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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조(朝鮮朝)의 복식논의(服飾論議)는 일반인(一般人)들의 복식(服飾)보다는 궁중(宮

中)과 사대부(士大夫)의 복식(服飾)에 관심이 집중(集中)된다. 이것은 사회사적(社會史的)

인 측면(側面)에서 궁중(宮中)의 왕(王)․왕세자(王世子)․왕비(王妃) 등의 왕족(王族)을 

중심으로 문무(文武) 관료층(官僚層)이 사회(社會)의 주류(主流)를 형성하 으며 상(上)․

하신분(下身分)의 귀천(貴賤)이 뚜렷한 계급사회에서 신분(身分)에 따라 착용복식(着用服

飾)에 엄격한 차등(差等)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식(服飾)의 차등(差等)은 조선조(朝

鮮朝)를 일관해 왔으며 개화기(開化期)에 와서야 사회(社會)의 변동(變動)과 함께 재래의 

사고방식(思考方式)에서 탈피한 복식(服飾)의 변화(變化)가 일어난다. 즉 이 시대는 새로

운 사회조류(社會潮流)의 유입(流入)과 함께 실용성(實用性)에 중점(重點)을 둔 변개(變改)

가 일어난다. 이러한 일련의 복식변화(服飾變化)는 고종(高宗) 21年(1884) 閏 5月 25日 왕

(王)이 전교(傳敎)하여 조복(朝服)․제복(祭服)․상복(喪服)을 제외한 사복(私服)에 있어 

간편하게 하여 정식(定式)을 삼도록 한데서 비롯된다. 1) 이에 대하여 보수세력(保守勢力)

들은 크게 반발을 일으키고 복식(服飾)의 문장(文章), 위의(威儀), 고제(古制)의 존용(尊用) 

등을 고집한다. 2)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복식(服飾)에서 위의(威儀)와 고제(古制)만을 고

집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동년(同年) 6月 3日에 예조(禮曹)에서 ‘사복변제절목(私

服變制節目)’을 써들여 이를 시행케 한다. 3) 이와 같이 시세(時勢)에 따라 신하(臣下)의 

1) 〈朝鮮王朝實錄〉高宗 21年, 閏 5月 25日. 

2) 이에 대하여 同年 5月 27日 時任, 原任들이 聯箚를 올려 반대하고, 28日에는 예조판서 李寅命이 반대상소로 파

직되고, 28세 역시 사헌부․사간원에서 反對上疏를 올렸고, 29日에는 弘文館에서 반대 상소를 올렸으나 역시 파

직되었다. 이로 보아 고종의 복식개혁의지는 상당히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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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私服)․공복(公服)을 변개(變改)하고 고종(高宗) 32年(1895)에는 단발령(斷髮令)까지 

내려 전통적(傳統的)인 복식(服飾)이 와해(瓦解)되고 서구(西區) 복식(服飾)과의 이중구조

(二重構造)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時期)의 궁중복식(宮中服飾)에 대하여는 광무(光武) 원년(元年)(1897)에 

명제(明制)에 따라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이는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

만 황제(皇帝)의 칭호와 함께 중국(中國)과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려는 의도 던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개화기(開化期)의 복식(服飾)은 뿌리 깊은 전통론(傳統論)과 신문명(新文明)

의 대립(對立)이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硏究)가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본고(本考)에서는 동

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5)에 소장(所藏)된 친왕가(英親王家)의 복식(服飾)을 중심

(中心)으로 이 시대(時代)의 궁중복식(宮中服飾)의 일면(一面)을 살펴 보고자 한다. 6)

2. 왕복(王服)

   홍룡포(紅龍袍)

홍룡포(紅龍袍)는 왕(王)의 시무복(視務服)으로 세종(世宗) 26年(1444)에 익선관(翼善冠)

과 함께 중국(中國)에서 사여(賜與)받아 착용(着用)하기 시작(始作)하여 조선말기(朝鮮末

期)까지 사용한 포(袍)이다. 

동박(東博)에 소장(所藏)된 홍룡포(紅龍袍)는 친왕(英親王)이 결혼한 후 왕비(王妃)와 

함께 1922年 귀국(歸國)하여 순종(純宗)을 배알할 때 착용(着用)했던 것이며, 7) 만든 연대

는 그 이전으로 생각된다. 8) 색감․재질․형태 등이 원형(原形)대로 보존(保存)되어 있는 

이 유품(遺品)은 현전(現傳)하는 유일(唯一)한 홍룡포(紅龍袍)이며 국내(國內)에는 단지 순

종(純宗)이 착용(着用)했던 황룡포(黃龍袍)가 1점 있을 뿐이다. 

동박(東博)에 소장(所藏)된 홍룡포(紅龍袍)(T1457-9*, 그림 1)의 형태(形態)를 살펴보면 

때문과 같다. 

3) 〈朝鮮王朝實錄〉高宗 21年, 6月 3日

4) 〈增補文獻備考〉卷 79, 禮考 26 章服 1

5) 앞으로 東博이라 칭한다. 

6) 東博에는 우리나라 服飾의 수 점 保存되어 있다. 1963年 1次로 王妃의 翟衣 및 附屬品, 王의 紅龍袍 등을 調査

한 바 있으며 1984년 7월과 9月,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복식 전체를 조사할 수 있었다. 

7) 李方子;‘나의 履歷書 ⑫’(韓國日報, 1973年 9月 8日). 

8) 上揭書, ‘이날 내가 장식한 모든 물건들은 高宗皇帝와 嚴妃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하의 왕비가 될 사람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들이었다. ’

   * T1는 東京國立博物館 所藏 遺物 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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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홍룡포(紅龍袍) 전(前)〉

〈그림2. 홍룡포(紅龍袍) 후(後)〉

<그림1-1. 홍룡포전면제도(紅龍袍前面製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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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2. 홍룡포(紅龍袍) 측면제도(側面製圖)〉

 

〈그림2-1. 홍룡포(紅龍袍) 후면녹도(後面錄圖)〉

겉감의 재질(材質)은 홍색(紅色) 운보문사(雲寶紋紗)이며 안감은 남색(藍色) 운문사(雲紋

紗)이다. 깃은 둥 며 속깃은 진옥색 무문견(無紋絹)으로 되어 있고 소매는 직배래 가까운 

착수(窄袖)이다. 양옆의 무는 뒤로 접어서 윗쪽의 뾰족한 곳부터 뒷길에 고정시켰고 뒷길

은 트여있다. 고름은 겉고름 2매, 안고름 1매 모두 3매가 부착되어 있는데 겉고름은 홍색

(길이 83㎝, 폭 9.7㎝)과 남색(길이 73㎝, 폭 8.2㎝)고름을 같이 달았다. 

