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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제30회 학술발표·제31회 특별전을 기념하며

우리 학교는 올해 개교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석주선기념박물관

의 민속·복식 분야에서는 1981년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특별전과 더불어 학술발표와 

그 결과를 담은 학술지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로 제30호를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박물관의 민속·복식분야는 고(故) 난사(蘭斯) 석주선(石宙善)박사께서 일생 동안 모

으신 복식관련 유물 3,365점을 기증받아 1981년 5월 2일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으로 개관되

었습니다. 석주선 박사는 우리나라 전통복식의 뿌리를 찾고 보존하는데 앞장서 온 분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家의 유물” 전(展)이므로 석주선 박사의 수집품 가

운데 최고라 할 수 있는 ‘덕온공주(德溫公主)와 그 후손’의 유물 228점으로 꾸몄습니다. 덕온

공주(1822~1844)는 조선 23  순조(純祖) 임금의 세 번째 따님으로 조선시  마지막 공주이

십니다. 더불어 그 후손의 유물을 함께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 왕실과 사 부 사이

의 의생활 계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석주선박사께서 덕온공주 관련 유물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  후반 장서각(藏

書閣)에서 덕온공주의 손녀인 윤백  여사와 첫 만남을 시작하면서 이어온 오랜 인연이 밑

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유물은 석박사님의 제자로서 우리 박물관 민속·

복식 분야를 이끌어온 고부자·박성실 두 분의 노력으로 정리되고 보존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도와주신 윤백  여사와 장서각, 경기도와 용인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그리고 이번 학술발표에 귀중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신 박성실선생, 이은주교수, 이욱선

생, 김민정교수, 황문환교수, 신명호교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전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

와주신 학교와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 유물의 정리와 전시에 애써주신 박물관 학예연구원, 전

통의상학과 교수 및 재학생과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자원 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전시와 학술 연구가 후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 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  



연구논고 1



德溫公主家 유물 소장 배경과 

유형별 특징

-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

박 성 실

(난사전통복식문화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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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溫公主家 유물 소장 배경과 유형별 특징

- 석주선기념박물  소장품을 심으로 -

Ⅰ. 머리말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을 제외하고 왕실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많

지 않다. 소장한 경우라도 누 에 걸쳐있는 다양한 유물을 만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런 의미에서 금번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덕온공주가의 유물 특별전은 주목되는 

행사이다. 본 박물관의 민속유물 가운데는 난사(蘭斯) 고 석주선(石宙善, 1911~1996) 관장

이 동덕여자 학 교수로 재직(1958~1976) 시에 덕온공주의 손녀이며 순조비 순원왕후(純

元王后, 1789~1857)의 외증손녀인 사후당(師侯堂) 고 윤백 (尹伯榮, 1888~1986) 여사로부

터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222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덕온공주(1822~1844)는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 1남[효명세자] 3녀[명온, 복온, 덕온공주]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조선의 마지막 공주가 된 인물이다. 덕온공주의 유물을 중심으로 남편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1823~1887), 생모 순원왕후, 양자인 윤용구(尹用求, 1853~ 

1939)일가, 윤용구의 딸 윤백  일가의 유물이 주류를 이룬다. 그밖에 정조비 효의왕후(孝

懿王后, 1753~1821)와 후궁 화빈윤씨(和嬪尹氏, 1765~1824), 익종비 신정왕후(神貞王后, 

1808~1890), 헌종계비 명헌왕후(明憲王后, 1831~1903), 순종계비 윤황후(1894~1966) 등 왕

실의 유물을 포함하여 략 2세기에 걸쳐있다. 복식류를 비롯하여 수식, 화장도구, 장신구, 

직물, 주방용구, 왕실에서 받은 서찰을 포함한 다양한 문방구류, 오락 관련 유물을 포함한 

기타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유물들은 1976년 석주선관장이 정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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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단국 학교에 기증한 3,365점에 포함되어 있다. 

윤용구 감은 고종 부터 순종 승하시까지 요직을 거치면서 왕실행사에 참여하 고 윤

백  여사는 총명다문(聰明多聞)하여 궁중생활사에 식견이 높았고 윤황후와 가까워 해방이

후에도 왕실과의 교류가 지속되었다.

석주선 관장의 덕온공주가 유물 수집은 1958년을 시작으로 1960년 , 1970년 에 집중

되어 윤백  여사와의 사이에 빈번한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유물에 따라서는 윤용구

와 윤백  부녀가 한글로 써놓은 설명글이 남아있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덕온공

주가의 유물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석주선 관장과 윤백  여사의 만남과 수집과

정, 각각의 유물에 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덕여  교수로 

재직시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으로 수집, 정리된 것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는데 어려

움이 많다.

필자는 관장님의 손녀로서 만나는 기회가 많았고 복식사를 전공하면서 가깝게 모시게 

되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으나 본 유물 수집 과정에 직접 간여하

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덕온공주 집안의 유물들은 다양한 구성으로 

공주가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므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 다. 

이 글은 신당동 자택 시절에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만남을 통해 보고 들은 내용을 진솔하

게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필자도 종심(從心)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기억력에 한계를 느끼

나 남겨진 기록들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Ⅱ. 나의 할머니 석주선 관장님

공식적으로 필자와의 인척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금번이 처음이다. 관장님은 3남 1녀 가

운데 셋째 고명딸로 평양에서 출생하 다. 첫째는 사업가 석주흥(石宙興, 1905~? )님으로 

필자의 외조부이다. 장남으로서 월남하지 않았고 둘째는 나비박사 석주명(石宙明, 1908~ 

1950)님, 셋째 석주선 관장님, 넷째는 피부과 의사 석주일(石宙一, 1914~1981)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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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모친 석윤복(石允福, 1922生)님은 석주흥의 장녀로 태어났으며 석주선 관장의 조

카이며, 필자에게 석주선 관장은 고모님이 되신다. 필자의 외조모가 모친 6세에 돌아가

자 후모(後母) 품에서 자라는 조카딸이 가여워 고모[석주선]가 외할머니 역할을 신하 다

고 한다. 2남 2녀의 장녀로 태어난 필자가 국민학교에 입학할 당시에는 외투며 옷가지와 

책가방까지 만들어 보내 주었으며 일부는 필자가 소장하고 있다. 부친이 지방에서 병원을 

운 하 기 때문에 1956년 숙명여중에 입학하게 되면서 서울 유학생활이 시작되었다. 동

생들은 차례 로 서울에서 국민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숙명여중 근처에 살게 되면서 주말

이면 여동생과 함께 신당동 석할머님 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운 행사가 되

어 있었다. 1959년 숙명여고에 입학할 즈음에는 우리집도 신당동 자택 근처로 이사하여 더 

자주 들리게 되었고 고3때부터 학1년(1961~1962) 재학 시에는 할머님 에서 함께 지내

기도 하 다. 

집안에서는 “석할머니”라 호칭하 으나 필자에게는 존경하는 스승이자 무서운 호랑이 할

머님이었다. 항상 바쁘게 지내시던 모습만 익숙할 뿐 낮 시간에 눕거나 한가하게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뵌 적이 없다. 몸이 아파서 쉰다거나 병원에 다니신 기억도 없다. 생전에 

말씀 중에는 어려서 너무 몸이 약해 외동딸로서 부모님께 불효했으나 고생 속에서도 아프

지 않고 험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해져 내 몸이 재산 1호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 다. 

주말에 관장님은 유물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조그만 밥상을 책상으로 삼아 장서각에서 베껴

온 고문헌 내용을 자주색 PARKER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다시 옮겨 적었다. 인쇄를 한 것처

럼 정성스럽게 쓰인 노 – 트 여러 권이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때문에 집안에서도 석할머

님 앞에서는 언제나 긴장되고 어려워서 자상한 할머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유물의 수집부터 보관까지 부분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살림을 

돕는 학생이 있었으나 심부름을 하는 정도 밖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물 구입에 필요

한 현금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구입 후에도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자신의 경험으로 쌓아 나갔다. 이 과정은 오빠 석주명의 나비 수집과 보관, 카드 작

성 등 상은 다르지만 독창적으로 해결하는 연구 자세를 보고 있었기에 가능하 던 것으

로 보인다. 처음 만든 유물카드는 두세 차례 보완되어 유물에 한 정보를 기록하고 소장

처는 “석주선고전의상실”로 인쇄되어 있었다. 이 유물카드는 단국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카메라의 성능이 좋지 않아 고민하던 중에 거금의 사진기를 구입하고 소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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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좋아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된다. 

헌옷의 가치나 보존처리 등 황무지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수집된 유물들은 오염제거 →

수선 → 라벨(label) 부착 → 다림질 → 사진 촬 → 비닐 주머니 밀봉 → 오동상자 보관 순으

로 정리하 다. 이밖에도 유물 장 등록, 유물카드 작성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초보자인 

필자가 하는 일이란 유물을 닦거나 다림질, 비닐주머니 만들기, 신문 스크랩 등이었다. 스

크랩 정리를 잘못하여 심하게 꾸중받던 기억은 평생 잊지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관장님은 항상 일과 함께 있었고 간간이 도움을 주는 제자들도 나그네와 같은 

존재 다. 1960년  초반 신당동 자택 안방에서 윤백  여사를 뵌 적은 있으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 

신당동 자택을 자주 출입하 던 필자의 모친도 여사를 기억하고 있다. 수도여자사범

학(세종 학교 전신)에서 관장님의 제자 손경자 교수(현 한국복식학회 고문)를 만나 한국

복식사를 전공하게 되면서 할머님의 호출이 점차 잦아졌다. 특히 방학기간이나 주말을 이

용하여 사진 촬 을 할 때가 많았다. 그동안 모아진 유물은 물론 고증하여 복원한 복식을 

모델에 입혀 신당동 자택이나 동덕여자 학, 민속촌, 창경궁, 덕수궁 등에서 촬 하 다. 

신당동 자택은 지 99평에 건평 25평 정도의 적산가옥으로 방은 3개이나 유물을 보관하

는 방을 제외한 방 2개에서 비좁게 생활하 다. 유물을 정리하거나 촬 이 있는 날은 온 

집안이 일터로 변해 걸어 다닐 틈새도 없었다. 자택에서 촬 할 때에는 앞뜰에 작은 정원

을 피해서 문 안쪽을 배경으로 촬 하 는데 위로 여러 가닥의 전기 줄이 지나가 그림자 

때문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자 외부에서도 촬 하게 되었으나 이

동이나 준비가 만만하지 않아 고생의 연속이었다. 당시의 사진들은 한국복식사(1971. 보

진재)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고궁에서 촬 한 흑백사진 일부는 상궁이나 후궁의 사진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1981년 5월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이 개

관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이후 박물관은 관장님의 고향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병상에서도 

박물관 걱정을 놓지 않으셨다. 본 박물관 개관되고 얼마 후에는 필자도 모르는 사이 남편

과 상의를 마친 석할머님의 부름으로 단국 학교에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공식적인 관계로 

이어져 15년간 보좌하게 되었다. 천안 단국 학교 병원에서 임종까지 지켜보게 되었으니 

할머님과 필자의 만남은 숙명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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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덕온공주가 유물 소장 배경

1. 석주선 관장의 연구 동기와 활동 과정

석주선 관장의 경력사항은 출판된 저서나 제자들이 만든 추모집,1) 회갑기념 민속학논

총2)을 통하여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또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글 “내

가 걸어온 길”3)을 포함하여 우리 옷나라4)에도 일부 소개되어 있다. 석주선 관장의 멘토

는 오빠 석주명이었다. 당시 비관심 분야 던 전국의 나비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국제적으

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는 모습을 익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산 공부를 하려면 시간을 

아껴야 한다. 토막난 시간, 부스러기 시간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오빠의 말씀을 평

생 실천하며 살았다.5) 전국을 돌며 나비를 수집하고 지도에 표시한 나비지도는 석주선 관

장의 유물수집 지도와 닮은꼴이다. 6.25동란 때 오빠 석주명의 원고와 유품은 여동생 석주

선의 노력으로 지켜질 수 있었다. 1996년 3월 석주선 관장 타계 후 사택이었던 강남구 논

현동 청학아파트에서 유품을 정리할 때는 석주선 관장의 정신까지 옮긴다는 각오로 침 와 

식탁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박물관으로 옮겼다. 그 가운데 단단하게 포장된 채로 보관되어 

있는 오빠 석주명의 친필 원고와 일부 유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품은 석주선기념박물관

에 소장품으로 등록하여 보관하고 있다. 

1938년 동경제국 학에서 열리는 국제에스페란토 회에 참가하는 오빠[석주명]를 따라 

잠시 다녀온다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함께 동행한 것이 석주선 박사의 연구 활동에 계기

가 되었다. 때마침 동경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동생[石宙一]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난사 석주선 박사 추모사진집 간행위원회(1998.5), 한국복식학자 고 난사 석주선 박사 추모사진집, 

고려서적

난사 석주선 박사 추모사진집 간행위원회(2006.5), 蘭斯 石宙善 관장 10주기 추모집, 석주선기념박

물관

2) 석주선교수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1971.12), 민속학논총, 통문관, pp.3-7.

3) 석주선(1982.5), ｢내가 걸어온 길｣ 民俗學論叢 Ⅱ, 석주선 박사 고희기념논총, pp.17-26.

4) 석주선(1998.5), 민속학자 석주선의 우리 옷나라, pp.7-34, 현암사, 본서는 관장님 사후 생전에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석주선 관장 생존시 발간된 <석주명(1992.5) 과학나라, 현암사>의 전례를 참고하

여 필자가 만들어 헌정하 다.

5) 석주선, 앞의 책,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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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생처럼 의학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아 어머님의 바느질 솜씨를 닮아 자

신이 있는 양재학원에 등록하 다. 1940년 일본고등양재학원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근무하

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귀국하 다. 곧바로 국립과학관 공예학 연구실에 취업하여 주부

들을 상으로 간단한 양장, 한복, 어린이 옷을 만들 수 있는 무료 강습회를 열어 의생활 

개선에 매진하 다. 전시회를 개최하여 작품을 선보임에 따라 호응이 좋아져 지방에서 개

최하기도 하 다. 1948년경에는 동아백화점(신세계백화점 전신)에서 작품전시회를 가졌고 

전시회장을 방문한 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위당 정인보(鄭寅普, 1853~?) 선생을 만나 (국

조)오례의를 추천받으면서 문헌연구를 병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복수집가에서 연구가로 

발전하게 된 것은 위당 선생님 덕분이라 하 다.6)

한편 국립과학관 인근에 위치한 서울가정보육사범학교(수도여자사법 학 전신)에서 양

재 강사로 출강하게 되어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하 다. 일본 유학은 서구화된 복식문화

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옷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되었

다. 조상들의 헌옷을 수집하는 한편 이론적인 한복 구성법을 연구하기 시작하 다. 학생들

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복식유물 수집은 반듯이 선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

다. 해방 이후부터 흉배 한 두 점을 시작으로 6.25동란 이전까지 유물을 50여점 수집하

으나 전쟁으로 모두 유실하 다. 전쟁은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군인 담요로 양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 다. 1954년에는 구 화신백화점 뒤

편에 석주선의복연구실 “小花洋栽店”을 열어 잠시 운 을 하기도 하 다. 그러나 학자로서

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1955년 수도여자사범 학의 교수가 되었고 제자들에게 양복과 함

께 한복도 가르치기 시작하 다. 

한편으로 창덕궁에 보관 중이던 50여점의 왕실 복식들이 심하게 파손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복원품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처음으로 복원한 것은 활옷이었다. 수도여자사범 학 

학생 4명이 6개월 동안 자택에서 작업하여 1958년 완성되었다. 필자도 여러 번 복원 현장

을 보았으며 당시 식사와 간식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완성되었다. 이 활옷 유

물은 애석하게도 1959년 6월 6일 창덕궁 재산관리처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앞자락 일

부만 남아 복원품과 함께 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잿더미 속에서 직접 찾아낸 것이다.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유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는지 알 수 없으니 애석한 일이다. 경제

6) 석주선, 앞의 책,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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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정으로 7세 아동 치수로 줄여서 속옷까지 210여점을 복원하고 1958년 8월 중앙공

보관에서 “李朝衣裳展示會”를 성황리에 마쳤다.7) 고증은 석주선, 제작은 시모님[崔南]과 시

누이[沈海鎭]가 담당하 다. 자식이 없이 홀로 활동하 기 때문에 독신으로 알려져 있는 경

우가 많지만 관장님의 글 가운데에서도 시어머님의 바느질솜씨를 훌륭하다고 지적하 듯

이8) 결혼이 한국복식 연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측면도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사헌 심동신(沈東臣, 1824~?)의 금관조복 일습은 심해진 여사 증조부의 유물이

다. 1948년경 오빠(석주명)의 소개로 생물학자 심학진(沈鶴鎭)과 결혼하 다.9) 신당동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 으나 자식이 없이 6.25동란으로 생이별을 한 이후에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李朝衣裳展示會”는 국내 처음으로 개최된 전시회 고 당시

에 제작된 포스터와 현장 사진이 남아있다. 이는 일반인들이 조상들의 때묻은 옷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 한편 경제적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 다. 당시에 제작된 복원품은 필자

에게 주었는데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이 개관된 이후 그동안의 수고를 보답하

는 것이라 하 다. 이 내용은 본 박물관 개관 시 마네킹의 머리를 담당하여 주었던 한복 

디자이너 고 허 씨가 필자보다 먼저 듣고 전해주기도 하 다.

유물 수집과 연구는 계속되어 1961년에는 한복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우리나라

옷(광문출판사)이 출간되었다. 내용 중에 버선제도는 수백 명의 발을 재어서 실험한 결과

물이다. 이 책은 한복구성의 전문서로서 학교 교재로 활용되었다. 1963년에는 덕수궁 국

립박물관에서 그동안 수집된 유물과 창덕궁에 소장된 적의본(중요민속문화재 제67호)을 참

고하여 복원한 적의를 포함하여 제2회 “古典衣裳展”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창덕궁

의 궁중복식 일부는 지하실에 보관되기도 하 다. 경향신문 1963년 8월 6일자에는 창경원 

장서각 표본관 지하실에 썩고 있는 의상, 군기, 옥책 등 연구가치가 많은 유물들이 장화를 

신어야 할 정도로 지하수가 침수된 속에서 심하게 부식된 상자 속에 방치되고 있음을 기사

화 하 다. 석주선 교수 인터뷰에서는 기막힌 현실을 안타까워 하면서 형태를 볼 수 있는 

일부 유물은 활옷, 원삼, 구군복, 너울 등이라고 하 다. 당시의 유물은 1981년 문화재관리

국에서 발간한 朝鮮時代 宮中服飾에 담겨있다. 1966년 6월에는 신세계화랑에서 개최된 

7) 난사 석주선 박사 추모사진집(1998.5), pp.28-29.

1958.8.15~8.22 이조의상전시회 중앙공보관, 후원 동덕여자 학, 조선일보, 공보관.

8) 석주선(1998.5), 앞의 책, p.18.

9) 沈海鎭(1928~), 2012. 3. 8 면담, 오빠 심학진 선생은 경성제국 학 약 학장을 지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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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의 의복을 포함한 “李朝衣裳遺物展”은 수많은 인파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필

자도 관람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인파를 보고 놀라웠다. 이어서 1967년 7월에는 “李

朝 비녀 뒤꽂이 特別展”이 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해외 전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1970

년에는 동경에서 “韓國古典衣裳 裝身具 特別展”이 있었고 국립박물관에서 귀국전도 병행되

었다. 

관장님의 유물 수집은 1960년  절정을 이루었는데 윤백  여사의 소장품뿐만 아니라 

외부 유물도 구입하 다. 당시 재직하고 있던 동덕여자초급 학은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하 고 인사동과 접해있어 유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통문관 이

겸노(1907~2006) 관장도 중요한 정보로 도움을 주신 분 가운데 한분이었다. 월급날에는 얄

팍한 월급봉투를 들고 인사동 골동품 거리를 찾아가 남아있는 물건값을 갚고 나면 빈털터

리가 되어 집에 있는 쌀독이 궁금해졌다고 한다.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동생[石宙一]이나 

필자의 부친으로부터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6년 7월에는 동덕여자 학을 정년퇴임

하고 소장유물 3,365점을 단국 학교에 기증하 다. 당시 마지막 유물인 3,365번은 필자의 

시모님이 혼인 시 착용하 던 반회장저고리이다. 기회가 되면 필자와 며느리의 녹의홍상도 

기증 할 예정이며 먼 훗날에 3 의 녹의홍상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석주선 관장은 1950년 에 이발소에 가서 짧은 컷트 머리를 하 다. 방학 동안에는 지

방으로 민속조사를 위해 여러 날 집을 비웠다. 신당동 자택 뒷편에는 업용 택시 정차장

이 있었다. 새벽에 출발해야 할 때에는 바지와 점퍼로 남자처럼 꾸미고 예약한 택시를 타

고 서울역으로 출발하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민속조사를 떠나 유물을 조사할 때에

는 예의를 갖추어 진솔한 태도로 후손들과 만났다고 한다.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옛그림

이나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넝마와 다름없는 많은 복식유물을 수집할 수 있었던 배경에

는 학문에 한 열정과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집념, 그리고 희생이 있었다.

2. 석주선 관장과 윤백영 여사의 만남과 교류 

석주선(1911~1996)관장이 윤백 (1888~1986) 여사를 처음 만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직접 들은 기억도 있고 글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자라줌치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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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을 찾아다닐 때 우연히 종로구 원서동에서 만났다고 한다. 곧바로 함께 으로 가

서 유물을 확인하고 집으로 가져와서 손자에게 달아주기 위해 잘랐던 노리개술을 복원하여 

원형보다 짧아졌음을 누차 밝힌바 있다.10) 이 유물은 덕온공주의 자라줌치노리개로서 기

증받아 1964년 3월 8일자로 유물카드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등록 날짜보다 훨씬 이

전부터 구입된 유물이 있다. 유물번호 0037인 후수(後綬)는 윤백  시가(媤家)의 유물로서 

1958년 6월 21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윤백  여사로부터 수집된 최초의 자료이다. 따라

서 두 분의 만남은 1958년경이나 그 이전으로 보여진다. 윤백  여사를 만난 원서동은 창

경원과 인근 거리이며 당시 창경원 장서각에 소장된 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들렀던 차에 만

났던 것으로 보인다.

1963년 8월 제2회 “古典衣裳展” 전시회장에서 촬 된 두 분의 기념사진이 남아있다. 당

시 신당동 자택에서 관장님을 돕고 있던 학생 이원옥(1946~)11) 님도 어느 해인지 기억나

지 않으나 몇 차례 다녀가시고 때로 식사를 하시던 여사를 기억하고 있다. 자택에서 만날 

때에는 유물 일부를 가지고 방문 하 을 것이다. 유물카드에 기록된 날짜는 신수 유물이 

정리되어 등록된 날짜이며 유물 상태에 따라 입수 당일일 가능성도 있고 보수나 오염제거 

등으로 정리 기간 이후에 등록되기도 한다. 1959년에는 총 8점이 구입, 기증되었다. 1월 

24일에는 덕온공주의 매개댕기 2점, 패물선 1점이 기증되었고 8월 9일에는 덕온공주 당의 

2점은 구입되고 색헝겊상자, 장도끈 각 1점은 기증되었다. 1960년부터 1969년까지는 해마

다 유물이 입수되어 총 105점에 이른다. 이어서 1970년 에 75점, 1984년에 5점, 1990년  

29점 등 총 222점이 등록되었다. 1984년과 1987년, 1992년과 1995년에 등록된 유물들은 

복식유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관 중에 있다가 후에 등록된 것이다. 유물의 

종류는 관류 6점, 수식류 41점, 장신구류 5점, 의류 64점, 류 2점, 낭류 10점, 신발 1점, 

기타류 93점 등으로 구분된다. 1960년 는 가장 많은 수량의 유물이 등록되어 빈번한 교류

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당시 윤백  여사는 70  노인이었으며 신당동 사저를 여러 번 방문하 던 것으로 보인

다. 1966년 당시 국립민속관(국립민속박물관 전신)에 근무하고 있었던 동덕여자 학 제자 

박명자(1944~)님은 윤백  여사를 만난 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물이 

10) 民俗學論叢 Ⅱ, 내가 걸어온 길, pp.20-21.

11) 이원옥(현67세)은 1961년부터 1970년 결혼하기까지 관장님의 생활을 도와주었고 결혼으로 인척이 

되었다. 2012. 3. 27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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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년월일  소장유물 등록 내역 수량

1950
년

’58.06.21. 후수 1

’59.01.24. 매개댕기(2), 패물선 3

   .08.09. 당의(2), 색헝겊상자, 장도끈 4

소계 (8)

1960
년

’60.08.09.
패 집, 매개댕기, 화각참빗((2), 화각빗, 주칠빗(2) 주칠얼개빗, 화각부
채빗, 살쩍밀이, 소자, 비녀함, 노리개보(3), 안경집속, 철릭, 원삼, 장옷, 솜
저고리, 누비삼회장저고리, 토수(2), 망수, 비한, 광다회, 각낭, 시계집, 날염보.

29

입수 될 때 윤백  여사에게 가를 치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12) 석주선 관장 자신도 

“남의 물건이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받아오는 일이 없었다. 항상 그렇게 가를 

치르니까 헌 옷도 돈이 된다고 소문이 났는지 물건 수집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 다.13) 

또한 1960년 전후는 아직 복식 유물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석주선 관

장은 윤백  여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인의 소장품뿐만 아

니라 양반가의 유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 귀한 유물을 소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964년 신당동을 방문한 윤백  여사가 어사화가 소장된 장소를 알려주고 직접 안내하여 

아궁이에 들어가기 직전의 어사화를 구할 수 있었던 일을14) 종종 전해주었다. 그밖에도 한

말 궁내부 특진관 이도재(李道宰)의 손부 회장저고리도 소장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양반가의 유물도 70여점에 이른다. 여사는 1982년 10월 4일 9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

고 한남동 소재 본 박물관을 방문하 다. 본인이 소장하 던 조상의 유물들이 소중하게 보

관되어 있음을 확인하 고 4개의 전시실을 모두 관람하 다. 당시 명성황후 사진에 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어서 필자가 제시한 전(傳) 명성황후 사진을 보시고 명성황후가 아니라

고15) 분명하게 말씀하 다. <표>는 유물 소장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덕온공주가 유물 소장 과정

12) 박명자 면담, 2012. 3. 27.

13) 석주선, 앞의 책, p.22.

14) 民俗學論叢 Ⅱ, 내가 걸어온 길, p.21.

15) 필자가 제시한 사진은 목제 큰머리를 얹고 원삼을 입고 앉아있는 여인으로 당시 명성황후 여부를 놓

고 논란이 진행중에 있었다. 윤백  여사는 명성황후를 만난 마지막 생존 인물이었다. 사진을 보시자 

명성황후는 얼굴이 가름하고 총명하 으며 얼굴이 얽지 않았고 제시한 사진은 아니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1973년 9월, ｢주간여성｣, p.88. 기록과 같은 내용이었다.(출처 金基烈 ｢사후당 윤백  한글의 

서예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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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년월일  소장유물 등록 내역 수량

1960
년

   09.16. 분첩(2), 연지첩, 토수(2), 방한토수, 오방낭자 7

   10.12. 굴레, 배자 2

’61.05.05. 궁낭 1

’62.07.10. 매개댕기, 댕기첩, 수화준노리개, 동다리옷, 전복, 겹저고리, 적삼, 행전 8

   08.10. 세닢보, 떠구지 2

   10.15. 행전 1

’63.05.06. 주단척 1

   06.20. 면경 1

   06.22. 댕기첩, 제비부리댕기, 떠구지댕기 3

   06.30. 족두리보, 얼레빗, 탕건 3

   07.15.
면경, 어깨걸이, 연지곤지찍는 도장, 전복(2), 두루마기, 마제굽토수, 배꼽주
머니

8

   07.17. 마제굽토수 1

   07.30. 월자(조짐머리), 월자(새앙머리 2), 3

   08.01. 굴레 1

   08.09. 주칠빗 1

   08.28. 팥잎댕기, 관복, 삼회장저고리 3

   09.15. 전복(2), 깨끼저고리(2), 행전(2), 부시쌈지 7

’64.03.08. 자라줌치 1

   07.10. 목극 1

   08.27. 마고자 1

   12.11. 아청베보 1

’65.06.02. 적삼 1

   06.07. 삼회장저고리 1

   09.09. 초충선 1

   09.20. 마고자 1

   11.03. 아청모시보 1

’66.08.15. 絞帶 1

’67.01.15. 안경집속 1

   03.24. 수낭 1

   07.20. 토수(2) 2

  11.10. (항아)당의 1

   12.22. 토수 1

’68.03.07. 버선, 솜저고리, 치마 3

’69.06.20. 까치두루마기 1

   07.03. 삼회장저고리, 누비삼회장저고리, 제비부리댕기 3

소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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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년월일  소장유물 등록 내역 수량

1970
년

’73.02.10. 부싯쇠 1

   05.01. 마제굽토수, 두가닥댕기 2

   05.06. 제비부리댕기 1

   05.27. 掃子 1

   06.03. 은개구리첩지, 떠구지댕기, 네가닥댕기 3

   07.01. 메뚜기, 재령현감지인, 엇선 3

   08.17. 패물선집 1

   09.03. 슬란조각(2), 자적금선단, 녹피, 책력, 삼승 6

   09.10. 홍금선단, 자색운문단, 잔누비, 오목누비, 잔누비조각, 靑內供紬 6

   09.17. 선 1

   09.30. 재봉침사, 화각모필 2

   11.25. 금박댕기, 夾囊 2

   12.03. 메뚜기줄 1

   12.17. 등다권 1

   12.20. 주묵 1

’74.01.15. 저울, 저울집, 윷판, 윷말주머니 4

   01.20. 버선본, 양념국자, 족박솜, 도련명주, 제갈무후마상점, 한13도이정표 6

   01.30. 토수(2), 호족반 3

   02.10. 버선본 1

   02.26. 백곡생초, 을라, 관사, 양태문갑사, 녹선금단(2), 자적금선단, 춘사, 마포 9

   03.04. 시전지 1

   04.20. 망수(3), 간지, 오색간지, 색지, 메뚜기줄, 근봉 8

   05.10. 봉서궤, 주함, 투전, 罷睡, 파수집, 중도단자 6

   05.15. 용자창 1

   06.22. 등채끈, 명주보 2

   07.10. 겹저고리, 치마 2

소계 (102)

’80
년

’84.05.23. 큰머리상자, 삿자리, 하사물목 3

’87.05.20. 오색견사, 실방석 2

소계 (5)

’90
년

’92.05.07. 굴레, 색동마고자, 버선, , 도래자 5

’95.10.10.
한지(2), 백봉서지, 서간문(8), 간찰, 서예(7), 묵화(2), 윤백 해서, 백첩지, 세찬
물목

24

소계 (29)

총계 222

(궁서체는 덕온공주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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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는 가장 많은 양의 유물이 수집되었다. 1960년부터 1969년까지 해마다 등록되

었고 22회는 한 점씩만 등록되어 빈번하게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8월 9일에

는 덕온공주 의복, 윤용구 감 의복을 포함하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의 유물

이 등록되었으며 총 105점이 등록 정리 되었다. 1970년 는 1973년과 1974년에 수집되었

고 총 64점이 등록되었다. 1980년 와 1990년 는 참고용으로 보관되었던 것이 모두 등록

되었다.

Ⅳ. 소장 유물의 유형별 특징

본 박물관에 소장된 덕온공주 집안의 유물들은 복식을 포함하여 생활소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덕온공주를 중심으로 생모 순원왕후, 남편 해평윤씨 남녕위

윤의선(尹宜善, 1823~1887), 양자인 윤용구(尹用求, 1853~1939) 일가, 손녀 윤백  일가의 

유물이 주류를 이룬다. 그밖에 왕실의 유물 일부가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덕온공주 집안은 로 왕실과 인척관계를 유지한 가문이다. 양아들 윤용구는 고종 , 

순종 에 이르기까지 요직을 거치며 신임을 받았다. 또한 순종의 계비 윤황후의 부친인 윤

택 의 7촌 당숙이다. 이와 같이 덕온공주와의 혼인으로 더욱 가까워진 해평 윤씨 집안과 

조선왕실의 인연이 광복 이후까지 지속되어 덕온공주와 관련된 유물도 다양하고 풍성해 질 

수 있었다. 또한 윤용구 감과 덕수궁[고종]의 큰방상궁 서씨와는 의남매를 맺은 사이

다. 두 분 사이에 오고간 편지가 남아있으며 저자도 가지고 있다16)고 하 다. 왕실 유물들

은 생활소품 중심으로 한 두 점의 유물이 남아있다. 정조비 효의왕후(孝懿王后, 1753~ 

1821)와 후궁 화빈윤씨(和嬪尹氏, 1765~1824), 익종비 신정왕후(1808~1890), 헌종계비 명

헌왕후(1831~1903), 고종비 명성황후(1851~1895), 순종계비 순정효황후(1894~1966) 등이

다. 수량은 미미하나 화장도구, 오락용구, 직물편, 윤황후 노년기 복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16) 김용숙(1987.3),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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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는 부분은 언간(諺簡)류이다. 유물의 내력을 적은 윤백  여사의 친필 언간이 남아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물에 한 이해를 위해 유물과 관련된 인물을 중심으로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순원왕후(純元王后)와 덕온공주(德溫公主)

순조(純祖, 재1800~1834)비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안부원군 조순(祖淳, 1765~1832)의 

딸로 정조 24년(1800)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고 정조(正祖, 재1776~1800)의 승하로 인해 

상을 지내고 순조 2년(1802) 왕비로 책봉되었다. 순조가 승하하고 손자인 헌종(憲宗, 재 

1834~1849)이 8세 어린나이로 즉위하자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헌종

이 후사없이 승하하고 철종(哲宗, 재1849~1863)이 즉위하자 다시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당시 순원왕후는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수렴청정을 하는 왕 비로서 반세기 넘어 권력

의 중심에 있었으나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여인으로 살았다. 1남 3녀를 두었으나 모두 자신

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는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순원왕후는 21세에 효명세자(1809~ 

1830)를 낳았고 다음해에는 첫째 딸 명온공주(1810~1832)를 출산하 다. 8년이나 지난 후

에 둘째 복온공주(1818~1832)를, 다시 4년 후인 34세에 셋째 덕온공주(1822~1844)를 낳았

다. 효명세자는 11살(1819)에 가례를 올리고 19세(1827)에 첫아들[헌종]을 낳았으나 22세

(1830)에 훙서(薨逝)하 다. 2년 후인 1832년에는 5월에 복온공주, 6월에 명온공주를 한 달 

사이에 잃는 참담한 비극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무남독녀가 된 막내딸 덕온공주에 한 

사랑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1837년 공주 가례 시에는 순조마저 승하하여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가례가 치러졌다. 그럼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아 덕온공주는 1837

년 가례를 올린 이후 후사를 두지 못하고 1844년(23세)에 죽음을 맞이하여 순원왕후는 막

내딸이자 고명딸마저 잃게 되었다. 덕온공주의 묘자리를 결정할 때 왕기(王氣)가 있어 공

주의 묘자리로 불가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내용이 포함된 “순원왕후 

어필”이 서울 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결국 반 를 무릅쓰고 다른 좋은 곳이 있다 

하여도 반드시 이곳에 장사할 것이니 후에 묘을 이장 하던지 알아서 하도록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이 순조와 익종이 계시지 않아 일어난 것이라는 한탄과 함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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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덕온공주의 일생과 가문에 한 별도의 연구18)가 있으므로 구체

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고종 8년에는 명온공주와 덕온공주의 손자와 아들이 같은 날 과거

에 합격하자 고종은 매우 기뻐하 고 11년에는 명온, 복온, 덕온공주묘에 내시를 보내어 

치제(致祭)토록 하 다.19) 지속적으로 왕실의 관리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24

년(1887) 윤의선이 졸하 을 때 고종은 장례절차를 의례 로 행하도록 하고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고 3년 동안 녹봉을 지급하도록 하 다.20)

2. 윤용구(尹用求)와 윤백영(尹伯榮)

석촌 윤용구(石村, 1853~1939)는 덕온공주(1822~1844) 남편인 부마 윤의선(尹宜善, 1823~ 

1887)의 양자로 출계하 다. 덕온공주가 졸서(卒逝)후 9년 만에 출생하 다. 고종 8년

(1871) 정시(庭試) 병과(丙科) 25명 가운데 16위로 합격하 고 직장(直長)으로 문과에 등제

되었다.21) 윤용구 감의 행력은 과거급제 이후 승승장구 하 는데 高宗實錄과 純宗實

錄, 承政院日記에 자세하다. 고종 에는 성균관 사성(14년 12월 11일), 이조 참의(16

년 6월 30일), 도승지(19년 7월 25일), 이조 참판(20년 3월 5일), 규장각 직제학(22년 4월 

11일), 의정부 좌참판(29년 10월 17일), 이조 판서(30년 2월 24일), 법무아무 신(31년 7월 

15일), 궁내부 특진관(32년 7월 23일), 홍문관 학사(34년 6월 18일), 판돈녕원사(39년 12월 

28일) 등이 표적 행력 사항이다. 순종황제의 지문을 찬술할 때는 판돈녕원사 신분이었으

며 내용 가운데는 사왕전하(嗣王殿下；순종)께서 윤용구에게 하교하기를 “군(君)은 왕실의 

가까운 인척으로서 가까이 출입하여 7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지냈으니 이번 이 유궁(幽

宮)의 지문은 군이 맡도록 하라” 하자 감격하여 노병(老病) 때문에 사양한다는 말을 할 수 

17) 이승희 역주(2010.12), 순원왕후의 한글편지, 푸른역사, pp.366-375. 본서에는 원문, 현 문, 해설

까지 기록되어 있어 관찬사료에서 볼 수 없는 궁중의 일상생활을 참조해 볼 수 있다.

18) 신명호(2012.5), ｢덕온공주의 일생과 가문｣, 한국복식,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 高宗實錄 8年1月4日, 敎曰: “明溫、德溫兩公主子若孫之同日科聲, 甚是奇喜。11年8月12日, 明溫、

福溫、德溫公主墓, 遣內侍致祭

20) 高宗實錄 高宗 24年 12月29日 傳敎 南寧尉尹宜善卒。敎曰: “此都尉端凝之姿、謹愼之操, 憂愛向國, 

予所深知。纔聞病患之報, 遽見逝單之至, 驚畫何言? 追念疇昔, 尤增愴廓。卒南寧尉家, 遣中使護喪, 

禮葬等節, 照例擧行。東園副器一部輸送, 成服日遣承旨致祭, 祿俸限三年仍給。”

21) 한국역 인물종합시스템 인물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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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22)고 하 다. 순종황제의 지문을 찬술하기 이전에도 왕실의 서사관이나 제술관으로 

참여하 다. 純宗實錄에는 일본 정부에서 종친과 공로자에게 귀족령을 베풀고 남작 벼

슬과 위로금을 주면서 거절하지 말고 받도록 하 다. 하지만 당시 작위를 내려준 상 중

에는 윤용구를 포함하여 자결하거나 반납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23) 한일합방 이후에는 

서화에 집중하여 많은 글과 그림을 남겼다. 화려한 그의 행력과 달리 가족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미술사24)나 서예사25) 분야 연구가 참고 된다.

석촌 윤용구는 1853년 12월 13일 해평 윤씨 회선(尹會善, 1801~1861)과 셋째 부인 여흥 

민씨(1821~1904)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 윤회선은 군수를 지냈고 작은 아버

지이자 양부인 윤의선이 덕온공주와 혼인한 남녕위 윤의선(尹宜善, 1818~1887)이다. 조부 

윤치성(尹致性, 1743~1812)은 예조참판, 증조부 윤홍열(尹弘烈, 1725~1798)은 공조판서, 

양조부 윤치승(尹致承, 1789~1841)은 화성판관, 양증조부 윤명렬(尹命烈, 1762~1832)은 이

조참판,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역임하 다. 12  위의 선조인 12세 윤두수(尹斗壽, 1533~1601), 

13세 윤방(尹昉, 1563~1640), 14세 윤리지(尹履之, 1579~1668)는 각각 임진왜란, 정묘호란

과 병자호란때의 호종공신이다. 이러한 명문세가의 직계후손으로 자라면서 14살때인 1867

년 이전 남녕위의 양자로 들어갔다26)고 한다. 윤용구 감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첫째 부인은 광산 김씨이며 자녀가 없었고 둘째 부인 연안 김씨 사이에는 3명의 자녀를 두

었고 장녀가 윤백 (1888~1986) 여사이다. 아래로 4살, 6살의 남동생이 있었으나 모두 잃

어 외동딸로 자랐다.

윤백  여사의 어린 시절 고종은 사후당을 소소주(小小主)라 부르며 언제나 반겼다고 하

며 명성왕후 민비도 안부 차 자주 만났다고 한다.27) 윤백  여사는 유년시절을 거의 내간

(內間)에서 글공부와 쓰기, 침선으로 보냈으며 글공부는 당시 석학으로 이름 높던 부친 윤

용구로부터 직접 배웠다. 당시 집에는 덕온공주가 시집올 때 가져온 책 수천 여권이 있었

22) 純宗實錄附錄 純宗 19年6月11日, 嗣王殿下又敎用求曰: “君以王室近戚, 出入邇密, 爲七十年之久。 

今此幽宮之誌, 君其撰之。今此幽宮之誌, 君其撰之。” 用求感激殊渥, 不敢以老病辭。” 

23) 純宗實錄附錄 純宗 3年10月14日.

24) 최열(2011.12), ｢윤용구, 逍遙와 劍氣의 遊戱空間｣ 새터마을 소답꽃집, 김종 미술관, pp.122-135.

남녕위 출생을 1823년으로 보고되었으나 궁중발기에는 고종 15년 戊寅년(1878) 환갑을 맞은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출생은 1817년으로 보여진다.

25) 김기열(2008), ｢사후당 윤백  한글의 서예미 연구｣, 성균관 학교 유학 학원 석사학위 논문.

26) 최열, 앞의 책, pp.123-124.

27) 김기열, 앞의 책, p.11. 小小主는 小小姐의 오기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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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며 많은 책을 읽어서 궁중에도 소문이 나 있었다. 15세 되던 봄철에는 철종비 철인

왕후가 하명하여 1천여 권의 진귀한 책들을 가지고 가서 해설을 해 주었다고 한다. 1902년 

2살 위인 유용준(兪容濬, 1886~1945)과 결혼하 다. 혼례를 앞두고 갖가지 침선을 배우고 

마지막 조복까지도 능숙하게 했으나 관 는 완전하게 배우지 못하 다고 한다. 이때 부친

으로부터 “사후당(師候堂)”이라는 별호를 받았는데 이는 송나라 명현 정명도(程明道, 

1032~1085)의 모친이 후(候)씨인데 그 명현의 어머니를 스승처럼 가슴에 간직하고 배우라

는 뜻이었다. 19세에 장남 승목(承穆)을 낳고 막내아들 종목은 27세에 출산하 다.28) 덕

온공주가에 소장되었던 장서들은 장서각에 기증하 고 현재는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

각에 소장되어 있다.

윤백  여사의 장서각 나들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고 국문학자 고 김용숙(金用淑), 

고 김동욱(金東旭), 구황실 장서각 고 황경환(黃慶煥) 관장을 포함하여 석주선 교수는 장서

각에서 만나는 현직 교수들이었다.29) 윤백  여사에게는 저동궁 할머니(덕온공주 궁호), 

책 할머니, 궁할머니 등 다양한 별칭으로 호칭되었다. 윤백  여사는 부친과 남편을 잃고 

8.15 광복으로 토지개혁이 되자 여사의 가정생활도 궁핍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어서 발발한 6.25 전란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식 유물을 수

집하는 석주선 관장과의 만남은 운명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유물기록 카드에는 기증과 

구입이 구분되어 있으며 주로 복식류나 직물류 외에는 모두 기증으로 정리되어 있다. 

3. 유형별 유물 특징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민속품은 유물의 성격에 따라 총 9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1

장 관립건모류, 2장 수식류, 3장 장신구류, 4장 의복류, 5장 흉배류, 6장 류, 7장 낭류, 

8장 화혜리류, 9장 기타류 등이다. 각각의 장은 다시 중분류, 소분류로 세분되어 있다. 덕

28) 김기열, 앞의 책, pp.5-7.

29) 김용숙은 궁중풍속연구가로 교류가 있었고, 김동욱은 황경환 관장에게 “궁중용어”를 국문학회에서 발

표하도록 주선하 다.(1963.5 국어국문학 제26권, pp.269-293). 황경환은 머리말에서 …윤백 여사는 

금년 73세의 고령이나 聰明多聞하셔서 궁중고사에 한 필자의 물음에 늘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하 다. 황경환 관장은 ｢御寶 小考｣(문화재 1, 1965. 문화재연구소), 조선왕조의 제사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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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공주 집안의 유물들은 1장부터 9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유물의 종류는 관류 6, 수

식류 41, 장신구류 5, 의류 64, 류 2, 낭류 10, 신발 1, 기타류 93점 등으로 구분된다. 분

류에 따른 유형별 유물의 구성과 특징을 략적으로 소개한다. 이 내용은 윤백  여사의 

전언(傳言)이 기본이 되어 석주선 관장이 기록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분적으로 최근 연구 

성과의 내용을 추가한다.

발간 예정인 도록에 각각의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1) 관(冠), 립(笠), 건(巾), 모(帽)류

탕건(宕巾) 1점, 굴레 3점, 족두리보 1점, 패 (貝纓)집 1점 등 모두 6점이다. 탕건은 조

선의 남자들이 상투를 틀고 망건을 두른 다음 위에 덮어 쓰는 건(巾)의 일종이다. 집안에서 

평상복 차림에 쓰거나, 외출시 또는 예복을 입을 때 관모의 밑받침용으로 착용한다. 풍속

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김득신(金得臣)의 ｢兢齋 傳神帖｣ 중 투전(鬪牋), 강희

언(姜熙彦)의 ｢士人揮毫｣ 등에 인물들이 탕건을 쓴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속의 탕건

은 말총처럼 부드럽지 않고 사모에 무각 형태와 유사하게 그려져 시 적 특징을 보인다. 

조선의 탕건은 당건(唐巾)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 雅言覺非에서는 “당건을 잘못하여 

탕건으로 번역하 는데 중국음이 ‘唐’을 ‘탕’으로 발음하기 때문이라고”30) 지적하 다. 五

洲衍文長箋散稿에도 당건과 탕건을 동일시하고 있다. 유물은 윤용구 감이 판서 시절에 

사용하던 것으로 말총으로 정교하게 엮어 만들었다. 전세 유물 가운데는 정자관 속에 탕건

이 함께 부착된 형태도 보인다. 

굴레는 돌을 맞이한 유아를 비롯하여 4~5세까지의 여아들이 많이 썼다. 동절용과 하절

용으로 구분되며 오색견사와 구슬로 화려하게 꾸며준다. 굴레는 어머니의 정성과 솜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려하게 꾸며진 것이 많다. 그러나 개성지방에는 굴레를 만드는 공장

이 따로 있었다고 하며 상부에 천도나 박쥐모양의 장식과 구슬로 화려하게 꾸며주었고 평

양 지방은 주로 색실로 만들었는데 해방 무렵에는 겨울에만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31) 굴레

는 여러 가닥의 끈으로 연결되는데 양옆은 앞다리, 뒤는 뒷다리, 가로줄은 누운다리, 목 부

분은 목다리로 구분하 다. 동절용은 틈새가 보이지 않고 하절용은 틈새를 주어 바람이 통

30) 丁若鏞(1762~1836), 雅言覺非 卷2, “唐巾 誤飜爲宕巾 華音唐爲”

31) 박성실(1998.12),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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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만들었다. 1897년 황자아기시[ 친왕] 삼칠일의복발기에는 아청색 갑사로 옥판을 

갖춘 색단굴레가 진상되었다. 고종의 왕자 보현당 소생 우(瑀; 八個月 夭折)의 굴레를 쓴 

사진이 전한다.32) 3점의 굴레 가운데 2점은 양반가의 전통적인 유물이다. 나머지 어른용 

굴레는 1968년 윤백  여사의 장남 유승목(兪承穆)이 회갑이 되자 아들에게 입히려고 손수 

만든 굴레와 색등거리, 허리띠, 버선 일습에 포함된 것이다. 이것은 중국 초나라의 현인(賢

人) 노래자(老萊子)가 70세 노령에 부모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보여서 부모를 즐겁

게 하 다는 “老萊子斑衣”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에 반 되어 

왕실과 양반가에서 교훈적으로 활용되었다. 

족두리보는 자색과 남색의 명주로 만든 겹보자기로서 족두리를 쌌던 것이다. 덕온공주

의 유물로서 1987년 중요민속문화재 제212호로 지정되었다. 패 (貝纓)집은 패 [笠纓]을 

보관하 던 주머니이다. 패 은 흑립이나 전립과 같은 입자형 관모에 달아 매어주는 것으

로 “갓끈”이라고 한다. 융복을 입을 때 당상관은 자립(紫笠)에 산호ㆍ호박이나 모 패 , 

당하관은 흑립(黑笠)에 수정 패 을 하도록 규정하 다. 패 집만 남아있어 종류를 알 수 

없으나 두록색명주에 솜을 넣어 누벼서 만든 것을 보면 진귀한 패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구슬의 수량을 기록한 묵서된 부분이 남아있다.

2) 수식류

떠구지 1(댕기부착), 조짐머리 1, 새앙머리 2, 댕기 13, 빗 9, 첩지 1, 화장도구 10, 수부

(首部) 4점 등 총 41점이다.

