막- 솜소창의- 삼- 고의 

일습으로 포류 4 , 상의와 하의 각 1 씩 6 을 수의로 착용하고 있었다. 머리에는 생 에 

사용하 던 것으로 보이는 紗帽를 그 로 착용하고 있었으며 단령용 角帶는 비단바탕에 과

이 犀角형태로 그려져 있었다. 발에는 평소에 사용하 던 목화 형태의 비단 비화를 착

용하고 있었으며 행 은 없이 님만 맨 상태 다. 지요와 칠성  에 놓여졌던 칠성  덮

개용 비단, 4개의 囊,  내부를 도배하 던 비단조각 등 염습제구도 모두 수거하 다. 이 

가운데 가장 속에 착용하 던 삼과 고의, 허리띠, 버선은 시신의 안 한 보호를 해 수

거하지 않았다. 비한 삼베로 둘러싸서 정 히 모신 후 새로운 목 에 입 되었다. 당시 



- 89 -

날씨는 하권이어서 얼어버린 수의와 출토유물을 수거하는 작업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복

식류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해 녹이면서 수거하느라 상당시간이 소요되었다. 미라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巨軀임을 알 수 있었는데 새로 비된 목 의 나비가 좁아서 안치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창군의 직계 후손 표(이인용)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이장문제로 인해 일시 귀국한 상황이었다. 당일 장에서 기증의사를 밝  지석을 제외한 

출토유물 체는 후학을 해 연구자료로 기증되었다. (당시 이 내용은 서울방송 12월 21일 

녁 8시 뉴스, 문화방송 22일 아침 7시 30분 뉴스시간에 각각 방 되었다.) 

사진 1 창군과 익정공 분묘 치

  

사진 2 평지에 운반된 창군 목

사진 3 공개 당시 내부 형태 

(보공  렴의가 이미 수거된 상태 확인) 

  
사진 4 연화문이 확인된 렴  노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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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여러 겹의 비단옷으로 피복된 상태
  

사진 6 상체를 싸고 있었던 단령 무에 한지심을 

넣은 상태(상단의 자가 잘려있음)

사진 7 소렴  의 염포 일부(횡교)
  

사진 8 시신의 상체부분

(멱목으로 덮  있는 안면 주 의 솜, 사모 확인)

사진 9 단령에 부착된 학흉배와 假畵犀帶
  

사진 10 假畵犀帶 확 (서 형태로 과 과 

구부분, 5량 선 등 구체 으로 그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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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단령착용 후면(거구의 신체 확인)
  

사진 12 머리 후면(사모 양각확인, 머리 에 

어서 받쳐져 있던 비 치막에 양각 자국)

사진 13 삼을 착용한 상체부분

(멱목을 제거한 상태, 상투 확인)

  
사진 14 비단 비화 착용상태

사진 15 버선 로 고의 부리를 묶은 님 

  

사진 16 렴  피복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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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청색 빛의 지요와 낭

  

사진18 내의( 의 내부를 도배한 비단과 한지)

3. 밀창군(1677-1746)의 인적사항 

  출토된 지석과 왕조실록을 참고하여 行歷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창군은 宣祖의 7남으로 

靜嬪 閔氏 소생인 仁城君(1588-1628)의 증손자이다. 휘는 樴, 자는 君實, 호는 兩忘齋이다. 花

善君의 계자이며 생부는 化山君이다. 英祖임 의 총애를 받아 일 이 문장이라 불 으며 토

지와 노비를 하사 받았다. 70세로 卒하자 임 이 부의를 내리고 孝旌閭를 내렸다. 배 는 郡

夫人 同福吳氏이다. 

<표 1> 창군 련 행력

왕  조 연 (나이) 내 용

숙종32년 8월 1706/ 30세 인정  진연 참여(숙종재  30주년 기념)

    45년 1월 1719/ 43세 임 의 所 入祿건으로 상소 올렸으나 윤허받지 못함

    45년 2월  상동 태조의 고사 등 기로소입록 련 증거제시하여 윤허받는데 기여

경종 1년 7월  1721/ 45세 숙묘조의 어필간본을 올려 임 이 加資를 명함

     3년 1월 1723/ 47세 登極陳賀正使로 임명

     3년 4월 상동 출발  하직인사

     3년 9월 상동
귀국 復命(황제하사품 書冊, 筆墨, 시계 달. 1년치 貢物일부 감량약조 
- 綿 팔백필, 獺皮백장, 靑黍皮삼백장, 白綿紙천권)

     3년10월 상동 서양국 問辰鍾(시계, 창군이 가져온것) 상감 모형제작 지시

경종 4년 8월 1724/ 48세 경종승하 시 목욕례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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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조 연 (나이) 내 용

조원년 9월 상동 告訃正使 임명

상동 상동 祿大夫로 승진

조원년10월 상동 출발  拜表후 하직인사(국왕의 승습 인 련)

조 1년 2월 1725/ 49세 請諡承襲正使( 창군) 복명, 加資

조 3년 8월 1727/ 51세 세자 가례시 差로 참여

조 3년10월 상동 가례시 공로로 熟馬 하사 받음

조 4년 2월 1728/ 52세  임 이 上使에 충정토록 지시

조 9년 1월 1733/ 57세 죄인 權塋유배 시 도총부에서 휴식  하여 직

조 9년 6월 상동 謝恩兼冬至正使로 임명

조 9년11월 상동 출국  辭陛시 咨文건 처리에 한 상소

조10년 3월  1734/ 58세
굴욕 인 청나라의 咨文내용으로 正使 책임물어 삭직 문  당함. 
(청나라로 월경한 조선인에 한 과도한 체벌 요구 건) 

조10년 4월 상동 문 분부 환수하고 직만 삭제

상동 상동 창군의 처벌에 한 사간원의 상소

상동 상동 사간원의 상소 윤허하지 않고 죄목 정지를 지시

조10년 6월 상동 창군을 포함한 三使臣 특별 赦免

조12년 1월 1736년/60세 慈殿( 왕 비)을 한 연회 개최건 재차 상소

조12년 4월 상동 넷째옹주 병(홍역)이 하여 창군집으로 피신 지시

조12년 8월 상동 자 의 병환 회복되어 진연 요청

조15년 1월 1739년/63세 친경후 인정  露酒禮 참여

조15년12월 상동 東朝의 號 가상 요청

조16년 5월 1740년/64세 존호가상 재차 요청

조16년 6월 1740년/64세 존호 가상 재차 庭請, 윤허받지 못함

조17년 2월 1741년/65세 宗臣을 大臣과 차별한 의정부 속을 침해한 일로 추고 당함

조18년12월 1742년/66세 창군 아들(익정)에게 이조참  특채

조19년 4월 1743년/67세 下輦臺 거둥, 大 禮 거행시 侍 官으로 참여

조19년 9월 상동 진연 련, 사옹원제조 창군에게 비 지시 

상동 상동 명정  御宴 거행시 進爵宰臣(제4작)으로 참여

조20년 2월 1744년/68세 세자가례, 빈궁책 과 련하여 國朝御牒 개정 상소, 윤허받음

조20년11월 상동 종부시 제조 창군에게 璿源譜略 수정 지시

조21년 6월 1745년/69세 선정  明陵 忌辰祭 거행시 헌 으로 참여

조22년12월 1746년/70세 창군 卒, 임 이 애도하여 “寬樂令終”이라 칭함

조24년 4월 1748년 창군 閭門에 旌表토록 하명, 綽楔하는 은 을 시행토록 지시

조29년 2월 1753년 80세인 창군 부인에게 의차와 음식물 하사 지시

조36년 1월 1760년 87세인 창군 부인에게 의차와 음식물 하사 지시

조51년12월 1775년
李益炡에게 특별히 熟馬하사( 창군의 아들임을 거론)
＊정조6년(1782)에 졸한 돈녕부사 이익정에게 후한 賻 하사 지시( 창

군의 아들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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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숙종, 경종, 조 3 에 걸쳐 임 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후 을 받아 특별한 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110-114page에 수록된, 아

들 정간공 익정이 쓴 지석내용 참조요망)

4. 출토유물의 종류와 특징

  번 출토된 유물은 복식류와 殮襲諸具, 治棺諸具류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출토당시의 

상황으로 염습방법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의와 염의  보공

의류로 구성된 복식류와 염습제구, 치장제구 등으로 분류하여 특징을 알아 보기로 한다. 출

토복식류는 사모1, 조복일습으로 의1, 상1, 폐슬1, 수1, 1 등과 단령4, 흉배1 , 1, 창의

3, 치막4, 소창의14, 철릭1, 답호2, 도포2, 배자1, 고리1, 바지6, 비화1 등 47 이다. 염

습제구는 이불2, 베개1, 지요1, 낭4, 악수, 염포, 칠성 덮개, 내의 등이며 치 제구는 삽, 

훈9, 의1, 구의1, 옷감, 솜 등이다. (각 유물별 구체 인 내용은 특별 에 소개된 사진과 

도식화 참조요망) 

(1) 수의류 

  창군의 수의일습은 紗帽, 帶, 학흉배가 부착된 雲寶紋緞 團領1, 貢緞 衣1, 五胡盧紋

紬 솜中致莫1, 圓龍紋綃 솜 衣1, 삼1, 고의1, 버선, 縷緋靴로서 옷은 袍류 4 과 상의1, 

하의1 총6벌과 모, , 신을 갖추고 있었다. 이 가운데 삼과 고의, 버선, 망건은 수거하

지 못하여 사진으로만 남아 있다. 사모와 단령, 비화를 비롯한 수의용 복식류는 모두 생

에 착용하 던 것이었으며 다만 가장 속옷으로 착용하 던 삼과 고의는 도련이나 허리

부분의 바느질이 다소 성 게 바느질되어 있어 새로 만든 수의용으로 보여졌다. 帶는 공단

바탕에 犀角紋을 구체 으로 그려  假畵犀帶를 띠고 있었다. 각 복식에는 동정과 고름이 

부착되어 있다. 반면 아들인 靖簡公 李益炡(1699-1782) 수의는 단령 신 심의를 上服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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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고 창의가 없이 치막과 솜바지가 한 씩 추가되어 포류 4 , 상의1, 하의2 총 7벌

의 옷을 일습으로 갖추고 있었다. 양 의 수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

<표 2> 密昌君 父子 壽衣 내용

창군(1677-1746, 정1품) 정간공(1699-1782, 종1품) 

사모(망건) 복건, 망건 

상복(上服) 운보문단 단령, 학흉배 공단 심의

(帶) 가화각 조  

포류(袍類)
공단 창의

오호로문주 치막
원용문  소창의

공단 치막 
공단 치막
공단 소창의

상의(上衣) (세주 삼) 삼팔주 삼

하의(下衣) (세주 고의) 
공단 바지

삼팔주 고의

족의(足衣)
(버선) 
비화

행
버선
운혜

기타
멱목, 악수, 낭, 솜

( )는 수거하지 않은 유물
명목, 악수, 낭, 솜

  창군의 수의를 살펴보면 사모는 평소에 착용되었던 실물을 착용하 고 단령은 거죽과 

안감이 모두 운보문단으로 되어 있으나 겉감에 비해 안감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 깃의 형태

는 깃 임이 깊고 깃넓이가 넓고(6㎝) 안과 거죽을 각각 홑으로 제작하여 끼워  18세기 

형 인 재법을 사용하 다. 흉배는 운보문단에 학을 상하에 배치한 커다란 雲鶴胸褙

(31×34㎝)를 가슴과 등에 달았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본 박물  소장 주이씨 耽陵君(宣祖 