보(補)은 앞․뒤와 좌우 어깨 등 네 곳에 부착되어 있는데 24개(個)의 곡선문양(曲線紋

樣)으로 테를 하고 중앙에는 오조룡(五爪龍)이 정면(正面)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금사(金

絲)로 수놓았고 용(龍)의 주변에는 역시 운문(雲紋)을 금사(金絲)로 수 놓았다. 보(補)는 

조선초(朝鮮初)에는 금직(金織)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보(補)를 따로 부착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후대(後代)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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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룡포(紅龍袍)와 함께 착용(着用)했던 옥대(玉帶)(T1 457-20, 그림3)는 홍색(紅色) 운문

단(雲紋緞)으로 겉을 싸고 얇은 4각형 형(型)과 여지형(荔枝型) 옥판(玉板)을 장식했다. 전

체길이는 114㎝, 폭 4㎝이며 대(帶)의 겉면에 5조(條)의 금선(金線)이 있다. 정면(正面)의 

대구(帶鉤)는 길이 6.5㎝, 폭 4.3㎝의 옥판(玉板)에 용문양(龍紋樣)을 투조하 고, 측면에는 

방형(防型)의 옥장식(玉裝飾)과 여지형(荔枝型) 옥장식(玉裝飾), 금판(金板)으로 화형(花型)

을 조각하여 만든 장식(裝飾) 등이 부착되어 있다. 

〈그림 3. 옥대(玉帶)〉

또한 뒤에는 4각형의 무문(無紋) 옥장식(玉裝飾)이 다섯 개 부착되어 있다. 이와 함께 

착용(着用)하 던 익선관(翼善冠), 화(靴)는 현전(現傳)하지 않는다. 그림 4는 친왕(英親

王)이 1922年 귀국하여 홍룡포(紅龍袍)를 입고 찍은 기념사진이다. 

〈그림 4. 홍룡포(紅龍袍)를 착용(着用)한 친왕(英親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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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룡포(紅龍袍)도 국왕(國王)의 다른 복식(服飾)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친왕례(親王禮)에 

따라 황제(皇帝)보다는 한 단계 낮은 황태자(皇太子)의 복식(服飾)을 착용(着用)하 던 것

이 사실이다. 여기서 홍룡포(紅龍袍)의 역사적(歷史的) 변천과정(變遷過程)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한다. 

먼저 〈명사(明史)〉‘흥복지(興服志)’의 황태자(皇太子) 상복(常服)을 보면 ‘관(冠)은 오

사절각상건(烏紗折角上巾), 포(袍)는 적색(赤色)으로 반령착수(盤領窄袖)이다. 또 전후(前

後)와 양견(兩肩)에는 반룡(蟠龍)하나씩을 각각 직금(織金)하 다. 대(帶)는 옥대(玉帶)를, 

화(靴)는 녹피화(鹿皮靴)를 착용(着用)하 다’ 9)고 하 다. 이러한 홍룡포(紅龍袍)의 제도

(制度)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세종(世宗) 26年(1444)인데 이 때 들어온 

홍룡포(紅龍袍)의 제도(制度)를 보면

 

香皂皺紗翼善冠 一項 玉帶 一 袍服三襲 紵紗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 靑暗花褡□ 黑綠暗貼裏 

羅大紅織金袞龍袍 靑素褡□ 柳靑素貼裏 皂鹿皮靴 大紅熟絹冠盝 一個 大紅熟絹單袍袱 五個 殊紅漆

服匣 一個10)

향조추사익선관 일항 옥대 일 포복삼습 저사대홍직금곤룡암골타운포 청암화답□ 흑록암첩리 

나대홍직금곤룡포 청소답□ 유청소첩리 조록피화 대홍숙견관록 일개 대홍숙견단포복 오개 수홍칠

복갑 일개

등이다.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홍룡포(紅龍袍)는 용(龍)을 대홍색(大紅色)의 라(羅)에 

직금(織金)하 으며 답(褡)□, 첩리(貼裏)등을 함께 보낸 것을 보면 이들을 홍룡포(紅龍袍)

의 안에 착용(着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補)에 있어서 중국(中國)에서는 황제(皇

帝)․황태자(皇太子)․구별(區別)없이 오조룡(五爪龍)을 직금(織金)하 으며 단지 황색(黃

色)과 홍색(紅色)의 포색(袍色)으로 지위(地位)를 구별(區別)하 을 뿐이다. 조선조(朝鮮朝)

에서는 왕(王)은 홍색(紅色) 보통에 사조룡(四爪龍)을 직금(織金)하여 착용(着用)하 는데 

세종(世宗) 31年의 기록을 보면 

又曰 昔予服四爪龍衣 後聞中朝親王 服五爪龍 予亦服之以待天使 其後帝賜五爪龍服 今令世子 服

四爪龍 則於我無嫌廷法則 亦無妨焉 僉曰 允當 從之11)

우왈 석여복사조룡의 후문중조친왕 복오조룡 여역복지이대천사 기후제사오조룡복 금령세자 복

사조룡 칙어아무혐정법칙 역무방언 첨왈 윤당 종지

라하여 처음엔 사조룡의(四爪龍衣)를 착용(着用)하다가 오조룡의(五爪龍衣)로 바뀌었으

며 이에 따라 왕세자(王世子)도 사조룡의(四爪龍衣)를 착용(着用)하 다. 이는 명(明)에서 

신분에 따라 포색(袍色)에 차등(差等)을 둔데 반하여 조선조(朝鮮朝)에서는 보(補)의 문양

(紋樣)에까지 차등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세조(世祖) 2年(1456) 3月에 

논의(論議)된 사항 역시 왕세자(王世子)는 사조룡의(四爪龍衣)을 착용(着用)하도록 규정(規

定)하고 있다. 12)

홍룡포(紅龍袍)에 관한 사항들이 하나의 제도(制度)로서 완성(完成)된 것은 〈국조속오

9) 〈大明會典〉卷 60 禮部 18, 冠服 1

10) 〈朝鮮王朝實錄〉世宗 26年, 3月 丙子

11) 〈朝鮮王朝實錄〉 世宗 31年, 9月 己卯

12) 上揭書, 世祖 2年, 3月 庚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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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國朝續五禮儀), 1744年〉완성(完成)에서이다.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 수록

되어 있는 내용(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하(殿下)의 시사복(視事服)에 있어서 익선관(翼善冠)은 양 대각(大角)을 모라(毛羅)로 싸고 두 