조선의 여인들이 머리를 크고 풍성하기 위해 가체(加髢)를 사용하는 풍습은 국초부터 성

행하 는데 조와 정조 에 이르러 가체의 폐단을 실감하고 나라법으로 금지하 다. 정조 

12년(1788) 비변사에서 가체신금절목(加髢申禁節目)을 올려 구체적인 금제 절목을 제시하

다. 그 가운데 얹은머리를 신하여 쪽머리를 하도록33) 권장하 다. 떠구지 기록은 ｢順

和宮접초｣ 명절 복식 기록에서 확인된다.34) 떠구지는 목제 큰머리에 꽂는 비녀 종류이다. 

32) 박성실(2000.4),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전통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 단국 출판부 pp.136-138.

33) 正祖實錄 正祖10年 3日 備邊司進《加髢申禁節目》…士族妻妾、閭巷婦女, 凡係編髢加首、本髮加

首之制, 一切禁止 士族妻妾….

34) 김용숙, 앞의 책, pp.284-289, 필자에게 누차 복식학계에서 올바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그

러나 윤백  여사의 기중품이 떠구지와 떠구지 댕기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윤백  여사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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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김용숙 교수는 생전에 필자에게 목제 큰머리가 떠구지가 아님을 강조하 다. 

조짐머리는 ‘조진머리’ ‘조지미’라고도 하며 쪽머리의 일종이다. ‘조지미’는 허술하지 않도

록 단단히 단속하다를 뜻하는 ‘조지 –’에서 파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5) 유물은 여러 가

닥의 다리로 땋아 쪽을 짖고 첩지머리와 연결시킨 형태이다. 가발처럼 되어 있어 사용하기

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첩지머리에는 은개구리첩지가 부착되어 있고 조짐머리에는 

백동민잠(白銅珉簪)과 흑각잠(黑角簪)으로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평상시에 하는 쪽머리 

위에 얹어 사용하여 쪽머리 보다는 큰 형태임을 알 수 있으며 혼례와 같은 사에 성장(盛

粧) 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 시에는 흑각잠을 빼고 정식 비녀로 체하 다. ‘궁

중발기’ 가운데 헌종 후궁 경빈 김씨 정미가례시(1847), 고종과 명성황후 병인가례시(1866)

와 왕비 유물 패물 표찰에 등에 조짐가체에 사용되는 패물 기록이 있다. 용잠, 봉잠을 포

함하여 여러종류의 파란잠과 도금잠, 반자 등의 기록이 있어36) 화려하게 성장하 음을 짐

작할 수 있다. 궁중풍속에서는 왕비가 합방을 하는 날에 남치마와 분홍 저고리를 입고 조

짐머리를 하 다37)고도 한다. 

새앙머리는 사양계(絲陽髻) 혹은 ‘생머리’라고도 하며 반가의 미혼녀나 궁중의 나인들의 

머리 모양이다. 다래를 두 가닥으로 땋아서 본인 머리와 같이 3~4촌 길이가 되도록 쌍줄로 

묶고 그 위에 댕기로 매어 계급을 표시한다. 지밀 소속 내인은 네가닥, 도청·침방·수

방·고야방 내인은 두가닥 댕기를 맨다. 팥잎 댕기는 지체 낮은 무수리나 처자가 낭자머리

에 매었다고 한다.38)39) 이상은 윤백  여사의 전언에 따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머리가 

짧은 경우 새앙다리를 사용하여 풍성하게 만들었다. 유물은 새앙머리용 다리(月子) 2꼭지

를 말아 올려 접은 후 합쳐서 댕기로 묶어 고정하 다. 상부에는 홍색으로 위를 덮고 검은

색으로 싸주어 정리하 다. 양반가에서는 동지나 정조 문안시 입궐할 때에는 새앙머리에 

석웅황을 달기도 하 다.40) 정미년 가례(1847)에서 익종의 후궁 경빈 김씨가 헌종과 함께 

야참상(夜餤床)을 받을 때 경빈김씨는 새앙머리를 하고 견마기에 란치마를 입은 차림이

가시 사용한 목제 큰머리와 댕기가 있다.

35) 황문환 외(2010.12),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p.71.

36) 박혜진(2005), ｢조선시  후기 궁중패물 연구｣, 단국 학교 석사학위 논문, p.57.

37) 金用淑(1987.3), 朝鮮朝 宮中風俗 硏究, 일지사, pp.183-184.

38) 石宙善(1971.12), 韓國服飾史, 보진재, p.69.

39) 석주선(1993.6), 冠帽와 首飾,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155, 226

40) 석주선(1993.6), 冠帽와 首飾,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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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41) 또한 혜경궁 홍씨의 관례 60주년을 기념하여 행사한 기록 己巳進表裏進饌儀軌
(1809)에는 향차비(香差備), 전언(典言), 전빈(典賓) 이 새앙머리와 새앙댕기를 드린 모습이 

그려져 있다.42) 이상의 가체 유물은 착용자를 알 수 없으나 문헌에 보이는 궁중 여인의 머

리 형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댕기는 여자의 머리를 고정하거나 장식하는데 긴요한 도구로 반상을 가리지 않고 사용

되었다. 댕기는 총 13점으로 끝모양이 뾰족한 제비부리 댕기3점, 떠구지[목제큰머리] 댕기 

2점, 가체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매개댕기4점, 금박댕기 1점, 네가닥 댕기, 두가닥 댕기, 팥

잎댕기 각 1점 등이다. 제비부리 댕기는 모두 국화문과 수복자문으로 부금되어 있으며 홍

색 한 점, 자적색이 두 점이다. 자적색 한 점은 덕온공주가 7세(1829)에 공주로 봉작(封爵)

될 때 사용하 던 것이다. 제비부리 댕기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친왕비 댕기와 경운박

물관 소장 이혜경[의친왕의 5녀] 여사의 새앙댕기와 진주장식을 제외하고 흡사하다. 궁중발

기 중에도 정미가례(1847), 군부인 김씨[의친왕 부인] 길례 시에 새앙댕기의 기록이 있

다.43) 따라서 이들 유물은 새앙머리에 사용하 던 새앙댕기일 가능성이 크다. 떠구지[목제 

큰머리] 댕기는 검은색의 좁고 긴 댕기이다. 매개댕기는 가체를 이용하여 머리를 성장할 

때 연결부위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보조 역할을 한다. 검정색의 부금 댕기는 남아용이다. 

빗[梳子]은 여인의 머리 손질에 필수적 자료이다. 실용성과 함께 소재나 제작에 장식성도 

포함되었다. 빗은 모두 9점으로 8점은 덕온공주 유물이다. 4점은 화각빗이며 중심 를 화

각으로 만들었다. 나머지 4점은 주칠빗으로 살구나무로 만든 반원형이다. 빗살이 촘촘하며 

얼레빗은 다소 성글다. 반가용 얼레빗 1점은 화류이며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어 있다. 고려

학교 소장 16세기 파평윤씨 모자미라 출토 유물중에는 여러가닥의 다리[月子]와 함께 빗

접과 빗종류가 함께 출토되었다.44) 빗의 형태는 근  유물과 유사하다.

화장도구 역시 여인의 필수품으로 다양한 제구들이 있다. 유물은 면경 2, 분첩 2, 연지첩 

1, 연지 도장 1, 소자(掃子) 2, 수건 1, 살쩍밀이 1점 등이다. 면경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휴

용 손거울이다. 정조 후궁 화빈(和嬪) 윤씨의 경수궁(慶壽宮) 큰방 상궁이 윤용구 감 

부인에게 보내온 면경은 회나무로 만든 것이다. 나머지 면경은 먹감나무 몸판에 참죽나무

41) 이명은(2003), ｢궁중긔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p.159.

42) 김태연(2003), ｢己巳進表裏進饌儀軌에 나타난 복식｣, 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p.88., 93.

43) 박혜진(2005), ｢조선시  후기 궁중패물 연구｣, 단국 학교 석사학위 논문, pp.30-33.

44) 서정원·이승혜(2003.11), ｢파평윤씨 출토유물 종합목록｣ 파평윤씨 모자미라 종합연구논문집 2, 

pp.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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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테를 둘렀다. 앞의 면경보다 다소 작게 만들어져 있다. 유물에 따라서는 거울과 나침반

을 함께 부착하여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든 것도 전한다. 

분첩은 분을 바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조선시  분은 쌀이나 분꽃씨를 가루내어 만든 

미분을 사용하 는데 접착력이 떨어져 물에 개어 얼굴에 바른다. 가루 입자가 미세할수록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 명주로 바닥을 한 소형의 분채에 걸러 사용하 다. 코리아나 화장

박물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도구들이 전한다.45) 분첩은 누에고치를 얄팍하게 펴서 풀

솜을 싸 준 것이다. 연지첩은 다소 작으며 손잡이용 꼭지가 달려있다. 연지와 곤지를 찍던 

도장은 흑각(黑角)을 조롱박 모양으로 깎아 만든 것이다. 연지는 주사(朱砂)와 홍화로 만든 

색조화장품이다. 7.9/5.0㎝의 작은 연지벼루가 화장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소자는 빗을 

청소할 때 사용하 던 빗솔이다. 각(角)으로 조롱박 모양을 깎아서 표면에 주칠을 해주고 

수복문을 새겼다. 돼지털로 만든 솔을 달았다. 흰색의 소자는 정조의 서녀 숙선옹주(淑善

翁主, 1739~1836)의 것으로 상아로 만들었다. 살쩍밀이는 윤용구의 유물로서 잔머리털을 

망건 사이로 밀어 넣어 잔털을 정리하는데 사용하며 모로 만든 것이다. 

그밖에 수식의 부품(部品)으로 덕온공주 관례시(1837) 사용한 비녀상자가 있다. 뚜껑 안

쪽에 “뎡유계츄 관례시 됴금용일” 묵서되어 용잠을 보관하 던 상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큰머리를 보관하 던 윤백  여사의 상자와 댕기첩 2점은 매개댕기와 목제 큰머리에 

달린 댕기를 쌌던 것이다. 녹색 한지와 황색 한지로 되어있다. 

3) 장신구류

노리개 2점과 노리개보 3점 등 모두 5점에 불과하고 내용도 빈약하다. 그러나 윤백  여

사와의 인연을 맺어준 자라줌치 노리개가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리개는 중종 에 최

세진(崔世珍)이 주해(註解)한 훈몽자회에 ‘패(佩)’를 ‘노리개패’라고 하여 노리개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朝鮮語辭典(1938)에는 노리개를 금은주옥으로 만든 여자 패물의 한 종

류로 소개되어 있다. ‘궁중발기’에는 임오년(1882) 왕세자 순종의 가례와 헌종 후궁 慶嬪의 

정미가례일기(1847)에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1962년 수집 초기 등록된 수화준(繡花

樽) 노리개는 다홍색 공단에 오색견사로 자수한 술통 모양의 노리개이다. 전형적인 노리개 

45) 코리아나 화장박물관(2010), 한국의 화장도구,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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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다르다. 자라줌치 노리개는 덕온공주가 장식용으로 찼던 노리개이다. 자라[鼈] 모양

의 작은 주머니[줌치]를 다홍색 술에 연결한 노리개이다. 줌치는 소색 공단에 봉황과 보문

(寶紋)을 수놓고 연금사로 테를 둘러주었다. 윤백  여사가 손주에게 채워주기 위해 술을 

잘라 사용하 고 석주선 관장이 남겨진 실로 복원하 다. 이와 별도로 순화궁[경빈 김씨] 

접초에 의하면 자라줌치는 유청색은 자주저고리에 차고 백색은 춘추동(春秋冬)에 찾다고 

한다.46)

노리개보 3점은 노리개를 쌌던 겹보자기로서 덕온공주의 유물이다. 노리개는 남아있지 

않으나 각각의 보자기에 묵서가 있어 노리개의 종류를 짐작할 수 있다. 두록색에 홍색을 

댄 명주 겹보자기는 겉감에 “옥편복일 장진쥬구”라고 씌여 있어 옥으로 조각된 박쥐와 진

주로 꾸며진 노리개를 쌌던 보자기 이다. 청회색 보 겉감은 화단이며 안감은 다홍색 명

주로 만든 겹보자기이다.  “산호화지 공쟉석화지 옥불슈”라고 씌어있어 산호가지와 공작석

가지, 옥으로 조각된 불수를 의미하며 삼작 노리개를 쌌던 보자기다. 청색 보는 겉감은 도

류불수단이며 안감은 회보라색 설한단으로 되어있다. 겉감에 “니사죠롱일목” 이라는 명문

이 씌여있다. 금이나 은으로 된 가는 줄[泥絲]을 이용하여 만든 조롱박 모양의 노리개를 의

미한다. 노리개는 주로 궁중에서 가례시 사용하 으며 ‘궁중발기’에는 형태, 소재, 종류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노리개 기록이 남아있다.47)

4) 의복류 

의복류는 단령 1, 철릭 1, 동다리 1, 전복 5, 원삼 1, 당의 2, 장옷 1, 두루마기 2, 마고자 

3, 배자 1, 저고리류 13, 치마 2, 버선과 버선본 4, 토수 13, 행전 4, 후수1, 망수 4,  1, 

비한(臂捍) 1, 등채끈 1, 슬란(膝襴) 조각 1점 등이며 그밖에 본 박물관에서 구입한 항아당

의 1점이 포함되어 모두 64점이다. 슬란 조각은 기타류 소속 직물편으로 분류되어야 할 유

물이다. 유물 가운데 덕온공주의 자적 당의가 중요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1964. 12)되었

고 나머지 의복들은 제211호(1987.2), 그 외에 소품들은 212호로 지정(1987.2)되어 있다. 

또한 윤용구 감의 의복은 중요민속문화재 제216호로 지정(1987.3)되어 있다. 그밖에 윤

46) 김용숙, 앞의 책, pp.315-316.

47) 박혜진 앞의 글, 부록으로 제시한 기록에서 궁중패물의 규모를 상상해 볼 수 있다. pp.65-87, 

13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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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 감 부인, 윤백  여사 일가의 유물을 비롯하여 반가의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 본 박

물관에서 발간 예정인 도록에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될 것이므로 개괄적으로 내용을 소개하

기로 한다.

단령과 철릭, 동다리는 윤용구 감의 유물이다. 광다회를 포함하여 중요민속문화재(제

216호)로 지정된 유물이다. 윤용구 감의 행력에 비해 의복은 소량이 남아있다. 단령의 

겉감은 북청색의 빙사(氷紗)이고 안은 남색의 빙사로 만든 겹단령이다. 빙사는 은조사와 

동일한 조직이다. 소매통이 넓어 갑신년(1884) 의제개혁과 관련없어 보인다. 동일한 시기

에 활동하 던 흥선 원군의 형 흥완군(李晸應) 일가(1849~1949)의 복식류(중요민속문화재 

제121호) 가운데는 광수(廣袖)와 착수(窄袖) 단령이 포함되어 있다. 소매배래, 길, 무 등이 

안감과 같이 바느질되어 말기의 구성법을 보여준다.

동다리 옷은 동다리와 전복이 합봉된 홑옷으로 말기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 후기 

무관(武官)의 군복(軍服) 차림은 전립(戰笠)을 쓰고 금향색(錦香色) 몸판에 붉은 소매가 달

린 동다리를 입고 소매 없는 흑색의 전복(戰服)을 덧입는다. 허리에는 넓은 요 (腰帶) 또

는 광 를 두르고 남색 전 (戰帶)를 착용하며 수화자(水靴子)를 신는다. 다산시문집 공복

의 내용 가운데도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한편 임오년(1882) 동궁마마 가례시 ｢궁중긔｣
에는 아청색 쾌자(快子)와 금향색 군복을 일작으로 하고 주홍색과 송화색, 남송색 동다리

군복을 각각 단독으로 기록하여 구분하 다. 또한 임진년(1892) 의화군 관례 시 의복발기

에는 아청 쾌자와 옥색 속옷을 일작으로, 양초록과 두록색 동다리를 단독으로 구분하고 있

다. 따라서 유물의 형태를 ‘동다리군복’으로 명칭 하 을 가능성도 있다.

철릭은 조선 후기까지 백관의 융복으로 널리 착용되었으나 점차 군복으로 통일되면서 

착용 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존 유물이 많지 않다. 철릭은 상의와 하의가 합봉된 형

태로 시류에 따른 형태의 변화를 보인다. 유물은 상단하장(上短下長)으로 말기의 양식을 

표한다. 청색의 운보문사로 만든 홑철릭이며 좌측 소매는 단추로 연결된 탈착식으로 만

들었다. 진동선 아래 작은 트임이 양쪽 소매에 모두 있다. 활쏘기를 할 때 활통의 끈이 통

과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이나 통산 한쪽에 두고 좌궁과 우궁을 구분하는데 양쪽에 트임을 

주어 특이하다.

그밖에 소색 마고자가 있다. 가장자리를 검은색 엇선으로 둘러준 세련된 옷이다. 문화재

로 지정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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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으로 등록된 유물은 5점으로 홑옷 4점, 겹옷 1점이다. 깃과 소매가 없으며 양옆과 

뒤 중심에 트임이 있다. 앞 중심에 고름이나 단추를 달아 주었다. 이러한 형태는 군복의 

일습으로, 또는 두루마기 위에 평상복으로 착용하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군복

에 갖춤은 검은빛이 도는 짙은색과 홍색을 사용하여 겹옷으로 만들었다. 고종 21년 갑신의

제 개혁시 유생들 사이에서는 전복[戰服]보다는 답호[褡護]가 익숙한 명칭이었다.48) 이어서 

고종 32년(1895)년 8월 10일에는 통상복으로 주의(周衣) 답호, 사 (絲帶)를 일습으로 정하

다. 청색 빙사로 만든 홑옷은 윤백  여사 부군 유용준의 유물이다. 쌍용문(일명 別紋紗) 

갑사로 만든 두점과 남색 운문사 한점은 홑옷이다. 검정색과 홍색의 겹옷은 쌍용문 갑사로 

만든 것이며 군복의 일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삼과 장옷, 당의 2점과 저고리 3점은 덕온공주의 유물이다. 당의 2점은 1959년 8월, 

원삼과 장옷, 옥색 누비삼회장저고리는 1960년 8월 수집품으로 등록되었다. 부금 삼회장저

고리와 송화색 누비 삼회장저고리는 1969년 7월에 등록되었다. 

원삼의 겉감은 연두색 화접문갑사(花蝶紋甲紗)에 수복(壽福)문자가 전체에 부금되어 있

다. 안감과 한삼은 6.25 전쟁 당시 소실되었다. 홍색의 안감이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다. 현

재의 한삼(汗衫)은 소장된 후에 보완된 것이다. 안단에는 남색으로 선단이 둘러져 있다. 넓

은 소매 끝에는 홍·황 두 가지 색의 색동이 달렸으며 소매안쪽 끝에도 남색 선단이 둘러

져있다. 고려 학교박물관소장 조의 장녀[庶女] 화순옹주(1720~1758)의 녹색 직금단원삼

도 동일한 구성을 보여 당시 왕실의 재봉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전단후장(前短後長) 형태

로 뒤가 35cm 정도 길어서 입었을 때 뒤가 끌리도록 되어있다. 오른쪽 가슴 부위에는 연

두색 끈목이 달려있으며 흉배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이나 흉배는 남아있지 않다. 

자적 직금 당의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호 “덕온공주 당의”로 지정되었다. 16세(1837) 에 

남녕위(南寧尉) 윤의선에게 하가(下嫁)한 후 첫 동지 명절에 입었던 겹당의이다. 동지에 먹

는 팥죽과 같은 색상으로 지어 입었다고 한다. 겉감은 자적색 도류불수단(桃榴佛手緞)에 

수복(壽福) 문자가 직금되어 있다. 안감은 홍색 도련주이며 거들지는 백색 공단, 겉고름은 

자적색 공단, 안고름은 자적색 명주로 만들었다. 윤백  여사는 부친과 함께 고종황제를 

알현하기 위하여 입궐하 을 때 커서 줄여서 입었다고 회고하 다. 두록색 도류사 홑 당의

48) 高宗實錄 高宗 21年 6月 20日 敎曰: “今之戰服之制, 卽古之半臂衣, 或稱綽子, 又稱搭護。唐時士人

所競服, 而我國朝官, 亦曾着於章服之內者。向日傳敎, 爲其易曉而稱俗名, 聞多以戰陣之服疑之云。此

雖由於不考古之致, 而俗名旣不雅, 節目中以搭護改付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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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절용으로 옷 전체에 수복(壽福) 문자가 부금되어 있다. 전반적인 형태는 자적 당의와 

흡사하다. 그밖에 항아당의 1점이 있다. 흑자색과 다갈색 명주로 된 겹당의로서 ‘뎡유츄

길례시뎌동궁고간이뉴구’ 명문이 있어 덕온공주 길례시 항아가 착용하 던 것을 알 수 있

다. 중요민속문화재 제213호로 지정되었다.

장옷[長衣]은 국초부터 후기까지 외출용 겉옷으로 착용하 다. 덕온공주의 장옷은 겉고

름과 안고름에 동일한 크기의 길고 넓은 고름이 달려있다. 외출용 겉옷과 쓰개용 두 가지 

용도로 입었던 전형적인 19세기 양식의 겹옷이다. 겉감은 녹색 경광주이며 깃, 고름은 명

주를 사용하 다. 안감은 옅은 분홍색 모시를, 거들지와 동정은 도련주로 하 다. 겉깃과 

안깃 모두 들여달린 목판깃이며 좌우 칭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원삼과 당의가 덕온공주 가례 시 착용한 의복이라는 것은 손녀인 윤백  여사의 전언으

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문헌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왕실 기록이 있다. 덕온공주 가례 당

시의 기록인 장서각 소장 德溫公主嘉禮謄錄(1837)이 그것이다. 이에 해서는 별도의 연

구가 발표될 예정이나49) 확인을 위해 간략하게 비교해 보고자 한다. 공주의복 일습 가운데 

수식류와  등의 부속품을 제외한 의복은 홍광적단노의(大紅廣的單露衣) 1, 홍광적겹

장삼(長衫) 1, 백초활삼아(白綃闊衫兒) 2, 백릉단말군(白綾單襪裙) 1, 초록주유저고리(草綠

紬襦赤古里) 2, 남주겹저고리(藍紬裌赤古里) 1, 초록주유호수(草綠紬襦胡袖) 2, 백정주겹리

의(白鼎紬裌裏衣) 1, 백정주단리의(單裏衣) 1, 백정주유개오(襦蓋襖) 2, 백정주삼아(衫兒) 

2, 남주유치마(藍紬襦赤亇) 2, 남주겹치마 2 등이다.50) 기록 중에 녹색 원삼이나 당의는 

보이지 않는다. 노의는 청연군주의 출토 유물이 있고51) 홍장삼과 활옷의 도안 일부도 남아

있다.52) 복온공주 후손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활옷은 홍장삼이라 할 수 있다. 등록에 기

록된 공주 가례 의복은 모두 20여점에 불과하여 사가 (私家)의 혼수품에도 미치는 못하는 

초라한 구성이다. 명온공주와 복온공주 가례의복 내용도 동일하다.53) 이 내용은 尙方定例

49) 이은주(2012.5.11), ｢<덕온공주 가례등록>을 통해 본 덕온공주 가례 복식｣, 한국복식,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50) 德溫公主嘉禮謄錄(183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도서관.

51) 이성희(2003), ｢조선후기 노의에 관한 연구｣, 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52) 石宙善, 한국복식사(1971.12) pp.145-146, 490, 672. 1963년 10월 경기도 광주에서 출토된 사도세

자 1녀 청연군주묘에서 출토된 복식 가운데 노의가 있다. 당시는 원삼이라 기록하 으나 노의로 발

표되었다. 또한 석주선관장이 창덕궁의 궁중 유물을 조사할 당시 ‘홍쟝삼슈초 져동궁’라 묵서된 수본

과 ‘밧활옷슈초 져동궁’이라 묵서된 도안이 있었다. 저서에 글씨는 모두 석주선관장 친필로 원문

로 옮겨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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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54), 國婚定例(1749)55)의 공주가례 의복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역  嘉

禮都監儀軌(1627~1906) 왕비, 세자빈의 복식 내용도 소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임오년

(1882) 가례시는 의궤와 궁중발기가 함께 전하고 있으며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다. 상당한 

수량의 복식 기록이 있는 궁중발기의 내용이 설득력을 가진다.56) 왕실의 기록이라도 문헌

마다 차이를 보여 왕실복식을 연구하면서 고심되는 부분이다. 반면 명온공주는 가례의복과 

상장례의복 기록이 함께 남아있다. 明溫公主房喪葬禮謄錄(1832) 가운데 소렴제구(小殮諸

具) 일습은 가례시 의복보다 더욱 화려한 구성을 보인다. 明溫公主嘉禮謄錄(1823)57) 공

주의복 기록과 차이가 있다. 소렴제구는

“草綠織金緞圓衫 眞紅雲紋大緞內的, 鳳金繡胸背, 眞紅別紋大緞蔽膝, 眞紅別紋大緞佩玉, 

眞紅大緞鳳金繡後垂, 藍別紋緞大帶, 藍別紋緞犀帶, 草綠緞金壽福字唐衣服 眞紅大貢緞

內拱, 荳綠桃榴緞赤古里 白貢緞內拱, 玉色桃榴緞赤古里 白貢緞內拱, 甫羅桃榴緞赤古里

白貢緞內拱, 白貢緞赤衫, 眞紅桃榴緞裳 白貢緞內拱 膝按具, 藍桃榴緞裳 白貢緞內拱 

膝按具, 藍桃榴緞上裳 膝按具, 白貢緞廣袴 白禾紬內拱, 白貢緞袴 白禾紬內拱, 白貢緞

單袴,,,,” 등이다.58)

초록직금단원삼[안감；진홍 단]에 금수봉흉배를 달고 진홍 폐슬, 패옥, 후수, , 서

를 례복으로 갖추었다. 례복 속에 입는 평상복은 초록수복자 겹당의, 두록도류단 겹저

고리, 옥색도류단 겹저고리, 보라도류단 겹저고리를 일작으로 구성한 저고리 삼작과 백공

단 적삼, 진홍도류단 스란치마, 남도류단 스란치마, 남도류단 스란웃치마, 백공단 겹너른바

지, 백공단 겹바지, 백공단 홑바지가 일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례의복에 보이는 다홍색 

노의와 장삼은 없으나 덕온공주 유물에서 보이는 초록 원삼과 당의가 포함되어 있다. 소렴

시의 의복 구성이 가례시 부속제구까지 갖춘 례복 일습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朝鮮女

俗考에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 성장하는데 혼인할 때와 죽을 때라고 하 듯

5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서 明溫公主嘉禮謄錄(1823), 福溫公主嘉禮謄錄(1832) 공주의복 참조.

54) 尙方定例(1752), 권3, 別例 下, 公主嘉禮衣服.

55) 國婚定例(1749), 권7, 公主嘉禮.

56) 안애 (2009.12), ｢임오년 가례 왕세자 왕세자빈 복식연구｣, 단국 학교 학원 박사학위 논문.

57) 明溫公主嘉禮謄錄(18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덕온공주가례등록 공주의복과 동일한 내용

이다.

58) 明溫公主房喪葬禮謄錄(1833),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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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59) 수의는 혼례복과 동일하게 우하고 있다. 출토복식에서 조선후기 여자의 원삼이 출

토되는 것은 이를 반 한 것이다. 한편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의 뎡미가례시일긔(1847)

에는 의식에 따라 착용한 예복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책빈(冊嬪)일과 조현례(朝見禮)에

는 ‘슈식 직금원삼 패옥 슈졍 청옥규’ 차림새로, 가례일 입궐시에는 ‘마리 노의 봉

’, 동뢰연(同牢宴)에는 ‘슈식 직금홍당삼 패옥 슈정 청옥규’ 일습으로 행례하 다.60) 신

분은 다르지만 이를 참고한다면 노의, 장삼, 원삼은 모두 가례의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덕온공주의 부금 원삼과 당의는 가례시에 착용하 던 유물로 확인된다.

저고리류는 모두 13점으로 덕온공주 유물 삼회장저고리 3점을 포함하여 솜저고리 2, 겹

저고리 2, 깨끼저고리 2, 삼회장저고리 2, 적삼 2점 등이다. 덕온공주 저고리는 옥색과 송

화색 누비삼회장 저고리와 부금 삼회장 저고리이다. 누비 삼회장 저고리는 덕온공주가 가

례 시 자장(資裝) 하 던 것이다. 당코깃, 곁마기, 끝동, 겉고름이 자주색으로 되어있는 삼

회장형이다. 옥색 누비저고리는 겉감은 설한단(雪寒緞), 안감은 고운 명주의 겹옷으로 

0.3cm 간격으로 정교하게 오목누비로 만들었다. 송화색 누비저고리는 겉감 도류사 안감 

모시의 겹옷으로 0.25cm 간격으로 누벼주었다. 나머지 두록색 부금 삼회장저고리는 화장

이 12㎝로 짧은 소아용이다. 겉감은 두록색 도류사이고 안감은 다듬이한 모시를 이용하여 

만든 겹옷이며 깃, 곁마기, 끝동, 겉고름을 자적색으로 하 다. 끝동을 제외한 겉감 전체에 

수복문자가 금박되어 있다. 궁중발기에는 수복문자를 부금한 견마기 기록이 다수 확인되어 

‘부금견마기’ 로 명칭하 다. 견마기는 독립된 저고리 명칭이며 저고리를 세 벌 갖추어 성

장 할 때 가장 위에 입는다. 흰색 거들지를 달아 의례적인 기능을 하 다. 한국학중앙연구

원 장서각에는 이 유물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한지 저고리본이 소장되어 있다.61) 

윤황후의 솜저고리와 윤백  여사의 깨끼저고리가 포함되어 있다. 삼회장저고리 한 점

은 길이 13㎝, 화장 43㎝의 소형 저고리이다. 보존상태가 좋지 않으나 화문이 있는 송화색 

빙사에 모시로 안을 넣었다. 일반적으로 돌 날에 여아에게 입히는 저고리는 길게 만드는데 

비해 소형의 삼회장저고리는 성인용과 동일한 조형성을 보여 왕녀가 입었을 가능성이 있

다. 궁내부 특진관 이도재(李道宰, 1848~1909) 손부(孫婦) 저고리는 송화색 생고사에 자색 

59) 李能和(소화2년 6월), 朝鮮女俗考 東洋書院, p.59, 東廂記 …俗談에 生前에 好事 一番이오 死後에 

好事 一番이라… 인본.

60) 이명은, 앞의 논문, pp.158-159 최근 황문환 외(2010.12),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본이 출간되어 상

세한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61) 조선왕실의 여성(2005.1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5 장서각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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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고사로 회장을 해 주었다. 20세기 초반의 특징을 보인다. 솜저고리 한 점은 꽃분홍색 명

주에 남색 끝동을 단 속저고리용이다. 배래와 도련이 거의 일직선형인 말기의 유물이다. 

또 한 점의 솜저고리는 회색 양단으로 만든 윤황후의 유물로 1966년 승하 후 상을 치루

고 친척들에게 반사한 것이다. 깨끼저고리는 모시로 만든 윤백  여사의 유물과 왜사(倭

紗)로 지은 유물이며 모두 길이가 짧은 20세기 초반의 유물이다. 적삼은 백저로 만든 윤백

 여사 시조모의 유물과 홍저로 만들고 동정과 적삼단추가 달려있는 20세기 초의 반가용 

유물이 있다.

치마 2점은 윤황후의 유물로 화섬으로 된 흰색치마 이다. 저고리와 함께 윤황후 상 이

후 반사된 것이다. 나머지 남색 운문사 치마는 모시로 안은 넣은 겹치마로 길이가 길고

(140㎝) 폭이 넓은(360㎝) 치마로 궁중이나 반가 여인의 치마는 길게 만들어 바닥에 끌리

도록 착용하 다.

토수는 총 13건이 있다. 한 짝 만 남아있는 것도 3건이 있다. 하절용 토수는 없고 모두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다. 겹, 누비, 솜, 털토수 등이 있으며 말발굽모양의 마제굽토수가 포

함되어 있다. 이외에 벙어리 장갑 모양의 방한 토수가 있다. 윤용구 감과 부인 연안김씨

의 토수가 7건 있다. 행전은 모두 4쌍이며 모시와 옥양목으로 되어 있다. 길이 24~25㎝, 

너비 14~20㎝이다. 토수와 행전은 ‘궁중발기’에도 많은 수량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미년 가

례(1847)에서 자적단 흑모피 덧토수가 포함되어 있고 임오년(1882) 가례시 동궁마마[순종] 

의 발기 중에는 각색의 토수가 2竹 있었고 잔누비, 양초록, 분홍, 송화색, 일남, 다홍 등의 

색단 토수가 기록되었다. 행전은 갑사, 생화주, 세저로 여러벌 준비되었다.62)

의부(衣部)에는 망수(網綬) 4,  1, 버선본 2, 비한(臂捍) 1, 등채끈 2, 슬란 조각 1, 후

수 1점 등이 있다. 망수 4점 중에 2점은 오색견사로, 2점은 청색견사로 된 망수이다. 청색

견사 망수 한점을 제외하고 모두 덕온공주의 유물이다. 오색견사 망수는 홍, 청, 흑, 백, 녹

의 오색사로 제직되었다. 길이 20㎝, 너비 24, 8.0㎝이며 후수와 패옥에 달리는 망수이다. 

오색견사는 망수는 조 22년 면복(冕服)의 제도를 개정할 당시 후수의 제도를 적, 청, 현, 

표, 녹색의 오색으로 제직하여 사용토록 한 것에서 시작하 다.63) 이는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효명세자 예진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오색견사 망수 2점은 덕온공주 가

62) 안애 , 앞의 논문 p.123., 134.

63) 英祖實錄 英祖 19年 4月 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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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시 례복과 관련있는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청색견사 망수는 조복이나 제복 후수에 부

착하는 것이다. 등채는 조선 후기 무관이 군복을 입을 때 등채에 달리는 끈이다. 백색 

초(英綃) 등채끈은 철종 승하 시 윤용구 감이 사용하 던 것이다. 일상의 등채끈은 색상

이 있는 끈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하 다. 비한은 비구(臂韝) 라고도 한다. 융복을 갖출 때 

사용한다.64) 소매 끝에 매어주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 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된 단원풍속화첩 중에 활쏘기 장면에는 오른쪽 손목에만 둘러져 있다. 활쏘기에는 한쪽만 

착용하지만 악공인이나 춘앵전 정재 시에는 양쪽에 끼우고 사용하 다. 樂學軌範 관복

도설에는 아악의 순(錞) 탁(鐲) 독(纛)을 드는 공인들이 착용하는 홍금비구(紅錦臂韝)가 그

림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65) 무신년(1848) 進饌儀軌와 진찬도병에는 광수(廣袖)의 황초

삼을 입고 비구를 착용한 여령의 그림이 있다. 또한 進饌儀軌 악기풍물(樂器風物)에는 

비구 한 쌍 감으로 겉감[外拱] 홍공단, 안감[內拱] 남 단, 수화(繡畵)차로 초록, 남, 백공단, 

자(纓子)감으로 남다회 2건이 있다.66) 내용으로 보아 화려하게 꾸민 것을 알 수 있다. 

본 유물은 옅은 두록색 문단에 오색 견사와 금사로 쌍희(囍)자를 중앙에 배치하고 구름과 

화문을 자수하 다. 모 고리와 청색의 비단으로 넓고 긴 끈 하나가 달려 있다. 끈과 고

리 일부가 탈락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유물은 정재용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  大

射禮儀軌에는 왕의 ‘어습(御拾)’이라 그려져 있다. 길이가 6치(28㎝)로67) 유물과 차이가 

있다. 태지(苔紙)로 만든 버선본, 덕온공주의 청색 금선단 스란조각, 윤백  여사의 시가

(媤家) 유물인 온전한 형태의 후수(後綬) 1점이 있다. 이상이 의부에 소속된 유물들이다.

5) 대(帶)

윤용구의 광다회 1점과 교 (絞帶)용 색사 1점이다. 색사는 오색견사로 된 길이 360㎝의 

유물로 철종 국상 시 사용된 유래가 윤백  여사의 친필 글로 남아 있다. 

64) 丁若鏞, 茶山詩文集 제9권 議 公服.

65) 進饌儀軌(1848), 진찬도병.

樂學軌範 권9, 관복도설 홍금비구(紅錦臂韝).

66) 박성실(2005.4), ｢조선후기 진작의궤 진찬의궤류의 복식 연구｣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한국학중

앙연구원, p.418., 448.

67) 이은주(2006.10), ｢ 사례 행사 차여자의 복식 제작을 위한 고찰｣, 조선 조  사례의 학술세미나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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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낭(囊)

전통 한복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지 않아 다양한 종류의 주머니가 발달하 으며 다회로 

매듭을 하고 금박이나 자수로 꾸며주어 실용성과 장식성을 함께 보여준다. 낭류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 9점과 낭부(囊部) 2점이 있다. 귀주머니 형태의 각낭(角囊)과 궁낭(宮囊), 자수

낭(繡囊), 두루주머니 형태의 엽낭(夾囊), 오방낭자(五方囊子) 등이다. 오방낭자는 오색의 

공단으로 만들었는데 중앙에 황색을 중심으로 위에 백과 흑, 아래에 홍과 청색의 오방색을 

배열하 다. 음양 사상과 벽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청색의 면포로 만든 배꼽주머니, 

덕온공주의 패물선을 보관하 던 황색 비단의 패물선집, 안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경집 

안에 넣어두는 안경집속이 있다. ‘궁중발기’ 중에는 을묘(1915) 해낭(亥囊)발기를 포함하

여68) ‘궁중발기’가 남아있다. 한편 덕온공주 가례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본이 있었

다.69)

7) 신발

화(靴) 혜(鞋) 리(履)로 분류되는 신발은 1점이 소장되어 있다. 목극(木屐)이라 불리는 

나막신이다. 신코가 뾰족하게 돌출된 여성용으로 길이는 25㎝이다. 

8) 기타류

기타류에 소속된 유물은 매우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분류에 오기가 있는 부분도 일부 

확인된다. 분류된 내용은 유물의 성격상 총 26개 분야로 분류하고 다시 소분류 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1건(鍵)으로 시작하여 28복(腹)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70) 금번에 해

당하는 부분은 5병(屛) 1점, 6보(褓) 9점, 7봉(縫) 3점, 10서(書) 33점, 11선(扇) 2점, 13식

(食) 7점, 15연(煙) 3점, 16오(娛) 5점, 18인(印) 1점, 19자(資) 23점, 20장(粧) 1점, 21점(占) 

1점, 23침(枕) 1점, 26잡(雜) 6점 27통(通) 2점 등 93점이다. 략의 내용을 소개하고 의미

68) 김용숙, 앞의 책, pp.311-317

69) 석주선(1971), 한국복식사 보진재, p.679, ‘졍유길례시침상항낭슈초’ 수본이 있어 1837년 덕온공주 

가례[길례]에 사용된 것으로 기록하 다. 이와 흡사한 유물은 한국자수박물관 소장 중요민속문화재 

제41호 ‘운봉수 향낭’으로 지정된 유물이 있다.

70)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소장목록Ⅰ(1978), Ⅱ(1994), 단국 학교 부설 민속학연구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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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물에 한 설명으로 신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10서(書)에 해당하는 일부는 별도

의 연구71)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1) 책력

책력(冊曆)은 1867년 고종이 윤의선에게 하사한 것이다. 년간 날짜, 해와 달의 운행, 월

식과 일식,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을 적은 내용이다. 1963년 윤백  여사가 76세에 적은 

내력이 함께 전한다. ‘궁중발기’ 가운데 환갑을 맞이한 남녕위 감에게 하사한 의복 관련 

발기가 남아있다. 조복, 창의, 주의, 속옷에 이르는 상당량의 옷감을 필(匹) 단위로 보낸 하

사발기가 있으며 공주가에서 보관중인 조 비(익종비)의 하사발기도 있다. 여기에는 백미

(白米)와 참기름[眞油], 소목(燒木) 탄(炭)과 함께 금학흉배, 관복, 창의, 군복, 주의 누비옷

에 이르는 완성된 의복을 하사한 것이다.72) 본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의복류는 한 점도 없

으나 기타 외부 소장품으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2) 보자기류

보자기는 모두 6점이 등록되어 있다. 덕온공주의 날염보(捺染褓)는 무명 3폭을 이어 만

든 홑보이며 한 점은 아청 모시보이다. 쪽물 염색의 진가를 보여준다. 그밖에 홍색 명주보, 

윤백  시가의 유물인 홍색의 명주 세닢보, 마포로 만든 아청베보 등이다. 궁중에서는 보

자기의 수요가 매우 많아 ‘궁중발기’ 중에는 보발기가 별도로 남아있다. 궁중에서는 조각보

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누비보, 맛보, 옷감 폭을 기준으로 하는 두 폭, 세 폭 등으로 구분하

다. 다채한 색상의 옷감과 포, 면 등이 사용되었다.73)

(3) 재봉도구 

재봉도구는 3점이다. 이미 덕온공주의 유물로 지정된 색헝겊상자와 주단척(紬緞尺)을 포

함하여 재봉침사(裁縫針絲) 1점이 있다. 색헝겊상자는 청홍색 보배무늬 금선단(金線緞)을 

배접하여 만든 것으로 마치 책을 접어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다. 비단 조각, 골무 등 필요한 

재봉도구를 담아 두도록 하 다. 주단척은 포백척을 말하며 자작나무와 석류나무로 만들었

다(길이 50㎝). 재봉침실은 목제틀에 감겨있는 것으로 윤백  여사의 설명문이 남아있다. 

71) 황문환(2012.5), 덕온공주 집안의 유물 중 한글 자료에 하여.

72) 김용숙, 앞의 책, pp.410-403.

73) 장서각편 ∏ (1994.5), 고문서집성 十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1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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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간 및 기타

10서(書)로 분류된 부분에는 다양한 종류로 소 분류 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물은 

간지(簡紙) 2, 메뚜기와 메두기줄 3, 묵(墨) 1, 봉서궤(封書櫃) 1, 시전지(詩箋紙) 1, 주함(朱

函), 화각모필 1, 한지(韓紙) 3, 서간문(書簡文) 9, 서예 7, 묵화 2, 서·지(解書·帖紙) 2 등

이다. 한지부터 서·지까지는 모두 1995년에 등록된 것으로 참고용으로 보관되었던 것이다. 

간지와 오색간지, 식(食)류에 등록된 색지와 함께 덕온공주의 유물이다. 오색간지는 황·

적·녹·분홍·남색이며 메뚜기와 메뚜기 줄은 상자 뚜껑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금

장치이다. 공주의 메뚜기줄은 남·홍·녹·황·분홍색의 오색견사로 짜여있다. 시전지는 

시(詩)나 서찰을 쓸 때 사용하는 종이이다. 문양과 색상이 있는 편지용 종이는 꽃문양이 많

다하여 화전이라고도 하 다. 시를 보낼 때 쓴다하여 시전이라고도 하 다. 화각모필은 덕

온공주의 유물이며 화각으로 만들었다. 붓자루와 뚜껑이 있으며 다채한 꽂무늬를 넣어 화려

하게 만들었다. 

(5) 선(扇) 

두 점의 유물이 있다. 한점은 조선 22  임금 정조(재위 1776~1800)의 비인 효의왕후(孝

懿王后, 1753~1821)가 사용하 던 부채로 전해진다. 얇은 비단에 나팔꽃과 벌이 그려져 있

다. 테두리는 나무로, 중심 는 참나무로 만들고 손잡이끝은 상아로 마무리 하 다. 덕

온공주의 패물선은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파초(芭蕉)잎 모양의 부채이다. 몸판은 

동물의 골각(骨角)이며 중심과 테두리는 모(玳瑁)로 둘렀다. 상부는 여의무늬 옥(玉), 중

심부는 상아로 조각내어 칠을 한 것이고 하부는 구리로 무늬를 내어 파란으로 화려하게 장

식하 다. 

(6) 식(食)

식류로 분류된 유물은 호족반 1, 덕온공주의 저울과 저울집, 양념국자, 색지가 있고 등차

관 1, 1995년 등록된 세찬물목이 있다. 호족반은 상다리의 어깨부분이 밖으로 휘어졌다가 

다시 안으로 구부러지고 발끝이 다소 내어 달린 소반이다. 마치 호랑이 다리 모양과 같다

고 하여 호족반이라 명칭하 다. 천판 안쪽에 명문이 있으며 고종의 하사품으로 전한다. 

덕온공주의 놋쇠저울은 저울 와 꽃모양의 저울추, 접시로 구성되어 있다. 접시의 안쪽에

는 왕실을 상징하는 어압(御押)이 있다. 바닥에는 ‘前二 十兩 中五十五兩 後百十五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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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겨있어 기준이 되는 중량을 표시하 다. 저울집은 저울 모양 로 본을 파주어 움직임을 

방지 하 다. 공주의 양념국자는 놋으로 만들고 뒷면에 “뎡유듕추길녜시고간이뉴사”라 음

각하 다. 정유년(1837)은 공주가 혼례를 올린 해이며 저동궁(苧洞宮)은 공주의 살림집이

었다. 저동은 당시 모시를 팔던 저포전이 있던 지역의 명칭으로 ‘모시전골’이라 불리던 곳

이다. 공주의 혼례는 가례와 길례를 통용하 다. 

(7) 연(煙)

부싯쇠와 쌈지 일습이다. 불을 얻기 위해서는 부싯쇠와 부싯돌이 있어야 한다. 철로 된 

부싯쇠이며 회색의 화문단으로 만든 부시쌈지 속에는 부싯돌과 쑥이 들어있다.

(8) 오(娛)

윷판과 윷말주머니, 투전(鬪牋), 파수(罷睡)와 파수집이 있다. 윷말과 주머니는 정조(正

祖) 후궁 화빈윤씨(和嬪尹氏, 1765~1824)의 유물이다. 기름 먹인 두터운 한지를 사각형으

로 만들고 팔보무늬 등을 채색하 다. 화빈윤씨는 1780년(정조 4)에 두 번째 후궁으로 간

택된 인물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兢齋傳神帖｣ 가운데 투전 그림이 있고 간송박

물관에도 ｢密戱鬪牋｣가 전한다. 그밖에도 성협(成夾) 풍속화첩에도 투전 그림이 있다. 당

시에 성행하던 풍습으로 보인다.

(9) 인(印)

재령현감지인(載寧縣監之印)이다. 나무로 만든 7.0㎝ 정방의 도장이다. 덕온공주 집안과 

관련된 인장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0) 자료(資料)

부분 옷감의 자투리들이다. 주(紬), 초(綃), 라(羅), 누비, 금선단, 슬란, 마포 등의 직

물편과 덕온공주 유물도 포함되어 있다. 총 23점이다. 내공[안감]용 청색 명주, 다듬이한 

도련명주(搗練明紬), 곡생초(曲生綃), 을라(乙羅), 관사(官紗), 양태문갑사. 무명[삼승], 춘

포, 마포 등의 직물 자투리들이다. 그밖에 누비 조각, 금선단 자투리가 있다. 홍금선단은 

덕온공주, 녹금선단 2점은 명헌왕후 유물이다. 녹색 비단에 전체를 연화만초(蓮花蔓草) 무

늬를 은실[銀絲]을 넣어 짠 금선단 옷감이다. 당시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사용된 직물의 종

류나 명칭, 제직 기술 등을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 42 -

(11) 장(粧)

한 점의 장도끈 유물이다. 남색의 견사로 짜 으며 반으로 접은 중심에 상아로 된 고리

가 끼워져 있다(길이 42, 너비 1.0㎝).

(12) 점(占)

제갈무후마상점(諸葛武候馬上占) 신년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 재미로 보았던 점괘이다. 

위쪽에 각 점궤별로 상중하(上中下) 등급이 매겨져 있다. 

(13) 침(枕)

윤용구 감의 삿자리로 갈 를 엮어 만들었다.

(14) 잡(雜) 

잡에 해당하는 유물은 한십삼도이정표(大韓十三道里程表), 근봉(謹封), 중도단자(重徒

單子), 용자창(用字窓), 하사물목(下賜物目), 노래자(老萊子)내력 각 1점씩 6점이다. 

한십삼도이정표는 한제국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13도(道)와 리(里)의 지역간의 거리

를 써넣은 표이다. 광무 6년(壬寅年：1902년)에 태황제 고종(高宗)이 친히 학부(學部)에 간

행토록 명하여 조정 신에게 한 벌씩 하사하 는데 그 중 한 점이 윤용구 감에게도 보내

어 졌다. 근봉은 혼례와 같이 의례적으로 예물이 오고갈 때 보자기로 싸서 묶지 않고 위를 

근봉(謹封)이라 쓴 고리모양의 한지를 끼워서 고정할 때 사용한다. 중도단자는 왕실에 보

낸 기생 수가 적힌 단자이다. 정초가 되면 기생들이 재상집에 문안을 드리는데 명단을 먼

저 들여보내고 문안드린다. 윤백  여사가 76세에 내력을 쓴 글이 있다. 하사물목은 갑신

년(1884) 익종비 신정왕후(1808~1890) 조씨께서 덕온공주 자부(子婦) 연안김씨에게 하사하

던 옷감[衣]을 쌌던 겉봉이다. 겉에 옷감 물록이 적혀있으며 안에는 윤백  여사가 1963

년에 유물의 유래를 기록한 글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덕온공주 돌날에 수명발원을 기원하

며 방석 속에 넣었던 무명실타래와 돌상에 놓았던 오색견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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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술적 가치 및 한계점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속품 가운데 덕온공주가의 유물은 총 

222점이다. 덕온공주 의복과 유물은 이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중요민속문화재

로 지정되었다. 덕온공주 자적색 직금당의는 1964년 중요민속문화재 제1호 ‘덕온공주 당의’

로 지정되었고 그밖에 의복류 6점은 1987년 제211호 ‘덕온공주 의복’으로, 기타 수식류를 

포함한 생활용품류는 제212호 ‘덕온공주 유물’로 각각 지정되었다. ‘덕온공주 의복’은 녹색 

부금원삼1, 녹색 부금 당의 1, 녹색 장옷(장의) 1, 녹색 부금 회장저고리(견마기) 1, 누비 

삼회장저고리 2점 등 6점이다. ‘덕온공주 유물’은 자라줌치 노리개 1, 댕기 4점(제비부리 2, 

매개댕기 2), 빗 8점(주칠 4, 화각 4), 화장도구 6점(분첩 2, 연지첩 1, 도장 1, 수건 1, 소자 

1), 보자기 6점(노리개보 3, 모시보 1, 족두리보 1, 날 보 1), 재봉도구 2점(주단척 1, 색상

자 1), 식도구 3점(저울 1, 저울집 1, 국자 1), 그밖에 패물선 1, 패물선집 1, 화각모필 1점 

등 모두 33점이다. 그밖에 제213호로 지정된 덕온공주 길례시 착용된 항아당의가 있다.