曾孫；1636-1731)의 단령과 학흉배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문 에서 소장하고 있는 창군의 

常服차림 정 신상(68세 진 )을 통해 보다 구체 인 내용을 악할 수 있는데 단령은 운

보문단 녹색이며 수구를 통해 보여지는 안감은 담청색의 운문이 확인된다. 가슴을 가린 

커다란 학흉배는 바탕색이 거죽감과 동일하게 보인다. 한 이와 유사한 시기의 자료인 

이화여자 학교 박물  소장의  社契帖(1719년)에 그려진 의정 김창집을 포함한 10명의 

기로제신 상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당시의 상복제도를 구체 으로 고증할 수 있는 자료

1) 益炡公 련 내용은 고부자 ｢상암동출토 주이씨 익정 유물연구｣, pp.85-104, 한국복식 제1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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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창군 단령착용 신상

가 확보된 셈이다. 단령에 착용하 던 사모는 유효선교수(서울 )에 의해서 보존처리되어 당

시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정이나 기사계첩의 사모형태와는 모정이 낮고 양각도 짧게 

나타나 실물과 그림 상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출토 당시부터 손이 심하

여 완 복원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모정의 화문장식이 확인되었고 소재도 밝 져 매우 

소 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帶는 왕실에서도 假玉帶라 하여 國喪에는 그려서 사용하

는데 창군의 경우도 假畵犀帶로서 동일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품용 서각 의 형

태를 매우 사실 으로 묘사하고 있는 에서 특징을 보인다. 탐능군의 경우를 비롯하여 단

령의 는 그려서 사용한 경우가 지 않다. 그 외에 치막과 소창의 모두 솜옷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솜옷을 수의로 사용하는 것은 기에 속하고 있으나 왕실에서도 솜옷 사

용에 한 논의가 많았는데 宣祖妃 의인왕후(1555-1600) 승하 시에는 솜옷 사용여부에 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국 활 한 내부를 채우기 해 다량의 솜옷을 사용하 다2). 단령과 

일습을 이루는 신은 비단으로 벼서 만든 비화이며 마치 스모킹을 해  것처럼 볼륨이 

있다. 비신의 바닥 외피는 명주를 겹으로 만든 얇은 상태로 발굴되었다. 木靴라는 용어는 

19세기부터 찰되며 조선 후기까지 기록에는 주로 黑黍皮로 만든 화와 비단으로 만든 精을 

함께 착용하 다3). 따라서 창군의 비화는 정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나 완벽한 만듦새

로 보아 가죽신 안에 착용하는 용도로 보기에 부담스럽

다. 따라서 明代의 신과 같이 창에 별도로 부착하는 외

피가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사진9-10, 

13-15 참조)

  단령을 상복으로 착용한 창군은 국왕의 총애를 받아 

壽를 마칠 때까지 직에 있었으며 심의를 상복으로 착

용한 아들 정간공은 70세에 돈녕부사, 사옹원과 의감

제조를 마지막으로 84세로 운명할 때까지 별다른 직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 정간공의 보공의류에는 동

정과 고름을 모두 임의로 제거한 채로 발굴되었으나 

창군의 경우는 손으로 인한 탈락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부착되어 있어 한 가문의 수의문화도 시 에 따라 변화

2) 박성실, ｢조선 기 출토복식연구｣, p.38 세종 학교 학원 박사학  청구논문, 1992

3) 박성실, ｢조선시  靴ㆍ鞋ㆍ履에 한 연구｣, 靴ㆍ鞋ㆍ履, pp.176-179 단국 학교박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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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이 확인된다. 재까지 출토된 조선조 복식류 가운데 삼베로 만든 수의는 발견된 바 

없다. 이러한 근거에 기 하여 지난 2000년 윤년 한국출토복식연구회에서는 “바람직한 수의

문화”라는 주제로 통 인 수의문화에 한 세미나와 특별 을 개최한 바 있다4). 세미나에

서 모직을 제외한 모든 천연섬유를 수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혼례복을 수의로 사용하

던 풍습이 국말까지 존재하 음을 밝히고 바람직한 수의류를 제시하는 특별 을 개최하여 

수의문화 발굴에 일조하 다.

(2) 보공  염의류  

  보공  염의류로 출토된 복식류는 朝服 일습(衣, 裳, 蔽膝, 後綬, 大帶), 團領3, 天翼1, 道

袍2, 衣2, 中致(赤)莫3, 衣13, 褡護2, 褙子1, 고리1, 바지6 등으로 총 39 이다. 각 복

식의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조복

  재까지 국 도처에서 발굴된 출토복식이 상당량에 이르고 있으나 朝服이 출토된 사례

는 5건이 있으며 祭服이 출토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이는 국가 사에 착용되는 

조복과 제복은 奉常寺나 濟用監에서 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던 기의 제도와 

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이들 복식자료는 말기의 래유물로 한정되어 있었고 복

제 개  시에도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연구되어 연구자들의 심을 받지 못하 으며 

선행연구도 1970, 80년 에 이루어진 3-4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 본 박물

의 소장품인 정간공 유물과 창군 유물, 여주군 향토사료 소장 유물, 그리고 아직 공개

되지 않은 사립 학교 박물 의 유물 등 17-18세기 유물과 온양박물  소장의 안동김씨 출

토유물(20세기) 등 총 5건에 이르는 유물이 발굴되었고 후기의 유물들은 말기의 자료들과 

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창군의 조복은 당시의 제도를 알 수 

있는 폐슬, 후수 등 부속품까지 갖추고 있으며 문 에서는 채색된 정을 보  이어서 매

4) 한국출토복식연구회(회장 박성실)에서는 지원과 공동으로 문화 부, 보건복지부, (주)삼포실버드림의 후

원을 받아 2000. 5. “바람직한 수의문화”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연구회에서는 한국의 수의문화, (서울：

2002)를 발간하 다.



- 98 -

우 유익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최근 주목되는 새로운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 기에는 조복  부속품의 무역이 이루어졌고 中宗 에는 신발에 한 변

화(黑履→黑皮靴)를 보 으며 正祖 에 이르러 단은 청색의 창의로 치되는 등 구체 인 

내용들이 연구되어 있다5).

  창군의 조복은 衣, 裳, 蔽膝, (後)綬, 大帶 등이 발굴되었다. 의와 상, 폐슬은 無紋紗(말기 

은조사와 유사)로 되어 있다. 의는 문헌에 따라 赤羅衣(국조오례의, 한 ), 赤綃衣(경국

), 紅綃衣(경모궁의궤), 다홍생수갑사(의화군 발기6))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물은 공단, 

, 갑사, 항라, 순인 등 다양하여 제도상의 기록일 뿐 규정된 색상에 기 한 것으로 보인

다. 가선된 부분이 다소 넓은 편이며 겨드랑이 부분이 네모형이 아닌 일자형으로 달려있다. 

후수는 공단에 두 의 운학을 수놓았으며 말기와 끈이 연결되어 달려 있다. 이와 흡사한 

형태의 후수는 己巳進表裏 軌(1809)에 채색된 상태의 그림에서 구체 으로 나타나 있다7). 

한 景慕宮 軌(1783) 祀冠祭服圖에는 絲網이 부착되고 두 의 鶴이 마주보며 그려져 있으

며 이들은 창군의 후수와 흡사하다. 한 太學志(1785) 문무  복(祭服) 綬는 1, 2품용

으로 黃,綠,赤,紫 4색으로 운학을 직성하고 환과 청사망을 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8) 

당시의 색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는 도류단으로 되어 있으며 양끝에 비단끈을 달아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의는 겹으로 되어 있으며 안은 매우 얇은 細紬를 사용하 고 당

코깃이 넓게 달려 있다. 폐슬은 말기에 비해 매우 크며(28.5×67㎝) 상단 양쪽으로 고리가 달

려있다. 상은 단에 加線된 부분까지 주름이 잡  있다. 정에는 가늘게 직성된 조 가 

앞으로 매어져 있음이 확인되어 국말의 착장법과 차이를 보인다. 정간공의 조복 의는 삼족

항라로 되어 있고 여주 향토사료  소장의 조복일습은 창군의 조복과 매우 유사하고 의와 

상은 공단으로 되어 있다9).

5) 장정윤, ｢조선시  문무백  조복에 한 연구｣, 2003, 단국 학교 학원 통의상학과 석사학  청구논문

6) 이명은, ｢궁 기에 나타난 행사  복식연구｣, p.156, 2003, 단국 학교 학원 통의상학과 석사학  청

구논문

7) 김태연, ｢기사진표리진찬의궤에 나타난 복식연구｣, 2003, 단국 학교 학원 통의상학과 석사학 청구논문  

8) 장정윤, 앞책, pp. 65-66

9) 이 유물은 유희경교수님과 본인의 고증을 거쳐 당 에 소장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장자가 화산군( 창군 

생부)의 유물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자간의 유물이 된다. 정간공의 조복도 발굴되어 삼 의 유물일 

가능성에 해 추후 조사할 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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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기사진표리진찬의궤 賓 조복 사진 21. 景慕宮 軌 祀冠祭服圖 綬

사진 22. 창군 후수 사진 23. 창군 조복 

착용 신상

사진 24-1 창군 조복상

사진 24-2 창군 조복홀

2) 단령

  수의용으로 착용되었던 단령 외에 3 이 발굴되었다. 형태는 수의용과 동일하며 소재는 

운보문단, 공단, 세주 등이 사용되었다. 운보문단과 공단단령은 머리와 상체부분을 싸고 있

었으며 공단단령의 무 윗부분에는 두터운 한지를 넣어 심으로 사용하 다. 한지에는 커다란 

씨가 쓰여 있으나 자가 잘려 있어 오려서 사용한 흔 이 확인된다. 뒤쪽의 무는 상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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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으로 진 앞쪽 무와 달리 일자형으로  있고 심에 숫단추, 뒷길에 암단추가 

부착되어 고정하 다. 길이 133-136㎝, 화장 121-127㎝, 뒤품 61-62㎝이며 동정과 고름이 달리

고 반 으로 고운 홈질로 바느질되어 있고 깃에는 4땀 상침으로 정교하게 돌려 주었다. 

사진 25. 무의 한지부분

 

사진 26. 무의 단추부분

3) 철릭

  철릭은 운보문단 홑옷으로 한 벌이 출토되었다. 하체부분을 싸고 있어 염의용으로 사용

되었던 것이다. 의(45㎝)가 상(89㎝) 길이의 반 정도이며 상의 주름은 단까지 2.0㎝의 겉

주름을 규칙 으로 잡아 주었다. 당시에 보이는 표 인 형태이며 출토량이 은 것은 당

시의 착용빈도가 많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후기에 어들면서 수, 동다리, 쾌자의 군복이 

활성화된 것과 련이 있다. 길이 134㎝, 화장123㎝, 품65㎝이며 치마폭은 5폭 반(1폭=68㎝)

이다. 동정과 고름이 달려있고(일부탈락) 일자형 등바 와 겨드랑이, 수구에 바 가 달려있

다. 재 법은 홈질, 공그르기로 되어있다.

