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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lture on the Traditional Wedding of the West Gyeong Nam 

District.
The traditional wedding was characterized that the bridegroom visited his bride's house accompanied by his 

honored guests（上客）and the marriage ceremony was to be held in day time, and then the bridegroom became 

a son-in-law and stayed with the family for a few days.
The bridegroom returned to his home, leaving his bride behind. After a certain period, the bride came to her 

husband's home as a daughter-in-law.
The Traditional Wedding costumes of the bridegroom were Samo-Gwandae. The coat （outside uniform） was 

bhie Danryeong ornamented with two cranes figured Hyoong-Bae and Heuckgackdae.
In case Samo-Gwandae was not available, Dopo or Durumakie could be substituted and they put on shoes in 

this case.
A bridegroom put on Mokhwa on his feet and under the Samo, and he also put on Nambawie or Bokguen. 

He put on Dopo or Haeng-eui（行衣）or Durumaki under the blue Danryeong.
The bride put on Wons am and Chokduri or Hwagwan on her hair. In case Wons am was not available, Chima 

Jogori style or imitational Wonsam, which was roughly sewed with red cloth and blue cloth contained in the 

Honsuham （Box of wedding treasure）, could be substituted. She put on Hyang-guen to protect her body against 

the coldness and to hide her face.
Key words : traditional wedding（전통혼례）, traditional wedding costumes（전통혼례복）’ Samo-Gwandae（'사모 관 

대）、（행의）, Wonsam-Chokdurie（원삼족두리）, H沖g-guen（향건）.

나 한 번 씩 맞이해야 했던 四禮 （冠 • 婚 , 喪，祭）를 

I . 서 론 항상 엄숙하고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혼례는 三綱의 기본이며 萬福의 始原으로 여겼기 때 

유교를 숭상하였던 조선시대에는 일생동안 누구 문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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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 • 경기지방과 멀 

리 떨어져 있고, 지리산과 덕유산 등의 험준한 산악 

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타지역과의 교류가 적었 

던 관계로 비교적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 

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 지역에서 살아왔던 노인 

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듣고, 보고 또 실제로 경험하 

였던 전통혼례와 혼례풍속에 대하여 조사하고 정리 

하여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전통혼례문화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의 혼 

인시기가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우리 고유의 전 

통의식이 붕괴되어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 사회 전반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서구식 혼 

례를 치루는 경우도 있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전통혼 

례에 한정하였다.

경남지방의 혼례복에 관한 연구는 수 차례 있었 

으나。서부경남출신의 조사대상자 수가 많지 않았고 

사진자료 등의 제시가 중분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서부경남에 거주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귀중한 사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광범위한 지역을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 

은 6.25동란과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지리산 공비토 

벌작전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 때 

문에 자료들이 대부분 소실되고 분실되어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H.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은 서부경남지방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의 

령군）의 토착민으로서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전통혼례를 치루었던 65세 이상의 노인들 150명을 

선정하여 1차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가운데서 전통 

혼례 사진 보유자, 宗家의 노인 그리고 한복 바느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50명을 2차 조사 대상 

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집단면담과 개인면담 및 전화를 이용 

하였으며,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행정기관을 

통하여 인적자료를 수집한 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 

관, 종가집 등에서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안내자의 

도움으로 소수집단 면담이나 개인면담을 수시로 하 

였고, 필요시 전화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12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실시 

하였고, 전통혼례풍속 및 혼례복에 관한 다수의 공 

통된 증언은 증언자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은 조사 대상 

자들을 대표하여 인적사항을〈표 1＞과 같이 제시하 

고자 한다.

in. 서부경남지방의 전통혼례풍속

서 부경 남지 방의 전통혼례 는 신 랑이 신 랑보호자와 

함께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루고 사위의 자격으 

로 며칠간 머무르다가 신부는 남겨두고 신랑 혼자서 

귀가한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부는 며느리 

자격으로 신행（시집가는）하는 절차로 거행하였다.

1. 四柱（四星） 및 擇日（날받이, 涓吉）

중매쟁이를 통한 婚事가 이루어지면 총각집에서 

는 四星紙（簡紙를 5번 또는 7번 접어서 중앙 부분에 

총각의 生年 • 月 • 日 • 時를 적은 것）를 봉투에 넣고, 

앞면에는 四柱라 쓰고 "謹封”이라고 쓴 띠를 붙여서 

청홍색의 끈이 달린 청홍겹으로 된 보자기에 청색을 

겉으로 하여 싸서 보냈다. 四柱가 도착하면 대청이 

나 마루에 돗자리를 깐 다음 그 위에 床을 놓고 婚主 

인 처녀의 아버지가 정중하게 받아 놓았다.

四柱를 받은 처녀집에서는 婚姻날을 정하여（擇 日） 

총각집으로 보냈다. 擇日은 五行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총각 • 처녀의 生氣福德을 가려서 "살” 

을 피해서 하였다. 날받이（택일）가 오면 총각집에서 

는 날받이떡（인절미절편）을 만들어 衣制狀（衣樣）과 

함께 신부집으로 보냈다지.