소각(小角)은 뒤로 접어서 위로 향하게 한다. 곤룡포(袞龍袍)는 대홍단(大紅緞)으로 하되 여름은 대

홍사(大紅紗)를 쓰고 포(袍)의 앞뒤에 금(金)으로 한 오조룡(五爪龍)을 붙이며 보포(補袍)의 좌우

(左右)어깨도 같다. 옥대(玉帶)는 조옥(雕玉)으로 하되 대홍단(大紅緞)으로 싸고 금(金)으로 그리며 

화(靴)는 검은 녹피(鹿皮)로 하는데 여름에는 흑칠피(黑漆皮)로 한다(중략) 왕세자(王世子)가 서연

(書筵)에서 쓰는 익선관(翼善冠)은 전하(殿下)의 관(冠)과 같고 곤룡왕(袞龍王)는 흑단(黑緞)으로 

하며 여름에는 흑사(黑紗)를 쓴다. 제도(制度)는 전하(殿下)의 포(袍)와 같고 앞뒤에 금(金)으로 한 

사조원룡(四爪圓龍)을 붙인다. 좌우(左右) 어깨도 같다. 옥대(玉帶)는 조각하지 않은 옥(玉)으로 하

되 흑단(黑緞)으로 싸고 금(金)으로 그린다. 화(靴)는 전하(殿下)의 화(靴)와 같다. 13)

이상(以上)의 조선조(朝鮮朝) 조(英祖)때의 왕(王)․왕세자(王世子)의 익선관(翼善

冠)․홍룡포(紅龍袍)․대(帶)․화(靴)에 대한 규정(規定)이다. 여기서는 보(補)에 있어서 세

종대(世宗代)의 기록(記錄)과 같이 직금(織金)이 아니고 수(繡)를 놓아 부착하 다는 점, 

왕세자(王世子)의 포(袍)․대(帶) 등을 흑색(黑色)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규정은 조선조(朝鮮朝) 말기(末期)까지 지켜져 내려오다가 광무(光武) 원년(元

年)(1897)에 고종(高宗)이 황제(皇帝)로 등극하고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취하여 새롭게 

제정한 복제(服制)에 ‘황제(皇帝)의 포(袍)는 황색(黃色)으로 깃이 둥 고 〔곡령(曲領)〕

소매의 폭이 좁은데 앞뒤와 양어깨에 각각 금(金)으로 짠 반룡(盤龍)이 하나씩 있으며 대

(帶)는 옥(玉)을 쓰고 화(靴)는 가죽으로 한다’14)고 하 고 황태자(皇太子)의 상복(常服)에 

있어서도 ‘관(冠)은 조사절각향상건(鳥紗折角向上巾)이고 포(袍)는 적색(赤色)으로 깃이 둥

며 소매의 폭이 좁은데 앞뒤와 양어깨에 각각 금(金)으로 짠 반룡(盤龍) 하나가 있으며 

대(帶)는 옥(玉)을 쓰고 화(靴)는 가죽으로 한다’15)하여 새롭게 제정했다. 

13) 〈增補文獻備考〉卷 79, 章服 1

14) 上揭(書

15) 上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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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복(常  服)

   시대

        지 위   

        (地位)

구성(構成)

  세종(世宗)

  (왕조실록

  (王朝實錄))

조(英祖)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고종(高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왕(王) 왕(王) 왕세자(王世子) 황제(皇帝) 황태자(皇太子)

관(冠)

향조추사

(香皂皺紗)

익선관(翼善冠)

모라(毛羅)로 

싼다. 

왕(王)과 

동일(同一)

정전저후고조사

맹(頂前低後高烏

紗冒)

오사절각향상건(

烏紗折角向上巾)

포(袍) 홍색(紅色)
대홍단(大紅緞)

대홍사(大紅紗)

흑단(黑緞)

흑사(黑砂)

황색(黃色) 

반령착수(盤領窄

袖)

적색(赤色) 

반령착수(盤領窄

袖)

대(帶) 옥대(玉帶)

옥대(玉帶)(조옥

(雕玉), 

대홍단(大紅緞)

으로 싼다. 

옥대(玉帶)(조각

하지 않은 옥). 

흑단(黑緞)으로 

싼다. 

옥(玉)을 사용 옥(玉)을 사용

화(靴)
조록피혁

(皂鹿皮革)

조록피혁

(皂鹿皮革) 

흑칠피(黑漆皮)

왕(王)과 

동일(同一)
피(皮)를 사용 피(皮)를 사용

보(補) 사조룡(四爪龍) 오조룡(五爪龍) 사조룡(四爪龍)
금직반룡

(金織盤龍)

금직반룡

(金織盤龍)

이것은 결국 중국과의 군신관계(君臣關係)를 청산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관복(冠服)을 

제정한 것이었으며 앞 뒤 양어깨에 부착했던 보(補) 역시 구분(區分)을 두지 않고 오조룡

(五爪龍)으로 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홍룡포(紅龍袍)는 세종(世宗) 26年에 사여(賜與)받아 착용(着用)하기 시작

한 왕(王)과 왕세자(王世子)의 시사복(視事服)이었으며 익선관(翼善冠)․대(帶)․화(靴)와 

병용(竝用)하 다. 포(袍)의 색(色)과 보(補)의 문양(紋樣), 대(帶)의 장식(裝飾) 등(等)에 

차등(差等)을 두어 신분구별(身分區別)을 하 으며 광무(光武) 원년(元年)(1897)에 제정(制

定)한 복제(服制)에서 황제(皇帝)의 복색(服色)을 구비(具備)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박(東博)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홍룡포(紅龍袍)는 광무원년(光武元年)의 복제(服制)와 

동일(同一)하다. 이것으로 보아 1897年에 제정한 복제(服制)는 조선왕조(朝鮮王朝)의 마지

막 궁중(宮中) 전통복제(傳統服制) 으며 동박(東博)에 소장(所藏)된 홍룡포(紅龍袍) 역시 

에에 의해 만들어진 마지막 왕복(王服)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3. 왕비복(王妃服)

원삼(圓衫)

원삼(圓衫)은 궁중(宮中)에서 황후(皇后)․비(妃)․빈(嬪)․내명부(內命婦) 등이 착용(着

用)한 예복(禮服)이다. 

동박(東博)에는 원삼이 2점 소장되어 있는데 각기 홍색의 단(緞)과 사(紗)로 되어 있다. 

단(緞)으로 지은 원삼(圓衫)(T1 455-1, 그림 5)은 왕비(王妃)의 것으로 겉감은 홍색(紅色) 

운봉문단(雲鳳紋緞)으로 되어 있고 안감은 수자(壽字)․편복(蝙蝠) 표주박문이 직조(織組)

된 황색(黃色) 단(緞)인데 앞․뒷길의 속 가장자리에는 남색(藍色)의 단(段)을 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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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홍원삼(紅圓衫)〉

소매 끝에 황(黃)․남색(藍色)의 색동과 백색(白色)의 한삼(汗衫)의 달려있다. 한삼(汗

衫)은 목단문단(牧丹紋緞)이다. 양어깨의 앞 뒤, 소매의 하단(下段)에는 운봉문(雲鳳紋)이 

화려하게 금직(金織)되어 있고 앞뒷길의 하단(下段)에도 역시 같은 운봉문(雲鳳紋)이 금직

(金織)되어 있다. 운봉문(雲鳳紋)의 형태는 화염문(火焰紋)을 가운데에 두고 봉황(鳳凰)과 

7마리의 새끼봉이 유유히 날고 있으며 사이사이엔 운문(雲紋)이 가득하다. 