4) 창의

  衣는 뒤트임이 있는 수의 직령포로서 수의용 한 벌 외에 염의용과 보공용으로 각각 

한 벌씩 출토되었다. 모두 겹옷으로 재료는 공단이다. 일반 으로 출토된 창의는 치막이

나 소창의 소재보다 고 의 비단류를 사용한 공통 을 보인다. 이는 당시 복용 단으로

서의 기능을 한 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正祖代에는 조복의 변화가 확인되는 요한 시기

이다. 정조 17년 10월에는 ‘창의는 근래의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이래 朝服이 되어 백색

과 청색을 갖추어 놓고 연거용은 백색, 복용은 청색을 사용한다’ 하 고, 백색 창의의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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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童子服 居家雜服攷

용을 하여 청색이 상 으로 많이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10). 따라서 조복의 청색

단은 이때부터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출토 창의는 색을 볼 수 없으나 고  소재를 사용

한 것은 조복용으로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창의는 깃과 동정, 화장이 소창의에 

비해 넓다. 길이130-135㎝, 화장116㎝, 품65-66㎝이다. 수의용 공단 창의도 길이 132㎝, 화장66

㎝, 품66㎝로 유사하다. 뒤트임은 약 79㎝이며 고름과 동정이 있다. 

5) 치막

  中致莫은 양 에 트임이 있는 수의 직령포로서 수의용 한 벌 외에 보공용 3 이 출토되

었다. 보공용은 모두 솜을 넣지 않은 비옷으로서 細紬와 皺紗로 되어 있다. 비간격은 

1.0, 1.2, 2.0㎝ 후이며 추사로 된 것이 가장 좁고 길이는 127㎝이다. 추사 창의를 제외하면 

길이132-133㎝, 화장110-114㎝, 품61-63㎝이며 트임은 74-82㎝ 후이다. 한 을 제외하고 

모두 동정과 고름이 있으며 안단을 별단으로 좁게 어 주었고 수구에도 별단을 어서 실

용 으로 착용하도록 바느질되어 있다. 

6) 소창의

  왕실기록에서 ‘소창의’라는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衣는 19세기 반 丁若鏞(1762- 

1836)의 茶山詩文集에서 확인된다. 진사의 웃옷으로 심의를, 擧人의 웃옷으로 창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夾袖長襦’를 제안하면서 이를 ‘소창

의’라고 주석하 다11). 한 朴珪壽의 巨家雜服攷

(1841) 동자복 도상으로 長襦라 하여 착수형태의 

양  트임이 있는 직령포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英祖 승하 시 梓宮衣襨나 正祖, 純祖의 염습의  

에는 창의와 치막, 도포, 주의 이외에 기록되

는 長衣가 있다. 왕실 외에도 국말 안동김씨 愼
終 에 편복류와 함께 장의가 등장한다. 해인사

에 소장되어 있는 해군의 치막은 출토되는 형

태와 구성이 동일하듯이 왕실의 편복류는 사 부

10) 正祖實  正祖 17년 10월 辛未, 庚辰 참조

11)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9 庶民服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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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한 과 二葉杉부분

가와 동일한 제도임이 밝 지고 있다. 남자의 장의는 액주름처럼 임진왜란 이후 소멸되는 포

제이다. 따라서 당시의 장의를 여자용 장의 형태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주목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장의, 장유가 ‘소창의’라는 설에 설득력을 가진다12).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시 인 차이는 있으나 치막과 달리 소매가 좁은 형태의 직령포

를 소창의로 명칭하기로 한다. 소창의는 모두 14 이 출토되었으며 수의용 솜옷(圓龍紋綃) 한 

과 염의용 세주 비옷 한  외에는 모두 보공용이다. 두텁게 솜을 두어 만든 솜옷은 2

이며 圓形 花鳥紋綃와 紬를 사용하 고 무늬의 직경은 16.5㎝로서 거리를 두어서 시문되어 

있다. 비옷은 12 으로 비간격은 1.2-7.0㎝에 이르며 솜을 넣지 않았거나 얇게 넣은 것, 

두텁게 넣은 것으로 구분된다. 두텁게 솜을 넣어 빈 소창의는 20㎝ 간격으로 벼주었는데 

이는 솜을 고정시키기 하여 듬성듬성 호아  형태이다. 소재는 추사, 소형 圓花紋綃(직경

7.5-8.5㎝), 원형 蝶榴紋綃(직경14.5㎝), 圓龍紋綃(직경13-14㎝), 무문 , 세주 등을 겉감으로 사용

하 으며 특히 綃 종류가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일반 으로 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얇게 솜

을 넣은 경우에는 비간격이 좁고 질이 종은 옷감을 사용하 으며 안단을 어  특징을 

보인다. 길이는 119-125㎝ 후의 것이 주류를 이루며 130㎝를 보이는 외도 한  포함되어 

있다. 화장은 89-96㎝에 이르며 품은 55㎝ 후로서 창의나 치막에 비해 게 만든 특징을 

보인다. 양  트임은 69-82㎝ 후로 나타나며 소매 배래는 진동선 35㎝ 후에서 수구 21㎝ 

후로 좁아져 경사가 심한 사선으로 나타난다. 탈락된 부

분이 확인되나 고름과 동정이 부분 달려있다.

7) 도포

  道袍는 염의용으로 출토되었다. 모두 공단이며 겹과 홑

으로 만들어져 있고 길이 136, 140㎝, 화장 120, 124㎝, 품

63, 64㎝로 크기는 유사하다. 깃과 동정이 넓은 편이며 한

이 등바 처럼 연결되어 있고 트임부분이 앙에 모아

져있다. 수구 안쪽에 덧단을 어 주었고 홑도포는 겨드랑

이 바 를 해주었다. 단이 울지 않도록 약간의 여유를 

주면서 단처리를 매끈하게 공그르기 해주었다. 

12) 이은주, ｢동래정씨 흥곡공 일가 남자묘에서 출토된 복식류｣, -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p.171-172, 경기도박물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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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답호 깃부분

사진 30. 배자 깃부분

8) 답호

  방령의 맞깃이 달린 형의 형태에 소매가 없이 진동선

을 서 사선으로 해주거나 어깨를 덮고 있는 두 가지 형으

로 출토되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깃모양이 원삼깃과 같은 

배자형에 길이가 다른 옷들도 출토되어 명칭상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英祖 승하 시 재궁의  에도 褙子, 戰服, 

褡護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13)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으나 올바른 명칭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한 

복이 두 인데 반해 답호는 26 에 달해 착용빈도를 짐작

해 볼 수 있다. 본 유물 2 은 모두 비이며 동정이 달려 

있다. 高宗 21년 갑신의제개  시 廣袖衣를 폐지하고 窄袖衣

와 戰服, 絲帶로서 朝士의 私服 착용을 지시했으나 복의 형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에서 답호의 명칭이 보다 일반 이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답호라고 명칭하

으나 앞으로의 연구결과에 따라 개칭될 수도 있다. 추사와 를 사용하 고 솜이 없이 0.8㎝ 

정도로 정교하게 벼 주었다. 도련에는 안단을 별단으로 처리해 주었다. 모두 보공용으로 

출토되었다.

9) 배자

  상기한 답호와 유사하나 방령이 아닌 배자깃 형태에 동정

이 달려있다. 트임이 있으며 앞뒤 길이가 77㎝로 동일하

다. 국말의 배자와 유사하다. 안과 거죽이 모두 주로 되어 

있고 솜을 넣어 벼주었다. 품60㎝, 화장40㎝이다. 

10) 고리

  상기한 바와 같이 수의용으로 착용한 삼은 수거하지 않

았으며 그 외에 고리류는 솜을 두텁게 넣은 비 고리 

한  뿐이다. 안과 거죽 모두 紬를 사용하 고 겉깃은 칼깃, 안깃은 내어달린 목 깃으로 

13) 英祖實  英祖52년 3월 庚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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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고리와 유사하다. 길이71㎝, 화장91.5㎝, 품64㎝로서 장식이 없고 비간격은 19.5㎝이

다. 동정과 고름이 달려있으며 보공용으로 사용되었던 유물이다.

11) 바지

  바지는 모두 6 이 출토, 수거되었으며 삼과 같은 이유로 고의는 제외되었다. 솜바지 한 

과 나머지 5 은 모두 비바지이다. 綃, 細紬, 紬 등을 사용하 고 비간격은 1.2-4.5㎝에 

이른다. 바지길이는 허리나비를 제외하고 105-110㎝에 이르며 허리나비는 19㎝ 후이다. 허

리의 이음선은 바지의 면을 기 하여 볼 때 작은사폭이 연결된 마루폭선과 큰사폭선에 연

결된 것으로 혼용되어 나타난다. 바지부리는 38㎝ 후이며 바지폭과 함께 넓게 되어 있다. 

모두 보공용으로 출토되었다. 

사진31 바지 배래 부분

사진 33. 세주 삼십팔 묵서부분  

사진32 바지 까마 귀머리 부분

  그밖에 세주로 된 얇은 옷감(36.5×388㎝정도)이 출토되었는데 “삼십팔”이라 묵서되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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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습제구

  염습제구는 내  속에서 출토된 복식류 이외에 염습 시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의미

한다. 주로 이불(大斂衾, 殮衾), 염포(橫絞, 從絞), 베개, 地褥, 天衾, 幄手, 幎目, 囊류, 내

의( 내부 塗 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창군의 염습제구는 이불, 염포, 베개, 지요, 자리, 

악수, 낭 등이다. 이불은 깃과 동정, 길로 구성된 겹이불이며 렴 은 연화문단(192×242㎝), 

소렴 은 원용문단(189×242㎝)을 길로 사용하 다. 염포는 베로 만들어 부분 으로 남아 있

으며 이장에 참여한 문 에 의하면 소렴시 12매로 염을 하 다고 한다. 베개는 주를 사용하

여 만들고 솜이 들어 있다. 지요는 주와 공단으로 되어있고 악수는 화문단으로 만들었으며 

한 짝만 수거되었다. 낭은 4개가 출토되었는데 左足, 右足, 左手, 右手의 명문이 묵서되어 

있다. 일반 으로 오낭이라 하여 頭髮囊이나 齒囊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번은 특이한 경우

이다. 4개의 낭만 출토되는 경우가 지 않아 4낭이 일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한 칠성 에 덮개로 사용하 던 細紬에는 칠성 처럼 북두칠성 모양의 구

멍이 뚫린 채로 발굴되었으며 이러한 형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4) 치 제구

  치 제구는  외부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용구들을 총칭한다. 주로 명정, 훈, 柩衣, 

翣등이다. 창군의 경우 명정은 발굴되지 않았으나 명정 크기(71×230㎝)의 공단천이 있다. 

폐백용 玄과 勳은 모두 9개가 발굴되었는데 모두 동일한 무문사이며 68×165㎝의 감을 어

서 12×36㎝로 어주고 명주실로 매듭지어 있다. 주로 명정 에 놓여지는데 발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다. 雲紋紗로 된 棺 덮개용 구의 부분과 삽 1편이 있다. 삽은 주를 사용하

고 크기는 34×32㎝이며 ‘卍’字가 홍색으로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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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본고는 지난 1999년 12월 2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아 트건설 장에서 출토

된 주이씨 창군 樴(1677-1746)의 출토유물에 한 내용이다. 창군은 선조의 7남 인성군

(1588-1628)의 증손이다. 숙종, 경종, 조 삼  임 을 섬겼으며 조의 총애를 받아 3차례 

국을 다녀온 인물이다. 48세에 흥록 부(정1품)에 올랐으며 지석에는 동일한 품계인 록

부에 올랐다. 출토유물은 사모1, 조복일습으로 의1, 상1, 폐슬1, 후수1, 1, 단령4, 흉배

1, 가화서 1, 창의3, 치막4, 소창의14, 철릭1, 답호2, 도포2, 배자1, 고리1, 바지6, 비화1 

등 복식류는 부속을 포함하여 총 47 이다. 