이상의 유물 가운데는 공주 가례[길례]시 마련된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인 가례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공주의 생활 용품이 포함된 소중한 자료이다. 또한 가례 당시의 문헌

기록인 덕온공주가례등록이 남아있어 문헌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점은 본 유물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다. 다만 왕실 기록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 자료[명온공주 관련자료 

등]와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설득력있는 결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를 통하여 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있는 유물이 제외되거나 주목되는 자료가 확

인되었다. 묵서가 남아있는 비녀함과 색상자를 비롯하여 수명장수를 기원하며 돌날에 사용

된 실타래와 오색견사, 례복 일습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오색견사 망수자료, 누비

자료와 옷감 자투리, 색지자료, 파초선, 남녕위 책력 등은 조선 마지막 공주의 삶을 이해하

고 궁중 생활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윤용구 감의 복식 유물은 국말의 

관복제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지정에서 제외된 마고자를 비롯하여 탕건, 살쩍미

리, 고종의 하사품인 한제국이정표도 전문분야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밖에 조짐머

리, 새앙머리, 댕기류는 문헌과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고증자료이다. 그 외에 사용자가 확

인되는 초충선, 윳판, 면경 등과 순원왕후의 어필을 비롯하여 왕실에서 받은 서찰들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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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윤백  여사 가족들의 자료 가운데서도 여사가 

사용한 목제 큰머리와 노래자의 풍습으로 재현한 복식들도 주목되는 자료이다.

이상의 자료들은 조선 마지막 공주 집안의 관련 유물로서 궁중과 양반가의 생활상을 검

토해 볼 수 있는 유물이다. 궁중생활사, 복식사, 직물사, 서예사, 풍속사 연구에 긴요한 자

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윤백  여사 개인의 소장품과 기억력에 의존한 자료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따른다. 물론 석주선 관장의 고증을 거친 것이나 앞으로 타 기관의 자료를 조사 

비교하고 관련 문헌과 비교 검토하는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Ⅵ. 맺음말

“자라줌치노리개”가 석주선 관장과 윤백  여사의 인연이 되어 1950년  중반부터 만나

기 시작하여 1970년 까지 빈번하게 교류하 다. 1982년 95세의 고령으로 단국 학교 한

남동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을 방문할 때까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함께 하면서 사사로운 

교류 차원을 넘어 궁중문화의 전도사로서 후학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남겨 주었다.

덕온공주는 16세(1837)에 남녕위 윤의선과 가례를 올렸다. 가례 당시 공주는 생부인 순

조가 승하하고 오빠[효명세자]와 두 언니[명온, 복온공주]가 모두 세상을 떠나 외동딸로 남

겨져 생모인 순원왕후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 속에 있었다. 그러나 공주는 23세 젊은 나이

에 후사없이 요절하 다. 부마 윤의선은 공주와의 혼인으로 왕실과 인맥을 쌓았고 환갑날

에는 궁에서 의류와 백미, 땔감이 하사되었다. 출계한 양자 윤용구는 서화에 능통한 문신

으로 고종의 신임을 받아 중책을 맡고 보좌하 다. 순종 계비 윤황후와는 인척관계로 맺어

져 순종의 지문을 쓰기도 하 다. 윤백  여사는 생부 윤용구와 연안김씨 사이에 장녀로 

태어났으나 동생들이 요절하여 외동딸로 자랐다. 윤백  여사는 결혼 이후에도 선 부터 

내려오는 공주가의 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박학다식

한 여사는 일부 유물에 내력을 친필로 적어 놓았고 저술한 책과 함께 궁중생활사 연구 자

료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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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선 관장은 3남 1녀 가운데 셋째 고명딸로 1911년 평양에서 출생하 다. 석주선관장

의 멘토는 나비박사로 알려진 작은오빠 석주명이었다. 1938년 동경에서 열리는 국제 학술

회의에 참석하는 오빠를 따라 동경에 간 것이 계기가 되어 서양의복을 공부하고 광복과 함

께 귀국하 다. 이러한 경험은 일찍이 우리옷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국립과학관 공예

실에 근무하면서 주부를 상으로 무료 강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 다. 

1948년경 주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에서 만난 위당 정인보 선생의 지도로 문헌 연

구와 유물 수집을 병행하 다. 1958년, 1963년, 1966년 등의 전시회를 거듭하면서 조상들

의 때묻은 옷이 경제적인 가치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윤백  여사와는 1960년 는 신

당동 자택을 방문하거나 국립민속관, 전시회장에 참석하는 등 만남이 계속되었다. 필자와 

필자의 모친도 신당동 자택에서 만난 기억이 있다. 1958년 수집된 시가(媤家)의 유물 후수

(後綬)를 시작으로 1960년 부터 1970년 에 집중되었다. 1976년 정년과 함께 그동안 수집

된 유물 3,365점과 도서 3000여권이 단국 학교에 기증되었고 1981년 5월 한남동 캠퍼스

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이 개관되었다. 금번 전시되는 유물 222점은 몇몇 점을 제외하고 

3,365점에 포함된 유물이다. 조선의 마지막 공주 집안의 유물들은 략 2세기에 걸친 궁중

과 사 부가의 복식과 다양한 생활소품 자료이다. 금번 기회를 통하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덕온공주, 윤용구 유물에서 누락된 자료들이 확인되고 그간의 연구 성과로 인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후속 연구가 보완되어서 조선 마지막 공주가의 생활상이 성공

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 한다. 1998년 말 필자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 던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관장님 생전에 기획하지 못한 것을 심각하게 

후회한 경험이 있다. 금번에도 또 다시 반성과 후회 속에 글을 마감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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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가례등록을 통해 본 

덕온공주 가례 절차 

Ⅰ. 서  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혼인이라 한다. 혼례는 이러한 혼인의 만남

을 드러내어 공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식이다. 왕실에서 이 혼례를 지칭하는 용어

는 다양하다. 국조오례의에 실린 가례(嘉禮)의 다양한 의식 중에서 혼례와 관련된 것으

로 ‘납비의(納妃儀)’, ‘왕세자납빈의(王世子納嬪儀)’, ‘왕자혼례(王子昏禮)’, ‘왕녀하가의(王女

下嫁儀)’, ‘종친문무관일품이하혼례의(宗親文武官一品以下昏禮儀)’ 등이 있다. 이러한 의주

들은 그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혼례 당사자들의 신분에 따라 혼례 의식을 달리 불렀음을 

알려준다. 왕과 왕세자의 혼례는 ‘납비(納妃)’와 ‘납빈(納嬪)’이란 표현이 보여주는 것 같이 

한 여인을 ‘비(妃)’와 ‘빈(嬪)’이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혼례식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책비(冊妃)’와 ‘책빈(冊嬪)’의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왕자와 공주의 혼례에서 이러한 책례는 보이지 않는다. 즉, 왕위 계승과 관련된 

비와 빈 외에는 지위의 수여와 무관하게 혼례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가의 자녀와 

사 부가의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사에서 신분의 불평등은 여전히 보인다. 그러한 불

평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왕녀하가의’이다. 공주, 옹주, 군주, 현주 등 왕녀(王女)

의 혼례는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임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주의 혼례는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부부(夫婦), 고부(姑婦)와 같은 가족의 지위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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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왕실 혼례의 기본 절차가 유교의 의례나 주문공가례에 기초하고 있으며, 공주의 혼

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혼례가 지닌 매력은 왕실가의 딸과 평민

의 아들 사이에서 생기는 불평 등이 주는 긴장감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보여주는 

여러 양상들을 덕온공주(德溫公主)의 혼례 절차를 따라가며 살펴보고자 한다.

Ⅱ. 덕온공주(德溫公主)와 부마 윤의선(尹宜善)

덕온공주(1822~1844)는 순조와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1789~1857)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다.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는 2남 3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남은 효명세자(孝明世

子, 1809~1830)이고, 차남은 일찍 죽었다. 장녀인 명온공주(明溫公主)는 효명세자보다 한 

살 어리다.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와 결혼하 다. 차녀는 복온공주(福溫公主)인데 

창녕위(昌寧尉) 김병주(金炳疇)와 혼인하 다. 그 다음이 막내딸 덕온공주이다. 8세가 되는 

1829년(순조 29)에 ‘덕온’이란 공주의 작호를 받았다. 공주가 13살 때에 아버지 순조가 승

하하 는데 이때에 그녀는 결혼하기 전이었다. 1837년(헌종 3)에 남녕위(南寧尉) 윤의선

(尹宜善)에게 하가(下嫁)하 는데 이때 공주의 나이는 16세 다. 부마 윤의선(미상~1887)

은 해평 윤씨로 윤치승(尹致承)의 아들이다.1)

덕온공주가 혼례를 치를 때 국왕은 헌종이다.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은 덕온 공주에게 

조카에 해당한다. 주자가례에 의하면 관례, 혼례를 주관하는 주인은 신랑, 신부의 친부모

가 아니고 각 집안의 종자(宗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덕온공주의 경우 헌종이 신부집의 

주인으로 혼례에 적극 나서야 할 위치이다. 그러나 공주의 하가(下嫁)에서 국왕은 의례(儀

禮)의 표면에 나오지 않는다. 종친 중 덕망 있는 사람을 국왕 신으로 주인의 일을 맡기기 

때문이다. 덕온공주의 혼례 때 주혼자(主婚者)는 완창군(完昌君) 이시인(李時仁, 1805~ 

1) 덕온공주는 결혼 후 1844년(헌종 10) 5월 24일에 사망하 다. 이날은 헌종의 간택일이었는데, 둘째 아

기를 배어 무거운 몸으로 경사에 참석하 다가 급체를 하는 바람에 죽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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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이었다. 공주 가례에서 국왕이 의례의 현장에 나아가지 않지만 일의 진행을 결정하고 

행사가 끝날 때마다 보고를 받으며 선온(宣醞)을 내려주는 등 매우 깊게 개입하고 있다. 

헌종 역시 그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의례의 실질적인 주관은 순원왕

후 다. 순조의 비 순원왕후는 순조가 승하한 후 왕위에 오른 손자를 신하여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Ⅲ. 덕온공주가례등록(德溫公主嘉禮謄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덕온공주의 혼례식에 관한 기록으로 2종의 덕온공주가례

등록이 있다. 두 책은 모두 덕온공주의 혼례식을 다루고 있는데 부분 유사하다. 곽이 

없고 괘선이 없는 덕온공주가례등록(장2-2632)는 초고본에 해당하는 반면 사주단변(四周

單邊)에 오사란(烏絲欄)이 있는 덕온공주가례등록(장2-2631)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2) 본고에서는 이 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등록’이란 일반적으로 각 관서에서 오고간 문서들을 베껴 기록한 책을 가리킨다. 조선시

 공문서는 원본 서류들보다 이런 등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1차적인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국가 왕실의 혼례에 등장하는 등록 중에는 의궤와 유사한 형태의 

등록이 여러 종 있다. 즉, 행사 관련 부서에서 오고간 서류를 순서 로 등사하여 보관한 자

료라기보다 의궤와 같이 행사가 끝난 후 필요한 서류들을 재정리하여 편집한 기록물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이때 의궤와 등록은 신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왕비와 세자

의 혼례는 도감에서 주도하며 행사가 끝나면 의궤가 만들어진다. 반면 군, 왕자의 혼례

는 도감이 아닌 청(廳)에서 일을 주관하고 일을 마친 후에는 등록을 제작하 다. 현재 공

주, 옹주, 군주, 현주 등 왕녀(王女)의 혼례 등록으로 규장각과 장서각에 20종이 소장되어 

있다.3)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2), 장서각소장등록해제, p.147.

3) 김문식(2011), ｢1823년 명온공주의 가례절차｣, 조선시 사학보 56,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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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가례등록은 본청등록과 별공작등록을 합쳐 한 책으로 만든 것이다. 등록의 

전체 목록은 아래 <표 1>와 같다.

揀擇 – 擇日 – 事目 – 座目 – 傳敎 – 啓辭 – 駙馬冠禮儀 – 納采 – 納幣 – 命服內出 – 親迎 – 公主詣駙馬房儀 – 同牢

宴 – 賞典 – 移文 – 來關 – 甘結 – 各司所掌物目 – 別工作

<표 1> 덕온공주가례등록 목차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등록의 전체적인 흐름은 전교, 계사, (의주), 이문, 내관, 감결 

등과 같이 문서의 성격에 따라 묶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왕녀 혼례 등록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의주에 관한 부분이다. 위에 보이는 <부마관례의(駙馬冠禮儀) – 납채(納

采) – 납폐(納幣) – 명복내출(命服內出) – 친 (親迎) – 공주예부마방(公主詣駙馬房儀) – 동뢰

연(同牢宴)> 부분은 혼례의 각 절차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절차의 기술은 다른 의궤

의 ｢의주｣에서 의주만을 기록한 것과 다른 방식을 보인다. 여기서는 납채, 납폐, 명복내출, 

친  등 각 절차마다 그에 해당하는 서식(書式), 물목(物目), 의주(儀註), 홀기(笏記) 등을 

기록하 다. 그리하여 각 절차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의(儀)’와 ‘홀

기(笏記)’가 함께 있다는 점 역시 매우 독특하다. 이 둘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납채의’와 ‘납채홀기’가 함께 있다. 홀기는 의례의 진행에서 집례가 창하는 절차를 기

록한 일종의 순서지이다. ‘의(儀)‘ 역시 이러한 성격을 지닌다. 國朝五禮儀(국조오례의)에 

실린 부분의 내용은 의식의 절차를 가리킨다. 이 등록에 실린 ‘의’는 바로 국조오례의
에 실린 것들을 옮긴 것이다. 마치 춘관통고에서 ‘원의(原儀)’와 비슷한 것이다. 이에 비

해 홀기는 보다 자세한 서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략하고 세밀하다는 차이가 아니라 

홀기는 당시 의식의 절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왕녀 혼례에서 이렇게 의주, 홀기, 서식 등을 함께 서술한 것은 순조 에 들어와 

정착된 양식이다. 이전에는 홀기별, 의주별, 서식별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1804년에 

있었던 숙선옹주가례등록에서부터 이들이 의례별로 함께 묶어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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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마의 간택과 관례

등록에 의하면 공주 혼례는 1837년(헌종 3) 5월 10일 왕 비전의 전교로부터 시작하

다. 당시 왕 비 던 순원왕후는 공주 부마의 간택을 위하여 14세부터 16세의 남자에 

한 금혼을 지시하 다. 다만 국성(國姓), 관적(貫籍)이 다른 이씨(李氏), 당 의 성(姓)이 

다른 8촌 친척, 과부의 자식, 아비만 있는자, 몸에 질병이 있는자, 출계자로 이미 입안을 

제출한 자 등 7조에 해당하는 자는 혼인을 금하지 않았다.4) 

금혼과 더불어 연령에 해당하는 자식이 있는 경우 올리는 간택단자의 규식을 지방에 알

렸다. 간택단자는 3첩(貼)으로 되어 있는데 초첩(初貼)에는 첫 줄에 “某道某邑駙馬揀擇單子

(모도모읍부마간택단자)”라고 쓰고, 재첩(再貼)에는 첫 줄에 간택인의 “姓名, 生年月日時, 

性本(성명, 생년월일시, 성본)”을 쓰고, 다음 열에 차례로 4조(祖)의 이름을 쓴다. 4조는 부

(父), 조부, 증조부, 외조(外祖)를 가리킨다. 3첩에는 가운데에 “大年號月日( 연호월일)”을 

적고 아래에 가장(家長)이 직함을 모두 쓴 다음에 수결을 썼다. 

전국에 단자를 올릴 것을 하명하 으나 실제 간택의 후보자 명단을 올린 곳은 한성부 밖

에 없었다. 초간택은 5월 26일 희정당(熙政堂)에서 거행하 는데 12명의 후보자가 참여하

다.5) 앞서 언급하 듯이 1837년 당시에는 헌종이 즉위하 으나 왕 비인 순원왕후가 

수렴청정하던 시기 다. 그리고 덕온공주의 혼사는 자신의 사위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

러므로 혼사의 시작이나 간택 과정에 순원왕후는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 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왕 비전이 수렴하 다. 도승지, 우승지가 덕온공주의 부마

(駙馬) 간택에 참여하는 동몽(童蒙)들을 인솔하 다. … 왕 비전이 전하여 말하 다. 

“동몽들은 나이순으로 차례로 앞으로 나오라.” 동몽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자기 성명을 

올렸다. 왕 비전이 승지와 사관을 명하여 물러나게 하 다. 조금 지난 후 들어오라고 

명하 다. 이규현 등이 차례로 들어왔다. … 왕 비전이 박기수에게 앞으로 나올 것을 

4) 덕온공주가례등록(장2-2631), 揀擇, 정유 5월 초10일.

5) 단자를 올린 사람은 전체 13명이었다. 그 중 한면명인 金胤根의 子 炳素는 痁疾이 심하여 참여하지 

못하 다. 병이 나은 후 재간택부터 참여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지만 이후 재간택에서도 명단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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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전교하 다. “지금 초간택을 당하니 기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일을 생각

하니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다.” 이에 전교를 쓰게 하 다. “생원 윤치승(尹致承) 아들 인

갑(寅甲), 유학 서두보(徐斗輔) 아들 뇌윤(賚胤), 부호군 오취선(吳取善)의 아들 흥세(興

世), 전현감 홍재과(洪在果)의 아들 한종(漢鍾), 유학 박제신(朴齊信)의 아들 쾌열(快悅)은 

재간택에 들이고 나머지는 혼인을 허락한다.” 또 전교를 쓰게 하 다. “부마의 재택일은 6

월 초순 전에 들이고, 삼간택은 같은 달 20일 이후에 택일하여 들을 것을 예조에 분부하

라” 이에 물러가길 명하니 제신들이 차례로 나갔다.6) 

순원왕후는 딸의 결혼을 당하여 기뻐하면서도 남편이 순조를 생각하여 슬픈 마음을 감

추지 않았다. 그리고 5명의 후보자를 뽑고 재간택을 명하 다. 재간택은 6월 4일에 있었는

데 5명의 참석자 중 3명이 뽑혀 삼간택에 나아갔다. 마지막 삼간택에서 생원 윤치승(尹致

承)의 아들인 인갑(寅甲)이 부마로 정해졌다. 

순원왕후는 삼간택을 마치고 그날 곧바로 부마가 될 사람에게 ‘남녕위(南寧尉)’라는 작위

를 곧바로 내렸다. 개 아래에서 의망을 올려 정하지만 특교로 곧바로 거행한 것이다.7) 

그리고 길례 전안(奠雁)의 장소를 사동본방(寺洞本房)으로 정하 다. 전안의 장소라 신랑

이 기러기를 가져와 신부집 주인에게 바치는 것을 가리킨다. 

한 달여 동안의 간택을 마쳐 부마가 결정되었으므로 이제 혼례를 거행할 일만 남았다. 

그러나 다른 혼례와 달리 덕온공주가례등록에는 부마의 관례 의식이 실려있다. 조선시

 표적인 평생의례인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중에서 관례의 시행은 상 적으로 미비했

다. 그리고 관례가 독자적인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혼례와 연동되어 거행되었기 

때문이다. 개 혼례를 성인이 되는 기준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혼례를 위해 간략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와 혼례는 독자적인 자기 절차를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왕녀의 혼례식에는 ｢부마관례의(駙馬冠禮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그리고 왕녀의 결혼을 위해서 남아들의 금혼을 시행할 때 관례를 같이 금지한 사례

도 있었다. 이것은 관례가 혼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덕온공주의 부마로 간택된 윤인갑은 7월 1일에 관례를 거행하 다.8)

6) 승정원일기 2342책, 헌종 3년 5월 26일(임인).

7) 승정원일기 2343책, 헌종 3년 6월 25일(신미).

8)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때에 윤인갑은 윤의선(尹宜善)으로 개명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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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덕온공주 가례 절차와 그 특징

부마관례의(駙馬冠禮儀) – 납채(納采) – 납폐(納幣) – 명복내출(命服內出) – 친 (親迎) – 동뢰연(同牢宴) – 공주

현고구의(公主見舅姑儀) – 공주현사당의(公主見祠堂儀) – 서조현의(壻朝見儀)

<표 2> 덕온공주의 가례 절차

덕온공주의 가례 절차는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나오는 혼례 절차를 기본으로 하

면서도 왕가의 혼례 의식이 덧붙여진 독특한 형식이다. 공주의 혼례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서 잠시 국조오례의에 실린 혼례의 절차를 살펴보자. 국조오례의에는 왕비로부터 종

친 및 문무관의 혼례 의식이 실려있다. 이 중에서 가장 성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왕

과 왕비의 혼례이다. 국왕의 혼례가 지닌 특징은 ‘책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뢰연 

이전에 왕비를 책봉한 다음 모셔오는 것이다. 혼례의 명칭처럼 ‘왕비를 들이는 것’이다. 그

리고 고례의 예식에 맞추어 ‘납채’, ‘납징’, ‘고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친 ’ 신에 ‘명사봉 ’의 의식이 있는 것 역시 차이이지만 후 에 친 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국왕의 특징적인 요소는 아니다. 

한편, 왕자와 왕녀의 혼례를 살펴보면 고례가 아닌 주문공가례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납채, 납폐, 친 , 교배례, 부현고구(婦見舅姑), 묘현(廟見), 서현부지부모(壻見婦之父母)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왕자와 왕녀의 특수성은 여기서도 나타난다. 왕자의 특수성은 

신부인 부인(夫人)이 왕자의 사당을 알현하는 의식이 생략된다. 왕자의 사당이란 종묘(宗

廟)이므로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선후기 왕세자빈의 경우 혼례 후 종묘에 나아가 

선왕에게 예를 행하는 것이 정식화되었지만 왕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왕녀

의 경우 국조오례의에서는 그 다른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왕녀의 혼례를 ‘하가의

(下嫁儀)’로 표현한 것에서 그 독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가례등록에 나타나는 왕녀의 혼례는 국조오례의의 것과 다른 모습이다. 납

채, 납폐, 친  등 기본적인 절차는 오례의에 따라 진행되지만 그 외의 의식도 추가되어 있

기 때문이다. 먼저 부마의 관례(冠禮) 절차가 보인다. 그리고 납폐 후에는 ‘명복내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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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추가 되어 있다. 또한 의주나 홀기는 보이지 않으나 친  전에 부마가 궐에 들어가 

국왕을 알현하는 절차도 등장한다. 이러한 의식은 왕가의 의식을 모방한 것이기도 하며 신

랑과 신부의 신분적 불평등에서 유래한 것도 있다. 이러한 의식들에 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왕[納妃儀] 왕자[昏禮]
왕녀[下嫁儀]
(국조오례의)

덕온공주가례
(등록)

종친문무관1품이
하(昏禮儀)

가례

王, 王妃 大君, 夫人 공주, 壻 壻, 婦 (의혼)

納采 〇 〇 (駙馬冠禮儀)
납채

〇 납채

納徵 (納幣) (納幣) 납폐 납폐 납폐

告期 - - -

冊妃 - - 命服內出 -

命使奉迎 〇 〇 (駙馬詣闕)
친

〇 (친 )

同牢宴 〇 〇 동뢰연 (〇) 교배례

王妃受百官賀
殿下會百官

王妃受內外命婦
朝會

夫人朝見
大君見夫人之父

母

公主見姑舅
公主見祠堂

壻朝見

主見舅姑見祠堂
儀 壻朝見儀

婦見姑舅
婦見祠堂

婦見舅姑
廟見

壻見婦之父母

<표 3> 王妃와 後宮 嬪의 가례 비교 

1. 납채

납채는 혼례의 첫 절차이다. 중매자를 통하는 사가의 결혼이나 간택이란 절차를 거치는 

왕가의 혼례 모두 이전의 과정은 결정을 위한 ‘의혼(議婚)’의 단계이라면 결정을 공식적으

로 표명하는 첫 의식이 납채이다. 납채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결혼할 의사를 사자(使者)

를 통해 전하고 예물을 보내면 신부 측에서 이를 맞이하는 의식이다. 신랑과 신부의 양가 

부모가 직접 면하는 상견례가 없으므로 각각의 집에서 사지를 보내고 사자를 맞이하는 

절차가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의식은 양가의 사당에서 거행하 다.9) 여기서 의례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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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신랑과 신부가 아닌 그들의 부모 또는 종자(宗子)이다. 

그런데 왕실의 혼례는 불평등한 집안 사이에 오고가는 것이다. 특히 신부 측이 신랑 측

보다 월등히 지위가 높다. 신랑과 신부의 부모가 혼례의 주체로 나선다는 원칙으로 말하면 

왕과 신하가 같이 맞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왕에게도 불편할 뿐 아니라 그

를 상 해야 하는 신랑 측 집안도 불편할 것이다. 물론 사돈지간에 공식상 직접 면하는 

예는 없지만 오고가는 문서는 그들이 상 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주

의 결혼식에서 신부측 혼주를 국왕이 아니라 종친 중 당상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

다. 덕온공주의 경우에는 완창군(完昌君) 시인(時仁)이 혼주가 되었다. 그러므로 공주의 결

혼식에 오고가는 문서는 신랑 측 부친 윤치승과 신부 측 종친 이시인 사이의 이름으로 오

고간다. 그리고 신랑집에서 자제 중에 한 명을 사신으로 삼는데 국혼의 경우 격을 높이기 

위해 사신이 관직이 없으면 관직을 내리는 것이 관례 다. 덕온공주의 경우 사신으로 정해

진 사람은 유학 윤택호(尹宅鎬) 는데 관직이 없어 군직에 부쳐 관 를 입고 평소에 출사

(出仕)하게 하 다.10)

[駙馬家] 告祠堂 → (外宣醞) → 傳采書 → [公主宮] 迎使臣 → 受采書 → 外宣醞·內宣醞 → 傳復書 → [駙

馬家] 授復書 / 主婚告國王

<표 4> 납채의 절차

납채의 절차를 간략히 나타내면 위의 표와 같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납채는 먼저 

신랑집에서 주인이 사당에게 납채의 사실을 조상에게 아뢰고 사신을 통해 납채 문서를 신

부집에서 보내는 것이다. 의식의 전반적인 흐름은 사가와 동일하지만 왕실혼에서만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선온(宣醞)의 시행이다. 당일날에는 가례청 당청 이하 각

차비관 등이 부마집에 먼저 가서 선온례를 거행할 준비를 하고 주인과 선온을 마친 후 납

채의식을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그리고 사신이 공주궁에 도착하여 채서를 전달한 후에도 

외선온과 내선온을 베풀었다. ‘선온’이란 국왕이 사온서(司醞署)에서 빚은 술을 내리는 것

9) 禮記·昏義, “昏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 故君子重之. 是以昏禮納采·問

名·納吉·納徵·請期, 皆主人筵几於廟, 而拜迎於門外, 入揖讓而升, 聽命於廟, 所以敬慎重正昏禮也.”

10) 승정원일기 2342책, 헌종 3년 6월 28일(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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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킨다. 외선온을 거행할 때면 왕이 하사한 선온을 향해 모두 4배를 하고 술을 받아 

마신다. 신랑과 신부집 모두에 보이는 외선온은 국왕이 신부의 아비의 자리를 넘어 두 사

람과 두 가문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납채의 예가 끝나면 신부측 혼주가 즉각 궁

궐에 들어가 정원(政院)에게 납채의 예가 끝남을 아뢰고 정원이 이를 사알(司謁)을 통해 아

뢰었다.

한편, 위의 절차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국왕은 채서와 답장[復書]에서도 개입한다. 채서

는 신랑집에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지만 왕녀의 혼례에서 채서는 도청(都廳)에서 작성하

다.

시기가 맹추(孟秋)에 태후(台候)께서 다복(多福)하십니까. 조은(朝恩)으로 치승(致承)의 

둘째 아들 의선(宜善)에게 아내[室]를 주시므로, 삼가 납채(納采)의 예(禮)를 행하오니, 삼

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불선(不宣). 정유년 7월 4일.

서신을 받들어 납채(納采)의 예를 받게 되었는데, 덕온공주는 나이 이미 장성하 으므

로 지금 존명(尊命)을 받게 되니, 감히 삼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삼가 살피시기를 바랍니

다. 불선(不宣) 정유년 7월 4일.

위와 같은 내용의 채서와 복서는 도청에서 정서(正書)한 후 각각 4폭의 홍정주(紅鼎紬)

로 만든 보자기로 싸서 가함(假銜)에 담아 왕께 올리면 왕이 먼저 어람을 한 후에 채서는 

부마집으로, 복서는 공주궁으로 보냈다. 이렇게 국왕은 다양한 방식으로 왕녀의 결혼식에 

참여하 다. 

2. 납폐

납폐(納幣)는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예물을 보내어 혼사가 정식으로 성사되었음을 통보하

는 의식이다. 의례에서는 ‘납징(納徵)’이라 하 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혼

인 계약의 증거물인 예물을 보내고 받는 것이다. 예물로 현훈속백(玄纁束帛)과 여피(儷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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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 는데 현훈속백은 흑색과 옅은 홍색의 비단 다섯 필을 의미한다. 여피는 사슴가

죽 두 장을 뜻하 다. 흑색과 홍색을 사용하는 것은 음양이 갖추어진 것을 상징한 것이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왕녀의 폐백에는 “주(紬) 또는 포(布)를 사용하는데 현색은 3필, 

훈색은 2필로 한다”고 하 다. 덕온공주혼례에서는 폐백으로 현아청토주(玄雅靑吐紬) 3필

과 훈 홍토주(纁大紅吐紬) 2필을 흑칠함에 넣어 보자기에 싸서 보냈다.

납폐의 절차는 납채의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신랑측 부마집에서 먼저 시작하는데 외선

온이 있고, 공주궁에서 사신을 통해 폐백을 받은 후에도 외선온과 내선온이 있다. 그리고 

의식을 마치면 주혼자가 궁궐에 들어가 정원(政院)에 예가 마쳤음을 아뢰었다.

3. 명의내출(命衣內出)

왕녀의 혼례에서 가장 독특한 절차 중 하나가 ‘명의내출’이다. 이것은 ‘명의’를 부마집에 

보내는 의식이다. 덕온공주의 명의납출 의식을 살펴보면 이 의식은 1837년(헌종 3) 8월 7

일에 거행하 다. 당일에 도청 2원과 낭청 2원, 별공작 관원이 상의원 관원 2원과 함께 흑

단령을 입고 합문(閤門)에 나아가 내시부 상전(尙傳)이 내어 주는 명의함(命衣函)을 상의원

(尙衣院) 관리가 받아 고족상(高足床)에 두었다가 지게에 실어 부마집에 가져왔다. 이때 반

차를 보면 먼저 인로군 10명이 푸른색 청의와 청건(靑巾)을 갖추고 좌우로 나누어 앞서고, 

다음에 부장2원이 좌우에 서고, 그 다음에 명의함을 짊어진 사람이 오사모, 흑단령, 자적조

, 흑화자를 실고 갔다. 그 다음에 상의원 2원, 예모관 2원, 별공작관, 낭청, 양도청(兩都

廳)이 좌우로 나누어 따랐다. 부마의 집에 도착하면 미리 준비한 고족상에 명의함을 올려놓

는다. 그러면 주인이 4배를 하고 받았다. 이후 주례(酒禮)이 있고 예단을 지급한 후 마쳤다. 

국조오례의의 ｢공주하가의｣에는 ‘명의내출의(命衣內出儀)’라는 의주가 보이지 않는다. 

조선후기 공주 혼례등록에서 ‘명의내출’이란 항목은 일찍부터 등장하고 이에 관한 홀기도 

같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절차와 달리 ‘명의내출홀기’는 있어도 ‘명의내출의’는 없었다. ‘명

의납출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덕온공주가례등록에서이다. 이때에 ‘명의납출홀기’와 앞 

부분에 의주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된 부분 앞에 ‘명의납출의’라는 이름을 덧붙이고 있다. 

그 동안에는 그 내용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목의 제목을 붙이지 못했는데 덕온공주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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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성 후 이에 관한 사실을 수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1872년(고종 9)에 등장하는 

 혜옹주가례등록에서 ‘명의내출의’가 편찬 때부터 공식적으로 들어간다. 국조오례의
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절차가 명문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왕실의 혼례식과 민가의 혼례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책례(冊禮)에서 찾을 수 있다. 왕

은 사 부가의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선택한 여자를 왕비로 삼는 책봉의식을 행하

다. 물론 국왕이 되기 전에 혼례를 이미 치렀으면 혼례와 책례는 분리되겠지만 국왕이나 

왕세자의 신분으로 왕비 또는 왕세자빈을 맞이할 경우엔 책봉의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그

러므로 왕비의 혼례식은 민간인에서 왕비나 왕세자빈으로의 지위 상승을 동반한 것이었다. 

책례 때 주요 상징물은 교명문(敎命文), 책문(冊文), 보인(寶印), 명복(命服) 등이다. 이 

네 가지를 제작한 후에 궐내에 가져오는 것을 ‘교명책보내입의(敎命冊寶內入儀)’라고 한다. 

그리고 사신을 통해 왕비가로 보내는 의식을 ‘교명책보태출의(敎命冊寶內出儀)’라고 한다. 

이 네 가지를 모두 함에 넣어 교명문과 책문은 요여(腰輿)에, 보인과 명복은 채여(彩輿)에 

실고 사신이 왕비가에 도착한다. 그러면 왕비가 명복을 받아서 갈아 입고 교명, 책, 보수를 

순서 로 받았다. 문과 보인이 생략되었던 후궁의 가례의식을 보면 교명과 명복이 함께 내

려진다. 이때 의식을 ‘교명예궐내입의(敎命詣闕內入儀)’, ‘교명내출의(敎命內出儀)’라고 한

다.11) 이 경우 명복은 교명에 부수적인 형태와 같이 명복만을 위한 내출입의는 없다. 

이런 예들을 볼 때 왕녀의 혼례에 보이는 ‘명의내출’은 책비나 책빈 때 교명과 명복 등을 

내려주던 의식을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주의 혼례를 신랑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마

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부마는 작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작위를 부여하는 것이 혼례

의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위는 혼례 전에 수여하 다.12) 다만 혼례에서는 부마에게 

명의를 내리는 것만이 의례화된 것으로 보인다.

11) 헌종비 경빈김씨의 혼례에서 ｢敎命詣闕內入儀｣와 ｢敎命內出儀｣는 의주가 마련되었지만 실제 거행은 

하지 않았다. 

12) 혼례 이전에 작위가 부여된 사실은 현종의 장녀 명선공주(1660년~1673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명선공주는 맹주서(孟胄瑞)의 아들 맹만택(孟萬澤)과 정혼하 으나 혼례를 치르기 전에 죽었다. 하지

만 부마로 간택된 맹만택에게는 이미 작호가 주어져 있었다. 현종이 그의 작호를 거두지 않으려고 

했지만 신들의 주청으로 인하여 작호를 회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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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영

친 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혼례를 치르는 

것을 가리킨다.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는 이 의식은 혼례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절차

이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까지 직접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혼인에 임하는 신랑

의 정성이 표출된다. 그러면서도 친 은 혼례식이 신랑 집에서 거행되어야 하는 의식임을 

보여주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다. 즉,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 가족의 인원으로 만드는 것

이 혼례임을 보여주는 절차이다. 또한 유학자들은 신랑이 앞서고 신부가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통해 부부간에 있어야 할 강유(剛柔)의 의리를 보여준다고 준다고 여겼다.13) 특히 

전통적으로 장가들고 처가살이를 하 던 우리나라에서는 친 을 유교식 혼례의 표준으로 

삼았다.

주문공가례에 보이는 친  절차는 신랑과 신부의 집에서 사당에 먼저 고하고 각자 부

모가 술을 내리고 명령과 교훈을 전하는 초례를 거행하 다. 초례를 마치면 신랑이 예물로 

기러기를 준비하여 신부집에 가서 주인을 뵙고 기러기를 바치고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

아오는 것이다. 

덕온공주의 친 은 8월 13일에 있었다. 먼저 친 의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전반적인 흐름은 가례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駙馬詣闕) 

告祠堂 → 外宣醞 → 醮禮 → [駙馬家]    [公主宮] 奠雁 (← 醮禮 ← 外宣醞) 

(同牢宴)

<표 5> 친영 절차 

먼저, 공주의 친 에서는 다른 때와 달리 친 이 있기 전에 신랑인 부마가 먼저 궁궐에 

들어가 전(大殿), 왕 비전(大王大妃殿), 왕 비전(王大妃殿) 비전(大妃殿), 중궁전

(中宮殿)에게 4배의 예를 올린다. 이는 상황에 의해 공주의 부모 또는 국왕이 예식에 직접 

나서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혼주(婚主)와 실제 부모의 불일

13) 이욱(2011), ｢유교 혼례의 절차와 상징성에 관한 고찰｣, 한국계보연구 2,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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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변례를 통해 신하는 것이다. 전을 비롯한 궁궐의 웃어른을 만나는 공식적인 절차

는 혼례가 끝난 후에 ‘서조현의’로 정해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 에 앞서 부마가 이

들에게 절을 올리는 것은 신부의 친부모에 한 예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초례 전에 양가에서 거행하는 외선온 역시 사가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납채, 납

폐, 그리고 친  모두에서 선옹의 절차는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친 에 보이는 선온이 이

전의 것과 다른 점은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부마집 선온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는 ‘위요(圍繞)’의 무리가 있다. 위요는 친  때 신랑이나 신부와 같이 상 의 집에 따라

가는 무리들이다. 일종의 들러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친척이나 신랑 신부의 

친구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왕녀의 위요는 관료들이 참여하여 혼례의 격을 높 다. 가례

등록에 의하면 덕온공주의 친  때 신랑의 위요로 참여한 사람들은 행의정부좌참찬 심능

악(沈能岳), 의정부 우참찬 송면재(宋冕載) 등 총 11명이었다. 위요의 명단에 올라갔으나 

병이나 외방에 있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수가 13명이었다. 위요는 도청의 관원들과는 별

도로 구성되었다. 부마가 공주궁에 갈 때 반차의 뒤편에서 따라갔다. 그리고 공주가 부마

집으로 갈 때에는 각사 관원들이 위요가 되어 반찬의 뒤편에서 동행하 다. 

5. 동뢰연

‘동뢰’란 ‘제사의 희생을 같은 먹는 것’이다.14) 희생을 같이 먹고 입가심을 위한 술을 마시

는 동뢰연에서 음식은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다. 그러나 고례처럼 희생을 준비하기보다 교배

와 합근을 통해 부부의 합일을 상징하 다. 신랑과 신부의 옷을 상 의 시종에 맡기고, 신

랑과 신부가 먹다 남긴 음식을 상 의 시종이 먹는 것을 통해 서로의 친밀감을 드러내었다. 

덕온공주의 동뢰연 역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 가례등록에는 동뢰연의 경우 다른 절

차와 달리 ｢동뢰연의(同牢宴儀)｣만 있고 ‘동뢰연홀기(同牢宴笏記)’는 없었다. 다만 의주 마

지막에 세주(細註)로 ‘同牢笏記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국조오례의의 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나타낸다. 그 절차를 간략히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교배(交拜), 합

근(合巹), 탈복(脫服), 준(餕)’의 순서로 되어 있다. 

14) 禮記·郊特牲, “共牢而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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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拜 → 合巹 → 脫服 → 餕

<표 6> 동뢰연 절차

교배는 공주가 재배를 하면 부마가 답배를 하는 것이다. 합근은 부마와 공주가 술잔에 

술을 받아 마시길 2회한 후 다시 합근(合巹)에다 술을 받아 마시는 것이다. 합근을 마치면 

신랑은 방을 나가고 신부는 남아 있는다. 신랑이 다시 들어와 옷을 벗으면 공주의 시종이 

그것을 받고 공주가 옷을 벗으면 부마의 시종이 옷을 받는다. 그 다음으로 부마의 종사들

이 공주가 남긴 음식을 먹고, 공주의 시종이 부마가 남긴 음식을 먹는다. 이로써 친 의 모

든 절차가 끝난다. 

6. 동뢰연 이후 의식

유교 혼례는 남녀의 동등한 만남이라기보다 여성의 시  입문 의례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친 과 동뢰연으로 혼례의 주요 절차가 끝났지만 신부에겐 아직 많은 절차

가 남아있었다. 동뢰연 이후 절차는 시 의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이다. 공주의 혼례에서도 

이 상황은 그 로 적용되었다. 즉, 공주의 사회적 지위와는 별개로 며느리로서 시  부모

와 조상에게 예를 올렸다. 먼저 ‘公主見舅姑儀(공주견구고의)’는 시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것

이다. 동뢰연 다음날에 공주는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여 시부모님을 찾아뵙는데 계단 

아래에서 절하고 폐백의 음식을 올렸다. 친  후 3일째 되는 날에는 시 의 사당에 나아가

는 ‘公主見祠堂儀(공주견사당의)’가 있다. 이때에도 사당의 계단 아래에서 사당에 계신 조

상에게 4배의 절을 올렸다. 

한편, 친  후 4일째 되는 날에는 부마가 공복을 갖추어 입고 궁궐에 들어가 전, 왕

비전, 왕 비전, 중궁전을 뵙고 4배의 예를 행하 다. 그리고 물러나와 공복을 벗고 차례

로 종실의 존장들을 만나 예를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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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남자 중심의 혼례에서 신부의 지위가 신랑의 지위보다 높은 공주의 결혼식은 유교 사회

에서 불편한 면이 없지 않을 수 없다. 궁궐에 살다 민가의 집에 살아야 하는 공주도 불편

하지만 높은 사람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두고 산다는 것도 힘든 일이다. 왕녀의 혼례에

서 주의를 끄는 것은 이러한 불편함을 의례를 통해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만약 주문공가

례에 나오는 형식을 그 로 유지했다면 왕가와 사가의 신분적 격차를 줄일 수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신부 측 혼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왕이 그 자리를 빠지고 종실의 다른 

사람으로 치함으로써 서로의 높이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국왕의 지위를 ‘선온’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혼례의 격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와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주의 실제적인 혼주 역할을 수행하 다는 점 역시 흥미로운 일이었다. 채서와 복서의 내

용을 점검한다든지, 각 절차가 끝난 후 보고를 받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그리고 친 에 앞

서 부마가 궁궐에 들어가 먼저 국왕과 왕 비 등을 만나 예를 표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 중 하나 다. 

참고문헌

덕온공주가례등록(장2-2631, 2-26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2), 장서각소장등록해제
김문식(2011), ｢1823년 명온공주의 가례절차｣, 조선시 사학보 56.

이  욱(2008), ｢조선후기 후궁 가례(嘉禮)의 절차와 변천 – 경빈 김씨 가례를 중심으로 –｣, 

장서각 19.

______(2011), ｢유교 혼례의 절차와 상징성에 관한 고찰｣, 한국계보연구 2.



연구논고 3



덕온공주가례등록을 통해 본 

공주가례복식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목 차

Ⅰ. 머리말

Ⅱ. 덕온공주가례 절차와 참여자들의 복식

Ⅲ. 의빈 복식

Ⅳ. 공주 복식

Ⅴ. 맺음말



- 68 -

덕온공주가례등록을 통해 본 공주가례복식

Ⅰ. 머리말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 23세)는 순조와 순원왕후의 사이에서 출생한 막내딸이

다. 덕온공주 위로 명온공주와 복온공주 그리고 온옹주가 있었다. 덕온공주는 16세가 되

던 1837년(헌종 3) 8월 13일에 부마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1823~1887)과 가례를 

치렀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2종의 덕온공주가례등록(德溫公主嘉禮騰錄)이 남

아있다. 덕온공주가례등록(장2-2632) 곤(坤)은 곽이 없고 괘선이 없는 초고본으로 추정

되며, 사주단변(四周單邊) 형식의 덕온공주가례등록(장2-2631) 건(乾)은 덕온공주가례

등록(귀K2-2632)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1)

공주 가례에 관련하여 각 절차마다 참여한 인물들의 복식에 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의

가 있지만 지면 관계상 모두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덕온공주가례

등록(귀K2-2631)2)에 제시된 의빈 의복과 공주 의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주나 옹주의 가례를 기록한 등록류에 제시된 복식은 설명 없이 복식명만 나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계에서 어렴픗하게 나마 밝혀져 있는 공주, 옹주의 예복이

나 장신구 등과 등록에 열거된 복식명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등록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2), 장서각소장등록해제, p.147.

2) 德溫公主嘉禮騰錄(장2-2631) 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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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고찰을 한다고 하여도 사뭇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해결이 될지, 

아니면 미해결의 과제로 남을지조차 알기 어렵다.

덕온공주의 가례 복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단편적인 자료만이 언급

되어 있기 때문에 17세기 이후 가례등록이나 상장례등록 등의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

아야 했다. 다른 시기의 등록까지 참고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 기에 쉬운 작

업은 아니었다. 새로이 밝혀진 내용이 미흡하지만 학계에서 처음 다루어지는 공주 가례복

식에 한 작업이었기에 처음 제시되는 몇 가지 성과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Ⅱ. 덕온공주가례 절차와 참여자들의 복식

공주가례의 절차는 간택(揀擇), 부마관례의(駙馬冠禮儀), 납채(納采), 납폐(納幣), 명복내

출(命服內出), 친 (親迎), 동뢰연(同牢宴), 현구고례(見舅姑儀), 현사당의(見祠堂儀), 빈조

현의(儐朝見儀) 등으로 이루어진다.

덕온공주가례등록에 보이는 가례 절차에 따라 각 절차별 참여자와 그들의 복식을 간

략히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택 절차와 간택인 복식

덕온공주의 혼인은 다른 공주들에 비하여 늦어졌다. 13살 때 순조가 승하함에 따라 3년

상이 지난 1837년이나 되어 16세에 혼인을 하게 되었다. 부마 간택에 한 논의는 1837년

(헌종 3) 정유(丁酉) 5월 10일3)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고 초간택은 1837년 

5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1732년 화순옹주가례등록에는 간택인들이 유모와 철릭[天翼]

입은 하인 1명을 동하고 입궐하 다4)는 흥미로운 기록이 보인다. 

3) 이후의 날짜는 모두 음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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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5월 26일의 초간택에서 12명의 후보자가 참여하 고 그 중 5명이 결정되었다. 

재간택일은 6월 4일이었는데 5인의 후보 중에서 3인이 결정되었으며 삼간택은 6월 25일에 

하 고 여기에서 생원 윤치승(尹致承, 해평 윤씨)의 아들인 윤인갑(尹寅甲)이 최종 부마감

으로 결정되었다. 윤인갑은 윤두수(尹斗壽, 1533~1601)의 10  후손인데 왕 비 김씨와

도 인척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간택 당시에는 이름이 윤인갑(尹寅甲)이었으나 간

택 후 부마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1823~1887)으로 변경하 다. 

부마로 간택되기 위하여 궐에 들어오는 간택인들의 복장에 한 규정이 있었다. 간택인

들이 분홍직령(粉紅直領), 세조 (細條帶), 부전(付鈿, 首飾, 속칭 ‘唐麻里’), 이행전(耳行纏), 

흑화자(黑靴子)를 착용하고 입궐하도록 되어 있었다. 

2. 부마 관례와 부마의 복식

부마 윤의선은 7월 1일에 관례를 치렀다. 관례는 초가, 재가, 삼가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이 역시, 규정이 있어서 부마가 관례를 치르면서 그 

규정에 따라 입도록 되어 있었다. 

초가에는 치포건(緇布巾), 청단령(靑團領), 실띠[絛帶]를 착용하고 재가에서는 사모, 흑단

령, 품 를 착용하고 삼가에서는 복두에 홍공복, 서속 (犀束帶)를 착용한다. 그리고 신발

은 흑화자로 통용한다고 하 다. 

3. 납채 절차와 참여자들의 복식 

납채는 7월 4일에 치러졌다. 채서(采書)가 신랑집으로 보내지면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복서(復書)를 보내는 절차이다. 주인과 사자(使者)는 성복(盛服)을 한다. 그리고 채서(采書)

와 복서(復書)를 운반하는 부지제원(負持諸員)은 흑주단령(黑紬團領)에 사모, 흑화자, 자적

광다회 (紫的廣多繪帶)를 착용하며 거함집사(擧函執事), 예모관(禮貌官), 주시관(奏時官) 

4) 和順翁主嘉禮騰錄(藏書閣 n1-1책)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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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흑단령을 착용한다. 금도부장(禁道部將, 2명)은 흑단령에 패검(佩劍)하고 인로군(引路

軍, 10명)과 봉거군(捧炬軍, 20명), 지가유둔(支架油芚) 봉지군(捧持軍, 4명), 차막(遮幕)이

나 양산(大兩傘)을 드는 봉지군(2명)은 청의(靑衣)와 청건(靑巾)을 착용한다. 

4. 납폐 절차와 참여자들의 복식

납징(納徵)이라고도 하는 납폐는 7월 16일에 치러졌다.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흑칠함에 현훈(玄纁)을 담아 보자기에 2번 싸서 흑칠 지게에 져서 보내

는 절차이다. 이 때 현과 훈으로는 아청 토주(吐紬) 3필과 홍 토주 2필을 사용하 다. 납

폐 때에 현훈 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식과 패물 등을 보낸 사례5)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전통은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등록에 제시되어 있는 공주의복과 의빈의

복 등이 이 절차에서 오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

납채 절차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참여자들도 비슷하다. 예물을 주고받는 주인과 사자

는 흑단령을 입고 행례를 하 다. 다른 참여자들은 납채 때 착용한 복장과 동일하게 착용

하 다. 공주궁에 이르러서 관원들이 시복(時服)으로 개복하고 선온(宣醞)에 참여하 다.