1） •「한국 민속 종합 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1986.
• 고부자, "우리나라 혼례복의 민속학적 연구”, 「한국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1989.
• 김선회 외 2인, 부산 • 경남지방의 복식 풍속사 연구”, 「의류학 연구제 4호 （부산여대 의류학과）, 1991.
• 홍나영, "경남지방의 혼례복에 관한 민속조사”, 「인천대학교 논문집」, 제 18호, 1993.

2） 이영진（여, 65세）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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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료제보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출생 년도 혼인년도 혼례 장소 생존여부 비 고

김자비월 여 1903 1921
하동 

경남
O 〈그림 1＞의 신부

허두이 여 1913 1929 진주 O
순안안씨 종가며느리. 바느질경험.

원삼, 향건, 족두리착용

김태식 남 1914
1930 거창

O 김해김씨 종가, 유학자（유생）

정을근 여 1913 O 원삼, 족두리, 향건 착용

오둘이 여 1916 1931 산청 O 성산이씨 종가며느리. 원삼, 족두리, 향건 착용

최봉섭 남 1920
1938 산청

X
〈그림 2＞의 신랑, 신부

박하원 여 1921 O

박성 련 여 1919 1938 함양 O 〈그림 3＞의 신부

정희근 남 1920
1939 산청

X 〈그림 4＞의 신랑신부.

신랑은 당시 진주 고보학생권명현 여 1922 X

권두현 남 1920
1940 산청

O 안동권씨 종가, 유학자,〈그림 22＞행의보유

이필문 여 1920 O 바느질경험. 원삼, 족두리, 향건 착용

허순도 남 1919
1940 고성

O
족두리, 향건 보유

이진남 여 1920 O

이순이 여 1920 1940 산청 O 〈그림 5＞의 신부

전분도 여 1920 1940 사천 O 〈그림 6＞의 신부

정관영 남 1924
1940 하동

O
원삼대용품, 화관, 향건 착용

이위정 여 1923 O

심말남 여 1925 1942 산청 O 〈그림 7＞의 신부, 바느질 경험

박정순 여 1924 1944 하동 O 〈그림 8＞의 신부

김일생 여 1924 1943 산청 0 함안조씨 종가며느리. 원삼, 족두리, 향건 착용

김종근 여 1926 1947 거창 O 〈그림 9＞의 신부

박애 순 여 1925 1947 하동 O 〈그림 10＞의 신부

최순임 여 1929 1949 진주 0 〈그림 의 신부

강형 석 남 1927
1949 하동

O 고교교장역임,〈그림 12＞〈그림 24＞의 신랑 

신부정선화 여 1930 O

김현구 남 1930
1950 거창

0 〈그림 13＞의 신랑신부, 

유학자, 거창향교의 정교임정숙 여 1934 O

정춘자 여 1930 1950 하동 0 〈그림 14＞의 신부

한옥임 여 1935 1951 함양 O 〈그림 15＞의 신부

김정경 여 1931 1953 남해 0 〈그림 16＞의 신부

최영자 여 1936 1954 의령 O 〈그림 17＞의 신부

김양금 여 1934 1955 사천 0 〈그림 18＞의 신부

정봉희 여 1935 1957 남해 0 〈그림 19＞의 신부

이 봉례 여 1935 1957 진주 O 〈그림 20＞의 신부

김낙철 남 1930
1957 하동

O 유학자, 하동향교의 정교

본조사 안내. 원삼, 족두리, 향건 착용정영자 여 1934 O

조재건 남 1933
1952 산청

O 함안조씨 종가. 유학자

본조사 안내. 원삼, 족두리, 향건 착용이영진 여 1935 O

이철수 남 1945 1970 거창 O 향토 사학자•（그림 21＞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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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남 하동（1921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신부 : 치마, 저고리, 족두리,

〈그림 3> 경남 함양 （1938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신부 : 원삼, 화관

옷감을 손에 걸침.

〈그림 2> 경남 산청 （1938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차선 

신부 : 치마, 저고리

〈그림 4> 경남 산청 （1939년 혼인） 

신랑 : 도포, 갓, 가죽신 

신부 : 원삼, 족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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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남 산청 （1940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신부 : 혼수함에 들어있는 청 • 홍색의 옷감으로 원삼 

을 흉내냄. 향건, 족두리, 손찌

〈그림 7> 경남 산청 （1942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신부 : 혼수함에 들어있는 청 • 홍색의 옷감으로 원삼 

을 흉내냄. 족두리, 손찌

〈그림 6> 경남 사천 （1940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복건 

신부 : 원삼, 족두리

〈그림 8> 경남 하동 （1944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신부 : 원삼, 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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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남 거창 （1947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신부 : 원삼, 화관