1) 수의 일습은 실물사모, 단령( 학흉배), 假花犀帶, 창의, 치막, 소창의, 삼, 고의, 버

선, 비화 순서로 착용되었다. 수거하지 않은 고의와 삼, 그리고 를 제외하면 모

두 생 에 착용하 던 것을 사용하 다. 치막과 소창의는 솜옷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 조복일습은 매우 귀 한 자료로서 조복제도의 변화는 正祖 에서 확인되었다. 정조 17

년 단은 청색의 창의를 사용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보다 앞서 종 3년에는 흑피혜 

신 화를 착용토록 하 다. 국말 래유물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의를 겹으로 하

고 상의 주름이 단까지 잡  있다. 폐슬은 넓고 길며 상단 좌우로 고리가 달려있어 

4색으로 직성된 조 (정1, 2품용)를 끼우도록 되어 있다. 후수에는 두 의 학이 구름과 

함께 수놓아져 있으며 허리가 달려 고정시키게 되어 있다. 화문단 에는 별도의 고

정용 작은 끈이 양단에 달려 있다. 이를 착용한 모습은 문 에서 보 인 정에 사

실 으로 묘사되어 있다. 의, 상, 폐슬은 모두 무문사(국말 은조사와 유사)로 되어 있다. 

3) 단령은 18세기의 시  특징을 반 하고 있으며 운보문단, 공단, 세주 등을 사용하

고 공단 단령 무에는 두터운 한지가 심감용으로 들어 있었다. 한 무의 처리는 뒤쪽

의 무는 를 일자형으로 어주고 숫단추를 가운데 달고 뒷길에는 암단추를 달아 고

정하도록 하 다. 문 에 소장 인 常服차림의 창군 정과 유사하 다.  

4) 창의는 뒤트임이 있고 수의 직령포로서 조복의 단으로 사용되기도 하 다. 따라서 

출토된 창의는 비교  질이 좋은 비단류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5) 치막은 양 이 트인 수의 직령포로서 솜을 사용하지 않고 정교하게 벼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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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와 세주를 사용하 다. 안단에는 별도의 옷감으로 얇게 단을 둘러 주었다. 창의와 

같이 길고 넓은 소매가 달려 있어 구성이 유사하다. 

6) 소창의는 장유 는 장의로 명칭되었던 것으로 치막과 유사하나 착수 소매가 달려 

있다. 그러나 체 인 치수는 창의나 치막에 비해 게 나타난다. 원형의 용문, 화

조문, 류문 등이 드물게 시문되어 있는 綃류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솜옷이나 

1.0-7.0㎝ 후의 비로 다양하게 벼 주었다. 유물에 따라 20㎝ 가까운 간격으로 징

구어 놓은 것도 확인된다. 

7) 도포는 공단을 사용하여 겹과 홑으로 2 이 있으며 당시에 보이는 일반 인 형태이다. 

8) 고리는 솜옷으로 장식이 없는 민 고리로서 칼깃이 달린 형 인 남자 고리의 특

징을 보인다. 바지는 솜옷1  외에 5 은 모두 비이며 주, 세주,  등으로 되어 있

다. 허리의 이음선은 작은사폭과 큰사폭 쪽으로 혼용되어 있다. 부리와 , 넓이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9) 이상의 복식류에는 탈락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으나 고름이나 동정을 의도 으로 제거

한 흔 은 발견되지 않는다. 창군의 아들인 정간공의 경우 보공용에는 고름과 동정

이 생략된 경우와 차이를 보 다. 2 에 걸친 한 가문의 수의문화에도 변화가 있음이 

확인된다. 

10) 비단으로 벼져 스모킹(smocking)과 유사한 기법으로 만든 靴는 재까지 유일한 것으

로 정교한 만듦새가 돋보이는 유물이다. 당시 黑黍皮靴와 일습을 이루는 비단으로 만

들어 착용하 던 精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11) 염습제구에서는 기존의 경우와 유사한 제도로 사용되었으며 다만 세주로 된 칠성 의 

덮개가 발굴되었는데 북두칠성 자리가 둥 게 오려져 있었다. 치 제구 에는 과 

훈이 9  수거되었고 “卍”字가 홍색으로 그려진 삽이 비교  양호한 상태로 발굴되었

다. 그밖에 4m 정도가 남아있는 세주 옷감에 묵서된 “삼십팔”의 기록이 ‘삼팔주’ 명칭

으로 인해 주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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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明朝鮮國顯祿密昌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 贈諡 

靖獻公府君墓誌

先父君諱樴字君實 宣廟王子仁城君孝愍公諱珙曾孫也仁城君生海原君忠孝公諱健海原君有六子第

二曰花善君諱湸第三曰花山君孝簡公諱渷出後於季父海陽君諱僖府君以花山君長男爲花善君繼子

所後妣郡夫人昌原黃氏郡守道亨女觀察使 贈吏曹判書謹中曾孫生妣郡夫人密陽朴氏通德郞織女吏

曹參判 贈判書號泌川彝叙玄孫也府君以肅廟四年丁巳九月十八日壬辰生十五初授密昌守癸酉 親

臨殿講高等陞正丁丑䟽進 宣廟御筆及孝 事實孝紀等冊 特命加資陞明善戊寅以宗學居首陞明義

君自後遂爲著令庚辰除都摠府副摠管後由副而都九兼是任壬午丁孝簡公憂癸未荐罹所後妣黃夫

人憂己亥 肅廟入 社 慶 親授陞中義庚子 肅廟禮陟差 魂殿 上辛丑以刊進 肅廟御筆勞陞 承

憲壬寅廟議請於宗班中 加超擢以備 又陞嘉德癸卯以進賀兼謝恩使赴燕其時副使卽徐相國命

均也以詩贈之曰不用經傳慕中壘已知爲善似東平溫恭接物皆和氣謹勅持身自 名此爲敬憚之意也

甲辰 景廟昇遐以告訃兼請謚承襲使超陞 祿赴燕乙巳回還又陞顯祿 賜土田臧獲丁未 孝章世子嘉

禮寫進 冊嬪敎命文戊申春以 特旨單付陳奏使秋丁本生繼妣黃夫人憂未赴燕辛亥兼司甕院提調秋 

長陵遷奉時以執事入參壬子和 翁主吉禮主婚癸丑以謝恩兼冬至使赴燕丙辰 王世子冊 慶科不肖

益炡倖參庭試文科唱第日 上命府君率新恩入侍 下敎曰予已知卿平日謹勅而每稱受福之人今卿之

子早捷大 科此莫非卿之心德也仍 下御製以示嘉悅之意丁巳兼宗簿寺提調以 璿譜奉安使赴太白

五臺山後又之沁都赤裳山已未 特除宗親府有司 上壬戌歲首入侍 講筵獻祈祝語 上善之俯詢年紀

嘉其矍鑠 仍 敎曰密昌以 穆陵之孫年過 艾而其常時謹飭 常嘉之養老之典令該曹依七十人例擧

行伊後 上臨筵敎曰密昌予之門長也又於甲子 上入 社 特下備忘曰密昌君以昔年 宗年亦近七衣

資食物從厚題給以表予意是冬進宴時撤饌以 賜令率諸宗往宗親府盡歡翌朝上箋謝乙丑六月値 肅

廟諱辰差獻官 上親傳香深歎其筋力之可貴忠悃之彌篤丙寅因左議政宋寅明陳白以宰臣父年七十 

命賜衣資食物是年冬偶以腫患竟於十二月九日酉時易簣于嘉 坊第之正寢訃 聞上震悼撤朝召承旨

書 下備忘曰宗臣零替莫若子今而密昌君以宗班之首爲宰臣之父年至稀年而忠國之心謹飭之性予嘗

倚仗年雖高筋力矍鑠豈意此單之遽上於宗臣可 寬樂令終而予之傷悼曷有其已却疑非眞彌日愴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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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令該曹凡諸等事從厚擧行以示予意仍顧語承旨曰密昌可貴人宗臣中 以忠厚見稱矣古語曰人生

七十古來稀密昌可 令 終也今予寬樂令終之敎便是諡號也越明年丁卯二月十七日丁丑禮葬于京畿

楊州治西水色里負艮之原葬未幾太常議謚曰靖獻寬樂令終曰靖嚮忠內德曰獻戊辰宗伯李周鎭以府

君孝誼陳請褒揚 上敎曰密昌家世襲忠孝求忠臣於孝子之 實著矣 特命㫌閭配郡夫人同福吳氏戶

曹正郞始績女觀察使 贈領議政挺垣孫觀察使 贈領議政端曾孫吏曹參判 贈判書黙齌百齡玄孫

府使尹梅外孫也有三男三女男長卽不肖益炡娶 贈持平安相泰女次益煐娶判書柳儼女出繼仲父洛昌

君后次益炅娶通德郞曺命寅女女長適閔昌福次適姜偉次適尹晩益炡生二男一女男長聖圭娶判書鄭

羽良女次禹圭女適金鼎鎭益煐早夭無嗣取再從兄僉正益焌子秉圭爲后益炅亦早夭取禹圭爲后閔昌

福生二男一女男旭祥馹祥女適李良孝姜偉生一男一女男彝福女適南絳老內外孫十數人嗚呼府君歷

事 三朝位至崇顯 朝家視遇有殊及至訃上十行 行 綸音褒惜備至節惠之 恩棹楔之 命荐 於三年

之內前後 恩榮□結幽明後因仲父洛昌君入侍講筵 上歔欷而敎曰宗戚中卿兄爲首今獨見卿一倍愴

感而宗臣中謹愼無如卿兄 今則已矣至已巳不肖服闋初登 前席 上垂涕而敎曰三年昜過矣見卿而

追念先卿一倍愴然卿父之謹愼忠厚曾已論之而今聞卿 先卿臨 奄奄之際猶有眷眷邦國之心卿

體卿父事我之心移事元良縷縷 恩敎夐越 常至是而府君平日實蹟可而著顯百世不泯其在斯歟葬時

請誌于柳尙書儼已瘞于隧今不宜復述而及今三年已過其間 贈諡㫌閭之典 臨朝悼衋之敎謹此追記

以備悠久不朽之圖哀榮多感號慕如新不洎之悲如何可已嗚呼痛哉

不肖子嘉義大夫吏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

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益炡泣血誌

崇禎紀元後百二十二年己巳八月 日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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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조선국 현록대부 밀창군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 증시 정헌공부군 묘지

  돌아가신 부군(府君)의 휘는 직(樴), 자는 군실(君實)이니. 선조(宣祖)의 왕자인 인성군(仁城

君) 효민공(孝愍公) 휘 공(珙)의 증손(曾孫)이시다. 인성군이 해원군(海原君) 충효공(忠孝公) 휘 

건(健)을 낳았고, 해원군이 여섯 아들을 두셨다. 둘째는 화선군(花善君) 휘 양(湸)이고, 셋째는 

화산군(花山君) 효간공(孝簡公)휘 연(渷)인데, 계부(季父)인 해양군(海陽君) 휘 희(僖)에게 양자 

나갔다. 부군(靖獻公)은 화산군의 장남으로서 화선군의 양자가 되었다. 양가(養家)의 어머니

는 군부인(郡夫人) 창원황씨(昌原黃氏)로, 군수 도형(道亨)의 따님이고, 찰사(觀察使)로서 이

조 서(吏曹判書)에 증직된 근 (謹中)의 증손녀이다. 생모는 군부인 양박씨(密陽朴氏)로, 

통덕랑(通德郞) 지( )의 따님이고, 이조참 (吏曹參判)으로서 이조 서에 증직되고 호(號)가 필

천(泌川)인 이서(彛敍)의 손녀(玄孫女)이다. 