5. 명복내출 절차와 부마의 복식

[그림 1] 숙종 3자 연령군의 공복
(劉頌玉 1998, pp.223-224)

5) 世祖實錄 권20 세조 6년 4월 9일(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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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8월 7일에 치렀다. 다른 가례에서는 볼 수 없는 왕녀 혼례의 독특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부마 집으로 부마의 명복(命服)을 보내는 절차이다. 왕비나 왕세자빈의 가례에

서 교명(敎命)과 명복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명복’이라고 하면 체로 왕비나 왕세자빈, 왕실 여성들이 입는 옷으로만 생각하여 왔는

데 부마에게도 명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의미하는 명복은 초

포, 복두, 상아홀, 서속  등과 같은 공복이다. 

부마의 명복은 공복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모든 공주·옹주의 가례등록에 기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652년 숙명공주(淑明公主, 1640~1699)6)의 가례등록에 ‘초포 복

두 등’이 명복7)이라는 내용이 처음 보인다. 그리고 1732년 화순옹주(和順翁主, 1720~1758)8)

의 가례 기록인 화순옹주가례등록에서도 ‘공복 홍초포 복두 흑화자’가 명복9)이라는 사실

이 재확인된다.

1680년 명안공주가례등록과 1732년 화순옹주가례등록에는 가례물목 중 의빈의복에 

초포(綃袍)라는 옷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749년 화완옹주의 가례 때부터는 초포가 

생략되기 시작하 고 그 이후의 공주, 옹주의 가례등록에는 초포가 보이지 않는다. 조 

때 편찬된 국혼정례나 상방정례에도 공주나 옹주가례 때의 의빈의복 중에는 초포가 

보이지 않는다. 단지 군과 왕자의 가례의복으로만 초포가 보일 뿐이다. 

의빈의복의 물목에는 없지만 <명복내출> 단계에서 부마의 명복으로 초포가 보내질 가능

성이 있다. 그렇다면 의빈의복에 포함되어 있는 공복 홍주 단령은 관례 때 사용하고 명

복으로 보내진 초포는 친  때는 물론, 전을 비롯하여 웃전에 사배례, 재배례를 올릴 때 

착용하 을 것이다. 

동국 학교 박물관에는 숙종의 제3자인 연령군(延㱓君, 1699~1719)의 공복 [그림 1]이 

소장되어 있다. 겉감은 홍색 공단이고 내공은 청색 운문단으로 만들어 목둘레와 겨드랑이 

밑을 징거 놓았다10)고 한다. 공복을 착장한 모습은 1817년에 거행된 효명세자의 입학례를 

 6) 숙명공주는 효종과 인선왕후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공주이다. 익평위 洪得箕에게 하가하 다. 

신명호(2009), 조선공주실록, 역사의아침, p.351.

7) 淑明公主嘉禮騰錄(藏書閣) 55a.

8) 화순옹주는 조와 정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옹주이다. 월성위 金漢藎에게 하가하 다. 신명

호(2009), 앞의 책, p.352.

 9) 和順翁主嘉禮騰錄(藏書閣) 59b.

10) 劉頌玉(1998), 韓國服飾史, 修學社, pp.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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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왕세자입학도(王世子入學圖)≫ 중 <수폐의도(脩幣儀圖)>11)에서 박사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친영 절차와 참여자의 복식

친 은 8월 13일에 치렀는데,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신랑 집으로 와서 

혼례 의식을 하는 절차이다. 덕온공주 가례 때는 공주와 부마가 앞으로 살림을 할 저동궁

의 살림집에서 동뢰연을 하 다고 한다.

친 에 앞서 의빈은 공복 차림으로 입궐하여 전(大殿), 왕 비전, 왕 비전, 중궁전

에 사배례(四拜禮)를 행하 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권4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
에도 신랑은 성식(盛飾), 즉 공복(公服)을 입고 친 에 앞서 궐에 들어가 웃전에 사배례를 

행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부마가 궐에서 사배례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와 초례를 행하고 공복 차림으로 공주궁으로 

간다. 이에 앞서 주인과 친속위요(親屬圍繞)는 승지와 공주 위요 등과 시복(時服) 차림으로 

선온(宣醞)을 행하고 흑단령 차림으로 공주궁으로 떠난다. 이 때 인로군, 봉거군은 청건·

청의의 건복(巾服) 차림을 하고 인도부장은 흑단령에 패검하고 인도집사는 흑단령을 착용

한다. 조례(皂隷)는 건복에 피패(皮牌)12)를 갖춘다. 징씨(徵氏)는 목 자(木纓子)를 단 초

립을 쓰고 초록 목면 홑단령[單團領]에 자적조 를 띠고 흑화자를 신었다.13) 집안충찬위(執

鴈忠贊衛)는 흉배를 단 흑단령을 착용하고 견마부(牽馬夫)가 이끄는 말을 타고 간다. 견마

부 2인은 초록면포겹액주름[草綠綿布裌腋注音], 면주유철릭[綿紬襦帖裏], 면주삼아(綿紬衫

兒), 백목유바지[白木襦把持], 백목족건(白木足巾), 홍면포 (紅綿布帶), 목 자(木纓子)를 

갖춘 황초립(黃草笠), 석관자(錫貫子)를 갖춘 망건(網巾), 흑웅피삽혜(黑態皮靸鞋)를 착용

한다고 하고 의빈징씨는 아청면포겹액주름[鴉靑綿布裌腋注音], 면주유바지[綿紬襦把持], 세

조 (細條帶)에 차이가 있을 뿐, 견마부의 복장과 유사하 다.14) 징씨의 차림은 견마부보

11) 국립문화재연구소(2011),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p.69.

12) 淑善翁主嘉禮都監 38a. 德溫公主嘉禮騰錄 40a. ‘피패(皮牌)’는 ‘피편납패(皮鞭鑞牌)’을 줄인 말로

서, 피편을 들고 납패를 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德溫公主嘉禮騰錄 4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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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약간 격이 높은 차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견마부와 징씨 모두 액주름 신 홑단령[單團領]을 사용하 으

며 세조 를 착용하는 징씨는 자적조 [紫的絛帶]를 사용하 다15)고 한다. 본청 별공작관, 

본가수리가감역관, 낭청겸관낭청, 도청당상, 판서겸관당상(判書兼官堂上), 친속위요(親屬圍

繞) 등은 흑단령 차림으로 말을 타고 갔다. 

한편 공주궁에서는 앞서 초례를 행하고 주빈(主婚)과 종친, 승지 등의 관리들이 시복(時

服)을 착용하고 외선온(外宣醞)을 행한다. 이들이 공주와 함께 의빈집으로 친 을 하러 출

발할 때는 흑단령으로 개복한다. 공주집에 도착한 의빈은 전안례를 올리고 성식(盛飾)을 

한 공주와 사배례를 한다’.16)

부마가 공주와 함께 부마 집으로 돌아가는 회환(回還) 반차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부마가 

공주궁에 가는 친  반차 때와 동일한 복장을 한다. 공주는 성식(盛飾)을 하고 상마 (上馬

隊), 지로치[指路赤], 함을 지는 함부지(函負持) 제원은 건복에 흑화자를 신는다. 

공주궁에서 부마가로 가는 길에는 유모, 보모, 기비, 보비 공주징씨 등이 동행하는데 유

모와 보모, 기비 4인은 아청면포겹할의(鴉靑綿布裌豁衣), 초록주유저고리[草綠紬襦赤古里], 

남주겹저고리[藍紬裌赤古里], 남주유치마[藍紬襦赤亇], 백면포단말군(白綿布單襪裙), 남초

(藍綃帶) 청상립(靑箱笠), 조주너울[皂紬羅兀], 흑웅피온혜(黑態皮溫鞋)를 착용한다. 보비는 

초록주유적고리草綠紬襦赤古里), 초록주겹저고리[草綠紬裌赤古里], 남주유치마[藍紬襦赤亇], 

흑웅피독혜(黑熊皮禿鞋)를 착용한다. 또 공주징씨는 부마징씨와 같은 차림으로 간다. 

이어 동뢰연을 행한다. 이 때 의빈은 공복을 착용하고, 공주는 성식인 홍장삼 차림을 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뢰연을 마치고 의빈이 방에 들어가 옷을 벗으면 공주의 종자가 

이를 받고 공주가 옷을 벗으면 의빈의 종자가 이를 받는다.

7. 친영 이후의 의례와 복식

친  다음날 공주가 성식을 하고 현구고례[見舅姑禮]를 행한다. 시집에서 처음 시부모를 

14) 德溫公主嘉禮騰錄 15b-16a.

15) 德溫公主嘉禮騰錄 40a.

16) 國朝五禮儀 권4 ｢王女下嫁儀｣ 40a-4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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뵙는 절차로 폐백의 일종이다. 이때의 성식은 원삼이었을까? 이튿날인 친  3일째에 사당

에 인사를 드리고 4일 째되는 날엔 의빈은 다시 공복 차림으로 입궐하여 친 에 앞서 예를 

올렸던 것처럼, 전과 왕 비전 등 웃전에 사배례를 올린다. 마치면 공복을 벗고 종실

의 존장들에게 보통 때처럼 예를 올린다.

등록에 덕온공주의 관례에 한 기록은 없지만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덕

온공주의 유물 중 뚜껑의 안쪽에 ‘뎡유 계츄 관례시 됴금용일’이라는 묵서가 있는 비녀 

상자가 있다. 덕온공주가 8월 13일에 친 을 하고 9월에 관례를 치렀음을 알 수 있다. 왕

실 발기17) 중에 도금용잠이 보이는데 처녀의 머리모양에 장식하는 사양칠보와 가래머리칠

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머리모양의 칠보에 들어 있다. 즉 수식칠보와 큰머리칠보, 조짐칠보

에 도금용잠이 포함되어 있다. 덕온공주의 관례 복식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비녀가 어느 

머리모양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아쉽다. 

[그림 2] 덕온공주 비녀상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17) 韓國精神文化硏究院(1994), 古文書集成 13, 1994. pp.4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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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빈 복식

덕온공주 가례에서 의빈의 복식은 간택복과 관례복, 가례를 위하여 장만된 예물로의 의

빈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 

1. 간택복

한성부에서는 간택단자의 규식과 간택인의 복색을 정하 다. 간택에 참여하는 동자에게 

분홍직령(粉紅直領)에 세조 (細條帶)를 띠고 부전(付鈿)을 하며 이행전(耳行纏)에 흑화자

(黑靴子)를 신도록 하 다.18)

1732년 화순옹주가례등록에 부마 예궐복색을 무술년(1658)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분

홍직령, 부전, 행전(行纏), 흑화자, 세조 (細絛帶)로 한다19)는 기록이 보인다. 이미 17세기

에 부마의 복색으로 직령 등을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749년 화완옹주가례등록

(和緩翁主嘉禮騰錄)20)을 비롯하여 19세기 전기 순조 의 1823년 명온공주가례등록(明溫

公主嘉禮騰錄)21)과 복온공주가례등록(福溫公主嘉禮騰錄)22)에도 부마 간택복으로 동일

하게 명시되어 있다. 1872년 혜옹주 길례 때 고종에 의해 청포(靑袍)와 복건(幅巾)으로 

간택복이 변경23)될 때까지 직령 차림이 지속되었다. 

당시 동자들이 직령을 착용하는 관례는 사 부 성인들이 직령을 착용하던 시기와 다르

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648년(인조 26)에 왕세손의 강서복(講書服)으로 분홍색(粉紅

色) 표의(表衣)와 흑화자를 착용토록 한 사례가 있다. 이 때의 표의가 직령일 것으로 짐작

되며 그 이후에도 왕세자의 관례 시에 초출복으로 아청직령을 착용24)하는 관례가 있었음

18) 德溫公主嘉禮謄錄(藏書閣 귀K2-2631) 4b-5b.

19) 和順翁主嘉禮騰錄(藏書閣 n1-1).

20) 和緩翁主嘉禮謄錄(藏書閣) 6a. 단 부전에 한 주에 ‘수식’이 아닌 ‘식수(飾首)’로 기록되어 있다. 

21) 明溫公主嘉禮騰錄(藏書閣 귀K2-2642) 4후.

22) 福溫公主嘉禮騰錄(藏書閣 귀K2-2644) 4전.

23) 永惠翁主吉禮謄錄(藏書閣 v1)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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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때, 부마 간택에 분홍색 직령을 착용하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1800

년(정조 24) 1월, 왕세자 관례 시 초출복을 신묘년(1771)과 경술년(1730)의 전례에 따라 쌍

계(雙髻), 옥잠(玉簪), 아청직령, 실띠[條帶]로 하자25)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보면 책봉을 

받기 전 왕세자나 왕세손 역시 간택 동자들의 복식과 유사한 구성의 복식을 착용하 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왕세자의 색상인 아청색을 사용하 을 뿐이다.

왕비나 왕세자빈의 간택에는 초간택과 재간택에 초록 견마기에 다홍치마를 입고 삼간택

에 남송 당고의에 다홍치마를 입음26)으로써 단계별로 성장을 바꾸었던 것과는 달리, 부마 

간택에서는 한 가지 복색으로 실행하 다는 것이 여성 간택의 경우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

다. 부마 간택시 후보자들의 참여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전

등록의 부전 주에 ‘수식(首飾)으로, 속칭 당마리(唐麻里)라고 한다’라고 하 다. 부전이

란 본래 장식물을 뜻하는 것이지만 이를 ‘당마리’, 즉 당머리라고 한 것을 볼 때, 부전 장식

을 한 중국 머리모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좌우 2개로 머리카락을 나눠 감아 상투튼 쌍

동계(雙童髻), 쌍계(雙紒)를 말하는 것이다. 상방정례에는 쌍동계에 모단(冒緞)을 사용27)

한다고 하 는데 쌍동계에 사용한 댕기의 재료로 보인다. 따라서 부전이란 좁은 의미로는 

쌍동계에 사용한 댕기에 부착된 장식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장식달린 댕기를 사용한 쌍

동계 자체를 의미한다. 장식으로 사용된 부전은 전자(鈿子)28)라고도 하 다.

2) 분홍직령

직령이라는 명칭은 고려사(高麗史)에 이미 등장하며 그 이후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사 부 남성들이 겉옷으로 착용하 던 표적인 옷 중의 하나 다. 관직이 없는 사 부 남

자들에게는 의례복으로도 입혀졌던 최고의 웃옷이었다.29)

24) 英祖實錄 권12 조 3년 8월 20일(계묘).

25) 正祖實錄 권53 정조 24년 1월 13일(병인).

26) 유송옥·김명선(2004), 조선시  간택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궁중복식연구원 편, 논문집 6, p.63.

27) 尙方定例 권2 37후.

28) 譯語類解上 44前.

29) 이은주(2001), ｢17세기 전기 현풍곽씨 집안의 의생활에 한 소고｣, 服飾 51(8),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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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도포가 널리 유행하면서 그 위세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을 유지하

는 의례복으로는 직령이 여전히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 철릭을 입어야 하는 무신(武臣)들

이 직령을 즐겨 입어 조 30) 이후 정조 31)까지 계속 논란이 되기도 하 다. 

직령의 형태는 깃을 제외하고는 단령의 형태와 같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 옆이 

트이고 트임 부분에는 커다란 무가 달려 시 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변화하

다. 1830년 에는 이미 단령의 무가 뒷길에 꿰매어진 형태32)로 발전된 상태이므로 직령

의 무 역시 뒷길에 꿰매어진 상태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분홍색은 고려사(高麗史)에 ‘분홍방’33)이란 관련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린 

동자들의 옷에 즐겨 사용되었던 복색이다. 가례집람(家禮輯覽) 사관례(士冠禮)에 장차 

관을 쓰게 될 자는 채색 옷을 입는다고 하 는데, 그 소(疏)에 동자는 화려한 것을 즐기기 

때문에 이를 입는다고 하 다. 숙명여자 학교 박물관 소장의 친왕이 유년 시절 착용하

다고 하는 분홍 사규삼34)과 유사한 색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직령의 받침옷은 성인 남자와 마찬가지로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바지·저고리, 소

창의, 창의 등을 착용하 을 것이다.

3) 세조대

세조 는 동다회로 만든 허리띠이다. 다회 양 끝에는 아름다운 술[垂兒]이 달렸다. 술 양

식 역시 유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만중(金萬重, 1637~1692)의 초상화나 윤두서(尹

斗緖, 1668~1715)가 그린 심득경(沈得經, 1629~1710)의 초상화, 또는 1782년 강세황(姜世

晃)의 자화상35)에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술장식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800년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딸기술36)을 장식한 세조 를 둘렀을 수도 있다. 

30) 英祖實錄 권57 조 19년 3월 14일(무진).

31) 正祖實錄 권34, 정조 16년 1월 22일(임진).

32) 紹修博物館(2009), 소장유물도록, 주：紹修博物館, p.241. 1820년 에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한 

김 (金榮, 1789~1868)의 단령 유물을 조사한 결과, 단령의 무가 뒷길에 꿰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3) 高麗史 권74 辛禑 11년 3월.

34) 숙명여자 학교 박물관(1998), 숙명사랑기증전 1994~1998, p.8.

35) 국립중앙박물관(2011), 초상화의 비밀, p.97, p.119, p.178.

36) 심 미(2011), 초상화 장식, 流蘇를 만나다,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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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 전(經國大典)에 따르면 3품 이상에게만 홍조아(紅絛兒)를 허락하 다.37) 1884

년(고종 21)의 사복(私服) 변제절목(變制節目)38)에도 여전히 문무 당상은 홍색, 자색, 당하

관은 청색, 녹색 허리띠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조 의 색상은 홍색

이나 자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4) 이행전

이행전은 바지 부리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활동을 편하게 도와주는 행전의 한 종류이다.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에는 이행전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행전은 머리부분과 끝 부분은 좁고 가운데가 풍성한 형태인데 명나라의 궁양(宮樣)

에서 비롯되었다. 내(궁중)는 물론 사 부들이 경쟁적으로 착용하 으나 지금 사 부들

이 통행전(通行纏)을 사용하면서 이행전은 서리들이 사용하고 있다.’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는 맵시 있는 방자(房子)가 제비행전을 신었다39)는 묘사가 보이

고 고려 학교 소장본 춘향가에는 도사령(都使令)이 귀행전에 팔날신을 신었다40)는 묘

사가 나온다. 춘향가에 보이는 제비행전과 귀행전이 곧 이행전이다. 

이처럼 19세기 이후 이행전이 신분 낮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행전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성이 강한 궁중에서는 여전히 이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행전은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만들기 때문에 신축성이 크며 발바닥을 통과하는 끈고

리가 있어서 활동이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유물로는 이응태(李應台, 

1556~1586) 묘 출토 행전 [그림 3]41)이 있다. 18세기 의원군 이혁(李爀, 1722) 묘에서 출토

된 행전42)이 현재로서는 가장 늦은 시기의 이행전 유물이다.

37) 經國大典 권3 禮典 13b-14b.

38) 高宗實錄 권21 고종 21년 6월 3일(을해).

39) 김진 ·김현주 역주(1996), 춘향가 名唱 張子伯, 박이정, p.41.

40) 金用淑(1977), ｢朝鮮朝 後期 地方 官衙의 服飾｣, 淑明女子大學校 論文集 17, p.48.

41) 안동 학교 박물관(2000),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334.

42) 경기도박물관(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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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흑화자

[그림 3] 이응태 묘 출토 이행전
(안동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4] 흑화자

(온양민속박물관 1996, p.48)

흑화자는 흑화(黑靴), 또는 목화(木靴)라고 하는 신목이 있는 신발이다. 주로 단령에 착

용하는 신발이었으나 왕세자는 입학례에서 청사후수청금복(靑紗後綬靑衿服), 즉 도포에 흑

화자43)를 신었다. 유생들도 도포에 흑화자를 신기는 마찬가지 다.

부마 간택복 기록 중 흑화자 기록은 1749년 화온옹주가례등록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부마 간택복에 한 언급이 처음 실려있는 1732년 화순옹주가례등록과 1804년의 숙선

옹주가례등록에는 예외적으로 흑혜자(黑鞋子)로 기록되어 있다.

덕온공주 가례 당시의 흑화자는 1829년 기축년 진찬의궤(進饌의궤)에 보이는 전악과 

악공, 무동이 신었던 흑화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흑피화 도상44)이나 

유물45)을 통하여 그 형태를 짐작해 보면 신발 앞쪽 바닥이 치켜 올라간 형으로 신목의 깃

에는 청색이나 녹색, 흑색 등을 장식하 다. 체로 청색 깃이 장식된 흑화 유물이 많다

([그림 4]).

흑화자에는 흑록피, 내공 남삼승(藍三升), 깃[衿] 청사피(靑斜皮), 회리는 자사피(紫斜皮), 

내창(內昌), 외창(外昌), 배포(褙布), 생포(生布), 어교(魚膠), 백사(白絲), 진말(眞末), 분(粉) 

등의 재료가 사용되었다.46)

43) 太學志 酌獻入學 戒事.

44) 己丑進饌儀軌 卷首 圖式 服飾圖 50b.

45) 온양민속박물관(1996),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 p.48.

46) 尙方定例 卷2 別例上 勅使房排 黑靴子 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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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례복

덕온공주 의빈은 1837년 6월 25일 손시에 삼간택을 마치고 7월 1일에 부마의 관례를 행

하 다. 3일 전 주인이 사당에 관례를 행하게 되었음을 고하고 7월 1일 관례를 행하 는데 

동자의 시복(時服) 차림으로 나와 상투를 틀고 치포건(緇布巾)을 쓴 후, 초가복(初加服)으

로 청단령(靑團領)에 실띠[絛帶]를 띠고 흑화자를 신었다. 재가(再加)에는 사모를 쓰고 흑

단령과 품 , 흑화자를 착용하 으며, 삼가(三加)에는 복두를 쓰고 홍공복(紅公服)과 서속

(犀束帶), 흑화자를 신었다.47)

관례자가 입는 초출복(初出服)인 시복 차림은 부마 간택 때 입었던 부전에 분홍직령과 

세조 를 두르고 이행전과 흑화자를 신은 차림이었을 것이다. 초가에 사용한 청단령과 도

와 재가에 착용하는 흑단령은 후술할 의빈의복에 포함되지 않은 옷들이다. 이 옷은 의빈

의 집에서 별도로 장만하 을 가능성이 있다.

1) 초가복

부마가 초가에 치포건을 쓰고 청단령과 도 를 두른다고 하 다. 이 차림은 18세기 후기

의  전통편(大典通編) 제도에 따르면 제학생도(諸學生徒)의 복장48)이다. 단령에 실띠를 

두른다면 세조 보다 광다회를 두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청단령에 두른 실띠는 

광다회 종류 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재가복

재가에 착용한 사모와 흑단령, 품 , 흑화자는 관리의 상복(常服) 차림이다. 학생에서 관

리로 격상된 지위를 나타낸다. 공주의 남편이 되면 종1품이 되므로 흑단령 역시 운문(雲

紋)이 있는 남색 직령으로 안을 받친 현록색 흑단령에 금사 쌍학흉배를 달고 서 를 착용

하 을 것이다. 1809년의 규합총서(閨閤叢書)에 부마는 금학흉배를 단다49)고 하 다. 

47) 德溫公主嘉禮騰錄(藏書閣 귀 K2-2631) 25a-27a.

48) 大典通編권3 禮典 16전-18전.

49) 憑虛閣李氏(1809). 鄭良婉 譯註(1975). 閨閤叢書. 寶晉齋,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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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丁酉, 1837) 길례시 부마자가 학금치 수초’50)라고 하는 흉배 자수 도안 [그림 5]을 통

하여 덕혜공주의 남편인 부마 윤의선의 흉배를 짐작할 수 있다. 

3) 삼가복

삼가에 공복을 입었는데 복두와 홍공복, 서속 , 흑화자를 신었다. 서속 는 향속 (香

束帶) 신, 제공된 것이다. 당상관용 홍공복에 사용하는 야자서 (也字犀帶)51)이다. 그 형

태는 고정시키는 구멍이 있는 짧은 보조 가 안쪽으로 달린 야자 인데 [그림 6]52)의 모습

을 통하여 서속 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서속 의 띠돈 재료는 서각이다. 조선 후기의 공복은 당상관용 홍공복과 당하관용 초록 

공복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복에 사용하는 야자 는 경국 전의 기록과는 달

리, 각 품계별로 상복용 품 의 띠돈을 장식하 다. 1품은 서속 (犀束帶)라고 하는 야자

를 사용하 다.53) 2품은 금띠돈, 3품 이하 정4품은 은띠돈, 5품 이하는 흑각띠돈의 야자

를 사용하 다. 예컨  옹주의 부마는 종2품이었으므로 학정금야 를 사용하 던 것이다.

[그림 5] 부마 흉배 수본
(석주선 1980, p.669)

[그림 6] 장원급제자용 야자대
(대전선사박물관 2010, p.93.)

50) 石宙善(1980), 韓國服飾史, 寶晉齋, p.669.

51) 孝明世子嘉禮都監儀軌(奎13130), 045전.

52) 전선사박물관(2010), 동츈당뎐, p.93.

53)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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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빈의복

덕온공주 가례에 특별히 의빈의복으로 명시되어 준비된 것은 17종으로, <표 1>과 같다. 

등록에 기록된 복식 명칭은 조 의 상방정례에 제시된 공주가례 때의 의빈복식과 

동일하며 그나마 간략하게 재료가 제시되어 있어서 등록의 복식 명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복식들이 언제 부마에게 전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왕비나 세

자빈의 경우, 간택이 결정되면 별궁으로 갈 때 이미 복식을 비롯하여 많은 패물이 함께 가

는 것을 보면 부마 간택이 끝나면 이러한 복식들이 부마 집으로 전해질 가능성도 있다. 또

한 납폐 단계에서 현훈과 함께 전해질 수도 있고 부마 관례에 공복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

례 전에 보내질 가능성도 있다. 

덕온공주가례등록의 의빈의복 상방정례의 의빈의복

大紅紬粘裌團領 一 粘裌團領壹次 大紅水紬壹疋,內拱藍水紬壹疋

大紅綿布粘裌團領 一 裌團領壹次 大紅綿布壹疋,內拱白綿布壹疋

草綠紬裌加文剌 一 裌加文刺壹次 草綠水紬壹疋,內拱白鼎紬壹疋

草綠紬襦加文剌 一 襦加文刺壹次 草綠水紬壹疋,內拱白鼎紬壹疋

草綠紬襦腋注音 一 襦腋注音壹次 草綠水紬壹疋,內拱白鼎細壹疋

白綿布裌腋注音 一 腋注音壹次 白綿布壹疋

毛羅紗帽 一部 黑漆家具 裹紅紬三幅單袱一件 毛羅紗帽壹部

幞頭壹部 黑漆家具 幞頭壹部

小鳥巾 一件 纓子具 小鳥巾壹部

綱巾一件[玉圈子 纓具 裹紅紬一幅單袱 一件] 綱巾壹部

錫靑鞓帶一部 [代品帶] 鶴正帶壹部 鶴頂錢,十品銀,鍍黃金,水銀,五味子,

香束帶一部 [代犀束帶] 犀束帶壹部

象牙笏一部 [紬家具] 象牙笏壹部

黑斜皮鞋 一部[精具] 黑斜皮靴白羊毛精具壹部

烟鹿皮鞋 一部[精具 以上裹紅紬四幅單袱一件] 烟鹿皮靴白羊毛精具壹部

黑斜皮套鞋二部 黑斜皮套鞋貳部

黑熊皮靸鞋一部[裹紅紬二幅單袱一件] 黑熊皮鈒鞋壹部

<표 1> 덕온공주가례등록과 상방정례의 의빈의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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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령

의빈의 단령은 2점이 마련되었다. 1점은 홍주점겹단령(大紅紬粘裌團領)이고 다른 1점

은 홍면포점겹단령(大紅綿布粘裌團領)이다. 이 옷 2점은 모두 공복으로 추정되는데 ‘점

겹(粘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 

(1) 대홍주점겹단령

상방정례에 따르면 홍주점겹단령은 겉감 홍색 수주(水紬)에 내공(內拱) 남색 수주

를 사용한 옷이다. 홍색 겉감에 남색 내공을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이 옷이 공복 홍포(紅

袍)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 전기의 공복 형태는 일반 관복 단령과 같은 형태 다. 겉감 색

상만 달랐을 뿐이다.

1638년 인조와 장렬왕후의 가례를 기록한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중에는 임인년 

가례54) 때 생략한 물목[減秩]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십승주점겹단령(拾升紬粘裌團領)’

도 포함되어 있다. 또 1893년 의화군 가례 기록인 의화군가례등록(義和君嘉禮騰錄)에도 

왕자의복 중에 홍주포와 홍주점겹단령이 각각 1점씩 준비되었다55)는 기록이 보인다. 

17세기 이후 19세기 공주, 옹주 가례등록에서 의빈의 옷으로는 물론이고, 17세기 왕의 의

, 19세기 왕자의 의  중에도 점겹단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대홍면포점겹단령

한편 덕온공주의 가례등록에 보이는 2번째 단령은 홍면포점겹단령이다. 국혼정례

(國婚定例)에도 제2의 단령인 홍면포점겹단령 1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상방정례
에는 제2의 단령으로 ‘점겹단령’이 아닌, ‘겹단령’이 기록되어 있다.

즉 등록의 기록은 국혼정례 기록과는 동일하지만 상방정례 기록과는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17세기의 다른 가례등록을 볼 때, 2점의 단령을 단순히 ‘겹단령’으로 표

현한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동일한 점겹단령이 아닌, 겹단령으로 기록한 상방정례의 

기록이 오히려 옳은 것으로 보인다. 

54) 임인년(壬寅) 가례란 1602년에 치러진 선조와 인목왕후의 가례를 말한다.

55) 義和君嘉禮都監謄錄 王子衣服 19b, 藏書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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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문라

가문라는 2점이 마련되었다. 1점은 초록주겹가문라[草綠紬裌加文剌]이고 다른 1점은 초

록주유가문라[草綠紬襦加文剌]이다. 즉 제1 가문라는 초록수주(草綠水紬)와 백정주(白鼎紬)

로 만든 겹가문라이고 제2 가문라는 제1 가문라와 같은 소재로 만들되, 솜을 넣은 유가문

라이다. 가문라의 안팎 소재는 모두 주(紬)이고 겉감의 색상은 초록색, 안감은 흰색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답호(褡胡)’를 ‘가문라’라고 하 다. 조선 전기의 답호는 직령과 같은 형태

이되, 소매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17세기 초의 상례언해(喪禮諺解)에는 답호를 더

그레로 언해하 다. 송간이록에 가문라를 ‘더그레’라고 주를 달고, 단령의 내공이라고 기

록하 다. 또한 호의(號衣)를 더그레라고도 하 다. 그래서 각 문(營門)의 군사, 사간원 

갈도(喝道), 의금부 나장들이 입던 세 자락의 옷56)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이처럼 가문라는 시 에 따라 또는 입는 자의 신분에 따라 다양한 의미의 옷이지만 웃옷

의 받침옷으로, 또는 내의 위에 덧입는 소매 짧은 긴 옷을 지칭하는 공통적 의미를 지닌 

옷이다. 19세기의 가문라는 체로 괘자(掛子)나 전복(戰服)과 같은 반비 형태의 종류의 옷

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3) 액주름

액주름은 겹액주름과 유액주름이 각각 1점씩 마련되었다. 제1 액주름은 초록주유액주름

[草綠紬襦腋注音]이고 제2 액주름은 백면포겹액주름[白綿布裌腋注音]이다. 상방정례에는 

초록수주(草綠水紬) 겉감에 백정주(白鼎紬) 안감을 사용하고 사이에 중면자(中綿子)를 둔 

솜 액주름과 백면포(白綿布)만을 사용한 액주름이 있는데 이 액주름에는 구성법이 명시되

어 있지 않다.

액주름은 곧은 깃의 교임형 상의로, 겨드랑이 아래에 주름을 잡은 간편한 남자들의 옷이

었다. 다른 포 종류보다는 길이가 짧고 저고리보다는 긴 옷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이를 

관복이나 겉옷으로 착용하 으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포 안에 입는 속옷으로 착용하

다. 이황조의 연구(2006)에 제시된 견해57)처럼, 17세기에 포 종류에서 겨드랑이 부분의 주

56) 劉頌玉(1998), 韓國服飾史, 修學社, p.162.

57) 이황조(2006), ｢조선시  腋注音의 조형적 특징 연구｣, 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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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액주름의 겨드랑이 주름도 이 시기에 없어지면서 주의(周

衣)로 통합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조선 말기의 왕실 기록에는 계속 액주름의 기록이 보인다. 실제 액주름이 왕실에서 사용

되었다기보다는 명칭과 관련된 기록물의 전통이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

다. 주의 또는 협수(夾袖) 등과 같은 옷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초록색 겉감을 사용하기

도 하 으나 흰색 겉감을 사용하 다는 것은 속옷의 기능을 하 기 때문일 것이다.

4) 관모류

[그림 7] 1938년 서유구 초상화
(안대회 2005, p.379)

[그림 8] 장원급제자용 복두
(대전선사박물관 2010, p. 93)

[그림 9] 치포관
(경기도박물관 2008, 106)

머리에 착용할 관모와 받침류로 모라사모(毛羅紗帽)와 복두(幞頭), 소오건(小烏巾), 망건

(網巾)이 각각 1점씩 마련되었다. 사모와 복두는 각기 보관할 수 있는 흑칠가(黑漆家)가 하

나씩 장만되었고 이를 싸기 위한 홍주 홑보자기[裹紅紬三幅單袱] 1건도 마련되었다. 

(1) 사모

부마의 사모는 당상관 이상이 사용하는 문사각(紋紗角) 사모 을 것이다. 이는 흑단령이

나 홍단령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만된 것이며 당시 사모의 모습은 덕온공주 가례 1년 후인 

1838년에 그려진 풍석(風席)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시복본 초상화 [그림 7]58)에 보

이는 사모와 가장 유사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58) 안 회(2005),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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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두

복두는 의빈의 공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제시된 복두 사진 [그림 8]은 

고종 때 장원급제한 송종오(宋鍾五, 1828~1904)가 하사받은 복두이다.59) 당시 복두의 용도

는 제한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형태 변화가 사모 보다는 심하지 않았

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그림 8] 복두에 보이는 붉은 실장식은 장원급제자용으로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관례를 포함한 일반 의례에서는 붉은 실을 제거한 상태로 사

용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3) 소오건

소오건은 자(纓子)가 있다고 하 다. 1627년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

監儀軌)에도 소오건의 기록이 보이는데 상의원(尙衣院)에서 장만하 다.60) 1671년 숙종의 

세자 당시 가례 때의 기록에는 소오건의 재료로 조라(皂羅) 1자 1치와 아청사(鴉靑絲)61)가 

보인다. 의빈의 의복으로는 물론, 세자의 가례 의복으로도 준비되었다. 인조장렬왕후가례

도감의궤 기록 중에 임인년(1602) 감질(減秩) 물목 중에 소오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

면 왕의 경우에도 소오건을 장만한 경우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오건의 용도는 관

례 초가 때 쓰는 관모이므로 관례를 이미 치른 왕의 두 번째 가례에는 필요없는 물목이었

기 때문에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823년 7월, 덕온공주의 큰 언니 명온공주의 가례등록에는 소오건의 형태를 알 수 있

는 중요한 기록이 보인다. 즉 ‘소오건에는 끈이 있으며 형태[製樣]는 본방 등록에 있는데 속

칭 치포건(緇布巾)이라고 한다’는 기록이다. 덕온공주의 가례등록에도 동일 내용62)이 실

려 있다. 따라서 소오건은 치포건임을 알 수 있다.

치포건은 의빈이 관례를 할 때 초가복의 관으로 사용하 다.63) 조선시 의 치포관은 고

례와 주자가례를 절충하여 머리 전체를 덮는 형태의 관으로 발전하면서 관례복과 연거

복의 관모로, 그리고 제복용 관모로 사용되었다.64) 조 의 상방정례 권3에는 치포관 

59) 전선사박물관(2010), 동츈당뎐, pp.92-93.

60)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43.

61)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

62) 德溫公主嘉禮騰錄 84a.

63) 德溫公主嘉禮騰錄 26a.

64) 박길수·최규순(2011), ｢치포관(緇布冠) 연구｣, 복식 61(5),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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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 백정포(白正布), 진묵(眞墨), 모단 자(冒緞纓子), 탄(炭), 백주사(白紬絲) 등을 열거

하고 있다. 

관모의 받침이 되는 망건(綱巾)도 1점 마련되었다. 망건에는 옥관자(玉圈子)와 당줄[纓]

이 함께 마련되었고 1폭으로 만든 홍주 홑보자기[紅紬一幅單袱]에 싸서 제공하 다. 옥관

자는 1품 이상이 사용하는 조각 장식이 없는 환옥(還玉),65) 도리옥 또는 민옥 관자가 사용

되었을 것이다. 19세기 초 이규경(李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1

품의 경우 만옥(漫玉)으로 만들어 반옥환중(反玉環中)이라 한다66)고 하 다.

19세기 후기 이후 사 부는 망건 상단에 풍잠을 즐겨 부착하 다. 1883년 의화군 길례 

때에도 옥관자와 함께 호박 풍잠을 갖춘 망건67)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1837년 덕온공주 

가례 당시에는 풍잠이 사용되었는지 불확실하다. 

5) 허리띠

관복용 허리띠로 2점이 마련되었는데 석청정 (錫靑鞓帶) 1부는 품 (品帶)로 신하

다고 하며 향속 (香束帶) 1부는 서속 (犀束帶)로 신하 다고 하 다. 서속 는 야자서

(也字犀帶)라고도 하 는데, 이에 해서는 <관례복> 항에서 이미 설명하 으므로 여기

서는 생략한다. 

석청정 는 청정에 두석(豆錫) 띠돈을 장식하는 것인데 당시에는 품 로 체하 다. 공

주의빈의 품계인 종1품에 맞는 서 를 마련하 을 것이다. 19세기 전기 서 란 (靑鞓)에 5

량의 금줄을 그리고, 20개의 서각 띠돈을 장식한 한 품 이다. 국립춘천 박물관 소장의 

서  [그림 10]68)와 유사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상아홀

상아홀(象牙笏) 1부가 장만되었는데 이는 의빈의 공복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심동신(沈東臣, 1824~미상)의 상아홀은 

65) 金左均, 松澗貳錄 권3｢服着｣.

66) 李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4 ｢網巾環制辨證說｣.

67) 韓國學中央硏究院(1995), 古文書集成 13, <衣服(1020)>.

68) 박승원 외(2010),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서 (犀帶)의 과학적 보존｣, 박물관 보존과학 11,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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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가 5cm, 길이가 24.5cm인데 이는 19세기 후기의 유물이다. 홀의 아래쪽 손잡이 부분

은 청색 옷감으로 감쌌다. 이 홀의 규모는 1869년 원군의 조복본 초상화에서 보이는 상

아홀 규모와 유사하다. 홀의 크기는 물론, 청색 옷감으로 감싼 것도 유사하다. 

19세기 전기 덕온공주 의빈의 상아홀은 조금 더 긴 길이의 상아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8세기 말 채제공의 조복본 초상화69)에 보이는 상아홀의 크기는 상당히 길고 너비는 상단

보다 하단이 넓다. 주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820년  상아홀의 크기는 너비 

6.3cm에 길이가 46cm70)인데 덕온공주 의빈에게 내려진 상아홀의 규모는 심동진의 것보다

는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상아홀의 규모와 유사하 을 것이다. 

한편 상아홀을 담아 보관할 수 있는 명주 홀집[紬家]이 함께 준비되었다. 석주선기념박물

관에 소장되어 있는 누비 홀집71)을 통하여 그 형태와 구성법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홀집은 전 를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게 어슷올을 이용하여 만들되, 하단을 접어 올려 마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0] 서대
(박승원 2010, p. 39)

   
[그림 11] 19세기 후기 심동신 상아홀

(문화재청 2006, p.123)

7) 신발과 부속품

신발은 모두 5종류가 마련되었다. 정(精)을 갖춘 흑사피혜(黑斜皮鞋) 1부와 정을 갖춘 

연록피혜(烟鹿皮鞋) 1부는 4폭짜리 홍주 홑보자기[紅紬四幅單袱]에 싸서 준비하고 흑사피

투혜(黑斜皮套鞋) 2부와 흑웅피삽혜(黑熊皮靸鞋) 1부는 2폭짜리 홍주 보자기에 싸서 준비

69) 문화재청(2007), 한국의 초상화, 눌와, pp.310-311.

70) 紹修博物館(2009), 소수박물관 소장유물도록, p.244.

71) 단국 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2004), 名選 中, p.163.



- 90 -

한다고 하 다.

상방정례에는 공주의빈의 신발로, 백양모정(白羊毛精)을 갖춘 흑사피화(黑斜皮靴)와 

백양모정을 갖춘 인록피화(烟鹿皮靴), 흑사피투혜 2부, 흑웅피삽혜 1부가 준비되었다. 

(1) 흑사피화

우선 흑사피화는 흑서피화라고도 하는데 주로 여름철용 흑화로 사용하 다.72) 사피(斜

皮)는 서피(黍皮)라고도 하 다.73) 1671년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에 흑사피화의 재

료가 열거되어 있다. 흑사피 1감[次]과 내공 백록피 1감, 하장(下粧)용 녹피, 깃[衿] 청사피

(靑斜皮) 1감, 회리(回伊) 자사피(紫斜皮), 내창(內昌) 3부, 외창(外昌) 1부, 백사(白絲) 2전, 

어교(魚膠) 2냥, 배포(褙布) 6자, 향사(鄕絲) 5전, 분(粉) 3전이다.74) 

그러나 상방정례에는 좀 더 색상이 단순해졌다. 깃과 회리를 모두 흑사피로 함으로써 

흑사피화 전체를 검정색으로 만들었다. 

(2) 연록피화

그리고 연록피화는 주로 상중(喪中)에 신는 신발로 기록되어 있지만 백화(白靴)보다는 

길복에 가까운 신발이었다. 기년복(朞年服)의 공제 후에 시사복(視事服)으로 익선관(翼善

冠), 오서 (烏犀帶), 백포원령포(白布圓領袍), 백피화를 신는데 만일 부장기(不杖朞)인 경

우에는 익선관, 오서 는 동일하되, 참포(黲袍)와 연록피화를 신도록 하 다.75) 

(3) 정

‘청(淸)’으로도 기록되었던 정(精)은 가죽이나 모직으로 만드는 흑화 전용 버선이다.76) 

체로 겨울용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에는 백양모정(白羊毛精)이 장만되고 여름용 흑사피

화에는 백당피양정(白唐皮凉精)이 마련되었다.77) 그러나 가례도감의궤의 물목 중에는 

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흑궤자피화나 흑사피화 모두 백양모정이 함께 장만되는 경우

가 있었다. 백당피양정 보다는 백양모정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72) 國朝續五禮儀補序例 권2 2후. 

73) 雅言覺非 권2.

74)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 133.

75) 英祖實錄 권77 英祖 28년 7월 24일(임오).

76) 이은주·조효숙·하명은(2005),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p.173.

77) 尙方定例 권2 別禮 62전, 萬機要覽財用編 1, 供上 大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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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모정 1부에는 깃에 초록 운문필단(草綠大雲紋匹緞)[世子宮小雲紋匹緞], 내공 백정

주 6자, 누비[訥非音] 백사 2전, 재봉실[縫作] 초록사 5전이 들어갔다.78) 이를 바탕으로 정

의 형태를 상상해 보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정의 상상도
(이은주 외 2005, p.174)

 

[그림 13] 윤증가 소장 투혜
(문화재청 2005, p.166)

(4) 투혜

흑사피투혜는 2부가 마련되었는데 투혜는 덧신인 분투 종류이다. 분투는 추울 때 보온용

으로 신거나 비가 올 때 화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화 위에 덧신었던 신발이다. 

체로 분투 유물은 신발 길이가 30cm가 넘는 큰 크기의 신발이다. 유성룡(柳成龍, 1542~ 

1607)의 유품과 윤증(尹拯) 집안의 유품 [그림 13]79)이 전해지고 있다.

흑사피투혜의 재료는 1671년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확인된다. 흑서피 1감에 

백록피 내공, 회리 청서피, 창 2부, 향사 1냥, 분 4전, 배포 8자, 어교 2냥 등이 소요되었다.

(5) 삽혜

흑웅피삽혜(黑熊皮靸鞋)도 1부 장만되었다. 명칭으로 보아 형태는 신목이 없는 신발 정

도로만 이해된다. 흑웅피삽혜는 부마만이 아니라, 가례에 참여하는 공주 징씨(徵氏)와 의빈 

징씨, 견마부(牽馬夫)의 신발로도 마련되었다.80) 19세기 초, 삽혜 1켤레의 가격은 4냥 5전 

78) 尙方定例 권1 ｢准折式｣ 001후.

79) 문화재청(2005), 문화재 관 중요민속자료 1 신앙·생활자료,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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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푼이었다.81) 

1671년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에 실린 삽혜의 재료는 웅피 1차, 내공 백록피 1차, 

회리 백구피(白狗皮) 1차, 근(跟) 자사피 1차, 창 1부, 초록필단 과피차와 홍필단 휘차,82) 

백사 5전, 향사 5전, 배포 4자, 분(粉) 2전이다. 이는 상의원에서 준비하 다.83)

중국에서는 뒤축이 없는 간편한 신발을 삽혜라고 한다84)는데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

궤나 상방정례85) 등의 삽혜 재료 기록 중에 뒤꿈치[跟]에 사용하는 자사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삽혜가 뒤축 없는 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씨와 견마부가 뒷축 없

는 신을 신고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삽혜 형태는 신목이 없는 혜 정도로 짐

작된다.

Ⅳ. 공주 복식

등록에는 <공주의복>이라는 제목 하에 총27종의 복식 명칭이 열거되어 있다. 이 중 

유금(襦衾)과 금침(衾寢)을 제외한 25점의 복식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표 2>). 물목

에 보이는 의복 종류는 상방정례의 <공주가례의복>의 복식 종류와 일치한다. 특히 상

방정례에는 각 복식별로 사용되는 재료가 있어서 명칭만 나열된 등록의 물목을 이해하

는 데에 도움이 된다. 

80) 德惠翁主嘉禮都監 83a.

81) 萬機要覽財用編1 供上.

82) 휘는 봉제선 사이에 끼워주는 가는 선장식을 말한다. 단국 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2004), 靴·鞋·

履, p.178.

83)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奎 13078), 067후.

84) 周汛·高春明(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p.306.

85) 尙方定例 권1 准折式 1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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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가례등록의 
공주의복

상방정례의 공주의복

大紅廣的單露衣 一 單露衣壹次大紅廣的壹疋,內拱紫的吐紬參拾伍尺,苔袖藍廣的肆尺

大紅廣的裌長衫 一
裌長衫壹次大紅廣的壹疋,內拱大紅鼎紬壹疋,同正白無紋綾長壹尺伍寸廣貳寸,
苔袖白無紋綾參尺陸寸

織金藍紗前面紗 一 前面紗壹次藍廣紗拾尺,都多益次泥金參錢

紫羅首紗只 一 首紗只壹次紫的羅肆條里各長參尺廣貳寸,月了只次紫的綃長貳尺廣參寸

大紅羅首紗只 一 首紗只壹次大紅羅肆條里各長參尺廣貳寸,月了只次紫的綃長貳尺廣參寸

紫羅帶腰 一 帶腰壹次紫的羅長參尺廣貳寸伍分

大紅羅帶腰 一 帶腰壹次大紅羅長參尺廣貳寸伍分

紫的廣的甫乙裏 一 甫乙裏壹次紫的廣的貳尺

白綃濶衫兒 二 濶衫兒貳次白綃壹疋

白陵單袜裙 一 單袜裙壹次白綾參拾尺,纓子草綠廣的半幅肆尺

草綠紬襦赤古里 二
襦赤古里貳次草綠水紬各貳拾壹尺,內拱磻紅鼎紬各貳拾陸尺,衿紫的吐紬各參
尺,同正白熟綃

藍紬裌赤古里 一
裌赤古里壹次藍紬貳拾尺,內拱白鼎紬貳拾尺,衿紫的吐紬參尺,同正白熟綃長壹
尺伍寸廣貳寸

草綠紬襦胡袖 二 襦胡袖貳次草綠紬貳拾壹尺,內拱磻紅鼎紬貳拾陸尺,衿紫的吐紬參尺,同正白熟綃
藍紬襦赤亇 二

襦赤了貳次藍紬各參拾尺,內拱白鼎紬各參拾尺,腰纓子白鼎紬各捌尺肆寸按紙次
楮注紙各拾陸張 縫作藍眞絲各玖分 白紬絲各玖分

藍紬裌赤亇 二 裌赤了貳次藍紬各參拾尺,內拱白鼎紬各參拾尺,腰纓子白鼎紬各捌尺肆寸 

白鼎紬衫兒 二 衫兒貳次白鼎紬各壹疋

白鼎紬單裏衣 一 單裏衣壹次白鼎紬壹疋

白鼎紬裌裏衣 一 裌裏衣壹次白鼎紬壹疋,內拱白鼎紬,

白鼎紬襦盖襖 二 襦盖襖貳次白鼎紬壹疋,內拱白鼎紬各壹疋

紅羅金都多益帶 一 都多益帶壹次大紅羅柒尺,貼金玖貼,

藍羅帶 一 帶壹次 藍羅柒尺,槊搗練紙壹張

紫的紬寢帳 一 寢帳壹次紫的紬參疋,衿大紅鼎紬捌尺陸寸

草綠紬襦衾 四 襦衾肆次草綠紬各拾壹尺伍寸,內拱白鼎紬各壹疋壹尺陸寸

靑綃笠 一部 除眞珠 靑綃笠壹部

皂羅裌羅兀 一次 紅絲每緝具 皂羅羅兀壹次

黑熊皮溫鞋 一部 黑熊皮溫鞋壹部

<표 2> 덕온공주가례등록과 상방정례의 공주의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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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왕비의 노의 형태와 금원문양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38b)

1. 예복

공주 가례 때 공주의복으로 준비된 옷 중 가장 비중 있는 옷이다. 이런 의복은 공주의 

명복(命服) 또는 상복(上服)이라고 할 수 있다. 1점은 홍광적단노의(大紅廣的單露衣)이고 

다른 1점은 홍광적겹장삼(大紅廣的裌長衫)이다. 부속품으로 홍라금도다익 (紅羅金都多

益帶)와 남라 (藍羅帶)가 각 1점씩 있다.