   〈그림 5-1. 홍원삼(紅圓衫) 전면제도(前面製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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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홍원삼(紅圓衫) 후면제도(後面製圖)〉

앞뒤와 양 어깨에는 지름 19㎝의 보(補)가 부착되어 있는데 보(補)의 문양(紋樣)은 오조

룡(五爪龍)이 정면(正面)을 향해 있고 주위에는 색사(色絲)로 수놓은 운문(雲紋)이 가득하

다.  

〈그림 6. 홍대(紅帶)〉

  〈그림 6-1. 홍대(紅帶)의 운봉문(雲鳳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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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紗)로 지은 원삼은 형태․문양은 위의 단(緞)으로 지은 것과 동일(同一)하나 기장과 

폭이 약간 작다. 

대(帶)(T1 545, 그림 6)는 홍색(紅色) 단(緞)에 운봉문(雲鳳紋)을 금박(金箔)하여 만들었

는데 길이 3m 54㎝, 폭 5.5㎝이다. 대(帶)의 중앙(中央)에서 25㎝되는 양쪽 위치에 길이 4

㎝, 폭 3㎝의 속끈이 좌우 1매(枚)씩 달려 있다. 이 끈은 대(帶)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여

미는데 사용했던 것 같다. 

원삼(圓衫)도 곤룡포(袞龍袍)와 같이 황후(皇后)는 황원삼(黃圓衫)을 왕비(王妃)는 홍원

삼(紅圓衫)을 착용(着用)하게 되었는데 황원삼(黃圓衫)은 황색단(黃色緞)에 운룡문(雲龍紋)

은 금직(金織)하 고 소매에는 다홍색과 남색의 색동과 백한삼을 달았다. 홍단(紅緞)으로 

된 대(帶)에는 운룡문(雲龍紋)을 금박(金箔)하 다. 16)

이밖에 비빈(妃嬪)은 자적원삼(紫赤圓衫), 공주(公主)․옹주(翁主)․반가부녀(班家婦女)

들은 초록원삼(草綠圓衫)을 입었으며 서민층(庶民層)에서는 혼례식(婚禮式)에 초록원삼(草

綠圓衫)을 입었다. 원삼(圓衫)에 관한 역사적(歷史的) 기록(記錄)을 살펴 보면 유계(兪

棨)(1607∼1664)의 〈가례원류(家禮源流), 1715년간(年刊)〉에는 ‘부인(婦人)의 대수(大袖)

가 원삼(圓衫)인데 속칭 장오자(長襖子)라고도 한다’17) 하 으며 이재(李縡)(1680∼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원삼(圓衫)은 곧 대의(大衣)인데 색견(色絹)이나 혹은 주(紬)

를 사용하여 만든다. 〈비요(備要)〉에 원삼은 가례의 대수(大袖)라 하 는데 시속(時俗)

에서는 원삼을 만들면 옷깃을 맞대도록 하며 뒤자락이 길고 앞자락을 짧게 한다. 또 소매 

끝에 채색 비단을 두어 층 대는데 이것을 연향수(燕香袖)라고 하는데 괴이하고 적당치 못

하다. 만일 연향수(燕香袖)를 제거하고 앞 뒤 자락의 길고 짧음이 없이 치마〔거(裾)〕와 

길이를 같게 한다면 곧 소매 있는 배자(背子)가 된다.’18)하여 소매가 넓으며 색동 한삼(연

향수(燕香袖))이 달려 있는 것, 맞깃, 앞자락이 뒷자락 보다 짧다는 것 등을 그 형태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다. 이는 원삼의 연원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당대(當代)의 원삼(圓衫) 

형태(形態)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병와집(甁窩集)〉에는 ‘동속(東俗)이 거두미(擧頭美) 초록원삼(草綠圓衫) 주리군

(珠履裙)으로써 내명부(內命婦)의 상복(上服)으로 하고 여모(女帽) 초록원삼(草綠圓衫) 주

리군(珠履裙)으로써 여상상복(女喪上服)으로 하고, 어여미(於汝美) 초록당의(草綠唐衣)로써 

외명부(外命婦)와 사녀진견(士女進見) 상복(上服)으로 삼았으며 거두미(擧頭美) 홍장삼(紅

長衫) 주리군(珠履裙)으로써 혼녀상복혼(昏女上服)으로 삼았고 개두(盖頭) 원삼(圓衫)으로 

신부 혼례시 유온(乳媼)의 상복(上服)으로 삼았다.’ 19)하여 원삼(圓衫)의 착용례(着用例)를 

밝히고 있다. 또한 〈국혼정례(國婚定例)〉에는 왕비(王妃) 가례시(嘉禮時)의 의대(衣襨)에 

‘대홍향직□배금원문로의(大紅鄕織□背金圓紋露衣)’20)라 하 는데 여기의 로의(露衣)가 원

삼(圓衫)의 형태와 같은 옷이라고 본다. 

이상과 같이 인식되었던 원삼(圓衫)은 여성(女性)의 예복(禮服)으로써 그 미적(美的) 가

치(價値)가 뛰어나며 동박(東博)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원삼(圓衫)만 보더라도 재질(材

質), 색상(色相), 문양(紋樣), 형태(形態)등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16) 崔玉子 ; ‘실물로 본 色彩와 紋의 고찰. ’ 논문집(首都女子師範大學, 1971). 이 문양은 尹皇后가 着用했던 황원삼

의 문양을 설명한 것이다. 

17) 兪棨 ; 〈家禮源流〉

18) 李縡 : 〈四禮便覽〉卷 3 喪禮 陳襲衣

19) 李衡祥 ; 〈甁窩集〉卷 5 答尹進士考彦

20) 〈國婚定例〉卷 1, 王妃嘉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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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당의(唐衣) 1〉

당의(唐衣)

당의(唐衣)는 궁중(宮中)에서 소례복(小禮服)으로 착용(着用)하고 일반부녀자(一般婦女

子)도 예복(禮服)으로 착용(着用)한 겉옷의 일종이다. 