  부군은 숙종(肅宗) 4년 정사(丁巳：1677)1) 9월 18일 임진(壬辰)에 태어나셨다. 15세에 처음 

창수(密昌守)를 제수 받았고, 계유년(癸酉年：1693)의 임 이 친림하여 베푼 강(殿講)에서 

높은 등 을 받아 창정(密昌正)에 올랐다. 정축년(丁丑年：1697)에 선조어필(宣祖御筆)과 효

순사실(孝 事實)․효기(孝紀) 등의 책을 상소와 함께 올리자 특명으로 가자(加資)2)하여 명선

부(明善大夫)에 올랐다. 무인년(戊寅年：1698)에 종학(宗學)3)에서 1등을 차지하여 명의 부

(明義大夫)로 승진하고 군(君)에 하여지니, 이 뒤로부터 마침내 명령을 내리는 벼슬〔著

令〕을 하게 되었다. 

  경진년(庚辰年：1700)에 도총부 부총 (都摠府副摠管)에 제수되었고, 뒤에 부총 에서 도총

(都摠管)이 되어 아홉 번이나 이 직책을 겸임하 다. 임오년(壬午年：1702)에 효간공(孝簡

1) 4년：숙종 4년과 정사(丁巳)가 맞지 않으니, 4년은 무오(戊午)년이다. 4년이 잘못이거나 정사가 잘못일 것임.

2) 가자(加資)：벼슬아치나 종친(宗親)의 품계를 정3품 이상으로 올려주는 일. 는 그 올린 품계.

3) 종학：조선시  종실(宗室)의 자제를 교육하기 하여 설치한 학교. 세종(世宗) 10년(1428)에 설치하 다가 

연산군(燕山君) 때 폐지하 고, 종(中宗) 때 다시 두었고, 숙종(肅宗) 이후에 폐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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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의 상(喪)을 당하 고, 계미년(癸未年：1703)에 거듭 양가의 어머니 황부인(黃夫人)의 상을 

당하 다. 기해년(己亥年：1719)에 숙종이 기로사( 社)4)들어간 경사를 반포하면서 친히 

의 부(中義大夫)로 승진시켜 제수하 다. 경자년(庚子年：1720)에 숙종이 승하하자 혼 도감

(魂殿都監)의 당상( 上)이 되었고, 신축년(辛丑年：1721)에 숙종어필(肅宗御筆)을 간행하여 바

치자 그 공로로 승헌 부(承憲大夫)에 올랐다. 임인년(壬寅年：1721)에 의정부의 논의로 종반

(宗班) 에서 사신의 임무를 잘 수행할 인물을 높은 지 에 발탁하여 미리 비하자고 건

의하자,  가덕 부(嘉德大夫)에 올랐다. 

  계묘년(癸卯年：1722)에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로 연경(燕京)에 갔다.그 때의 부사(副

使)는 곧 상국(相國) 서명균(徐命均)인데 시를 지어 주니, “경 (經傳)을 쓰지 않으나 루(中

壘)5)처럼 사모하고, / 벌써 선을 행할  안 것은 동평(東平)6)과 같네. / 온화 공손히 남을 

하여 모두 화기롭고, / 몸가짐을 삼가고 단속하여 검소한 명  있어라.” 라는 내용으로, 

외경(畏敬)하는 뜻이다. 

  갑진년(甲辰年：1724)에 경종(景宗)이 승하하자 고부 겸 청시승습사(告訃兼請諡承襲使)로서 

등 을 건  뛰어 흥록 부( 祿大夫)에 올라 연경에 갔다. 을사년(乙巳年)에 돌아왔는데  

록 부(顯祿大夫)에 오르고 토(田土)와 노비를 하사 받았다. 정미년(丁未年：1727)의 효장

세자(孝章世子：眞宗) 가례(嘉禮) 때에 빈궁(嬪宮)을 책 하는 교명(敎命)을 써서 바쳤다. 무신

년(戊申年) 에 특명에 의하여 단부(單付)7)로 진주사(陳奏使)가 되었으나 가을에 생가의 계

모인 황부인(黃夫人)의 상을 당하여 연경에 가지 못하 다. 신해년(辛亥年：1731)에 겸 사옹

원 제조(兼司饔院提調)가 되었고, 가을에 장릉(長陵)8)을 이장할 때 집사(執事)로서 참여하

다. 임자년(壬子年)의 화순옹주(和 翁主) 길 (吉禮)에 혼례를 주 하 고, 계축년(癸丑年：

1733)에 사은 겸 동지사(謝恩兼冬至使)로 연경에 갔다. 병진년(丙辰年：1736)의 왕세자 책 을 

경축하기 하여 보인 과거(慶科)에 불  익정(益炡)이 요행으로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참여

4) 기로사( 社)：조선시  나이가 많은 임 과 퇴임한 일흔 살이 넘은 정2품 이상의 문 들이 모여서 안락

하게 놀도록 설치한 아.

5) 루(中壘)： 루교 (中壘校 )로, 한 (漢代)의 명(官名). 여기서는 루교 를 지낸 한나라의 유향(劉

向)을 이르는데, 유향은 한나라의 종실이었음. 

6) 동평(東平)：후한(後漢)의 종실 유창(劉蒼)이 동평왕(東平王)에 하여졌으므로 그를 이르는 칭호. 후한 명제

(明帝)가 유창에게 갔을 때 그가 지은 [ 무본기(光武本紀)]를 유항에게 보여주자 유창이 [光武受命中 ]을 

바쳤다. 뒤에 종실이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거가 되었다.    

7) 단부(單付)：한 사람의 후보자만을 천거하는 일 단망(單望)이라고도 한다.

8) 장릉(長陵)：조선 인조(仁祖)와 비(妃) 인렬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의 능. 처음 경기도 주시 북운천리(北

雲川里)에 있었는데, 조(英祖) 7년(1731)에 탄 면(炭縣面) 갈 리(葛峴里)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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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제자를 호명하는 날에 상(上)께서 부군께 명하여 새로 제한 사람들을 인솔하여 

입시(入侍)하게 하 다. 하교하기를 “나는 경이 평소에 삼가고 몸을 단속함을 이미 알았으며 

언제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했었는데, 지  경의 아들이 일 감치 소과( 科)와 과(大

科)에 제하 으니 이는 모두 경의 심덕(心德)인 것이다.” 이어서 어제(御製)를 하사하시어 

기뻐하는 뜻을 보 다. 

  정사년(丁巳年)에 겸 종부시 제조(兼宗簿寺提調)로서 선보 안사(璿譜奉安使)9)가 되어 태

백산(太白山)과 오 산(五臺山)에 갔고,  강화도와 상산(赤裳山)에 갔다. 기미년(己未年：

1739)에 종친부 유사당상(宗親府有司 上)에 특별 임명되었다. 임술년(壬戌年：1742) 연 에 

강연(講筵)에 입시하여 송축( 祝)하는 말 을 올리니, 상께서 좋게 여기고 나이를 물으며 건

강하심을 견하게 여겼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 창군은 선조(宣祖)의 손자로서 연로한 연

세인데도 평상시 삼가고 몸을 단속하니 언제나 훌륭하게 여긴다. 양로(養 )하는 은 을 담

당 아를 시켜 칠십 세 된 사람의 (例)로써 거행하게 하도록 하라.” 하 다. 이 뒤에 상이 

경연(經筵)에 납시어 교(傳敎)하기를 “말창군은 내 가문의 어른(門長)이다.” 하 다.  갑자

년(甲子年：1744)에 상이 기로사에 들어가 특별히 비망기(備忘記)10)를 내려 “ 창군은 의 

오랜 종친으로 나이 한 칠십에 가깝다. 옷감과 음식물을 후하게 제 (題給)11)하여 나의 뜻

을 표시하라,” 하 다. 그해 겨울 진연(進宴)12) 때는 음식을 걷어 하사하며, 여러 종친들을 거

느리고 종친부에 가서 마음껏 즐기도록 하니, 다음날 아침에 문(箋文)을 올려 사례하 다. 

  을축년(乙丑年) 6월에 숙종의 기제(忌祭)를 당하여 헌 (獻官)으로 선발되었는데, 상이 직  

향(香)을 달하며 근력의 존귀함과 충심이 더욱 돈독함을 깊이 감탄하 다. 병인년(丙寅

年：1746)에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의 건의로 재신(宰臣)의 아버지로서 나이가 칠십이 된 사

람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하사하도록 하 다. 이해 겨울에 우연히 종기를 앓으시더니 마침내 

12월 9일 유시(酉時)에 가회방(嘉 坊)의 정침(正寢)에서 별세하셨다. 부음(訃音)을 아뢰자, 상

이 몹시 슬퍼하며 조회(朝 )를 정지하고 승지를 불러 비망기를 써서 내리니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종신(宗臣)의 락이 지  같은 때가 없었는데, 창군은 종반(宗班)의 우두머리

이고 재신의 아버지로서 나이가 칠십에 이르 다. 그런데도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과 삼가고 

몸을 단속하는 성품 때문에 내가 일 이 의지하 다. 연세는 높지만 근력이 매우 좋았는데, 

 9) 선보 안사(璿譜奉安使)：선보를 사고(史庫)에 안치하기 하여 견하는 사신. 선보는 왕실의 족보.

10) 비망기(備忘記)：임 이 명령이나 의견을 어서 승지(承旨)에게 하는 문서.

11) 제 (題給)： 아에서 공문서나 물품, 는 백성이 올린 소장(訴狀)․청원서(請願書) 등에 제사(題辭：제

하는 문서의 끝에 쓰는 지령)를 어서 내어 .

12) 진연(進宴)：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궐 안에서 베푸는 잔치. 내진연(內進宴)과 외진연(外進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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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고가 갑자기 올라오리라 어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 종신은 ‘성품이 그럽고 도의를 

즐거워하여 선하게 일생을 마쳤다[寬樂令終]’ 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나의 슬픔은 어  다함

이 있겠는가.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의심되며 날마다 더욱 슬픔이 깊어진다. 담당 

청을 시켜 모든 상사(喪事)에 한 일을 후하게 거행하여 나의 뜻을 보이게 하라.” 이어 

승지를 돌아보면서 “ 창군은 귀인(貴人)이 될만하니 종신 에서 가장 충후(忠厚)하다는 칭

송을 받았다. 옛말에 ‘사람이 칠십을 사는 것은 옛부터 드물다’ 하 는데, 창군은 일생을 

잘 마쳤다 라고 할만하다. 지  내가 락 종(寬樂令終)이라고 말한 것이 곧 시호(諡號)13)이

다.” 라 하 다. 