〈그림 10> 경남 하동 （1947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신부 : 원삼, 화관

〈그림 11> 경남 진주 （1949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신부 : 원삼, 화관

〈그림 12> 경남 하동 （1949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신부 : 혼수함에 든 청색 옷감을 양어깨에서 앞뒤로 

걸쳐늘이고, 홍색 옷감을 허리에 묶음. 머리에 

는 검은 천으로 족두리를 흉내냄. 안에 양털을 

댄 향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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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경남 거창 （1950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복건 

신부 ； 원삼, 화관

〈그림 15> 경남 함양 （1951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신부 : 원삼, 족두리

<그림 14〉경남 하동 （1950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신부 : 원삼, 화관

〈그림 16> 경남 남해 （1952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신부 : 원삼, 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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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경남 의령 （1954년 혼인） 

신랑:사모관대 

신부 : 원삼, 족두리

〈그림 19> 경남 남해 （1957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신부 : 원삼, 화관

〈그림 18> 경남 사천 （1955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남바위 

신부 : 원삼, 화관

〈그림 20> 경남 진주 （1957년 혼인） 

신랑 : 사모관대, 복건 

신부 : 원삼, 족두리

-878 —



제 8 권 제 6 호 정 복 남 89

〈그림 21> 경남 거창 （재현） 

폐백이 끝난 다음 예단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한바퀴 돌며 춤추는 시어머니

2. 함（婚需函）

函은 혼인 전날 저녁에 신부집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혼인날 아침에 보낸 경우가 많 

았다. 函이 도착하면 대청이나 마루에 돗자리를 깔 

고 床을 놓고 （그 위에 냉수를 한 그릇 놓았다） 의관 

을 정제한 婚主나 친척 중 다복한 사람이 정중하게 

받아 床위에 얹은 다음 보자기를 풀어서 신부가 있 

는 방으로 들여보냈다. 이 때 붉은 팥 시루떡을 준비 

하여 시루째 대청에 놓아두기도 하였다勺

函에 는 婚書紙（婚需禮狀）와 物 目書 및 綵緞을 넣 

고 수누대나 싸릿대를 X모양으로 하여 생고치실을 

풀어서 칭칭 감아 제일 위에 얹었다. 생고치실을 감 

는 것은 부부가 금슬 좋게 백년해로 하도록 기원하 

는 뜻이었고, 신부의 어머니가 생고치실을 풀어서 

신부의 앞가슴에 넣어주었다*

婚書紙（婚需禮狀）는 신부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일부종사를 의미하였고, 일생동안 장농 속 제일 밑 

에 잘 간직하였다가 죽으면 관속에 넣고 갔다.

綵緞으로는 대부분 재단하지 않은 靑 • 紅色의 치 

마 한 감씩을 넣었고, 집안에 따라서 짝을 맞추지 않 

는다고 하여 靑치마 한 감 또는 저고리 한 감을 더 

넣기도 하였으나 이런 경우는 적었다. 또 紅치마감 

은 상불, 靑치마감은 중불이라고 하였는데. 상불 • 중 

불에 대한 용어의 근거는 알 수 없었다.

시대와 가정 형편에 따라서 函에 넣는 내용물노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부유한 가정에서는 화장품、 

은비녀, 은반지 등도 함께 보내기도 하였는데 은반 

지는 크고 무거워 손가락에는 낄 수가 없어 신행 때 

신부의 옷고름에 매달아 장식하기도 하였다.

3. 정 방

신랑이 자기집을 떠나 初行길에 올라 신부집 가 

까이에 이르면 신부쪽에서 안내자가 나와서 일행을 

맞아 신부집을 지나가지 않은 신부의 친척집에 머무 

르게 하였는데 이를 "정방에 든다”고 하였다 신부집 

에 크고 넓을 경우에는 직접 신부집으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

신랑이 정방에 들어 大禮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간단한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였고, 신부집에서는 

대례식장 준비와 신부단장을 하였다.

4. 大禧

전통혼례는 巳時 （오전 9시~오전 11시）에 거행하 

였는데 혼례홀기에 따라 奠雁禮, 交拜禮, 合沓禮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奠雁禮는 기러기를 두고서 신랑이 북쪽을 향해서 

두 번 절하는 예식인데, 기러기를 두고서 절하는 까 

닭은 기러기가 겨울철에는 南으로, 여름철에는 北으 

로 음 • 양을 따라 왕래하기 때문에 그 모양새를 취 

한 것이며（中原傳說）, 기러기가 두 번 짝을 짓지 아 

니하기에 그 본을 받기 위해서이다（程子說）* 이러한 

중국의 說과는 다르게 조선 전설에서는 기러기가 북 

으로 날아가 북쪽 하늘의 9개별（북두칠성과 자미성2 

별）에 소식을 전하는 소식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며, 奠雁이란 기러기를 두고서라는 뜻이며 절은

3） 김현구（남, 70세）.