동박(東博)에는 문단(紋緞)으로 지은 것 2점, 문사(紋紗)로 지은 것 1점 등 3점의 당의

(唐衣)가 소장(所藏)되어 있다. 그림 7(TⅠ456-1-1)은 문단(紋緞)으로 지은 당의(唐衣)로 

겉감은 연두색 단(緞)인데 양어깨 부분과 앞길 뒷길의 하단(下段)에는 운봉문(雲鳳紋)을 

나머지 여백에는 수복(壽福)의 문자문(文字紋)과 도류불수화문(桃榴佛手花紋)을 금직(金

織)하 다. 양 어깨 부분의 운봉문(雲鳳紋)은 봉(鳳)이 좌우의 소매끝을 향하여 날고 새끼 

봉(鳳)이 뒤따라 날고 있다. 그 사이사이에는 서운(瑞雲)이 가득하다. 안감은 홍색(紅色) 

유문단(有紋緞)이며 고름은 자주색 단(緞)이다. 소매끝에는 창호지를 넣어 만든 백색(白

色) 거들지가 달려 있다. 

 〈그림 7-1. 당의(唐衣) 전면제도(前面製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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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당의(唐衣) 후면제도(後面製圖)〉

〈그림 7-3. 당의(唐衣) 측면제도(側面製圖)〉

또 한 점의 당의(唐衣)(TⅠ456-2-1, 그림 8. 9)는 수복문(壽福紋)이 금박(金箔)된 당의

(唐衣)이다. 겉은 연두색(軟豆色) 석류문단(石榴紋緞)이며 수자(壽字)와 복자(福字)를 번갈

아 가며 정연하게 금박(金箔)하 다. 안은 홍색(紅色) 도류불수문(桃榴佛手紋) 단(緞)이고 

고름은 자주색 단(緞)이다. 

285



〈그림 8. 당의(唐衣) 2 전(前)〉

〈그림 9. 당의(唐衣) 2 후(後)〉

궁(宮)에서 당의(唐衣)를 착용(着用)하는 절차(節次)는 먼저 꽃자주색 끝동저고리를 입

고 그 위에 미색 삼회강 저고리를 입으며 다시 그 위에 당의(唐衣)를 덧입었다. (그림 10, 

11)

〈그림 10. 당의(唐衣) 착용순서(着用順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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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당의(唐衣) 착용순서(着用順序) 2〉

동박(東博)에 소장(所藏)된 당의(唐衣)는 모두 이와 같은 순서(順序)로 겹쳐 있어 주목

(注目)된다. 

당의(唐衣)의 착용시기(着用時期)와 형태, 착용신분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한다. 

〈한정당집(閑靜堂集)〉에 ‘장배자(長背子)를 인용하여 장수(長袖)를 만들되 양군(兩裙)는 

서로 가려지고 양액(兩腋)은 꿰매지 않는 것이 지금 장부(丈夫)의 장유(長襦)와 대략 동일

하되 그 보다 조금 짧다. 마땅히 단배자(短背子)가 되어야 하나 지금은 당의(唐衣)라고 한

다. ’21)하여 배자(背子)에 소매를 달고 앞섶이 가려지며 양겨드랑이를 터놓은 것으로 형태

를 설명하고 있다. 착용신분(着用身分)에 대하여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삼(衫)은 속

칭 당의(唐衣)라는 것인데 길이는 무릎에 닿고 소매가 좁은 여자의 평상복(平常服)이다’22)

하 고, 〈병와집(甁窩集)〉에는 ‘외명부(外命婦)와 사녀(士女)의 상복(上服)이다’23)하 으

며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양반 부녀들과 궁녀(宮女)의 예복(禮服)이다’24)하 다. 이

상의 기록들이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궁인(宮人)․ 반가부녀(班家婦女)들의 복식(服飾)

으로 보아야 하겠다. 착용시기(着用時期)는 〈광해군 일기(光海君 日記)〉에 ‘왕(王)이 분

부하기를 명부(命婦)의 모임에 입참(入參)하는 사람의 복식(服飾)은 평시는 마땅히 장삼수

식(長衫首飾)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만은 날짜가 긴박하여 형세가 만들기 곤란하므

로 임인년(壬寅年) 가레(嘉禮)때의 예(禮)에 따라 얇은 이엄(耳掩)과 당의(唐衣)를 착용(着

用)하고 참여하라’25)하여 명부(命婦)의 부녀(婦女)들이 가례시(嘉禮時) 착용(着用)했던 사

실을 알 수 있으며 17세기 초(初)에도 현재의 당의(唐衣)가 존재했음을 할 수 있다. 

스란치마

스란단을 붙여 만든 치마를 스란치마라하는데 한 층을 붙인 것은 소례복(小禮服), 두 층

을 붙인 것은 대례복(大禮服)으로 착용(着用)하 다. 스란단의 문양은 신분(身分)에 따라 

21) 宋文欽 ; 〈閒靜堂集〉卷七 雜著

22) 李縡 ; 〈四禮便覽〉卷 3 喪禮 陳襲衣

23) 李衡祥 ; 〈甁窩集〉

24) 李裕元 ; 〈林下筆記〉文獻指掌編

25) 〈朝鮮王朝實錄〉燕山君 10年 8月 辛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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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皇后)는 용문(龍紋), 왕비(王妃)는 봉황문(鳳凰紋), 빈(嬪)․공주(公主)․옹주(翁主)는 

화문(花紋)을 금박(金箔)하여 착용(着用)하 다. 

그림 12(TⅠ 455-5)는 봉황문(鳳凰紋) 스란단을 2층 댄 대란치마이다. 

〈그림 12. 스란치마〉

〈그림 13. 스란단의 봉황문(鳳凰紋)〉

겉감은 남색(藍色) 목단문(牧丹紋) 생고사(生庫紗)이며 네 폭 반이다. 안감은 무문(無紋) 

백색견(白色絹)을 사용하 고 8폭 반이다. 총길이는 140㎝로 길며 허리폭의 길이는 113㎝

이다. 하단(下段)의 스란단 너비는 19㎝이며 15㎝의 간격을 두고 다시 26㎝의 스란단을 대

었다. 스란단의 봉황문양(鳳凰紋樣)은 (그림 13) 봉황(鳳凰)이 화염문(火焰紋)을 사이에 두

고 마주보고 있다. 그림 14(TⅠ 456-8)는 자색(紫色) 대란(大襴)치마로 숙고사(熟庫紗)로 

지은 홑치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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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스란치마〉

  〈그림 14-1. 스란치마 제도(製圖)〉

〈그림 15. 스란단의 봉황문(鳳凰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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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스란치마의 안단(緞)〉

  

〈그림 17. 스란치마〉

 

〈그림 17-1. 스란치마 제도(製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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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란단의 문양은 운봉문(雲鳳紋)이고 (그림 15) 안에 남색(藍色) 단(段)을 대었으며 (그

림 16) 6폭이다. 

