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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우리대학교 박물관의 민속·복식 분야는 고(故) 난사(蘭斯) 석주선(石宙善) 박사께서 일

생을 모으신 복식관련 유물 3,365점을 기증받아 1981년 5월 2일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으

로 시작되었습니다. 개관 행사로 개최된 특별전이 죽전캠퍼스 신축 이전(移轉) 이후에도 

계속되어 올해 제30회 특별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4년 3월 4일에 전북 부안의 파평윤씨(坡平尹氏) 문중 선산에서 출

토된 재령공파(載寧公派) 어모장군(御侮將軍) 윤좌형(尹佐衡)과 부인 고부이씨(古阜李氏)의 

복식 관련 유물 39점을 선보입니다. 장군은 정3품 당하관 어모장군의 벼슬에 오른 인물이

며 부인은 장군보다 일찍 돌아가신 분으로, 두 분은 17세기 초반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유물 수습에는 당시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던 박성실 교수의 지휘

하에 최 선, 전보경, 한광순 연구원이 참여하 습니다. 힘든 작업 과정에서도 다량의 복식 

유물과 함께 부인이 입으신 옷 품에서 다라니가 찍힌 종이 4장을 수습하 는데 이는 수 십

년의 출토 경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라니는 묘주가 생전에 불심이 깊었던 분

이며 억불 숭유 정책의 조선에서 불교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고 있던 주요 종교

음이 확인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유물들이 후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출토 복

식 연구를 위해 귀한 유물을 선뜻 기증하여 주신 파평윤씨 재령공파 부안 문중과 본 전시

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박성실 교수님 및 참여 연구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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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평윤씨 재령공파 선영의 

유물 출토 상황과 가계

Ⅰ. 머리말

2004년 3월 4일 전북 부안에 소재한 파평윤씨 재령공파(載寧公派)의 선산에서 묘를 이

장을 하던 중 재령공 12세손(世孫) 어모장군(御侮將軍) 윤좌형(尹佐衡)과 부인 고부이씨(古

阜李氏)의 묘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 유물은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서 수습하 으며 할머니의 유물 36점과 할아버지 유물 3점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은 KBS 등 방송 3사 기자들이 취재하여 당일 TV에 방 함으로서 세상의 이목이 집

중되었다.

부안 문중에서는 수습에 참여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측에 유물 일습을 기증하

으며 두 분의 생몰년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박물관 측에서 할머니의 옷을 연구한 결과 

17세기 초반에 활동하신 분으로 확인하여 주었다.

본인은 어모장군의 12세손으로서 출토 당시 작업에 참여하여 전 과정을 진행하 기에 

당시 상황을 소개하여 후손과 후학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고자 한다.



- 9 -

Ⅱ. 출토 상황

파평윤씨 재령공파 부안 문중은 2004년 국책사업의 하나인 국도 30번과 국도 23번의 도

로와 교차로 신설공사로 인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에 모셔져 있던 선  30여기의 

묘와 재실 부속 건물을 이장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재령공 후

손들은 400여년이 넘는 선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선산보전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에 교차

로를 옮겨 공사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한편 사법권에 호소하여 대법원까지 7번이나 재판을 

진행하 다. 그러나 선산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결국에는 선 의 묘를 이장 및 이전

하게 되었다. 사업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은 건설업체로 하여금 2004年 3月부터 교차로를 만

들기 위한 부지를 정리하도록 하 다.

선 은 가장 윗분인 재령공 8세손 현감공(縣監公) 이하 9세손 침(沉), 10세손 응상(應

商), 11세손 발(襏), 12세손 좌형(佐衡)의 순으로 3~5m 간격으로 자리한 상태 다. 산소보

존위원회에서는 국토관리청의 입회하에 가장 윗분인 현감공(縣監公) 부터 차례로 파묘하기 

시작하 다. 선산 맨 아래에 있는 佐字衡字(좌자형자) 내외분은 각각의 단묘 상태로 나란

히 자리하고 있었다(그림 1).

2004년 3월 3일에 좌형 부부묘의 파묘 작업이 시작되던 중 뜻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굴착기로 파묘하던 중에 두께 30㎝ 정도의 석회석 관이 돌출되었다. 굴착기로 파

묘하는데도 힘이 들었으며 그 부피가 커서 무게가 일톤이 넘는 듯 했다. 할머니는 석회석 

관에 속은 두터운 단관으로 되었다. 할아버지는 석회석에 겉관 및 속관 2중관으로 되어있

었으며 관의 두께가 약 11㎝의 정도의 육송관이었으며 옻칠이 선명하게 되어 있었다. 

먼저 할머니의 관을 조사하 다. 할머니의 관은 목관에 옻칠을 하 는데 석회석관이 잘 

보호해서 그랬는지 요즈음에 옻칠을 한 것처럼 검붉은 색이 반짝반짝 빛났다. 관 뚜껑을 

열었더니 옷이 가득 찬 상태 다. 할머니 관을 닫고 할아버지 관으로 갔다. 할아버지 관은 

재료가 육송인데 판자의 두께가 세치, 광폭이 두자, 길이가 여섯자가 훨씬 넘었다. 할아버

지의 관은 열어보지 않고 두 분 묘의 중요성에 작업을 중단하 다. 산소보존위원회에서는 

부안군청 공보실에 신고하 으며 공보실에서는 출토복식의 선두주자로 이름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연락을 취하여 다음날 다시 작업하기로 결정하 다. 이와 함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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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 신문기자에게도 연락을 취하 다. 이 과정에서 이미 밖으로 드러난 관 옆에 있

던 끼워져 있던 삽과 관 뚜껑 위에 있던 옷감(후에 현훈과 명정으로 확인됨)은 수거하여 

상자에 임시 보관하 다.

2004년 3월 4일 아침 7시부터 석주선기념박물관의 연구진이 도착하 다. 연구 책임자는 

우리나라 매장 복식연구의 권위자인 박성실 교수(당시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

다. 이날의 날씨는 전날에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눈이 쌓여 있었으나 오후로 갈수록 날

씨가 맑아지고 눈이 녹아들었다. 작업의 전체 과정은 산소보존위원회, 부안 공보실, 3사 신

문기자들의 입회하에 진행되었다.

박성실 교수의 지도하에 먼저 할머니 관을 작업하기 편하도록 회벽에서 분리하여 평지

로 들어올렸다. 관 속의 옷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수습되기 시작하 고 보공, 대렴, 소렴, 

수의 순으로 한 점 한 점 할머니의 옷들이 나오는 모습에 후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광

경을 지켜보았다. 옷은 금방이라도 입을 수 있을 것처럼 상태가 좋았으며 후에 밝혀진 바

로는 36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옷이 완전히 수습된 할머니의 모습은 금방 잠에 드

신 듯 평온한 모습을 하고 계셨다. 할머니는 반백의 머리에 고이 누워계신 미라 상태 다.

뒤이어 회벽에 둘러싸여 외관과 내관이 드러나 있는 할아버지의 관을 개관하는 작업을 

실시하 다. 2중관 사이에서 뼈대만 남은 삽 조각을 수습한 후 굴착기로 관을 해체하여 내

관이 돌출되었다. 관의 크기는 외관은 상하부 너비가 78㎝로 동일하고 길이는 218㎝ 정도

이고 두께 11.3㎝이었다. 내관은 상하부의 너비가 49㎝로 동일하며 길이 193㎝이다. 높이

는 측정하지 못하 다. 관 뚜껑 위에는 여러 겹의 만장이 놓여 있었으나 전날 쌓인 눈이 

녹아내려 만장은 심하게 젖어 있어 수습에 실패하 다. 현재 사진으로만 당시의 상황이 확

인되고 있다(그림 2). 개관(開棺)한 할아버지는 거의 육탈된 상태 으며 입고 계셨던 수의

는 부식되어 수습할 수는 없었으나 박성실 교수에 의하면 겉옷으로 단령을 입고 계셨다. 

관 속의 섬유류는 대부분이 부식된 상태여서 수습이 불가능하 으며 관위에 놓인 명정과 

발쪽에서 미투리 1쌍과 삽 조각 등 3점을 수습하 다. 명정에는 ‘御侮將軍尹公之柩(어모장

군윤공지구)’로 뚜렷이 묵서가 남아있었다. 

문중에서는 단순한 선 의 묘로 판단하기에는 상서로움이 있어 관을 덮고 족보를 확인

한 결과 시조 28세손 재령공 12세손 좌형으로 확인되었다. 산소 보존위원회에서는 전주승

화원에서 할아버지 내외분을 화장하여 봉황의 집에 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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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모장군(우측)과 부인의 관(좌측)이 드러난 상태
(사진은 상부에서 찍어 좌우가 바뀌어 있음)

[그림 2] 초기 상태의 내관에 놓인 만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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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파평윤씨 좌형의 가계와 부인 고부이씨

재령공파의 족보는 시조부터 30세손에 이르기까지 생몰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다. 따라서 유물이 출토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생몰년 확인이 모호하다. 또한 명정에 

‘御侮將軍尹公之柩(어모장군윤공지구)’로 묵서되어 있으나 족보에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활동상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명정과 족보상의 ‘좌형(佐衡)’이 연계되지 않는 상태이

며, 선대부터 이어온 묘비석에 좌형(佐衡)으로 있어 묘주(墓主)의 이름이 확인될 수 있었다.

공(公)의 휘(諱)는 좌형(佐衡)이요 貫(관)은 파평(坡平)이시다. 시조(始祖)인 고려 개국공

신인 윤신달(尹莘達)의 28세손이시다. 고려 예종(睿宗) 2년 여진을 정벌한 대원수(大元帥) 

문숙공(文肅公)의 24세손이요, 조선 태종조 좌명공신(佐命功臣) 소정공(昭靖公) 곤(坤)의 

14세손이요, 재령공(載寧公)의 12세손이며 현감공(縣監公) 탕보(湯輔)의 5세손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명정의 어모장군 묵서로 인하여 공이 정3품 당하관 무관(武官) 벼슬에 

오른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파평윤씨 종사록(宗事錄) 423쪽에는 파평윤씨 한성공

파 인물 중에 병자호란에 오위장을 지낸 어른이 있는데 이 등을 통하여 할아버지 윤공이 

17세기 초반에 생존했던 인물로 우리 문중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공(公)의 부인은 고부이씨(古阜李氏)이시다. 명정에서 ‘孺人古阜李……’의 묵서가 발견되

어 고부이씨(古阜李氏)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우리 문중에서는 묘비석에 전주이씨(全州李

氏)로 기재되어 있어 오류가 있어 왔음이 이번 출토복식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유인

(孺人)’은 9품 벼슬의 부인에게 칭하는 것이므로 공(公)께서 어모장군이 되기 이전에 먼저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분 슬하에는 외아들을 두었는데 29세손 사성(思誠)이시다.

Ⅳ. 맺음말

그동안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는 7년여에 걸쳐 유품을 복원 처리 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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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령공파 후손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게 배려해 주어 3차례에 

걸쳐 후손들이 유물을 볼 수 있었다. 수년의 작업 끝에 드디어 2011년 제30회 특별전을 통

하여 우리의 유물이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조상의 유물이 조선 중기 복식연구에, 우

리 후손들에게는 숭조 정신을 기르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유물 수습에 힘써주시고 연구하여 주신 박성실 교수님과 작업에 참여하신 한광순, 최

선, 전보경 선생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유물 보존처리와 특별전의 결실

을 있게 한 석주선기념박물관 정 호 관장님과 이하 학예연구원님들께도 감사드리는 바

이다.

파평윤씨 재령공파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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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고부이씨(古阜李氏) 묘(墓) 출토 

다라니[陀羅尼]에 대한 고찰

Ⅰ. 서  론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415번지에 소재하고 있었던 파평윤씨 어모장군 좌형묘

(坡平尹氏 禦侮將軍 佐衡墓)와 유인(孺人) 고부이씨묘(古阜李氏墓)에서는 2004년 3월 4일 

도로 확장 사업을 위한 이장 작업 중 많은 출토 복식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보기 드물게 

시신과 함께 납입된 4장의 다라니[陀羅尼]가 수습되었다. 고부이씨묘는 주인공이 여성이며, 

무덤에서 수습된 다라니는 동일한 목판본에 의하여 인쇄된 것으로 3장은 한삼에서, 나머지 

1장은 저고리에서 수습되었다고 한다. 모두 묘주의 가슴부분에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이는 주인공인 여성이 불심(佛心)이 깊었던 인물이었으며, 다라니 봉안을 통한 기복신

앙(祈福信仰)의 유형으로 궁극적으로는 극락왕생(極樂往生)을 염원하고자 후손들에 의하여 

납입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라니는 불교에서 교적인 성격이 강한 대표적인 유물이며, 대부분 범어를 활

용하고 있어 고대 인도불교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

대 불교가 전래되면서 범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이를 실증

할만한 유적이나 유물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통일신라시대 불교가 성행하고 교가 유입

되면서 범자로 된 경전과 다라니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

래 시기와 양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석탑(石塔)과 불상(佛像) 등에 

봉안되었던 기록이 전하고 있으며, 일부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어 범자와 함께 다라니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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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고려후기를 지나 조선시대 들어와 오대진언(五大

眞言)을 비롯한 진언집(眞言集)의 간행과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다라니가 사찰과 

민간에서 유행하 으며, 불도들의 신앙심을 유도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특히 조

선후기에는 불교가 왕실을 비롯한 민간에서도 크게 신봉되면서 범자로 구성된 다양한 진

언집의 유통에 따라 다라니도 성행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와 함께 고부이씨묘에

도 다라니가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쇄된 다라니가 무덤에서 확인되는 경우

는 드물다. 그러한 점에서 고부이씨묘 수습 다라니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다라니의 전래와 간행, 다라니의 봉안과 의의에 대하여 간략

하게 살펴보고, 고부이씨묘 수습 다라니에 대한 현황과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陀羅尼의 유래와 간행

陀羅尼(dhāranī)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사(音寫)한 것으로 원래는 ‘잡다’ 또는 ‘유지하다’라

는 의미의 동사 어근에 접미사가 합성된 것으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한다.’ 또는 

‘정신을 통일하여 마음을 한 가지에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1) 그래서 다라니

의 한역명(漢譯名)은 ‘지(持)’ 혹은 ‘총지(總持)’이며, 무언가를 들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문지(聞持)’ 또는 ‘억지(憶持)’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2) 그래서 다라니는 ‘마음을 집중한

다.’ 또는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라니

는 신주(神呪), 진언(眞言) 등으로 번역되는 만다라(曼茶羅)와 명주(明呪)라는 뜻도 포함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다라니는 대체로 정신 통일과 그 지속

(持續), 불법(佛法)이나 경전(經典)을 기억하고 그 상태에서 새기는 불(佛)의 지혜(智慧), 불

지(佛智)에 의하여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제재초복(除災招福)의 주구(呪句), 성불

1) 陀羅尼는 持, 執持, 總持, 保持, 憶持, 聞持 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南權熙, ｢高麗時代 陀羅尼와 曼茶羅類에 대한 書誌的 分析｣, 高麗의 佛腹藏과 染織, 계몽사, 1999,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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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佛)을 위한 주구 등으로 표현된다. 다라니경의 독송공덕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

데, 결국은 경전에 대한 기억과 이해를 통하여 내용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통해 집중

력을 증대하여 삼매 등으로 신통력을 얻게 됨을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라니는 현

세이익, 중생교화, 정법수호, 정각획득, 궁극적으로는 성불 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3)

한국에 다라니가 처음 전래된 시기와 그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삼국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삼국시대인 372년과 384년에 각각 고구려

와 백제 땅에 불교가 공인되었던 것으로 보아 불교 전래와 함께 범자로 된 다라니도 전래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인도 출신 승

려 던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배를 타고 들어와 백제 땅에 불교를 전하 으며,4) 겸익(謙

益) 등이 인도를 유학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 다라니가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

고 신라 눌지왕 때 묵호자(墨胡子)가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향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

고 한 것으로 보아5) 당시 교적인 성격이 강한 다라니도 함께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 의하면 신라승(新羅僧) 안홍법사(安弘法師)가 중국에

서 귀국하면서 서국(西國) 승려 비마라진체(毘摩羅眞諦), 농가타(農加陀), 불타승가(佛陀僧

伽) 등과 함께 신라로 돌아와 황룡사에서 초기 교경전에 해당하는 전단향화성광묘여경

(旃檀香火星光妙女經)을 번역하여 출간하고 신라승(新羅僧) 담화(曇和)가 필수(筆授)하

다고 한다. 당시 안홍(安弘)은 신라사회에서 교의 주술적(呪術的)인 요소, 기복(祈福)이

나 치병(治病) 등 현세이익적인 성향의 교를 통하여 불교를 홍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하여 교의 복잡한 관법(觀法)과 의례(儀禮)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서역승려들을 초빙했

던 것으로 추정된다.6) 이를 통하여 신라 승려들도 다라니를 접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교와 함께 다라니가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한다. 명랑

법사(明朗法師)가 문두루비법(文豆婁秘法)을 행하여 군사를 물리치자 법사(法師)는 신인조

사(神印祖師)라는 호칭을 얻었는데,7) 여기서 신인(神印)은 범어(梵語)로 문두루(文豆婁)라 

한다고 하 으며,8) 신인종(神印宗)은 진언종(眞言宗)의 일파로 신라의 명랑이 당나라에 가

3) 장익, ｢初期 大乘經典에서 陀羅尼 機能의 變化｣, 印度哲學 제23집, 인도철학회, 2007.

4) 三國遺事 卷 3, 興法 3, 難陁闢濟.

5) 三國遺事 卷 3, 興法 3, 阿道基羅.

6) 張益, ｢新羅 安弘의 初期 密敎 受容과 舍利塔 信仰｣, 密敎學報 제10집, 교문화연구원, 2009, pp. 

12-19.

7) 三國遺事 卷 5, 神呪 6, 明朗神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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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을 배워 와서 세운 종파 다. 그리고 신라 승려 혜통(惠通)은 입당(入唐)하여 중국 진

언종(眞言宗)의 개조(開祖)인 선무외삼장(善無畏三藏)으로부터 인결(印訣)을 받아 665년(문

무왕 5년) 귀국하 다고 한다. 이때 혜통이 교적인 성격이 강한 다라니 등을 신라 땅에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9) 이러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초기에는 범자에 대한 이해가 있었

고, 다라니나 진언(眞言)도 전래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범자 진언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교 경전인 대일경(大日經)과 금강정경(金剛頂經)을 신라 승려들이 중국에 유학하여 

수학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경주 황복

사지 삼층석탑, 불국사 석가탑, 포항 법광사 삼층석탑, 경주 창림사지 삼층석탑 등 여러 탑

파에 다라니경[陀羅尼經]이 봉안되어 있었다. 특히 불국사 석가탑에는 751년경을 전후하여 

간행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목판 인쇄본이 납입되어 있었다. 이

러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는 교적인 성격이 강한 다라니가 불가(佛家)에 유포되

어 있었고, 이에 대한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국사 석가탑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이후 고려시대 들어와 개성에 현성사(現聖寺)를 세워 교의 근본도량으로 삼았으며, 이

제현(李齊賢)의 금서 교대장서(金書密敎大藏序)에 의하면 일찍이 90권의 교대장(密敎大

藏)을 간행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교가 성행하면서 다라니도 유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 三國遺事 卷 5, 神呪 6, 惠通降龍.

9) 朴炳采, ｢眞言集密曇章攷｣, 一山金俊榮先生華甲紀念論叢, 1979,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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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07년 총지사(摠持寺)에서 ｢일체여래심 전신사리보인다라니경[一切如來心密全身

舍利寶印陀羅尼經]｣이 홍철(弘哲)에 의하여 간행되었고, 1152년에는 범자를 만자(卍字) 형

태로 새긴 ｢일체여래심 전신사리보협다라니[一切如來心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전하고 있

다. 특히 고려후기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교의 성행과 함께 다라니에 대한 신앙도 

이전에 비하여 크게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10) 이외에도 고려시대에는 범자로 쓰인 진

언 다라니가 상당수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려대장경에 판각되어 

전해지고 있는 문헌 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11) 특히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의 

칠구지불모소설준제다라니경[七俱胝佛母所說准提陀羅尼經]과 불설우보다라니경[佛說雨寶

陀羅尼經] 등은 대표적인 다라니 경전류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와 억불숭유 정책 기조에 따라 불교계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다수

의 진언 다라니가 유통되었고, 진언 다라니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도 간행되었다. 한글

창제에 따라 한글음의 표기로 인해 범자에 대한 정확한 발음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독

송(讀誦)과 필사(筆寫)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다라니와 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발전

되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다라니와 관련된 서적이 다량으로 간행되어 다라니 역사에서 

본격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시기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는 다라니에 대한 다

수의 서적이 간행되었다. 당시 간행된 대표적인 서적으로 오대진언(五大眞言), 진언권

공(眞言勸供), 진언집(眞言集)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진언집은 여러 차례 꾸준하

게 간행되었는데, 안심사본(安心寺本, 1569년)을 기점으로 신흥사본(新興寺本, 1658년), 보

현사본(普賢寺本, 1688년), 금산사본(金山寺本, 1694년), 만연사본(萬淵寺本, 1777년), 망월

사본(望月寺本, 1800년)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중에서 망월사본 진언집은 월장노(映

月長老)가 1777년 간행된 만연사본 진언집이 소실된 이후 당시까지 흩어져 있던 판본을 

모아 새롭게 간행된 것으로 진언이나 다라니에 대한 가장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후기는 불경을 비롯한 다라니의 집성 시기 다고 할 수 있으며, 그래

서 각종 조형물에 다라니가 새겨진다.

10) 위의 논문, p.79.

11) 이태승·최성규, 실담범자입문, 정우서적, 2008,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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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진언집(眞言集) 판본

서  명 판  종 간행 연대 권  수 비  고

眞言集 목판본 1569년 안심사 1책 규장각

眞言集 1688년 1책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重刊眞言集 1777년 만연사 2권 1책 국학자료보존회

眞言集 1800년 망월사 2권 2책
국학자료보존회
국립중앙도서관

眞言集 조선 정조대 2권 2책 일본 동양문고

重刊眞言集 조선 2권 2책 일본

眞言集 미상 4권 41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Ⅲ. 陀羅尼의 봉안과 의의

다라니는 교와 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전래되었고, 교 의식과 함께 발전하 다. 

교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교 경전인 대일경(大日經)과 금강정경(金剛頂經)을 신라 승

려들이 중국에 유학하여 수학했다는 내용이 전하고 있다. 신라 출신 현초(玄超)는 무외삼

장(無畏三藏)으로부터 대일경의 ｢태장법(胎藏法)｣과 ｢소실지법(蘇悉地法)｣을 배웠다고 

한다. 또한, 대흥선사(大興善寺)에 주석하고 있던 불공삼장(不空三藏)에게서 ｢금강정대유가

대교왕경법｣, ｢제존유가 인｣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대흥선사는 756년 불공삼장(不空三藏)

이 주석하면서 청룡사(靑龍寺)와 함께 장안(長安)에서 교 홍포의 중심도량이었다. 당시 

현초(玄超)가 신라로 귀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 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수

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법손(法孫)인 신라 출신 혜일(惠日)이 781년경 당나라에 

유학하여 청룡사(靑龍寺)의 혜과화상(惠果和尙) 문하에서 금강계와 태장계의 양부대법(兩

部大法)을 전수받았으며, 소실지법(蘇悉地法) 등을 비롯한 여러 교 경전을 배워 신라로 

귀국했다고 한다.12) 이외에도 신라의 의림(義林)이 당나라에 유학하여 선무외(善無畏)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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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배웠으며, 선무외의 전법제자 던 불가사의(不可思議)도 대

일경의 태장계법(胎藏界法)을 전수받았으며, 나중에 신라로 귀국하여 경주 묘사(靈妙

寺)에 머물렀다고 한다. 또한, 신라 출신 승려로 중국에 유학하여 법(密法)을 전수받았으

나 귀국하지 못한 오진(悟眞), 무루(無漏), 균량(均亮) 등이 있는데, 이들이 배운 내용은 일

부 유학승들에 의하여 신라로 전해졌을 것이다.13)

이와 같이 신라시대 많은 유학승들에 의하여 교가 전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 의식

(儀式)이나 법구(法具)가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서서히 다라니가 통일신라시

대의 탑파(塔婆)를 비롯한 불교적인 조형물에 봉안되었다. 이처럼 신라시대 교 사상의 

전래와 전개에 따라 진언 다라니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불국사 석가탑에

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다. 이 다라니경은 751년경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과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에도 

다라니경이 봉안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라는 8세기 초반경 범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라니가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58년경 건립된 갈항사지 삼층석탑의 사리병에

서 출토된 ｢백지묵서 준제진언(白紙墨書 准提眞言)｣은 통일신라시대의 묵서로 복과 수명을 

얻을 수 있는 ｢준제진언(准提眞言)｣을 범자로 필사한 실물자료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8

세기 중반경을 전후한 시기 신라 불교에는 다라니를 포함한 범자 진언이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주 창림사지 삼층석탑에서 ｢무구정경(無垢淨經)｣이 발견되어 다라

니경이 유통되고 있었으며, 포항 법광사 삼층석탑에서 불정존승다라니명석제원호[佛頂尊勝

陀羅尼銘石製圓壺]가 발견되어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가 당시 유통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성산사전대길상탑중납법탐기(百城山寺前臺吉祥塔中納法探記)｣
에 의하면 당시 탑 안에 진언집록(眞言集錄) 2권과 진언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어 꾸준

하게 진언과 다라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중요 봉안물로 취급되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일신라시대부터 다라니에 대한 신앙이 유포되어 있었고, 다라니에 대한 신앙

은 여러 불교적인 조형물에 다라니가 봉안되는 배경이 되었다.