4） 이진남3, 80세）외 다수
5） 상게서.

6） 申渥, 「家禮諺解」, 홍문각, 1984.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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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가 아닌 북쪽 하늘의 9별에 하는 것이다7）. 奠 

雁禮가 끝나면 나무기러기를 신부가 있는 방으로 

안고 가서 던져넣는데 이 때 기러기가 앉으면 첫아 

들을 낳고, 옆으로 눕게 되면 딸을 낳는다는 민속이 

있다.

交拜禮는 신랑 • 신부가 절을 주고받는 의식인데,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하면 신랑이 한 번 답하고 다시 

신부가 두 번 절하면 신랑이 한 번 답하였다.

合沓禮는 표주박을 반으로 나눈 술잔에 술을 채 

워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교환하여 마시는 의식인데, 

合쫄이란 두 개로 나누어진 표주박이 하나로 합친다 

는 뜻으로 婚姻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野. 

그러나 표주박 술잔 대신 일반 제례용 술잔을 사용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술잔을 교환할 때 신랑이 

보내는 잔은 상위로 보내고 신부가 보내는 잔은 상 

아래로 보내었는데 이것은 음양의 이치에 따른 것이 

었다.

5. 改服

大禮式이 끝나면 신랑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사모 

관대를 벗고 신부집에서 준비한 도포나 두루마기를 

갈아입었는데 이를 "개복한다”고 하였다. 이 때 장모 

가 신랑에게 참깨를 뿌려주고 등을 세 번 쓰다듬어 

내린 후 두루마기 끝자락을 가볍게 세 번 당겨주었 

다. 이러한 행위는 장모가 사위에게 정을 붙이기 위 

한 것이었고, 참깨를 뿌리는 것은 물 묻은 바가지에 

참깨가 달라붙듯이 또한 참깨처럼 고소하게 부부간 

의 금슬이 좋기를 기원하는 민속이었다气

6. 新 房（첫날밤）

신랑이 먼저 방에 들어가 돌아서서 기다리면 신 

부가 들어와 신랑과 등을 맞대고 앉았다. 신랑이 신 

부를 돌려 앉히는데 손을 사용하면 일생동안 살아가 

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손찌검을 하게 된다는 민속 

때문에 발을 사용하여 신부의 방석이나 무릎부분을 

슬쩍 밀어서 돌렸다.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와 향건 

을 벗겨주고 비녀를 뺀 다음 저고리의 옷고름을 풀 

어주었다. 불을 끄는데 있어서도 입김으로 끄면 福 

을 날려 보낸다고 해서 벼이삭이나 손, 차선, 이불자 

락 등을 사용하였다吐

7. 上客 및 신랑의 귀가

신랑의 보호자（上客）는 신부집에서 하루 정도 머 

물다가 귀가하는 것이 常禮였으나 2〜3일 머물 때도 

있었고, 3일 新行을 할 때는 婚姻당일 귀가하기도 하 

였다.

上客의 귀가시에 床需짐을 함께 보냈는데 이는 

신랑집 조상의 사당과 姻家식구들에게 인사할 음식, 

시부모의 침구（요, 이불）, 上客과 신랑의 옷 등이었 

다. 床需를 받은 신랑집에서는 床答 （函에 든 物目書 

에 적힌 물품과 음식 등）을 신부집으로 보냈다. 이러 

한 床需와 床答의 내용은 時代와 家勢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신랑의 귀가는 3일 신행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5 

일째나 7일째 되는 날 신부를 남겨두고 혼자서 하였 

다. 新房을 치른 후 3일째가 되는 날 점심을 먹은 다 

음 신부의 친척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신부집에 돌 

아오는 것을 引再行이라 하였다.

8. 新行（于鶴）

신부의 新行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하였는데 묵 

은 신행이라고 하여 일정기간（대부분 1년）동안 친 

정집에서 지내는 경우와 3日 新行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3H 新行은 아주 가난한 집이나 常人들이 하는 것 

이라면서 "3일 각시도 각시이던가?”라고 빗대어 말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부터는 전통을 

지키는 가문을 제외하고 3일 신행을 하는 가정이 점 

점 많아졌다.

묵은 新行은 신부가 친정집에 1년 정도 머무르면

7） 여증동, 「전통혼례」, 문음사, 1996. p.123.
북위9성은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하며, 신랑 • 신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삼 

았다.

8） 상게서. p.108.
9） 심말남（여, 75세）외 다수.

10） 이필문（여, 80세）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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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부수업을 받은 다음 신랑집에서 新行날짜를 받 

아 신부집으로 통보하면 친정집을 떠나 蜩家로 갔다. 

그러나 신부가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이라도 嫖家에 

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길 틔운다” 

고 하여 大禮를 마친 다음 곧바로 媒家에 가서 조상 

에 拜禮하고 폐백을 올리고 신랑의 일가 친척과 인 

사를 나눈 다음 다시 신부집으로 돌아와서 新房을 

차리고 일정기간 머물기도 하였다.