1) 노의와 남라대

홍광적단노의(大紅廣的單露衣)가 1점 마련되었다. 노의의 기록은 고려 충렬왕 때(1288)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노의는 당시 고려 양반 부인들의 외출복이었다.86) 조선 전기 태종 

때(1412)에도 4품 이상 관리들의 정처(正妻)만 노의를 입게 하자는 논의87)가 있었다. 임란 

이후에는 반가 부인들의 노의에 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왕실 가례 관련 기록에

서만 노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소현세자 가례 때는 겹노의 1점을 만들었는데 금원문 홍필단 겉감에 원문 남필단 태수

를 달고 남숙초 내공을 사용한 옷이다. 17세기 노의 형태는 1638년 인조장렬왕후가례도

86) 高麗史 권85 015후. 

87) 太宗實錄 권23 태종 12년(1412) 6월 14일(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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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궤88)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4]). 홍필단 겉감에 홍정주 안감을 넣고 원문남

필단으로 태수를 단 옷이다. 이 도상을 통하여 노의가 전단후장형의 옷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체로 양옆이 트인다. 옷 위에는 금원문양을 박달나무에 조각하여 부금하는데 그 

문양은 원형의 쌍봉문(雙鳳紋)이다. 옷 전체에 315개의 원문을 시문한다고 하 다.

상방정례에 따르면 의 의 하나로 장만되는 왕비의 금원문노의는 홍 향직 겉감에 

홍주 내공, 남향직 태수를 사용하 다. 그리고 노의 는 자적라(紫的羅)로 만들었다. 세

자빈 역시 가례 때 노의가 의 의 하나로 장만되는데 겉감은 왕비와 동일한 색상의 홍향

직에 원문남향직 태수를 사용하여 같감 색상은 왕비의 것과 동일하 다. 그러나 안감은 자

적색 토주가 사용되었으며 남라(藍羅) 노의 가 사용되었다. 노의 겉감 소재에서도 신분 

차이가 나타나지만 안감과 허리띠의 색상에서도 왕비의 것과 구별되었다. 허리띠 재료 중

에 금박에 한 언급은 없지만 노의에 금원문을 장식하면서 허리띠에 부금을 하지 않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지만 부금을 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분
노의 부분

왕비 세자빈 숙의 대군·군부인 공주·옹주 비 고

겉  감 홍향직 홍향직 홍광적 홍광적 홍광적 홍색 동일

내  공 홍주 남숙초 홍정주 자적토주 자적토주 신분 구별

태  수 남향직 남향직 남광적 남광적 남광적 남색 동일

  자 - 자적라 자적라 (자적진사) (자적진사) 자적색 추정

노의 자적라, 첩금 남광사, 첩금 남라 - 남라 색상, 첩금 여부

흉  배 2쌍 - - - - 신분 구별

<표 3> 상방정례에 나타난 신분별 노의 재료와 색상

1963년 10월, 사도세자와 혜경궁홍씨의 1녀인 청연군주(1754~1821) 묘에서 금원문이 부

금된 유물 1점이 출토되었고 근래에 보존처리가 완료되었다([그림 15]). 이 예복의 형태는 

조선 후기 원삼과 유사하다. 양옆이 트인 전단후장형에 금형 배자깃이 달린 홑옷인데 금

원문이 215개가 부금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넓은 소매 끝에는 3색연이 달려 있다. 즉 

2가지 색상의 색동과 흰색으로 추정되는 한삼이 달려 있다.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88)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3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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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이는 노의 도상과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틀은 유사하다. 소소한 차이는 시

의 흐름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성희의 연구(2003)를 통하여 이 

유물이 노의로 밝혀졌다.89) 

청연군주의 노의에 사용된 금원문은 1638년 장렬왕후의 가례용 노의에 사용된 문양과는 

다르다. 청연군주 노의의 문양은 원앙문으로 추정된다. 1893년 계사십월기례시부인의복

긔를 통하여 의화군(義和君, 1877~1955) 부인 연안김씨의 길례용 노의에 원앙문을 사

용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신분에 따라서 금원문의 문양에도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덕온공주의 노의에도 금원앙문이 부금되었을 것이며 색상이나 소매 색동, 노

의  등은 [그림 16]90)과 유사하 을 것이다. 단 청연군주의 노의나 공주 노의 모두 내공의 

색상은 상방정례의 기록처럼 자적색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15] 청연군주 묘 출토 노의
(국립중앙박물관 2010, pp.120-121)

 
[그림 16] 재현된 청현군주 노의(장정윤 제작)

(한국복식학회 2011, p.13)

한편 노의의 용도는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가례에 노의를 만든다는 기

록은 많아도 어디에서 착용하 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이명은

의 연구(2003)91)를 통하여 왕실 가례시 신부가 별궁에서 동뢰연을 하는 궁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의를 착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847년 가례 때 동뢰연을 치르기 위해 입궐

89) 이성희(2003), ｢朝鮮後期 露衣에 관한 硏究｣, 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p.59.

90) 한국복식학회(2011), KOSCO 옛 것에 물들다, p.13.

91) 이명은(2003), ｢궁중긔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장서각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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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밧댁활옷수초 저동궁
(石宙善 1980, p.672)

하는 경빈김씨가 노의를 착용하 다는 사실이 헌종비 경빈김씨 가례시절차에 근거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유일한 조선 후기 왕실에서 사용한 노의의 용도이다. 고려 말 이

후 조선 초기의 노의 용도와도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단지 착용하는 이의 범위가 왕실 

여성들로 축소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덕온공주는 가례의 어떤 절차 중에 노의를 착용하

을까? 궁에서 지내던 공주는 가례를 치르기 위하여 우선 공주가 본궁으로 정해 놓았던, 당

시 공주의 생모인 왕 비의 친정으로 갈 때, 그리고 본궁에서 다시 동뢰연을 치르기 위하

여 저동궁에 마련한 공주와 부마의 살림집으로 이동할 때에 착용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장삼과 홍라금도다익대

노의 다음으로 홍광적겹장삼이 1점 마련되었다. 장삼은 겹옷으로 제작하 는데 홍

광적 필단 1필과 내공으로 홍정주(大紅鼎紬) 1필과, 그 외에 백무문릉(白無紋綾) 동정(同

正, 길이 1자 5치, 너비 2치)과 백무문릉(白無紋綾) 태수(苔袖, 3자6치)가 준비되었다.

상방정례의 기록에도 장삼에 수를 놓았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지만 근래 홍장삼은 활옷

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덕온공주의 언니인 복온공주(1818~1832)의 활옷이 전해지

고 있다. 13세되던 1830년 김병주와 가례를 행하 는데 이 때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온공주의 활옷 무늬는 다른 활옷의 무늬와는 다르다. 또한 ‘밧 활옷수초 저동궁’이라

고 쓰인 덕온공주의 활옷 수본이 남아 있다. [그림 17]이 덕온공주의 활옷 앞길의 수본인데 

복온공주 활옷 자수문양과 근세 활옷 유물에 사용된 문양의 중간 과정의 도안을 보이고 있



- 98 -

다. 따라서 공주의 홍장삼은 자수 장식을 확인할만한 기록 자료는 없으나 현존하는 활옷

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넓은 띠형의 가로 줄무늬 사이에 부채와 우산, 

말안장, 호리병 등의 잔잔한 보문 신 봉황과 괴석, 파도문 등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 복온공주의 활옷 [그림 18]92)에 더해져 있는 노의 문양 때문에 활옷이 아닐 가능성

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 다. 그러나 김유경의 글(1994)을 통하여 의혹의 해결 실

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아마 그때의 모습이 김병주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이생의 아름다운 몇 개 장

면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이후 공주의 활옷과 수방석은 김씨 집안의 여인들이 혼례 때마

다 돌려가며 입고, 앉는 옷으로 이용되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 활옷은 달아서 앞판과 소맷

부분은 50여 년 전 수선을 해야 했다. 앞판은 제 감과 비슷한 다홍비단에 둥근 금박무

늬를 찍어 이어붙 고, 소매도 삼색동이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제 모습이 변형되었으나 뒤

판은 온전한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93)

즉 복온공주의 활옷은 후손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된 것이다. 김유경은 다홍비

단에 금박무늬를 찍어 붙 다고 했지만 노의의 일부를 잘라 활옷(홍장삼)에 덧붙여 보수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왕실의 구성원인 복온공주는 노의를 착용하 으나 시 의 후

손들은 반가의 구성원이었으므로 노의를 입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활옷만 자주 입다보니 

입지 않고 보관 중이던 노의나, 또는 노의를 제작하고 남은 옷감을 재활용하 을 가능성이 

있다. 좌우 앞길에 모두 4조각이 덧붙여져 있다. 또 한가지는 복온공주의 활옷만 3색동이 

달려 있다는 점이다. 부분의 왕실이나 반가 부인들의 원삼에는 2색동이 일반적이었던 것

과는 다른 점이다. 이것 역시 보수과정에서 변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덕온공

주의 홍장삼은 자수가 장식된 세속에서 말하는 활옷이었으며 소매 끝에 2색동과 한삼이 달

린 옷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의원군 부인 안동김씨 원삼 [그림 

19]94)처럼 색동이 없는 원삼도 있다. 이는 아직 색동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시기의 특성으

로 볼 수 있다. 

92) 부산박물관(2005), 조선여인의 美, p.31.

93) 김유경(1994), 옷과 그들, 삼신각, p.205.

94) 경기도박물관(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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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복온공주 활옷
(부산박물관 2005, p.31)

 
[그림 19] 안동김씨 묘 원삼

(경기도박물관 2001, p.34)

한편 홍장삼의 용도는 역시 동뢰연에서 입는 복식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1759년  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에는 왕비의 겹장삼

이 생략되었다. 또한 1762년 정조효의왕후가례청의궤(正祖孝懿王后嘉禮廳儀軌)에는 세

손빈의 의  중에 노의[大紅鄕織金圓紋露衣]와 원삼[草綠廣的圓衫]만 마련하고 장삼은 생략

하 다.95) 조는 세손이 검덕(儉德)을 보이도록 세손의 가례정례(嘉禮定例)를 가져오게 

하여 의 감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줄 다. 왕비나 왕세손빈 등은 모두 법복인 적의로 

가례를 행하므로 장삼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장삼의 는 홍라금도다익 이다. 반가 부인들의 녹원삼에 주로 봉 라고 하는 다홍

도다익 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장삼에도 홍색의 도다익 를 사용하 다. 부금 등

으로 봉문을 찍어 넣었다.

한편 노의와 장삼 외에 공주가 가례 때 초록 원삼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등록전체 기록 중에 초록 원삼으로 짐작할 만한 옷은 없다. 

오히려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에 명온공주(1810~1832)가 가례 때 착용하 던 초록 원

삼에 한 기록이 있어 공주의 원삼 착용을 확인할 수 있다. 1832년 6월에 순조의 맏딸인 

명온공주가 사망하 을 때, 복에 사용한 웃옷[上服]이 가례 때 입었던[嘉禮所着] 원삼[草綠

織錦緞圓衫]이었다.96) 이 내용을 보면 공주가 초록원삼을 입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가례 때 

언제 어떻게 준비되어 어떤 절차를 거쳐 전달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원삼에

95) 正祖孝懿王后嘉禮廳儀軌(奎 13114) 17b.

96) 明溫公主房喪葬禮謄錄(奎 古4255-3) 03a, ‘上服以嘉禮所着圓衫用之[草綠織錦緞圓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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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패옥이나 후수 등이 일습으로 마련되었는데 이는 공주가 생시에도 패옥과 후수 등을 갖

춘 원삼을 착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1847년 경빈김씨가 패

옥과 후수, 수정 를 갖춘 홍장삼을 입고 동뢰연을 치렀던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면 공주의 

동뢰연에 착용하는 홍장삼에도 패옥이나 후수 등을 갖추어 입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등록에 열거되어 있는 복식 기록이 과거의 기록에 근거하여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내용에는 담당 부서 간의 오

고 간 공문이라든지 전교 받은 내용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

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 의문은 훗날의 연구 성과를 통하여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두식

덕온공주가례등록 공주의복 물목 중 두식 관련 복식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두 6

종 8점이다. 직금남사전면사(織金藍紗前面紗), 자라수사기[紫羅首紗只], 홍라수사기[大紅

羅首紗只], 자라 요(紫羅帶腰), 홍라 요(大紅羅帶腰), 자적광적보을리(紫的廣的甫乙裏), 

청초립(靑綃笠), 조라겹너울[皂羅裌羅兀一次<紅絲每緝具>]각각 1점씩이다.

1) 면사

전면사(前面紗)란 열굴을 가리기 위하여 머리 위에서 늘어뜨려 쓰는 여성의 의례용 쓰개

이다. 조선 전기 기록에는 전후면사(前後面紗)97)라는 명칭도 보인다. 등록에 ‘직금남사

전면사’라고 기록되어 있다. 상방정례에는 숙의(淑儀), 공주(公主), 옹주(翁主)가 동일한 

전면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직금이 아니고 니금으로 부금을 한 남사(藍紗) 

전면사이다. 그리고 왕비의 가례용 면사는 법복용 면사와 의 용 면사가 있었다. 모두 자

적라를 사용하 고 그 위에 첩금과 부금으로 장식하 다. 법복용 면사는 홑으로 만들고 의

용 면사는 겹으로 만드는 것으로 구별되었다.

97) 世祖實錄 권20 세조 6년 4월 9일(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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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정유년 길례시 면사보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그림 21] 면사 착장법
(석주선기념박물관 제공)

장서각에는 금박 무늬를 배치한 면사보 본(本)이 소장되어 있다([그림 20]). 두터운 한지 

2폭 반을 이어 붙여 정사각형으로 만든 후 금박 찍을 자리를 먹으로 그려넣었다. 크기는 

사방 184cm이며 중앙에 날개 펼친 봉황 2마리를 배치하 다. 뒷면에 ‘정유년 길례시 면사

보 본인데 조금 크니 이후에는 크기를 줄이라’는 내용의 묵서가 있다. 1837년 덕온공주의 

혼례에 사용된 전면사로 추정된다. 

봉황 주위에는 덕온공주 원삼의 글씨와 동일한 수(壽)와 복(福) 문자가 배열되었으며 둘

레를 8각 괘선으로 둘렀다. 특히 면사보에 그려진 봉황무늬는 덕온공주 가례에 사용하 다

고 하는 침상향낭(寢床香囊) 수본(繡本)에 보이는 봉황 무늬98)와도 유사하다. 

2) 수사기

수사기는 우리말 ‘마리사기’의 한자 표기이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수사기는 유소(流

蘇)라고도 하 는데 연화  동기의 머리장식으로 기록되어 있다.99) 머리 뒤쪽으로 늘어뜨

 98) 石宙善(1980), 韓國服飾史, 寶晉齋, p.679.

 99) 樂學軌範 권8 蓮花臺服飾 流蘇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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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8가닥의 댕기임을 알 수 있다. 도상에 기록된 치수를 보면 8가닥의 전체 길이가 16자 

8치(약 786.24cm)이고 매 가닥의 길이는 2자1치(약 98.28cm), 너비는 3푼(약 1.4cm)이다. 

[그림 22] 영친왕비의 수사기
(국립고궁박물관 2010, p.202)

덕온공주의 수사기로는 자라 수사기와 홍라 수사기가 마련되었다. 1638년 인조장렬

왕후가례도감의궤에 따르면 왕비도 2가지 색상의 수사기를 사용하 다. 각 4조의 수사기

에 각 길이 2자4치 너비 1치의 옷감이 들었으며 단추용 옷감으로 길이 5치, 너비 2푼의 자

적초와 홍초가 각각 소용되었다. 상방정례에 왕비나 빈궁의 수사기는 법복용이 아니

라 의 용으로 만들어진 댕기 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친왕비의 이 유물 [그림 22]100)는 수사기이다. 이 수

사기는 수에 장식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접혀진 상태의 길이가 110.4~112cm이고 폭

은 1.7cm이다. 자색 문단에 폭 1.4cm 크기의 금화문(金花紋)을 부금하 다. 가늘고 긴 끈을 

반으로 접기를 3번 반복하여 전체 8가닥이 되도록 정리한 후 그 중간에 암단추를 달았다.

100) 국립고궁박물관(2010),  친왕 일가 복식,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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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요

[그림 23] 영친왕비의 대요
(국립고궁박물관 2010, p.206)

덕온공주의 요는 자라(紫羅)로 만든 것과 홍라(大紅羅)로 만든 것이 마련되었다. 왕

비101)와 빈궁102) 역시 공주와 마찬가지로 자적색과 홍색 2종류의 요가 사용되었다. 길

이는 1자 5치이고 너비는 2치 정도의 조각으로 만든다. 왕비와 빈궁은 적의에 수(大首)

라는 머리를 하고 이마 위에 둘렀던 헤어밴드형 머리끈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친왕비의 다홍색 금선단 요가 있다([그림 23]).103) 이 요에는 3

개의 홍파리와 4개의 진주를 장식한 화형 옥판 장식이 11개 나열되어 있다. 전체 길이는 

74cm인데 머리 뒤쪽에서 요 양끝을 X자형으로 교차시킬 수 있도록 첫 번째 옥판과 두 

번째 옥판 사이를 요 너비 크기만큼 벌려서 배열하 다. 

4) 볼끼

등록에 ‘자적광적보을기(紫的廣的甫乙裏)’ 1점이 보인다. 덕온공주의 것은 자적광적으

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등록에는 필단으로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1671년 4월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104)와 1744년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101)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奎 13061) 41b.

102)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奎 13078) 129a.

103) 국립고궁박물관(2010),  친왕 일가 복식, p.206.

104)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奎 13078) 93b-95b. 상궁과 아지(阿只), 시녀와 유모, 기행내인의 것으

로 보을기(甫乙只)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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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볼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p.43)

에는 보을리와 동일한 것으로 짐작되는 ‘보을기(甫乙只)’라는 명칭이 보인다. 그리고 정미

가례시일기 한문본에는 ‘乶只’라는 기록이 보인다. 정미가례시일기 한글본에는 ‘볼’로 

기록되어 있다.105) 한자 ‘乶’은 ‘甫’에 ‘乙’을 결합하여 만든 한국식 한자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甫乙裏 > 甫乙只 > 乶只 > 볼> 볼끼가 된다. 따라서 ‘甫乙裏’라고 기록되어 

있는 복식은 볼끼라고 할 수 있다. 

볼끼는 양뺨과 턱을 가리는 방한구의 일종으로 두 뺨을 얼러 싸서 머리 위에서 잡아매어 

추위를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 세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청초립 

같은 입자[笠] 1개에 끈[纓子]과 개두, 전후면사, 협과(頰裹, 볼싸개)가 일습이었다. 협과는 

비단[帛]으로 만들었다. 길이가 1자 7~8치이며 너비가 2치 정도인데 양끝을 뾰족하게 만들

고 턱을 감아 정수리에서 교차시켜 묶는다106)고 하 다. [그림 24]의 볼끼107)와 착장 방식

은 비슷하지만 형태는 양끝이 제비부리 댕기처럼 뾰족한 끈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

럼 볼끼는 협과로, 또 보을리, 볼기로 기록되면서 오랜 전통이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5) 청초립과 겹너울

(1) 청초립

덕온공주 가례에는 ‘청초립(靑草笠)’ 1부가 마련되었다. 다른 등록에는 ‘靑綃笠’이라고 기

105) 황문환 외(2010),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96-97.

106) 世祖實錄 권20 세조 6년 4월 9일(을묘), ‘笠一、纓子蓋頭前後面紗具, 頰裏一[以帛爲之 長尺七八寸, 

廣二寸餘, 殺其兩端, 繞於頤, 交結於頂]’

107) 단국 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2005), 名選 下,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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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다. 삿갓형의 이 여모는 겉에 청초를 바른 입자(笠子)이기 때문에 ‘靑綃笠’이 옳

은 표기일 것이다. 또 청초립의 진주를 제거한다[除眞珠]고 하 으니 본래는 진주 장식이 

있었던 관모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5] 청초립(추정)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1, p.20)

[그림 26] 개두(盖頭)
(國朝續五禮儀序例 40a)

청초립을 담는 흑칠가(黑漆家) 1부도 함께 마련되었으며 안에 싸는 홍주4폭 겹보자기[紅

紬四幅裌袱]와 겉에 싸는 3폭짜리 홍주 홑보자기[紅紬三幅單袱] 1건이 함께 마련되었다. 

1638년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너울집[汝火家] 기록이 보인다. 청초립을 너울집

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다. 겉에 흑칠을 하고 두석 장식을 한 것이었다. 

청초립 외에 자초립(紫綃笠), 청상립(靑箱笠) 등이 있는데 이는 신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 다. 왕비는 자초립, 공주와 옹주는 청초립, 상궁 이하 신분의 여성들은 청상립을 

사용하 다. 그리고 그 위에 너울을 덮었다. 모자와 너울을 합하여 개두(盖頭)라고도 하

다([그림 26]).

1980년  초 창덕궁에는 원립(圓笠)이 여러 점 있었다. 나무틀까지 끼워져 있는 원립 유

물에는 청색의 사(紗) 또는 초(綃)가 겉에 씌워져 있었다([그림 25])108)고 한다. 이것이 청

초립일 가능성이 있다. 안쪽에는 80~100개 정도의 댓살이 정교하게 부챗살처럼 펼쳐져 있

108)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1981), 朝鮮時代 宮中服飾,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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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빨강, 초록, 남색이 정교하게 채색되어 있고 1m 정도 길이가 되는 

옥색 댕기 같은 것이 달린 것도 있고 착용 시 턱밑에 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보

라색 천이 달려 있다고 하 다. 

(2) 너울

[그림 27] 16세기 파평윤씨 묘 너울과 매듭, 영자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3, pp.281-283) 

너울은 청초립 위에 덮어 내리던 쓰개이다. 면사가 평면적인 형태라면 너울은 입체적인 

것이다. 덕온공주의 너울로는 홍사(紅絲) 매듭[每緝] 장식이 있는 조라겹너울[皂羅裌汝火] 1

점[次]이 마련되었다. 일반 사가에서는 18세기에 이미 너울 제도가 없어졌는데 궁궐에서는 

19세기 말기까지도 너울이 사용되었다. 

상례용 너울에는 생포(生布)를 사용하는데 생포의 경우, 12자를 6폭으로 나누어 1폭씩 

어슷하게 재단하여 12조각을 만든 후, 원뿔형이 되도록 연결하여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만든다. 정수리에는 화엽형(花葉形) 조각을 3조각 겹쳐 마무리하는데 속칭 여립모(女笠帽)

라고도 하 다.109)

너울매듭은 홍(大紅) 진사(眞絲) 1냥5전으로 만드는데 매듭실 속에는 다홍향사 소[槊]

를 넣어 만들었다(장렬 41b). 그 외에 턱에 묶을 끈[笠纓]이 너울의 일습으로 마련되는데 

매듭과 끈은 너울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 안에 있는 틀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장식이

다. 고려 학교 박물관에는 16세기 파평윤씨 묘에서 수습된 너울 일습 유물이 소장되어 있

다([그림 27]).110)

109) 國朝續五禮儀序例 凶禮 國恤服制圖說 39b-4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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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의류

저고리라는 여자 상의류의 구별이 적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19세기 전기, 이미 이 

시기에 예복용 저고리인 당의와 견마기, 일반 저고리인 송화색·옥색 저고리, 속저고리인 

분홍색·보라색 저고리 등, 3벌의 저고리로 완성되는 저고리 1작의 개념이 정착된 시기라

고 판단되어 덕온공주 가례 때 장만된 저고리 종류를 일작 저고리 구조에 맞추어 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초록주유저고리(草綠紬襦赤古里)

[그림 28] 17세기 초 광해군비 홍색토주겹장저고리
(문화재청 2006, p.22)

초록주유저고리는 2점이 마련되었다. 이 저고리는 초록주로 만든 당의형 솜저고리일 것

으로 추정된다. 

상방정례에 따르면 이 저고리 1점에 초록주 21자, 내공 반홍정주 26자, 3자 길이의 자

적토주 깃감, 길이 1자5치 너비 2치의 백숙초 동정, 솜[綿花] 10냥, 심지용[按紙次] 저주지

(楮注紙) 4장, 바느질실[縫作] 겉감용 초록진사와 내공용 홍주사(紅紬絲)가 사용되었다. 

길과 소매는 초록색이고 안감은 홍색, 깃은 자적색이다. 겉감이 초록이면서 안감이 반홍

정주라는 것은 일단 당의형 저고리임을 짐작하게 한다. 현존하는 당의 유물 중에는 솜당의

110) 고려 학교 박물관(2003), 坡平尹氏 母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2, pp.28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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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지만 18세기에는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자적색 깃 당의는 중요민속문화재 제

3호로 지정되어 있는 17세기 초 광해군비 홍색토주겹장저고리 [그림 28]111)와 관련지어 짐

작해 볼 수 있다. 지금은 볼 수 없으나 이전 시기에는 솜당의, 자적깃 당의가 있었을 가능

성을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덕온공주의 자적당의와 녹색당의 유물 [그림 29]이 남아 있는데 

자주색 당의는 안감이 홍색인 겹당의이다. 녹색 당의는 홑당의이다. 안에 내공 홍색 홑당

의를 겹쳐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위 말하는 ‘두 벌 당의’ 을 것이다.

[그림 29] 덕온공주의 자적 당의와 녹색 당의
(석주선기념박물관 제공)

2) 남주겹저고리(藍紬裌赤古里)

남주겹저고리 2점이 마련되었다. 상방정례에는 저고리 1벌에 겉감 남주(藍紬) 20자, 

내공 백정주(白鼎紬) 20자, 자적토주 깃 3자, 길이 1자5치, 너비 2치의 백숙초 동정, 재봉사 

남진사와 백주사(白紬絲)로 재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 저고리는 재료로 보아 자적색 깃 또는 회장(回裝) 남색 저고리이다. 특히 안감이 흰

색이라는 것은 일반 저고리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 따라서 19세기 이후 송화색이나 옥색을 

흔히 사용하던 일반 저고리에 해당하는 남색 명주 겹저고리로 이해하고자 한다. 

111) 문화재청(2006), 문화재 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편,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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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록주유호수(草綠紬襦胡袖) 

초록주유호수는 2점이 준비되었다. 그간 학계에서는 ‘호수’라는 옷에 하여 많은 고민을 

해 왔다. 조선 전기의 호수는 ‘好袖卽鶴袖虛其胸’이라는 세조 때의 기록에 근거하여 ‘소매가 

넓은 금형 옷’ 등의 견해112)가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역어유해(譯語類解)의 ‘鶴袖 舊本 

호슈, 잇매, 함매’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호수와 잇저고리와의 관련성을 제시한 경

우113)도 있고 또 자적과 초록색으로 한정되어 있는 색상과 가례와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호

수와 잇저고리와의 관련성을 지적한 경우도 있다.

‘잇’은 껍질(cover)을 뜻하는 우리말이므로, 잇저고리는 저고리 위에 입는 덧저고리 종류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잇저고리’라는 기록은 계십월길례시부인의복긔에 보인다. 

초록 수화주와 자적 수화주로 만든 2벌의 잇저고리가 만들어졌는데 장원주, 도류단, 별문

단 등의 옷감이 사용된 당저고리와 저고리보다 소재의 수준이 떨어진다. 또 1847년 정미년 

가례 때 삼간택 복식과 가례복식 중에 자젹누비잇의복(삼간택의복)과 남슈화듀겹잇의복

(가례시의복기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잇저고리를 견마기와 구별하여 격이 낮은 옷

으로 이해하면서 저고리 위에 덧입은 마고자 [그림 30]114) 정도로 추정하기도 한다.115) 이 

견해 역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추정도 가능하다. 상방정례에는 겉감 초록주 21자, 내공 반홍

정주 26자, 자적토주 깃감 3자, 길이 1자5치에 너비 2치의 백숙초 동정, 솜[綿花] 10냥, 심

지감[按紙次] 저주지 4장, 바느질실 초록진사와 홍주사가 사용되었다. 이 재료는 초록주유

저고리 재료와 완전히 일치한다. 길이 1자5치에 너비 2치의 백숙초 동정용 옷감의 크기도 

교임형 저고리 동정에 적합하다.

가례도감의궤 등의 기록에 제시된 옷감의 소요량은 반드시 한 벌을 만드는 양을 제시

하는 것은 아니다. 넉넉히 준비되는 경우가 있어서 옷감량으로 옷의 크기나 종류를 추정하

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그 치수가 복식 추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1671년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비교적 정확한 옷감 소요량이 제시되어 있다. 

112) 박성실(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硏究, 세종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p.452.

113) 황유선(1999), 조선시  저고리類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pp.46-47.

114)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 下, p.166

115) 이명은(2003), ｢궁중긔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장서각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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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단이라는 동일 소재를 사용한 저고리와 단저고리, 호수의 옷감량을 비교해 보면 저고리

의 경우, 필단 11자 3치이고 단저고리는 8자 5치이다. 그리고 호수는 10자 6치이다. 옷감

량으로 비교해 보면 저고리 > 호수 > 단저고리의 순이다.116) 

상방정례의 옷감량이나 안감의 색상으로 본다면 덕옹공주의 견마기 유물 [그림 31]과

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의 복식 명칭을 19세기 상의류 유형에 맞추어 

본다면 반홍색 안감의 저고리는 당의형으로, 호수는 당의와 저고리의 중간 길이인 견마기

로, 그리고 흰색 안감의 짧은 저고리는 일반 저고리로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림 30] 호수로 추정되고 있는 마고자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p.166)

[그림 31] 덕온공주의 견마기
(석주선기념박물관 제공)

4) 백초활삼아(白綃濶衫兒)

백초활삼아는 2점이 마련되었다. 상방정례에는 공주만 활삼아가 있는데 백초 1필과 바

느질실 백진사가 마련되었다. 왕비나 세자빈, 숙의, 상궁, 시녀, 유모에게는 활한삼이 있었다.

116)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 129b-130a. 각 의복의 안감은 홍색과 황색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19세

기의 안감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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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면에서 활한삼이 활삼아보다 격이 높은 의복명칭으로 보는 견해117)가 있는데 상방

정례에는 왕비의 가례에 참여하는 상궁이나 유모 등의 옷도 왕비의 활한삼과 동일한, 활한

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공주는 활삼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공주나 

군 가례에 참여하는 여관들에게는 활삼아라는 옷이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활한삼과 활삼

아가 격에 따른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두 용어를 혼용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118) 

또한 이들 복식의 용도에 해서는 저고리 속에 입는 옷이라는 견해와 함께 손목에 끼우

는 한삼으로 보는 견해119)도 있다. 순화궁접초 중 ｢사절복색자장요람｣의 내용 중에 당

한삼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5월 10일부터 6월 순망(보름) 간에는 백광사 당한삼을 입고 

이후 더우면 저포 당한삼을 입는다. 8월 1일부터 다시 백광사 당한삼을 입는다고 하 다. 

이 때의 당한삼은 흰색 홑당의를 말한다. 따라서 백초 활삼아나 활한삼은 당한삼과 같은 

옷으로, 여름철에 입는 당의 종류가 아닐까 고민해 본다. 이것에 해서는 역시 훗날의 연

구 성과를 기 해야 하겠다.

5) 백정주삼아(白鼎紬衫兒)

백정주삼아 역시 2점이 마련되었다. 상방정례에는 삼아 1벌당 백정주 1필씩을 준비하

다. 속바지인 이의(裏衣)와 짝을 이루는 옷이다. 백정주로 만든 적삼 정도로 이해하고자 한다. 

6) 백정주유개오(白鼎紬襦盖襖)

백정주 솜 개오는 2점이 마련되었다. 상방정례에 공주 가례의 개오는 겉감과 내공 모

두 백정주 각 1필씩 기록되어 있다. 면화 1근, 중면자 3냥, 백주사가 재료로 기록되어 있

다. 이는 숙의 가례에는 공주와 동일한 재료가 준비되었다. 군 부인의 의복 중에는 개오

가 보이지 않는다.

왕비와 세자빈은 의 용 개오와 겹오가 각각 준비되었다. 다홍색의 옷이라는 공통점이 

잇다. 왕비 가례의 개오는 홍광적30자에 홍주 내공 1필로 제작되었고 세자빈의 가례에

117) 황유선(1999), 앞의 책, p.79.

118) 劉頌玉(1991), 앞의 책, p.246.

119) 앞의 책, p.246,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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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오 신 의 용으로 겹오(裌襖) 1점이 준비되었는데 겉감 홍광적 30자에 내공 목홍

초 21척이다. 사용량이 많고 장삼이나 원삼 다음에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덧저고리120) 혹

은 예복의 받침옷으로 짐작해 볼 수 있으나 숙의나 공주의 개오는 색상도 흰색이고 솜을 

둔 ‘유개오’이며 이의(裏衣)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 구체적인 용도나 형태의 짐작이 어렵다.

4. 하의류

하의에는 치마[赤亇]와 이의(裏衣), 말군(襪裙)이 있다. 

남주유치마(藍紬襦赤亇)와 남주겹치마(藍紬裌赤亇)가 각각 2점씩 마련되었다. 

상방정례에는 남주 30자, 내공 백정주 각 30자, 허리말기와 끈[腰纓子]에 백정주 8치4

치가 장만되었다. 면화 1근, 심지감 저주지 16장, 실 남진사와 백주사가 각각 준비되었다.

겹치마는 남주 30자에 내공 백정주 30자, 허리말기와 끈[腰纓子]에 백정주 8치4치가 장만되

었다. 솜치마와 다른 재료는 동일하고 솜과 심지감만 없다는 차이가 있다. 남치마에 안감

과 말기, 끈은 흰색으로 만들었다. 요즈음의 치마와 다르지 않다. 

백정주단이의(白鼎紬單裏衣)와 백정주겹이의(白鼎紬裌裏衣)를 속바지로 각각 1점씩 준

비하 다. 그 외에 백릉단말군(白綾單袜裙)을 1점 마련하 다. 백릉(白綾) 30자로 만들었

는데 끈은 초록광적(草綠廣的) 반폭 4자로 만들었다.

5. 신발

신발은 흑웅피온혜(黑熊皮溫鞋) 1점이 장만되었다. 2폭짜리 홍주 홑보자기[紅紬二幅單

袱]에 쌌다. 1671년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왕비의 온혜 재료가 다음과 같이 열

거되어 있다. 

거죽에 길이 6치 5푼에 너비 4치의 자적화문필단을 사용하 고 내공으로 백당피를, 뒤축

에 자서피, 회리에 백구피, 창 1부, 휘차에 홍초록필단, 금선단 작은 것 2조각, 백사, 분, 

120) 앞의 책,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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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 국화동(菊花童) 재료로 홍, 초록사 5푼씩, 그리고 배포(褙布) 3자가 들었다. 

이는 자적향직화온혜(紫的鄕職花溫鞋)의 재료인데 흑웅피온혜는 겉감만 흑웅피로 바뀌면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의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복 속에 함께 포함되어 준비된 침장 1점과 솜이

불 4점도 있었다. 침장은 8폭 홍주 홑보자기[內裹紅紬八幅單袱二件] 와 8폭 백정포인문 홑

보자기[外裹白正布引紋八幅單袱一件]로 싼 자적주침장(紫的紬寢帳)이며 솜이불은 태[苔衾

具]를 갖춘 초록주유금(草綠紬襦衾)이었다. 

그 외에 물목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것보다도 많은 양의 의복과 장신구 등이 

공주 하가에 제공되었을 것이다. 머리에 장식할 비녀를 포함하여 지환이나 노리개 등, 패

물류도 상당량 준비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기록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점 때

문에 등록의 내용에 의혹을 가지게 된다. 

특히 장잠(長簪)은 요나 수사기와 함께 가장 성 한 여성용 성식(盛飾) 차림에서 빠져

서는 안 될 장신구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 1650년 12월 숙안공주가례등록에서

는 가칠보장금장잠(假七寶粧金長簪)과 진주장금차(眞珠粧金釵), 아청사수파(鴉靑紗首把) 등

이 포함되어 있으나 1732년 화순옹주가례 이후부터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순옹주가

례등록에 가칠보장금장잠과 진주장금차, 아청사수파가 생략된다는 기록121)이 보이고 그 

이후론 더 이상 가례등록의 물목에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덕온공주의 등록에도 보

이지 않아 아쉽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1837년 덕온공주와 부마 남녕위 윤의선의 가례를 기록한 덕온공주가례등록

121) 和順翁主嘉禮騰錄(藏書閣 n1-1) 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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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이에 등장하는 복식류를 살펴보았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우선 가례 절차를 중심으로 각 절차마다 참여한 

인물들의 특징적인 복장들의 명칭들을 살펴보았다. 절차에 하여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관계로 많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 의빈복식을 살펴보았다. 의빈이 부마 간택단계에서부터 착용한 복식과 관

례 때 착용한 복식들, 그리고 의빈의복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복식을 물목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부분의 공주가례등록에 간략하게 명칭만 나열되는 특성 때문에 여러 관련 자

료들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채웠으나 이에 해서도 연구자의 추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부족한 부분이 크게 느껴진다. 

반면에 부마 간택복색과 관례복을 확인하게 되었다. 간택인들은 분홍직령(粉紅直領), 세

조 (細條帶), 부전(付鈿, 首飾, 속칭 ‘唐麻里’), 이행전(耳行纏), 흑화자(黑靴子)를 착용하고 

입궐하도록 되어 있었다. 간택이 끝나면 가례 전에 부마가 관례를 치렀다. 초가에는 치포

건(緇布巾), 청단령(靑團領), 실띠[絛帶]를 착용하고 재가에서는 사모, 흑단령, 품 를 착용

하고 삼가에서는 복두에 홍공복, 서속 (犀束帶)를 착용하 다. 그리고 신발은 흑화자로 통

용한다고 하 다. 또한 ‘명복내출’ 과정에서 의빈의 명복이 전달된다는 사실과 의빈의 명복

이 공복 일습이라는 사실을 처음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세 번 째로 공주의복을 물목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덕온공주가례등록에 보이는 복식명

은 간단하여 실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주 가례와 거의 90여 년 전의 기록인 

상방정례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 기 때문에 등록의 기록이 현실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한 의혹을 품은 채, 아직까지도 잘 해결되지 않는 복식류들이 많아서 부족한 글이 되었다. 

그런 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하여 19세기의 복식문화 중 저고리의 구조를 세 벌을 1

작으로 하 던 전통을 반 하여 당의와 견마기, 저고리의 구조로 복식을 이해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 추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연구 기회를 마련해 주신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정 호 관장님

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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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집안 유물 중 머리양식 재현

이십여 년을 미용 산업 현장에서 종사한 탓인지 직업병처럼 오래 된 옛 풍속화 속 여인

들의 계양(髻樣)을 볼 때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이름은 무엇일까?’ 등의 의문을 갖게 

된다. 특히 요즘처럼 한류열풍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사극들을 보면서 계양의 고증은 어느 

정도 근접한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인데 첫째, 쪽머리나 댕기머리 등의 일부 계양 외에는 전통적 제작방식의 전승이 끊겨 

그것을 온전하게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둘째, 다리(月子)를 다래·달레·달네·달에·

달애·달이·달 등으로 표기 하는 것처럼 한 가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르게 불

리는 명칭 탓에 혼돈스러우며 셋째, 전세 또는 출토유물이 현저하게 부족하며 관련 자료 

또한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본 연구를 계기로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 중인 조짐머리 다리와 새앙머리 다리 유물을 직접 관찰하고 실측할 수 있게 되어 이

를 근거로 미용인의 관점에서 본인이 직접 재현해보고자 한다.

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회화(繪畫)에서 보인 모습과 비슷하게 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

었다면 본 연구는 실제 유물을 근거하 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

현과정에서 사용한 재료들 이를테면 인모(人毛) 신 인조사(人造絲)를 사용한 것과 같이 

모든 조건을 당시와 동일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최 한 연

구의 오류를 줄이고자 70세 이상의 할머님들에게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구술내용을 정리하

고, 각 박물관 등에서 발간한 도록과 홈페이지를 통해 유물의 실제크기와 특징을 살폈으

며, 기타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 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계양의 전통적 제작방식 복원연

구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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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髻 · 髮 · 髢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헤어스타일 관련 용어로 략 髮(발)·髢(체)·髻(계)가 있는데 

이를 쉽게 풀어보면 髮은 순수하게 두상(頭上)에 존재하는 머리카락을, 髢는 본인의 머리

카락과 덧 서 연결 할 수 있는 머리카락 묶음을, 髻는 완성 된 하나의 헤어스타일을 의미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중기 어린이들의 한자 학습서인 訓蒙字會(훈몽자회)(최세진, 1613년본)에 髮은 

“터럭발 – 俗稱頭髮血餘(속칭두발혈여)”라고 적혀있다. 이는 오늘날 한의학에서 두발(頭髮)

은 여분의 혈액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부족하면 탈모가 발생한다는 

견해와 상통하고 있다. 髢는 다른 머리카락 다발로 만든 다리라는 뜻의 “외테 – 亦作鬄
(역작체)”라고 기록되었고, 髻는 “샹투계 – 又女冠 曰髢髻(우여관 왈체계)”라고 적혀있다.

新字典(신자전)(최남선, 1915)에도 髮은 두상(頭上)에 있는 머리카락이란 뜻의 “頭上毛

(두상모) 터럭”이라고 기록되어있고, 髢는 본래 모발에 다리를 덧씌워 연결했다는 뜻의 “益

髮髲也(익발피야)”, 髻는 머리카락을 모아 합한 뭉치라는 의미의 “總髮魋結(총발퇴결)”로 

각각 적혀있다.

高麗史(고려사)에 “머리가 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본래 머리카락(髮)을 잘라서 그

것으로 다리(髢)를 만들었는데 그 양이 말(馬) 2마리가 들 만큼이었다.”1)란 기록과 朝鮮

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에 “중국으로 보낼 교역품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거한 질 좋은 다

리를 진상하라.”2)는 내용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는 髮과 髢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또한 

속발(束髮)·결발(結髮)·피발(被髮)·단발(斷髮)·삭발(削髮)등이 두상에 있는 머리카락을 

묶거나 풀어헤치거나 자른 모습을 의미하고, 학발(鶴髮)·황발(黃髮)이 노인의 머리를 칭하

는 것으로 볼 때 두상(頭上)에 붙어있는 상태는 髮이지만 잘려진 머리카락 다발로 만든 다

리는 髢인 것이다. 

1) “見長髮者必剪其髮以爲髢多至二馱”(高麗史 제128권, 열전 제41, 반역2, 조원정).

2) “傳旨于各道及濟州按撫使: 使臣所求美髢, 擇其綠黑軟細極長者, 以國庫米豆貿易, 及時上送.”(世宗實錄

(세종실록) 권31, 세종8년, 1426년 3월 15일 기유 7번째 기사).



- 122 -

문헌
용어

훈몽자회 신자전 현대적 의미

髮 터럭발 俗稱頭髮血餘 頭上毛터럭 두상에 있는 머리카락

髢 외테 – 亦作鬄 益髮髲也머리 髮로 만든 일종의 가발

髻 샹투계 – 又女冠曰髢髻 總髮魋結상투 완성된 수발양식

<표 1> 훈몽자회와 신자전의 髮·髢·髻 용어정리

加髢申禁事目(가체신금사목)에 낭자쌍계와 사앙계는 혼인 전에 하는 수발양식이므로 

혼인 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3)는 내용과 조선왕조실록에 관례 전 세자의 수발양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쌍동계(雙童髻)가 적혀있는 것4)으로 보아 髻는 남·녀 모두에게 사용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훈몽자회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여성의 髻는 남성의 髻
처럼 상투의 개념이 아니라 완성된 헤어스타일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향후 여성들의 고

계(高髻)를 ‘높은 상투’로 직역하기보다는 가체로 완성한 ‘높은 헤어스타일’로 의역(意譯)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5) 

또한 가체(加髢)와 가계(假髻)도 자칫 혼돈하기 쉬운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가체(加

髢)가 본인의 머리에 다리를 덧 어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가계(假髻)는 비싼 다리

(髢)를 용(代用)하여 布·木·簂 등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씌우는 방식으로 일종의 

머리틀인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체발(髢髮)로 치장하던 것을 포목(布木)으로 신하게 

하 는데 이는 가계(假髻)이며 궁양(宮樣)이기 때문에 외간(外間)에서 쓸 수가 없다는 기

록6)과 北學議(북학의)에 머리를 감은 모양이 작지만 철사를 사용하여 관리(官吏)의 모자 

높이와 같게 하 는데, 그 높이가 6, 7치나 되며 둘레는 주척(周尺)으로 한 자 2~3치 된다

는 기록7)은 가계(假髻)의 재질과 형태를 짐작케 한다. 또한 부인의 궤계(簂髻)는 제사나 

관례 또는 혼례 때 착용한다는 기록8)은 가계(假髻)가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 음을 알 수 

3) “娘子雙髻 絲陽髻 係是嫁前之制不可用”(加髢申禁事目 p.13).

4) “若未冠, 則雙童髻”(中宗實錄(중종실록) 권38, 중종15년, 1520년 3월 6일 5번째 기사).

5) 燕山君日記(연산군일기) 권48, 연산9년 1503년 2월 13일 4번째 기사 “城中好高髻, 四方高一尺”을 

“궁성 안에서 높은 상투를 좋아하니 사방에서는 상투가 한 자 정도나 높고”로 직역한 경우가 부분이

다. 그러나 “궁성 안에서 높은 수발양식을 좋아하여 사방 곳곳에서 머리의 높이가 일척이며”로 의역하

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6) “予於登極後, 先從宮中, 痛加禁斷, 昔之以髮者, 代之以木。此假䯻之制, 而宮樣不可用於外間”(正祖實

錄 권7, 정조3년 1779년 2월 25일 1번째 기사).

7) 北學議 내편, 女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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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

위와 같은 연유로 본 연구자는 헤어스타일을 계양(髻樣)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정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Ⅱ. 덕온공주 집안 계양유물의 특징과 재현

본 연구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상당부분 밝혀진 계양에 한 이론적인 설명은 최 한 

배제하 다. 다만, 덕온공주 집안의 실제 유물인 조짐머리 다리와 새앙머리 다리를 직접 

관찰하고 실측한 것을 바탕으로 재현해보았으며, 특히 착장법에 중점을 두었다.

1. 쪽머리와 다리

덕온공주의 쪽머리 다리는 유물이 없지만, 조짐머리와 새앙머리를 재현하고 다리를 착장

하기 위해 필요한 전 단계이므로 본 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1) 개요

한 가닥 땋을 때 마다 기름을 바르고 참빗으로 정성껏 두어 시간씩 걸려서 빗던 쪽머리

는 본인 스스로가 빗기도 하 지만 다른 사람이 빗겨주기도 하 다.10) 그 형태는 앞가르마

를 타서 목덜미 쪽으로 내려빗긴 머리카락을 땋아 둥글게 감아올린 다음 비녀를 꽂은 형이

다. 머리숱이 너무 많은 여성은 보이지 않는 안쪽의 머리카락을 일부 잘라내서 다리를 만

 8) “婦人簂髻袡衣 祭祀冠昏服之可也”(靑莊館全書(청장관전서) 제30권, 사소절 제6, 부의1, 복식편).

9) 김민정·이상은(2009),｢미용학적 관점에서 본 조선시  가체문화사｣, 역사민속학회지 제31호, pp. 

73-75.

10) 이규숙(1984), 이 ‘계동 마님’이 먹은 여든 살, 뿌리깊은나무, p.9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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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재  질 크  기(㎝)

특    징 사    진
소장처 유물번호

1 다리 

인모 전체길이 147,毛 90

– 친왕비 다리 

국립고궁박물관 중요민속문화재 265호

2 다리 

인모 전체길이 89 – ‘월자’로 표기
– 한민족역사문화도감

(2005) p.325
국립민속박물관 

3 다리

인모 길이 90 – ‘다래’로 표기
– 복식류명품도감

(1990) p.187
고려 학박물관 (고박06)000139-000

4 다리 

인모 길이 80 

– ‘달비’로 표기 
– 이뮤지엄 홈페이지 

문경새재박물관 문경새재박000591-000

5 다리 
인모  길이 75, 길이 85 – ‘월자’로 표기

– 조선시 의 관모
(1988) p.71온양민속박물관 

6 다리 

인모 길이 105 – ‘월자’로 표기
– 문화재청 홈페이지
– 윤증家 유품의 일부
– 충남 논산 노성면 윤완식(개인) 

중요민속문화재 
제22-9호

<표 2> 다리 유물 현황

들기도 하 고, 다리장수에게 팔기도 하 다. 다리는 모발의 길이가 짧거나 숱이 부족한 

경우, 또는 성장(盛裝)을 해야 할 때 쪽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가발이다.