12) ｢大唐靑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大正藏 50, p.295 中)(재인용).

13) 金永德, ｢密敎의 韓國的 受容의 一例 – 三十七尊을 中心으로 –｣, 密敎學報 제3집, 교문화연구원, 

2001, pp.58-61.



- 23 -

갈항사지 삼층석탑과 백지묵서(白紙墨書)

고려시대에는 교의 성행과 함께 다라니의 봉안이 일반화되었으며, 특히 고려후기 원나

라의 지배에 따른 교의 전래는 불교미술에 많은 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다라니 신앙

이 크게 성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진언과 다라니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 서책(書冊)으로 간행되어 각종 의식(儀式)에 활용되기도 하 으며, 불교적인 조형물에 

중요한 봉안물로 납입되었다. 그래서 다라니는 수지독송(受持讀誦)을 위한 판본이나 필사

본, 탑파나 불상 등에 납입된 봉안물, 경문(經文)을 새긴 석당(石幢) 등의 유형으로 다양하

게 조성되거나 봉안되었다. 고려대장경의 불설우보다라니경[佛說雨寶陀羅尼經] 등 다양

한 다라니가 판본으로 전하고 있어 다라니가 신앙적인 차원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

다. 그리고 12세기경 ｢대비로차나설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

遮那說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切陀羅尼]｣가 인쇄되어 봉안되었는데, 권말에 

왕이 수(壽)를 누리고 나라가 태평하기를 바라며, 법계(法界)가 두루 깨달음을 얻고, 고통

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기원의 발문과 함께 범자 다라니를 간행하여 널리 배포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교의 성행과 함께 다라니를 인쇄하여 봉안하

는 경우가 많았으며, 봉안 배경이 신앙적인 차원과 함께 현세구복적인 성격도 있었음을 간

접적으로 시사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라니와 관련하여 고려시대 많이 조성된 석당(石幢)에는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

陀羅尼], 백산개다라니[白傘盖陀羅尼], 대비심다라니[大悲心陀羅尼], 대수구다라니[大隨求陀

羅尼], 대길상다라니[大吉祥陀羅尼] 등의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4) 석



- 24 -

당이 아닌 석비 양식을 채용한 제천 송계리 석비에는 대불정주(大佛頂呪)가 새겨져 있다.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는 능엄경(楞嚴經) 권7의 마지막에 수록된 것으로 대불정여

래가 내증한 공덕을 설한 다라니이다. 다라니를 새긴 석당은 중국 당대(唐代) 이후 유행하

기 시작하여 송대(宋代)에 와서 크게 성행한다. 한국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석당은 확인되

지 않고 있지만 세워졌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실물로 확인되는 것은 고려시대 건립된 것

들이며, 대부분 수도가 있었던 개경을 중심한 지역에 세워졌다.

이와 같이 고려후기 대불정다라니를 비롯한 진언과 다라니가 성행한 것은 교의 향

으로 진언과 다라니를 지송(持誦)함으로써 마음을 통일하고 깨달음에 경지에 도달하여 성

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이것들을 암송하거나 새기는 공덕

을 쌓고 음송하면 재앙이 물러가고 보호 가피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불교적인 신앙이 있었

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다라니는 불도들에게 번뇌를 멸하고 지혜를 의미하는 명(明)을 

일으켜 악(惡)을 누르는 힘을 갖추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시되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15)

북한 용천 성동리 다라니 석당(1027년) 일체여래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

(一切如來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 1152년)

14) 南權熙, ｢高麗時代 陀羅尼와 曼茶羅類에 대한 書誌的 分析｣, 高麗의 佛腹藏과 染織, 계몽사, 1999, 

p.128.

15) 변순미, ｢범어 漢譯에서 다라니 음역의 특수성｣, 印度哲學 제22집, 인도철학회, 2007,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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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

(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切陀羅尼, 1166年)

고려시대 다라니의 간행과 유포와 관련하여 2005년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 목조비로

자나불좌상 개금 중수 시 발견 수습된 다량의 복장 유물이 주목된다. 법보전 목조비로자나

불좌상 복장공 내부에서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되었는데, 883년(헌강왕 9년)에 처음 조성

된 것으로 확인되어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목조불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도 규모나 양식 면에서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6) 그런데 복장공 내부에서 범어 문자로 인각

하여 간행된 다수의 경전이 발견되었다. 이 복장물은 고려 의종대(1146~1170년)에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범어 문자가 사용된 다수의 경전과 다라니가 인출되어 납입된 것으로 추정되

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와 불상에 대한 중수가 15세기말경 다시 이루어졌는데, 당시 

왕실에서 지원했으며 후령통(喉鈴筒) 등 복장물들이 조상경(造像經) 의궤에 따라 봉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불상들은 18세기후반경, 19세기후반경 등에 이어 20세기에 들어와

서도 개금 중수가 이루어졌다. 불상의 복장물에서 범어 문자가 활용된 경전과 다라니는 

1152년 4월 범학대사(梵學大師) 통휘(通輝)가 글을 써서 해진사(海眞寺)에서 개판(開板)한 

｢일체여래심비 전신사리보협다라니[一切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 1150년 해동장

안(海東長安) 광제포(廣濟鋪)에서 선사(禪師) 사원(思遠)이 중교(重校)하여 개판한 ｢범서총

지집(梵書摠持集)｣, 1156년 법수사(法水寺)에서 중대사(重大師) 자행(資行)이 간행한 ｢대비

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 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

無上一乘諸經所說一切秘密陀羅尼]｣, 1166년 7월 문림랑(文林郞)과 이세합(李世陜)이 발원

하여 간행한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 다라니[大毗盧遮那

16) 해인사·문화재청, 海印寺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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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물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
[一切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

후령통
(喉鈴筒)

소보협다라니
[小寶篋陀羅尼]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1복)
[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切陀羅尼(1卜)]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47복)
[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切陀羅尼(47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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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切秘密陀羅尼]｣ 등이 확인되었다.17) 이러한 것으로 

보아 고려 의종대 불교의 성행과 함께 교적인 요소가 강한 다라니에 대한 신앙이 저변화 

되었으며, 범어 문자에 대한 이해와 이를 활용한 불교미술품이 조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범어 문자가 불교적인 각종 조형물에 직접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인각되어 간행

된 것으로 보아 범어 문자와 진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신앙이 확산

되어 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물

대비로차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43복)

[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切陀羅尼(43卜)]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 
대비로차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

[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一乘諸經所說一切秘密陀羅尼]

17) 손 문, ｢海印寺 法寶殿 및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像의 硏究｣, 美術史學硏究 270, 한국미술사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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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시대 들어와 성리학적 유교사관에 의하여 불교계가 위축되면서 불사(佛事)가 

축소되고, 진언 다라니의 간행도 줄어든다. 진언집(眞言集)의 간행 등으로 명맥을 유지

하기는 하지만 고려시대에 비하여 축소된다. 1406년에는 총지종(摠持宗)으로 대표적인 

교의 종파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 태종은 1417년 진언 주경(眞言密呪經)이나 다라

니집[陀羅尼集] 등 교 관계의 서적을 불살라 버리게 하여 많은 교 경전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들어와 억불숭유 정책 기조에 따라 불교계가 위축되기는 했지

만 진언 다라니는 간헐적으로 유통되었고, 진언 다라니와 범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

도 제작되었다. 특히 한글창제에 따라 한글음의 표기로 인해 범자에 대한 정확한 발음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독송(讀誦)과 필사(筆寫)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범자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가 발전하 다. 1485년(성종 16년) 오대진언(五大眞言)18)이 총집문(摠集文)이라

는 이름으로 목판본이 나왔고, 1569년에는 혜등(慧燈), 인주(印珠) 등에 의하여 진언집이 

무등산(無等山) 안심사(安心寺)에서 간행되었다. 이후 조선후기 들어와 여러 차례 진언집

이 간행되어 유통되었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경전의 순수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교의식에 

쓰이는 불교서(佛敎書)들이 많이 간행되었다. 이들은 주술적 마력을 강조한 진언을 모은 

진언집, 범어의 발음을 살리면서 음악을 강조한 범음집(梵音集), 의식에 초점을 둔 비 교

(秘密敎)라는 서명으로 간행되었는데, 주술적인 힘과 진언 다라니를 강조하고 그러한 부분

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간행되었다.19) 그리고 조선시대 간행된 다라니경이나 진언집은 그 

내용과 성격으로 보아 크게 독송용(讀誦用)과 수법용(修法用)으로 간행되었으며, 일반인들

이 독송을 통하여 공덕을 얻기 위한 것과 수행자들의 수행을 위한 목적 등으로 간행되었

다. 그래서 한국 범어와 범자진언의 역사에서 조선시대는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관련 서

적이 다량으로 간행되어 본격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시기 다.

그런데 조선후기 간행된 진언이나 다라니는 불상의 복장물(腹藏物)로 많이 봉안되었다. 

불상은 그 안에 일정한 의식 절차를 거쳐 복장물을 넣었을 때 생명력을 부여 받고 신앙과 

예배의 대상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복장물은 불상이나 불화 등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불상이나 불화가 종교적인 신앙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조성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다. 불상의 몸 안에 복장물을 넣는 의식이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 인도

18) 五大眞言은 ①四十二手眞言, ②神妙章句大陀羅尼, ③隨求卽得陀羅尼, ④大佛頂陀羅尼, ⑤佛頂尊勝陀

羅尼를 지칭함.

19) 許興植, ｢佛腹藏의 背景과 1302년 阿彌陀佛腹藏｣, 高麗의 佛腹藏과 染織, 계몽사, 1999,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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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대 인도 사람들은 불상을 조성하여 그 안에 복

장물을 넣음으로써 생명력이 없는 불상이 예배와 신앙의 대상으로서 상징적인 존상(尊像)

이 되어 생명력을 부여받는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불상 안에 복장물을 넣는 것은 귀중한 

물건들을 시주한 신도들의 염원과 신앙심을 담고, 불상에 대한 신비성과 신앙심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20) 특히 복장물을 봉안하는 전통은 교의 유입과 함께 전래된 것으

로 불교를 상징하는 갖가지 신앙물을 몸속에 넣어 불상을 신비주의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험이 있는 신앙 대상으로 만들려는 의도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불상의 복장

물은 교의 교리체계에 의하여 구성한 상징적인 물품들로서 불상이 단지 형태적으로 완성

된 조형물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상징물이며, 예배자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기복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불교의 전파와 함께 여러 나라에 전래되어 

불상 조성시 복장물을 넣는 의식이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복장물은 당시 불상 조성과 관

련된 사실들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내용물을 통하여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묵

서명(墨書銘)·발원문(發願文)·조성기(造成記) 등은 불상의 조성 사찰과 경위, 발원자와 

조성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21) 복장물 안에는 불상의 이름, 조

성 목적, 시주한 사람, 제작 시기, 복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발원문

이22) 있어 불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

[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一乘諸經所說一切秘密陀羅尼]

20) 이선용, 불복장의 현황과 구성, 韓國의 佛腹藏, 수덕사근역성보관, 2004, p.286.

21) 남권희, 佛腹藏과 納立物, 韓國의 佛腹藏, 수덕사근역성보관, 2004, p.279.

22) 불상 복장물에서 발원문은 대부분 종이에 묵서되지만 비단이나 봉안된 옷의 표면에 직접 쓰는 경우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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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달성사 시왕상 다라니(1565년)

순천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다라니(1652년)

갑사 석가여래좌상 복장물 다라니 익산 혜봉원 목조여래좌상 다라니(1712년)

삼길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다라니(17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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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니경 주서 판본

(陀羅尼經 朱書 板本, 일본 민예관, 1821년 개판)

천수천안다라니판

(千手千眼陀羅尼板, 1930년)

이와 같이 조선시대 들어와 불상 복장물로 다라니를 많이 봉안한 것은 다라니가 특히 장

수(長壽)하는데 효험이 크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다라니를 베껴서 높은 곳에 두고 공양

하면 단명할 사람이 장수하게 되고, 죽어서는 무량수왕이 주재하는 불국토(佛國土) 극락세

계(極樂世界)에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신앙이 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라

니를 외우면서 조금만 보시해도 무한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에서 다라니가 여러 조

형물에 납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쇄(印刷)나 필사(筆寫)된 다라니를 봉안하는 

의의는 궁극적으로 우주의 원리와 자아의 일체를 나타내는 즉, 보리심을 육성하여 지혜의 

법신(法身)인 대일여래(大日如來)의 불과(佛果)를 얻어 구경(究竟)에 이르게 하는 목적 외

에 타력적(他力的)인 주술(呪術)로서 현세에서 소재기복(消災祈福)할 수 있다는 신앙의식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Ⅳ. 부안 고부이씨묘 출토 陀羅尼의 특징과 의의

부안 고부이씨묘에서 출토된 다라니는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수의와 함께 납입되어 있

었다. 다라니는 수의와 함께 접힌 상태로 묘주(墓主)의 가슴 부분에 납입되어 있었으며, 오

랜 세월로 인하여 일부 훼손된 상태 지만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다라니는 

총 4장이 수습되었는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3장의 다라니는 한삼 안에서 수습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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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이씨묘 다라니 출토 모습

훼손이 심한 1장의 다라니는 저고리에서 수습되었다고 한다. 다라니는 모두 동일하며, 한 

장의 한지를 활용하여 상하에 묵서(墨書)로 인쇄된 상태이다. 상하에 인쇄된 다라니는 자

체(字體)나 도안(圖案)으로 보아 동일 목판본을 활용하여 판본에 여러 번 먹물을 입혀 인쇄

하 음을 알 수 있다.

고부이씨묘에서 확인된 다라니는 시신에 수의를 입히는 과정에서 납입된 것으로 무덤을 

조성하기 이전에 간행되어 있던 

다라니인 것으로 보인다. 즉, 사찰

에서 이미 간행하여 소장하고 있

었던 것이거나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다라니를 준비하 다가 시신

에 수의를 입히는 과정 중에 수의

와 함께 납입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다라니에 대한 신앙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부이씨묘 출토 다라니

의 판식(板式)을 보면 목판본에 판심(版心)을 마련하지 않고, 한쪽 면에는 글자를 새기고, 

다른 한쪽 면에는 도안(圖案)과 문양(文樣)을 새겼다. 판심이 마련될 자리에는 2중의 계선

(界線)을 굵게 새겼다. 그리고 글자가 새겨지는 부분에는 별도의 계선을 두지 않고 세로로 

글자를 일정하게 새겨 구분되도록 했다. 먼저 글자가 새겨진 면은 외곽에 1조(條)의 변란

(邊欄)을 마련하여 그 안에 글자가 새겨지도록 했는데, 우변(右邊) 상부에는 간행처를 별도

로 새겨 넣었다. 간행처는 ‘金堤地僧加山興福寺開板(김제지승가산흥복사개판)’이라고 명문

(銘文)을 새겨, 부안에서 북쪽으로 있는 김제(金堤) 땅의 승가산(僧加山) 자락에 있었던 흥

복사(興福寺)에서 개판(開板)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흥복사는 현재 김제 승가산 자

락에 법등이 유지되고 있는 사찰로 창건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조선후기 들어와 

흥복(興福)이라는 처사(處士)에 의하여 개인의 원찰(願刹)로서 중창되면서 김제지역의 중요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쨌든 묘주(墓主)가 당시 김제 흥복사와 관련이 있으

며, 불심(佛心)이 깊었던 사람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기록이다.



- 33 -

① ②

③ ④

부안 고부이씨묘(古阜李氏墓) 출토 다라니 (①~③：한삼에서 수습, ④：저고리에서 수습)

그리고 1조(條)의 변란(邊欄) 안쪽에는 범어(梵語) – 한글 음역 – 한자(漢字) 음역 순으로 

다라니를 새겼으며, 당대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세로로 좌서(左書)하 다. 그런데 먼저 

다라니의 제목(題目)을 쓰고, 당시 간행된 진언집(眞言集)들의 일반적인 순서와 달리 한

자와 한글의 순서를 바꾸어 명문을 새겼다. 즉, 조선시대 간행된 진언집들의 경우 다라

니나 진언(眞言)을 새길 경우 일반적으로 범어(梵語) – 한자(漢字) 음역 – 한글 음역 순으로 

하 는데,23) 흥복사(興福寺) 개판(開板) 목판본(木版本)은 범어 – 한글 음역 – 한자 음역 순

으로 하여 당대의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범어 다음에 한자보다는 한글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진언집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1800년 간행 망월사본(望月寺本)과 비교

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다라니은 승려와 같이 전문 수행자를 

위한 내용도 있지만 범어 – 한자 – 한글을 동시에 병기하여 일반인들의 독송(讀誦)도 상당히 

23) 예외적으로 眞言名을 먼저 새기고 한글 – 漢字 – 梵語 순으로 새긴 경우도 드물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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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 다라니의 간행이 수행과 성불을 

위한 불교 본래의 목적도 있었지만 일반인들에게 기복적인 성격과 목적으로 독송되어 불교

를 성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불가에서는 다라니를 통하여 불교의 

신비성을 강조하고, 교적인 성격이 강한 다라니를 일반인들이 독송함으로써 다라니 그 

자체의 신비성을 강조하고 대중화시키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24) 고부이씨묘 출토 

다라니도 승려나 사찰에 봉안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무덤에 납입된 것으로 보아 그러한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부안 고부이씨묘(古阜李氏墓) 출토 

대수구대다라니[大隨求大陀羅尼]

진언집(眞言集)의 대수구대명왕대다라니

고부이씨묘 출토 다라니는 그것의 제목을 ‘佛說一切如來普遍光明燄鬘淸淨熾盛思惟如意

寶印心無能勝摠持大隨求大陀羅尼[불설일체여래보편광명염만청정치성사유여의보인심무능승

총지대수구대다라니]’라고 명확하게 앞쪽에 밝혀 놓았다. 따라서 고부이씨묘에 납입된 다라

니는 당시 성행하 던 여러 종류의 다라니 중 일반적으로 대수구대명왕다라니[大隨求大明

王陀羅尼]라고 불리는 다라니가 시신과 함께 납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부이씨묘 

다라니는 제목에서 ‘대명왕(大明王)’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라니의 제목이나 명칭

을 표기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제목에서 중요한 단어를 생략하 으며, 다라니

24) 南希叔, ｢朝鮮後期 佛書刊行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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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적인 자체(字體)나 구성으로 보아 서자(書者)나 각자(刻者)가 중앙에서 활동한 능숙

한 사람이기 보다는 지방에서 활동한 승려나 조각 장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진언집(眞言集)의 대수구대명왕다라니는 47자의 범자와 한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부이

씨묘 납입 다라니는 58자의 범어 – 한글 음역 – 한자 음역으로 구성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다라니나 진언은 불도의 신앙 정도나 깊이, 서자나 각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신앙에 따

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기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추가된 범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쓴 서자 나름대로의 독창성이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라니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교종파인 신인종(神印宗)과 지념업(持念業)의 발달

과 함께 크게 중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최자(崔滋, 1186~1260년)는 조

유(祖猷)가 진언(眞言)을 지송(持誦)한 총지법력(摠持法力)에 의하여 병자를 구하 다는 기

록을 인용하 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12~13세기대에 들어와 다라니가 특정 종파를 중심

으로 널리 성행하 고 크게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와 범어로 된 

진언집류가 많이 간행되었는데, 크게 오대진언류(五大眞言類)와 결수문류(結手文類) 진언

집(眞言集)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진언집이 많이 간행된 것은 다라니와 진언이 

신비적인 힘의 원천으로 많은 불도들에게 신앙 염송되었으며, 사찰에서 진언을 통한 불교

의식(佛敎儀式)의 설행(設行)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다라니는 고

려와 조선시대에 현세이익, 중생교화, 정법수호, 정각, 성불 등 다양한 목적과 의도로 간행 

염송 납입되었다. 특히 다라니는 일반 신도들에게는 현세이익적인 성격이 강하 다. 그래

서 불상을 비롯한 각종 불교 조형물에 수십에서 수백 장의 다라니가 봉안되었다. 고부이씨

묘에 납입된 다라니가 다른 불교 조형물에 비하여 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목적과 의

도는 동일하 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수구대다라니[大隨求大陀羅尼] 반대편에는 향로형(香爐形) 장식물을 연화가 감

싸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방위에 따라 사천왕종자(四天王種字)가 범자로 묵서되어 있다. 