신부가 친정에 머무는 동안 신부집에서는 추석에 

는 절찬, 설에는 세찬이라고 하여 시부모의 옷과 신 

랑가족들의 버선 등을 음식과 함께 보냈으며, 시부 

모의 생일 때도 옷과 음식을 마련해서 보냈고 신랑 

집에서는 음식과 침선비를 답례로 보냈다.

신부는 친정을 떠나면서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들었다 놓는 행동을 하도록 하였고, 신부의 어머니 

는 자신의 치마폭을 벌려잡고 "나쁜 흉은 모두 내 치 

마에 담아두고 좋은 것만 갖고 가거라.”라고 하면서 

딸의 행복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신부가 타고가는 가마위에는 호랑이 그림이 그려 

진 덮개를 덮어씌웠고, 부유한 집에서는 虎皮를 얹 

기도 하였다'즈

신부일행이 螺家에 들어갈 때는 잡귀 （횡액과 부 

정）를 쫓기 위해 집앞에 짚불을 피워 a 위를 통과하 

도록 하였고 이 때 붉은 팥과 소금을 뿌리고 징을 두 

드렸다.

신부의 가마가 집안으로 들어올 때 눈이 마주치 

면 횡액（가마살）을 당한다고 하여 모두 돌아섰고, 시 

어머니는 신부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시집살이 

가 힘들어진다는 민속 때문에 부엌이나 집 뒤의 굴 

뚝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

신부의 가마가 마루 앞에 놓이면 신랑이 가마문 

을 열어주고 신부대반이 방으로 안내하여 떡국을 먹 

도록 하였다. 媼家 어른들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幣 

帛（見舅姑禮, 예단）은 신부가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 

을 차려놓고 하였는데 신부의 집안이 아무리 가난해 

도 이 음식만큼은 마련해 와야 하였다. 폐백 음식으 

로는 엿•밤•대추•곳감•유과•육포•청주 등으 

로 하였고, 엿은 시어머니의 입을 막기 위함이고, 닭 

은 긁고 후벼파는 습성 때문에 금기로 하였으며, 며 

느리의 절을 받으면 며느리의 치마에 밤을 던져주며 

첫아들을 낳으라고 하였다. 이 때 신부는 시부모와 

시가 식구들에게 예물로 옷이나 버선 등을 내놓기도 

하였는데 가정 형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폐백이 끝나면 시어머니는 예단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한 바퀴 돌면서 춤을 추었다 （그림 21）.

신부가 시집 온지 3일째 아침이 되면 3일 밥을 준 

비하기 위해 신부의 부엌 출입이 시작되는데, 친정 

에서 갖고 온 물 1병을 물항아리에 쏟아 두 집안의 

물을 섞은 다음 그 물로 밥을 짓고 친정에서 준비해 

온 반찬으로 嫄家식구들의 아침밥상을 차렸다.

IV. 서부경남지방의 전통혼례복

1. 신랑복식

서부경남 지방에서의 전통혼례시 신랑의 정장예 

복은 조선시대 백관의 차림이었던 사모관대차림（紗 

帽, 團領, 木靴, 帶, 遮扇）이었다. 그러나 사모관대를 

구하지 못하여 도포차림（그림 4）이나 두루마기차림 

（그림 24）으로 혼례를 치루기도 하였다.

1） 두 식（頭飾）

관복을 예복으로 입었을 때는 반드시 사모를 착 

용하였고, 도포를 입었을 때는 갓을 썼다 （그림 4）. 

추운 계절에는 사모 밑에 남바위를 착용하였고, 춥 

지 않았을 때는 복건을 쓰거나 （그림 6, 13, 20） 사모 

만 착용하였다（그림 1, 14, 17）. 원래 남바위와 휘항 

은 그 형태가 달라 구분되었으나 이 지역에서는 남 

바위를 휘 항이 라고도 불렀으며 주로 검은 양단을 겉 

으로 하고 토끼나 여우 모피 등을 안쪽에 덧대었다.

머리의 형태는 신식교육을 받은 사람은 하이칼라 

머리나 짧은 머리를 하였고, 한학을 공부한 유학자 

（선비）들은 상투머리를 하였다.

사모는 양쪽에 角（뿔）이 두 개 달려 있는데, 再婚 

의 경우 角（뿔）하나를 뽑았다고 한다. 그러나 격식을 

엄격히 따지는 유학자（선비） 집안을 제외하고는 이 

를 그대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3）.

11） 이영진（여, 65세）.

12） 이필문（여, 81세）씨의 경우는 虎皮를 가마위에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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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복

전통혼례때 신랑이 착용한 복식은 관복속에 중 

우 • 적삼, 바지 •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조끼 • 두루 

마기 • 도포를 입기도 하였고, 조끼 • 행의（行衣） 또 

는 조끼 • 두루마기 순서로 입는 경우도 있었다.