2) 유물현황

<표 2>는 박물관 발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다리유물 현황으로 이외에 검색·

조사·발굴되지 않은 미발표 유물들이 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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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재  질 크  기(㎝)

특    징 사    진
소장처 유물번호

7 다리 
인모 길이 103 

– ‘다래’로 표기
– 문화재청 홈페이지
– ‘이단하’유물의 일부
– 강원정선군임계면

-
이위(개인) 중요민속문화재 제4-6호

8 다리 

인모 길이 83 – ‘머리댕기쪽’으로
표기

– 거의 풀린 상태 
– 문화재청 홈페이지제주민속자연박물관 고고민속106854-000

3) 쪽머리 다리의 제작 

다리의 길이나 굵기는 사용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쪽머리를 

위한 다리의 길이는 략 90㎝내외이고, 굵기는 약 10㎝내외로 보인다. 

댕기의 마무리는 크게 2가지 형태 는데 첫 번째 방법은 댕기를 반으로 접어 넣고 모발

과 함께 3가닥으로 땋다가 끝부분에서 양쪽의 댕기자락을 묶어주는 것(그림 1)이고, 또 다

른 방법은 댕기 한 가닥을 모발 아랫부분에 넣고 모발과 함께 3가닥으로 땋다가 끝부분에

서 한 가닥만으로 매듭지어 마무리 하는 방법(그림 2)이다.

[그림 1] 左·中：댕기를 접어 2가닥으로 마무리 한 모습, 右：고려대학교박물관소장

[그림 2] 左·中：댕기를 1가닥으로 마무리 한 모습, 右：문경새재박물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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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이 많아 솎아낸 본인의 머리카락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모아 실로 시작부

분을 칭칭 감은 다음 땋았다11)는 구술내용을 바탕으로 길이 90㎝, 굵기 10㎝의 쪽머리용 

다리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 3] 쪽머리 다리의 제작(시술：김민정)

① 길이 100㎝정도의 인조사를 준비하여 윗부분을 실로 감아 묶어준다. 

※ 모발을 땋게 되면 굵기나 땋는 세기(느슨하거나 촘촘한 정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략 10%~15%전후의 길이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①의 실로 감은 부분을 먼저 붉은 천으로 감싸고 머리카락의 옆면으로 검정색 천을 

덧 어 바느질한다.

③ ②를 3~5개 정도 더 만들어 이를 한데 묶어준다.

※ 두껍게 1개의 가닥으로 다리를 만드는 것보다 여러 개의 얇은 다리를 한꺼번에 

뭉쳐 만들면 견고함을 높일 수 있다.

11) 김중향(74세, 女), 서울 본토박이로 50여년 경력의 원로미용사이고 현재도 서울 치동에서 미용실을 

운  중이다. 젊은 시절 궁인들과 교류가 있었고, 미용강사로도 활동 할 만큼 솜씨가 좋은 분으로 

2012년 2월 21일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면접인터뷰 2회, 전화인터뷰 2회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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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의 모발 끝부분을 틴닝가위(톱날모양의 가위)로 가볍게 정돈한다.

※ 인조사는 인모처럼 자연스럽게 끝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숱을 감소

시켜주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⑤ 정돈된 ④를 3가닥으로 땋아서 댕기로 마무리한다.

⑥ 완성된 쪽머리 다리

4) 쪽머리 시술

본 연구를 계기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의 쪽머리 방식이 더욱 궁금해졌고, 할머

님들을 인터뷰하면서 보다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알게 된 내용이 다리의 사용이다. 쪽머

리는 본인의 모발만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다리를 덧 기도 하는데 박물관에 전시된 

다리가 거의 부분 땋은 상태이고, 오늘 날 미용실이나 사극 상물 속의 쪽머리 시술법이 

[그림 4]와 같이 본 모발을 주먹크기로 목덜미에 묶고 땋은 다리를 그 로 연결해서 쪽지는 

방식이기에 땋은 다리를 풀어서 사용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 다. 그러나 실제는 다

리를 사용할 때마다 새롭게 빗질하면서 본머리와 연결하여 쪽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림 4] 최근 쪽머리의 제작법(시술：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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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새삼스러운 것은 조름댕기의 사용인데, 조름댕기란 머리끈 신 사용한 좁은 끈으

로 충청도 지방에서는 좁은 끈이 달린 쪽댕기를 뜻한다12)고 하지만 그 사용법이 모호하

다.

그런데 쪽머리를 할 때 목덜미 정중앙에 균형 잡힌 쪽을 만들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운동화 끈 정도의 폭과 길이(약 150㎝)로 된 댕기가 바로 조름댕기이며, 사용법은 조름댕

기의 한 쪽 끝을 입에 물고 쪽지기 위해 묶은 부위를 2~3바퀴 감은 다음 또 다른 쪽의 끝

을 발가락을 눌러 댕기가 탱탱하게 한 상태에서 머리를 땋고 둥글게 감아올릴 때 조름댕기

를 풀러 제거한 다음 쪽을 만들고 비녀를 꽂는다13)14)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다리를 덧 어 쪽머리를 시술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 5] 다리를 연결한 쪽머리 제작법(시술：김민정)

12) 이승현(2002), 댕기에 관한 연구 – 댕기의 종류와 특징 중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석사학위논문, 

p.27.

13) 이남수(89세, 女), 충청남도 천안시 북면 양곡리 거주, 2012년 4월 5일 3분의 따님과 함께 온양민속

박물관에 전시유물을 관람하며 인터뷰를 진행하 다.

14) 김중향(74세, 女), 앞의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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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머릿기름을 바르고 이마를 중심으로 가르마를 탄 다음 양쪽으로 머리카락을 내려 빗

는다.

② 짧은 본 모발에 준비 된 다리를 덧 고 짧고 가는 끈으로 2~3바퀴 감아서 묶어준다.

③ 다리를 땋는 동안 조름댕기의 한 쪽 끝을 입에 물고 ②의 묶은 부위를 2~3바퀴정도 

세게 감은 다음 또 다른 한 쪽 끝은 발가락으로 눌러준다

※ 이렇게 조름댕기를 당겨주면 긴 모발을 앞으로 가져와서 땋을 때 흐트러짐을 방

지하고, 쪽의 위치가 정중앙에 놓이기 용이하다.

④ 다리를 3가닥 땋기 하여 끝에 붉은 색 쪽댕기를 달아준다.

⑤ 땋은 다리를 둥글게 감으면서 조름댕기를 잡아당겨 제거한 다음 쪽을 틀어준다.

⑥ 비녀와 뒤꽂이로 완성한 쪽머리.

2. 조짐머리

1) 개요

현재 조짐머리 다리의 유물은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이 유일한 것으로 추

정되며, 1976년 故윤백 15)(1888~1986) 여사로부터 기증받았다.

<표 3>은 조짐머리에 한 설명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연구자마다 설명은 조금씩 다르

지만 공통적으로 첩지와 다리를 사용하 으며, 단단하게 조여진 쪽머리 형태의 약식 계양

임을 알 수 있다.

15) 순조의 3녀인 덕온공주(1822~1844)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공주의 남편인 윤의선은 형인 윤회선

의 아들 윤용구를 장자로 입양했는데, 그와 정경부인 연안김씨 사이에서 태어 난 딸이 바로 윤백  

여사이다. 4살, 6살 차이의 남동생이 있었으나 모두 잃어 외동딸로 자랐으며, 15세에 2살 위인 유용

준과 결혼하 다. 별호는 ‘사후당’이며, ‘산 인간문화재’로 불릴 만큼 지식과 필력이 뛰어나고, 궁중

예법과 전하는 말씀(1968) 등을 저술하 다.(김기열(2008), ｢사후당 윤백  한글의 서예미 연구｣, 

성균관 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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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설    명

궁중 일상복은 남치마 은행색저고리
(성옥염, 경향신문, 1985.10.25)

∙ 조짐머리
∙ 지밀상궁과 침방상궁은 관례 후 생머리를 올려 조짐머리를 하고 첩지

를 썼고, 때론 어여머리도 함. 

명선 下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 조짐머리
∙ 가체금지령 이후 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
∙ 여러 가닥의 다리로 땋아 쪽을 찌고 첩지를 연결시킨 가체의 일종
∙ 평상시 쪽머리 위에 얹어 의례에 사용
∙ 가발처럼 되어 있어 사용 후 벗었다가 필요시 다시 쓸 수 있게 보존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형태 및 
장식에 관한 고찰

(이순자, 이화여 석사논문, 1971)

∙ 조짐머리
∙ 의식 때 궁이나 양반부녀가 하던 머리.
∙ 열두 가닥으로 땋아 쪽찌듯 된 모양.
∙ 양반은 첩지로 귀를 가리고 상궁은 가리지 않음.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김용숙, 일지사, 2005)

∙ 조진머리
∙ 다리를 넣어 땋아 비비 틀어 뒤에 소라껍질같이 붙이는 머리
∙ 왕과 왕비가 합방할 때 밤에 한 머리 
∙ 지밀내인이 야간 당번일 때 한 약식머리
∙ 첩지가 달린 것도 있으며, 젊은이 것은 크고 노인 것은 작음.

조선조 중후기 부녀 두발의 양식고
(배정룡, 아세아여성연구지, 1982)

∙ 조짐머리
∙ 궐내인이 주로 한 가발의 일종
∙ 첩지를 매고 다래를 넣어 쪽머리처럼 만듦
∙ 종친이나 외명부가 입궐할 때 머리모양

한국복식문화사전
(김 숙, 미술문화, 2004)

∙ 조짐머리
∙ 조선시  반가부녀의 머리모양의 하나
∙ 쪽머리에 얹어 비녀와 떨잠으로 장식
∙ 다리 열 꼭지로 쪽을 찌어 첩지 끈과 연결

시킨 가체의 하나

한국여인의 발자취
(손미경, 이환, 2004) 

∙ 조짐머리
∙ 타동사 ‘조지다’에서 파생 된 단어로 추측
∙ 다리로 엮어 쪽을 만들 때 비비 틀어서 본

머리 쪽에 붙임 

19세기 조선왕실 여성의 머리모양
(이은주, 복식학회지, 2008)

∙ 조짐머리
∙ 순화궁 관례시 재가에 ‘광식’이란 머리모양이 조짐머리로 추정
∙ 궁중의 평상시 머리모양으로 계절과 취향별로 조짐칠보 사용 

<표 3> 조짐머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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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 칭
재  질 크  기(㎝)

특    징 사     진 
소장처 유물번호

1 첩지머리 

인모 - – 왕비첩지유물
– 조선조후기궁중복식

(2002) 186p국립2궁중유물 장신구류000213-000

2 첩지머리 

인모 길이52 – 복식류명품도감
(1990) 187p

고려  (고박06)000138-000

3 첩지머리 

인모, 도금첩지  길이 4.7(첩지부분) – 첩지의 양쪽 다리는 
땋았고 끝은 반으로 
접은 댕기 두 가닥 
매듭으로 마감 

– 명선下(2005) 52p
단 석주선기념박물관

4 첩지머리 

인모, 도금첩지  길이 5(첩지부분)
– 첩지의 양쪽 다리는 

풀려있으나 끝은 댕
기 한 가닥 매듭으
로 마감 

– 명선下(2005) 51p
단 석주선기념박물관

5 첩지머리 

인모 길이 55 – 도금한 개구리첩지 
– 이뮤지엄 홈페이지

성신여 박물관 성신여 000656-000

6 첩지머리 

인모 - – ‘봉첩지’로 표기
– 숙 박물관소장

명품도록(1993) 31p숙명여 박물관 

7 첩지머리

인모, 도금첩지 첩지5.9 모발길이45
– 조선시 의 관모

(1988) 71p
온양민속박물관 

<표 4> 첩지머리 다리 현황

2) 유물현황

조짐머리 다리는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이 유일한 것으로 다른 유물을 찾기

가 쉽지 않다. 다만, <표 4>는 낭자두 부분에 첩지가 연결 되어있으므로 박물관 발간자료와 

홈페이지에서 첩지유물을 조사하 으며 이외에 소개하지 못한 유물들이 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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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 칭
재  질 크  기(㎝)

특    징 사     진 
소장처 유물번호

8 첩지머리

인모, 도금첩지 첩지5.5 모발길이155 
– 조선시 의 관모

(1988) 71p
온양민속박물관 

9 첩지머리 

인모 첩지길이 5.5 – “첩지”로 표기
– 문화재청 홈페이지
– 윤증家 유품의 일부
– 충남 논산 노성면 윤경식(개인) 

중요민속문화재 
22-10호

10 첩지머리 

인모 - – 정온家의 전세품 
– 문화재 관 복식

자수편(2006) 212p  거창박물관 중요민속문화재 218-18

3) 조짐머리 다리 유물의 특징

형태적인 측면에서 처음 도록(｢명선 下｣, 2005, 49p)에서 조짐머리의 사진을 보고 쪽머

리와 매우 흡사하다고 판단하여 시술방식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 으나, 본 연구를 통해 

실측한 결과 일반적인 쪽이 땋은 부분을 둥글게 감아 비녀를 꽂았다면, 조짐머리 다리는 

땋은 모발을 비녀에 고 ∽모양으로 좌우 엇갈려서 만든 또 다른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유물의 좌측면 모발 색상이 2가지 이상인 것으로 보아 다리의 길이가 짧거나 숱이 부

족하여 최소 1사람 이상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굵게 

땋은 1가닥으로 비녀를 감싼 우측과는 달리 좌측은 여러 가닥으로 감겨있고 그 끝부분은 

자색계열의 댕기로 매듭지어 낭자두 안쪽으로 감춰놓았다.

낭자두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깊숙이 꽂혀있는 가느다랗고 짧은 백동민잠은 다리

의 형태를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핀(pin)으로 보인다. 조짐머리가 쪽머리

보다 예장용이므로 약 30㎝가량의 흑각민잠은 다리를 보관할 때 임시로 꽂은 비녀이고, 실

제 조짐머리를 할 때는 흑각민잠을 빼고 다른 비녀를 사용하 을 것이다. 은개구리첩지가 

달린 다리는 낭자두의 붉은 꼭지와 연결하여 끈으로 묶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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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짐머리 다리 유물(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7] 조짐머리 다리 유물 실측

4) 조짐머리 다리 제작과 착장법

조짐머리 다리 유물을 완전하게 풀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구조를 알 수 없고, 매우 

입체적인 사물이기에 정확한 실측이 어렵다. 무엇보다 애초 다리를 제작할 때 설계도면처럼 

계획적으로 규격화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유물과 똑같은 크기와 형태로 만드는데 한계

가 있다. 복식에서 유물의 솔기 안쪽을 뜯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겉에 보이는 바느질 형태로 

짐작하여 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리에서 보이는 모습을 근거하여 만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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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그림 8] 조짐머리 다리 제작(시술：김민정)

① 120㎝가량의 인조사를 준비하여 땋았을 때 80㎝전후의 위치에 검정 끈을 돌려 감고 

아랫부분을 3등분하여 각각 3가닥 땋기 한다.

※ 3등분하여 땋은 가닥은 완성 된 조짐머리 다리의 좌측(그림8-⑥)부분으로 낭자두 

안쪽으로 모발 끝을 넣으려면 굵고 숱이 많은 것보다 나눠서 땋는 것이 용이하다.

② 목잠의 중앙에 다리꼭지를 고 비녀의 앞에서 뒤를 향해 오른쪽부터 감아준다. 

③ ②에서 비녀 뒤로 넘어간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보내 비녀 뒤에서 앞으로 향해 ∽

모양으로 반복하여 감아서 마무리한다.

④ 첩지다리를 만들어 낭자두와 연결한다.

⑤ ⑥ ⑦ 완성된 조짐머리 다리

⑧ ⑨ ⑩ ⑪ ⑫

[그림 9] 조짐머리 제작(시술：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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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설    명

명선 下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 사양머리 혹은 생머리라고 함
∙ 관례 전 공주, 옹주, 어린나인 등이 궁중에서 사용한 머리형태
∙ 다리꼭지 두 개로 머리를 땋아 밑에서부터 일정한 길이로 접어 자색이나 홍

색 끈으로 고정하고 그 위에 댕기를 드림
∙ 댕기는 지밀내인은 4가닥, 침방과 수방의 생각시는 2가닥으로 차등

조선조궁중풍속연구
(김용숙, 일지사, 2005)

∙ 생머리
∙ ‘생’은 한자로 絲楊이라고 표기하며 남아들의 쌍계(쌍상투)에 해당
∙ 머리를 뒤에서 두 가닥으로 나누어 땋아 가지고 이것을 각각 두 개로 말아

올려가지고 뒤통수 밑에 나란히 세워서 묶으면 마치 두 개의 갸름한 쪽 같
은데 그 위에 널따란 자주댕기를 히프까지 늘임.

∙ 생댕기라도 지밀은 히프까지 늘이고, 침방, 숫방은 짧게 맴
∙ 여타처소는 일반 여염처녀머리 같이 땋아 늘임

조선후기 왕실여성의 
관례복식연구

(김소현, 복식학회지, 2010)

∙ 사양계, 양의, 양머리, 새앙머리, 생머리 등으로 칭함
∙ 여자의 사양계는머리를 두 가닥으로 갈라땋아서 모은 뒤, 위 아래로 접어 

중허리를 댕기로 묶은 다음, 이 위에 사양댕기를 맴
∙ 예복을 입을 때 사양다래를 넣어 생머리를 크게 만들고 예장용 뒷 갱기인 

도투락댕기를 맴

<표 5> 새앙머리에 대한 설명

⑧ 본 모발만으로 쪽머리를 한다.

⑨ 쪽머리 위에 만들어진 조짐머리 다리를 얹는다.

⑩ 균형을 맞추고 임시용 목잠을 빼면서 일반 비녀를 안쪽의 쪽머리와 함께 꽂는다. 이 

때 소목잠(小木簪)과 채(釵)를 보이지 않게 안쪽에 꽂아주면 고정력이 좋아진다.

⑪⑫ 뒤꽂이로 장식하여 완성한 조짐머리

3. 새앙머리

1) 개요

현재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중이며 새앙머리 다리 2점은 故윤백 (1888~ 

1986) 여사가 기증한 것이다. <표 5>는 새앙머리에 한 연구자들의 설명을 정리·요약한 

것으로 새앙다리와 새앙댕기를 사용하 고, 경우에 따라 석웅황이나 금박 등으로 장식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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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설    명

한국복식문화사전
(김 숙, 미술문화, 2004)

∙ 조선시  미혼녀의 머리
∙ 사족의 미혼녀가 진현복 차림에 하 고, 말기에는 궁중애기내인의 머리모양
∙ 다리 한 쌍을 각각 땋아 밑에서부터 말아 올려 머리 뒤에 둥글게 놓고 자주 

댕기를 매는 형식
∙ 양반가에서는 정초, 동지, 탄일문안에 입궐할 때 생머리에 석웅황을 매거나 

떨잠을 꽂음

2) 유물현황

단국 학교 석주석기념박물관에 소장 중인 새앙머리 다리 외 다른 유물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의궤와 풍속화 속에서 새앙머리로 추정되는 계양이 있어 그 특징을 살펴보면 

쪽지는 위치에 새앙머리의 붉은 다리꼭지가 보이며, 땋은 긴 모발은 접어서 묶고 그 위에 

새앙댕기를 드리웠다.

기사진표리의궤 부분도
(김태연 논문, 2003, p.88)

동래부사왜접사도 부분도
(국립중앙박물관)

평생도 부분도
(김홍도作, 국립중앙박물관)

<표 6> 회화 속 새앙머리 

3) 새앙머리 다리 유물의 특징

덕온공주 집안의 새앙머리 다리는 2개인데 길이가 조금 차이 날 뿐 큰 차이점은 없었다. 

그 중 1개를 실측한 결과 2 갈래의 땋은 모발을 각각 반으로 접고 또 접은 다음 후 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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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는 폭 1㎝정도의 끈으로 가운데를 묶은 상태 다. 1 갈래의 길이는 약 55~60㎝

로 추정되며 너비는 약 3.5㎝이었고, 모발 끝 마무리는 댕기로 매듭지어 접혀있는 모발의 

안쪽으로 감춰놓았다.

[그림 10] 새앙머리 다리 유물(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11] 새앙머리 다리 유물의 실측

4) 새앙머리 다리 제작과 착장법 

새앙머리를 할 때 쪽머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모발 자체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짧거나 

숱이 부족한 경우 및 성장(盛裝)을 해야 할 때 쪽머리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사용하 다. 새

앙머리 다리를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추측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본 모발과 풀어

진 다리를 함께 잡고 길게 땋은 다음 접어서 만드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본 모발을 

땋아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땋아서 만들어 놓은 다리를 묶는 것이다. 

미용사의 견해로 볼 때 무거운 새앙머리 다리를 매달았을 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의 모발 길이가 있지 않으면 연결한 다리가 빠지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이 후자의 

방법보다 좀 더 모발 길이가 짧거나 나이가 어린 여아들에게 적합하며, 형태유지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재현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의 방식처럼 새앙머리 다리를 만들

고 이를 착장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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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그림 12] 새앙머리 다리 제작(시술：김민정)

① 길이 70㎝정도의 원사를 2개 준비하여 각각 3가닥 땋기 한다.(땋으면 55~60㎝정도 

길이)

② 모발 끝에서부터 접어준다.

③ 다리 기둥을 접어준다.

④⑤⑥⑦ 중간부분을 끈으로 묶어 완성 한 새앙머리 다리.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그림 13] 새앙머리 제작(시술：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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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본 머리위에 풀어진 새앙머리 다리를 묶는다.

⑨ 본 머리와 새앙머리 다리를 함께 잡고 2갈래로 땋아준다. 

⑩ 먼저 한 갈래를 위로 2번 접어준다.

※ 아래로 접은 경우 어깨와 등에 닿으면서 불편하고, 다리꼭지의 붉은 부분이 지나

치게 많이 돌출된다.

⑪ 2갈래 모두 ⑩과 같은 방법으로 땋아서 접고 중간부분에 끈으로 묶어준다.

⑫ 뒷면에 끈이 달려있는 새앙머리 댕기를 준비한다.(끈이 없는 댕기도 가능하다.)

⑬ 새앙머리 댕기를 ⑪의 다리꼭지부분에 묶는다.

⑭ ⑮ ⑯ 완성 된 새앙머리.

Ⅲ. 맺음말

본 연구는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알려진 계양의 이론적 배경보다 덕온공주 집안의 유물

을 직접 실측하고, 미용 현장에서 일한 경험과 할머님들의 구술면접내용을 바탕으로 재현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만, 서두에 髮·髢·髻에 한 髮은 순수하게 두상(頭上)에 존

재하는 머리카락을, 髢는 본인의 머리카락과 덧 서 연결 할 수 있는 머리카락 묶음을, 

髻는 완성된 하나의 헤어스타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계양(髻樣)이라는 표현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 쪽머리는 본 모발(本髮)로도 만들지만 좀 더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다리를 사

용하 는데, 이때 땋아놓은 다리를 그 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본 모발과 

함께 잡고 땋았으며, 쪽의 위치가 목덜미 정중앙에 놓일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 

임시로 조름댕기를 사용하 다.

조짐머리는 첩지가 연결된 조짐다리를 쪽머리 위에 얹어 쪽머리와 함께 고정하는 방식

으로, 조짐다리의 낭자두는 쪽머리의 낭자두와 흡사해 보이나 시술법이 전혀 다른 형태

고, 연결된 첩지다리를 머리띠[hair band]를 사용하듯 끼워서 착용하 다.



- 140 -

새앙머리는 본 모발만으로도 만들 수 있으나 어린 여아처럼 모발이 짧거나 숱이 부족한 

경우 다리를 사용하 는데, 본 모발과 새앙머리 다리를 함께 땋는 것이 형태를 오래 유지

하는데 유리하 다.

유물을 직접 만져보면서 관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연구

다. 사실 도록이나 홈페이지 등에 유물 사진으로는 세부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계양과 관련된 유물의 치수가 길이 외 표기된 것이 적어 아쉬웠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주

신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귀한 유물을 

보여주신 경기 학교 박물관과 온양민속박물관의 관계자 분들 및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

신 할머님들께도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향후 이번 연구를 계기로 다른 유물을 직접 접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하며, 지속적인 민

속조사를 통해 사라져가는 것을 좀 더 연구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에게 작지만 도움 되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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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의 일생과 가문

Ⅰ. 머리말

단국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덕온공주와 관련된 유물 226 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 

유물들 중에는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제1호인 덕온공주 자적당의 1점, 제211호인 덕온

공주 의복 6점, 제212호인 덕온공주 유물 33점, 제213호인 항아당의 1점, 제216호인 윤용

구 복식 4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민속자료는 조선왕실의 생활상을 유추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1)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덕온공주와 관련된 유물 226점은 복식, 서간, 부채, 

주방용품 등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제작 연 도 1780년부터 1964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다. 이와 같은 덕온공주와 관련된 유물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물 하나하나를 종류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엄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덕온공주 본인의 일생 및 공주의 가문에 한 연구도 필수적이다. 덕온공주

와 관련된 유물은 부분이 공주의 삶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 유물의 보존과 전래 

및 확장은 공주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덕온

공주 본인의 일생 및 공주의 가문에 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덕온공주 본인의 일생 및 공주의 가문은 조선시

1) 박성실(1991), ｢덕온공주유물｣,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 한국정신문연구원.



- 145 -

 공주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과 함께 특수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덕온공주가 

조선시  공주로서의 일반적인 삶을 살았으면서 동시에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막내공주

라는 특수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조선시  공주의 삶이 이루어진 공간은 크게 궁궐과 살림집이었다. 출합을 경계로 하여, 

공주는 출합 이전에는 궁궐에서 살다가 출합 이후에는 살림집에서 살았기 때문이었다. 따

라서 조선시  공주의 삶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궁궐에서의 삶과 함께 살림집에

서의 삶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덕온공주의 출생과 봉작 그리고 출합과 죽음을 통해 공주의 삶을 통합적으

로 살펴보고자 하 다. 이로써 덕온공주 본인의 일생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덕온공주와 관

련된 유물의 형성과정과 보존과정 그리고 전래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

움이 되고자 하 다.

Ⅱ. 덕온공주의 출생과 봉작

1. 덕온공주의 출생과 부모형제

덕온공주는 1822년(순조 22) 6월 10일 묘시(卯時, 아침 5~7시)에 출생했는데 순산이었

다.2)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날 날씨는 맑았고 순조는 창덕궁에 머물렀다.3) 덕온공주의 

생부는 조선의 23  국왕 순조 고 생모는 순조의 중전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 다. 이

런 사실로 미루어보면 덕온공주가 태어난 곳은 창덕궁의 중전인 조전(大造殿)이었을 가

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왕비는 원칙적으로 궁중의 시어소(時御所)인 중전에서 해산하는 것

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4)

2) “藥房口傳啓曰 卽伏承承傳色口傳下敎 則今日卯時 中宮殿 解娩萬安 臣等不勝歡忭之忱”(승정원일기 
순조 22년(1822) 6월 10일(임자)).

3) “晴 上在昌德宮”(승정원일기 순조 22년(1822) 6월 10일(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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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가 순산했다는 사실이 공포되자 약방(藥房)에서는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하자고 

요청하여 허락받았다.5) 아울러 약방에서는 권초관(捲草官)도 차출하자는 요청을 하여 허락

받았다.6) 산실청 설치 그리고 권초관 차출은 왕비의 출산 때 관행적으로 거행되던 일들이

었다.

그런데 왕비의 산실청은 출산 3개월 전쯤에 설치되는 것이 관행이었다.7) 3개월 전쯤에 

산실청이 설치되면 그곳에는 약방 관료와 행정 관료는 물론 어의와 의녀 등이 차출되어 왕

비의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 다.8) 산실청이 설치되는 당일에는 어의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맥이 이루어지고 임신사실도 공포되었다.9)

그런데 덕온공주가 출생할 때에는 해산 이후에야 산실청이 설치되었다. 그 이유는 덕온

공주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20년(순조 

20) 2월 23일에 순원왕후 김씨는 군을 해산했다.10) 당시에 순조는 기왕의 왕실관행에 따

라 해산 1개월 여 전인 1월 19일에 산실청을 설치했다.11) 하지만 그 군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일을 겪은 후 순원왕후 김씨가 또다시 임신하자 순조는 순원왕후 김씨의 안정을 위

해 산실청을 설치하지 않았던 듯하다. 산실청이 설치되면 어의와 의녀가 배속되어 이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하므로 임신부에게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4) “産室은 必히 中宮殿下의 時御所로 ”(大君公主御誕生의 制, 장서각 도서분류 2-2625).

 5) “産室依例設廳 臣等自今日 竝直本院之意 敢啓 答曰 知道”(승정원일기 순조 22년(1822) 6월 10일

(임자)).

6) “(藥房都提調) 韓用龜曰 政官牌招開政 捲草官差出 何如 上曰 依此爲之”(승정원일기 순조 22년

(1822) 6월 10일(임자)).

 7) “産室廳<前期三朔>”(內醫院式例, 産室廳).

 8) 조선시 의 산실청에 관하여는

신명호(2002. 8) ｢조선시  宮中의 出産風俗과 宮中醫學｣ 고문서연구 21, pp.199-226.

김  호(2002. 12) ｢조선후기 왕실의 出産 풍경｣ 조선의 정치와 사회 – 최승희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pp.745-770.

김  호(2009) ｢조선왕실의 출산과정과 護産廳日記｣ 淑嬪崔氏資料集 1 – 日記, 園誌 –, 한국학중

앙연구원, pp.21-36.

원진희(2009) ｢護産廳日記의 한의학적 의의｣ 淑嬪崔氏資料集 1 – 日記, 園誌 –, 한국학중앙연구

원, pp.37-47. 참조.

9) “産室廳始設之日 每詣中宮殿 診候矣”(春秋日記 同治 13년(1874) 갑술 1월 초3일, 장서각 도서분류 

2-3617).

10) 순조실록 권23, 순조 20년(1820) 2월 23일(기유).

11) 순조실록 권23, 순조 20년(1820) 1월 19일(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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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가 출생한 당일 산실청이 설치되면서 어의와 의녀가 차출되었는데, 어의에 이유

택, 김경림, 침의(鍼醫)에 이윤향, 의약동참(醫藥同參)에 이원풍, 김경훈이 차출되었다.12) 

의녀에는 덕애와 복상이 차출되었다.13) 

권초관은 해산 때 이용된 산자리를 걷던 관료 는데, 권초는 해산 후 7일째에 거행되었

다. 덕온공주의 권초관에는 박윤수(朴崙壽)가 임명되었다.14)

덕온공주가 순산하고 이어서 산실청이 설치된 후에는 조선왕실의 관행에 따라 세욕(洗

浴), 세태(洗胎), 권초제(捲草祭) 등이 연이어 거행되었다. 세욕은 출산 후 3일째 되는 날 

산모와 신생아가 하는 목욕이었다. 왕실의 관행에 의하면 산모의 세욕을 위한 목욕물은 묵

은 쑥을 넣어 끓인 쑥탕이었고, 신생아의 목욕물에는 복숭아나무뿌리, 매화뿌리, 오얏뿌리

와 호두를 넣고 끓인 후 돼지쓸개를 넣었다. 즉 관행적인 세욕은 목욕물에 온 몸이 들어가

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덕온공주와 순원왕후 김씨의 세욕은 아주 간단히 거행되었다. 즉 수건으로 간단

하게 씻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약방에 의하면 덕온공주와 순원왕후 김씨의 세욕이 이렇게 

약식으로 거행된 이유는 몸이 힘들고 바람에 상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15) 순원왕후 김

씨가 덕온공주를 해산했을 이미 34살이었으므로 이런 우려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태는 해산 후 3일 또는 7일 째에 태를 정결한 물로 씻는 의식이었다. 해산 때 받아두

었던 태는 백자 항아리에 넣어 보관하는데, 세태는 산실의 뒤란에서 태를 물로 백 번에 걸

쳐 씻은 다음에 또다시 향기로운 술로 한 번 더 씻었다. 씻은 태는 다시 동전 하나를 넣은 

백자 항아리에 담아 입구를 밀봉하고 세태한 날짜와 책임자, 태 주인공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서 붙여 두었다. 이 태항아리는 해산 7일 후, 석 달 이내에 길일을 골라 명당으로 옮겨 

봉안하 는데 그 곳을 태실(胎室)이라고 하 다. 태항아리는 석함(石函)에 담아 매장하

으며 태실에는 비석도 세웠다. 이 결과 태실 조성은 물론 관리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들었으

며 그것은 해당 지역의 민폐로 이어졌다. 

이에 조는 동왕 41년(1765) 5월 13일에 명령을 내려 왕자와 왕녀의 태는 태봉이 아닌 

12) “御醫李惟鐸金景琳 鍼醫李允馨 議藥同參李元豐金景勳 別入直差下”(승정원일기 순조 22년(1822) 6

월 10일(임자)).

13) “醫女德愛福祥 依例差下之意 敢啓 傳曰 知道”(승정원일기 순조 22년(1822) 6월 10일(임자)).

14) “以朴崙壽差捲草官”(순조실록 권25, 22년(1822) 6월 10일(임자)).

15) “藥房口傳啓曰 俄間中宮殿氣候 何如 今日乃分娩後 第三日也 洗浴吉時擇入 而不無勞動觸風之慮 似當十

分謹愼 只用手巾略拭 恐爲得宜 惶恐敢啓 答曰 知道”(승정원일기 순조 22년(1822) 6월 12일(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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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후원의 정결한 곳에 묻되 석함도 없애고 비석도 없애게 하 다.16) 이후 왕자나 왕녀

의 태는 창덕궁 후원에 묻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예컨  덕온공주 이전에 순원왕후 

김씨가 출산한 명온공주와 복온공주의 태 역시 창덕궁 후원에 묻혔다.17) 덕온공주의 태 역

시 명온공주, 복온공주의 태와 마찬가지로 창덕궁 후원에 묻혔는데, 장태가 거행된 시점은 

7월 1일이었다.18) 하지만 덕온공주의 태가 정확히 창덕궁 후원의 어느 곳에 묻혔는지는 확

인되지 않는다.

덕온공주를 위한 권초는 기왕의 관행 로 해산 7일째인 6월 16일 거행되었다.19) 세욕, 

세태 그리고 권초제까지 끝남으로써 덕온공주가 출산한 이후 치러야 할 중요한 통과의례는 

모두 완료되었다. 이에 6월 16일에 산실청이 해체되었고 신생아 덕온공주는 순원왕후의 거

처 즉 창덕궁의 조전에서 양육되기에 이르렀다.

조선후기에 왕의 자녀들은 아명을 쓰지 않고 단지 아기씨(阿只氏)로 불렸다. 다만 신분

과 성별에 따라 원자 아기씨, 남 아기씨, 여 아기씨 또는 군 아기씨, 왕자 아기씨, 공주 

아기씨, 옹주 아기씨 등으로 불렸다. 또한 특별히 순서를 표시할 때는 태어난 순서로 부르

기도 하 다. 덕온공주의 경우 셋째 공주 으므로 제삼공주(第三公主)라고도 불렸다.20)

1822년(순조 22) 6월 10일 묘시(卯時, 아침 5~7시)에 출생한 덕온공주의 부친인 순조는 

1790년(정조 14)에 태어나 11세 되던 1800년(정조 24)에 조선의 23  국왕에 즉위하 다. 

따라서 덕온공주가 태어났을 때 순조는 33살이었다.

한편 덕온공주의 모친인 순원왕후 김씨는 1789년(정조 13) 5월에 한양의 양생방에서 출

생하 다. 본관은 안동이고 부친은 김조순(金祖淳), 모친은 청송 심씨로서 심건(沈健)의 딸

이었다. 순원왕후 김씨는 1800년(정조 24) 봄에 재간택에까지 선발되었으나 삼간택을 앞두

고 6월에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최종 간택이 연기되었다. 그 후 최종 간택

16) “而此後凡藏胎 必也御苑精潔處藏置 而此石函亦大 況十年之內 爲水以消 不過缸存 不必石函 只以外陶

缸埋置事定式”(승정원일기 조 41년(1765) 5월 13일 (정해)).

17) “尹鼎烈 以觀象監提調意啓曰 今此中宮殿新生女阿只氏藏胎 依庚午年例爲之事 命下矣 處所以何處爲之 

擇日以何間擇入乎 敢啓 傳曰 藏胎昌德宮後苑爲之 擇日再七日內外擇入”(승정원일기 순조 18년

(1818) 11월 3일 (정유)).

18) “觀象監啓言 藏胎處 當自本監看審後 備三望受點擧行 而英廟朝乙酉年 有只用外陶缸御苑淨潔處藏置事 

定式受敎矣 今番則何以爲之 而擇日以何間擇入乎 敎以依戊寅年例(순조 18년 – 필자 주)爲之 以七月初

一日擇入“(일성록 순조 22년(1822) 6월 17일).

19) “藥房口傳啓曰 今日 乃中宮殿解娩後第七日也 捲草祭旣已設行”(승정원일기 순조 22년(1822) 6월 16

일 (무오)).

20) “第三公主”(승정원일기 순조 29년(1829) 3월 6일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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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놓고 노론벽파인 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반 가 있었지만 결국 1802년(순조 2) 

10월에 삼간택에 선발되어 순조의 왕비가 되었다. 당시 순원왕후 김씨는 14세, 순조는 13

세 다. 왕비가 된 지 7년 후인 1809년(순조 9)에 순원왕후 김씨는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 

21세에 본 이 아들이 훗날의 효명세자(추존왕 익종)이었다. 이어서 순원왕후 김씨는 22세 

되던 1810년(순조 10)에 첫째 딸 명온공주를 출산했고 계속하여 30살 되던 1818년(순조 

18)에 둘째 딸 복온공주를 출산하 으며 32살 되던 1820년(순조 20)에는 둘째 아들을 출산

하 다. 하지만 둘째아들은 생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만 2년여 만에 순원왕후 김씨가 34세의 나이로 출산한 딸이 덕온공주 다. 순원왕후 김씨

는 덕온공주 이후에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으므로 덕온공주가 막내딸이었다.

덕온공주가 세상에 태어나던 1822년 당시 효명세자는 14살로서 이미 혼인한 상태 다. 

효명세자는 11살 되던 1819년(순조 19) 10월에 풍양 조씨와 혼인하 다. 반면 13살의 명온

공주와 5살의 복온공주는 아직 혼인 이전이었다. 

이외에 덕온공주가 태어나던 당시에 배다른 언니가 한명 또 있었다. 즉 숙의박씨가 출

산한 온(永溫) 옹주가 그 주인공인데 온옹주는 1817년(순조 17) 생으로서 덕온공주가 

태어나던 1822년에 6살이었다. 덕온공주가 출생하던 당시 효명세자, 명온공주, 복온공주 

그리고 온옹주는 모두 궁궐에서 살고 있었다. 물론 덕온공주의 생부인 순조와 생모인 

순원왕후 김씨 그리고 숙의박씨역시 궁궐에서 살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1> 덕온공주 출생(1822, 순조 22) 시의 부모형제

대상자 관계 출생년도
덕온공주 

출생시 나이
비고

순조 생부 1790(정조 14) 33세

순원왕후 김씨 생모 1789(정조 13) 34세 안동 김조순 녀

효명세자 동복 오빠 1809(순조 9) 14세 1819년 혼인

세자빈 조씨 효명세자빈 1808(순조 8) 15세 풍양 조만  녀

명온공주 동복 언니 1810(순조 10) 13세

복온공주 동복 언니 1818(순조 18) 5세

군 동복 오빠 1820년(순조 20) 생존 시 3세 생후 3개월 만에 사망

숙의 박씨 순조 후궁 미상 미상

온옹주 이복 언니 1817(순조 17) 6세 숙의박씨 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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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온공주의 봉작과 공주방(公主房)

경국 전에 의하면 조선시 의 종친봉작은 다음과 같이 운 되었다. 왕의 본부인인 

왕비가 출산한 아들은 군(大君)이 되었다. 군을 봉작하는 연한은 따로 없었고 적당한 

시기에 봉작하도록 하 다. 이에 비해 왕의 후궁이 낳은 아들은 군(君)이 되었는데, 이들은 

7살이 되면 봉작되었다. 공주와 옹주 역시 군과 마찬가지로 봉작하는 연한이 따로 없었

다. 반면 왕손(王孫)과 군주(郡主) 그리고 현주(縣主)는 10살에 봉작되었다.21) 

군과 공주 그리고 옹주의 봉작 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이들에 한 봉작을 신

축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 다. 하지만 나름 로의 원칙은 있었다. 즉 군의 봉작은 체

로 왕자군이 봉작되는 7세보다 이른 나이에 이루어졌고, 공주와 옹주의 봉작은 군주와 현

주가 봉작되는 10세보다 이른 나이에 이루어졌다.

왕의 자녀가 봉작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관작을 받는 것과 같았다. 즉 군과 군은 종

친부(宗親府)의 관작을 받는 것이었고, 공주와 옹주는 내명부(內命婦)의 관작을 받는 것이

었다. 관작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토지와 녹봉을 받았다. 군, 공주, 공주, 옹주는 무품

계(無品階)로서 서열상 의정이나 좌의정, 우의정보다 높았다. 따라서 군, 군, 공주, 옹

주 등에 봉작되면 삼정승보다 더 많은 토지와 녹봉을 받았다. 이는 덕온공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덕온공주는 8세 되던 1829년(순조 29) 3월에 정식으로 공주에 봉작되었다. 봉작은 “제삼

공주(第三公主)의 작호(爵號)를 덕온(德溫)으로 하고, 공상(供上)과 전결(田結) 등에 관한 

일을 전례에 의거해 마련하라.”22)는 순조의 명령으로 거행되었다. 즉 공주의 봉작은 왕의 

명령으로 거행되었으며 봉작 명칭 또한 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했던 것이다.

정식으로 공주에 봉작되면 임명장인 교지(敎旨)를 받았다. 덕온공주의 경우를 보면, 순

조는 덕온공주를 봉작하라는 명령을 내린 직후,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개정(開政)하

고 덕온공주를 하비(下批)하라는 명령을 내 는데,23) 이는 인사담당부서인 이조(吏曹)의 

관리들을 불러 덕온공주의 임명장인 교지를 작성하게 하라는 뜻이었다. 따라서 덕온공주는 

21) “大君公翁主 封爵無年限 王子君七歲 王孫<王子之衆子>郡縣主 十歲封爵”(六典條例 宗親府, 封爵).

22) “傳于尹聲大曰 第三公主爵號 以德溫爲之 供上及田結等事 依例磨鍊擧行事 分付該曹”(승정원일기 순
조 29년(1829) 3월 6일 (경자)).

23) “傳于尹聲大曰 政官牌招開政 德溫公主封爵下批”(승정원일기 순조 29년(1829) 3월 6일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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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작된 직후에 교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공주나 옹주 또는 군에 봉작되면 단순히 임명장인 교지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그에 수반되는 토지와 녹봉을 받았다. 예컨  순조는 덕온공주를 봉작하면서 “공상(供

上)과 전결(田結) 등에 관한 일을 전례에 의거해 마련하라.”고 명령하 는데, 공상과 전결 

등이 봉작에 수반되는 녹봉과 토지 다. 봉작이 일종의 관료 임명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군이나 공주, 옹주는 비록 어린 나이에 봉작되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봉작 이후

에는 독립적인 생활 단위로 간주되었다. 군, 군, 공주, 옹주 등의 독립적인 생활단위를 

방(房)이라고 하 다. 즉 군은 군방, 군은 군방, 공주는 공주방, 옹주는 옹주방이 되는 

것이었다. 요컨  군, 군, 공주, 옹주 등이 정식으로 봉작된 후 독립적인 생활단위인 방

을 구성하면 그에 상응하여 공상과 전결을 지급했던 것이다. 

조선후기의 공상(供上)이란 정부재정을 담당한 관아인 호조 및 선혜청이 공물(貢物)의 

일부를 왕실재용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24), 전결은 공주방이나 옹주방 또는 군방 등

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지급되는 면제전(免稅田)으로서 이런 전결을 궁방전(宮房田)이라고 

하 다. 속 전(續大典)에 의하면 군과 공주가 받는 궁방전의 규모는 850결이었다.25) 

군이나 공주는 봉작된 후 자신들에게 지급된 궁방전에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850결의 

궁방전은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속 전에 의하면 궁방전(宮房田)에서 걷는 세금은 1결에서 미(米) 23두(斗)를 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규정을 통해 궁방전에서 걷는 세금은 1결당 미 20두 정도는 

충분히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이나 공주에게 배당되는 850결의 토지에서 걷는 

세금은 체로 17,000두 정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덕온공주 역시 봉작되면서 850결의 전결을 받았다. 그런데 덕온공주가 850결의 전결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덕온공주의 봉작 후, 호조에서는 850결의 전결 중에서 250결은 국가에서 마련해 주고 나

머지 600결은 덕온공주방에서 토지를 매득한 후 그것으로 체하자는 보고를 하 다.26) 

24) 조 준(2008. 8), ｢19세기 왕실재정의 운 실태와 변화양상｣,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p.19.

25) “大君公主八百五十結”(續大典 戶典, 宮房田).

26) “朴岐壽 以戶曹言啓曰 傳曰 第三公主爵號 以德溫爲之 供上及田結等事 依例磨鍊擧行事 命下矣 謹考法

典 公主房免稅 爲八百五十結 而其中二百五十結 以元結無土劃送 六百結 以本房買得土田 或量外加耕 

有土者免稅矣 今此德溫公主房免稅二百五十結 以元結劃送 待本房望呈 擧行之意 敢啓”(승정원일기 
순조 29년(1829) 3월 6일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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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호조에서는 850결 중에서 국가에서는 단지 250결만 새로 마련해 주자고 했던 것이다. 

이는 조의 조치에 입각한 보고 다. 하지만 순조는 덕온공주방에서 언제 600결을 매득할 

지 알 수 없으므로 즉시 850결을 마련해 줄 것을 명령하 다. 이 결과 덕온공주는 봉작되

면서 850결의 전결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덕온공주에게는 토지를 마련한

다는 명목으로 2,500냥의 거금이 지급되었다.27) 이 자금으로 덕온공주방에서는 동강 하

류 하중도(河中島)에 1천여 두락지(斗落地)에 달하는 거 한 토지를 매입하 다. 덕온공주

방에 소속된 토지는 내수사의 환관들이 관리하 다.28) 

덕온공주는 8살에 봉작되면서 이처럼 막 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아직 어렸기에 

공주의 양육은 여전히 궁중 안에서 이루어졌다. 덕온공주방 즉 덕온공주가 사는 장소는 여

전히 생모인 순원왕후 김씨의 중궁전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덕온공주방에서 양육을 담당한 사람들은 유모와 보모 그리고 궁녀들이었다. 순조빈전

혼전도감의궤(純祖殯殿魂殿都監儀軌)에 의하면 순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덕온공주방의 

유모 1명, 보모 1명, 수사(水賜) 3명, 각씨(閣氏) 5명이 공식적으로 순조를 위한 상복을 입

는 상으로 기록되어 있다.29) 순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덕온공주는 13살로서 아직 혼인 

전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덕온공주방에 있던 유모 1명, 보모 1명, 수사 3명, 각씨 5명 등 

총 10명이 봉작 후부터 덕온공주를 양육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 유

모와 보모는 덕온공주가 출생한 직후부터 직접적으로 양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다. 반면 

수사 3명과 각씨 5명은 물을 긷거나 빨래 또는 청소 등을 담당했다.

덕온공주방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인 덕온공주를 포함하여 유모 1명, 보모 1명, 수사 3명, 

각씨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덕온공주의 의식주에 필요한 물자는 앞에서 언급한 

로 봉작 후 지급된 토지 그리고 공상에서 마련되었다. 나머지 10명의 생활에 필요한 물

자 역시 공상으로 충당되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왕비에게 소속된 아지(阿只), 상궁 등에게 선반(宣飯)과 

의전(衣廛) 등이 공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미(中米)가 652석 12두 9승, 포태(泡

27) “徐英淳 以戶曹言達曰 德溫公主房買土價銀 以錢輸送可也事 令下矣 田畓買得價銀二千五百兩 依下令代

錢輸送之意 敢達 令曰 知道”(승정원일기 순조 29년(1829) 3월 12일 (병오)).

28) 염정섭(2010. 12), ｢조선후기 동강 하류 河中島의 개간과 宮房田의 성립 및 변천｣ 규장각 제37

호, pp.119-125.

29) “德溫公主房 乳母一 保母一 水賜三 閣氏五”(純祖殯殿魂殿都監儀軌 3, 成服諸具, 규장각 도서분류 

1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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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가 328석 13두 6승, 감장(甘醬)이 84석 11두 3승, 간장이 6석 11두 8승, 등법유(燈法油)

가 6석 11두 8승, 구 102마리, 조기 54,363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물자가 

포함되었다.30) 

조선시  왕비에게 배속된 궁녀의 수가 략 100명 정도 던 사실을 고려하면, 덕온공주

방에 배속된 10명의 궁녀들에게 들어간 공상 즉 선반과 의전은 왕비의 아지와 상궁 등에게 

들어간 공상의 10분의 1정도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덕온공주 본인에게 들어가는 공상 역시 적지 않았다. 덕온공주는 봉작된 후 5년 동안 매

년 태(太) 100석과 미(米) 100석에 해당하는 돈을 공급받았다.31) 태 100석과 미 100석에 

해당하는 돈이 바로 덕온공주의 일 년 동안 의식주 비용으로 충당되는 공상이었다. 물론 

이 외에 온갖 잡물들도 공상으로 충당되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면 덕온공주는 봉작된 

이후 공상 이외에도 매년 850결의 전결 그리고 새로 매입한 전결 등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아주 줄잡아도 1천 석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수입은 계속 축적되면서 급속

히 증가했을 것이다. 요컨  덕온공주는 정식으로 봉작되면서 막 한 토지를 소유하 고 

아울러 덕온공주방에 소속된 10명의 궁녀들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덕온공주방에 소속된 모

든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는 공상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런 상황은 덕온공주가 혼

인 한 후 출합(出閤)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표 2> 봉작 후 덕온공주방의 구성과 운영

대상자 인원 처 우

덕온공주 1 전결 850결, 토지매입비 2,500냥/매년 미 100석, 태 100석

유모(乳母) 1 선반(宣飯), 의전(衣廛)

보모(保母) 1 선반(宣飯), 의전(衣廛)

수사(水賜) 3 선반(宣飯), 의전(衣廛)

각씨(閣氏) 5 선반(宣飯), 의전(衣廛)

30) 萬機要覽 財用編, 供上, 中宮殿.