향로형 장식물은 조각가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

로 옴자를 형상화한 불정심인(佛頂心印)의 형상으로 표현되었는데, 고부이씨묘 출토 다라

니는 향로형으로 표현되어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로를 통한 공양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의도로 엿보인다. 향로형 장식물 주변으로는 범자를 활용한 사천왕종자가 

배치되었다. 사천왕종자는 조선시대 간행된 진언집(眞言集)에 전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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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사천왕종자는 석조미술, 복장물 등 불교의 다양한 조형물에 새겨졌다. 향로형 장식

물 몸체 표면은 선각(線刻)으로 정교하게 표현되었으며, 다양한 문양을 새겨 신성성을 강

조하 다. 그리고 판면 향좌와 아래쪽에는 사각형으로 된 소원성취 부판(符板)을 12개 배

치하 다. 이것은 부적 형태의 사각형 다라니로 다라니의 기복적인 성격을 직접적으로 보

여준다. 사각형 다라니는 기하학적인 형상을 통하여 복을 빌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현세구복적인 성격이 반 된 것으로 다라니와 부적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적

이 다양한 형상으로 표현되는 다라니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조선시대 다라

니에서 부적형의 사각형 다라니를 배치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고부이씨묘 출토 다라니는 3

조(條)씩 정연하고 일률적으로 배치하여 우수한 장인에 의하여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현재 사각형 다라니 앞부분에는 각각의 부적형 다라니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목

으로 묵서하 다. 첫 번째로 成佛隨求三光百靈雷電不侵(성불수구삼광백령뇌전불침)을 시작

으로 能避爭訟之厄(능피쟁송지액), 爲貴人念(위귀인념), 宅內百神不侵(택내백신불침), 부부

자손화합장수(夫婦子孫和合長壽), 見君密護(견군 호), 産女胎血能出(산녀태혈능출) 등 불

교를 통한 성불을 기원하는 내용부터 자녀의 출산과 부부의 장수 등 벽사적(辟邪的)이고 기

복적(祈福的)인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라니가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 복을 가져다준다는 현세구복적인 신앙 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부안 고부이씨묘 출토 다라니와 사천왕종자(四天王種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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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자원상 태장계 만다라

(梵字圓相 胎藏界 曼茶羅, 1295년)

아미타삼존 불정심인

(阿彌陀三尊 佛頂心印, 1302년)

개인 소장 불정심인(佛頂心印)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불 불정심인(1346년)

신흥사본 진언집(眞言集)(1658년) 평창 월정사 사자암 비로자나불좌상 

(毘盧遮那佛坐像) 복장물 사천왕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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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사 보협인다라니와 불정심인 중간 진언집(眞言集) 사천왕종자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불복장물 다라니 다라니경 주서 판본(陀羅尼經 朱書 板本)
(일본 민예관, 1821년 개판)

재액을 막는 기문신장부적 범서총지집의 처음 부분(개인 소장)

소원성취대길부판소
(願成就大吉符板, 영남대학교 박물관)

명이부판
(明耳符板, 영남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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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집(眞言集) 권상(卷上) 다라니[陀羅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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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부이씨묘에 다라니를 납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주인공의 성불(成佛)의 

방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에서 성행한 진언 다라니는 경전의 교학사상을 바탕으로 

수행, 염불, 지송 등의 교설로서 이해되었고, 일체 중생의 공덕 성취와 성불을 위한 방편적

인 교설로서 활용되었다. 진언 다라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게 되어 깨달음을 얻는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현우경(賢愚經)에 진언(眞言)의 총지력(總持力)을 얻으면 부처의 

말씀을 듣고 하나도 잊지 않게 된다고 하 다. 즉, 진언은 부처와 보살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힘을 담고 있는 신비한 말이기 때문에 외우고 염송하면 그 공덕과 힘을 얻을 수 있

다고 인식하 다. 그래서 진언을 많이 외울 경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한번 들어도 모

든 것을 깨우칠 수 있다고 하 다. 진언은 단지 기억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불에 이르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언을 외우는 것은 성불을 하기 위

한 수행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지도론(大智度論)에는 진언은 온갖 집착을 없애고 부처의 

지혜를 얻게 한다고 설하고 있다. 곧 진언 다라니는 부처의 상징이자 성불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언 다라니는 부처와 보살들을 상징하고 그들에게 귀의하며 

공덕을 찬송하는 것이기에 진언 다라니를 외우고 염송하는 것 자체가 부처에게 공덕을 쌓

는 일이다고 인식하 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진언 다라니를 외움으로써 공덕을 성취하

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다라니를 직접 간행하고, 간행을 후원하는 것은 무한한 공

덕(功德)의 방편이기도 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진언 다라니는 벽사적(辟邪的)이고 기복적(祈福的)인 성격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 교는 신인종과 총지종에 의하여 전개 발전되었는데, 두 종파는 

호국(護國)과 양재초복(禳災招福)의 성격이 강하 다. 이에 따라 교에서 주로 활용된 진

언 다라니도 수행과 관법, 부처와 불법 등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 공덕을 쌓고 불

교를 통하여 복을 구하고자 하는 기복불교적 성격이 강하게 반 되어 발전되었다. 진언 다

라니를 외우고 염송하면 현세에서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화를 면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

다고 하 다. 진언 다라니를 외워 염송하면 화재, 수재, 관재, 도적, 질병, 횡사, 흉작, 외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 그리고 진언 다라니를 지니고 외우

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진언은 일상생활에서도 폭

넓게 활용되었던 벽사와 기복의 신앙 대상이었다. 이러한 진언 다라니에 대한 불교 신앙이 

고부이씨묘에 다라니를 납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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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부이씨묘 출토 다라니는 불복장물이 아닌 무덤에서 출토된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다라니는 일반적으로 수지독송(受持讀誦)을 위한 판

본이나 필사본, 탑파나 불상 등에 봉안된 봉안물, 경문(經文)을 새긴 석당(石幢) 등의 유형

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다라니가 일반적으로 불복장물(佛腹藏物)로 많이 봉안

되었다. 그런데 다라니 또는 다라니경이 불상의 복장물로 봉안된 기원이나 유래를 밝힐만

한 구체적인 근거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조선시대 간행된 조상경(造像經)에 다라니를 

다른 복장물과 함께 납입한다는 내용이 전재되어 있지만 그 기원과 출처는 불명확하다. 다

만 조탑(造塔)이나 불교적인 조형물에 납탑(納塔) 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

尼經]｣과 같은 다라니가 함께 봉안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풍습이 변화되어 불상에도 다라

니를 납입하 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탑이나 불교적인 조형물에 다라니를 납입하는 것

은 교적 특성으로 그 조형물이 가지는 의의를 높여주고, 재앙을 물리치는 등 기복적이고 

추복적인 성격 등이 혼재된 양상으로 이해된다.25) 여기에 더하여 민간 신앙적인 요소가 습

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상 복장물로 다라니를 많이 봉안하는 것은 다라니

가 특히 장수하는데 효험이 크다고 한다. 다라니를 베껴서 높은 곳에 두고 공양하면 단명

할 사람이 장수하게 되고, 죽어서는 무량수왕이 주재하는 불국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

다는 믿음과 신앙이 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라니를 외우면서 조금만 보시해

도 무한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앙에 의하여 다라니가 많이 간행되면서 

불상에 봉안되었는데, 고분에서 표면에 다라니가 새겨지는 경우는 있어도 수의와 함께 납

입된 경우는 보기 드물다. 현재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주 평거동 고분군과 

합천 초계변씨 시조 변정실묘(卞庭實墓)에서 다라니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조선후기 무덤에서 목관에 다라니가 새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옷

에 다라니를 인각한 경우는 있지만 고부이씨묘처럼 인쇄한 다라니를 납입한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 어쨌든 고부이씨묘 납입 다라니는 묘주가 독실한 불교신자 으며, 

다라니가 간행된 김제 흥복사(興福寺)와 관련된 인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조선시대는 범어로 된 다라니와 진언집 등이 많이 간행되었는데, 이것은 불교가 실

용성을 중시하고 의례적이고 기복신앙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일면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시

25) 南權熙, ｢高麗時代 陀羅尼와 曼茶羅類에 대한 書誌的 分析｣, 高麗의 佛腹藏과 染織, 계몽사, 1999,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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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관음신앙과 관련된 경전이 가장 널리 간행된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조선시대 들어

와 불교신앙이 대중화되면서 불교가 현실의 어려움이나 복을 기원하는 대상으로서 관음보

살이 널리 신앙되었음을 보여준다.26) 또한 다라니나 진언집을 간행하는데 시주자로 참여

한 인물들은 왕실에서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시주하면서 발원한 내용이 대

부분 죽은 부모의 靈駕를 위한 것이 많아 다라니나 진언이 조성의 천도에 험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 고부이씨묘에 납입된 다라니도 가와 극락왕생 신앙이 습합

되어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진주 평거동 고려 고분과 범자

합천 초계변씨 시조 변정실묘(卞庭實墓)의 다라니

26) 남희숙, ｢朝鮮時代 陀羅尼經·眞言集의 간행과 그 역사적 의의 –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의 분석을 중

심으로 –｣, 회당학보 제5집, 회당학회, 2000,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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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부이씨묘에 납입된 다라니는 부안에서 비교적 가까운 김제 흥복사에서 인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흥복사의 성한 연혁을 살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

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김제 흥복사(興福寺)는 오늘날까지 법등이 유지되고 있는 

사찰로 현재 김제시 흥사동 256번지 승가산(僧伽山)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金山寺)의 말사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650년경 고구려에서 망명

해 내려 온 보덕화상(普德和尙)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하며, 처음에는 사명(寺名)이 승가

사(僧伽寺) 다고 한다. 그러나 김제 흥복사가 삼국시대 창건되었다고 단정할만한 결정적

인 기록이나 유적 유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원효대사

(元曉大師)와 의상대사(義湘大師)는 도반이 된 후 고구려에서 백제로 망명한 보덕화상(普

德和尙)으로부터 열반경(涅槃經)과 유마경(維摩經)등을 배웠다고 한다. 보덕화상은 고

구려 보장왕 때의 승려로 자는 지법(智法)이었고, 평안남도 용강현(龍岡縣)에서 출생하

다. 그는 대보산(大寶山) 바위 아래에서 선관(禪觀)을 닦고, 그곳에 탑사(靈塔寺)를 세우

기도 했다. 그가 반룡산(盤龍山) 연복사(延福寺)에 있을 때인 641년경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보장왕(寶藏王, 642~668년)을 옹립하여 도교(道敎)를 존중하고 불교를 숭상하지 않

으니 국운이 위태롭게 될 것을 걱정하여 여러 차례 왕에게 간하 으나 왕이 이를 듣지 않

자 650년경에 백제의 완산주(完山州) 고대산(孤大山)으로 옮겨가 경복사(景福寺)를 짓고 살

았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보덕화상의 제자들이 여러 지역에 금동사(金洞寺), 진구사(珎丘

寺), 대승사(大乘寺), 대원사(大原寺), 유마사(維摩寺), 중대사(中臺寺), 개원사(開原寺) 등 

다수의 사찰을 세웠다고 한다.27)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김제 흥복사도 삼국시대 말기에 창

건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흥복사에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초기로 보이는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흥복사의 연혁과 관련하여 조선중기까지 전해지는 내

용은 거의 없다. 불경을 간행하기도 했던 흥복사의 역사와 관련하여 창건 이후 조선 중기

까지의 연혁은 전혀 전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의 중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

서는 알 수 없다. 다만 1597년(선조 30년)의 정유재란으로 절은 폐허가 되었고, 1625년(인

조 3년) 김제에 살던 흥복(興福)이라는 처사가 부처님의 감응을 받아 기원도량으로 삼기위

27)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第三, 寶藏奉老 普德移庵條.

‘具如 國史 餘具載夲傳與 僧傳 師 有髙弟十一人 無上和尚 與弟子 金趣 等創金洞寺 寂㓕 義融 二師創

珎丘寺 智藪 創大乗寺 一乗 與 心正 大原 等創 大原寺 水淨 創維摩寺 四大 與 契育 等創中臺寺 開原

和尚 創開原寺 明徳 創燕口寺 開心 與 普明 亦有傳皆如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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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극락전(極樂殿) 등 사찰을 중창하면서 다시 법등을 잇게 되었다. 당시 寺名도 자신의 이

름을 따 흥복사(興福寺)라고 하 다고 한다. 그리고 1799년(정조 23년) 편찬된 범우고(梵

宇攷)에 의하면 흥복사는 폐사(廢寺)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흥복사

는 조선후기 들어와 잠시 법등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역

사는 전하지 않으나 조선 후기의 명필가 던 이삼만(李三晩)(1770~1845년)이 쓴 현판이 절

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꾸준히 법등이 이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43년경 법운스님이 극락전과 관음전 등을 중창하면서 현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성한 김제 흥복사의 연혁과 관련하여 흥복사 판각 다라니는 흥복사가 적어도 조선중기까지 

법등이 유지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고부이씨묘 출토 다라니는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 수습되었으며, 수의 속에 납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라니는 주술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불가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교가 전래되면서 유입되어 폭넓게 활용되었다. 다라니는 탑파와 불상을 

비롯하여 각종 불교적인 조형물에 봉안되었는데, 고부이씨묘처럼 무덤에 봉안된 경우는 보

기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고부이씨묘 주인공이 독실한 불교신자 으며, 무덤 조 이 

불교적인 세계관에 의하여 무덤이 조성되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라니를 시신

과 함께 매장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극락왕생을 염원했을 것이다. 동시에 후손들의 추복

적(追福的) 경향을 보여주는 유물이기도 하다.

조선시대는 억불숭유 정책 기조에 따라 불교계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

들이 신앙하고 있었던 주요 종교 다. 조선시대에도 많은 경전들이 간행되었으며, 불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법등이 유지되었던 사찰들이 상당수 있다. 통불교적인 성격을 가진 

한국 불교가 발전하게 되면서 불교는 민간신앙적인 요소를 흡수하기도 했으며, 주술적이고 

타력적인 믿음들과 습합되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이 다라니이다. 



- 45 -

다라니는 불가에서 신성한 예불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민간에서 벽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의 대상으로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경전이자 진언이었다. 그래서 

다리니경은 불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경전으로 지송(持誦)이나 염불시(念佛時) 사용되

었으며, 다라니에 대한 신성한 인식으로 탑파나 불상의 봉안물로 많이 납입되었다. 다라니

는 불교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위하여 간행되기도 했지만 현실적이고 기복적인 성격을 다

분히 내포하고 있어 조선시대 불교의 서민적이고 민중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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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이씨(古阜李氏) 묘 출토 삽(翣)의 

보존에 관한 고찰

Ⅰ. 서  론

본고는 2004년 3월 4일 전북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에 위치한 파평윤씨(坡平尹氏) 문중 

선산에서 출토된 재령공파(載寧公派) 어모장군(御侮將軍) 윤좌형(尹佐衡, 17세기초 추정)의 

부인인 고부이씨(古阜李氏)의 묘에서 수습된 삽 2쌍에 대한 보존처리와 그 과정을 통해 조

사된 삽의 구성방법과 재료에 대한 고찰이다.

삽(翣)은 발인할 때 상여 앞뒤에 들고 가는 치장제구(治葬諸具)의 하나로 관을 광중에 

안장하고 관 좌우에 함께 붙인다. 삽의 형태나 사용 규정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나무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백포나 종이를 붙여 그림을 그렸으며 

자루를 달아 들 수 있도록 하 다. 삽은 모양과 형태, 그리고 내용에 따라 3종으로 나누는

데, 구름을 그린 것을 ‘운삽(雲翣)’ 또는 ‘화삽(畵翣)’, ‘亞’자를 그린 것을 ‘불삽(黻翣)’, 도끼

를 그린 것을 ‘보삽(黼翣)’이라 한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삽의 개수와 내용도 직급에 

따라 정해져 있어 국장에는 각각 1쌍씩 6개를 사용하고, 대부는 운삽 1쌍과 불삽 1쌍을 선

비(士)는 운삽 1쌍만을 사용하도록 하 다.1)

삽의 형태에 대해서는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2) 이나 ≪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

1) 사계전서(沙溪全書)>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說)

2) 도설목록 발인(發靷)조 “가판(椵板)을 사용해서 부채처럼 만든다. 모서리에 있는 두 개의 뿔의 높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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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 등에는 사각형 모양에 양각을 가진 것(그림 1)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오례의≫3)나 

≪주자가례≫에는 3개의 각이 있는 부채모양으로 기록되어있다(그림 2). 이처럼 각기 다른 

모양에 대해 ≪한수재집(寒水齋集)≫에는 “도식(圖式)이 각기 달라 ≪가례≫와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에는 삽(翣)의 위가 삼각(三角)으로 되어 있고, 구씨(丘氏 구준(丘濬))의 ≪가

례의절(家禮儀節)≫에는 뾰족한 양각(兩角)으로 되어 있으며, ≪상례비요(喪禮備要)≫에는 네

모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네모꼴이 옳은 것인지요.”라 기록하고 있다.4) 이러한 내용으로 

삽의 모양과 형태는 크게 부채모양을 한 3개의 각을 가진 것과 사각형으로 양각을 가진 것이 

모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까지 출토된 삽에 대한 보고서 등에서 

[그림 1] 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說) 

[그림 2] ≪오례의≫에 나타난 화삽(왼쪽), 불삽(가운데), 보삽(오른쪽)

너비(廣)는 조례기척으로 2척이다. 높이는 2척 4촌이다. 백저포(白紵布)를 입혔다. 보삽(黼翣)에는 보

(黼：반흑반백의 빛으로 자루가 없는 도끼의 모양을 수놓은 것)를 그리고, 불삽(黻翣)에는 불(黻：반흑

반청의 빛으로 ‘己’자 두 개를 서로 반대로 하여 수놓은 것)을 그린다. 운삽(雲翣)에는 구름을 그린다. 

가장자리는 모두 구름을 그린다. 모두 주사(朱砂)를 사용한다. 현궁(玄宮)의 삽도 이와 같다. 자루는 오

죽(烏竹)을 사용하며 자루의 끝에는 연꽃잎을 붙이고 녹칠을 한다. 잎사귀 위에 삽을 놓는다.”

3) “흰 저포로 만들고 대나무 자루이며 분으로 칠한다”.

4) 한수재집(寒水齋集) 제16권 서(書) – 圖式各異。家禮五禮儀有三角。丘氏儀節兩角光。喪禮備要兩角方。

方者爲得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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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으며,5) 본 유물은 3개의 각을 가진 사다리 꼴 모양의 것으로 불삽 1쌍과 운삽 

1쌍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을 실증한다.

본고는 출토된 조선시대 삽 유물의 전시와 보존을 위한 보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던 치관제구로서 삽의 구성 소재와 구성 방식

을 규명해 전통상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삽을 구성하

고 있는 소재를 동정하고 그 구성방식을 조사하 다. 이를 토대로 유물의 손상을 저지하

기 위해 세척으로 오구를 제거하고, 보수처리를 통해 형태를 복원하 다.

Ⅱ. 삽의 구조와 구성소재

1. 삽의 구조

본 유물은 불삽과 운삽 각 1쌍식 모두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불삽과 운삽의 모양은 삽의 

위가 3개의 각으로 된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사다리꼴형으로 ≪국조오례의≫에 기록된 삽

의 모양과 유사하다. 

이 불삽과 운삽의 구성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불삽은 전체적으로 평편한 모양을 한 

평면적 구성이며 이에 비해 운삽은 입체적인 구성형태를 가진다. 또한 2개의 불삽은 그 제

작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삽 1은 2장의 종이 사이에 얇게 자른 대나무를 양옆과 아래 변, 그리고 중앙에 十형으

로 배치해 틀을 만들고 종이를 앞뒤에서 붙인 후 그림을 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 

4, 5).

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07), 고고직물 Ⅰ 제주고시 선산분묘 출토복식연구, pp.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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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불삽 1의 밑변 구성 모습 [그림 4] 불삽 1의 구성 

모식도 

나무 한지

[그림 5] 불삽 1의 구성 단면

불삽 2는 구성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불삽 1이 종이 사이에 나무틀을 배치한 

것과는 달리 두 장의 종이를 맞붙인 다음 각 변의 끝으로 나무틀을 싸서 고정하고 그림을 그

려 만들었다(그림 6, 7).

[그림 6] 불삽 2의 구성

한지 나무

[그림 7] 불삽 2의 구성 단면

운삽은 그림을 그린 종이 사이에 틀을 배치하는 기본 구조는 같지만 사용된 나무의 개수

와 엮음 방식이 달라 부피감을 갖는 입체 구조물의 형식을 갖고 있다. 또한 불삽과 마찬가

지로 두 개의 운삽의 구성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운삽 1의 틀은 모두 5개의 얇은 대나

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변과 윗부분의 3개의 각은 한 개의 나무를 구부려 모양을 만들었

다(그림 8, 9). 반면 운삽 2는 7개의 나무로 틀을 만들었는데 양변과 각의 나무를 따로 사용

했다. 그리고 양 끝 각에서 대각선으로 나무를 배치해 꺾인 골부분과 끈으로 묶어 고정해 

그 모양을 유지하도록 했다(그림 12).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운삽은 각의 형태가 틀어지

고 이로 인해 각 아래 부분의 종이 부분이 함께 변형되며 손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 이렇게 제작된 나무틀의 양면에 종이를 붙여 그 모양을 완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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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한지

[그림 8] 운삽 1의 구성 모식도 [그림 9] 운삽 1의 각

한지

나무

[그림 10] 운삽의 구성 모식도 [그림 11] 운삽 2의 각

[그림 12] 운삽 각의 제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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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삽의 구성 소재

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소재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나무와 그 겉을 싸고 있

는 종이이며 그 밖에 종이에 문양을 그릴 때 사용된 안료가 있다.

나무와 종이의 판별을 위해 미세 상확대시스템(Video Microscope System：ICS-305B, 

(주)썸텍비젼)과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AURIGA,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해 섬유의 형태적 관찰을 실시했다.

유물의 그림에 사용된 안료를 동정하기 위해 탈락한 붉은 색의 가루와 종이편을 대상으

로 이동형 X선 형광분석기(Portable X-Ray Flourescence Spectrometer, X-MET 5100, 

Oxford)로 Voltage 40㎸e, Current 10㎂, 30 seconds의 조건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그림 13] 삽에 사용된 나무의 외관  [그림 14] 대나무 섬유다발의 측면
(출처：How to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lactic acid with bamboo fibers)

 

[그림 15] 삽에 사용된 나무 섬유의 측면(왼쪽)과 도관(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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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의 틀을 이루는 겉보기 관찰에서 나무 외관에 존재하는 마디와 곧고 얇은 섬유다발 등

이 관찰되었으며(그림 13) 이러한 특징은 대나무 속대에서 주로 관찰되는 형태적 특징이다

(그림 14).6) 대나무의 속대는 섬유가 곧고 길며 좁다. 얇은 세포벽을 가지며 끝은 무디거

나 날카롭기도 하다. 섬유의 길이 방향으로 있는 도관은 사탕수수와 유사하고 천공

(perforation)은 단순하거나 또는 층계꼴(scalariform) 모양이며(그림 15), 도관섬유는 1㎜ × 

250㎛ 정도로 얇고 길지만 넓은 편이다.7)

삽에서 탈락한 종이편을 관찰한 결과 표면은 붉은 색의 안료로 도포되어 있었다(그림 

16). 이때 붉은 색으로 도포된 부분은 화학적으로 결합한 염료와 달리 종이 섬유와 안료는 

물리적으로 결합한 모습이 관찰되었다(그림 17). 종이 섬유를 관찰한 결과 섬유의 표면이 

비교적 매끄럽고 섬유 길이를 따라 마디(node)가 규칙적으로 관찰되는 특징 등으로 닥나

무 섬유로 판별되었다(그림 18). 닥섬유는 섬유 끝이 대체로 둥글고 섬유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 존재하며 섬유 길이를 따라 마디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그림 16] 삽에서 탈락한 종이편

 

[그림 17] 종이 섬유와 안료의 결합

 

6) Tokoro, Ryoko; Vu, Duc Minh; Okubo, Kazuya; Tanaka, Tatsuya; Fujii, Toru; Fujiura, Takayasu 

(2007), How to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lactic acid with bamboo fibers,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Vol. 43 (2).

7) Ilvessalo, M-S.(1994), Fiber Atlas: Identification of Parpermaking Fibers, Springer, pp.316-317.

8) 이상현(2006), 고문헌 출전 한지의 원료와 섬유식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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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종이 섬유의 측면

삽의 그림을 그린 안료(그림 19)의 재료를 조사하기 위해 안료에 대한 분광분석을 실시

하 다. 분석 결과 주성분으로 Ca, Fe가 검출되었으며 이외에 Sr, Br, Cu 등이 미량 검출되

었다(표 1). 전통적으로 적색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안료는 주로 주사(朱砂), 웅황(雄黃), 

연단(鉛丹), 주토(朱土), 산호(珊瑚), 연지(燕脂), 자분(紫粉)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중 적

색의 안료로 많이 사용되었던 주사는 수은을 함유한 황화광물로 화학식은 HgS로 단사, 진

사, 경면사 등으로 불리운다. 그리고 다른 적색 안료인 웅황은 황금석, 석황이라고도 하며 

화학식은 As4S4인 황화광물로 수은이나 황유 함유한 화합물이다. 반면 본 시료는 분광분석 

결과 수은(Hg)이나 황(S)이 검출되지 않아 주사나 웅황 등의 황화광물의 일종이 아님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 결과에서 Fe의 함량이 일반적인 토양의 성분비보다 많이 검출되

었는데 이러한 사실로 본 적색 안료는 산화철(Fe2O3)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토로 조사되었

다. 이것은 대자석(代赭石), 수환(須丸), 혈사(血師)라고도 하며 광물명은 적철석(赤鐵石)이

다. 주토는 궁실의 단확(丹雘)이나 탁자, 건축물 등의 기물채색과 주초(朱草) 등에 주로 사

용되었으며 벽사용으로 소뿔에 칠하기도 하 다.9) 이 밖에 Ca가 다량 검출되었는데 이 유

물이 관의 외관을 장식하던 것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관 외부를 두텁게 덮고 있던 석회나 

주변 토양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9) 문선 (2010), 조선중기 이후 회화의 채색안료 연구：17~20C 초상화, 기록화, 장식화를 중심으로, 중

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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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삽의 안료층

Element Ca Fe Sr Br Cu

ppm 43,175 2,770 87 12 11

<표 1> 안료의 XRF 분석결과

Ⅲ. 보존처리

1. 처리 전 상태

불삽과 운삽은 이전에 출토되어 보고된 삽과 비교할 때 그 형태를 비교적 온전히 유지하

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4개의 유물 모두 표면이 관과 토양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

되는 검은 오염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전체표면에 흰색과 갈색 고형오구가 도포되어 있었다

(그림 20).

오구와 더불어 부분적 손상과 이로 인한 결손이 유물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운삽은 

중앙 부분의 손상이 심해 종이가 찢어져 있거나 소실되어 없어져 내부의 나무들이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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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그림 21). 불삽은 종이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중앙부분이 찢어져 두 부분으로 분

리되어 있고 나무와 종이를 고정하던 접착제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나무가 분리된 상태 다

(그림 22).

[그림 20] 삽 표면의 오염 모습 

 

[그림 21] 삽의 손상 모습

 

[그림 22] 불삽의 처리 전 손상 모습(왼쪽：불삽 1, 오른쪽：불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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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척과 보수

삽의 보존처리는 유물의 손상과 오염 정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먼저 표면의 고형오구

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를 실시하 다. 고형오구를 제거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는 솔과 핀셋을 이용해 오구를 제거하는 방법과 진공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유물은 종이의 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표면이 고르지 못한 점 등으로 진공기기를 이용한 방

법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적용하지 않았다. 먼저 유물의 표면을 부드러운 솔로 쓸어 흙과 

먼지 등의 오구를 제거하 다(그림 23). 솔로 제거되지 않는 오구는 핀셋을 이용해 탈락 

가능한 것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으며 이로 인해 표면이 흰색오구와 토양오구 등의 제거효과

를 거두었다(그림 24).