  이듬해 정묘년(丁卯年) 2월 17일 정축(丁丑)에 경기도 양주(楊州) 소재지 서쪽 수색리(水色

里)의 간좌(艮坐) 언덕에 장(禮葬)하 다. 장례 지낸 지 얼마 안되어 태상(太常：奉常寺의 

별칭)에서 시호를 정헌(靖獻)으로 의논해 올리니, 성품이 그럽고 도의를 즐거워하며 선하

게 일생을 마친 것을 정이라[寬樂令終曰靖] 하고, 충성을 지향하고 마음에 덕이 있는 것을 

헌이라[嚮忠內德曰獻] 한다. 무진년(戊辰年：1748)에 종백(宗伯：禮曹判書의 별칭) 이주진(李周

鎭)이 부군의 효의(孝誼)를 근거로 표창하기를 요청하 다. 상이 교하기를 “ 창군의 집은 

로 충효를 이어왔으니, ‘효자의 집에서 충신을 구한다’는 말이 진실로 분명하다.” 하고

는, 특명으로 정려(旌閭)를 내리게 하 다.

  부인은 군부인(郡夫人) 동복오씨(同福吳氏)로, 호조 정랑(戶曹正郞) 시 (始績)의 따님이고 

찰사로서 의정에 증직된 정원(挺垣)의 손녀이다. 찰사로서 여의정에 증직된 단(端)의 

증손녀이고, 이조 참 (吏曹參判)으로서 서(判書)에 증직된 묵재(黙齋) 백령(百齡)의 손녀

이며, 순흥 부사( 府使) 윤매(尹梅)의 외손녀이다.

 3남 3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곧 불  익정인데, 지평(持平)에 증직된 안상태(安相泰)의 딸에

게 장가들었다. 차남은 익 (益煐)인데, 서 유엄(柳儼)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부(仲父)인 

낙창군(落昌君)에게 양자 나갔다. 삼남은 익경(益炅)인데 통덕랑(通德郞) 조명인(曺命寅)의 딸

에게 장가들었다. 장녀는 민창복(閔昌福)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강 (姜偉)에게 시집갔고, 삼

녀는 윤만(尹晩)에게 시집갔다. 익정은 2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성규(聖圭)는 서 정우량

(鄭羽良)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차남은 우규(禹圭)이고, 딸은 김정진(金鼎鎭)에게 시집갔다. 익

은 요 하고 후사가 없어 재종형인 첨정(僉正) 익 (益焌)의 아들 병규(秉圭)를 데려다 후

사를 삼았다. 익경도 요 하여 우규를 데려다 후사를 삼았다. 민창복은 2남 1녀를 낳았는데 

13) 시호(諡號)：사기(史記) ｢시법해(諡法解)｣에 “성품이 그럽고 도의를 즐거워하여 선하게 일생을 마친 것

을 정이라 한다〔寬樂令終曰靖〕” 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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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욱상(旭祥)․일상(馹祥)이고, 딸은 이양효(李良孝)에게 시집갔다. 강 는 1남 1녀를 낳

았는데 아들은 이복(彛福)이고, 딸은 남강로(南絳 )에게 시집가니, 내외손이 십여 명이다.

  아, 부군께서는 세 왕을 섬기어 높은 지 에 올랐고, 조정의 우가 남달랐다. 부고가 올

라오자 열 의 윤음(綸音)을 내리어 표창함과 애석해 함을 고루 표 하 다. 시호를 내리는 

은 (恩典)과 정려를 내리라는 명령이 3년 안에 거듭 내렸으니, 후로 받은 은총과 이 

이승과 승에서 종결되었다. 뒤에 부(仲父) 낙창군(洛昌君)이 강연(講筵)에 입시 했을 때를 

인하여 상이 탄식하며 교하기를 “종실과 외척 에 경(卿)의 형이 으뜸이었는데, 지 은 

경만을 보게 되니 슬  느낌이 배로 일어난다. 그리고 종신 에 근신(謹愼)하기로는 경의 

형과 같은 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만이다.” 하 다.

  기사년(己巳年：1749)에 이르러 불 가 삼년상을 마치고 처음 상의 앞에 나아가자 상이 

물을 흘리면서 교하기를 “삼 년이 쉽게 지나가는 구나! 경을 보고 선경(先卿)을 추념하니 

배나 서 퍼진다. 경의 아버지의 근신하고 충후함에 해서는 일 이 말했거니와 지  경의 

말을 들으니, ‘선경이 임종 때 숨이 끊어질 듯 말 듯 하는 지경에서도 오히려 나라를 걱정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구나. 경은 모쪼록 경의 아버지가 나를 섬기던 마음을 체득(體得)

하여 세자에게 옮겨서 섬기도록 하라.” 하면서 이 당부한 은혜로운 교가 보통에 훨씬 

뛰어넘었다. 여기에 이르러 부군의 평소에 행한 확실한 자취가 분명하게 드러날 만하니, 돌

아간지 백 가 되어도 민멸되지 않음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장례 지낼 때 서 유엄(柳儼)에게 묘지를 청하여 이미 묘 앞에 묻었으니, 지  다시 행

을 기술하는 것은 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  삼 년이 벌써 지났으니, 그 사이 증시

(贈諡)와 정려를 내린 은 이며, 조정에 임하여 슬퍼한 말 을 삼가 이 게 추가로 기록하여 

유구히 없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 비한다. 슬픔과 에 한 느낌이 많고, 울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새로우니, 다하지 않는 슬픔을 어떻게 그칠 수 있겠는가! 아, 슬 다.

  불 자 가의 부(嘉義大夫) 이조 참 (吏曹參判) 겸 동지경연 의 부 춘추 사(兼同知經筵

義禁府春秋館事) 오 도총부 부총 (五衛都摠府副摠管) 익정은 피 물을 흘리며 지문(誌文)을 

쓰다.

  숭정(崇禎) 기원 후(紀元後) 122년 기사(己巳：1749) 8월 일에 묻다.



全州李氏 密昌君 樴(1677～1746)墓

出土服飾 特別展

박   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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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회 특별 을 비하면서

- 주이씨 창군(1677-1746) 출토복식을 심으로-

  석주선기념민속박물 의 개 (1981년 5월 2일)을 기념하면서 같은 해 7월 시하 던 “수

의특별 ”(1979년 경기 과천출토 주이씨․子婦 청주한씨 복식류)은 우리박물 에서 처음으

로 시도한 출토복식 특별 이자 국내 최 의 시로 기록된다. 이후 재까지 출토복식을 

주제로 시한 특별 은 년으로 18회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토복식 부분이 당시 

착용되었던 복식류임이 밝 졌고 해를 거듭하면서 개인 으로 출토 이  생  시의 복식 형

태에 심을 가지고 통직물 재 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석주선 장님 타계직  장님

의 조로 연화문단, 운보문단, 연화직 단, 동자포도직 단을 제직할 수 있었으며 1997년 

고 석주선 장님 추모 1주기에 “16세기 치마 고리 특별 ”으로 실 되었다. 이후 경기도박

물 과 고려 학교박물 에서도 소장 인 유물을 선별하여 새로 제직된 직물로 만든 복원품

이 시된 바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연구를 한 고증복식이나 통복식의 화 작업에

도 기여하게 되었다. 

  년도 특별 에서는 기증된 창군의 복식유물과 염습  치장제구류 70여 이 시되었

다. 한 후손 에서 귀 하게 소장하고 계시는 창군 정(조복  단령 신상)과 강세황

의 그림으로 해지는 창군 배 (동복오씨) 정도 함께 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특별 을 빛나게 만들어 주셨다.

  복식유물을 소장한 박물  실무자들은 여러 가지 과학 인 시환경에서도 시유물의 퇴

색이나 직물의 변화과정을 지켜오면서 그 심각성을 실감할 것이다. 유물은 소장의 한계성 

때문에 안 한 보존과 리는 박물 의 숙명 인 과제이다. 이러한 상은 복원품의 제작으

로 일부 보완되고 있다. 번 복원품은 창군의 朝服  衣와 裳을 선택하여 두가지 방법

으로 복원 제작하 다. 

  조복의 衣와 裳은 국말 銀造紗와 유사한 無紋紗이며 이와 동일한 구조의 직물을 제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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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가지고 출토상태와 유사하게 복원한 상복원과 출토이 의 색을 고려하여 복원

한 원형복원을 시도해 보았다(이 명칭은 박지선교수의 연구를 참조함). 이러한 과정에는 용

인 학교 박지선 교수의 극 인 도움이 있어 가능하 다. 박교수님을 보조하여 염색은 채

옥자(난사복식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이명은(계명 학교 학원 강사, 난사복식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상복원과정에 채옥자 연구원의 조가 있었다. 원형복원 제작에는 장정윤(본 학

원 졸업생), 상복원 제작에는 한 순(본 박물 )선생이 참여하 고 이명은 선생의 조가 

있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이 있었으나 처음으로 시도해 본 상복원은 상당기간 

시되는 유물자료의 보호차원에서 체 시를 목 으로 제작해 본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시

정해 나가면서 박물 의 유물들을 상복원하는 일에 력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번 시를 

해 기획에 참여하여 수고해  김진아, 종숙, 김은정, 정 란 조교, 김연자선생을 비롯

하여 보존처리와 보수, 도식화․ 시작업에 이르기까지 통의상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의 도

움이 있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04. 5. 2.

박  성  실 ( 통의상학과 주임교수, 문화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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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군(1677-1746) 정 - 조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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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군(1677-1746) 정 - 단령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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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령(9133) - 壽衣

[앞  면]

[뒷    면]

[깃]

    

[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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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1.5

94

31.5

88 94.5 86

[안 자 락]

30 64.5 23

28.5

134.2 109

45
2

26

65.5

48 31.5 37

[겉 자 락]

22
117.5

6
14

33.5

31.5

137.5

[뒷    면]

구성：겹 (홑단령+홑직령)

소재：운보문단(雲寶紋緞)

특징： 학흉배(雙鶴胸背)를 앞․뒤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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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134) - 壽衣

[앞    면]

    

    

[부분사진]

구성：겹

크기：길이 151.5cm / 나비 7cm / 끈 23cm

소재：공단(貢緞)

특징：가화서 (假畵犀帶)로 1품용 서각 의 형태를 사실 으로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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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배(9135) - 壽衣

[     체]

[도    안]

크기：31cm×34cm

소재：운보문단(雲寶紋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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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9136) - 壽衣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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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86

3022.530

[안 자 락]

40

65 20

24

64

10890

40

33

22.5 30

[겉 자 락]

21
118

79

132

[뒷    면]

구성：겹

소재：공단(貢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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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창의(9137) - 壽衣

[앞    면]

[뒷    면]

[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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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80.5

2437

[안 자 락]

86 105

3738

37

42 42 9

21

72.5

[겉 자 락]

구성：겹 / 솜

소재：원용문 (圓龍紋綃)

특징：옷 체에 타원형의 문양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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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막(9138) - 壽衣

[앞    면]

[뒷    면]

[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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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00

38 27.7

[안 자 락]

4141.5 34.5

103

24

64

90

40 38

74

[겉 자 락]

구성：겹 / 솜

소재：오호로문주(五胡 紋紬)

특징：옷 체에 원형 문양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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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령(9140) - 殮衣

[앞    면]

[뒷    면]



- 131 -

105 9.8 103.5 91.5

33.5 30.5 34

[안 자 락]

30 65 31

22.5
35.5

24

67

136.5 113.5

30.548 32.5

[겉 자 락]

28
126.5

135.5

[뒷    면]

구성：겹 (홑단령+홑직령)

소재：공단(貢緞)

특징：무의 윗 부분에 묵서가 있는 한지를 심지로 사용. 4땀상침(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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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령(9141) - 殮衣

[앞    면]

[뒷    면]

[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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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96.5 103 91

34 32 32

[안 자 락]

 

24
32.5

32 64.5 26.5

37

114136

24

66

43 32 34

[겉 자 락]

28
123

133

[뒷    면]

구성：겹 (홑단령+홑직령)

소재：운보문단(雲寶紋緞)

특징：청색 염료가 남아 있음. 4땀상침(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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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릭(9142) - 殮衣

[앞    면]

[뒷    면]

[깃]

    

[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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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 락]

89

45 35.5

32.5 66 24

24

65

[겉 자 락]

구성：홑

소재：운보문단(雲寶紋緞)

특징：세자락 철릭

衣:裳의 비율이 1:2, 주름나비는 2cm

를 걸 수 있도록 겨드랑이에 고리가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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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의(9143) - 殮衣

[앞    면]

[뒷    면]

[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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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84

34.531.531.5

[안 자 락]

92 103

45

34 69.5 12.5

37
24.5

61

31.5 31.5

[겉 자 락]

19
116

130

79

[뒷    면]

구성：겹

소재：능문주(綾紋紬)

특징：마름모형(形)의 기하학 무늬가 체에 있음. 