관복의 받침옷으로 입었던 도포는 吉服이라 하여 

생모시로 만든 청도포였다. 그러나 도포는 선비들에 

게나 가능한 옷이었고, 대부분 도포와 두루마기의 

혼합형인 행의를 관복의 받침옷으로 착용하였으며, 

행의를 입을 때는 도포와 두루마기를 입지 않았다.

행의는 명주나 모시 옥양목 등을 옷감으로 하여 

만들었는데, 옷의 모양을 보면 길은 무가 있고 트임 

이 없어 두루마기형태와 같고 소매는 도포와 같았는 

데〈그림 22> 이 소매를 방언으로 콩때기 소매라고 

불렀고, 현재에도 산청지방에서는 제례시 행의를 착 

용하는 가정이 있다.

두루마기는 도포의 받침옷으로 입었으나 도포나 

행의를 입지 않고 약식으로 관복의 받침옷으로도 입 

었고, 사모관대없이 모직물의 양복지로 만든 세루두 

루마기（그림 23）나 무명 또는 옥양목 두루마기를 혼 

례복으로도 착용하기도 하였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가는 무명을 겉으로 하고 명주를 안으로 하여 만들 

거나 노방주를 겉과 안으로 하여 만들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무명이나 옥양목으로 하였다. 일제 말기에는 

횐옷 착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검정색"）이나 밤색 

계통의 비단두루마기”）를 입기도 하였다.

바지와 저고리는 주로 명주를 옷감으로 사용하였 

으나 가난한 집은 무명 이나 옥양목을 사용하여 겨울 

철에는 솜옷, 그 외 계절에는 겹옷으로 만들었다.

중우 • 적삼은 무명이나 옥양목과 같은 면종류를 

옷감으로 하여 홑으로 만들었다.

조끼는 綠色이나 藍色, 玉色, 銀玉色 등의 푸른색 

계통의 양단 （겨울철）이나 숙고사 （여름철） 등으로 

만들었으며 1930년대 이후부터 입기 시작하였고”）,

〈그림 22> 행의（무명） 

몸판 : 두루마기 형태 

소매 : 도포 형태

도포를 입었을 때는 착용했던 예가 없었다. 버선은 

무명이나 옥양목, 광목 등으로 만든 솜버선이나 겹 

버선을 신었다.

신발은 대부분 목화를 신었고, 도포 착용시에는 

가죽신을 신었다. 두루마기 차림으로 혼례를 올리는 

경우에는 가죽신이나 짚신 또는 고무신을 형편에 따 

라 신었다.

혼례 때 입었던 신랑의 옷은 모두 신랑집에서 마 

련하였고 혼례가 끝난 후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집에 

서 준비한 도포나 두루마기로 바꾸어 입었다.

2. 신부복식

서부경남지 방에서의 전통혼례시 신부의 정장예복

13） 김낙철（남, 70세）, 김현구（남, 70세）

14） 권두현（남, 80세）.

15） 정관영（남, 76세）.

16） 허두이（여, 87세）씨의 증언에 의하면 1928년 친척의 혼사시 신부집（대구）에서 보낸 신랑옷 가운데 회색 법단 

으로 만든 조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보았으며, 그로부터 3~4년 뒤에 주변에서 입기 시작하 

였고, 1930년대 후반부터는 혼례시 대부분 조끼를 입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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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경남 산청 （1950년 혼인） 

신랑 : 세루두루마기 

신부 : 원삼, 화관

은 원삼 • 족두리 차림이 원칙이었으나 1930년대까 

지는 원삼을 구하여 입는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치마저고리 차림에 원삼을 흉내낸 복장으로 

혼례를 치루었다. 원삼 • 족두리는 신랑집에서 준비 

하여 혼수함과 함께 신부집으로 보내는 것이 常禮였 

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신부집에서 준비하기도 하였 

고, 원삼없이 족두리만 신랑집에서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인조견이 옷감으로 널리 사용되면서부터 마 

을에서 공동으로 혼례복 일습을 만들어두고 모두가 

쉽게 빌려 입을 수 있게 되었다.

1） 두 식（頭飾）

婚姻날 신랑일행이 신부집이나 신부의 친척집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면 즉시 신부의 머리단장을 시 

작하였다.

댕기는 직계가족 중에서 첫 아들을 얻은 가장 다 

복한 사람이 풀어 주었고, 귀밑머리도 신부단장시 

풀었으며, 쪽을 크게 하기 위해 다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비녀는 대부분 구리나 양은으로 만든 봉채를 꽂 

았고, 은비녀는 부유한 가정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귀 

한 것이었다.