[그림 23] 유물 표면의 오구제거

 

[그림 24] 삽 표면의 고형오구 제거(왼쪽：처리 전, 오른쪽：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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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정으로 제거되지 않는 고형 오구와 유물의 얼룩과 악취 등을 제거하고 변형된 종

이의 형태를 교정하기 위해서 습식세척이 요구되었다. 이 과정은 삽에 그려진 그림을 손상

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실시해야 하므로 물과 데칸, 에탄올을 묻힌 면봉을 이용해 예비

테스트를 실시하 다(그림 25). 그 결과 어느 용제든지 표면을 문지르는 등의 물리적 처치

는 안료의 탈락을 유발하 고 데칸과 알코올 보다는 물을 이용한 방법이 안료의 탈락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료의 박락이 가장 적은 용제인 물을 이용한 습식세척방법을 

택하 고 표면을 문지르는 등의 물리적 처치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림 25] 세척을 위한 예비테스트

물을 이용한 세척은 표면 마찰력이 적고 물 투과성이 우수한 레이온지로 유물의 앞뒤를 

덮은 뒤 아크릴판 위에 올려 비스듬하게 두고 미세분무기를 이용해 물을 분무해주었다(그

림 26). 물을 충분히 분무하는 동안 침착된 오구가 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분히 물을 분무해 오구를 흘려보낸 후 더 이상 오구의 용출이 없을 때 여분의 

수분을 흡습지를 이용해 제거해 주었다(그림 27).

[그림 26] 습식 세척 과정 

 

[그림 27] 세척 후 여분의 수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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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의 수분을 제거한 후 유물의 변형된 형태를 교정하여 건조시키는 작업을 실시했다. 

섬유의 구김이나 변형은 수분을 가하면 비교적 쉽게 회복되는데 이것은 셀룰로스 섬유내의 

수소결합은 비교적 약해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면 쉽게 끊어지고 섬유에 굴곡이나 압력이 

가해지면 변형된 상태에서 새로운 수소결합이 생기므로 발생한다. 이때 섬유에 수분을 흡

수시키면 수소결합이 약해져 변형에 의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변형된 형태를 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이러한 세척 과정으로 표면에 붙어 있던 고형오구를 제거하고 변형된 형

태를 일정 정도 바로잡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림 28, 29).

 

[그림 28] 불삽 1 – 세척 전(왼쪽), 세척 후(오른쪽)

 

[그림 29] 운삽 1 – 세척 전(왼쪽), 세척 후(오른쪽)

10) 김성련(2000), 피복재료학,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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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은 결손부위가 많고 안의 나무틀이 고정되어 있지 못해 유물의 취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의 보관과 전시를 위해 보수를 실시하 다. 보수는 결손된 한지부분을 보강하고 나무틀

을 고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 다. 먼저 결손부를 보강하기 위해 유물과 유사한 두께

와 태를 가진 한지를 오리나무로 염색하고 전분풀을 쑤어 접착제로 사용하 다(그림 30).

[그림 30] 한지 염색 과정

불삽 1은 두 장의 종이를 붙인 부분이 접착력이 저하되어 벌어지고 나무가 탈락된 것을 

풀을 이용해 다시 붙이고 종이와 틀의 접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화학지를 덮고 무게

를 가해주며 건조시켰다(그림 31, 32). 나머지 일부 결손된 부분은 염색한 한지를 이용해 

보강해 완성했다(그림 33).

[그림 31] 불삽 1의 손상 모습

 

[그림 32] 불삽 1의 접착 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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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불삽 1 (왼쪽：처리 전, 오른쪽：처리 후)

불삽 2는 모서리에서 중앙 부분까지 찢어져 두 부분으로 잘려진 상태로 종이의 일부가 

탈락된 상태 다. 찢어진 부분을 붙이고 결손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유물의 형태를 맞춘 

후 tracing paper에 결손부위를 표시하여 약 2~3㎜ 정도 크게 오려 둔다. 잘라낸 것을 보수

용 한지에 올려 물붓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섬유결을 따라 오려내어 풀을 이용해 결손부분

의 경계부분에 붙여 고정했다(그림 34, 35). 보강된 부분은 이루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색

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림 34] 불삽 2의 결손 부위 보수

 

[그림 35] 불삽 2(왼쪽：처리, 오른쪽：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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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삽 2는 먼저 삽의 전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무틀을 보강·보수하 다. 나무 중 일

부가 탈락되어 있거나 휘어져 있었으며 대나무의 특성상 일부 마디 부분이 섬유화되어 형

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태 다. 이부분을 강화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풀로 

섬유다발을 결합시키고 얇은 배접지로 감싸주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6). 삽 위의 각은 한 개의 나무를 꺾어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회

복력으로 그 모양이 변형된 상태 다. 이러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 당시 각의 나무

와 대각선 방향의 나무를 끈으로 묶어 고정한 흔적이 있었으나 수습시 급격한 산화와 건조

로 인해 나무가 휘어지고 끈이 풀어져 형태가 변형되어 있었다. 이것을 고정하기 위해 끈

이 풀어진 부분을 면사를 이용해 다시 고정해주었다(그림 37). 운삽은 두 개 모두 결손부

위가 크고 종이의 손상 또한 심한 상태이고 양 면에서 모두 결손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불

삽의 결손 부위 보강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 다(그림 38). 이때 경화된 종이가 처리 중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힘을 가해 작업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삽 1도 보존처리 하

다(그림 39, 40).

[그림 36] 운삽 2의 틀 보강(왼쪽：처리 전, 오른쪽：처리 후)

[그림 37] 운삽 2의 나무 틀 고정

 

[그림 38] 운삽 2의 결손 부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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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운삽 2(왼쪽：처리전, 오른쪽：처리 후)

[그림 40] 운삽 1(왼쪽：처리전, 오른쪽：처리 후)

Ⅳ. 결  론

2004년 3월 4일에 전북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에 위치한 파평윤씨(坡平尹氏) 문중 선산

에서 출토된 윤좌형의 부인 고부이씨(古阜李氏)의 묘에서 수습된 삽에 대한 보존처리를 실

시하 다. 

불삽과 운삽 각 1쌍식 모두 4개로 구성되었으며 위에 3개의 각이 있는 형태로 불삽은 평면

적 구성형이며 운삽은 입체적인 구성형이 다. 삽은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틀과 그 겉을 

싸고 있는 종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사결과 대나무와 닥섬유로 된 한지로 조사되었다. 삽의 

문양을 그린 안료는 XRF 분석 결과 산화철(Fe2O3)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토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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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삽은 물을 이용한 습식세척을 실시했으며 변형된 형태를 교정하기 위해 나무틀

을 연결해 고정하고 한지의 결손부위를 천연염색한 한지를 이용해 보강처리 하 다. 

이상의 과정으로 삽의 구조와 구성 소재를 규명하고 전통 상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손상된 유물의 형태를 복원해 유물의 효과적인 전시와 handling, 

그리고 이후의 보관이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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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고부이씨(古阜李氏) 묘(墓) 

출토 유물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의 민속·복식 분야에서 1981년 이래로 매년 개최하여온 

특별전이 2011년으로 30회를 맞이하 다.

올해의 주제는 2004년에 3월 4일에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415번지 파평윤씨(坡

平尹氏) 문중 선산에서 출토된 재령공파(載寧公派) 어모장군(御侮將軍) 윤좌형(尹佐衡)과 부

인 고부이씨(古阜李氏)의 유물에 관한 것이다. 유물은 어모장군의 묘에서 3점, 부인 고부이

씨의 묘에서는 36점이 출토되었다. 유물 수습 작업은 박성실 교수(당시 단국대학교 전통의

상학과) 이하 연구원 3인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파평윤씨 재령공파 부안 문중에서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일습을 기증하여 보존처리 작업을 통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어모장군과 고부이씨의 생몰 연대는 문중의 족보에도 나타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상

태이다. 다만 어모장군이 병자호란(丙子胡亂：1636년) 때에 활동했다는 문중의 증언1)이 

있었으며, 부인 명정에 9품 벼슬 부인에게 칭하는 “孺人…”이 묵서되어 남편이 3품 당하관 

어모장군이 되기 이전(以前)에 세상을 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인의 복식 유물이 17세

기 초반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고부이씨는 17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본 고는 생몰 연대를 파악함에 있어 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식 유물이 다량 출토된 

1) 파평윤씨 재령공파 윤현섭 고문의 자문을 받음. 파평윤씨 종사록(宗事錄) 423쪽을 참조 하 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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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이씨의 유물 36점만을 다루고자 한다.2) 부인의 유물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복식류는 

모두 19점으로 한삼 1점 적삼 3점 바지류 5점 목판깃형 저고리 1점 칼깃형 저고리 1점 접

음단 치마 1점 치마조각 1점 장옷 4점 짚신 1쌍 버선 1쌍 등이며 염습 및 치관제구류는 모

두 17점으로 다라니 4점 명정 1점 멱목 1점 여모 1점 현·훈 각 1점씩, 소렴이불 1점 염포 

2점 구의 1점 삽 4점 등이다. 유물 중 섬유의 재질은 면 종류가 대부분이며 삼베와 명주가 

일부 사용되었다.

유물 수습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이씨의 염습과정과 염습의의 특수성을 밝혀 당시의 상

장례 풍습을 알아본다. 또한, 복식의 종류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부안 지역의 

복식 문화의 한 단면을 살펴보며 나아가 생존시기가 불분명한 묘주의 활동 시기를 추론하

고자 한다.

Ⅱ. 고부이씨의 염습 상태3)

어모장군과 부인 고부이씨의 유물 출토는 전북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에 모셔져 있던 파

평윤씨 재령공파 문중의 선산이 2004년 국책사업으로 국가에 수용되어 묘의 이전이 불가

피한 상황에서 이장 작업 중에 발견되었다. 상세한 출토 상황은 <연구논고 1>에서 언급하

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본 항에서는 고부이씨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고부이씨 묘의 축조 상태

최초의 발견은 2004년 3월 3일에 어모장군과 부인의 묘를 각각 파묘하면서 옷이 가득 

2) 어모장군의 유물은 명정 1점, 미투리 1쌍, 삽 조각 등 3점으로 이 책(한국복식 제29호)의 <화보>란을 

통해 간략 소개하기로 한다.

3) 유물 수습은 박성실 교수(당시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와 연구원 3인(최 선, 전보경, 한광순)

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본 고는 당시 보고서와 사진 자료를 기초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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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상태의 고부이씨 관이 확인되어 문중에서 즉시 부안군청 공보실에 신고하여 석주선기념

박물관에 연락을 취하 다. 본격적인 작업은 다음날인 3월 4일 아침 7시부터 재개되었다. 

날씨는 전날 내린 눈이 쌓인 상태에 시작되어 오후로 갈수록 맑아지고 눈이 녹아들었다고 

한다. 유물 수습 작업은 박성실 교수의 지휘아래 석주선기념박물관 복식팀 연구원들에 의

해 실시되었다. 

묘는 선산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 으며, 각각의 단독묘(單獨墓)로 이루어졌다(그림 

1). 왼쪽에는 어모장군이, 오른쪽에 고부이씨가 자리하여 기존의 상장례(喪葬禮)에 의한 남

좌여우(男左女右)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복식팀이 현장에 도착하 을 때

는 두 분 묘가 이미 회벽에 둘러싸여 관이 드러나 있었다. 묘의 축조상태가 온전히 확보되

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으나, 문중의 증언에 따르면 어모장군의 묘는 회곽이 매우 두텁게 

조성되어 파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어모장군 묘의 상세 출토 상황은 

<연구논고 1>을 참고하기 바란다.

고부이씨는 단관(單棺)이었다. 관의 크기는 총길이 169㎝, 상부 너비 51㎝, 하부 너비 48

㎝ 으며 관의 높이는 상부 높이 44㎝, 하부 높이 42.5㎝의 크기 다. 두께는 6.3㎝로 조

선 중기의 관보다 다소 얇은 편이다. 조선시대에 묘를 조성하는 방법 중에는 광중을 파고 

목곽을 안치한 후 광중의 벽과 곽 사이의 공간을 삼물(석회·세사·황토)로 채우는 회격묘

(灰隔墓)와 회곽을 조성한 후 회곽 내부에 목곽을 안치하는 회곽묘(灰槨墓)가 있다.4) 고부

이씨의 경우, 관이 회벽에서 돌출된 형태로 볼 때 광중을 파고 회곽(灰槨)을 먼저 조성하여 

관 형태를 만든 후 회곽 내부에 목관(木棺)을 안치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이러한 형태

는 조선 후기 1600년 초반 이후부터 나타나는 회곽묘 조성 방법이며, 단관이 대부분을 차

지한다.5) 고부이씨의 묘가 회곽묘로 조성되었고 단관인 것은 간접적이나마 묘의 조성시기

가 확인되는 부분이다.6) 고부이씨와 어모장군의 관은 유물 수습 완료 후 문중에서 관리하

기로 하 는데, 현장에서 임시 보관하던 중에 도난당하 다고 한다.

4) 김우림(2007), 서울·경기지역의 朝鮮時代 士大夫 墓制 硏究, 고려대학교 문화재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pp.157~158.

5) 김우림(2007), 앞의 책, pp.159~160, 표 14 참조

6) 어모장군의 묘는 이중관(二重棺)이며 회벽 상태로 보아 회격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격묘는 

조선 중기까지 활발히 조성되었으며 17세기 초반부터는 회곽묘가 활성화 되는 가운데서도 18세기 초

반까지도 일부 묘에서 확인되고 있는 조성법이다. 따라서 고부이씨가 어모장군보다 일찍 돌아가셨다

는 것은 여전히 성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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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독묘로 조성된 어모장군(右)과 

고부이씨(左)의 파묘(破墓) 상태
(사진을 상부에서 찍어 좌우가 바뀌어 있음)

 

[그림 2] 회곽에서 분리된 고부이씨의 목관
(관 두께 6.3㎝, 총길이 169㎝, 상부 너비 51㎝, 

하부 너비 48㎝, 상부 높이 44㎝, 하부 높이 42.5㎝)

2. 염습의 수습 과정7)

유물 수습 작업에 편리하도록 고부이씨의 관을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평지로 들어올렸다. 

회곽과 관 사이에 놓이는 삽 4개와 관 뚜껑 위에 놓이는 현·훈, 명정과 관을 덮어준 구의

로 추정되는 유물 등 8점은 이미 전날(3월 3일)에 수습되어 상자에 담겨 별도로 보관된 상

태 다. 따라서 박성실 교수의 지도하에 관 뚜껑을 여는 것으로 개관(開棺)을 시작하 다. 

뚜껑을 열었을 때의 모습은 보공품이 소략하게 있어 대렴포가 거의 드러나 있었다.

[그림 3] 보공으로 장옷을 찢어서 

좌·우·발쪽에 채운 모습

 
[그림 4] 보공에서 나온 장옷 조각. 보존처리 후 

1개의 장옷으로 완성됨(No.10322)

7) 유물 번호는 수의 – 소렴 – 대렴 – 보공 – 치관제구의 염습 단계별로 정한 후 수의는 입은 순서대로, 나

머지는 유물 종류별로 재분류하여 번호를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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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補空)부터 수습하 는데, 발쪽에서 솜장옷(No.10322) 조각이 나오고 양쪽 몸체 옆

에서 역시 같은 옷 조각을 각각 수습하 다(그림 3). 결국 보공품은 1점이 출토된 것이다

(그림 4). 보공품 수거 완료 후에 드디어 대렴이 나타났다.

대렴(大斂)은 종대(縱帶)를 먼저 묶은 후 횡대(橫帶) 15매로 묶어준 상태 다(그림 5, 6). 

물론, 이때 대렴포(No.10321)의 매듭은 짓지 않고 끝을 여러 번 꼬아 고정하 다. 횡대와 

종대를 분리하니 이불은 없이 짙게 갈변된 솜장옷(No.10320)이 대렴이불을 대신하 다. 

장옷을 펼쳤더니 대렴옷이 나타났다. 머리 쪽에서 머리를 싼 적삼 2점(No.10314, No. 

10315)을 수습하 다. 다리 쪽에는 치마조각(No.10318)이 덮여있었으며. 바지(No.10317)

를 두 조각내어 한 조각을 발밑 공간에 끼워놓았다(그림 7, 8). 아청색 기운이 남아있는 칼

깃 저고리(No.10316)는 다리를 덮어주었으며(그림 9), 저고리를 수습하니 나머지 바지 조

각이 발을 덮고 있었다. 다리 부분의 옷들을 모두 수습한 뒤 소렴이 드러난 상태의 발밑 

부분에서 짚신 1쌍(No.10319)이 마치 신발을 신은 모습으로 놓여있었다.

[그림 5] 15매로 염한 대렴 염포의 모습

 

[그림 6] 횡대를 푼후 종대를 풀고 있는 모습 

[그림 7] 대렴 바지 반쪽을 수습하는 모습
 

[그림 8] 대렴에서 나온 바지 조각. 보존처리 후 
1개의 바지로 완성됨(No.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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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렴 칼깃 저고리 수습

 

[그림 10] 소렴포 발아래 놓인 짚신

소렴(小斂)은 횡대가 9매(No.10313)로 묶여 있었으며 대렴과 마찬가지로 끝을 여러 번 

꼬아 고정하 다(그림 11). 대렴포를 풀고 나니, 좌임으로 싸여준 겹이불(No.10312)이 나

타났다. 윗자락 부분은 얼굴을 덮어 싼 형태 다. 이불을 펼쳤더니 소렴으로 넣어준 옷은 

없었으며 곧바로 수의가 나타났다(그림 12).

[그림 11] 소렴 횡대를 해체하고 종대만 남은 모습 

 

[그림 12] 소렴 이불 펼쳤더니 바로 수의가 나타남 

습의(襲衣) 즉, 수의(壽衣)는 상의(上衣) 5점과 하의(下衣) 5점이었으며 이외에 멱목, 여

모, 버선을 수습하 다. 악수는 수습하지 못하 다. 하의는 직접 입고 있었으나, 상의는 5

점이 겹겹이 소매가 끼워진 상태로 묘주의 상부를 감싸고 있었다. 묘주에게 수의 상의를 

입히지 못한 것은 아마도 사후(死後) 상당 시간이 지나 발견되어 수의를 입히는데 어려움

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상의로는 가장 겉에 장옷 2벌(No.10302, No.10303)을 겹쳐서 좌임으로 쌌으며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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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리(No.10301)와 적삼(No.10300), 한삼(No.10299)으로 싸여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묘주를 소매가 끼워진 상태의 웃옷 상의 5점이 한꺼번에 감싸준 형상이다. 저고리를 펼쳤

더니 다라니가 묵서된 종이 1장(No.10326)이 놓여있었으며(그림 13) 한삼을 펼치니 묘주의 

가슴팍에 다라니 3장(No.10323~5)이 더 발견되었다(그림 14). 아래옷으로는 밑이 막힌 바

지[合襠袴](No.10304~6)를 먼저 입고 그 위에 밑이 트인 바지[開襠袴](No.10307)를 겹쳐 

있었으며 가장 겉에 접음단 치마(No.10308)를 입었다. 특이하게 하의에 초본류(草本類)로 

꼬아 만든 끈 1줄이 허리에서 아래쪽으로 놓여 있었다.8)(그림 15). 이 끈은 성분과 용도를 

알 수 없고 수습 과정에서 형태 보존이 용이하지 못하여 유물 목록에서는 제외하 다. 신

발은 신고 있지 않았고, 버선(No.10311)은 신고 있었다(그림 16). 버선은 시신에 붙어 있어 

수습을 위해 솔기를 잘랐으며 후에 보존처리로 완형을 되찾았다. 머리에는 직사각형 주머

니 형태의 멱목과 여모(No.10309, No.10310)가 씌워져 있었는데 머리를 감싸고 남은 부분

은 목 아래까지 내려오고 그 위를 수의로 덮었다(그림 17, 18).

수의를 차례로 수습 후 나타난 고부이씨는 반백의 머리를 한 미라 다. 모든 작업이 종

료된 후 고부이씨와 어모장군은 문중에서 화장하여 봉황의 집에 모셨다고 한다.

이외에 삽(No.10331~4), 현·훈(No.10328·No.10329), 명정(No.10327), 구의(No.10330)

는 이미 수습되어 있었다. 명정의 경우 일부 소실되어 부분만 남아있으나, 보존처리 후 “孺

人古阜李……”의 묵서가 확인되어 묘주가 분명하여졌다.

[그림 13] 저고리 안에 넣어준 다라니 

 

[그림 14] 한삼 안에 넣어준 3장의 다라니

8) 길이 60㎝ 정도의 초본류 끈으로 재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 수량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참고자

료로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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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하의에서 발견된 끈

 

[그림 16] 버선 신은 모습

[그림 17] 멱목과 여모로 머리를 싼 모습
 

[그림 18] 수의 웃옷 속으로 들어간 멱목과 

여모의 끝자락

3. 고부이씨의 염습 특징

사망 후 망자를 싸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들을 통틀어 염습구라고 하며 수의(壽衣 또는 

襲衣) 소렴(小斂) 대렴(大斂) 보공(補空) 단계가 있다. 가장 첫 단계가 시신에게 입히는 수

의이며, 두 번째가 소렴, 세 번째가 대렴이다. 마지막 단계인 보공은 관 안에 염습구를 모

두 넣은 후에도 남은 공간을 채워주는 옷과 물품을 뜻한다.

고부이씨의 염습과정을 통해 수습된 유물은 총 36점으로 수의는 웃옷이 한삼(홑) – 적삼

(홑) – 저고리(솜) – 장옷(솜) – 장옷(솜)의 순으로 5점이며 아래옷은 합당고(홑) – 합당고(홑, 

삼베) – 합당고(홑) – 개당고(겹) – 치마(솜)의 순으로 5점을 입었다. 수의 재질은 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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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합당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으로 만들었다. 이외에 멱목, 여모, 버선이 수습되었다. 

소렴은 옷이 없이 소렴금과 소렴포가 있으며 염포는 9매로 염하 다. 대렴은 적삼 2점과 

칼깃 저고리, 개당고, 치마 조각, 미투리, 장옷으로 다양하며 특이하게 장옷이 대렴 이불을 

대신하 고 염포는 15매로 염하 다. 보공에는 솜장옷 1점을 여러 조각내어 사용하 다. 

이외에 삽, 현·훈, 명정, 구의가 있다(<표 1> 참조).

고부이씨는 예서(禮書)의 염습 과정을 그대로 이행하 다. 다만 넣어준 옷의 수량이 소

략한 편이다. 예서에서는 염습과정과 함께 염습의 사용량을 신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고부이씨는 당시 남편이 9품이었기 때문에 사(士)의 상례에 해당하며,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에 습 3칭, 소렴 19칭, 대렴 30칭으로 규정되어 있다.9) 옷이 없으면 각각 준

비되는 바에 따르며 싸는 이불은 벌수에 들지 않는다10)하여 생활 형편이 어려울 경우도 고

려하고 있다. 고부이씨의 소략하게 넣어준 염습의로 보아 당시의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11)에서는 예서의 수량과 관련한 규정을 반드시 지킨 것은 아니어서 신분

이 높을수록 반대로 많은 양의 옷을 사용하 다고 한다. 복식의 수량 외에 사용하는 소재

에서도 신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고부이씨의 염습의는 대부분이 면(綿) 종류로 구

성되어, 남편의 벼슬이 아직 낮아 가세가 윤택하지 않았을 때 일찍 돌아가셨을 것으로 사

료된다.

[그림 19] 솜장옷 1점을 펼친 후 안에 

입은 두 번째 솜장옷

 
[그림 20] 솜장옷 2점을 펼친 후 

저고리와 치마가 나타난 수의

 

 9) 國朝五禮儀(1474) 卷之 八 大夫士庶人喪 참조.

10) 國朝五禮儀(1474) 卷之 八 大夫士庶人喪 小斂.

11) 이은주 外(2005),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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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이씨의 염습의는 대부분이 평상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의는 한삼과 적삼을 제외

하고는 기워서 입거나 안감을 쪽이음 하여 바느질되었다. 대렴으로 넣어준 옷도 저고리나 

바지 등에서 헤진 곳을 여러 번 기웠음이 확인되며 옷깃이 심하게 오염으로 얼룩져 있어 

평상시에 입었던 옷임을 알게 한다.

염습 단계에서 대부분 옷고름과 동정은 강제적으로 탈락시켰다. 고름은 부착 부분에 조

금 남아있는 정도이며 동정도 겉옷으로 입은 것은 모두 없는 상태이다. 다만, 속옷으로 입

은 한삼과 적삼은 동정이 제작단계에서 생략된 것이며, 칼깃 저고리의 동정만이 남아있다. 