- 138 -

11. 공단도포(9144) - 殮衣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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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108 92

3134.5 33.5

[안 자 락]

47 31 34.5

95.5 155 93

31.5 64.5 28

[겉 자 락]

31.5

22
124

140

74

[뒷    면]

구성：홑 

소재：공단(貢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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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겹도포(9145) - 殮衣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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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3 31

108
88.5

[안 자 락]

44 33 33

95 113.5

24

66.5

42 53 25

[겉 자 락]

38 38

136

120

[뒷    면]

구성：겹

소재：공단(貢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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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창의(9146) - 殮衣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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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0.5

31.5 25

[안 자 락]

  

23.5

32.5

98.584

34 31.5

40 39 15

72

[겉 자 락]

구성： 비(2.5cm)

소재：세주(細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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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렴 (9147) - 殮衣

[     체]

[길 문 양]

[깃 문 양]

    

[동정문양]

구성：겹

크기：189×242cm

소재：원용문단(圓龍紋緞) 

도류여지불수단(桃榴荔枝佛手緞) 

용 문단(龍鳳紋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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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렴 (9148) - 殮衣

[     체]

[길 문 양]

    

[깃 문 양]

[동정문양]

구성：겹

크기：192×242cm

소재：연화문단(蓮花紋緞) / 도류문단(桃榴紋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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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복(9149) - 보공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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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안 자 락]

74.5

29 59 20 11

25.5 31.5

[겉 자 락]

59

98.5

119
20

[뒷    면]

구성：겹

소재：은조사(銀條紗) / 세주(細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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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9150) - 보공

[     체]

    

[문    양]

16.5 111 16.5

78

구성：겹

소재：석류문단(桃榴紋緞) / 여지불수단(荔枝佛手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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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폐슬(9151) - 보공

[     체]

                  

28.5

67

구성：겹

소재：은조사(銀條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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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9152) - 보공

[     체]

79 44.5 10 44.5 79

89

171 135

구성：홑

소재：은조사(銀條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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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후수(9153) - 보공

[     체]

  

[수 문 양]

88 32 88

63.5

구성：겹

소재：공단(貢緞)

특징：두 의 운학(雲鶴)을 수 놓음



- 152 -

21. 단령(9154) - 보공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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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3031.536.5

105 102.5 95.5

[안 자 락]

24.5

32.5 44 44.5

25

69

37

135 112

46 31.5 36.5

[겉 자 락]

25 121

134.5

[뒷    면]

구성：겹 (홑단령 + 홑직령)

소재：세주(細紬)

특징：4땀 상침(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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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창의(9155) - 보공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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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09.5 102.5

3130

[안 자 락]

45

102.5 109.5

39 25

64

32.5 66.5 17

31 30

[겉 자 락]

21

135

85

116

[뒷    면]

구성：겹

소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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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창의(9156) - 보공

[앞    면]

[뒷    면]

[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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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1

32.5 28.5

[안 자 락]

42.5 43 7

23.5
38

10188

41 35.5

71

[겉 자 락]

구성：솜

소재：세주(細紬)

특징：옷 체의 원 문(圓鳳紋)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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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창의(9160) - 보공

[앞    면]

[문    양]

구성：솜

소재：문주(紋紬)

특징：옷 체의 원 문(圓鳳紋)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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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창의(9161) - 보공

[앞    면]

[문    양]

구성： 비(1.2cm)

소재：문주(紋紬)

특징：옷 체의 원용문(圓龍紋)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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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소창의(9162) - 보공

[앞    면]

[뒷    면]

    

[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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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5

33 28

[안 자 락]

84.5 97.5

35.5

19.5

43.5 40 10

35 33

70

[겉 자 락]

구성： 비(2.2cm)

소재： 류문 (蝶榴紋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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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 치막(9164) - 보공

[앞    면]

[뒷    면]

[직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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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5

35 24

77

[안 자 락]

37 35

88 102

34
27

32.54039

56.5

[겉 자 락]

구성： 비(0.8cm)

소재：추사(縐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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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소창의(9165) - 보공

[앞    면]

[뒷    면]

[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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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8

2133.5

[안 자 락]

79

34.5 33.5

89

33.5
20

40 40 14.5

69

[겉 자 락]

구성： 비(1.6cm)

소재：문주(紋紬)

특징：석류․불수․蝶紋이 圓形으로 모여 옷 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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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소창의(9167) - 보공

[앞    면]

[뒷    면]

[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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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26.5

7892

70

[안 자 락]

35
20

9382

82

36 34.5

37.5 19

[겉 자 락]]

구성： 비(6.5cm)

소재：원화문 (圓花紋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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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소창의(9168) - 보공

[앞    면]

[뒷    면]

[직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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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7.5

33.5 22.5

[안 자 락]

42.5

21

39.5
12.5

34.5

9376.5

35.5 33.5

79

[겉 자 락]

구성： 비(0.8cm)

소재：추사(縐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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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답호(9171) - 보공

[앞    면]

  

[뒷    면]

[깃]



- 171 -

10.5

76

35

122

70

19

32

[앞    면] [뒷    면]

구성： 비(0.8cm)

소재：추사(縐紗)

특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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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답호(9172) - 보공

[앞    면]

  

[뒷    면]

[깃]



- 173 -

9.5 33

66

13.5

10

[앞    면]

    

21

34

119.5

66

19

[뒷    면]

구성： 비(0.8cm)

소재： (綃)

특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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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배자(9173) - 보공

[앞    면]

[뒷    면]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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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1.5

13

30

33

[앞    면]

40

77

20

[뒷    면]
구성： 비(5cm)

소재：주(紬)

특징： 트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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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솜 고리(9174) - 보공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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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36 17

42.5

[안 자 락]

21 36

32
47

20.5

15.538 38

[겉 자 락]

20
91.5

71

[뒷    면]

구성：솜 비(19.5cm)

소재：주(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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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솜바지(9175) - 보공

67

20

27
5.5

47.5

101.5

구성：솜

소재：주(紬)

특징：많이 손되었음.



- 179 -

36. 비바지(9176) - 보공

67

17

29.5
7.5

49

108

구성：솜 비(4.5cm)

소재：주(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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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바지(9180) - 보공

70.5

19.5

31
7.5

49

104.5

구성：솜 비(1cm)

소재：세주(細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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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9139) - 壽衣

[     체]

[바    닥]

        

[앞    코]

구성：겹

소재：공단(貢緞) / 명주(明紬) / 화문단(花紋緞)

특징：3합화로 표면을 벼서 잔주름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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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훈(9181-9189) - 염습제구  기타

구성：홑

크기：68×165cm 

소재：무문사(無紋紗)

특징：9개 발굴

40. 베개(9190) - 염습제구  기타

구성：솜

소재：주(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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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요(9191) - 염습제구  기타

구성：겹

소재：주(紬) / 공단(貢緞)

42. 낭(9192-9195) - 염습제구  기타

구성：겹

소재：주(紬)

특징：4낭(左足, 右足, 左手, 右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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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삽(9196) - 염습제구  기타

구성：겹

크기：34×32cm

소재：주(紬)

특징：‘卍’ 字가 홍색으로 그려짐  

44. 칠성 (9197) - 염습제구  기타

구성：홑

소재：세주(細紬)

특징：7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음(지름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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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단직물편(9198) - 염습제구  기타

구성：홑

크기：길이 230cm,  폭 71cm

소재：공단(貢緞)

46. 내의(9199) - 염습제구  기타

구성：홑

소재：공단(貢緞)

특징：한지가 배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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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직물편(9200) - 염습제구  기타

구성：홑

크기：36.5×388cm

소재：세주(細紬)

특징：‘삼십팔’ 이라고 묵서가 되어 있음.

48. 악수(9201) - 염습제구  기타

    

23

7.5 7.2

7.5

2

2

11

구성：겹

소재：화문단

특징：한 짝만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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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구의(9202) - 염습제구  기타

구성：홑

소재：운보문사(雲寶紋紗)

특징： 손이 심함

50. 염포(9203) - 염습제구  기타

구성：홑

소재：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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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國大學校 

개관기념행사내역

- 開館 1981년 5월 2일 -

1. 開館紀念 “廣州李氏 壽衣 特別展”

▪ 日  時：1981. 7. 13 ～ 7. 19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

▪ 1979. 3 京畿道 果川 出土 1580年代

▪ 1980. 11. 29 重要民俗資料 第114號 指定

2. 開館一周年紀念 “第二回 壽衣 特別展”

▪ 日  時：1982. 5. 8 ～ 5. 15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 南陽洪氏 壽衣 1980. 京畿道 陽州 出土 1450年代

▪ 廣州李氏 壽衣 1979. 3 京畿道 果川 出土 1580年代

▪ 全州李氏 壽衣 1981. 6 京畿道 龍仁 出土 1730年代

3. 開館二周年紀念 “第一回 學術 세미나”

▪ 日  時：1983. 5. 2 ～ 5. 3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

▪ 論題  演士

1) 染織品의 保存과 陳列

典實榮子 선생(東京 國立文化財硏究所 主任硏究官)

2) 朝鮮時代 出土服飾의 實態

석주선 박사(本 博物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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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開館二周年紀念 “第二回 學術세미나  第三回 朝鮮朝 衣裳 復原 特別展”

▪ 日  時：1984. 5. 1 ～ 5. 4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 앙홀

▪ 論題  演士

1) 民俗博物館의 課題와 方向

하효길 장(國立民俗博物館)

2) 고  우리나라의 機織技術

민길자 교수(國民大學校)

3) 韓末 宮中禮服  一般婦女服飾 硏究

김 숙 원장(東洋服飾硏究院)

▪ 特別展：朝鮮朝 衣裳 復原 特別展

袞龍袍 外 20여 

5. 開館四周年紀念 “第三回 學術 세미나  第四回 朝鮮朝女人襯衣類 特別展”

▪ 日  時：1985. 5. 1 ～ 5. 4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 앙홀

▪ 論題  演士

1) 텔 비젼 사극의 고증과 실제

박성식 교수(培花女 )