낭자머리로 꾸미고 나서 족두리나 화관을 쓰는데 

원삼을 입지 못하였던 경우라도 족두리나 화관은 

있어야 신부의 차림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1940년대 

부터는 족두리도 화려해지기 시작하였고, 족두리보 

다 화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족두리나 화 

관이 없어서 검은색 비단으로 족두리 모양을 만들 

어 족두리 흉내를 내기도 하였고（그림 12）, 치마저고 

리 차림에 족두리 없이 혼례를 치루기도 하였다（그 

림 2）.

농촌에서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혼례를 치루었기 

때문에 신부의 보온과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향건이 

나 머릿보를 착용하였다.

향건은 검은색 또는 남색 공단이나 양단과 같은 

비단으로 만들었고, 안쪽에 양이나 토끼의 모피를 

덧대기도 하였는데“）（그림 12）, 낭자 부근에서 둘러 

쓰면 양쪽 볼을 감싸고 어깨를 덮었다（그림 5）.

머릿보는 향건이 없을 때 족두리 밑에 썼는데 검 

은색 갑사 2폭으로 만들었다. 향건과는 다르게 끈이 

없고 60cm 정도의 크기로 보자기 비슷하게 만들어 

머리 위에 둘러썼으며, 정수리 부분에 머리크기 정 

도의 둥근 금박을 찍었다国

연지와 곤지는 붉은 색의 헝겊이나 종이를 동그 

랗게 오려서 양 볼과 이마 중앙에 붙였고, 시부모가 

모두 생존할 때는 연지와 곤지를 모두 붙였으나 시 

아버지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혼이라고 하여 

곤지를 붙이지 않았다. 신부가 신행 후에 곧바로 곤 

지를 떼어서 신부방 출입문 위쪽 가운데 붙여두는 

민속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 

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몸과 마음가짐을 잘 하여야 

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교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 

었다.

17） 이진남（여, 80세） 소유, 향건은 73cmx34cm의 크기로서 남색 양단을 재료로 하여 만들었고 안쪽에 양털을 

덧대었다.

18） 허두이（여, 87세）, 심말남（여, 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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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복

신부가 혼례 때 예복으로 입었던 겉옷은 원삼이 

었다. 원래 원삼과 활옷의 형태는 다르나 대부분 원 

삼을 활옷이라고 호칭하였고, 綠色의 길에 색동소매 

를 달고 소매끝에는 횐색의 汗衫을 달았으며 허리에 

는 紅帶를 매었다. 원삼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치 

마•저고리 차림으로 혼례를 치루기도 하였으나 

（그림 1, 2）, 1930년대까지는 대부분 치마 저고리 위 

에 원삼의 대용품으로 원삼을 흉내내어 혼례를 치루 

었다고 한다 （그림 5, 7）.

원삼 대용품은 신랑일행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혼수함 속에 들어있는 청홍색 옷감을 

재료로 하여 홍치마감 2폭을 길로 하고, 청치마감은 

반으로 잘라서 양쪽 소매로 하여 길부분은 바느질을 

하지 않고 소매부위만 흘러내리지 않도록 듬성듬성 

하게 대충 바느질을 하였으며, 소매끝에는 횐색 종 

이（한지）로 한삼을 흉내내어 달았다. 그리고 나머지 

홍치마감 2폭은 허리에 띠처럼 묶었고, 혼례가 끝나 

면 이 옷감으로 신부가 신행때 （시집갈 때） 입는 옷 

을 만들었다切.

정선화씨의 경우처럼 청치마감을 양어깨에서 둘 

러내리고 홍치마감은 허리에 묶어 원삼을 흉내내기 

도 하였으며纳（그림 12）, 가난한 가정에서는 다른 사 

람이 입었던 치마 저고리를 빌려 입기도 하였고, 무 

명이나 옥양목을 물들여 만든 옷을 입고 혼례를 치 

루기도 하였다.

신부의 신행때는 계절에 관계없이 반드시 혼수함 

속에 들어있는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했고, 이 

들 치마감에 따르는 저고리감은 혼례가 끝난 뒤에 

신랑집에서 보내는 床答에 포함되어 있었다.

신부가 혼례때 입는 치마저고리는 원삼의 받침옷 

이고 신부가 일반예복으로 입는 옷이었다. 저고리는 

연두색의 반회장 저고리가 대부분이었으며, 민저고 

리나 삼회장 저고리를 입기도 하였으나 소수에 불과 

하였고, 회장의 색상은 자주색을 주로 하였는데, 금 

박을 찍은 반회장 저고리를 입기도 하였다 （그림 24）. 

겨울에는 솜저고리, 봄에는 겹저고리를 만들었는데 

겹저고리의 경우에는 옷깃이나 섶 끝에 솜을 조금 

물려서 만들었다. 이것은 솜이 깨끗하고 부풀어 오 

르는 것처럼 신부의 시집살이도 어려움 없이 행복하 

기를 기원하는 민속이었다.

치마저고리의 옷감으로는 명주, 양단, 모본단, 호 

박단, 법단, 계단, 갑사, 인조견 등으로 형편에 따라 

서 사용하였고, 치마는 홑으로 만들었다.