이처럼 염습의의 끈을 잘라 내거나 묶지 않는 사례는 출토복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례비요(喪禮備要)(1648)에서는 당시 세속에서 옷고름을 잘라 버리는 사례는 

옷깃을 왼쪽으로 여밈하 기 때문에 옷고름을 묶을 필요가 없어서 묶지 않는다[左袵不紐]

는 가례의 내용을 세속에서 잘못 이해하여 생긴 일이라 하 다.12)

[그림 21] 구멍난 곳을 기워서 입은 적삼

  

[그림 22] 강제로 잘라낸 깃고름과 

떼어버린 동정의 흔적

옷 여밈의 경우, 상례비요에서는 습(襲)을 행하면서 옷을 입히되 섶이 모두 오른쪽으

로 여며지도록 하 으며 소렴이나 대렴 시에 옷깃[衽]을 왼쪽으로 여며13) 차별을 두었다. 

그러나 고부이씨는 수의의 웃옷을 입지 않고 걸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예서와 다르게 나

12) 喪禮備要(1648) 上. 十六. 遂小斂.

13) 喪禮備要(1648) 上. 八. 襲衣…衣之右袵 / 十六. 遂小斂 …左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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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유물 구성 소재 길이 화장 뒤품 수구 염습구분 비고

No.10299 한삼 홑 면 72.5 93 54 22.5 수의 한삼 안에 
다라니 3개

No.10300 적삼 홑 면 58.5 69 52 22 수의

No.10301 저고리 솜 면 68 68 60 26 수의 저고리 안에 
다라니 1개

No.10302 장옷 솜 면
113

(앞이 3 
짧다)

75 61.5 27.5 수의

No.10303 장옷 솜 면 121.5 74 74 28 수의

No.10304 바지 홑 면 총길이
82

허리
(1/2) 
44.5

말기
너비 13

부리
(1/2)
48.5

수의 합당고

No.10305 바지 홑 삼베 총길이
87

허리
(1/2)
43 

말기
너비
13

부리
(1/2)
59

수의 합당고

No.10306 바지 홑 면 총길이
92.5

허리
(1/2) 
44

말기
너비
13

부리
(1/2)
65

수의 합당고

No.10307 바지 겹 면 총길이
98.5

허리
(1/2) 
46

말기
너비
13

부리
(1/2)
49

수의
개당고

수의 바지 중 
가장 겉에 입음

No.10308 치마 솜 면 총길이
81.5

허리
둘레 
87

치마폭
340

말기
너비 

4
수의 접음단 치마

No.10309 멱목 홑 면 길이
65

너비 
33

겹침
28 수의

No.10310 여모 겹 면 길이
95

너비
34

겹침1
35

겹침2
50 수의

No.10311 버선 겹 면 발길이
25

버선
길이
26

수눅 11 입구
16 수의

No.10312 소렴금 겹 면 총길이 
205

총너비
168 깃15 소렴 좌임 상태

No.10313 소렴 
염포 홑 면 너비33 소렴 9매로 묶임

No.10314 적삼 홑 면 59 76.5 71.5 21 대렴 머리 쪽에서 
수습

No.10315 적삼 홑 면 55 66.5 59.5
21.5 
변사 
사용

대렴 머리 쪽에서 
수습

No.10316 저고리 솜 면 64 74.5 61 20.5 대렴 다리 부분을 
싸줌

<표 1> 고부이씨묘 출토 유물(총 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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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유물 구성 소재 길이 화장 뒤품 수구 염습구분 비고

No.10317 개당고 솜
누비 면 총길이

87.5

허리
(1/2)
41

말기
너비 
11.7

부리
(1/2)
46

대렴 다리쪽에서 바지 
반쪽

No.10318 치마 
조각 홑 삼베 74 1폭 34 대렴 다리쪽에서 수습

No.10319 미투리 짚 발길이
21

볼너비
9

뒤축
6 대렴 발쪽에 

놓여있었음

No.10320 장옷 솜 면 119.5 68 72 29 대렴 대렴금을 
대신하 음

No.10321 대렴포 홑 면 대렴 장옷에 
붙어있었음

No.10322 장옷 솜 면 116 78 81 33 보공
발쪽과 몸체 

좌우 옆면에서 
조각으로 수습

No.10323 다라니

가로70 세로45 -
수의 한삼과 
수의 저고리 

안에 들어있었음

No.10324 다라니

No.10325 다라니

No.10326 다라니

No.10327 명정 - 초 - 너비 치관제구

No.10328 현 - 명주 길이
93

너비
33 치관제구

No.10329 훈 - 명주 길이
96

너비
33 치관제구

No.10330 구의 - 면 - - 치관제구

No.10331 불삽

밑변
25.3

상부
너비
31

옆길이
30 치관제구

No.10332 불삽

No.10333 운삽
 No.10334 운삽

참고자료 곡식

유물번호 유물명 유물 구성 소재 길이 화장 뒤품 수구 염습구분 비고

No.10335 명정 명주 길이
157

너비
38

No.10336 미투리 - 발길이
23

앞볼
너비
8.5

뒷축
7

No.10337 삽조각 - - -

참고자료 단령깃 
조각

<표 2> 어모장군 묘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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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데, 수의 장옷이 좌임으로 놓여있는 등 여밈 상태가 불확실하다. 소렴 이불은 좌임

으로 싸 음이 확인되었다. 대렴의 경우 놓아준 옷이 없이 대부분 덮어준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여밈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수의를 제외한 소렴, 대렴, 보공 등에 배우자를 포함한 친지들이 보내온 수례(襚禮) 관

습으로 묘주와 성별이 다르거나 치수가 다른 옷들이 넣어지기도 하며 이를 수례지의(襚
禮之衣)라 한다.14) 고부이씨의 대렴옷 가운데는 칼깃 저고리 1점이 있다. 묘주가 여성임

에 반하여 남성 저고리 양식에서 볼 수 있는 칼깃형 저고리가 있다는 것은 특별나다 하겠

다. 더욱이 고부이씨의 옷들이 모두 고름이 잘리거나 동정이 없는데 칼깃 저고리에만 고

름과 동정이 온전히 있다는 것은 이 유물이 묘주의 것이 아니고 지인이 묘주를 기리며 넣

어준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삼과 적삼에서 발견된 4장의 다라니 또한 수례지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생전에 불심이 깊었을 묘주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가족이 넣어주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Ⅲ. 유물 종류별 특징

고부이씨 묘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복식은 19점으로 속옷에서 외출복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여성의 일상복이 종류별로 다양하다. 면면을 살펴보면, 한삼 1점 적삼 3점 바지

류 5점 목판깃저고리 1점 칼깃저고리 1점 접음단 치마 1점 치마조각 1점 장옷 4점 짚신 1

쌍 버선 1쌍 등이다. 염습 및 치관제구류는 모두 17점으로 다라니 4점 명정 1점 멱목 1점 

여모 1점 현·훈 각 1점씩, 소렴이불 1점 염포 2점 구의 1점 삽 4점 등이다. 유물 중 섬유

의 재질은 면 종류가 대부분이며 삼베와 명주가 일부 사용되었다.

14) 이은주 外(2005), 앞의 책, p.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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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의(長衣)

장의는 조선시대 여인들이 외출할 때 즐겨입은 겉옷으로 우리말로 장옷이라고도 한다. 

조선 중·후기까지는 치마 저고리 위에 덧입은 옷으로 현대의 두루마기와 같은 역할을 하

다. 

고부이씨의 묘에서는 4점의 장옷이 출토되었다. 2점(No.10302, No.10303)은 수의로, 1

점(No.10320)은 대렴이불 대용(代用)으로, 나머지 1점(No.10322)은 보공으로 사용되었다.

장옷 4점의 크기는 길이 113~119.5㎝, 화장 75~80㎝, 품 61.5~81㎝ 수구 27.5~33㎝의 

범위로 편차가 큰 편이다. 모두 겉감과 안감 사이에 두터운 솜을 둔 솜장옷으로 겉감과 안

감은 평직의 면(綿)직물을 사용하 는데 안감이 다소 거친 편이다. 속에 사용된 솜은 목면

솜을 사용하 다. 형태는 목판깃, 일자형 배래선, 겨드랑이 아래의 사각접은 삼각무와 넓은 

사다리꼴무 등으로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장옷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옷 품에서 도련으

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져 안에 치마를 입었을 때 활동이 편리해지는 구성이다.

(1) 장옷 No.10302 

① 수의로 사용된 2점의 장옷 중에 겉에서 두 번째로 사용되었다. 면으로 된 겉감과 안

감 사이에 두터운 솜을 둔 솜장옷이다. 겉감은 본래의 색이 갈변되어 전체가 짙은 갈

색으로 변하 다. 동정과 고름은 탈락되어 없으며 겉감 소매 끝은 잘려나간 듯 끝이 

푸서 상태로 되어있다. 치수는 뒷길이 113㎝, 화장 75㎝, 품 61.5㎝의 크기로 4점 장

옷 중 가장 작은 편이다.

② 깃은 섶선에서 들여달린 목판깃 형태로 깃너비는 10㎝이다. 깃머리 끝을 곱게 박음

질하 으며, 깃 끝에서 목둘레를 따라 15㎝까지 0.6㎝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자리를 

0.3㎝ 간격의 홈질로 상침 하 다. 고대 부근의 목둘레는 2㎝ 간격으로 넓게 한땀 씩 

바느질 하 는데 동정이 달렸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겉깃머리 시작점과 오른쪽 길에

는 겉감과 같은 옷감으로 만든 1.5㎝ 너비의 고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옷을 여밈하면 

고름이 약 2㎝ 정도로 떨어져 있는 형태이다.

③ 섶은 두 쪽 섶 형태라 할 수 있다. 겉섶은 넓게 두 쪽을 이어 붙 고, 안섶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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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쪽이음을 하 다. 섶은 모두 바깥부분이 직선이며, 시접도 길쪽을 향하고 있다. 

④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이어지는 소매 너비가 2.5㎝ 정도 차이가 나는 완만한 일자

형 배래이다. 겉감의 소매 끝이 잘려나간 형태로 끝이 푸서로 남아있으며 안감 소매

가 겉감 보다 2㎝ 정도 길어 밖으로 튀어 나와 있는데 끝은 변사로 되어 있다. 겉감 

소매 끝의 거들지가 잘려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옆선에는 겨드랑이 아래로 가로 세로 4.5㎝의 사각접은 삼각무와 사다리꼴 큰무가 

함께 달려있어 도련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안감의 경우 옷감 길이가 부족했던 듯 모

두 아래쪽을 쪽이음 하 다. 이외에도 옷을 여밈하면 앞도련과 뒷도련의 너비가 거

의 같게 된다. 또한 옷의 길이가 뒷길이에 비해 앞길이가 3㎝ 정도 짧은 편이지만, 

이는 속에 넣어준 솜이 습윤되어 수축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⑥ 바느질은 깃머리와 고름을 박음질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홈질을 사용하 다. 시접

은 겉섶, 소매, 길, 무의 이음선의 경우 모두 외솔로 길쪽을 향하 으며 옆선과 소매 

배래 시섭은 모두 뒷길을 향하 다. 섶 도련과 밑 도련은 안으로 7㎝ 정도 들어가서 

가장자리를 세땀 상침으로 둘러주었는데 현재는 불규칙하게 흔적이 남아있다.

[그림 23] 끝이 푸서로 남은 겉감 소매 끝과 

식서로 마감된 안감 소매 끝  
[그림 24] 2㎝ 간격으로 넓게 바느질된 동정 흔적과 

2㎝ 간격으로 벌어진 좌우측 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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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옷 No.10303

① 수의 웃옷 중 가장 겉옷이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 두터운 솜을 둔 솜장옷으로 재질은 

앞의 것과 동일하다. 색상은 본래 색이 갈변된 연갈색이며 부분적으로 쪽빛 얼룩이 

이염된 듯한 형태가 남아있다. 동정과 고름은 탈락되어 없으며 소매 끝에 거들지가 

6㎝ 너비로 접혀있다. 치수는 뒷길이 121.5㎝, 화장 80㎝(거들지 접을 경우 74㎝), 품 

74㎝, 수구 28㎝, 깃너비 12.5㎝로 전체적으로 안에 입은 장옷[No.10302] 보다 길이, 

화장, 품, 깃너비 등이 전체적으로 큰 편이다.

② 깃은 목판깃 형태로 길감과 색상이 같다. 깃너비는 12.5㎝로 안에 입은 진갈색 장옷

에 비해 넓은 편이다. 깃머리 끝은 곱게 박음질하 고, 깃 끝에서 목둘레를 따라 

18.5㎝까지 0.5㎝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자리를 곱게 홈질로 상침하 다. 나머지 고대 

부근의 목둘레는 성글게 홈질 바느질 되었는데 동정이 달렸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실

제로 깃의 색상보다 옅은 색으로 동정을 달았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겉깃머리 

시작점에는 겉감과 같은 색상의 1.2㎝ 너비의 고름이 조금 남아있다.

③ 섶은 두 쪽 섶 형태이다. 겉섶과 안섶 모두 35㎝너비의 옷감을 그대로 이용하고 부족

한 부분을 이어 붙여서 두쪽 섶이 되도록 하 다. 섶은 모두 바깥부분이 직선이며, 

시접도 길쪽을 향하고 있다.

④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이어지는 소매 너비가 3㎝ 정도 차이나는 완만한 일자형 배

래이다. 소매 끝은 안감에서 이어진 6㎝너비의 거들지로 마무리 되었다. 안감 소매는 

성근 옷감과 겉감과 같은 옷감을 이어 사용하 는데, 좋은 옷감 부분이 겉 쪽으로 접

혀 거들지가 완성되었다. 거들지는 접혔던 흔적이 안감 소매쪽에 검은 얼룩형태로 

뚜렷이 남아있다. 접었을 때 화장은 74㎝이며 모두 펼쳤을 때 겉감 화장은 80㎝, 안

감 화장은 82㎝이다. 겉과 안이 2㎝ 차이를 보이는 것은 거들지를 접어줄 때 안감 2

㎝을 시접으로 먼저 접어준 뒤, 겉으로 6㎝를 걷어올려 거들지를 완성한 것이다. 거

들지를 접을 때 겉감과 솜이 함께 접히게 되어 완성후에는 소매 끝이 두툼하게 된다.

⑤ 옆선에는 겨드랑이 아래로 가로 세로 5.5㎝의 사각접은 삼각무와 사다리꼴 큰무가 

함께 달려있어 도련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도련의 경우 옷을 여밈하면 뒷도련보다 

앞도련이 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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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바느질은 깃머리와 고름 박음질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홈질을 사용하 다. 섶, 밑

도련의 가장자리를 5㎝ 정도 들어가서 세땀 상침으로 둘러주었다.

[그림 25] 소매 펼친 상태
   

[그림 26] 2㎝

시접 접음 

   
[그림 27] 안감에서 

이어진 거들지 접음

(3) 장옷 No.10320

① 대렴 이불 대용으로 사용된 솜장옷이다. 수습당시 대렴포가 장옷 뒷길에 붙어 있었

다. 재질은 앞의 장옷들과 동일하다. 색상은 본래 색이 갈변되어 겉감 전체가 진갈색 

상태로 있으며 고름은 탈락되어 없는 등 이불 대용으로 사용되어서인지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한 편이다. 치수는 뒷길이 119.5㎝, 화장 78㎝(거들지 접을 경우 68㎝), 품 

72㎝, 크기로 연갈색 수의 장옷[No.10303] 보다 다소 작은 편이다. 소매 끝에는 8㎝ 

너비로 거들지로 마무리되어 있다.

② 깃은 목판깃 형태로 길감과 색상이 같다. 깃너비는 11㎝이다. 깃머리 끝은 곱게 박음

질하 다. 목둘레 가장자리를 성글게 홈질한 동정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있으며 훼손

이 심하여 고름은 박음질 흔적만이 남아있다.

③ 섶의 경우 진갈색 수의 장옷과 같은 구성으로 겉섶은 넓게 두 쪽을 이어 붙 고, 안

섶은 아래에 작은 쪽이음을 하 다.

④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이어지는 소매 너비가 1.5㎝ 정도 차이가 나는 완만한 일

자형 배래이다. 소매 끝은 2㎝ 시접과 8㎝ 너비 거들지로 마무리되는데, 거들지는 

소매 안감에서 이어져있으며 겉 쪽으로 접혀 완성된다. 이때 겉감은 거들지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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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옷감이 없이 솜만 남게되는데, 겉감 끝에 달렸던 옷감이 소실된 것인지는 확인

이 어렵다. 거들지를 접었을 때 화장은 68㎝이며, 모두 펼쳤을 때 화장은 78㎝이다.

⑤ 옆선에는 겨드랑이 아래로 가로 세로 5.5㎝의 사각접은 삼각무와 사다리꼴 큰무가 

함께 달려있어 도련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도련의 경우 옷을 여밈하면 뒷도련과 앞

도련이 너비가 거의 같다.

⑥ 섶, 밑도련의 가장자리를 세땀 상침으로 둘러준 흔적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그림 28] 거들지 펼친 모습. 

겉감 부분이 없어 솜이 보임

   

[그림 29] 안감을 겉으로 걷어올린 

거들지 모습

(4) 장옷 No.10322

① 솜장옷을 여러 조각내어 발 밑과 몸체 양쪽의 공간을 채우는데 사용된 보공용 장옷

이다. 4점 중 가장 훼손이 심한 편이며 왼쪽 부분의 형태가 잘 유지되어 있다. 재질

은 앞의 장옷들과 동일하다. 색상은 겉감 전체가 진갈색 상태로 있으며 오른쪽 소매 

끝이 잘려나간 상태이다. 남아있는 왼쪽 소매 끝은 거들지로 마무리되어 있다. 치수

는 뒷길이 116㎝, 화장 78㎝, 품 78㎝, 수구 33㎝ 크기이다. 4점의 장옷과 비교하여 

옷길이나 소매길이는 비슷하나 옷 품과 수구가 가장 넓다. 

② 깃은 목판깃 형태로 길감과 색상이 같다. 깃너비는 12.5㎝이다. 깃머리 끝은 곱게 박

음질하 다. 목둘레 가장자리를 성글게 홈질한 동정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있으며 훼



- 86 -

손이 심하여 고름은 박음질 흔적 만이 남아있다. 안깃의 끝이 훼손되어 안깃 길이는 

알 수 없다.

③ 섶은 겉섶과 안섶 모두 두 쪽을 이어 붙여 만든 두 쪽 섶 형태이다. 

④ 소매는 완만한 일자형 배래이다. 소매 끝은 2㎝ 시접과 8㎝ 너비의 거들지로 마무리 

되는데, 거들지는 소매 안감에서 이어져 겉쪽으로 접혀 완성된다. 이때 겉감은 거들

지 너비 만큼 옷감과 소매가 없는 상태이다. 겉감 끝에 달렸던 옷감이 소실된 것인지

는 확인이 어렵다. 거들지를 접었을 때 화장은 68㎝이며, 모두 펼쳤을 때 안감의 화

장은 78㎝이다. 

⑤ 옆선에는 겨드랑이 아래로 가로 세로 5.5㎝의 사각접은 삼각무와 사다리꼴 큰무가 

함께 달려있다.

⑥ 섶, 밑도련의 가장자리를 세땀 상침으로 둘러준 흔적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2. 한삼(汗衫)

한삼은 적삼과 같이 여름용 겉옷으로 입거나 저고리 안에 속옷으로 입기도 하는 저고리

의 한 종류이다. 적삼보다는 소매가 길게된 것이 특징으로, 입었을 때 소매 길이가 길어 양 

손을 가리게 되므로 좀 더 예(禮)를 취할 때 입게 된다. 따라서 수의로 사용될 경우 소매를 

가리게 되므로 가장 안에 입는 옷으로 사용된다. 

출토복식에서 보이는 한삼의 경우 평상복으로 넣어준 한삼은 바느질 땀이 매우 섬세하

게 바느질되어 있으며, 수의로 특별히 제작된 한삼의 경우 바느질이 성글게 되어 있거나, 

적삼 소매에 끝을 덧붙여 소매를 길게 만들어 수의 한삼으로 사용하기도 한다.15) 

고부이씨의 묘에서는 1점의 한삼(No.10299)이 출토되었다. 수의 웃옷 가운데 가장 속에 

있던 옷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안자락에서 다라니 3점이 발견된 옷이기도 하다. 전체적으

로 0.3㎝ 간격의 홈질로 성글게 바느질된 것으로 볼 때 수의로 특별히 제작된 옷으로 추정

된다.

15) 예) 문경 옛길 박물관 소장 최진 부인의 수의용 한삼(중요민속자료 제259호)

옛길박물관엮음(2010), 중치막자락에 깃든 사연, 문경시,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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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형태

평직의 성근 면포로 만든 홑한삼이다. 색상은 소색으로 추정되나 소매에 이염된 듯한 옅

은 푸른빛이 남아잇다. 치수는 뒷길이 72.5㎝, 화장 93㎝, 품 54㎝ 크기이다. 앞길이가 뒷

길이보다 3㎝ 정도 길다. 기본 형태는 들여달린 목판깃 형태로 동정이 달리지 않았으며, 

겨드랑이에는 뒷길에서 이어진 삼각무를 따라 옆선이 일자형으로 내려오면서 끝이 조금 트

여 있다. 상의로 입었을 때 소매가 길어 손이 가려지게 되고 길이는 둔부가 덮힐 정도이다. 

홑옷이어서 어깨바대와 고름바대를 대어 주어 보강하 고 섶달이는 중심선 기준하여 내어

달린 것이 특징이다. 

(2) 세부 구성

① 깃은 겹으로 되었는데, 깃너비는 10㎝이며 겉깃과 안깃이 모두 안으로 들여달린 목

판깃 형태를 하고 있다. 깃머리 끝은 0.2㎝너비로 박음질하 고, 안깃 머리는 2.5㎝

만큼만 박음질해주었다. 겉면 깃을 바느질 한후 안으로 넘겨 안에서 감침질로 마무

리 하 다. 겉깃머리 시작점에는 1.2㎝ 너비의 고름이 조금 남아있으며 반대쪽 오른

쪽 길에 부착된 고름은 안에 고름바대를 덧대어 달아주었다. 현재 양쪽 모두 잘라내

어 끝 부분만 조금 남아있다. 

② 섶은 중심선에서 내어달린 것이 특징이다. 겉섶은 중심선에서 5㎝ 밖으로 내어달렸

으며 안섶은 중심선에서 4㎝ 내어 달려 있다. 모두 섶 내(內)는 사선이고 섶 외(外)는 

직선으로 시접은 변사를 이용하 다. 섶달이를 할 때 길감의 변사 시접을 섶 시접 보

다 넓게 주어 섶과 바느질한 후 남은 길 시접을 섶쪽으로 넘겨 푸서 상태의 섶시접을 

덮어주어 성글게 한번 더 박음질하여 마무리하 다. 이때 겉쪽에서 보면 바느질 선

이 상침한 듯이 드러난다.

③ 소매는 재단할 때 사각접음무 14×14㎝ 크기를 포함한 너비로 재단한 후 앞길 쪽으로 

삼각형 부분을 넘겨 겨드랑이에서 삼각무 형태의 바느질선이 완성된다. 이때 뒤의 

삼각무는 소매쪽 이음선이 없어 소매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 배래는 통솔로 만들

어 0.5㎝ 간격으로 성글게 홈질하여 소매 끝까지 일자 형태로 이어지는데 소매 끝 시

접은 변사를 이용하 다. 이외에 소매와 소매 이음선, 소매와 길 이음선 모두 성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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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질되어 있으며 시접은 변사상태이다. 

④ 옆선은 삼각무 아래로 일자형으로 내려온다. 시접은 변사로 되어 있으며 삼각무 아

래 15.5㎝까지를 0.3㎝ 너비로 성글게 홈질하여 주었고 이후 13㎝가 트여있다. 옆트

임 시접 역시 변사를 이용하여 마무리 하 다. 또한 어깨선을 보강하기 위하여 어깨

바대가 부착되었는데, 앞면 8㎝, 뒤변 8.5㎝너비이며 길이는 좌우 어깨길이로 46㎝이

다. 옷감을 세로로 사용하 으며 성글게 감침질 하듯이 바느질하 으며 바느질 땀이 

겉으로 드러나 보인다. 

⑤ 도련은 0.6㎝로 두 번 접어서 홈질로 상침하 으며 바느질 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 특질이다. 겉섶선과 안섶선도 홈질 바느질선이 상침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다. 

뒷길이보다 앞길이가 3㎝ 길게되어 있으며 옷자락을 여밈했을 때 뒷도련[54.5㎝] 앞

도련[56㎝]이 조금 넓어 겉섶이 밖으로 조금 튀어 나온다. 