31) “尹聲大 以戶曹言達曰 卽接內需司達下牒呈 則德溫公主房銀子米太木布錢等物 磨鍊劃給事 達下矣 依定

式 田土買得價銀二千五百兩輸送 田庄未備前需用次 本曹太一百石 宣惠廳米一百石 限五年上下 木布錢

則本曹旣無已例 置之 何如 令曰 依買土價銀 以錢輸送 可也”(승정원일기 순조 29년(1829) 3월 12일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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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덕온공주의 출합(出閤)과 죽음

1. 덕온공주의 출합(出閤)과 부마(駙馬)

1834년(순조 34)에 순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덕온공주는 아직 혼인 전이었다. 당시 덕온

공주는 13살이었다. 조선시 의 공주나 옹주는 보통 12살을 전후하여 혼인하 다. 따라서 

덕온공주 역시 12살을 전후로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 사이에서 공주의 혼인문제가 거론되

었을 듯하다.

그런데 덕온공주가 13살 되던 1834년 11월에 순조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공주의 혼인은 

순조의 3년상 뒤로 늦춰지게 되었다. 순조가 세상을 떠난 후 헌종이 8살의 어린 나이로 왕

위에 즉위하자 순원왕후 김씨는 왕 비로서 수렴청정을 실시하 다.

덕온공주의 혼인은 헌종 3년(1837) 5월 10일에 왕 비가 14살부터 16살까지의 미혼남

성들을 금혼(禁婚)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32) 당시 덕온공주의 나이가 16살이었는데, 왕

비는 가능한 공주보다 어린 부마를 들일 생각으로 14살부터 16살까지를 금혼시켰던 것

이다. 덕온공주의 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 비 즉 공주의 생모가 주도하 다.

금혼령이 공포된 지 16일 후인 5월 26일 진시(辰時, 오전 7~9시)에 초간택(初揀擇)이 거

행되었는데, 이때 12명의 후보자가 참여하 다.33) 장소는 창덕궁의 희정당(熙政堂)이었다. 

이날 왕 비는 수렴(垂簾)한 상태로 헌종과 함께 간택에 참여하 다. 부마 후보자들은 

나이순으로 앞으로 나와 성명을 말했다. 이때 왕 비는 후보자들의 얼굴과 몸가짐, 말투 

등을 유심히 살펴 재간택에 참여할 후보자를 골랐다. 이날 왕 비가 재간택 후보자로 선

발한 상자는 생원 윤치승(尹致承)의 아들 윤인갑(尹寅甲), 유학 서두보(徐斗輔)의 아들 

서뢰윤(徐賚胤), 부호군 오취선(吳取善)의 아들 오흥세(吳興世), 전(前) 현감 홍재과(洪在

果)의 아들 홍한종(洪漢鍾), 유학 박제신(朴齊信)의 아들 박쾌열(朴快悅)이었다.34) 

32) “大王大妃殿傳于趙秉憲曰 德溫公主駙馬 今當揀擇 自十四歲至十六歲禁婚 而四祖無顯官者應頉者外捧

單 初揀日字 以今月念後擇入”(승정원일기 헌종 3년(1837) 5월 10일 (병술).

33) 德溫公主嘉禮謄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서분류 2-2632).

34) “丁酉五月二十六日辰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都承旨右承旨 率德溫公主駙馬揀擇童蒙 判敦寧同

爲入侍時 行都承旨李奎鉉 右承旨趙秉憲 記事官兪致崇 記注官金熙逌 別兼春秋鄭㝡朝 判敦寧府事金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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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6월 4일에 재간택이 있었는데 방법은 초간택과 같았다. 재간택에서는 생원 윤치

승(尹致承)의 아들 윤인갑(尹寅甲), 유학 서두보(徐斗輔)의 아들 서뢰윤(徐賚胤), 부호군 오

취선(吳取善)의 아들 오흥세(吳興世) 3명이 삼간택에 올랐다. 그리고 6월 25일의 삼간택에

서 생원 윤치승(尹致承)의 아들 윤인갑(尹寅甲)이 최종 부마로 확정되었다.

왕 비는 형식적으로는 삼간택에서 윤인갑을 부마로 확정했지만 실제는 초간택에서 

이미 확정한 상태 다. 왕 비는 윤인갑의 신체조건과 함께 가문조건을 고려하여 부마로 

확정하 다. 이는 6월 4일의 재간택 때 왕 비와 돈녕 조만  사이에 있었던 다음의 

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유 6월 초4일 오시(午時)에 주상이 희정당에 납셨다. 왕 비가 수렴하 다. 도승지

와 좌부승지가 재간택에 참여한 동몽(童蒙)들을 인솔하 다. (중략) 왕 비가 하교하기

를, “ 돈녕은 앞으로 나오시오.”라고 하 다. 돈녕 조만 이 앞으로 나와 엎드렸다. 

왕 비가 하교하기를, “요사이 주상의 몸 상태가 태평하고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하 다. 

조만 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몹시 더운데 주상의 몸 상태가 두루 평안하시다니 저희들

은 몹시 기쁩니다.” 하 다. 왕 비가 하교하기를, “초간택에서 수망(首望)한 동몽은 어

떻습니까? 경은 노인이고 경력이 많으신데 소견이 어떻습니까?” 하 다. 조만 이 일어났

다가 엎드려 아뢰기를, “이 가문은 이전부터 복가(福家)로 전해졌습니다. 고 상신(故相臣) 

윤두수는 그 공훈이 사직에 있어서 로 명신(名臣)이 되었습니다. 해숭위(海崇尉) 역시 

현명한 부마로 칭송되었습니다. 동몽의 할아버지인 고 참판(故參判) 윤명렬(尹命烈)은 관

직이 아경(亞卿)에 이르렀는데 조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인(福人)이라고 했으며. 그 가문

의 후손이 번성하 습니다. 동몽으로 말하면 몹시 정명상길(精明祥吉)합니다.” 하 다. 

왕 비가 또 하교하기를, “과연 확실한가요?” 하 다. 조만 이 아뢰기를, “과연 상길(祥

吉)합니다.” 하 다.35)

根 以次進伏 大王大妃殿傳曰 童蒙以年次 次第進前 童蒙等以次進前 奏姓名訖 大王大妃殿命承史權退 

少頃 復命入侍 奎鉉等以次進伏 大王大妃殿傳曰 禮判入侍 賤臣承命出傳 仍與禮曹判書朴歧壽 偕入進

伏訖 大王大妃殿命歧壽進前 敎曰 今當初揀 非不喜幸 而言念昔事 不勝愴感之懷矣 仍命書傳敎曰 生員

尹致承子寅甲 幼學徐斗輔子賚胤 副護軍吳取善子興世 前縣監洪在果子漢鍾 幼學朴齊信子快悅 再揀擇

入之 其餘竝許婚(승정원일기 헌종 3년(1837) 5월 26일 (임인)).

35) “丁酉六月初四日午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都承旨左副承旨 率再揀擇童蒙 (중략) 大王大妃殿敎

曰 領敦寧進前 萬永進伏 大王大妃殿敎曰 近日大殿氣候太平 甚欣幸矣 萬永曰 方當盛熱 聖候諸節安寧 

下情欣祝矣 大王大妃殿敎曰 初揀首望童蒙 何如 卿是老人 多有經歷 所見 何如 萬永起伏曰 此家自前以

福家傳之 故相臣尹斗壽 功存社稷 爲世名臣 海嵩尉 亦以賢駙馬稱焉 童蒙之祖故參判尹命烈 官至亞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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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윤두수는 선조 때 광국공신(光國功臣) 2등과 호성공신(護聖功臣) 2등에 

책봉되었으며 관직은 좌의정에까지 올랐다. 해숭위는 윤두수의 손자로서 선조의 세 번째 

옹주인 정혜옹주(貞惠翁主)의 부마 다. 덕온공주의 부마로 결정된 윤인갑은 윤두수의 10

 후손이었다. 

뿐만 아니라 윤인갑의 모친은 왕 비 김씨와 마찬가지로 안동 김씨 다.36) 즉 윤인갑

의 모친인 안동김씨의 친정아버지인 김이상(金履祥)과 왕 비 김씨의 조부인 김이중(金

履中)은 모두 김생해(金生海)의 8  후손이었던 것이다. 윤인갑의 이름은 부마로 확정된 

후 의선(宜善)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윤의선은 당시의 국왕인 헌종은 물론 왕 비 김씨

와도 인척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도 1> 윤의선 가문과 조선왕실37)

尹斗壽(해평윤씨 12세) 金生海(안동김씨 13세) 金生海(안동김씨 13세)

尹昉 金克孝 金大孝

海崇尉 尹新之=貞惠翁主 金尙容 金尙憲

尹坵 金光炫  金光燦

尹世休 金壽賓 金壽恒

尹商明 金盛益 金昌集

尹得一 金時訥 金濟謙 

尹冕東 金樂行 金達行

尹命烈 金履祥 金履中

尹致承 安東 金履祥 女 金祖淳

尹宗善 = 光山 金氏   尹宜善=德溫公主(순조 3녀) 왕 비 김씨

而朝廷多以福人推之 其家後承繁衍 以童蒙言之 極爲精明祥吉矣 又敎曰 果堅固乎 萬永曰 果然祥吉矣”

(승정원일기 헌종 3년(1837) 6월 4일 (경술)). 

36) 해평윤씨 동보간행위원회(2005), 海平尹氏大同譜, 가승미디어.

37) <도 1>은 돈녕보첩(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과 海平尹氏大同譜(해평윤씨 동보간행위원

회, 가승미디어, 2005)를 참고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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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윤씨 동보에 의하면 윤의선은 1823년(순조 23) 생으로서 덕온공주보다 한 살 어

렸다. 그에게 윤종선(尹宗善)이라는 형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윤갑이라는 이름은 

아명이었던 듯하다. 

6월 25일의 삼간택에서 윤의선을 부마로 확정한 왕 비는 그 당일에 명령을 내려 윤

의선을 남녕위(南寧尉)에 봉작하게 하 는데, 이는 예외적인 일이었다. 보통은 부마 상자

가 확정되면 예조에서 세 가지 작호(爵號)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곤 했다.38) 하지만 왕 비는 이미 초간택에서 윤의선을 부마로 확정하고 작호까지 

준비했던 것이다. 이는 하루라도 빨리 덕온공주의 혼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다. 물론 덕온

공주가 당시로서는 혼기를 놓친 나이 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덕온공주의 혼례는 삼간

택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다.

조선시  공주의 혼인절차는 일반적인 혼인절차와는 달랐다. 흔히 시집간다는 말로 표

현되듯 사가에서는 신부가 시 으로 가는 것이 혼인이었다. 따라서 중매를 통해 양가의 혼

인이 성사된 후 혼인의식은 신부집과 시 을 왕래하면서 진행되었다. 신부의 혼인을 주관

하는 주혼(主婚)은 물론 신부의 부친이었다. 

하지만 공주의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 신하의 입장에서 왕에게 중매를 서겠다고 

나서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국사에 바쁜 국왕이 공주를 혼인시키기 위해 주혼이 

될 수도 없었다. 이런 사정으로 부마는 중매가 아닌 간택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주혼 역시 

왕이 아닌 종친이 신하 다. 

또한 공주는 혼인 후 시 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살림집을 장만하여 그곳으로 갔

다. 이 공주방은 혼인이 결정된 후 새로 짓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매입하여 크게 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완성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덕온공주의 살림집은 저동(苧洞)

에 마련되었다.

이렇듯 공주의 혼인의식은 궁궐과 시 을 왕래하면서 진행되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그 공간이 공주방(公主房)과 부마방(駙馬房)이었다. 공주방은 종친 중의 어느 

집에, 부마방은 부마집 또는 부마 친족집 중에서 마련되었다. 덕온공주의 경우 공주방은 

왕 비의 친정인 사동본방(寺洞本房)에 마련되었다.39) 주혼은 완창군(完昌君) 이시인(李

38) “仍敎曰 駙馬爵號 例爲自下擬入 而今番 則特敎以南寧尉擬入”(승정원일기 헌종 3년(1837) 6월 25일

(신미)).

39) “又敎曰 公主吉禮時奠雁處所 以寺洞本房爲之”(승정원일기 헌종 3년(1837)6월 25일(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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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仁)이 맡았고, 부마방은 남녕위 윤의선의 본가에 마련되었다.

덕온공주의 혼인에서 간택, 공주방 마련, 주혼 선정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혼인의식은 유

교식 혼례에 따라 치러졌다. 유교식 혼례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 (親

迎), 부현구고(婦見舅姑), 묘현(廟見)의 여섯 절차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육례(六禮)라고 하

다. 덕온공주의 혼례도 기본적으로 육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헌종 3년(1837) 6월 25일에 남녕위 윤의선이 부마로 확정된 다음날, 헌종은 전(錢) 5천 

냥과 미 1백석 그리고 목포(木布) 각 1동(同)을 부마의 부친인 윤치승에게 보냈다.40) 고모

인 덕온공주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 이어서 7월 4일에는 납채가 거행되었다. 혼인

약정서인 채서(采書)는 부마의 부친인 윤치승의 이름으로 보내졌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주

혼으로 결정된 완창군 이시인이었다. 채서를 받은 완창군은 곧바로 윤치승에게 답장을 보

냈다. 덕온공주가례등록에 의하면 완창군이 받은 채서와 그가 윤치승에게 보낸 답장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채서식(采書式) – 겉봉투에 ‘완창군 에 글을 올립니다.[上狀完昌君宅] 삼가 밀봉합니

다.[謹封]’라고 쓰고 위에 착압(着押)한다. 내지는 네 등분으로 접는데, 세 번째 면의 마지

막 줄에 ‘승사랑동몽교관(承仕郞童蒙敎官) 윤치승’이라고 쓴다. 네 번째 면의 첫 번째 줄에 

‘때는 초가을에 감께서는 다복하신지요?[時惟孟秋 台候多福] 치승의 둘째 아들 의선에게 

조정에서 은혜롭게 부인을 내려 주시니[朝恩貺室于致承二子宜善], 삼가 납채의 예를 행합

니다.[謹行納采之禮]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줄입니다.[伏惟照鑑 不宣] 정유 10월 초3

일’이라고 쓴다.

복서식(復書式) – 겉봉투에 ‘윤교관 에 글을 올립니다.[上狀尹敎官宅] 삼가 밀봉합니

다.[謹封]’라고 쓰고 위에 착압(着押)한다. 내지는 네 등분으로 접는데, 세 번째 면의 마지

막 줄에 ‘완창군(完昌君) 시인(時仁)’이라고 쓴다. 네 번째 면의 첫 번째 줄에 ‘편지를 받고 

납채의 예를 살피게 되었었습니다.[奉書得審納采之禮] 덕온공주의 나이가 점점 장성해지는

데[德溫公主年漸長成 이제 존명을 받게 되었으니[今承尊命] 감히 공경스럽게 따르지 않겠

습니까?[敢不承從]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줄입니다.[伏惟照鑑 不宣] 정유 10월 초4일’

이라고 쓴다.

40) “傳于金在田曰 德溫公主吉禮已定 慈心悅豫 予小子欣祝之忱 當如何 不可無別般示意之擧 錢伍千兩 米

一百石 木布各一同 輸送于駙馬本家事 分付戶曹”(승정원일기 헌종 3년(1837)6월 26일(임신)).



- 159 -

종류 품목별 수량

곡식류 중미(中米) 50석, 조미(糙米) 60석, 황두(黃豆) 50석, 교맥말(蕎麥末) 1석, 진말(眞末) 1석, 

옷감류 면포(綿布) 100필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용단칠저족상(龍丹漆低足床) 10부(部), 흑칠원 반(黑漆圓大盤) 2죽(竹), 흑칠원소반(黑漆圓小盤) 2
죽, 목원 반(木圓大盤) 2죽, 유발리개구(鍮鉢里盖具) 3죽, 유시(鍮匙) 3단(丹), 유저(鍮箸) 3단, 유
이선(鍮耳鐥) 2좌(坐), 유소(鍮召) 2개(箇), 유소아개구(鍮召兒盖具) 2좌, 유도아(鍮都兒) 3죽, 유평
자(鍮平者) 1개, 유중자(鍮中者) 1개, 유소자(鍮小者) 1개, 유주발개구(鍮周鉢盖具) 3죽, 유반합개
구(鍮飯盒盖具) 1좌, 유중첩시(鍮中貼匙) 3죽, 주동해개구(鑄東海盖具) 10좌, 주 증개구(鑄大甑盖
具) 1좌, 주중증개구((鑄中甑盖具) 1좌, 주소증개구(鑄小甑盖具) 1좌, 주등경(鑄燈檠) 2좌, 주 사
요개구(鑄大沙要盖具) 3좌, 주중사요개구(鑄中沙要盖具) 3좌, 주소사요개구(鑄小沙要盖具) 3좌, 동
화자(銅咊者) 1개, 정개구(大鼎盖具) 3좌, 중정개구(中鼎盖具) 3좌, 소정개구(小鼎盖具) 3좌, 
부(大釜) 1좌, 중부(中釜) 1좌, 소부(小釜) 1좌, 두모 구(大豆毛臺具) 2좌, 중두모 구(中豆毛臺
具) 2좌, 장(大欌) 1좌, 중장(中欌) 1좌, 흑칠첩시(黑漆貼匙) 3죽, 목등가(木燈檠) 4좌, 주고조(酒
高槽) 1부, 면고조(麵高槽) 1부, 궤(大櫃) 1부, 중궤(中櫃) 1부, 소궤(小櫃) 1부, 안판(大案板) 
1좌, 중안판(中大板) 1좌, 석년(大石碾) 1좌, 소석년(소石碾) 1좌, 년판 구(碾板臺具) 1좌, 포판

납채에 이어 7월 16일에 납폐가 치러졌고 8월 13일에 친 이 거행되었다. 친 은 신랑

이 신부를 맞이해가는 의식이므로 덕온공주는 미리 궐밖에 나가 기다려야 했다. 8월 13일 

오시(午時)에 덕온공주는 창경궁의 통화문(通化門)을 나와 사동본궁으로 가서 기다렸다. 

그 사이 남녕위 윤의선은 공동(公洞)의 본가에서 창덕궁으로 들어가 왕 비, 왕 비 

등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어서 남녕위 윤의선은 사동본방으로 가서 덕온공주와 함께 전안

례(奠雁禮)를 거행하 다. 이후 남녕위 윤의선과 덕온공주는 저동의 살림집으로 갔다. 그

곳에서 덕온공주는 동뢰연(同牢宴)을 거행함으로써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주가 혼인과 함께 궁궐 밖으로 나가 사는 것이 출합(出閤)이었다. 

덕온공주의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 납채, 납폐, 동뢰 등 각각의 절차에 따라 옷감, 복식 

등 예물들이 지급되었다. 이런 예물은 조 때에 편찬된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

(尙房定例)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다. 이외에도 덕온공주가 출합할 때 곡식, 옷감, 주방

용품, 생활용품, 땔감, 반찬 등 신혼살림에 필요한 수많은 물품들이 지급되었다. 현재 석주

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덕온공주의 유물 중 상당 수는 공주의 혼례 때 지급된 것이

었다. 덕온공주가례등록에 의하면, 덕온공주가 출합할 때에 다음과 같은 물품들이 지급

되었다. 

<표 3> 덕온공주 출합시 지급물품41)

41) 德溫公主嘉禮謄錄 事目, 丁酉 6월 25일, 德溫公主出閤時各樣器皿物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서분류 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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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품목별 수량

제연구(泡板諸緣具) 2좌, 목두(木斗) 1개, 목승(木升) 1개, 안거리(鞍巨里) 1부, 상화롱(大床花籠) 
1부, 목 첩시(木大貼匙) 3죽, 목중첩시(木中貼匙) 3죽, 목장화로(木長火爐) 2좌, 목구금(木炙金) 2
부, 소자금(小炙金) 2부, 철화통(鐵火桶) 1개, 용 약(龍大鑰) 2부, 배화중약(排化中鑰) 8부, 파
조(大把槽) 2부, 중파조(中把槽) 2부, 표자(瓢子) 8개, 상문답석방석(常紋踏席方席) 20립(立)

땔감류 탄(炭) 20석, 소목(燒木) 5천근, 

반찬류 염(鹽) 6석, 석수어 200속(束), 구어 200미(尾), 석어난해(石魚卵醢) 3항(缸), 길경(䓀莄) 30근

덕온공주의 시부모에게는 남녕위 윤의선을 포함하여 2남 5녀가 있었다. 첫째는 윤종선

(尹宗善)이었고 남녕위 윤의선은 둘째 다. 윤종선의 부인은 광산 김씨로서 덕온공주보다 

5살이나 아래 는데 그녀가 덕온공주의 손위동서 다. 이외에 덕온공주의 시누이 5명은 각

각 이익 (李益永), 이매(李邁), 김재홍(金在鴻), 이인룡(李寅龍), 이용진(李容進)과 혼인하

다. 덕온공주가 하가 후 주로 관련된 시  식구들은 이들이 중심이었다.

<표 4> 덕온공주의 시댁 식구

관계 대상자 1822년 생인 덕온공주와 나이 차이

시부모
윤치승
안동 김씨

1789년 생 – 공주보다 34살 위
1786년 생 – 공주보다 31살 위

시아주버니 윤종선 1821년 생 – 공주보다 1살 위

손위동서 광산 김씨 1817년 생 – 공주보다 5살 아래

시누이 이익 의 부인 미상

시누이 이매의 부인 미상

시누이 김재홍의 부인 미상

시누이 이인룡의 부인 미상

시누이 이용진의 부인 미상

2. 덕온공주의 죽음과 후손

조선시  왕의 자녀들은 출합 후,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는 궁궐에 드나들지 못했다. 그 

신 편지를 이용해 소식을 주고받곤 했다. 공주나 옹주 같은 여성들은 한글 편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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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편지가 오고갈 때는 다양한 선물도 오고가곤 했다.

덕온공주는 비록 출합했다고는 해도 당시 수렴청정 중이던 순원왕후 김씨의 막내딸이자 

현 국왕인 헌종의 고모 다. 덕온공주는 하가한 이후에도 순원왕후 김씨는 물론 헌종과도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 순원왕후 김씨 그리고 헌종은 덕온

공주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덕온공주는 오래 살지 못했다. 하가한 지 7년 되던 헌종 10년(1844)에 23살의 젊

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당시 덕온공주는 한명의 자녀도 생산하지 못한 상황이었

다. 이런 경우 양자가 들어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덕온공주에게는 윤용구(尹用求)가 양자

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해평윤씨 동보에 의하면 윤용구는 철종 4년(1853) 12월 28일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윤용구는 덕온공주가 세상을 떠나고 9년이나 지난 후 태어났던 것이다. 윤

용구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덕온공주의 양자로 결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양자로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출생 후 몇 년 쯤 지나 

양자가 되었다면 윤용구는 덕온공주가 세상을 떠나고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양자가 된 셈

이 된다.

조선시  공주 또는 옹주가 아들 없이 생존한 상황에서 부마가 세상을 떠나면 왕이 양자

를 정해주는 것이 관례 다. 예컨  조의 옹주인 화순옹주의 경우, 월성위 김한신이 세

상을 떠난 당일에 조는 김이주를 화순옹주의 양자로 결정했다. 화완옹주의 경우 역시 일

성위 정치달이 세상을 떠난 직후 정후겸이 양자로 결정되었다.

반면 부마가 생존한 상황에서 공주 또는 옹주가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양자

의 결정권이 왕이 아닌 부마에게 있었다. 이는 비록 공주나 옹주가 세상을 떠난 후 부마는 

재혼할 수 없다고 해도42) 양자의 결정권까지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 때문

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덕온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남녕위 윤의선이 왜 오래도록 양자를 들이지 않았는지는 분

명하지 않다. 다만 덕온공주의 생모인 왕 비 김씨가 생존한 상황에서 양자를 들이기를 

주저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될 뿐이다. 왕 비 김씨는 철종 8년(1857)에 세상을 떠났는

데, 그보다 4년 전인 철종 4년(1853)에 윤용구가 태어났다. 따라서 남녕위 윤의선은 왕

42) “駙馬不再娶 只令立後”(增補文獻備考 禮考, 立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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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윤용구를 양자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윤용구는 남녕위 윤의선과 마찬가지로 해숭위 윤신지의 후손이었다. 부는 윤회선(尹會

善), 조부는 윤치성(尹致性), 증조부는 윤홍렬(尹弘烈), 고조부는 윤익동(尹益東), 5 조는 

윤득의(尹得義), 6 조는 윤언명(尹彦明), 7 조는 윤세휴(尹世休), 8 조는 윤구(尹坵), 9

조는 해숭위 윤신지 다. 윤용구와 남녕위 윤의신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 2> 윤용구와 남녕위 윤의선의 관계

海崇尉 尹新之 – 坵 – 世休 – 商明 – 得一 – 冕東 – 命烈 – 致承 – 宜善 – 用求(養子)

– 彦明 – 得義 – 益東 – 弘烈 – 致性 – 會善 – 用求(出繼)

덕온공주의 양자가 된 윤용구에게는 형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었다. 형은 윤정구(尹定

求)로서 윤용구보다 12살 위 다. 여동생 2명은 각각 이구응(李龜應)과 서상협(徐相協)과 

혼인하 다. 윤용구가 남녕위 윤의선의 양자가 된 이유는 가까운 혈족관계와 함께 둘째 아

들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덕온공주의 양자가 된 윤용구는 고종 에 승승장구하 다. 윤용구는 19세 되던 고종 8

년(1871) 1월 4일에 거행된 성균관 인일제(人日製)에 응시하 는데 그때 명온공주의 손자

인 김덕균(金德均)과 함께 직부전시(直赴殿試) 자격을 얻었다.43) 직부전시는 과거시험의 

최종시험인 전시(殿試)에 응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과거시험에 합격한 것이나 마찬가지

다. 고종은 덕온공주의 아들과 명온공주의 손자가 같은 날 과거에 합격하자 크게 기뻐하며 

경축하 는데 실록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지시하기를, ‘명온공주의 손자와 덕온공주의 아들이 같은 날 과거에 합격하게 된 것은 

매우 희한하고 기쁜 일이다.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에 승지를 명온공주 내외의 사당에 보

내어 제사를 지낼 것이다.’라고 하 다. 

또 지시하기를, ‘직부전시의 자격을 받은 명온공주의 아들 김덕균에게 악공(樂工)을 보

내줄 것이다.’라고 하 다. (중략)

또 지시하기를, ‘직부전시의 자격을 받은 덕온공주의 아들 윤용구에게 응당 악공을 보

43) 고종실록 권8, 8년(1871) 1월 4일(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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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어야 하겠지만 남녕위(南寧尉)가 지금 거상(居喪) 중에 있으니 악공을 주는 것은 그만 

둘 것이다’라고 하 다.44)

윤용구는 1871년 5월에 곧바로 청요직(淸要職)인 홍문과 교리에 임명되었다.45) 이는 고

종이 특별히 덕온공주를 위한 임명이었던 듯하다. 고종은 윤용구를 교리로 임명하면서 그

가 덕온공주의 무덤을 찾아갈 때 악공을 보내주도록 하 는데46) 이는 요절한 덕온공주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 이후 윤용구는 20 에 사간원 정언, 홍문관 부응교, 승정원 

우부승지, 성균관 사성, 이조참의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30살 되던 해에는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이조판서, 궁내부 신, 장례원경(掌禮院卿) 등 고종의 측근으로 활동했

다. 윤용구가 35살 되던 고종 24년(1887) 12월 29일에 남녕위 윤의선이 세상을 떠나자 고

종은 다음과 같이 예우하 다. 

남녕위 윤의선이 세상을 떠났다. 지시하기를, ‘이 도위는 단정한 자태와 조심하는 지조

로 나라 일을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막 병을 앓는다는 보

고를 들었는데 문득 세상을 떠난 기별이 온 것을 보게 되어 놀랍기 그지없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더욱 슬픈 생각이 든다. 세상을 떠난 남녕위의 집에 내

시를 보내어 호상(護喪)을 서게 하며 우  규례에 의한 장사를 지내는 등의 절차들을 전

례 로 거행하게 할 것이다. 관 1부를 실어 보내고 상복을 입는 날에 승지를 보내서 제사

지내 주게 하며 녹봉은 3년을 한정해서 그 로 주도록 하라.’라고 하 다.47)

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합병된 후 윤용구에게는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에 의거해 남작

(男爵)이 수여되었지만 그는 사양하고 반납하 다.48) 고종을 뒤이어 순종 황제 역시 윤용

구를 신임하 다. 그 결과 순종 황제가 세상을 떠난 후 황제의 지문(誌文)을 윤용구가 짓게 

되었다.49) 이처럼 윤용구가 고종과 순종의 측근이 된 이유는 물론 그가 덕온공주의 양자

44) 고종실록 권8, 8년(1871) 1월 4일(갑오).

45) 고종실록 권8, 8년(1871) 5월 30(기미).

46) 고종실록 권8, 8년(1871) 5월 30(기미).

47) 고종실록 권24, 24년(1887) 12월 29일(신해).

48) 순종실록부록 권1, 3년(1910) 10월 14일).

49) 순종실록부록 권17, 19년(1926)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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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윤용구가 순종의 두 번째 황후인 순정황후 윤씨와 아주 가까운 친

족관계 던 사실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고종 31년(1894)에 출생한 순정황후 윤씨는 윤택

(尹澤榮)의 딸로서 13살 되던 1906년에 태자비가 되었다. 이후 1907년에 순종이 고종의 양

위를 받아 황제에 오르면서 황후에 올랐다. 

순정황후 윤씨의 부친인 윤택 은 윤치수(尹致秀)의 증손인데 윤치수는 남녕위 윤의선의 

부친인 윤치승의 친동생이었다. 윤치수는 후에 윤경렬(尹敬烈)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윤치

수의 아들이 윤용선(尹龍善), 손자가 윤철구(尹徹求), 증손자가 윤택 이었던 것이다. 따라

서 윤용구는 혈연적으로 윤택 의 7촌 당숙에 해당했다. 

<도 3> 윤용구와 윤택영의 관계

海崇尉 尹新之 – 坵 – 世興 – 商明 – 得一 – 冕東 – 命烈 – 致承 – 宜善 – 用求

– 得寧 – 百東 – 敬烈 – 致秀 – 龍善 – 徹求 – 澤榮

윤용구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첫째 부인은 광산 김씨로서 김익(金翼)의 딸이었

고 둘째 부인은 연안 김씨로서 김사의(金思儀)의 딸이었다. 윤용구와 첫째 부인인 광산 김

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둘째 부인인 연안 김씨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 첫째

는 1888년에 태어난 윤백 (尹伯榮) 여사 고 둘째는 1893년에 태어난 윤건 (尹建榮), 셋

째는 1896년에 태어난 윤헌 (尹獻榮)이었다.

윤용구의 자녀 중에서 첫째인 윤백  여사는 순종의 둘째 황후 순정황후 윤씨와 절친하

다고 한다. 혈연적으로 보면 윤백  여사는 순정황후 윤씨의 고모뻘이었다. 윤백  여사

가 성장하 을 때는 이미 식민지 시 다. 그때 윤백  여사는 창덕궁의 낙선재에서 쓸쓸

히 지내던 순정황후 윤씨를 자주 찾았다고 한다. 1966년에 순정황후 윤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두 분의 관계는 지속되었다고 한다. 덕온공주의 혼인으로 더욱 가까워진 해평 윤씨

와 조선왕실의 인연이 해방 이후까지 지속되면서 덕온공주와 관련된 유물 역시 더욱 다양

해지고 풍성해 질 수 있었다. 조선조 궁중풍속연구에는 윤백  여사가 다음과 같이 소개

되어 있다. 

윤백 (尹伯榮) 여사(1888~1986)50)

순조 3녀 덕온공주의 손녀(令孫女). 기억력이 장하고 박식하여 근 80까지도 창경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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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에 고서를 열람하러 다닌 단골손님. 부친은 한말청관(韓末淸官) 윤용구씨. 궁중에

서는 ‘저동궁(苧洞宮) 할머니’로 통했는데, 그것은 옛날 윤 여사 친정인 공주궁의 이름. 현 

명동 로얄 호텔 근처에서부터 동쪽으로 중앙극장 청계천변까지 그 부근 일 으며 중앙

극장 자리가 사랑채 노라고 술회했었다. 저동궁은 후일 이완용에 의해 몰수당했다고 한

다.51)

Ⅳ. 맺음말

덕온공주는 1822년(순조 22) 6월 10일 묘시(卯時, 아침 5~7시)에 창덕궁 조전에서 출

생하 다. 생부는 조선의 23  국왕 순조 고 생모는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 김씨 다. 덕

온공주 출산 당시 순조는 33살이었고 순원왕후 김씨는 34살이었다.

덕온공주가 순산하고 이어서 산실청이 설치된 후에는 조선왕실의 관행에 따라 세욕(洗

浴), 세태(洗胎), 권초제(捲草祭) 등이 연이어 거행되었다. 세욕은 해산 3일 째에 거행되었

고 권초제는 7일 째에 거행되었다. 장태는 7월 1일에 거행되었는데, 이때 덕온공주의 태는 

창덕궁 후원에 묻혔다. 덕온공주가 세상에 태어나던 당시 동복 오빠 1명, 동복 언니 1명 

그리고 이복 언니 1명이 있었다. 동복 오빠인 효명세자는 이미 혼인한 상태 다. 

덕온공주는 8세 되던 1829년(순조 29) 3월에 정식으로 공주에 봉작되었다. 덕온공주는 

봉작되면서 임명장인 교지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전결로서 850결의 전결을 받았다. 덕

온공주는 봉작 후 공주방으로 불렸는데, 공주방에는 주인공인 덕온공주를 포함하여 유모 1

명, 보모 1명, 수사 3명, 각씨 5명 등 총 11명이 소속되었다.

덕온공주는 16살에 남녕위 윤의선과 혼인하 다. 덕온공주의 혼인은 공주의 생모인 

왕 비 김씨가 주관하 는데, 비는 남녕위의 신체조건과 함께 가문조건을 고려하여 부마

50) 윤백 의 생몰년도의 경우 김용숙은 저서에서 1891~1982년으로 소개하 으나, 석주선기념박물관 소

장 유물의 내용으로 분석하면 1888~1986년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51) 김용숙(1987. 6), 조선조궁중풍속연구, 제보자 소개, 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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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정하 다. 6월 25일의 삼간택에서 윤의선을 부마로 확정한 왕 비는 그 당일에 명

령을 내려 윤의선을 남녕위(南寧尉)에 봉작하게 하 다. 이는 하루라도 빨리 덕온공주의 

혼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다. 

덕온공주의 혼례는 유교의 육례에 따라 7월 4일에는 납채가 거행되었고, 7월 16일에 납

폐가 치러졌으며, 8월 13일에 친 이 거행되었다. 사동본궁에서 거행된 친  이후 덕온공

주는 남녕위 윤의선과 함께 살림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덕온공주는 동뢰연(同牢宴)을 거행

함으로써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덕온공주의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 납채, 납폐, 동뢰 등 각각의 절차에 따라 옷감, 복식 

등 예물들이 지급되었다. 이외에도 덕온공주가 출합할 때 곡식, 옷감, 주방용품, 생활용품, 

땔감, 반찬 등 신혼살림에 필요한 수많은 물품들이 지급되었다.

덕온공주는 출합한 지 7년 되던 헌종 10년(1844)에 23살의 나이로 자녀 없이 세상을 떠

났고 그 결과 윤용구(尹用求)가 양자로 결정되었다. 윤용구에게는 1888년에 태어난 윤백  

여사, 1893년에 태어난 윤건  그리고 1896년에 태어난 윤헌 의 자녀가 있었다. 이중에서 

윤백  여사는 순종의 둘째 황후 순정황후 윤씨의 고모뻘이었다. 식민지 시  그리고 해방 

이후 윤백  여사는 창덕궁의 낙선재에서 쓸쓸히 지내던 순정황후 윤씨를 자주 찾았다. 덕

온공주의 혼인으로 더욱 가까워진 해평 윤씨와 조선왕실의 인연이 이처럼 해방 이후까지 

지속되면서 덕온공주와 관련된 유물 역시 더욱 다양해지고 풍성해 질 수 있었다. 



- 167 -

참고문헌

❏ 원서

순조실록, 고종실록, 순조실록부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경국 전, 속 전, 만기요람, 增補文獻備考, 內醫院式例, 

春秋日記(장서각 도서분류 2-3617), 大君公主御誕生의 制(장서각 도서분류 2-2625), 

德溫公主嘉禮謄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서분류 2-2632), 

돈녕보첩(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純祖殯殿魂殿都監儀軌(규장각 도서분류 13672), 

해평윤씨 동보(해평윤씨 동보간행위원회, 가승미디어, 2005)

❏ 논문

김  호(2002. 12), ｢조선후기 왕실의 出産 풍경｣, 조선의 정치와 사회 – 최승희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
김  호(2009), ｢조선왕실의 출산과정과 護産廳日記｣ 淑嬪崔氏資料集 1 – 日記, 園誌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실(1991), ｢덕온공주유물｣,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 한국정신문연구원.

신명호(2002. 8), ｢조선시  宮中의 出産風俗과 宮中醫學｣, 고문서연구 21.

염정섭(2010. 12), ｢조선후기 동강 하류 河中島의 개간과 宮房田의 성립 및 변천｣ 규장

각 제37호.

원진희(2009), ｢護産廳日記의 한의학적 의의｣ 淑嬪崔氏資料集1 – 日記, 園誌 –, 한국학

중앙연구원.

조 준(2008. 8), ｢19세기 왕실재정의 운 실태와 변화양상｣,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연구논고 6



덕온공주 집안 유물 중 

한글 자료에 대하여

황 문 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목 차

Ⅰ. 머리말

Ⅱ. 낱장 종이로 된 한글 자료

Ⅲ. 궁듕 녜법 풍속과 전하는 말삼：
궁중 예법과 풍속에 대한 증언

Ⅳ. 맺는말



- 170 -

덕온공주 집안 유물 중 한글 자료에 대하여

Ⅰ. 머리말

이 글은 덕온공주 집안 유물 중 한글이 포함된 자료(이하 ‘한글 자료’)를 상으로 한글

로 적힌 내용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이 글에서 다룰 한글 자료를 략적으로 

분류,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1)

1) 낱장 종이로 된 한글 자료

a. 한글 기록：덕온공주 집안 유물에 해 그 전래 내력을 한글로 적은 기록

b. 한글 편지：덕온공주 집안에서 받은 편지 실물(봉투 포함)

2) 종이 책자로 된 한글 자료：궁듕 녜법 풍속과 전하는 말삼(1967년)

1) 이밖에도 아래와 같이 한글이 포함된 자료가 더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다른 발표에서 언급되거나 

소개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판독 내용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유물번호 0109] 옥(玉) 편복(蝙蝠, 박쥐) 일(一雙) 진쥬(眞珠) 구(具) 

[유물번호 0110] 산호(珊瑚) 화지(花枝), 공쟉셕(孔雀石) 화지(花枝), 옥(玉) 불슈(佛手) 

[유물번호 0111] 늬(泥絲) 죠롱 일목

[유물번호 0131] 뎡유(丁酉, 1837년) 계츄(季秋) [隔]관녜(冠禮) 시(時) 도금(鍍金) 룡(龍簪) 일(一) 

[유물번호 0198] 단기 텹(帖)

[유물번호 2805] 뎡유(丁酉, 1837년) 중추(仲秋) 뎌동궁(苧洞宮) 길녜(吉禮) 시(時) 고간(庫間) 이뉴사 

[유물번호 2924] 유 셕사 명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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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1a)는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의 손녀 윤백 (尹伯榮, 1888~1986)2) 여

사가 집안 유물의 전래(傳來) 내력(來歷)을 한글로 기록한 것이다. 기록 말미에 ‘윤백  서’

라 쓰고 [尹伯榮章]이나 [師候堂]3)의 네모난 인장(印章)을 찍어 둔 것이 특징이다. (1b)는 

덕온공주 집안에서 받은 편지 실물로서 모두 봉투까지 갖춘 것이다. 편지의 사연 여백에는 

발수신자(發受信者)에 한 기록을 한글로 적고 그 기록 말미에는 모두 [臣尹用求]라는 네

모난 인장을 찍어 두었다. 봉투나 편지 여백의 기록에 의하면 편지의 수신자(受信者)는 윤

의선(尹宜善, ?~1887, 윤백  여사의 조부, 윤용구의 부친) 또는 연안(延安) 김씨(金氏, 윤

백  여사의 모친, 윤용구의 부인)로 파악된다.4) (발수신자 기록 말미의) 인장에 의거할 때 

이들 편지는 윤용구(尹用求, 1853~1939, 윤백  여사의 부친)5)가 소장(내지 정리)했던 것

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소장(내지 정리) 경위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6)

(2)는 윤백  여사가 붓으로 쓴 한글 필사본(筆寫本)이다.7) 책 말미에 ‘단긔 사천삼백년 

뎡미 계춘 사후당 윤백  팔십 세 서’라는 필사기(筆寫記)가 있어 1967년(단기 4300년) 윤

백  여사가 80세 때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제(表題)가 ‘궁듕 녜법 풍속과 전하는 

말삼’으로 된 데서 보듯이 주된 내용은 구한말(舊韓末) 시기의 궁중 예법과 풍속에 한 것

이다. 비록 한제국(大韓帝國) 시기의 내용이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조선시 의 궁중 

예법과 풍속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하 본론에서는 위의 분류 순서에 따라 한글 자료의 내용을 차례로 소개한다. 한글 자

료의 판독문 자체를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되, 독서의 편의상 가로쓰기와 띄어쓰기를 택하

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한 한 한자 어원(語源)을 밝혀 주는 동시에 주목할 만한 내용

2) 金用淑(1987: ⅶ)에서는 윤백  여사의 생몰년(生沒年)을 ‘1891~1982’로 제시하 으나 이 글에서는 박

물관 측의 판단에 따라 ‘1888~1986’으로 수정하 다. 특히 생년(生年)은 1888년으로 보아야 한글 기록

에 나타나는 윤백  여사의 나이나 단기(檀紀) 연도(年度)와 부합하는 점을 첨언(添言)해 둔다.

3) ‘師候堂’은 윤백  여사의 당호(堂號).

4) 윤백  여사의 가계(家系)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명호 교수의 발표 참조.

5) 尹用求(1853~1939)：본관은 해평(海平). 자(字)는 주빈(周賓), 호(號)는 석촌(石村), 해관(海觀) 등. 덕

온공주가 후사(後嗣) 없이 세상을 떠나자 공주의 남편(순조의 부마)인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1887)의 장자(長子)로 입양되었다. 기타 가계(家系)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명호 교수의 발표 

참조.

6) 오히려 발수신자 기록의 필체가 윤백  여사와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발수신자 기록 역시 윤백  여

사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때는 기록 말미에 자신의 인장([尹伯榮章] 

혹은 [師候堂]) 신 왜 굳이 부친의 인장([臣尹用求])이 사용되었는지 잘 해명되지 않는다.