2) 우리나라 傳統染色에 한 察

소황옥 교수(中央大學校)

3) 翟衣制度의 變遷硏究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朝鮮朝 女人 襯衣類 特別展

단속곳 외 40여 

6. 開館五周年紀念 “第四回 學術 세미나  第五回 朝鮮朝 여자 고리 特別展”

▪ 日  時：1986. 5. 2 ～ 5. 10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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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論題  演士

1) 한국 고 의 장신구

김기웅 박사(文化財 門委員)

2) 高松塚의 복식사  연구

박경자 교수(誠信女子大學校)

3) 濟州道 여인의 속옷에 한 民俗學的 硏究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朝鮮朝 여자 고리 特別展

光海君妃 靑衫 외 57

7. 開館六周年紀念 “第五回 學術 세미나  第六回 朝鮮朝 冠服 特別展”

▪ 日  時：1987. 5. 2 ～ 5. 9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우리나라의 甲冑 實態

이강칠 선생(前 軍事博物館長)

2) 제주도 갈옷의 實態調査에 한 應用方案 硏究

손경자 교수(世宗大學校)

3) 親蠶禮  親蠶服에 한 硏究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특별 ：朝鮮朝 冠服 特別展

宣大院君 紫赤團領(重要民俗資料 第214號) 외 22

8. 開館七周年紀念 “第六回 學術 세미나  第七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1988. 5. 2 ～ 5. 10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道敎服飾

임 자 교수(世宗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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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日本의 服裝에 있어서의 韓日關係

山邊知行 장(遠山紀念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1) 金海金氏(涵, 1568 ～ 1598, 重要民俗資料 第209號) 

2) 陽川許氏(1450년  추정)

3) 慶州李氏(泰坤, 1672 ～ 1763)

9. 開館八周年紀念 “第七回 學術 세미나  第八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1987. 5. 2 ～ 5. 11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居家雜服攷를 통해 본 朴珪壽의 服飾觀

조효순 교수(明知大學校)

2) 韓․中 文官 胸背 樣式 比  

배정용 교수(淑明女子大學校)

3) 우리나라 婚禮服의 民俗學的 硏究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4) 城南 出土 東來鄭氏 出土 遺物에 한 

박성실․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傳統壽衣一襲 復原展示

1) 城南 出土 東來鄭氏 出土服飾(1529 ～ 1604) 30여 

2) 傳統壽衣一襲 復原展示 30여 

10. 開館九回周年紀念 “第八回 學術 세미나  第九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0. 5. 2 ～ 5. 12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佩玉에 한 硏究

홍나  교수(釜山女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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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深衣構成에 關한 硏究

김정자 교수(大田實傳)

3) 驪州 出土 東來鄭氏 出土遺物 

고부자․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驪州出土 東來鄭氏 出土服飾(1582～1669) 50여 

11. 開館十周年紀念 “第九回 學術 세미나  第十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1. 5. 2 ～ 5. 10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日本 文化女子大學 服飾博物館 所藏, 德惠翁主 遺物 

석주선 박사(本 博物館長)

2) 우리나라 古代 喪制 속에 반 된 宗敎觀

혜숙 교수(東亞大學校)

3) 高陽 陵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月軒共派 出土遺物 

박성실․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원고게재

1) 中國 古代服飾 文物的 發掘․整理和 硏究

周訊(上海藝術硏究所 中國服飾史硏究室 主任 

2) 中國服飾商用文樣解釋

高春明(上海藝術硏究所 中國服飾史硏究室)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高陽 陵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出土服飾(1508～1572) 30여 

12. 開館十一周年紀念 “第十回 學術 세미나  第十一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2. 5. 2 ～ 5. 12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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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論題  演士

1) 15世紀 服飾의 樣式과 特性

유희경 박사(服飾文化硏究院長)   

2) 朝天 과 燕行 의 服飾

임기  교수(東國大學校)

3)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柳氏 遺物 

고부자․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柳氏 出土服飾(1615～1685) 20여 

13. 開館十二周年紀念 “第十一回 學術 세미나  第十二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3. 5. 2～ 5. 11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韓國服飾과 西域服飾의 共通要素

무함마드 깐수 교수(檀國大學校)

2) 5․6세기 敦煌壁畵를 통해 본 服飾의 東西交流史

유혜  박사(弘益大學校)

3) 慶州君 突馬面 朽栗理 出土 全州李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4) 高陽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 遺物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1) 慶州君 出土 全州李氏 義安大君(1431～1489년) 襄昭公派 遺物 20여 

2) 高陽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1660年代 추정) 遺物 20여 

14. 開館十三周年紀念 “第十二回 學術 세미나  第十三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4. 5. 2 ～ 5. 12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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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쪽염료의 제조과정 소고

이병찬 선생(식물염색 연구가)

2) 中央아시아 - 宗敎傳播의 諸樣相 - 

민병훈 박사(中央大學校)

3) 中央아시아 修髮樣式과 頭衣

김용문 교수(誠信女子大學校)

4) 「豊公遺實圖略」에 나타난 宣祖朝 王室服飾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5) 天安 雙龍洞 出土 豊山洪氏 遺物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天安 雙龍洞 出土 豊山洪氏(1761～1841) 遺物 30여 

15. 開館十四周年紀念 “第十三回 學術 세미나  第十四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5. 5. 2 ～ 5. 15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7～9세기 신라인의 해외 무역 활동

김문경 교수(崇實大學校)

2) 正倉院의 服飾 과 染織

이춘계 교수(東國大學校)

3) 忠北 忠州  木溪洞 出土 豊山洪氏 遺物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忠北 忠州  木溪洞 出土 豊山洪氏(1699～1763) 遺物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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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開館十五周年紀念 “第十四回 學術 세미나  第十五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6. 5. 2 ～ 5. 13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구포리 최숙 무덤의 구조와 출토 유물

한창균 교수(檀國大學校)

2) 화성 구포리 출토 복식의 섬유 외물질 분석에 한 소고

안춘순․조한국․김정완 교수(仁川大學校)

3) 화성 구포리 出土服飾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華城 鳩浦理 出土 隨城崔氏(1636～1698) 遺物 30여 

17. 開館十六周年紀念 “第十五回 學術 세미나  第十六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7. 5. 2 ～ 5. 16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조선 기 출토 직물의 종류와 그 제직 기구에 한 고찰

-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을 심으로 - 

심연옥․민길자 교수(國民大學校)

2) ｢ 軌｣에 나타나는 借字表記 硏究(1)

- 조선후기 服飾 어휘를 심으로(1) -

오창명 박사(濟州大學校)

3)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 연구

고부자 소장(檀國大學校 民俗學硏究所)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天安 豊歲面 出土 濟州高氏(임진왜란 후) 유물 4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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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開館十七周年紀念 “第十六回 學術 세미나  第十七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8. 5. 2 ～ 5. 15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論題  演士

1) 주 릉리 慶州鄭氏 墳墓에서 출토된 服飾에 힌 陀羅尼와 佛敎符籍

박상국 실장(國立文化財硏究所)   

2) 주 릉리 출토 慶州鄭氏 유물의 섬유 외 성분에 한 분석

안춘순․조한국 교수(仁川大學校)

3) 주 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 소고

박성실 장서리(本 博物館)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坡州 金陵理 出土 慶州鄭氏(1481～1538) 遺物 40여 

19. 開館十八周年紀念 “第十七回 學術 세미나  第十八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9. 5. 2 ～ 5. 14

▪ 場  所：本 博物館 앙홀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조선시  묘비문을 통해서 본 합장 문제

김우림 학 연구사(高麗大學校 博物館)

2) 일  출토 고령신씨 유물 소고

고부자 소장(檀國大學校 傳統服飾硏究所)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경기도 일  출토 高靈申氏(조선 기) 遺物 50여 

20. 開館十九周年紀念 “第十八回 學術 세미나  第十九回 통 어린이 옷 特別展 어린이 

날 우리옷 잔치(패션쇼)”

▪ 日  時：2000. 5. 2 ～ 5. 31

▪ 場  所：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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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宙善紀念博物館 展示室

▪ 論題  演士

1) 한국의 통 인 아동 양육과 상징

유안진 교수(서울 학교 아동가정학과)

2) 아동놀이의 의미와 기능

임동권 명 교수(中央大學校)

3) 통 아기옷에 한 실증  고찰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통 어린이 옷 特別展

박물  소장품 150여 , 외부 박물  여품 20여 

▪ 어린이날 우리 옷잔치(패션쇼)：1900년  어린이옷(50여 벌)을 복원

모델(남․여 4～12세)를 선정하여 패션쇼

21. 開館二十周年紀念 “第十九回 學術 세미나  第二十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1. 5. 2 ～ 5. 17

▪ 場  所：本 博物館 앙홀․제1 시실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紗․羅직물의 제직기술에 한 연구

심연옥(國民大學校 兼任敎授)

2) 遼代絲織袍服的圖案裁剪

자오 펑(中國silk博物館 副館長)

3) 상암동 출토 全州李氏 益炡(1699～1782) 유물 연구

고부자 교수(本 大學)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상암동 출토 全州李氏 益炡(1699～1782) 유물 59

22. 開館二十一周年紀念 “第二十回 學術 세미나  第二十一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2. 5. 2  ～ 5. 17

▪ 場  所：本 博物館 앙홀․제1 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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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조선시  記 畵의 제작 배경과 畵風의 변천

이원복 부장(國立中央博物館)

2) 조선시  기능  馬上衣類 실증  고찰

김향미(단국 학교 학원 통의상학과 석사과정)․박성실 교수(本 大學)

3) 서울시 계동 星州李氏 大司憲 彦忠(1524～1582) 墓 복식 고찰

박성실 교수(本 大學)

▪ 特別展

1) 서울 계동 출토 星州李氏 大司憲 彦忠(1524～1582) 墓 服飾類

2) 朝鮮時代 馬上衣類     

23. 開館二十二周年紀念 “第二十一回 學術 세미나  第二十二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3. 5. 2 ～ 5. 18

▪ 場  所：本 博物館 앙홀․제1 시실

蘭坡紀念音 館 소강당

▪ 論題  演士

1) 조선시  철릭 연구

종숙(단국 학교 학원 통의상학과 석사과정)․고부자 교수(本 大學)

2) 民畵와 風俗圖에 나타난 옷

윤열수(嘉 民畵博物館長)

3) 충남 산 출토 坡平尹氏(女, 1735～1754) 유물 연구

고부자 교수(本 大學)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1) 충남 산 출토 坡平尹氏(女, 1735～1754) 유물

2) 조선시  철릭(본 박물  소장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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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이용안내

￭ 람기간：매주 화, 목 2일간

￭ 시    간：오  10시 ～ 오후 4시

￭ 휴    ：1. 국경일과 공휴일

2. 본교의 여름  겨울 방학기간

3. 기타 본 박물 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TEL：(02) 709-2186～8    FAX：(02) 792-4258





    韓國服飾           第二十二號

  은 날 2004年   4月  25日   印刷

  펴낸 날 2004年   4月  30日   發行

     編輯制作  檀國大學校  

                 TEL：(02) 709 - 2107

                 FAX：(02) 792 - 4258

       發      行    檀  大  出  版  部

                     서울特別  龍山區 漢南路 147

                      -

       登          1968年 2月 27日 NO. 가 제3-95

       印      刷    新           陽           社

                     TEL：2275-0834․ 4585

                     FAX：2275-4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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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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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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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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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