[그림 30] 뒷면에서 넘어와서 

앞면 겨드랑이 아래에 부착된 

앞면 삼각무 

 [그림 31] 이음선 없이 

소매에서 이어진 뒷 무
 [그림 32] 어깨 바대

앞 8㎝, 뒤 8.5㎝, 길이 46㎝

3. 적삼(赤衫)

고부이씨의 묘에서는 모두 3점이 출토되었다. 1점은 수의 웃옷 중 안에서 2번째로 사용

된 수의용 적삼(No.10300)이며, 나머지 2점(No.10314, No.10315)은 대렴으로 사용된 것으

로 모두 머리쪽을 싸고 있던 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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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삼 3점의 크기는 길이 55~59㎝, 화장 66.5~76.5㎝, 품 52~71.5㎝ 수구 21~22㎝의 범

위로 편차가 큰 편이다. 모두 평직의 면(綿)직물을 사용한 홑적삼이며 한삼에 비하여 소매

길이가 짧다. 형태는 목판깃으로 같지만 깃달이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으며 옆선 형태도 

무가 없거나, 무 한쪽무 또는 두쪽무가 달리는 등 제각각 구성적 차이를 보인다. 3점 모두 

전체적으로 도련 끝 시접을 깍아 매끄럽게 바느질한 깨끼형태의 옷이다. 

(1) 적삼 No.10300

① 수의 웃옷의 안에서 두 번째로 사용된 홑적삼이다. 면포로 만든 홑적삼으로 깃감은 

겹으로 되어 있다. 전체가 소색이다. 치수는 뒷길이 58.5㎝, 화장 69㎝, 품 52㎝, 깃

너비 8.7㎝의 크기로 안에 입은 한삼과 비교하여 옷 품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크기

가 작다. 기본 형태는 반 내어달린 목판깃에 일자형 소매이며 겨드랑이 아래 옆선은 

ㄱ자형 한쪽무가 달려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고 도련 끝 모서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

간 형태이다. 좌우 겨드랑이에 성근 면포 조각을 덧대어 보수한 모습이 남아있어 수

의라 하더라도 묘주가 생전(生前)에 입었던 옷임이 확인되며 바느질 또한 섬세한 편

이다.

② 깃은 겹으로 되었는데, 겉깃이 4.2㎝, 안깃은 6.5㎝씩 섶선에서 들여달린 목판깃 형

태이다. 깃 안은 감침질하 다. 깃이 부착된 깃머리 끝을 곱게 박음질하 다. 깃너비

는 8.7㎝로 깃너비 10㎝의 한삼에 비하여 좁다. 동정과 안고름은 달았던 흔적은 전혀 

없으며 겉고름은 같은 옷감을 사용하여 겹으로 되어 있다. 겉섶과 겉깃이 만나는 지

점에 1.2㎝너비의 겹 고름이 박음질되어 조금 남아있으며 오른쪽 길의 겉고름은 어

깨선 아래로 25㎝ 내려온 지점에 부착되었다. 안 쪽으로는 3×4㎝ 크기의 고름바대가 

부착되었다. 섶을 여밈하면 좌우측 고름이 약5㎝ 정도로 떨어져 있다.이외에도 홑옷 

이므로 어깨바대와 고름 바대가 달렸다. 어깨바대는 앞면 6.5㎝, 뒤면 8㎝이며 어깨

길이 46㎝ 만큼 옷감을 직선으로 사용하 다. 부착시 감침질 하 으며 옆 부분은 바

느질 하지 않고 푸서 상태로 두었다. 

③ 섶은 겉섶과 안섶 모두 바깥 쪽이 사선이고 길쪽이 직선으로 달려있다. 안섶은 변사 

시접의 길에 푸서 시접을 넓게하여 박음질 한 다음 남아있는 푸서 시접을 깍은 듯 두 

번 접어 곱게 감침질 하여 푸서 끝이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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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매는 완만한 일자형으로 길쪽의 소매 이음선, 소매 배래는 옛쌈솔, 수구 쪽 소매이

음선은 변사를 사용한 홈질이다. 수구 끝은 말아 감침질 하 다.

⑤ 옆선에는 겨드랑이 아래로 ㄱ자형 한쪽무가 달려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다. 

무는 길쪽이 직선, 옆선쪽이 사선으로 되어 있다. 무의 겨드랑이 부분이 훼손되어 안 

쪽에서 4×4㎝ 크기의 성근 면포를 덧대어 보수하 다. 

⑥ 바느질은 길, 겉섶, 소매 배래, 옆선의 이음선은 옛쌈솔로 바느질하 으며 뒷 중심선

은 시접은 변사를 사용하 으며 고운 박음질 하 다. 마지막으로 도련의 끝을 실을 

당겨주면서 끝끝이 곱게 말아서 감침질하여 겉섶과 안섶이 모서리가 1.5~4㎝ 가량 

안으로 말아 들어간 형태를 만들었다.

[그림 33] 본래부터 있던 겨드랑이 

보수한 모습(겉)

 
[그림 34] 겨드랑이 보수 한 

모습(안)

 
[그림 35] 오른쪽 길의 고름 

바대 모습(안)

(2) 적삼 No.10314

① 대렴에서 머리를 감싼 용도로 사용된 2점 면포 적삼 가운데 두쪽무 달린 홑적삼이다. 

치수는 뒷길이 59㎝, 화장 76.5㎝, 품 71.5㎝(삼각무 제외), 깃너비 12.3㎝의 크기이

다. 수의용 한삼보다 옷 품이 크며 적삼 중에서도 화장, 품 등이 전체적으로 가장 크

게 만들어 졌다. 기본 형태는 겉깃은 내어달린 목판깃이며 겨드랑이 아래 옆선은 소

형 삼각무와 사다리꼴무의 두쪽무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② 깃은 겹으로 된 목판깃 형태로, 겉깃은 내어달렸고 안깃은 1㎝ 가량만 밖으로 내어달

렸다. 동정은 달았던 흔적이 전혀 없다. 고름은 탈락되어 남아있지 않으나 1.5㎝너비

의 바느질 흔적과 오른쪽 길 안 쪽으로 4×4㎝ 크기의 고름바대가 남아있다. 어깨 바



- 91 -

대는 고대 안쪽으로 직사각형태로 달렸으며 크기는 앞면 8㎝, 뒤면 8㎝이며 어깨길

이 47.5㎝이다. 옷감을 세로로 이용하여 성글게 감침질하여 부착하 다.

③ 소매는 일자형으로 배래에서 이어지는 옆선은 겨드랑이 아래로 5.5㎝의 사각접은 소

형 삼각무와 사다리꼴무로 이루어진 두쪽무 형태로 달려있어 아래로 갈수록 도련이 

넓어지는 형태이다. 

④ 바느질은 배래는 통솔이며 0.2㎝ 간격으로 홈질하 고 소매 끝은 두 번 접은 고운 박

음질이다. 옆선은 옛쌈솔이다. 길과 무 이음선, 길과 안섶 이음선은 푸서상태의 시접

이 풀리지 않도록 한 번 접어 겹시접을 만든 후 길의 변사에 놓고 끝끝이 박음질하

다. 마지막으로 도련을 끝끝이 곱게 말아서 실을 당겨주면서 감침질하여 겉섶, 안섶, 

뒷도련 등의 끝이 1~2㎝ 정도씩 안으로 말아 들어간 형태를 만들었다.

(3) 적삼 No.10315

① 대렴에서 머리를 감싼 용도로 사용된 2점 면포 적삼 가운데 무없는 홑적삼이다. 치

수는 뒷길이 55㎝, 화장 66.5㎝, 품 59.5㎝의 크기이다. 수의용 적삼에 비하여 길이

는 짧으나 품은 큰 편이다. 기본 형태는 겉깃은 내어달린 목판깃이며 무는 부착되지 

않았으나 소매에서 옆선에 이어지는 겨드랑이가 다소 삼각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② 깃은 겹으로 된 목판깃 형태로, 깃너비 10㎝에서 겉깃은 7㎝ 정도 섶밖으로 내어달렸

고 안깃은 들여달린 목판깃이다. 동정은 달았던 흔적이 전혀 없다. 고름은 탈락되어 

남아있지 않으나 1.5㎝너비의 바느질 흔적과 오른쪽 길 안 쪽으로 3.5×3.5㎝ 크기의 

고름바대가 남아있다. 어깨 바대는 고대 안쪽으로 달렸는데, 너비는 앞면 4㎝, 뒤면 

10㎝이며 어깨길이 62㎝ 크기의 직사각 형태이다. 옷감을 세로로 이용하여 시접을 

접어 위에서 눌러 홈질하 기 때문에 밖으로 홈질선이 상침질 한 듯이 드러나있다. 

깃안은 감침질로 마무리되었다 .

③ 소매는 일자형으로 소매에서 옆선으로 이어지는 겨드랑이 부분이 약간 삼각형태로 

되어 있다. 배래는 옛쌈솔 기법으로 옆선까지 이어진다. 길가 겊선 이음선은 겉섶의 

푸서를 한번 접어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도련을 끝끝이 곱게 말아서 실을 당겨주

면서 감침질하여 겉섶, 안섶, 뒷 도련 등의 끝이 1~2㎝ 정도씩 안으로 말아 들어간 

형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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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적삼 No.10314의 두쪽무가 

부착된 옆선

  

[그림 37] 적삼 No.10315의 무 없는 옆선

4. 저고리[赤古里]

고부이씨의 묘에서 저고리가 2점이 출토되었다. 1점은 수의 웃옷 중 속에서 세 번째, 겉

에서 세 번째, 즉 가장 중간에 있었던 목판깃형 저고리(No.10301)로서 품 안에서 1장의 다

라니가 발견되었던 옷이다. 나머지 1점은 대렴에서 다리 부분을 덮어주었던 옷으로 칼깃형 

저고리(No.10316)이다. 크기는 길이 64~68㎝, 화장 68~74.5㎝, 품 69~61㎝의 범위로 비슷

한 크기이나 칼깃형 저고리가 화장이 많이 긴 편이다. 옷감은 겉감과 안감을 평직의 면(綿)

직물을 사용하 고 안감은 다소 성글다. 겉감과 안감사이에 면솜을 두텁게 두어 만든 솜저

고리 이고 겨드랑이 아래에 두쪽 무가 달려 도련이 넓게 퍼지는 공통점이 있으나 깃형태에

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하나는 17세기 초반까지 여성의 옷에서 보이는 목판깃형 저고리이며 

나머지 하나는 남성의 옷에서 보이는 칼깃형 저고리로 전혀 다른 양식을 보인다.



- 93 -

(1) 목판깃형 저고리 No.10301

① 수의 웃옷 5점 중에서 가장 중앙에 사용된 솜저고리이다. 면포로 만든 홑적삼으로 

깃감은 겹으로 되어 있다. 갈변되어 소색에 아청색이 드믈게 남아있는데, 이엄이나 

갈변된 것은 확인이 어렵다. 치수는 뒷길이 68㎝, 화장 68㎝, 품 60㎝, 깃너비 10.3㎝

의 크기이다. 안에 입은 적삼보다는 다소 커서 적삼 위에 편하게 입을수 있는 크기이

다. 기본 형태는 내어달린 목판깃에 일자형 소매이며 겨드랑이 아래에 삼각무와 사

다리꼴무가 함께 있는 두쪽무 형태이다. 안감을 여러 조각으로 쪽이음 하여 만든 것

으로 보아 묘주가 생전(生前)에 입었던 옷임이 확인되며 목둘레선의 고운 홈질 등 바

느질 또한 섬세한 편이다. 

② 깃은 겉깃은 섶선에서 내어달린 목판깃이며 안깃은 3.5㎝ 들여달렸다. 깃 목둘레는 

0.7㎝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자리를 곱게 홈질로 상침하 으며 고대 쪽 은 성글

게 홈질하여 동정이 달렸던 위치임을 알 수있다. 동정과 겉고름은 탈락되어 없다.

③ 섶은 겉섶은 바깥쪽, 안섶은 안쪽이 사선이며 시섭은 모두 길쪽으로 향하고 있다. 겉

섶 도련은 완만하게 안으로 휘어들어간 곡선 형태이다. 

④ 소매는 완만한 일자형이며 수구 쪽으로 3.5㎝ 들어가서 7.5㎝ 간격으로 세땀 상침하

다.

⑤ 옆선에는 겨드랑이 아래로 7.5×7.5㎝ 사각접은 삼각무와 사다리꼴 무가 함께 달린 2

쪽무가 달려있다. 무가 부착되어 품 60㎝에서 아래로 갈수록 도련이 넓어져 78.5㎝ 

정도나 된다. 또한 뒷 중심 길이가 68㎝인데 반해 어깨에서 옆도련 끝 길이가 53㎝로 

약 15㎝ 정도로 차이를 보여 도련이 급격한 곡선 형태를 보이고 있다.

⑥ 바느질은 도련 안으로 4㎝ 들어가서 5~6㎝ 간격으로 세땀 상침하 으며 수구 또한 

세땀 상침하 다. 안감의 섶, 길 등을 부분적으로 길이를 이어주는 등 쪽이음 하여 

안감을 만들었다. 

(2) 칼깃형 저고리 No.10316

① 대렴에서 다리 부분을 덮어주었던 옷이다. 깃 모양이 칼깃형으로 수의 저고리와 차

별된다. 치수는 뒷길이 64㎝, 화장 74.5㎝, 품 61㎝의 크기이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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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운 솜을 둔 솜저고리로서 전체가 평직의 면포로 만들었으나 겉감의 재질이 부분

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겉섶, 안섶, 소매, 사다리꼴무는 옷감이 길감보다 고운 면포를 

사용하 으며 색상도 길감이 연갈색임에 반하여 아청색 기운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삼각무는 길감과 동일하고 색상도 연갈색으로 사다리꼴무와 차이를 두었다. 남성의 

저고리가 장식 없이 소색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드물게 여성의 옷과 같은 장식성을 

두어 이채롭다. 이 부분은 다음 항에서 다루고자 한다. 

② 깃은 칼깃 형태로 전형적인 남성 저고리 양식이다. 고부이씨의 유물 중 유일하게 동

정과 고름이 모두 있는 완형 상태의 옷이다. 깃은 목둘레선이 0.6㎝ 정도 안으로 들

어가 19.5㎝ 지점까지 곱게 홈질로 상침되어 있으며 이 지점부터는 너비 6.2㎝로 깃

의 반 너비 정도가 되는 동정이 부착되어 있다. 겉 깃 끝에 있는 너비 1㎝, 길이 24.5

㎝ 크기의 좁고 짧은 고름이 부착되어 있는데, 오른쪽 길의 고름은 수습과정에서 탈

락되어 소실되었다. 

③ 섶은 겉섶과 안섶이 길감과 다른 고운 면포의 아청색 옷감으로 만들었다. 겉섶의 경

우 2㎝정도 안으로 굴려주어 버선코 형태를 하고 있다. 소매는 진동쪽 넓은 부분 27

㎝에서 소매 끝 쪽으로 갈수록 급하게 줄어들어 수구가 20.5㎝가 된다. 목판깃에 비

교하여 사선형에 가깝다. 배래의 겉감 시접이 앞쪽을 향하고 있다. 

[그림 38] 저고리 No.10301의 

목판깃과 두쪽무

  

[그림 39] 저고리 No.10316의 칼깃과 동정, 

고름, 두쪽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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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옆선에는 연갈색의 5×5㎝ 크기의 사각접은 삼각무와 아청색 사다리꼴 무가 함께 달

린 두쪽무가 달려있다. 아래로 갈수록 도련이 넓어져 88㎝ 정도나 된다.

⑤ 바느질은 안감과 겉감 오른쪽 앞뒤 무를 같은 위치에서 쪽이음 하 다. 옷감을 여러 

부 쪽이음 하 다는 것은 실생활에서 입었던 옷임을 알수 있으며 이옷의 경우 동정

과, 고름까지 달려 있어 지인이 넣어준 옷임을 짐작할 수 있다. 소매 끝과 도련 안으

로 4㎝ 들어가서 7㎝ 간격으로 세땀 상침하 다.

5. 치마[赤亇]

치마는 저고리와 함께 입는 여성의 가장 대표적인 옷이다. 구성적으로 겹치마, 홑치마, 

솜치마 등으로 나뉘며 용도로는 옷감의 재질과 옷의 형태에 의해 평상용과 의례용 등으로 

나눌수 있다.

고부이씨의 묘에서는 1점 완형의 접음단 치마(No.10308)와 4조각만 남은 치마(No.10318) 

등 모두 2점이 출토되었다. 1점은 수의, 나머지는 대렴에 사용되었다. 

수의로 사용된 접음단 치마는 5점의 하의(下衣) 중에서 가장 겉에 입었다. 유물 수습 과

정에서 접음단 부분의 바느질이 상당 부분 튿어져 펼쳐지게 되었으나 접힌 자욱이 뚜렷이 

남아있어 바느질 구멍을 따라 보수하여 완형을 찾은 경우이다. 

치마의 겉감과 안감을 평직의 면직물로 만들고 사이에 두터운 솜을 둔 솜치마이다. 안감

은 겉감보다 성근 면포이며 허리 말기는 안감과 동일 옷감으로 만들었다. 부분적으로 푸른

색, 옅은 갈색, 소색 등이 복합적으로 변색되어 있다. 치마 크기는 허리말기를 포함하여 총

길이 81.5㎝이며 허리 둘레 87㎝이다. 허리 말기 너비는 4㎝로 좁은 편이이며 말기 끝에 

달리는 치마끈이 잘려 나가 현재는 없다. 치마폭은 34㎝너비 옷감 10폭을 이어 붙여 만들

었다[너비 340㎝]. 허리 주름은 왼쪽으로 향한 겉주름 2㎝에 안주름을 3~4㎝내외로 겹쳐 

36개의 주름을 잡았다. 주름은 왼쪽부터 시작되고 오른쪽 10㎝ 정도 주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치마 여밈 방향은 오른쪽임을 알 수 있다. 말기 끝에서 아래로 63㎝ 내려온 지점에서 

접음단 분량 8.5㎝ 만큼 치마 자락을 접어 성글게 넓게 시침하듯이 고정되어 접음단을 완

성하 다. 접음단을 펼치면 총 98.5㎝ 길이의 치마가 된다. 완성된 치마는 착장할 때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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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리에 둘러주어 입게 되는 허리 치마이다. 

치마 조각(No.10318)은 삼베로 만든 홑치마로 길이 74㎝ 1폭 34㎝의 삼베 옷감이 4폭 

이어진 형태이다. 말기는 없으며 위쪽에 약간의 주름이 남아있다.

6. 바지류

바지는 남녀가 입는 하의(下衣)의 한 종류로 남녀 사이에 착장 개념이 서로 다르다. 남

성은 저고리 아래에 입는 겉옷이며 여성은 치마 안에 입는 속옷으로 입었다.

고부이씨의 묘에서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 수의로 입는 4점(합당고 3(No. 10304~6), 개

당고 1(No.10307)과 여러 조각내어 대렴으로 사용한 1점(No.10318)이다. 선행 연구를 따

라16) 편의상 바지의 밑트임 유무에 따라 밑이 막힌 바지를 ‘합당고(合襠袴)’, 밑이 트인 바

지는 ‘개당고(開襠袴)’로 분류하 다.

(1) 합당고

수습된 합당고는 3점으로 모두 수의로 입은 밑막힌 홑바지이다. 이 중 면포로 만든 것이 

2점(No.10304, No.10306)이며 삼베로 만든 것도 1점(No.10305)이 있다. 수의 착장 순서로

는 삼베 합당고를 면포 합당고 사이에 입었다. 바지 총길이는 82~92.5㎝ 허리둘레(1/2) 

43~44.5㎝, 바지부리 48.5~65㎝의 범위로 대체로 입은 순으로 크기가 커진다. 3점의 공통

된 특징은 개당고에 비해 바지 부리가 넓고 홑옷 임에도 겹으로 된 이등변 삼각형의 바대

가 부착되어 있다. 겹으로 된 허리 말기는 오른쪽으로 옆트임을 주었으며 허리끈은 잘려져 

없는 상태이다. 바지의 허리 둘레가 치마 허리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착장시 허리에 둘러

주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습 당시 사진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No.10304 합당고는 가장 안에 첫 번째로 입은 하의이다. 길 이음선은 변사를 사용하여 

홈질하 으며 부리 도련단을 0.2㎝ 접어 공구르기 하 다. 가랑이 사이의 바대는 말기 앞 

중심에서 5㎝ 내려와서 겹으로 앞뒤 골선으로 이어 달렸다. 바지 가랑이 안쪽에는 작은 사

16) 이은주(1998), ｢김흠조 분묘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전기의 斂襲衣에 관한 고찰｣, 판결사 김흠조

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주시,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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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 가래 바대를 달았다. 허리 말기 끝에 달린 허리 고름은 너비 2.3㎝ 겹 고름이 조금 

남아있다. 옆트임은 허리 말기 포함 24㎝이다. 허리 주름은 맞주름과 외주름이 혼용되어 

불규칙하게 사용되었다. 밑 위 길이(말기 제외) 36㎝, 밑아래 길이 31㎝이다.

No.10305 합당고는 안에 두 번째 입은 하의로 삼베로 만들었다. 길 이음선은 변사를 사

용하여 홈질하 으며 부리 도련단은 0.3㎝로 두 번 접어 감침질 하 다. 가랑이 사이의 바

대는 말기 앞 중심에서 20㎝ 내려온 지점에 부착되었으나 심하게 훼손되어 정확한 치수를 

알지 못한다. 현재는 다른 바지의 치수를 참조하여 보수 보강한 상태이다. 옆트임, 불규칙

한 주름 등은 동일하다. 밑위, 밑아래 길이가 불분명하다. 

No.10306 합당고는 안에서 세 번째로 입은 하의이다. 바지폭 이음선이 앞의 두 점에 비

하여 거칠게 홈질되어 있으며 부리 끝단은 0.5㎝ 정도 두 번 접어 감침질 하여 마무리 하

다. 밑 위 길이(말기 포함 안됨) 39.51㎝, 밑아래 길이 41.5㎝이다. 

(2) 개당고(開襠袴)

수습된 개당고는 2점이다. 겹바지(No.10307)는 수의 바지 중 가장 겉옷이며 치마 전에 

입었다. 솜누비 바지(No.10318)는 대렴으로 사용되었다. 2점 모두 면포로 만들었다. 바지 

총길이는 87.5~99.8㎝이고 허리둘레(1/2) 41~46㎝, 바지부리 46~49㎝의 범위이다. 수의 개

당고가 다소 큰 편이다. 2점의 공통된 특징은 합당고에 비해 바지 부리가 좁은 편이며 트

인 바지가랑이 좌우에 삼각형 바대가 달렸으며 주름 잡은 허리를 지탱하는 허리 말기는 오

른쪽으로 옆트임 되어있다. 허리끈은 잘려져 없는 상태이다. 착장 시 허리에 둘러주어 입

은 후 치마를 둘러 입는다.

No.10307 개당고는 수의 바지이다. 좌우 가랑이를 허리 중심 12㎝로 겹쳐 주름 잡아입

었다 주름은 불규칙한 상태이다. 삼각바대(길이음쪽 16㎝, 상하 각 11㎝)는 허리 중심 말기

에서 아래로 29㎝ 시접 좌우에 부착하 다. 허리 옆트임에서 너비 1.3㎝의 별단으로 옆트

임 시접을 마무리하 다.

No.10318 개당고는 대렴으로 사용한 솜누비 바지이다. 상당히 오랫동안 즐겨 입었듯 겉

감과 안감 모두 헤진 곳을 여러번 겹쳐 보수하여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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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고부이씨묘 출토 다라니의 판식

7. 소품류

옷을 제외한 부속 소품류는 짚신 1쌍(No.10319)과 버선(No.10311)이 있으며 이외에 수

의에 넣어준 다리니 4장(No.10323~26)이 있다.

(1) 다라니 No.10323~26 

다라니는 3장은 한삼 안자락에서, 1장은 저고리 안자락에서 세로로 접힌 상태로 발견되

었다. 다라니란 석가의 가르침과 주문의 신비한 힘을 통하여 불법을 얻고자 하는 범어문자

를 뜻한다. 출토 다라니의 판식에 대해 본 학술지 <연구논고 2>를 참조하면, 목판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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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면에는 글자를 새기고, 다른 한쪽 면에는 도안과 문양을 새겨 넣었다. 오른쪽 상부에는 

‘金堤地僧加山興福寺開板’이라고 간행처를 별도로 새겨 넣어 부안에서 북쪽으로 있는 김제 

땅의 승가산 자락에 있었던 흥복사(정유재란에 폐허가 되어 1625년에 중창됨)에서 개판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출토 다라니는 묘주가 불심(佛心)이 깊었던 인물이었으며, 

다라니 봉안을 통해 극락왕생을 염원하고자 후손들에 의하여 납입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버선과 짚신

버선 No.10311은 수의로 신겨 주었다. 겉감과 안감을 모두 면포로 만든 겹버선이다. 길

이 26㎝, 발길이 25㎝ 수눅 11㎝ 버선 부리 16㎝이다.