그림 17(TⅠ 455-3-2)은 화문(花紋)과 길상문(吉祥紋)을 금박한 스란치마이다. 감은 남

색(藍色) 화문금단(花紋錦緞)이며 위 스란단의 폭은 24㎝이고 부귀다남(富貴多男), 천도(天

桃), 불로초(不老草), 연꽃 등의 문양을 금박(金箔)하 다. 아래 스란단은 폭이 18㎝이며 

수복(壽福)과 매화문(梅花紋)을 가득히 금박(金箔)하 다. 총길이는 144㎝, 허리폭의 길이

는  100㎝이다. 이상 스란치마 세점을 살펴 보았는데 이밖에 4점의 스란치마가 더 소장되

어 있다. 

스란치마는 일반적으로 평상복(平常服)의 치마보다 한폭이 더 있어 넓으며 길이도 30㎝

정도가 땅에 끌릴 만큼 길다. 스란단의 나비는 대개 15∼25㎝정도 인데 대란 치마의 경우

는 상단의 스란단이 더 넓다. 착용시대(着用時代)는 연산군(燕山君) 10年(1504) 8月에 상

의원(尙衣院)에 명(命)하기를 ‘자색(紫色) 슬란(膝襴)과 남슬란(藍膝襴)을 대내(大內)에 드

리도록 하라’26)한 기록이 있어 16세기 초 이전부터 착용(着用)했음을 알 수 있다. 

화관(花冠)․족두리(簇頭里)

원삼(圓衫)이나 당의(唐衣)를 착용(着用)할 때의 수식(首飾)으로는 화관(花冠)․족두리

(簇頭里) 등이 있다. 

동박(東博)에는 봉화관(鳳花冠) 1점과 족두리(簇頭里) 1점이 소장(所藏)되어 있다. 봉화

관(鳳花冠)은 정면(正面), 측면(側面)에 운형장식(雲形裝飾)을 하 으며 상부(上部)에는 백

옥(白玉)으로 봉(鳳)의 형태를 조각하여 장식(裝飾)했다. 봉(鳳)의 머리 부분은 금속망(金

屬網)으로 장식(裝飾)하 고 양쪽 날개, 꼬리부분엔 진주 산호 등을 장식(裝飾)하 다. 상

부(上部)의 좌우에는 금지(金紙)로 봉(鳳)을 세 마리씩 오려 붙 다. 

족두리(T1 461-3, 그림 18)는 검정색 무문단(無紋緞) 여섯 폭을 이어 붙여 속에 솜을 

넣어서 만들었다. 

  

〈그림 18. 화관(花冠)〉

26) 〈光海君日記〉卷 29, 2年 5月(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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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족두리〉

측면(側面)에는 백옥(白玉)으로 수자(壽字)와 복자(福字)를 조각하여 붙 고 상부(上部)

에도 역시 백옥(白玉)으로 된 화형판(花形板)을 장식(裝飾)하고 산호와 진주를 이어 장식

했다. 

당혜(唐鞋)

궁중(宮中)에서 신던 당혜(唐鞋)(그림 20)가 두 점 보존(保存)되어 있다. 한 점은 홍색

(紅色) 목단문(牧丹紋) 금직(金織)으로 되어 있고 (TⅠ 456-16), 다른 한 점은 홍색(紅色) 

목단문(牧丹紋) 은직(銀織) 으로 되어있다(TⅠ456-15). 또한 이 두 점은 신코와 뒷축에 장

식(裝飾)한 문양(紋樣)의 색(色)이 다르다. 한점은 연두색(軟豆色) 태사문(太史紋)이며 다

른 한점은 청색(靑色) 태사문(太史紋)(그림 21)이다. 크기는 연두색(軟豆色) 태사문(太史

紋)의 당혜(唐鞋)가 길이 26㎝, 폭 7.8㎝(중간의 가장 넓은 곳), 높이 4㎝(뒷축)이다. 청색

(靑色) 태사문(太史紋)의 당혜(唐鞋) 역시 이와 비슷한 크기이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신

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당혜(唐鞋) 역시 금직(金織)으로 된 최고의 여성신발이었으며 

색감이나 형태가 전혀 변형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0. 당혜(唐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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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당혜(唐鞋) 측면〉

그림 22는 그림 8의 당의(唐衣)을 착용(着用)한 친왕비(英親王妃)의 사진이다. 

〈그림 22. 당의(唐衣)를 착용(着用)한 친왕비(英親王妃)〉

이상의 원삼(圓衫), 당의(唐衣), 스란치마 화관(花冠), 족두리(簇頭里), 당의(唐衣) 등은 

친왕비(英親王妃)가 착용(着用)했던 궁중(宮中) 왕비(王妃) 복식(服飾)으로 그 섬세한 직

조(織組)와 색조의 우아함, 뛰어난 바느질 솜씨 등은 훌륭한 복식(服飾) 예술(藝術)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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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왕손복(王孫服)

사□삼(四□衫)

사□삼(四□衫)은 동자(童子)가 관례(冠禮)때 착용(着用)하는 예복(禮服)이다. 동박(東博)

에 1점 소장(所藏)되어 있고, 또 다른 한점의 사□삼(四□衫)을 이방자여사(李方子女士)가 

보관 하고 있다. 동박(東博)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것은 친왕(英親王)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며 방자여사(方子女士)가 보관(保管)하고 있는 것은 친왕(英親王)이 어

렸을 때 (11세 경) 착용(着用)했던 것이라 한다. 

그림 23의 사□삼(四□衫)의 재질(材質)이 수자(壽字)․편복(蝙蝠)․표주박문이 직조(織

組)된 분홍색 생고사(生庫紗)이다. 

 〈그림 23. 사□삼(四□衫) 1 전(前)〉

   〈그림 24. 사□삼(四□衫)1 후(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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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사□삼(四□衫)전면제도(前面製圖)〉

〈그림 24-1. 사□삼(四□衫)후면제도(後面製圖)〉

깃․섶․도련․소매끝에는 흑색선(黑色襈)을 둘 으며 각 선(襈)에는 여러 가지 길상어

문(吉祥語文)을 금박(金箔)하 는데 소매의 선(襈)에는 ‘수부귀(壽富貴) 다남자(多男子)’를, 

뒷소매에는 ‘부여해(富如海) 수여산(壽如山)’을, 섶에는 ‘장의자손(長宜子孫) 수여금석(壽如

金石)’을, 앞길에는 ‘자구다복(自求多福) 언배명(永言配命)’을, 뒷길의 선(襈)에는 ‘자손창

성수복강녕(子孫昌盛壽福康寧)’을 금박(金箔)하 으며 각 자의 사이사이에는 원수문(圓

壽紋)을 금박(金箔)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자문(字紋)의 의미(意味)는 건강(健康)

하고 부귀(富貴)를 누리며 오래 살고 자손(子孫)의 번창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각 선(襈)의 모서리에는 편복문(蝙蝠紋)을 앞판에 10, 뒷판에 6개를 금박하여 강조(强調)

하고 있다. 깃은 곧으며 흰동정을 달았고 겨드랑이에서부터 길이 트여 있다. 여밈은 화형

(花形)의 화단추 1개로 여미도록 되어 있으며 실띠를 띤다. 착용(着用)할 때는 그림에서 

처럼 진록색 화문사(花紋紗)로 된 포(袍)위에 덧입었다. 