7) 선장(線裝) 1책 76장(張), 크기：세로 31cm. 필사본 원본은 현재 단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석

주선 선생님 기증, 도서번호：S064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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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밑줄을 그어 표시해 두기로 한다. 판독문에는 편지 원문에 없는 기호가 일부 사용되

기도 하는데 그 기호와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頭] 두법(擡頭法)：행을 바꾼 뒤 다른 행보다 한두 글자를 위로 올려 존  표시

[隔] 격간법(隔間法)：한 글자를 여백으로 비워 존  표시

〃 재점(再點)：편지 원문에서 동자 반복을 신한 표시

Ⅱ. 낱장 종이로 된 한글 자료

1. 한글 기록：덕온공주 집안 유물에 대하여 그 전래 내력을 한글로 적은 기록

1) 수사 [유물번호 1016]

남(男) 수의(壽衣) 법 로 하는  심의(深衣) 입히고 흑색(黑色) (大帶) 매고 그 우의 

청황적백흑(靑黃赤白黑) 오색사(五色絲)를 칠 척(尺)을 동승결[同心結]로 매나니 일홈이 

교 (絞帶)라 이 교 는 철종(哲宗, 1831~1863) 국샹(國喪)의 쓰고 남은 중국 비단 수[술] 

사(絲) 백사 년[1863~1966] 된 겄이오니다 [印：尹伯榮章]

2) 책력(冊曆) [유물번호 2494]

南寧尉 丁卯歷(1867년) 【고종태황뎨(高宗太皇帝, 1852~1919) [隔]어필(御筆) 보령(寶齡) 

십육 시(時) [印：臣尹用求]】

한국이 중국 속국(屬國)이 되여 년호(年號)가 업고 청국(淸國) 년호를 써스니 한심하고 

수치오이다 동치(同治, 1862~1874)는 청(淸) 목종황뎨(穆宗皇帝) 년호오며 고종황뎨(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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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皇帝) 폐하겨오사 셋재 고모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 부마(駙馬) 남녕위(南寧

尉) 윤공(尹公, 尹宜善, ?~1887)긔 [隔]하사(下賜)하오시니 구십칠 년[1867~1963] 된 책녁

(冊曆)이오이다 단긔(檀紀) 사이구육년(4296년/1963년) 윤백 (尹伯榮) 칠십육 세 [印(2

개)：尹伯榮章, 尹伯榮章]

3) 녹피(鹿皮) [유물번호 2496]

녹피 내력(來歷)

강원도 산의 사슴이 만코 인가(人家)의서도 사슴을 기르고 취종(取種, 씨를 받음)하여 이

익을 보는고로 일 년의 [頭]님군게 사슴의 가족을 천여 장식 진샹(進上)하고 호조판서(戶

曹判書)의긔도 몃 쟝식 보내고 매매하는 것도 잇서 녹피로 방석도 하고 문 끈도 하고 열

쇠 끈도 하고 바나질하는  골모도 하고 재샹가(宰相家)의서는 침모방(針母房)의 골모 

하라고 일 년의 몃 조각식 주엇는  지금은 사슴을 다 잡아 업시하여 절종(絶種)이 되여 

녹피라고는 업는  이 녹피는 해관(海觀) 윤공(尹公, =尹用求, 1853~1939) 호조판서 때 

온 것이니 단긔 사천삼백년이 칠십오 년[1893~1967] 된 녹피오이다 단긔(檀紀) 사천삼백

년(4300년/1967년) 뎡미(丁未) 맹동(孟冬) 상완 사후당(師候堂) 윤백  팔십 세 서(書) 

[印(2개)：尹伯榮章, 師候堂]

4) 단기(=댕기) [유물번호 2614] → ※ 12) [유물번호 7527] 참조

육칠십 년의는 남자도 이발하지 아니하고 머리 따셔 단기의 금 박여 드리고 관녜(冠禮)

를 하면 상토를 짜고 잇는 터인  융희(隆熙) 이년(二年, 1908년) 무신생(戊申生)으로 지

금 육십삼 세가 오 세 젹의(1912년) 만드러 쓰든 거신  지금 오십구 년 된 것인  금색

(金色)도 변치 아냐사오이다 단긔(檀紀) 사천삼백삼년(4303년/1970년) 팔십삼 세 윤백  

장자(長子, =兪)升穆)가 쓰든 것이오이다

5) 윷판 [유물번호 2744]

정종 왕(正宗大王, =正祖, 1752~1800)겨오사 화빈(和嬪) 윤시(尹氏, 1765~1824) 경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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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壽宮)과 쓰시든 윳판이니 지금으로 백팔십이 년[1782~1963] 되니 단긔(檀紀) 사이구

육년(4296년/1963년) 칠월 윤백  칠십육 세 서 [印：尹伯榮章]

6) 정리표(程里表) [유물번호 2814]

한(大韓) 광무(光武, 1897~1907) 육 년의 [隔]임인(壬寅, 1902년) [頭]고종황뎨(高宗皇

帝) 폐하겨[隔]오사 학부(學部)의 전교(傳敎)하사 정니표(程里表)를 하사 감(鑑)하오시고 

조정 신게도 한 벌식 [隔]하사(下賜)하시니

7) 점괘(占卦) [유물번호 2806]

【표제：제갈무후(諸葛武候) 마샹점】

제갈무후 마상점

상상(上上) 어변성뇽(魚變成龍,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됨) 과(卦), 상중(上中) 사병(死病)

의 약 어든 과, 상중(上中) 동절(冬節)의 옷 어든 과, 상상(上上) 곡식 싸은  간 과, 하

하(下下) 흙이 흘너 물의 든 과, 상중(上中) 저머서 간곤한 계집 어든 과, 상상(上上) 밧 

갈 제 소 어든 과, 상상(上上) 고기 물 어든 과, 하하(下下) 개 범 맛난 과, 중중(中中) 

철죽의 소 탄 신선 맛난 과, 상상(上上) 아비 자식 어든 과, 상중(上中) 굴문 사람이 밥 

어든 과, 상상(上上) 신선이 학 어든 과, 하하(下下) 무녀 블길한 방소 어든 과, 상중(上

中) 아해 어미 어든 과, 상중(上中) 보행(步行)이 말 어든 과, 상중(上中) 병의 무녀 어든 

과, 상하(上下) 고집(庫-) 가운데 러진 과, 상중(上中) 빈재(貧者ㅣ) 보배 어든 과, 상상

(上上) 봉접(蜂蝶)이  쇽의 안잔 과, 상중(上中) 노인이 막  어든 과, 하하(下下) 사람

이 인중(人衆)의 쓰이지 모한 과, 하하(下下) 물고기 숫태 난 과, 상중(上中) 풍우(風雨)

의 명월(明月) 난 과, 듕하(中下) 봉(鳳)의 우리의 닭 어든 과, 하하(下下) 노루가 그믈의 

걸닌 과, 하중(下中) 사람이 긔운 업슨 과, 하하(下下) 소리 잇고 얼골 업슨 과, 샹하(上

下) 구살의 구멍 업슨 과, 샹중(上中) 죽은 남긔  픤 과, 샹중(上中) 도다지 신선 된 과, 

상중(上中) 집 짓고 드러안질 과, 상상(上上) 수변(水邊)의 배 어든 과, 상중(上中) 주린 

사람이 주육(酒肉) 어든 과, 상상(上上) 노승(老僧)이 상재 어든 과 상상(上上) 구, 샹중

(上中 ) 십삼, 샹하(上下) 삼, 중중(中中) 일, 중하(中下) 일, 하중(下中) 이, 하하(下下)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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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합(都合) 삼십오 과(卦) 칠십팔 세(1962년) 윤백  서(書) [印(2개)：尹伯榮章, 師候堂]

8) 금선단(金線緞) [유물번호 2991]

이것은 금선단(金線緞)인  사사집이서는 못하고 궐서 궁중의서 황후와 자손만 신 하

여 신으신  [頭]명헌황후(明憲皇后) 홍시(洪氏, 1831~1903)겨서 쓰시든 것으로 [頭]명헌

황후 전 큰방 제주샹궁(提調尙宮) 윤 상궁이 윤백  소시(少時)의 신 몃 감을 갓다 주어 

쓰고 남은 조각이니 단긔(檀紀) 사천삼백삼년(4303년/1970년) 경술(庚戌)노 일백이십오 

년[1846~1970] 된 금선단이오이다 경술 삼월 윤백  팔십삼 세 서

9) 자적(紫的) 금선단(金線緞) [유물번호 2992]

이것은 자적(紫的) 금선단(金線緞)인  [頭] 궐서 궁중의셔 [頭]황후와 자손들만 신 하여 

신으시니 금선(金線)이 각색 빗이(=빛이) 다 잇스나 사사집이서는 못하는 금법(禁法)이

엿습니다. 생존하실 때도 하여 신으시고 승하(昇遐)하시면 수의(壽衣)의 [頭] 전(大殿) 

습신(襲-)을 자적(紫的) 금선(金線)으로 하는  [頭]덕수궁(德壽宮) 큰방 제주상궁(提調尙

宮) 서 상궁이 오십 년 전의 이 신 감을 윤백 이를 갓다 주고 이것이 창고의 잇슨 지 

백여 년 된 것이니 다 삭어스나 귀물(貴物)이라고 주어 바다 두엇더니 이번 [頭]순정황후

(純貞皇后) 윤시(尹氏, 1894~1966) 승하하신 후 습신 감이 업서 이것을 바처 습신을 하

여 드리고 남어지오니 일백 칠팔십 년[1790년/1800년~1970년) 된 금선단이오이다 단긔

(檀紀) 사천삼백삼년(4303년/1970년) 경술(庚戌) 윤백  팔십삼 세 서

10) 단자(單子) [유물번호 3059] 

重徒單子

전(前)의 기생(妓生)은 약방(藥房)의 매여 의녀(醫女)라고 하 고 십이월 말과 뎡월(正

月) 초의 각 재상가(宰相家)의 문안(問安)하는 기생 수를 적고 문안한다는 단자(單子)브

터 바치고 드러가니 이 단자가 지금으로 백오 년[1859~1963] 되오니 단긔(檀紀) 사이구

육년(4296년/1963년) 오월 윤백  칠십육 세 서 [印：尹伯榮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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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차(衣次) 겉봉 [유물번호 4760]

윤(尹) 참판(參判宅) 

두록(豆綠) 수화듀(水禾紬) 일필(一疋), 두록듀(豆綠紬) 일필(一疋), 분홍듀(粉紅紬) 일필

(一疋), 남뎡듀(藍鼎紬) 일필(一疋), 뎡듀(白鼎紬) 일필(一疋), 셰뎌포(白細苧布) 일

필(一疋)

[頭]고종태황뎨(高宗太皇帝) 이십일 년 갑신(甲申, 1884년)의 [頭]익조(=翼宗, 1809~1830) 

효문황뎨(孝文皇帝) 배위(配位) 되시는 [頭]신뎡황후(神貞皇后, 1808~1890) 됴시(趙氏)겨

오사 생딜부(甥姪婦) 되는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 자부(子婦) 정경부인(貞敬夫

人) 연안(延安) 김시(金氏)게 의차(衣次) [隔]하사(下賜)하신 것봉 지금으로 팔십 년

[1884~1963] 되니 녀관(女官)의 글시 압흐로 업는 명필이오이다 단긔(檀紀) 사이구육년

(4296년/1963년) [印：尹伯榮章]

12) 유승목(兪升穆, 윤백영 여사의 아들) 관련 유물：금댕기, 다홍주머니, 남운문 

허리띠 [유물번호 7527]

한(大韓) 융희(隆熙) 이 년 무신(戊申, 1908년)의 兪升穆이가 삼월 십일일 출생하여 단

긔(檀紀) 사천삼백일년(4301년/1968년) 무신이 회갑(回甲)인  그 모(母) 윤백 이가 팔

십일 세로 생존한고로 노래자(老萊子)의 채무반희(彩舞斑戱,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린아

이처럼 춤추고 노는 것)하는 형식으로 굴네와 색등거리와 수보선 입고 작난감 가지고 흔

들고 놀고 허리띄 매고 주머니 차고 친족이 보는 사람이 주머니의 돈 너어 주엇나이다 

옷감이 망측하고 제작(製作)이 블민(不敏)하나 굴네의 다러 노은 금단기는 융희(隆熙) 사 

년 경술(庚戌, 1910년)의 유승목이가 머리의 매든 단기고 육십여 년이 되나 금색이 변치 

아녀나이다 금 박인 다홍주머니와 남운문(藍雲紋) 허리띄는 고종황뎨(高宗皇帝) 전 큰방 

제주(提調) 서 상궁(尙宮)이 유승목 돌 되든 융희(隆熙) 삼 년 긔유(己酉, 1909년)의 갓

다 주고 돌 보고 간 것이오이다 단긔(檀紀) 사천삼백오년(4305년/1972년) 임자(壬子) 계

하(季夏) 상완 사후당(師候堂) 윤백  팔십오 세 서(書) [印：尹伯榮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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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문 편지：세찬(歲饌) 물목(物目) [유물번호 8177]

【봉투】上書 [사연 말미: 庚辰 正月 十六日 侍生 金靖鎭 上書] 

갑오(甲午)년 몃백 년을 감사(監司)나 원을 가면 십이월의 세찬(歲饌)이라 그 고을 소산

(所産) 몃 가지와 편지하고 보내는  서울 재샹(宰相)의긔 보내는 졀녜(典例)가 되엿나이

다 감사는 지금 도지사(道知事)요 원은 군수(郡守)오이다 尹伯榮

2. 한글 편지：덕온공주 집안에서 받은 편지 실물(봉투 포함)

1) <장모(순원왕후) → 사위(윤의선)> [유물번호 8173] 

【봉투】봉(封) 도위(都尉, =駙馬都尉, 임금의 사위) 람(開覽) 봉(封) 

야간(夜間) 평안이 디내 일 알고져  나 가지로 디내 근겨 태화탕(太和湯)

을 그 이 먹  텹(帖)식 두 텹식 먹엇 머리가 알프다 여 겨요 세 번 긋

치고 리기를 더 다 고 그러 여 시작긔 근 이십 일이나 되 아홉 텹

을 먹고 어제  두통이 이셔 아니 먹엇더니 눅〃여도 기 이경(二更)의 담톈가(痰

滯가) 여 졍긔산(正氣散) 먹엿더니 토여 보니 담을 만히 토 담 빗치 븕은 

슈박 먹고 토 빗 여 졍긔산(正氣散) [뒷면] 석겨 나은 것도 아니오 빗치 슈상니 

어인 일인디 념녀로세 아모려도 태화탕 그만 먹이게 엿 오챵열이려 이 말을 고 

므러 보소 아 됴문안의 보내련마 너모 느져 의원 브기 고 져므러질  몬져 보

내
【[頭]순조숙황뎨(純祖肅皇帝, 1790~1834) [隔]배위(配位)신 [頭]순원숙황후(純元肅皇后) 김

시(金氏, 1789~1857) [隔]어필(御筆) [印：臣尹用求]】

2) <동서(명성황후) → 동서(연안 김씨)> [유물번호 8174]

【봉투】윤(尹) 직쟝(直長宅) 답쟝(答狀)

봉셔(封書) 보고 일한(日寒)이 혹심(酷甚)온 [頭]평안이 디내시 일 알고 든〃 깃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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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며 예셔 오 [頭]인능(仁陵, 순조의 묘) [隔]국긔(國忌) 디나[隔]오시니 튜모(追慕) 

비확여 이다

【[頭]고종태황뎨(高宗太皇帝) [隔]배위(配位)신 [頭]명셩황후(明成皇后) 민시(閔氏, 1851~ 

1895)겨오샤 내종(內從) 동셔(同壻) 졍경부인(貞敬夫人) 김시(金氏)게 오신 답봉셔(答

封書) 궁인(宮人)이 셔(代書) [印：臣尹用求]】

3) <장모(순원왕후) → 사위(윤의선)> [유물번호 8175] 

【봉투】봉(封) 남녕위(南寧尉, 尹宜善, ?~1887) 답셔(答書) 봉(封) 

작일(再昨日) [頭]봉셔(封書) 보고 든〃 반가오나 이 이 긋디 못 신긔(身氣) 

엇더디 근일(近日) 화챵(和暢)나 쁘리디 못 예 [隔]인능(仁陵, 순조의 묘) 

〃(行幸)도 태평이 왕환(往還)시고 안녕시니 만(萬幸)여  나 누어 알

 일은 업스나 댱(長) 두루 알프고 괴롭기 측냥(測量)업 일 업시 골몰(汨沒)여 회

셔(回書) 진즉 못엿
【[頭]순원숙황후(純元肅皇后, 1789~1857) [隔]어필(御筆) [印：臣尹用求]】

4) <장모(순원왕후) → 사위(윤의선)> [유물번호 8176] 

【봉투】봉(封) 도위(都尉, =駙馬都尉, 임금의 사위) 답간(答簡) 봉(封)

봉셔(封書) 보고 야간(夜間) 평안니 깃브며 나도 가지로 디내 이 말은 다 아랏 
죄가 용샤(容赦)티 못 터이면 엇디 고 앗가 두 번 편지 보고 고이여나 아니가 


【[頭]순원숙황후(純元肅皇后, 1789~1857) [隔]어필(御筆) [印：臣尹用求]】

5) <장모(순원왕후) → 사위(윤의선)> [유물번호 8178] 

【봉투】봉(封) 남녕위(南寧尉, 尹宜善, ?~1887) 람(開覽) 봉(封) 

오은 됴니 든〃고 슈복(壽福) 당기 츅(祝)며 야간(夜間) 평안고 조반(朝

飯) 먹은가 알고져 다

【[頭]순원숙황후(純元肅皇后, 1789~1857) [隔]어필(御筆) [印：臣尹用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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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서(명헌황후) → 동서(연안 김씨)> [유물번호 8179]

【봉투】봉(封) 윤(尹) 참판(參判宅) 답셔(答書)

봉셔(封書) 보고 츄염의 [頭]시봉(侍奉) [隔]평안 일 알고 든〃 깃브며 여긔셔 [頭]
뎐(慈殿) 문[隔]안 [隔]안녕[隔]오시니 경츅(慶祝)여 고 오 [頭]인능(仁陵, 순조의 

묘) [隔]국긔(國忌) [隔]디나오시니 해확통원여 연 이만 뎍
【[頭]헌종셩황뎨(憲宗成皇帝, 1827~1849) [隔]배위(配位)신 [頭]명헌셩황후(明憲成王后) 홍

시(洪氏, 1831~1903)겨오사 내종(內從) 동셔(同壻) 졍경부인(貞敬夫人) 연안(延安) 김시

(金氏)게 오신 답봉셔(答封書) 궁인(宮人)이 셔(代書) [印：臣尹用求]】

7) <동서(명헌황후) → 동서(연안 김씨)> [유물번호 8180]

【봉투】봉(封) 윤(尹) 참판(參判宅) 답셔(答書) 

봉셔(封書) 보고 신원(新元)의 [頭]시봉(侍奉) 듕 무양(無恙)이 디 안부 알고 든〃 깃

브며 안의셔 [頭]뎐(慈殿) 문[隔]안 [隔]안녕[隔]오시니 경츅(慶祝)며 연 남으

나 이만 뎍으
【[頭]헌종셩황뎨(憲宗成皇帝, 1827~1849) [隔]배위(配位) 되[隔]오시는 [頭]명헌태후(明憲太

后) 홍시(洪氏, 1831~1903)겨오샤 내종(內從) 동서(同壻) 졍경부인(貞敬夫人) 연안(延安) 

김시(金氏)게 답봉셔(答封書) 궁인(宮人)이 셔(代書) [印：臣尹用求]】

8) <동서(명성황후) → 동서(연안 김씨)> [유물번호 8181]

【봉투】봉(封) 윤(尹) 참판(參判宅) 답쟝(答狀) 

봉셔(封書) 보고 신원(新元)의 [頭]평안이 디내가 시브니 든〃오며 셰월이 덧업셔 환

셰(換歲)가 되오니 더욱 망극와 이다

【[頭]고종태황뎨(高宗太皇帝) [隔]배위(配位) 되[隔]오시는 [頭]명셩황후(明成皇后) 민시(閔

氏, 1851~1895)겨[隔]오샤 내종(內從) 동서(同壻) 되는 졍경부인(貞敬夫人) 연안(延安) 김

시(金氏)게 답봉셔(答封書) 궁인(宮人)이 셔(代書) [印：臣尹用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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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순원숙황후 김씨의 가족 관계(윤백영 여사의 기록?)> [유물번호 8182]

【봉투】(아무 표시 없음)

[頭]순원숙황후(純元肅皇后) 김시(金氏, 1789~1857) [頭]뎡종 왕(正宗大王, =正祖, 1752~ 

1800) 며나님이시고 [頭]순조숙황뎨(純祖肅皇帝, 1790~1834) 배위(配位)시고 [頭]익조효

문황뎨(翼祖孝文皇帝, =翼宗, 1809~1830) [頭]텰종황뎨(哲宗皇帝, 1831~1863) [隔]어마님

이시고 [頭]고종황뎨(高宗皇帝, 1852~1919) [頭]헌종황뎨(憲宗皇帝, 1827~1849) 조모(祖

母)시니 [頭]순종효황뎨(純宗孝皇帝, 1874~1926) [隔]증조모(曾祖母)시니 [頭] 안부원군

(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 1765~1832) 님 

【셋재 사회 [隔]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1887) 공(公)게 하신 [隔]봉서(封書)】

10) 기타

a. <사연이 적히지 않은 편지지> 뎌동궁(苧洞宮) [유물번호 8183]

b. <사연이 적히지 않은 편지지> 뎌동(苧洞) 샤랑(舍廊) [유물번호 8184]

c. <사연이 적히지 않은 편지지> [유물번호 8185]

Ⅲ. 궁듕 녜법 풍속과 전하는 말삼：

궁중 예법과 풍속에 대한 증언

1) 국혼(國婚)

님군과 태자 혼인은 가례(嘉禮) 하신다도 하고 주량(舟梁?) 녜성(禮成?) 하신다 하고 

군 공주와 왕자 옹주 혼인은 길녜(吉禮)라 하지 가례(嘉禮)라 주량(舟梁?)이라 못하나니 

가례 하시게 되면 금혼녕(禁婚令)이 나고 가례도감(嘉禮都監)이 안나니(=앉게 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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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녕은 양반의 딸 혼인 못하게 하난 것이라 지체 조흔 양반의 규수를 궐노 드러오게 

하여 간택(揀擇)을 하니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을 하니 초간택의 수망(首望) 재망(再望) 

삼망(三望) 하여 규수 셋을 뽑아 수망된 규수가 국혼(國婚)이 되고 재망 삼망은 형식이

고 세 규수가 별궁(別宮) 삼삭(三朔)의 갓치 잇다 수망은 가례 되고 재망 삼망은 저의 집

으로 도라가나니 결정된 후의 혼인 되시는 부모 되시는 님군 압 큰방 샹궁(尙宮)이 수망

된 규수 어마니게 편지하나니 <1-2>

2) 원자(元子) 탄생(誕生)

원자 아기시 탄생하오샤 한 이레[初七日]의 흰밥 한 동해(東海, =동이) 곽탕(藿湯, 미역

국) 한 동해 궐서 나오니(=바치니) 국 동해의는 믈 담고 밥 동해의는 쌀 하나 담고 무

명실 테 삼사 테 황지(黃紙)의 싸 드리고 국밥 거나려(=가지고) 온 문긔수(門旗手?) 갸

자군(轎子軍?) 돈 주다 한 이레[初七日]가지는 궐로 드러가지 아니하고 궐 문 밧의서(=

밖에서) 비자(婢子)가 각 뎐(殿)의 글월 드리고 이레 이튼날브터 비자가 궐 문 안의 드

러가는  비자 복색(服色)은 국샹(國喪) 때라도 전(前)과 갓치 화복(華服?, 물들인 천으

로 만든 옷)하고 삼칠일(=21일) 지나오신 후 도로 흰 복색이니 <14-15>

3) 임금 상사(喪事)

님군님 샹사(常事)는 외뎐(外殿, 임금)이나 내뎐(內殿, 왕비)이나 다 가치 승하(昇遐)
섯다고도 고 녜척(禮陟)섯다 하나니 국샹(國相)이나 국족(國族)이나 국척(國戚)의 

집이서 미음도 하고 죽도 쑤어 비자(婢子)가 이고 드러가는  머리는 아니 언고(=얹고) 

머리의 수건을 언나니(=얹나니) 재궁(梓宮, =관) 겨실 적은 빈뎐(殯殿)이라 하고 인산(因

山, =장례) 되신 후는 혼뎐(魂殿)이라 하나니 승하(昇遐)하시면 행(大行) 두 자를 언저 

행황뎨(大行皇帝)라고도 하고 행 왕(大行大王)이라고도 하나니 <20>

4) 첩지

첩지는 왕후는 봉(鳳)첩지 하고 순금(純金)으로도 하고 은(銀)의 도금(鍍金)도 하고 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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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첩지는 개고리인  머리과 꼬리의만 도금하고 가온 는 은이 희게 나오게 하고 도

금 아니하나니 승은(承恩)한 내인은 개고리 첩지의 가온  남기지 아니하고 다 도금하

는  귀인(貴人)이나 숙위(淑儀)나 당(堂)이나 봉작(封爵) 바든 분은 그러하고 봉작 없

이 승은만 한 분은 다른 내인들과 갓흐니 승은을 하여도 님군 골육이 남녀간 나야 봉작

이 잇서는  광무(光武) 원년(元年, =1897년) 이후는 생산 아니한 후궁(後宮)도 당(堂)

이라고 하니

흑각(黑角)으로 한 첩지가 잇스니 흑각 첩지도 모양은 개고리요 왕후와 국족척(國族戚) 

부인 첩지 쓰는 분도 국상(國喪)이나 부모 상(喪)의도 흑각 첩지 아니 쓰고 내인들은 국

샹의도 아니 쓰고 저의 부모가 죽으면 님군 압의(=앞에서) 감이(=감히) 흰 옷은 못 입으

나 흑각 첩지는 쓰나니 황후나 부인은 과부만 흑각 첩지

두레 첩지라고 잇스니 꼭지는 첩지 갓고 머리를 마니 하여 치마 갓흐여 쓰면 이마의서브

터 귀밋가지 폭 씌이는 것인  노혼(老昏)하여 머리가 다 빠지고 업스면 쓰는 것 

궐서 가진 물품을 다 유렴(留念)하여 두나 흑각 첩지는 흉한 것이닛가 준비를 아니하

나니 <45-8> 

5) 궁인(宮人)

a. 큰방 제조상궁(提調尙宮), 아랫고 상궁, 비자(婢子)

각 뎐궁(殿宮)마다 모든 궁인을 거나려 지휘하고 물건 둔 고간(庫間)을 총찰(總察)하며 

출납(出納)하는 읏듬 샹궁을 내시니 이는 년조(年條)가 오래고 위풍(威風) 잇고 인격이 

잇는 샹궁으로 큰방 제주샹궁(提調尙宮)이라 하니 이는 지밀(至密) 내인(內人)이요 남자

로 하면 의정 지위라 이것도 당장 님군으로 겨신 큰방이 이러하지 각 뎐(殿)이나 각 

궁(宮)의 큰방은 다 잇지만 이러하지 못하고 님군 쓰시는 뎐각(殿閣)을 큰뎐이라 하나니 

큰뎐 큰방을 하면 매일 음식상 드리는 것이 님군님 수라상보다 작게는 담앗스나 가지수

는 수라상과 갓다 큰방 샹궁 아래로는 아릿고 샹궁이 잇다 그는 큰방 샹궁 차석(次席)으

로 큰방 샹궁이 세샹을 떠나면 큰방이 될 사람으로 인격과 년조 보아 하는 것 큰방 샹궁

이 출입하면 쳥직(廳直)이 내인(內人) 다리고 비자(婢子) 다리고 다니는  큰방 샹궁이 

되면 나 적은 세수간(洗水間) 내인 하나을 주어 지밀(至密) 청직(廳直)이라고 심부름도 

식이고 다리고 다니기도 하나니 비자(婢子)는 남편 자식이 잇고 제 집이서 살님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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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 일직 드러와 거행하고 어두면 제 집으로 가는  복색은 사사집 종의 머리는 길게 

하여 언는  비자(婢子) 머리는 둥그러케 하여 언고(=얹고) 거문 띄 너븨가 침척(針尺, 

바느질 자) 두 치 닷 분은 되고 기래가(=길이가) 다섯 자는 되는 띄를 띄를 띄고 다니는

 비자라고도 하고 무수리라고도 하는  부를 때는 무수락심이라고 접 좀 하여 주는 

말 궐분 아니라 각 궁(宮)의도 비자는 잇는  들의만(=뜰에만) 섯지 마로의 못 올나오

고 큰방 샹궁이 어  가도 간 집이 가도 마로의 못 올나오고 돌의 잇스면 큰집이서 큰

방 샹궁 청직이 내인 접하고 비자도 무엇 먹이려면 아래 채 뒤방 뵈지 아는 서 블너 

먹이나니 큰방 샹궁이 다녀가려면 쳥직이 마로의 나와서 교군군(轎軍-) 브르라고 비자

(婢子)를 부르는  <53-6>

b. 궁인 직무(職務)：지밀 내인, 도청 내인, 처소 내인, 복이 내인

궁인 직무가 세 가지니 지밀(至密) 내인(內人) 도청 내인(內人) 처소(處所) 내인(內人) 내

인이 드러갈 적은 년녕(年齡)이 칠팔 세로 십 세 안밧이니(=안팎이니) 지밀 내인은 머리

의 생(=새앙머리) 매고 생 우의 도토락처럼 자적(紫的) 단기를(=댕기를) 널게(=넓게) 하

여 매는  저비부리 아니 하고 네 가닥을 매고 남치마 입고 저고리는 왕으로 겨실 적은 

다홍저고리 못 입고 황뎨(皇帝) 되신 후의는 노랑을 못 입나니 황후나 태자비 압해 뫼시

고만 잇고 하는 일은 국문책 보고 국문 글시만 익히고 황후 서(代書) 쓰고 내인 된 지 

십오 년 되면 관녜(冠禮)라고 하면 신낭(新郞) 업시 혼인하는 것처럼 분 바르고 성적(成

赤, =화장) 하고 어염머리의 떠구지 언고 원삼(圓衫) 당의(唐衣)의 각 전(殿)의 뵈옵는  

내관(內官)과 내인은 님군긔고 누고의긔든지 절 아니 하는 법 <37-8> 

관녜(冠禮)를 하면 생 아니 매고 첩지머리로 쪽을 찌고 잇다가 큰일 잇슬 적은 어염도 

하고 떠구지 언고 조짐도 하나니 조짐은 얼는 보면 낭자 갓흔  열 가닥으로 트러 만든 

것이니다 관녜 한 지 십오 년이면 님군님이 샹궁(尙宮) 직첩(職帖)을 나리시니 샹궁 되

기 전은 항아님이라 하고 샹궁 된 후는 마마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접하여 주나니 도

청 내인도 생 매고 복색은 지밀 내인과 갓흔  지밀 내인은 생 맨  단기가 네 가닥인

 도청 내인은 단기가 두 가닥이니 <38-39> 

도청은 님군님 의 (衣襨) 하는 침방(針房) 수방(繡房) 귀야방이니 도청 중 수방(繡房) 

내인이 수놋는 그림을 그리는 고로 붓이 손의 익어 글시도 잘 쓸 줄 아나니 칠팔 세 아

해가 궁녀로 드러가면 보호할 사람이 없은잇가 다시 제 집이는 못 가닛가 보호하고 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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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처야 하는고로 지밀 내인으로 드러온 아해는 지밀 내인 노성(老成)한 샹궁(尙宮)

을 지정하여 주는  그 아해를 방각시라 하고 아해는 스승되는 샹궁을 마마님이라 아니

하고 항아님이라 부르나니 부모처럼 친절이 지내는  <40-1>

도청이나 처소(處所)도 년조(年條) 보아 관녜(冠禮) 하나니 도청 내인은 도청 내인 중 년

고(年高)한 샹궁으로 스승을 하여 방각시가 되어 항아님이라 하고 그 다음은 처소 내인

이니 주방(廚房)은 안소주방[內燒廚房] 밧소주방[外燒廚房] 생과방(生果房) 안소주방은 진

지 밧소주방은 면 편 등 각색 음식이요 생과방은 차와 실과 령하고 서답방[洗踏房]은 

빨래 다듬이 하고 세수간(洗水間)은 세수물 노아 드리고 방 치고 마루 치고 요강 씻고 

하니 생 못 매고 머리 쪽 지고 홋당기(=홑댕기) 두 가닥을 쪽진 후의 매나니 이것이 팟

닙(=팥잎) 단기라 <43>

최하로는 복이(僕伊) 내인이 잇스니 복이 내인은 머리 언고 남치마 입고 궐 방 아궁지

로 다니며 불 때나니 <45>

c. 본곁

중궁전(中宮殿)이나 태자비 가례(嘉禮) 하시게 되면 사사집이서 교전비(轎前婢) 다리고 

가듯이 본겻의서 년령(年齡)이 비슷한 계집 아해 둘을 뽑아 세수간(洗水間) 내인으로 본

겻 내인이라고 다리고 궐 드러가시면 열두 공샹을 내인들 주넌 절녜(典例)로 주시고 

샹급(賞給)이 만코 본겻의서 궐처럼 월급 주고 갓금 주는 것이 만하 재산가가 되나니 

<30-31> 

d. 각방(各房)

내인들 살님하고 사는 방을 각방이라고 하나니 갓 세간 나고 군색한 이는 못하고 점자는 

샹궁들은 사람을 두  바나질하고 방 시종드는 사람은 손님이라 하고 밥 짓고 빨내하는 

사람은 각방 서리라 하나니 <62-3>

e. 유모(乳母)

세자나 세자비 유모는 아제[阿只]라고 하는  유모의 남편 성을 따라 니가(李哥)의 처는 

니 아제라 하고 김가(金哥)의 처는 김 아제라고 하는  유모의 남편 성이 강가면 강 아

제라고 하면 개 부르는 소래 갓흐닛가 유모 남편 성을 아니하고 유모의 성으로 아제라 

하고 님군이나 황후 되신 후는 유모를 봉보부인(奉保夫人)이라 하나니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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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각궁(各宮)

각궁이라 하는 것은 군 공주 왕자 옹주 집과 후궁(後宮) 신주(神主) 겨신 집을 각궁이

라 하니 <35>

g. 내관(內官), 노자(奴子), 역인(役人)

각 궁의 내관(內官)이 하나식 잇는  차지(次知) 내관이라 하고 범사(凡事)를 총찰(總察)

하고 지휘하여 수석 사무원 모양이니 군 공주 왕자 옹주 궁의도 다 잇나니 궐은 노

자(奴子) 업스나 용동궁(龍洞宮) 어의궁 수진궁 명녀궁 갓흔  노자 잇서 궐서 갓다 

부리시기도 하고 각 궁의 다 잇나니 부르려면 마직 하고 부르나니 복색(服色)은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교군(轎軍) 좌우의서 다니고 물건 사 드리나니 짐은 아니 지고 역인(役

人)이 지나니 각 궁 문 안의 방이 잇고 거긔서 문 직히고 심부름하는  무거운 것은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고 물건 사 드리는  노성(老成)한 사람이 역인 거나리고 가서 사

는  물건 사 드리는 것을 무역한다 하는  역인이란 사람은 짐도 지고 뜰도 쓸고 노자

(奴子) 아래로 부리는 사람이니 사사집 구종(驅從) 갓흐니 <64-6>

6) 편지：봉서(封書)와 글월

님군이 친족의게 는 편지도 봉셔라 하고 신하 부인이 황후나 태자비게 하는 편지도 

봉셔라 하나니 사사집은 어른게 하는 편지는 샹셔라 하고 아래 사람게 하는 편지는 하셔

라 하는  님군게는 셔로 봉셔라 양반 부인들이 샹궁들하고 하는 편지는 서로 글월이라 

하나니 <7-8>

양반의 부인과 내인들이 서로 글월 하는 는 입납(入納)이니 회납(回納)이니 샹셔(上書)

니 상쟝(上狀)이 업고 편지 것봉의 존샹(尊上)이라고 하나니 니 판셔 존샹, 김 판셔 
존샹, 부인들은 성(姓) 로 니 샹궁 존샹, 김 샹궁 존샹이라 하나니 <20-1>

7) 궁중어(宮中語)

진어<님군이 잡사오시다 말>, 지밀(至密)<님군님 거처하시는 방마루>, 수라<음식>, 탕제

(湯劑)<약>, 소고의(小古衣)<저고리>, 봉지<바지>, 기소<금침>, 기소 배설<금침 펴 드리

는 것>, 의 (衣襨)<의복>, 족건(足巾)<보선>, 수지(手指)<손>, 족쟝(足掌)<발>, 수지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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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니<손톱 베시는 것>, 족장톱 가시니<발톱 베시는 것>, 감긔가 드시면<감후 문안이 

겨시다>, 체증(滯症)이 겨시면<체수 문안이 겨시다>, 병환이란 말은 못하고 어 든지 블

평(不平)하시면 문안이 겨시다 하나니, 숙인<수건>, 발궤<뒤주>[장조황제(莊祖皇帝, =사

도세자)겨서 뒤주 속의서 승하(昇遐)하신 고로 비창(悲愴)하여 하시는 고로 뒤주 말 못

하니], 진상(進上)<편지고 물건이고 님군긔 드리는 것>, 조리개<장조림>, 탕병(湯餠)<떡

국> <23-5>

용안(龍顔)<님군님 얼골, 외전(外殿)>, 용체(龍體)<님군님 몸, 외전(外殿)>, 용수(龍鬚)

<님군님 수염>, 안정(眼精)<님군님 눈>, 기소의 드시니<주무시다 말>, 기소의 나시니

<이러나서다 말>, 승은(承恩)<님군이 여자 갓가이 하신 것>, 탄생(誕生)<아기 나신 것>, 

실혈(失血)<낙태하신 것>, 통촉(洞燭)하시니<드르서다 말>, 옥체(玉體)<님군님 내외전

(內外殿) 갓치 몸이시니>, 천의(天意) 성의(聖意) 성심(聖心) 금심(金心)<님군님 마음>, 

전교(傳敎) 성지(聖旨)<님군님이 말삼하신 것>, 감(監)하시니<보섯다 말>, 감 뫼왓다<님

군님 뵈왓다 말>, 옥체<님군님 몸>, 보령(寶齡)<님군님 년세>, 두후가 겨시니<님군과 세

자 역질 하시는 것>, 시위<님군 뫼시고 있는 것과 압의서 거행>, 황송 처분이 겨시다<꾸

종 듯는 것>, 폐현 조정<반녈의서 뵈옵는 것>, 승후(承候)<침전(寢殿)의서 뵈옵는 것> 

<27-9>

중궁전(中宮殿)이나 태자비(太子妃) 친정을 본겻이라 하나니 님군이 나신 자녀는 남녀간 

아기시라 하나니 원자도 아기시 군도 아기시 공주도 아기시 왕자도 아기시 옹주도 아

기시 봉작(封爵)한 후라야 동궁마마 군 감 공주자가마마 군 감 옹주자가라 하나니 

군부인 마님 군부인 마님이라 하지 마마라 아니하나니 공주의 남편은 부마(駙馬) 간택

되면 곳 일품(一品) 봉작으로 감이라 하고 궁중의서는 부마자가라 하고 옹주의 남편은 

간택 후 이품(二品) 봉작으로 녕감이라 하다가 몃 달 후의 일품 하여 감이라고 하나니 

<31-3>

내인이 서로 존 하여 잡수시란 말은 섭시시라 하니 진지 섭시시오 편 섭시시오 먹엇느

냐 말은 섭시섯슴닛가 <52>

백년 전의는 왕후 말삼을 하면 전(殿)마노라라고 하엿는  백년 후의는 전(殿)마마시라 

하고 중궁전(中宮殿)마마시라고 하고 곤전(坤殿)마마시라고 하니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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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어법(敬語法)

님군 겨신 압의서는 조부모나 부모나 놉흔 어른이라도 자긔내기리 말하여도 허우로 하

지 존 하는 말 못하고 믈너나와서야 존 하나니 <21>

님군 겨신 압해서는 부모고 다른 어른 겨셔도 존 하여 말하지 못하고 이리 하엿소 저리 

하엿소 하고 평하오 하나니 <58-9>

님군님 태자 외의도 군 공주와 왕자 옹주도 내인들의긔 하오 하는 법이 업고 존중한 

큰방 샹궁(尙宮)이며 노성(老成)한 샹궁의게도 허게 하고 절믄 내인들의게는 해라 하는

 <50>

궁인들이 서로 말하려면 몬저 긔별(寄別)하고 하는 말이니 … 무산 말이든지 하려면 몬

저 드를 사람 성을 블너 긔별하오 하고 말하나니 샹궁 못 밧친 분은 됴시고 정시고 안시

고 성을 블너 가량 정시가 안시게 말하려면 안시 긔별하오 하고 말하고 <51-2>

내인(內人)만 되면 조정 신하가 되어 벼살한 것인잇가 삼정승 육조 판서 갓흔 노인 놉흔 

지위의도 오육칠팔 세 된 내인 아해의긔도 허우 하지 해라나 허게 못하고 오면 이러서서 

맛지 안젓거나 누엇지 아니하나니 궐 내인분 아니라 각 궁 내인의긔도 그리하나니 큰

방 샹궁브터 노셩(老成)한 내인이라도 군 공주의 자손 갓난 아해긔도 해라 아니 하고 

허우 하니 님군의 자손이라고 접하는  사 (四代)가 지나서 해궁(解宮)이 되면 그러

치 아니니 군이나 공주의 친생(親生)이 아니고 양자(養子)라도 일반으로 접하나니 

각 재상가(宰相家)나 [頭]황후의 본겻 부원군(府院君) 집 자녀는 황후의 동긔(同氣)간이

라도 어렷슬 때는 내인들이 해라 하고 관녜(冠禮) 하여 어룬이 되어야 허우 하여 주나니 

<74-5>

Ⅳ. 맺는말

이상에서 덕온공주 집안 유물 중 한글 자료의 내용을 소개하 다. 그러나 판독문 위주로 

소개를 한 탓에 이모저모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첫째, 한글 자료의 전래(傳來) 경위(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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緯)를 소상히 살피지 못하 다. 특히 한글 편지의 경우는 편지 여백의 발수신 기록과 인장

([臣尹用求]) 날인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데 인장에 의거하여 일단 윤용구

(尹用求)로 추정했을 뿐 더 이상의 소장(내지 정리) 경위를 추적하지 못하 다. 둘째, 다른 

한글 자료와 비교 검토할 기회 또한 갖지 못하 다. 한글 필사본의 내용은 궁중 예법과 풍

속에 한 중요한 증언이지만 기존에 밝혀진 내용과8) 어떻게 같고 다른지 엄밀히 비교하

지 못하 다. 한글 편지 또한 동일한 발신자나 수신자의 봉서(封書)가 다른 곳에 전함에도 

불구하고9) 이들 편지를 서로 비교 검토해 볼 여유가 없었다. 자료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8) 金用淑(1987) 참조.

9) 조용선(1997), 이기 (2007), 국립고궁박물관(2010), 이승희(201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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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당의(중요민속문화재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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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겹 소재 (겉/안)
도류불수 수복문 직금단

/ 도련주

길

뒷길이 72

섶

겉섶 너비(上/下) 6.2 / 18

화장 69(28+41) 겉섶 길이(內/外) 58.5 / 48.5

뒤품 36 안섶 너비(上/下) 4 / 16

고대 12.7 안섶 길이(內/外) 57 / 45.5

소매

진동 17 옆트임 47.5

소매 너비 16.5-15.5-12.2 거들지 너비 5.3

수구 11 뒷도련 너비 37

깃

깃 너비 5.2
고름

겉고름 57*2.5

깃 총길이 50.5 안고름 40*2.25

겉깃 길이 19.5
동정

너비 2.2 

안깃 길이 20.5 시작점 5

특징
겉섶 안섶 시접 섶쪽 / 뒷길 겉감 시접 우측 / 뒷길 안감 시접 좌측

도련 가장자리 2.5㎝ 들어가서 약 3.5㎝ 간격으로 세땀 상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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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원삼(중요민속문화재 제2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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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홑 소재 화문사

길

길이(앞/뒤) 129 / 164

섶

겉섶 너비(上/下) -

화장(고대~색동) 108 겉섶 길이(內/外) -

뒤품 44 안섶 너비(上/下) -

고대 14 안섶 길이(內/外) -

소매

진동 23 옆트임 2㎝ 내려와서 옆트임

소매 너비 84 거들지 너비 -

수구 84 뒷도련 너비(앞 / 뒤) 62/ 66

깃

깃 너비 3.5
고름

겉고름 -

안고름 -
겉깃 길이 18.5

동정
너비 -

안깃 길이 18.5
시작점 -

특징 안감과 한삼이 소실됨 / 끈목 길이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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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당의(중요민속문화재 제2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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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홑 소재 도류사

길

뒷길이 73

섶

겉섶 너비(上/下) 6.2 / 16

화장(소매+거들지) 67(61.5+5.5) 겉섶 길이(內/外) 61 / 49.8 

뒤품 36 안섶 너비(上/下) 4.2 / 16.2

고대 13 안섶 길이(內/外) 57.5 / 44.7

소매

진동 15.5 옆트임 48

소매 너비 15-14 -12 거들지 너비 5.3

수구 10.7 뒷도련 너비 37

깃

깃 너비 5.3
고름

겉고름 58*2.5

깃 총길이 49.5 안고름 42*2.2

겉깃 길이 18.2
동정

너비 2.3

안깃 길이 19.2 시작점 6

특징
어깨 바대 길이 37.5㎝, 앞2㎝ 뒤 2㎝ / 등솔기 겉섶 안섶 배래 모두 통솔 / 

도련 0.4㎝ 접어 공그르기(6겹 시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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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장옷(중요민속문화재 제2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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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겹 소재 (겉/안) 경광주/모시

길

길이 113

섶

겉섶 너비(上/下) 9.5

화장 69 겉섶 길이(內/外) 97 / 89.3

뒤품 41 안섶 너비(上/下) 9.3 / 64

고대 12.3 안섶 길이(內/外) 97.5 / 89

소매

진동 19 사각 접은 삼각무  1.5*1.5

소매 너비 18 -16 -14.3
무

너비(上/下) 6 / 38 

수구 11.8 길이(內/外) 94.5 / 92.5

깃

깃 너비 7.3/ 깃머리7 동정(너비/시작점) 3.8 / 8.5 

고름
겉고름 85*7.8

겉깃 길이 23

속고름 78.3*6.3

안깃 길이 22.5
뒷도련 너비 104

특징
배래의 시접너비 1.2㎝, 진동선의 시접 너비 1.5㎝ / 

선단 너비 2.3㎝은 겉감과 동일한 별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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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녹색부금회장저고리(중요민속문화재 제211-4호)

구성 겹 소재 (겉/안) 도류사 / 모시

길

뒷길이 16

섶

겉섶 너비(上/下) 3.5 / 4.2

화장 53 겉섶 길이(內/外) 7 / 4.5

뒤품 34 안섶 너비(上/下) 1.5 / 1.5

고대 5.8 안섶 길이(內/外) 5.2 / 2

소매

진동 14.3 옆선길이 -

소매 너비 13.8 끝동 너비 -

수구 11.5 뒷도련 너비 33.5

깃

깃 너비 3
고름

겉고름 32*2

깃 총길이 안고름 17*1.7

겉깃 길이 114.5
동정

너비 1

안깃 길이 16.5 시작점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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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누비삼회장저고리(중요민속문화재 제211-5호)

구성 오목누비  너비소재 (겉/안) 도류사 / 모시 

길

길이(앞/뒤) 20 / 19

섶

겉섶 너비(上/下) 5 / 5.5

화장 67 겉섶 길이(內/外) 8 / 6

뒤품 37 안섶 너비(上/下) 2 / 2.2

고대 13 안섶 길이(內/外) 6.2 / 1.5

소매

진동 17 옆선길이 1.3

소매 너비 16-15-11.5 끝동 너비 3.7

수구 10.5 뒷도련 너비 37

깃

깃 너비 4
고름

겉고름 34.6*2.2

깃 총길이 47 안고름 30*2.2

겉깃 길이 17.5 
동정

너비 1.7

안깃 길이 19.2 시작점 4

특징 섶이 중심선에 부착됨 / 섶선단과 도련단 진노랑색 / 별단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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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누비삼회장저고리(중요민속문화재 제211-5호)

구성 오목누비 소재 (겉/안) 주 / 명주

길

길이(앞/뒤) 22 / 19.5

섶

겉섶 너비(上/下)  5 / 5.5

화장 65 겉섶 길이(內/外) 7.7 / 6

뒤품 35.5 안섶 너비(上/下) 2 / 2.2

고대 12.2 안섶 길이(內/外) 5.5 / 2.8

소매

진동 17.5 옆선길이 1

소매 너비 16.5-13.2 끝동 너비 4

수구 11.5 뒷도련 너비 36

깃

깃 너비 4.7
고름

겉고름 39*2.3

깃 총길이 49 안고름 26.5*1.6

겉깃 길이 18.2
동정

너비 2.1

안깃 길이 19 시작점 5.2

특징
어깨선에서 10㎝ 내려와서 곁마기 달림 / 섶 이음솔, 배래  쌈솔 /

섶선단 도련단별단 0.4 / 수구 안단 5㎝ 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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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자라줌치노리개(중요민속문화재 제212-1호)

  

덕온공주 제비부리댕기(중요민속문화재 제2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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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항아당의(중요민속문화재 제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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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겹 소재 (겉/안) 명주 / 명주

길

뒷길이 75

섶

겉섶 너비(上/下) 11 / 23.6

화장 67 겉섶 길이(內/外) 59.3

뒤품 46 안섶 너비(上/下) 8.7 / 21

고대 17.5 안섶 길이(內/外) 60

소매

진동 27.5 옆선길이 42

소매 너비 26 -25 -20.2 거들지 너비 5.5

수구 19 뒷도련 너비 48.5

깃

깃 너비 9
고름

겉고름 48.5*31

깃 총길이 75.5 안고름 탈락

겉깃 길이 28
동정

너비 2.9

안깃 길이 30 시작점 10

특징 안깃의 묵서 크기 : 24.5*1(㎝) / 깃 모양 : 끝이 깍진 당코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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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구 관복(중요민속문화재 제2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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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겹 소재(겉/안) 은조사 / 은조사

길

뒷길이 122

섶

겉섶 너비(上/下) 2.5 / 42(사선)

화장 88 겉섶 길이(內/外) 101.5 / 120

뒤품 40.5 안섶 너비(上/下) 7 / 34

고대 18.5 안섶 길이(內/外) 98.5 / 94.5

소매

진동 28

무

무부착 31 등솔기 부착

소매 너비 52 -52.5-53 너비(上/下) 18 / 27

수구 23 길이(內/外) 96 / 94.5

깃

깃 너비 4 동정(너비/시작점) 10 / 5.5

겉깃 길이(좌/우) 23 / 22 고름(겉고름/안고름) 93×7.8 / 73×6.5

안깃 길이 29 뒷도련 너비 92

특징
직령깃 : 총길이 74㎝, 깃너비 10㎝, 겉깃길이 29㎝ , 안깃길이 32㎝ / 

겉감에만 수구 선단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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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구 동다리옷(중요민속문화재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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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홑 소재 쌍용문 갑사 

길

뒷길이 114

섶

겉섶 너비(上/下) -

화장 88 겉섶 길이(內/外) -

뒤품 44.5 안섶 너비(上/下) -

고대 17.5 안섶 길이(內/外) -

소매

진동 28.5 옆 트임 20 (진동에서 61㎝ 아래)

소매 너비 28.5-30-30.5-29.5
무

너비(上/下) 0 / 37.5

수구 29.5 길이(內/外) 83 / 81

깃

깃 너비 1.5 동정(너비/시작점) 없음

겉깃 길이 20.7 단추   1쌍

안깃 길이 20.7 뒷도련 너비 114.5

특징
진동에서 소매쪽으로 배래 5㎝ 트임 (동개 끝 통과 되는 지점) / 진동선에서 7㎝ 굴려진 

어깨선 / 깃선단 너비 1.5㎝ 섶선단, 뒷중심 선단 : 별단 / 선단 너비 : 4㎝ / 
뒷중심선 깨끼 박음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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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구 철릭(중요민속문화재 제216-3호)

구성 홑 소재 운보문사

길

뒷길이(上/下) 119

섶

겉섶 너비(上/下) 13.5 / 13.5

화장 96 겉섶 길이(內/外) 14.3 / 3.5

뒤품 42 안섶 너비(上/下) 10.5 / 10.5

고대 17 안섶 길이(內/外) 13  / 1

소매

진동 23 삼각무 -

소매 너비 50.5
裳

주름 0.6~0.7

수구 23.5 폭 68.5*6

깃

깃 너비 10.5 동정(너비/시작점) 5 / 13

고름

겉고름(좌/우)
80.5*7.7 / 80*7.7 

겉깃 길이 28.3

66×5.6
안고름

안깃 길이 34
뒷도련 너비 -

특징
도련단 6.7㎝ 제물단 / 탈착소매 길이 80㎝ (16.3+63.5) 

/ 탈착소매 단추 상하 1쌍씩, 중앙 2개 앞뒷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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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구 광다회(중요민속문화재 제2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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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후손 자적부금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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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홑 소재 화문사

길

뒷길이 72

섶

겉섶 너비(上/下) 6 / 18

화장 65 겉섶 길이(內/外) 5.9 / 48

뒤품 36 안섶 너비(上/下) 5 / 15.4

고대 12 안섶 길이(內/外) 58 / 43.5

소매

진동 15 어깨바대 36×앞2, 뒤1.5

소매 너비 14.2 거들지 탈락

수구(左/右) 10.8 / 10.3 뒷도련 너비 35.5(17.5+18)

깃

깃 너비 4.9
고름

겉고름 57.5*2.5

깃 총길이 49.5 안고름 36*2.2

겉깃 길이 18(4.5+13.5)
동정

너비 탈락

안깃 길이 19.5(13.5+6) 시작점 -

특징 전체 도련 0.4㎝ 너비 선단(6겹) / 소매 도련 1.3㎝ 통솔 / 소매끝 2㎝ 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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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후손 녹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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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홑 소재 도류불수사

길

뒷길이 61

섶

겉섶 너비(上/下) 5.5 / 15

화장 56(51.5+4.5) 겉섶 길이(內/外) 49 / 42

뒤품 31 안섶 너비(上/下) 4.5 / 12

고대 11.5 안섶 길이(內/外) 49 / 38.2

소매

진동 14.2 옆선길이 -

소매 너비 13.3 거들지 너비 4.5

수구 9.7 뒷도련 너비 31.5

깃

깃 너비 4.7
고름

겉고름(너비) 1.8

깃 총길이 46.8 안고름(길이*너비) 29.1*2

겉깃 길이 17.5
동정

너비 1.8 

안깃 길이 18.3 시작점 겉깃2.3 / 안깃4.8

특징
어깨 바대 30.5×1.5㎝(중심을 이어붙임) / 소매 도련 1㎝너비 통솔 / 

전체 도련단 너비 0.4㎝(6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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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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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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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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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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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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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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第二十九回 學術 세미나 및 第三十回 出土服飾 特別展”

“전라북도 부안출토 파평윤씨 재령공파 어모장군 윤좌형과 부인 고부이씨의 묘 유물”

∙ 日  時：2011. 11. 11 ~2011. 11. 27

∙ 場  所：본 박물관 제4전시실

∙ 論題 및 演士

1) 파평윤씨 재령공파 선영의 유물 출토 상황과 가계

윤재환(파평윤씨 재령공파 어모장군 좌형의 12세손)

2) 부안 고부이씨(古阜李氏) 묘(墓) 출토 다라니[陀羅尼]에 대한 고찰

엄기표(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실장)

3) 고부이씨(古阜李氏)묘 출토 삽(翜)의 보존에 관한 과찰

채정민(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원)

4) 전북 부안 고부이씨(古阜李氏) 묘(墓) 출토 유물에 관한 연구

이명은(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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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호를 수령하였습니다.

  수 령 일：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성    명：  (인)

  보 낼 곳：단국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우) 448-701

  ＊다음 간행물을 보내드릴 때 명단작성의 근거가 되오니

꼭 수령증을 반송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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