No.10319는 짚으로 만든 4날 짚신 1쌍으로 대렴 중 발밑 가장 안쪽에서 발견되었다. 소

렴 시작하는 발아래에 마치 신발을 신은 듯 세워진 채 놓여 있었다. 짚신의 길이는 21㎝이

고 볼너비는 9㎝이다. 앞 축 중심의 좌우로 각각 7개씩의 총이 세워져 있고 뒷갱기 축은 

길이가 6㎝이다.

8. 염습 및 치관제구류

부인의 묘에서 습 단계에서 대렴 단계까지 사용되었던 염습 및 치관제구류는 모두 12점

이다. 습의에 사용된 멱목(No.10309)과 여모(No.10310), 소렴에 사용된 소렴 이불(No. 

10312)과 소렴포(No.10313), 대렴포(No.1031), 치관제구로 명정(No.10327) 현·훈(No.10328, 

No.10329), 삽(No.10331~4)이 있다.

(1) 멱목과 여모

멱목은 시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며 여모는 묘주가 여성일 경우에 머리에 쓴 모자를 칭

한다. 고부이씨의 멱목과 여모는 기존의 형태를 벗어나 있으나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기에 

해당 명칭을 부여하 다. 형태는 면포로 된 33㎝ 너비의 긴 직사각형 옷감을 머리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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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 있도록 위쪽을 겹으로 바느질하여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시신의 얼굴과 머리에 씌웠

다. 멱목으로 사용된 것은 길이 65㎝ 겹침 부분 28㎝이며, 여모로 사용된 것은 95㎝ 길이 

겹침부분 35㎝이다. 겹치는 부분 짧은 쪽이 뒷 머리쪽에 가며 긴 쪽이 앞부분에 오도록 씌

워주었다([화보 3] 참조).

(2) 소렴 이불과 염포

소렴 이불은 소렴 시 시신을 싸는 이불이다. 겉감과 안감이 면직물이고 동정이 없이 깃

과 길로 구성된 겹이불이다. 깃너비 15㎝이며 총길이 205㎝, 총너비 168㎝의 크기이다. 염

포는 모두 면포로 만들었는데, 소렴포 9매로 염하 으며 대렴포는 15매로 염하 다. 염포

의 너비는 33㎝너비이다.

(3) 현·훈

현훈은 폐백을 드릴 때 아청색과 붉은 색 비단을 보내는 혼례와 같은 형식으로 예를 취

하는 상례에서 관의 제일 위에 놓이는 물건이다. 고부이씨의 묘에서 수습된 현훈은 접힌 

자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위에 길게 두 줄로 펼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玄)은 너

비 33㎝ 길이 93㎝이며 훈(纁)은 길이 96㎝의 크기이다. 면포로 만들었으며 갈변되었으나 

현의 색상이 진갈색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4) 명정과 구의 추정 유물

일반적으로 관에 구의를 입히고 명정을 놓고 그 위에 현훈을 펼쳐 놓는다. 명정은 신분을 

표시해주는 묵서가 쓰여져 묘주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본 유물도 형태는 많이 훼손되었으나 

보존처리를 거쳐 “孺人古阜李……”의 묵서가 확인되어 묘주가 분명해진 사례이다.

진갈색 면포 옷감은 초기 수습상태를 알수 없어 용도 파악이 어렵다. 모서리 한쪽이 직

각 상태로 바느질 선이 남아있어 구의로 추정되나 반대쪽이 형태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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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삽

회벽과 관 사이에서 4개의 삽이 수습되었다. 불삽과 운삽이 각각 1쌍씩으로 밑변 보다 

위가 넓은 사다리꼴형태로 위는 3개의 각뿔이 솟아있다. 2장의 한지 사이에 대나무 살을 

넣어 틀을 고정한 후 양면에 붉은색으로 동일한 그림을 배치하 다. 4개의 크기는 조금씩 

치수의 차이를 보여 두께 약 0.5~0.7㎝ 정도이며 높이 25~34cm, 밑변 下 23~25㎝, 上

30~32㎝의 범위에 있다(<연구 논고 3> 참조).

Ⅳ. 결  론

본 연구는 2004년에 3월 4일,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415번지 파평윤씨(坡平尹

氏) 문중 선산에서 출토된 재령공파 어모장군 윤좌형의 부인 고부이씨(古阜李氏)의 유물에 

관한 연구이다. 유물은 파평윤씨 선 을 이장 작업 하던 중에 출토된 것으로 어모장군의 

묘에서 3점, 부인의 묘에서 36점이 출토되었다(어모장군 유물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어 화

보 에서만 소개됨). 부인의 유물 가운데 복식류는 19점으로 한삼 1점 적삼 3점 바지류 5점 

목판깃형 저고리 1점 칼깃형 저고리 1점 접음단 치마 1점 치마조각 1점 장옷 4점 짚신 1쌍 

버선 1쌍 등이며, 염습 및 치관제구류는 모두 17점으로 다라니 4점 명정 1점 멱목 1점 여

모 1점 현·훈 각 1점씩, 소렴이불 1점 염포 2점 구의 1점 삽 4점 등이다.

본 연구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인 고부이씨의 유물만을 다루어 염습 상태와 유물의 개

별 특징을 분석하 다. 이는 불확실한 묘주의 활동시기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

용되었으며, 당시의 17세기 초반기의 상장례와 의생활 풍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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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세기 초반기의 시대적 특징을 지닌 유물들

출토 복식의 역사는 반세기를 넘어가고 있으며 학술 발표 등으로 축적된 수천 점의 출토 

복식17)과 지속적인 연구는 묘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수많은 출토 사례를 근거로 연대 

추정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도 학술지에 소개된 바 있으며18) 최근이 사

례로는 수원시 이의동의 안동김씨가(安東金氏家) 여성의 묘도 묘주가 불확실하여 생몰 연

대를 알 수 없었으나 출토된 복식의 개별 특징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17세기 중후반기의 

유물임을 제시한 바 있다.19) 고부이씨의 경우도 유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좀 더 실증적으

로 묘주의 활동시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복식의 조형성으로 확인되는 시대성

고부이씨묘 출토 복식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은 상의의 깃 형태가 목판깃이며, 옆선에 

한쪽무가 달린 것, 두쪽무가 달린 것이 다양하게 있다. 도련의 모양은 16세기 완만한 도련

선에 비하여 급격한 곡선을 보인다. 옷의 크기는 저고리류의 길이가 60㎝ 내외, 품은 

50~60㎝이다. 이는 16세기 저고리 양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16세기의 저고리에 비하

여 크기가 다소 줄어든 편이다. 이외에도 수의로 입은 접음단 치마는 출토 복식 중에는 임

진왜란 직후부터 17세기 초반까지 나타나는 유물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의생활흐름

과20)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의 남녀 복식의 흐름을 분석한 선행 연구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1600년 초~ 1650년대의 출토 유물 가운데 여성용 저고리가 나온 사례만 추린 

것이다. 이중 묘주가 확실하고 목판깃 저고리가 단독으로 출토된 경우는 윤선언(1580~ 

17) 출토복식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독으로도 등록된 출토복식 소장

품은 1500여점에 이르고 있다.

18) 이은주(2010. 8), 출토복식을 통한 정담(1476~?)의 몰년 추정, 한복문화 제13권 2호.

19) 이명은(2011), ｢수원시 이의동 소재 안동김씨家 여성 묘[女墓] 출토 유물 고찰｣ 수원 이의동 안동김

씨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수원박물관, pp.10~51 참조.

2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편(2006), 조선시대 우리옷의 멋과 유행, 단국대학교 출판부.

21) 한국복식 제24호(2006. 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참조.

고부자,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임진왜란 이후 출토복 개설, pp.133~167.

박성실(2006. 5), ｢출토복식을 통해보는 임진왜란 이전 남녀복식의 조형적 특징｣, pp.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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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주 성별
생몰
년도

포 저고리 깃양식 소장처 묘주 성별
생몰
년도

포 저고리 깃양식

정휴복
子호
(灝)

男
男

1529~
1604
1551~
1609

목판깃
석주
선.박

윤선언 男
1580~
1628

- 목판깃 상동

순흥
안씨

女
1551~
1609

목판깃 상동
단양
우씨

男
女

1560~
1630
추정

목판깃 상동

<표 3> 1600년 초~1605년대 유물의 출토 사례

1628)의 묘에 수례지의로 넣어준 저고리가 있다. 김학의 처 동래정씨(1567~1631)의 저고리

는 목판깃과 목판당코깃이 공존하고 있어 깃양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의 

신경유(1581~1633) 장군의 수례지의로 넣어준 저고리는 몸판 모양은 16세기 양식으로 넓

고 크나, 깃 모양은 목판 당코깃이다. 1630년대를 전후로 하여 목판깃 양식이 서서히 줄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외의 경우로 해인사 소장22) 광해군비 유물의 경우 1622년에 해

당함에도 목판당코깃과 목판깃이 공존하고 있으며, 반대로 진주하씨 유물의 경우 1650년대

의 유물임에도 옷의 형태가 임진왜란 직후에 유물에 가깝고 저고리는 모두 목판깃이다. 이 

두 경우는 전자는 왕실이라는 특수성에 목판당코깃이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후자는 한양과 

멀리 떨어진 경북 하동 지방으로 유행의 전파가 늦기 때문에 목판깃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양반가에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30년

을 기준으로 목판깃 저고리는 서서히 사라져 갔다고 볼 수 있다. 

안동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포항 내단리 출토 장기정씨(1566~1614)의 복식23)이 

고부이씨의 복식 구성과 거의 유사하다. 시각적으로 옷의 크기가 임진왜란 이전의 옷보다 

다소 작게 구성되었으며, 저고리가 목판깃형이고, 도련의 실루엣이 완만한 16세기에 비하

여 심하게 둥글려져 곡선을 이룬다는 점이 같다. 특히 장기정씨의 칼깃형 저고리 2점은 옆

선과 도련의 실루엣, 날렵한 칼깃형태 등에서 고부이씨의 저고리와 비슷한 모습이다. 접음

단 치마도 출토되었다. 

이상을 통해서 본다면, 고부이씨가 17세기의 초반기에 활동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장기정씨의 유물과 비교하여 볼 때 1630년 보다는 1600년대에 더 근접한 것으로 사료된다. 

22) 문화재청 편(2006), 문화재대관, pp.218~23 참조.

23) 이은주(2000. 11), ｢장기 정씨 묘의 출토 복식과 기타 유물｣,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박물관, pp.28~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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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주 성별
생몰
년도

포 저고리 깃양식 소장처 묘주 성별
생몰
년도

포 저고리 깃양식

조경 男
1541~
1609

- 목판깃
서울 
역사 

박물관
신경유 男

1581~
1633

목판당
코깃

동

傳 
박장군

男
임란
전후
추정

목판깃
충북대
박물관

동래
정씨

(김확妻)
女

1567~
1631

목판당
코깃 / 
목판깃

경기도 
박물관

옥천
출토 

무연고
女

임란 
전후 
추정

목판깃
국립
민속

박물관

구례
손씨)

女

변유인
(1566

~
1641)

목판깃
충북대
박물관

장기
정씨

女
1565~
1614

목판깃
안동

대학교 
박물관

진주
하씨

女
1580~
1645

목판깃
건들
바우

박물관

이응해 男
1547~
1626

목판깃
충주

박물관

정양우
남양

홍씨· 
子정
태제

男
女
男

1574~
1647
1584~
1654
1612~
1669

목판당
코깃

석주
선.박

양천
허씨

女
1566~
1626

목판깃 상동

여흥
민씨
(정광
경 妻)

女
1586~
1656

목판당
코깃

경기도 
박물관

(2) 출토 다라니를 통해 확인된 시대성 

수의용 한삼에 3장, 수의 저고리에 1장 등 총 4장의 다라니가 발견되었다. 출토 다라니

의 오른쪽 상부에는 간행처를 별도로 새겨 넣었다. ‘金堤地僧加山興福寺開板(김제지승가산

흥복사개판)’이라고 하여 부안에서 북쪽으로 있는 김제 땅의 승가산 자락에 있었던 흥복사

(興福寺)에서 개판(開板)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본 학술지 <연구논고 2>를 참조

하면, 김제 흥복사가 삼국시대 말기에 창건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역사와 관련하여 조선 

중기까지의 연혁은 전혀 전하지 않으며, 다만 1597년(선조 30년)의 정유재란으로 절이 폐

허가 되었다가, 1625년(인조 3년) 김제에 살던 흥복(興福)이라는 처사가 부처님의 감응을 

받아 기원도량으로 삼기위해 극락전(極樂殿) 등 사찰을 중창하면서 다시 법등을 잇게 되었

다고 한다. 이러한 흥복사의 중창 년대를 감안하면 유물이 적어도 17세기 초반에 해당함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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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묘(墓) 축조 상태로 본 시대성

고부이씨의 관은 단관(單棺)으로 광중을 파고 회곽(灰槨)을 먼저 조성하여 관 형태를 만

든 후 회곽 내부에 목관(木棺)을 안치한 것이다. 또한 관의 두께는 6.3㎝의 조선 중기의 관 

보다 다소 얇은 편이다. 조선시대에 묘를 조성하는 방법 중에는 회격묘(灰隔墓)와 회곽묘

(灰槨墓)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광중을 파고 목곽을 안치한 후 광중의 벽과 곽 사이의 공

간을 삼물(석회·세사·황토)로 채우는 조성법으로 16세기 이전에 성행한다. 반면, 회곽묘

는 회곽을 조성한 후 회곽 내부에 목곽을 안치하는 조성법으로 고부이씨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태에 대해 선행연구는24), 조선 후기 1600년 초반 이후 부터 나타나는 조성 방법

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관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고부이씨의 묘 역시 단관의 회

곽묘로 조성되었으며 좁은 관두께 등을 통해 볼 때 묘의 조성시기를 17세기 초반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고부이씨의 염습 과정에서 확인되는 17세기 상장례 풍습 

(1) 생전의 옷을 사용한 수의(壽衣)는 상의(上衣) 5점과 하의(下衣) 5점을 입었다.

고부이씨는 수의로 총 10점의 옷이 사용되었으며 이외에 멱목, 여모, 버선이 수습되었

다. 특이한 것은 하의는 직접 입고 있었으나 상의는 소매 5점이 함께 끼워진 상태로 묘주

의 상부를 감싸주었다. 상의는 홑 한삼(No.10299) – 홑적삼(No.10300) – 솜저고리(No.10301)–
솜장옷(No.10302) – 솜장옷(No.10303)의 순이다. 아래옷으로는 밑이 막힌 바지[合襠袴] 

(No.10304~6) 3점을 순서대로 입은 후 위에 밑이 트인 바지[開襠袴](No.10307)와 접음단 

치마(No.10308) 순으로 덧입었다. 지나치게 성글게 바느질된 한삼을 제외하고는 평상시 

입었던 옷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수의 저고리, 장옷 등은 안감을 여러 조각을 이어 만

들었으며 바지는 삼각바대를 쪽이음하여 만들었다.

24) 김우림(2007), 앞의 책, pp.159~160, 표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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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옷고름과 깃 동정을 임의로 잘라냈으며, 염포 끈은 묶지 않았다. 

고부이씨의 복식 유물은 대부분 고름이 부착 부분 끝에 아주 조금만 남아있어 완형을 확

인하기 어렵다. 잘린 형태로 보아 묘주에게 염을 하면서 고름을 강제적으로 잘라낸 것으로 

확인된다. 칼깃형 저고리 1점을 제외한 넣어준 모든 복식 유물 즉, 장옷, 저고리, 한삼, 적

삼, 바지. 치마 등의 고름 끈이 없는 상태이며 특히 저고리와 장옷은 깃 동정도 탈락되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소렴포와 대렴포의 끈은 묶지 않고 단단히 꼬아 고정한 상태 다. 이

처럼 염습의의 끈을 잘라 내거나 묶지 않는 사례는 조선시대 전시기 출토복식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이는 옷깃을 왼쪽으로 여밈하여 옷고름을 묶을 필요가 없어서 묶지 않는다는 옛 

조상들이 예(禮)를 옷고름을 잘라내는 것으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수례지의(襚禮之衣)로 넣어준 칼깃형 저고리와 다라니

우리 조상들은 수의를 제외한 소렴, 대렴, 보공 등에 배우자나 지인들이 죽은 자를 기리

면서 보내온 물건을 관 속에 넣어 주는 수례(襚禮) 관습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묘주와 성

별이 다르거나 치수가 다른 옷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고부이씨에게도 수례지의로 여러 점

을 넣어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확인되는 옷은 1점이다. 대렴으로 넣어준 칼깃 저고리

(No.10316)가 이에 해당한다. 칼깃형은 전형적인 남성용 저고리의 양식이다. 따라서 여성

인 묘주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염습의에 사용된 옷들이 모두 고름이 잘리거나 

동정이 없는 상태임에도 유일하게 칼깃형 저고리에만 고름과 동정이 남아 있다는 사실 또

한 지인이 옷을 넣어준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외에도 수의 한삼과 저고리 안자락에 봉안한 4장의 다라니도 수례지의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생전에 불심의 강했던 묘주를 위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고자 후손들이 넣어준 

것이리라.

3. 억불 숭유 정책 속에서 꽃피운 불교 신앙

옷 품에 넣어준 다라니는 묘주가 생전에 불심(佛心) 깊었던 인물이었으며, 다라니 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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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극락왕생을 염원하고자 후손들에 의하여 납입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연구

논고 2>에 따르면, 출토 다라니는 간행처를 필두로 하여 범어 – 한글 – 한자어로 구성되었

으며 내용은 성불, 자녀출산, 부부 장수 등을 기원하고 있다고 한다. 다라니는 불상 복장물

로 많이 봉안하는데 다라니가 특히 장수하는데 효험이 크다고 한다. 고부이씨묘 출토 다라

니는 불복장물이 아닌 무덤에서 출토된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여성의 적삼과 치마에 다라니를 찍은 유물 소장되어 있는데, 

정온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관안에 가장 위에 덮혀 있었다고 한다.25) 이처럼 무덤에서 

다라니가 발견된다는 것은 억불 숭유 정책의 조선에서 불교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

하고 있었던 주요 종교 음이 확인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4. 고부이씨의 복식에서 보이는 특징 

(1) 색상을 달리하여 만든 칼깃형 저고리

일반적으로 남성용 저고리는 특별한 장식이 가미되지 않고 한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졋다

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이에 따르면 고부이씨 묘에서 출토된 칼깃형 저고리는 겉섶, 

안섶, 소매, 사다리꼴무는 옷감이 길감 보다 고운 면포를 사용하 으며 색상도 길감이 연

갈색임에 반하여 아청색 기운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등의 장식성이 부가되었다. 이러한 형

식을 보이는 옷으로는 장기정씨 묘 출토복식 중 2점의 칼깃형 저고리는 소매 등에 색상을 

달리하거나 흰색 끝동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 일반적인 남성옷과 구별된다. 이에 대한 것은 

17세기 초반에 일시적으로 유행되었을 여성의 옷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어린이

의 옷을 여러 색으로 조합하여 만든 것을 감안한다면,26) 결혼하지 않은 남아의 저고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만하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25) 석주선민속박물관 편(1998), 韓國服飾 第 十六 號, pp.1~12.

26) 박성실(2002. 12), ｢경기도 양주 해평윤씨 문중 선산 출토 남아미라 복식 유물에 관한 고찰｣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pp.281~285.



- 108 -

(2) 대부분이 면직물이고 솜옷이 많으며 겹겹이 쪽이음한 옷들이 많다.

고부이씨의 19점 중은 모두 평직의 면직물로 만들었으며 적삼, 한삼, 바지류를 제외하고

는 모두 솜옷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매우 소박한 옷감 소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데, 현훈 등도 면을 사용하 다. 솜옷이 많은 것은 적은 옷으로 관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 

있으며 묘주가 돌아가셨던 계절의 향일 수도 있다. 

안감에서 여러 옷감을 이어 붙여서 만든 옷들이 많이 확인되었다. 쪽이음 된 옷들은 상

의와 하의 모두에서 발견된다. 이들 옷의 쪽이음 형태는 옷감 너비를 감안한 구성상 필요

한 것이 아니라 옷감이 부족하여 쪽을 이은 것이다.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옷감도 

뒤섞어 십여 쪽을 이은 것도 있다. 안감뿐만 아니라 겉감을 부분 쪽이음 한 것도 있는데, 

대렴 바지(No.10318)는 전체를 여러 번 겹쳐 기워 입었던 옷이다. 

남편이 9품 벼슬일 때 부인이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낮은 벼슬로 인한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소박한 옷들이 출토된 배경임을 알 수 있다. 

(3) 구성적 특징

한삼과 적삼에는 동정이 전혀 없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저고리 안에 입는 속옷으로 사

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홑옷의 경우 활동 시 옷감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바대가 사용되었다. 어깨 부분의 일자형 바대, 겨드랑이의 갈

고리형 바대, 바짓가랑이의 가래 바대, 오른쪽 길에 부착된 겉고름 바대 등이다. 장옷 4점

은 모두 거들지가 달렸다. 수의로 사용된 장옷(No.10302)만 소매 끝이 잘려나가 확인이 어

렵고 나머지는 안감 소매 끝에서 이어 붙인 거들지 구성이다. 