그림 25의 사□삼(四□衫)(TⅠ 458-1)은 그림 24의 사□삼(四□衫)의 형태는 거의 같으

나 깃이 둥 고 문양(紋樣)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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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사□삼(四□衫)2 전(前)〉

〈그림 26. 사□삼(四□衫)2 후(後)〉

겉감은 연두색(軟豆色) 목단문(牧丹紋) 모본단(模本緞)이며 깃․섶․도련․소매 끝에 금

박(金箔)한 흑색(黑色) 선(襈)을 대었다. 금박(金箔)한 문양(紋樣)은 앞 소매 끝에 ‘창송군

자지절(蒼松君子之節) 연죽열녀지정(緣竹烈女之情)’을, 뒷면 소매 끝에 ‘락락장송하운(落落

長松夏雲) 처처방초춘연(萋萋芳草春緣)’을 섶에는 ‘서일상운(瑞日祥雲) 화풍감우(和風甘雨)’

를 앞길에 ‘물아동춘(物我同春) 문심개수(門心皆水)’를 뒷길에는 ‘효처충신인의예지(孝悌忠

信仁義禮智)’를, 뒷단에 ‘충진사진(忠盡思進)’을 각기 금박(金箔)하 다. 이러한 문구(文句)

들은 앞의 사□삼(四□衫)에서는 개인적인 기원(祈願)을 담고 있는데 반하여 자연(自然)과

의 친화(親和), 혹은 도의적(道義的)인 뜻을 내포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안에 바쳐입는 포

(袍)는 홍색(紅色) 모본단(模本緞)으로 만들었으며 매화형(梅花形) 화(蜜花)단추 2개가 

부착되어 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사□삼(四□衫)의 연원(淵源)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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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재도회(三才圖會)〉에는 ‘사□삼(四□衫)은 서인(庶人)들이 입는 것으로 마주(馬周)

에서 시작(始作)된 옷’이라고 하 다.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황차복수비심의지비

불용가야(況此服殊非深衣之比不用可也)’27)라 하여 사규(四揆)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숙종때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사□삼(四□衫)은 결고삼(缺袴衫)과 같다고 

하 으며 남견(藍絹)이나 명주를 사용하여 만든다고 했다. 또한 깃을 맞대고 소매는 둥

게 하여 앞깃을 열어 놓고 뒤를 트고 비단으로 깃과 소매를 끌을 둘러 도련〔거(裾)〕양

쪽과 끝을 가지런히 하는데 동자(童子)의 상복(常服)이지만 중적막(中赤莫)의 종류와 같아 

대용할 만도 하다28)하여 사□삼(四□衫)의 형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관례(冠禮)때 사용하

는 옷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순조실록(純祖實錄)〉에 보면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하겠다. 순조(純祖) 19年 3月 정미조(丁未條)에 왕세자(王世子)의 관례시(冠禮時) 

복색(服色)을 논의(論議)한 적이 있는데 의정(領議政) 서용보(徐龍輔), 좌의정(左議政) 

김사목(金思穆), 우의정(右議政) 남공철(南公轍)등이〈주자가례(朱子家禮)〉를 인용하여 말

하기를 ‘중국(中國)에서는 관례(冠禮)할 자가 관례(冠禮)를 시행(施行)하기 위하여 방에서 

나올 때는 사□삼(四□衫)을 입고 나온다고 하 는데 이것은 평소(平素)의 편복(便服)이라 

하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편복(便服)으로 도포(道袍)를 착용(着用)하고 있으니 이를 착용

(着用)하는 것이 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도포(道袍)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29)고 

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사□삼(四□衫)은 중국(中國)에서 동자(童子)들이 편복(便服)으로 

착용(着用)하 으며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관례복(冠禮服)으로 정하기도 했으나 이

것이 정확히 준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적룡포(紫的龍袍)

자적룡포(紫的龍袍)는 조선시대(朝鮮時代) 초기(初期) 왕손(王孫)의 상복(常服)이다. 명

칭은 그 의색(衣色)이 자색(紫色)인데서 붙여진 것이다. 동박(東博)에는 자적룡포(紫的龍

袍) 1점(TⅠ 458-1, 그림 27. 28)이 소장(所藏)되어 있는데 왕손(王孫)에게 입히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 자적용포(紫的龍袍) 전(前)〉

27) 金長生 ; 〈家禮輯覽〉弟 3, 冠

28) 李縡 ; opcit. 卷 1, 冠禮 序立

29) 〈朝鮮王朝實錄〉純祖 19年, 3月 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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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자적용포(紫的龍袍) 후(後)〉

   

〈그림 29. 보(補)〉

겉감은 자색(紫色) 도류불수문단(桃榴佛手紋緞)이며 안은 홍색(紅色) 운문사(雲紋紗)이

다. 깃은 옥색(玉色) 단(緞)이며 앞․뒤․양어깨에 보(補)가 부착되어 있다. 보(補)(그림 

29)는 포(袍)와 같은 천에 오조룡문(五爪龍紋)을 금박(金箔)하 는데 보(補)의 지름은 1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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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1. 왕손용(王孫用) 보(補) 탁본〉

〈그림 27-1. 자적용포(紫的龍袍) 전면제도(前面製圖)〉

  

〈그림 27-2. 자적용포(紫的龍袍) 측면제도(側面製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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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금박(金箔)된 보(補)의 형태는 일본(日本) 문화복장학원(文化服裝學院)에 소장(所

藏)된 덕혜옹주(德惠翁主)의 옷으로 추측되는 당의(唐衣)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덕혜

옹주(德惠翁主)의 것이 상당히 도안화(圖案化)되어 있는데 반하여 왕손(王孫)의 보(補)는 

전통적인 용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옥대(玉帶)

청단(靑緞)으로 겉을 싸고 옥(玉)으로 장식(裝飾)한 옥대(玉帶)(TⅠ 458-11, 그림 30. 

31)가 1점 보존(保存)되어 있다. 