신부가 입었던 속옷으로는 上衣로 속적삼을 입었 

고, 속저고리를 입은 경우는 없었으며, 속적삼은 무 

명, 옥양목 등으로 하여 홑으로 만들었는데 저고리 

보다 깃을 좁게 하였다. 下衣로는 （속）속곳, 고장중 

우, 단속곳, 속치마 등을 입었다. （속）속곳은 속바지 

라고도 하였는데, 대부분 무명이나 삼베로 만들었고, 

흔하지는 않았으나 반주기）를 옷감으로 사용하기도

〈그림 24> 경남 하동 （1949년 혼인） 

관복을 벗은 （사진 12）의 신랑신부

19） 허두이（여, 87세）, 이필문（여, 80세）, 이순이（여, 80세）, 심말남（여, 75세）, 이영진（여, 65세）.

20） 정선화（여, 70세） 경우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혼례를 치룬다는 것은 천박하다고 하여 임기응변으로 꾸몄던 

것이었는데 원래 약속되어진 원삼 족두리가 운반자의 실수로 신랑집에서 오지 않아 원삼 대용품조차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21） 반주 : 무명실과 명주실을 씨줄과 날줄로 교차시켜 짠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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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끼 삼베 속곳은 들기름을 발라 손으로 두드려 

서 아주 부드럽게하여 입었는데, 허리（말）는 반드시 

무명으로 달았고29삼베 속곳을 입는 것은 삼베가 바 

람을 잘 통과시키 듯이 신부의 흉도 모두 빠져 나가 

시집살이가 어려움이나 걸림이 없이 시원하게 잘 되 

기를 바라는 민속에서 비롯되었다.

고장중우는 긴바지라고도 하였는데 겉은 명주, 

안은 무명으로 하였거나 겉과 안은 모두 무명으로 

하여 겨울철에는 솜바지나 누비바지를 만들었다.

단속곳은 단의라고도 하였으며, 명주나 비단으로 

만들어서 치마의 받침옷으로 입었고, 단속곳을 입었 

을 때는 속치마를 입지 않았다. 속치마는 횐색의 굵 

은 명주나 본견유똥 또는 인조견으로 만들었는데, 

대부분 단속곳보다 속치마를 입었다저）.

신부집에서 혼례준비를 하면서 신랑신부가 베고 

자는 원앙침과 신부가 입을 원삼의 대용품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하여 실, 바늘, 가위만 준비해 

두었다가 신랑 일행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는 즉 

시 완성을 하였다. 이 때 바느질하는 장소에는 멍석 

을 깔고 병풍을 둘러쳐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였 

고, 바느질하는 사람은 첫 아들을 낳은 福德을 두루 

갖춘 솜씨있는 사람이 선택 되 었다22 23 24 25）.

22） 허두이（여, 87세）.

23） 상게서

24） 이위정（여 77세）씨의 경우는 단속곳과 속치마를 함께 준비하였는데 혼례시에는 속치마를 입었다

25） 허두이（여, 87세）, 이필문（여, 80세）, 심말남（여, 75세）.

신행 때 신부의 옷차림은 원삼을 입지 않았으며, 

함 속에 든 옷감으로 만든 녹의홍상에 머리에는 족 

두리와 향건으로 단장하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하 

였으며 앞댕기와 손찌를 하였다.

V. 결 론

서 부경 남지 방의 전통혼례 는 신 랑이 신 랑보호자와 

함께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루고 사위의 자격으 

로 며칠간 머무르다가 신부는 남겨두고 신랑 혼자서 

귀가한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부는 며느리 

자격으로 신행（시집가는）하는 절차로 거행하였다.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서부경남지방에서의 

전통 혼례시에 신랑• 신부가 착용하였던 혼례복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혼례시 신랑 • 신부의 정장예복은 다른 지방에서 

와 마찬가지로 사모관대, 원삼, 족두리 차림이 원칙 

이었으나, 빈부귀천과 시대에 따라 착용하였던 옷의 

종류와 옷감 및 색상 등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신랑 

예복인 관복의 받침옷으로 도포와 두루마기를 합쳐 

서 만든 중간 형태의 옷인 행의와 신부예복으로 원 

삼이 준비되지 못하였을 때 혼수함속에 들어있는 

청 • 홍색 치마감으로 원삼을 흉내낸 원삼 대용품 및 

신부의 보온 및 얼굴 노출 부위를 감추기 위해 착용 

하였던 향건 등이 서부경남지방의 독특한 혼례 민속 

복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이 살아왔던 시대는 서양문물 

이 급속하게 유입되는 시기였고, 태평양전쟁과 8 - 

15해방, 6 • 25 동란 등이 있었던 격변기 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변화가 있었으나 지리적인 

조건과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영향은 비교적 적게 그리고 천천히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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