이상의 고부이씨 묘 출토 유물은 현대인들이 조선시대의 문화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중

한 자료로서 이의 결과물이 묘주를 알 수 없는 유물의 연대 판별과 복식 복원자료로 활용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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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부이씨 묘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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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 No.10299

구성 홑 소재 (겉/안) 면

염습 용도 수의 옷감 너비 33

길

뒷길이 72.5

섶

겉섶 너비(上/下) 6.5 / 22.5 

화장 93 (27.5+33+32.5) 겉섶 길이(內/外) 45.5 / 45

뒤품 54 안섶 너비(上/下) 6 / 24.5

고대 19 안섶 길이(內/外) 42.5 / 42.5

소매

진동 41 (삼각무 포함) 삼각무 14 × 14

소매 너비 26 - 24- 22.5
무

너비(上/下) -

수구 22.5 길이(內/外) -

깃

깃 너비 10 옆선 길이 27.5

겉깃 길이 32.5 트임 13

안깃 길이 33.5 뒷도련 너비 54.5

동정 너비/시작점 동정 없음
특징

겊섶과 안섶이 중심선에서 
밖으로 내어달림고름 너비×길이 너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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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299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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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299 한쪽 펼침

양쪽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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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299 들여달린 안깃

깃안과 어깨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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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삼 No.10300

구성 홑 소재 (겉/안) 면

염습 용도 수의 옷감 너비 34

길

뒷길이 58.5

섶

겉섶 너비(上/下) 5.7 / 18

화장 69 (23.2+34+12) 겉섶 길이(內/外) 38 / 19.5

뒤품 52 안섶 너비(上/下) 3 / 15

고대 17.5 안섶 길이(內/外) 35 / 30

소매

진동 24.5 삼각무 없음

소매 너비 23.5 - 22 - 22
무

너비(上/下) 2 / 14.5

수구 22 길이(內/外) 25.5 / 25

깃

깃 너비 8.7 옆선 길이 25

겉깃 길이 27.2 트임 없음

안깃 길이 25.5 도련 너비 74

동정 너비/시작점 동정 없음
특징

어깨 바대 있음
고름바대 있음고름 너비×길이 너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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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0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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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0 한쪽 펼침

양쪽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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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0 겨드랑무(겉)  

  

겨드랑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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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리 No.10301 

구성 솜 소재 (겉/안) 면

염습 용도 수의 옷감 너비 39.5

길

뒷길이 68

섶

겉섶 너비(上/下) 10 / 22

화장 68 (23.2+38.7+7) 겉섶 길이(內/外) 51.5 / 32.5

뒤품 60 안섶 너비(上/下) 4 / 14

고대 17.5 안섶 길이(內/外) 32 / 32 

소매

진동 34.5 삼각무 7.5×7.5

소매 너비 28 - 26 - 26
무

너비(上下) 5.3 / 15.5

수구 26 길이(內/外) 32.3 / 28

깃

깃 너비 10.3 옆선 길이 21

겉깃 길이 36 트임 없음

안깃 길이 38 도련 너비 78.5

동정 너비/시작점 탈락
특징 수구와 도련 세 땀 상침

고름 너비×길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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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1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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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1 한쪽 펼침

양쪽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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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1 겉깃과 겉섶

도련의 세땀 상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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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옷 No.10302 

구성 솜 소재 (겉/안) 면

염습 용도 수의 옷감 너비 34

길

뒷길이 113

섶

겉섶 너비(上/下) 13(5+8) / 51(22.5+28.5)

화장 75(28+33+15.5) 겉섶 길이(內/外) 85.5 / 74

뒤품 61.5 안섶 너비(上/下) 8 / 31(11.5+20)

고대 18.5 안섶 길이(內/外) 79 / 77

소매

진동 34 삼각무 4.5×4.5

소매 너비 29 - 28.5 - 27.5
무

너비(上/下) 3.2 / 27

수구 27.5 길이(內/外) 77.5 / 76.5

깃

깃 너비 10 옆선 길이 72

겉깃 길이 34 / 37.5 트임 없음

안깃 길이 34.4 / 34.5 뒷도련 -

동정 너비/시작점 탈락
특징

앞길이가 뒷길이 보다 3㎝ 짧다.
겉감 소매 끝의 옷감이 소실됨고름 너비×길이 너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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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2 앞

한쪽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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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옷 No.10303 

구성 솜 소재 (겉/안) 면

염습 용도 수의 옷감 너비 35

길

뒷길이 121.5

섶

겉섶 너비(上/下) 13(3+10) / 55(31+24)

화장 74(거들지 6㎝ 접음) 겉섶 길이(內/外) 89 / 88.5

뒤품 74 안섶 너비(上/下) 5.5 / 32(12.5+19.5)

고대 21 안섶 길이(內/外) 82.5 / 82.5(중75)

소매

진동 36 삼각무 5.5×5.5

소매 너비 30 - 31.5
무

너비(上/下) 2 / 31.5

수구 28 길이(內/外) 86 / 82

깃

깃 너비 12.5 옆선 길이 76.5

겉깃 길이 36.5 트임 없음

안깃 길이 37.5 뒷도련 -

동정 너비/시작점 탈락
특징

거들지 펼친 상태의 화장 
79.5㎝(33.5+35+11)고름 너비×길이 너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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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3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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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3 한쪽 펼침

양쪽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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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No.10304 

구성 홑 소재(겉/안) 면

염습 용도 수의 옷감 너비 34

길

총길이 82
바
지
통

엉덩이둘레(1/4) 55.5

허리둘레(1/2) 44.5 부리(1/2) 48.4

말기 너비 13 밑위 길이 35

고름 너비 2.3 밑아래 길이 31

주름

형태 맞주름, 외주름

바대

형태 삼각바대

너비 4.5~5 부착위치 허리선에서 5下

개수 앞 3, 뒤 3, 옆 1 밑변 / 높이 14.5 / 31

트임
형태 옆트임

특징 합당고
길이(말기제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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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4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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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4 바대(겉)

바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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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No.10305 

구성 홑 소재(겉/안) 삼베

염습 용도 수의 옷감 너비 34.5

길

총길이 87
바
지
통

엉덩이둘레(1/4) 불확실

허리둘레(1/2) 43 부리(1/2) 59

말기 너비 13 밑위 길이 41

고름 탈락 밑아래 길이 26.5

주름

형태 맞주름, 홑주름

바대

형태 삼각형

너비 3.5~5 부착위치 허리선에서 20 下

개수 앞3, 뒤 3, 옆1 밑변 / 높이 불확실

트임
형태 옆트임

특징 합당고
길이(말기제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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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5 앞

허리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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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No.10306 

구성 홑 소재(겉/안) 면

염습 용도 수의 옷감 너비 35.5

길

총길이 92.5
바
지
통

엉덩이둘레(1/4) 67

허리둘레(1/2) 44 부리(1/2) 65

말기 너비 13 밑위 길이 39.5

고름 탈락 밑아래 길이 41.5

주름

형태 맞주름, 외주름

바대

형태 사다리꼴

너비 3~5.3 부착위치 허리선

개수 앞 4, 뒤4, 옆1 밑변 / 높이 윗변 1.5 /  13.5 / 38.5

트임
형태 옆트임

특징 합당고
길이(말기제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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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6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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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No.10307

구성 겹 소재(겉/안) 면

염습 용도 수의 옷감 너비 33

길

총길이 98.5
바
지
통

엉덩이둘레(1/4) 55

허리둘레(1/2) 46 부리(1/2) 49

말기 너비 13 밑위 길이 38

고름 탈락 밑아래 길이 41

주름

형태 외주름

바대

형태 삼각 바대

너비 3~5 부착위치 허리선에서 29下

개수 앞4, 뒤4 크기 부착16/골선11/트임11

트임
형태 옆트임

특징 개당고 / 옆트임 별단 1.3㎝
길이(말기제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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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7 앞

뒤



- 138 -

치마 No.10308 

구성 솜 소재(겉/안) 면

염습용도 수의 옷감너비 35.5

길

총길이 81.5

주름

주름 상태 왼주름

치마 너비 340 주름 너비 / 개수 겉 2, 안 3~4 / 36

폭수 10 주름 시작 왼쪽 2/ 오른른쪽 10 

허리
말기

허리둘레 87
접음단

시작 허리선에서 63下 

말기너비 4 크기 8.8 × 2

치마끈 (길이×나비) 탈락 특징 접음단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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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08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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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목 No.10309

    

여모 No.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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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선 No.10311

 

소렴이불 No.10312

 

소렴포 No.1031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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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삼 No.10314 

구성 홑 소재 (겉/안) 면

염습 용도 대렴 옷감 너비 37.5

길

뒷길이 59

섶

겉섶 너비(上/下) 9.7 / 20

화장 76.5(31+36.5+18.7) 겉섶 길이(內/外) 41 / 25

뒤품 71.5 안섶 너비(上/下) 7 / 16

고대 19 안섶 길이(內/外) 28.5 / 26

소매

진동 29.5 삼각무 5.5 × 5.5

소매 너비 23.5 - 22 - 21
무

너비(上/下) 3 / 12

수구 21 길이(內/外) 25 / 20

깃

깃 너비 12.3 옆선 길이 14.5

겉깃 길이 32.5 트임 없음

안깃 길이 33 도련 너비 83

동정 너비/시작점 없음
특징 어깨바대, 고름바대 있음

고름 너비×길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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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14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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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14 한쪽 펼침

양쪽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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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14 안깃(겉)

안깃(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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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삼 No.10315 

구성 홑 소재 (겉/안) 면

염습 용도 대렴 옷감 너비 34

길

뒷길이 55

섶

겉섶 너비(上/下) 8 / 15

화장 66.5(33+33.5) 겉섶 길이(內/外) 32 / 20.5

뒤품 59.5 안섶 너비(上/下) 4.5 / 10

고대 17.5 안섶 길이(內/外) 25 / 21

소매

진동 26 삼각무 없음

소매 너비 24.5
무

너비(上/下) 없음

수구 21.5 길이(內/外) 없음

깃

깃 너비 10 옆선 길이 20

겉깃 길이 36.5 트임 없음

안깃 길이 31.5 도련너비 63

동정 너비/시작점 없음
특징 어깨바대, 고름바대 있음

고름 너비×길이 너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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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15 앞

한쪽 펼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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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리 No.10316 

구성 솜 소재 (겉/안) 면

염습 용도 대렴 옷감 너비 36.5

길

뒷길이 64

섶

겉섶 너비(上/下) 14.5 / 25

화장 74.5(26.5+35.5+12.5) 겉섶 길이(內/外) 44 / 33

뒤품 61 안섶 너비(上/下) 8 / 19

고대 18.5 안섶 길이(內/外) 30 / 28

소매

진동 31.5 삼각무 5×5

소매 너비 27 - 25.5 - 20.5
무

너비(上/下) 4 5.5 / 18.5

수구 20.5 길이(內/外) 37 / 32.5

깃

깃 너비 11.5 옆선 길이 27.5

겉깃 길이 37 트임 없음

안깃 길이 38 도련 너비 88

동정 너비/시작점 6.2(안1.3) / 19.5
특징

오른쪽 고름 탈락 /
 수구 도런 세땀 상침고름 너비×길이 1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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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16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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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16 한쪽 펼침

양쪽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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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16 겨드랑무

 무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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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No.10317 

구성 솜 소재(겉/안) 면

염습 용도 대렴 옷감 너비 33

길

총길이 87.5
바
지
통

엉덩이둘레(1/4) 51

허리둘레(1/2) 41 부리(1/2) 46

말기 너비 11.7 밑위 길이 40

고름 탈락 밑아래 길이 42

주름

형태 막주름

바대

형태 삼각바대 추정

너비 - 부착위치 측정불가

개수 - 크기 측정불가

트임
형태 옆트임

특징
개당고 / 심하게 보수됨 / 

부리 선단 2㎝길이(말기제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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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17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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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17 안 뒤집음

허리주름과 옆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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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조각 No.10318 

구성 홑 소재(겉/안) 삼베

염습용도 대렴 옷감너비 34

길

총길이 74(말기없음)

주름

주름 상태 -

치마 너비 1폴 34 주름 너비 -

폭수 4폭만 있음 주름 시작 -

허리
말기

허리둘레 -
선단

형태 -

말기너비 - 크기 -

치마끈 (길이×나비) - 특징
완형이 훼손되어 4폭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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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신 No.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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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옷 No.10320

구성 솜 소재 (겉/안) 면

염습 용도 대렴금을 대신했음 옷감 너비 35

길

뒷길이 119.5

섶

겉섶 너비(上/下) ? / 56(25+31)

화장 68(29+39) 겉섶 길이(內/外) 86 / 88

뒤품 72 안섶 너비(上/下) 7 / 36(22+14.5)

고대 19.5 안섶 길이(內/外) 83.5 / 83.5 (43 쪽이음)

소매

진동 36 삼각무 5.5×5.5

소매 너비 31.5
무

너비(上/下) 8.5 / 31

수구 29 길이(內/外) 84 / 84

깃

깃 너비 11 옆선 길이 78.5

겉깃 길이 39 트임 없음

안깃 길이 35.5 도련 -

동정 너비/시작점 탈락
특징

거들지 펼친 화장 : 78㎝
거들지 : 10㎝고름 너비×길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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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20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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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20 한쪽 펼침

양쪽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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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20 사각접은 삼각무

대렴포 No.103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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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옷 No.10322 

구성 솜 소재 (겉/안) 면 진갈색

염습 용도 보공 옷감 너비 37

길

뒷길이 116

섶

겉섶 너비(上/下) 13.5(3.5+10) / 55(24+31)

화장 78(36+43(거들지 10)) 겉섶 길이(內/外) 84 / 80

뒤품 81 안섶 너비(上/下) 12(8.5+4.5) / 34

고대 20 안섶 길이(內/外) 81 / 78.5

소매

진동 38.5 삼각무 5.5 × 5.5

소매 너비 33.5
무

너비(上/下) 3.5 / 32.5

수구 33 길이(內/外) 80 / 77.5

깃

깃 너비 12.5 옆선 길이 72.5

겉깃 길이 41.5 트임 없음

안깃 길이 알수 없음 도련너비 -

동정 너비/시작점 탈락
특징 심하게 훼손됨

고름 너비×길이 너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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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22 앞면

No.10322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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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니 No.10323~10326

 4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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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 No.10327  / 현 No.10328  / 훈 No.10329  / 구의 No.10330

명정

약 33㎝

현

33×193

훈

33×196

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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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 No.10331~10334 

앞

뒤

32

14.5  9

25.3

30



2. 어모장군 묘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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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 No.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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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리 No.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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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리바닥면

삽 No.10337



3. 고부이씨 묘 출토 유물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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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린 눈이 쌓여 있는 선영 주변❙

❙회곽에서 분리되어 밖으로 나와 있는 고부이씨의 단관(單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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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로 옮긴 고부이씨 목관❙

❙개관 후 보공 상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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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옷 수거후 대렴포 15매로 묶인 모습❙

❙대렴포 해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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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렴금 펼친후 아래쪽에 놓인 대렴 옷 수거 모습❙

❙대렴 옷 수거 하면서 소렴이 나타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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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렴으로 발아래 쪽에 넣어준 짚신❙

❙소렴 횡대(橫帶) 해체 후 종대(縱帶)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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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렴 염포 해체 모습❙

❙소렴 이불 펼치는 모습. 수의 장옷이 보이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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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중 가장 겉의 장옷을 펼친 모습❙

❙수의 장옷 2점을 모두 펼친 모습. 수의 저고리가 보이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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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목과 여모 쓴 모습❙

❙수의로 버선을 신은 모습❙



- 180 -

❙한삼 안에 놓인 3장의 다라니❙

❙다라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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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國大學校

기념행사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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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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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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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開館三周年紀念 “第二回 學術세미나 및 第三回 朝鮮朝 衣裳 復原 特別展”

∙ 日  時：1984. 5. 2 ~ 5. 4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중앙홀

∙ 論題 및 演士

1) 民俗博物館의 課題와 方向

하효길 관장(國立民俗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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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 우리나라의 機織技術

민길자 교수(國民大學校)

3) 舊韓末 宮中禮服 및 一般婦女服飾 硏究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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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5. 開館四周年紀念 “第三回 學術 세미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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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홀

∙ 論題 및 演士

1) 텔레비젼 사극의 고증과 실제

박성식 교수(培花女專)

2) 우리나라 傳統染色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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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6. 開館五周年紀念 “第四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五回 朝鮮朝 여자 저고리 特別展”

∙ 日  時：1986. 5. 2 ~ 5. 10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한국 고대의 장신구

김기웅 박사(文化財 專門委員)

2) 高松塚의 복식사적 연구

박경자 교수(誠信女子大學校)

3) 濟州道 여인의 속옷에 대한 民俗學的 硏究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朝鮮朝 여자 저고리 特別展

光海君妃 靑衫 외 57점

7. 開館六周年紀念 “第五回 學術 세미나 및 第六回 朝鮮朝 冠服 特別展”

∙ 日  時：1987. 5. 2 ~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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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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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應用方案 硏究

손경자 교수(世宗大學校)

3) 親蠶禮 및 親蠶服에 대한 硏究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특별전：朝鮮朝 冠服 特別展

興宣大院君 紫赤團領(重要民俗資料 第214號) 외 22점

8. 開館七周年紀念 “第六回 學術 세미나 및 第七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1988. 5. 2 ~ 5. 10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道敎服飾小考

임영자 교수(世宗大學校)

2) 日本의 服裝에 있어서의 韓日關係

山邊知行 관장(遠山紀念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1) 金海金氏(涵, 1568~1598년, 重要民俗資料 第209號) 

2) 陽川許氏(1450년대 추정)

3) 慶州李氏(泰坤, 1672~1763년)

9. 開館八周年紀念 “第七回 學術 세미나 및 第八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1989. 5. 2 ~ 5. 11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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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比較 小考

배정용 교수(淑明女子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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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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小考

박성실·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및 傳統壽衣一襲 復原展示

1) 城南 出土 東來鄭氏 出土服飾(1529~1604년) 30여 점

2) 傳統壽衣一襲 復原展示 30여 점

10. 開館九回周年紀念 “第八回 學術 세미나 및 第九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0. 5. 2 ~ 5. 12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佩玉에 관한 硏究

홍나영 교수(釜山女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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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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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1669년) 50여 점

11. 開館十周年紀念 “第九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1. 5. 2 ~ 5. 10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日本 文化女子大學 服飾博物館 所藏, 德惠翁主 遺物 小考

석주선 박사(本 博物館長)

2) 우리나라 古代 喪制 속에 반영된 宗敎觀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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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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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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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572년) 30여 점

12. 開館十一周年紀念 “第十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一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2. 5. 2 ~ 5. 12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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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天錄과 燕行錄의 服飾

임기중 교수(東國大學校)

3)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柳氏 遺物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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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13. 開館十二周年紀念 “第十一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二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3. 5. 2~ 5. 11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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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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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考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4) 高陽市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 遺物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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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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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高陽市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1660年代 추정) 遺物 20여 점

14. 開館十三周年紀念 “第十二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三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4. 5. 2 ~ 5. 12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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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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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1841년) 遺物 30여 점

15. 開館十四周年紀念 “第十三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四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5. 5. 2 ~ 5. 15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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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忠州市 木溪洞 出土 豊山洪氏 遺物 小考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忠北 忠州市 木溪洞 出土 豊山洪氏(1699~1763년) 遺物 30여 점

16. 開館十五周年紀念 “第十四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五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6. 5. 2 ~ 5. 13



- 187 -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구포리 최숙 무덤의 구조와 출토 유물

한창균 교수(檀國大學校)

2) 화성 구포리 출토 복식의 섬유 외물질 분석에 관한 소고

안춘순·조한국·김정완 교수(仁川大學校)

3) 화성 구포리 出土服飾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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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17. 開館十六周年紀念 “第十五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六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7. 5. 2 ~ 5. 16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조선 전기 출토 직물의 종류와 그 제직 기구에 대한 고찰

–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을 중심으로 – 
심연옥·민길자 교수(國民大學校)

2) ｢儀軌｣에 나타나는 借字表記 硏究(1)

– 조선후기 服飾 어휘를 중심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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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유물 40여 점

18. 開館十七周年紀念 “第十六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七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8. 5. 2 ~ 5. 15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파주 금릉리 慶州鄭氏 墳墓에서 출토된 服飾에 찍힌 陀羅尼와 佛敎符籍

박상국 실장(國立文化財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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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 금릉리 출토 慶州鄭氏 유물의 섬유 외 성분에 관한 분석

안춘순·조한국 교수(仁川大學校)

3) 파주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 소고

박성실 관장서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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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1538년) 遺物 40여 점

19. 開館十八周年紀念 “第十七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八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9. 5. 2 ~ 5. 14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조선시대 묘비문을 통해서 본 합장 문제

김우림 학예연구사(高麗大學校 博物館)

2) 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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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영 출토 高靈申氏(조선전기) 遺物 50여 점

20. 開館十九周年紀念 “第十八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九回 전통 어린이 옷 特別展 어린이 

날 우리옷 잔치(패션쇼)”

∙ 日  時：2000. 5. 2 ~ 5. 31

∙ 場  所：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

石宙善紀念博物館 展示室

∙ 論題 및 演士

1) 한국의 전통적인 아동 양육과 상징

유안진 교수(서울대학교 아동가정학과)

2) 아동놀이의 의미와 기능

임동권 명예교수(中央大學校)

3) 전통 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전통 어린이 옷 特別展

박물관 소장품 150여 점, 외부 박물관 대여품 20여 점

∙ 어린이날 우리 옷잔치(패션쇼)：1900년대 어린이옷(50여 벌)을 복원

21. 開館二十周年紀念 “第十九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二十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1. 5. 2 ~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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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제1전시실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紗·羅직물의 제직기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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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17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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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1782년) 유물 59점

22. 開館二十一周年紀念 “第二十回 學術 세미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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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홀·제1전시실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조선시대 記錄畵의 제작 배경과 畵風의 변천

   이원복 부장(國立中央博物館)

2) 조선시대 기능적 馬上衣類 실증적 고찰

   김향미(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과정)·박성실 교수(本 大學)

3) 서울시 중계동 星州李氏 大司憲 彦忠(1524~1582년) 墓 복식 고찰

   박성실 교수(本 大學)

∙ 特別展

1) 서울 중계동 출토 星州李氏 大司憲 彦忠(1524~15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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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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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홀·제1전시실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조선시대 철릭 연구

금종숙(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과정)·고부자 교수(本 大學)

2) 民畵와 風俗圖에 나타난 옷

윤열수(嘉會民畵博物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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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 예산 출토 坡平尹氏(女, 1735~1754년) 유물 연구

고부자 교수(本 大學)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1) 충남 예산 출토 坡平尹氏(女, 1735~1754년) 유물

2) 조선시대 철릭(본 박물관 소장 출토 유물)

24. 開館二十三周年紀念 “第二十二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二十三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4. 5. 2 ~ 5. 18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제1전시실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전통 복식 문화의 현대적 활용 방법 모색

금기숙(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

2) 섬유문화재의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

박지선(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

3) 사모의 보존 처리에 관한 연구

유효선(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박미진(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석사과정)

4)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李氏 密昌君 服飾 考察

박성실 교수(本 大學)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李氏 密昌君 樴(1677~1746)墓 출토 복식류 70여점

25. 開館二十四周年紀念 “第二十三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二十四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5. 5. 2 ~ 5. 18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제1전시실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契會圖의 복식 연구자료와 성격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2)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大虎, 1541~1624년)유물 연구

고부자(本 大學)

3)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유물의 바느질 연구

금종숙(本 박물관 조교)

4)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유물의 피륙 연구

김주영(사회교육원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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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과정)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掌隸院 判決使 河陰 公(大虎, 1541~1624년)墓 服飾類

26. 開館二五四周年紀念 “第二十四回 國際學術 세미나 및 第二十五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6. 5. 2 ~ 5. 28

∙ 場  所：서울역사박물관 1층 대강당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 論題 및 演士

1) 법륭사보물관의 염직품과 수리에 대하여

澤田むつ代(동경국립박물관 보존수복과)

2) 金代 齊國王 墓 服飾 出土 披術과 관련 問題

趙泙春(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 연구원)

3) 淸代 初期의 絹織物

包銘新·許輝(중국 동화대학)

4) 출토복식을 통해보는 임진왜란 이전 남녀복식의 조형적 특징

박성실(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

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임진왜란 이후 출토복 개설

고부자(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 석주선박사 10주기 추모 출토복식 특별전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27. 開館二十六周年紀念 “第二十五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二十六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7 5. 2 ~ 6. 2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제1전시실

蘭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論題 및 演士

1) 大田 出土 江陵 金氏(女, 朝鮮 前期) 유물

고부자(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

2) 大田 出土 江陵 金氏(女, 朝鮮 前期)유물의 바느질 연구

금종숙(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박사과정)

3) 大田 出土 江陵 金氏(女, 朝鮮 前期) 유물의 피륙 연구

김주영(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석사, 석주선기념박물관 조교)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大田 出土 江陵 金氏(女, 朝鮮 前期)墓 服飾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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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開館二十七周年紀念 “第二十六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二十七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8 11. 7 ~ 11. 30 

∙ 場  所：본 대학 인문관 소극장 

본 박물관 제4전시실

∙ 論題 및 演士

1) 신경유 장군 출토복식모티브를 이용한 현대 복식 

임은혁(SADI 패션디자인과 교수)

2) 靖社功臣 申景裕와 武官家門

鄭萬粗(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3) 신경유묘 출토 직물 연구

조효숙(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4) 신경유의 靖社功臣像과 17세기 전반기 武官胸背 圖像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5) 경기도 광주 출토 정사공신 신경유(1581~1633) 복식고찰

박성실(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平山申氏 景裕(1581~1633)墓 출토복식 특별전

29. 開館二十八周年紀念 “第二十七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二十八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9.  5.  2 ~ 2009. 5. 31 

∙ 場  所：본 대학 인문관 소극장 

본 박물관 제4전시실

∙ 論題 및 演士

1) 海南尹氏家의 學問과 朋黨정치

이종범(조선대학교 사학과 교수)

2) 海南尹氏 橘亭公派 廣州出土 遺物 硏究 

고부자(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

3) 우리나라 출토복식의 발굴현황 분석

최규순(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전임강사)

4) 海南尹氏(善言, 1580~1628)墓 出土 철릭의 모양과 바느질 연구

금종숙(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박사수료)

5) 海南尹氏 廣州出土 遺物의 피륙 연구

이혜경(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과정)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海南尹氏(善言, 1580~1628) 廣州出土 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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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第二十八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二十九回 出土服飾 特別展”

 “17세기 후반기 사대부家 여인의 멋차림－성주이씨 이형보의 부인 해평윤씨 출토복식－”

∙ 日  時：2010. 11. 05 ~2010. 11. 30

∙ 場  所：본 대학 인문관 소극장

본 박물관 제4전시실

∙ 論題 및 演士

1) 해평윤씨 묘 출토 직물의 조형 특성

조효숙(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2) 해평윤씨 묘 출토 퇴화 직물에 관한 연구

채옥자(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원)

3) 조선 현종대 후반~ 숙종 중반 정국 동향

이현진(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4) 경기도 파주 해평윤씨 女墓 출토 복식에 관한 연구

이명은(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원)





❍ 여는 날：매주 화.목(특별전 기간에는 매일 개관)

❍ 시  간：오전 10시 ~ 오후 4시

❍ 쉬는 날：1. 국경일과 공휴일

2. 본교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3. 기타 박물관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Tel：031) 8005-2389, 2390    Fax：031) 8021-7157

♠ 안전한 관람을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의 단체관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하며 

단체 관람일 경우 지도교사의 동반을 원칙으로 합니다.

受   領   證

  제29호를 수령하였습니다.

  수 령 일：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성    명：  (인)

  보 낼 곳：단국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번지

(우) 448-701

  ＊다음 간행물을 보내드릴 때 명단작성의 근거가 되오니

꼭 수령증을 반송해 주십시오.





韓國服飾           第二十九號

  찍은 날 2011年  11月  8日   印刷

  펴낸 날 2011年  11月 10日   發行

       發      行    檀國大學校  

TEL：(031) 8005-2389, 2390

FAX：(031) 8021-7157

       登      錄    1968年 2月 27日 NO. 가 제3-95

       印      刷    新            陽            社

TEL：(02)2275-0834·4585·4566

FAX：(0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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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