〈그림 30. 옥대(玉帶) 전(前)〉

 

〈그림 31. 옥대(玉帶) 후(後)〉

이것은 자적룡포(紫的龍袍)의 착용시(着用時) 띠기 위하여 만든 것 같다. 총길이 61㎝, 

폭 1.8㎝의 대(帶) 겉면에 5조(條)의 금선(金線)이 둘려있다. 정면에 대구(帶鉤)가 있고 측

면엔 좌우 세 개씩의 여지형(荔枝形) 옥장식(玉裝飾)이 부착되어 있고 뒷면엔 4각형의 옥

장식(玉裝飾)이 6개 부착되어 있다. 귀엽게 생긴 조그마한 대(帶)로서 유일한 왕손용(王孫

用) 대(帶)이다. 

태사혜(太史鞋)

왕손용(王孫用) 태사혜(太史鞋)(TⅠ 3503, 그림 32)가 1점 보존(保存)되어 있다. 겉은 녹

색 단(緞)으로 만들었으며 신코와 뒷축에 진보라색 천으로 줄무늬를 장식(裝飾)했다. 신의 

총길이는 20㎝이며 폭은 5㎝이다. 크기로 보아 5∼6세 용으로 보인다. 그림 33은 태사혜

(太史鞋)의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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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태사혜(太史鞋)〉

〈그림 33. 태사혜(太史鞋) 측면〉

복건(幞巾)․전복(戰服)․색동저고리

복건(幞巾)․전복(戰服)․색동저고리는 어린 아이의 돌옷이다. 

박물관(博物館)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복건(幞巾)(그림 34)은 흑색(黑色) 사(紗)로 만들

었는데 봉문(鳳紋)․편복문(蝙蝠紋)․화문(花紋)․수복(壽福)․강녕(康寧) 등 여러 가지 길

상문양(吉祥紋樣)이 금박(金箔)되어 있다. 

〈그림 34. 복건(幞巾)․전복(戰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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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전복제도(戰服製圖)〉

또한 복건(幞巾)의 정면에는 비취와 산호를 부착하 고 둘레의 단(段)에는 수자(壽字)와 

복자(福字)를 도안화하여 금박(金箔)하 다. 

전복(戰服)은 남색(藍色) 목단문단(牧丹紋緞)으로 만들었는데 깃, 섶 진동, 도련, 무의 

트여있는 부분 등에 여러 가지 길상어문(吉祥語紋)과 편복문(蝙蝠紋), 화문등(花紋等)을 

금박(金箔)하 다. 금박된 문양(紋樣)을 보면 깃에는 ‘분양지경(汾陽之慶) 동수백(同修百

福) 팽조지수(彭祖之壽)’ 등이 금박되어 있는데 분양지경(汾陽之慶)은 요(堯)임금이 분양

(汾陽)에 와서 선인(仙人)을 만나고 나서 황제(皇帝)의 자리를 물려주었다는 고사(故事)에

서 나온 말로 이와 같은 경사가 있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사용된 말이며 팽조(彭祖)는 요

(堯)의 신하로 은(殷)의 말년(末年)까지 700년을 살았다는 선인(仙人)인데 그와 같이 장수

(長壽)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사용된 문자(文字)이다. 진동에는 ‘장의자손(長宜子孫) 수여

금석(壽如金石)’이, 섶에는 ‘화풍감우(和風甘雨) 서일상운(瑞日祥雲)’이, 도련에는 ‘수복강녕

(壽福康寧) 자손창성(子孫昌盛)’이 금박(金箔)되어 있다. 여밈은 두 개의 화(蜜花) 단추

로 하 다. 

저고리는 연두색 화문단(花紋緞)으로 지었으며 소매는 색동이고 깃은 전복(戰服)과 같

은 남색(藍色) 단(緞)이다. 

마고자․풍차바지

마고자와 풍차바지(그림 35)가 각 1점 소장(所藏)되어 있다. 마고자는 연두색 화문단(花

紋緞)으로 만들었으며 소매는 색동이다. 마고자의 뒤허리에 (그림 36)는 세 개의 주머니가 

달린 돌띠가 부착되어 있다. 돌띠에는 ‘안락장춘(安樂長春) 길상여수(吉祥如壽)’가 금박(金

箔)되어 있고 빨강․노랑․연두 3색 주머니에는 십장생문(十長生紋)을 수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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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마고자, 풍차바지〉

풍차바지는 겉은 보라색 숙고사(熟庫紗)로, 안은 백색견(白色絹)으로 지었다. 좌우에 부

착되어 있는 대님은 남색(藍色) 숙고사(熟庫紗)이다. 

〈그림 36. 마고자, 풍차바지 후(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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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색동마고자 전면제도(全面製圖)〉

〈그림 36-1. 색동마고자 후면제도(後面製圖)〉

〈그림 36-2.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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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풍차바지 제도〉

5. 맺는말

이상으로 동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所藏)된 한국복식(韓國服飾)중에서 왕

복(王服)․왕비복(王妃服)․왕손복(王孫服)의 일부(一部)를 살펴보았다. 왕복(王服)은 친

왕(英親王)의 복식(服飾)이며 왕비복(王妃服)은 친왕비(英親王妃)의 복식(服飾)이고,  왕

손복(王孫服)은 친왕(英親王)이 어렸을 때 착용(着用)했던 것과 친왕(英親王)의 아들

을 위하여 친왕(英親王)의 생모(生母)인 엄비(嚴妃)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이러

한 복식(服飾)들은 국내(國內)의 복식유물(服飾遺物)이 그리 풍부하지 못한 현시점에서 궁

중복식(宮中服飾)의 일면(一面)을 보여 주는 유물(遺物)로서 가치를 지니며 조선조(朝鮮

朝) 500여年 동안 복식논의(服飾論議)가 거듭되어 오면서 정비된 마지막 유물(遺物)이라는 

점에서 복식사적(服飾史的) 의의(意儀)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왕복(王服), 왕비복(王妃服)

에 있어서는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고 국호(國號)를 개칭하고 복식(服飾)까지도 

새롭게 개혁하여 제정한 궁중복식(宮中服飾)이라는 데에도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들 복식(服飾)을 대할 때 마다 우리의 혼이 실올 하나하나에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러한 느낌은 비단 본인뿐만이 아니라 복식(服飾)을 연구(硏究)하는 사람이면 누

구나 공감(共感)하는 것일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유물(遺物)을 어떻게 하면 원형에 가

깝게 후손(後孫)에게 물려 주고 보존(保存)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행이 박물관(博物館)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복식(服飾)은 형태나 재질(才質)이 변형되지 않고 새로 지은 옷과 같

은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홍룡포(紅龍袍)나 홍원삼(紅圓衫)의 색상은 도저히 현대의 염

색기법으로도 만들어 낼 수 없는 독특한 홍색(紅色)으로 미적(美的)인 가치를 지니고 있

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그 보존(保存)․관리(管理)

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줄 안다. 

끝으로 자료조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박(東博)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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