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산업학회지 J. Kor. Soc. Cloth. Ind.
제8권 제3호, 2006 Vol. 8, No. 3, pp.275-285(2006)
＜연구논문＞

275

출토복식을 통해 본 임란전후 대전지역의 염습제도와 의생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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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ith these excavated clothes discussed above, the clothing style before and after the Chosun-Japan War from
1592 to 1597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hroud was a clothes newly made for funeral or usually worn by the
deceased. Shroud was mostly a unlined clothes whose adjustment was made in such way its left part was on top of its
right one. Yeomeui, a clothes used to wrap up the body of the deceased or fill between the body and the coffin, was usually
lined or quilted. Suryeeui was a suit sent by close relatives of the deceased or granted by the court. Mostly padded with
cotton or quilted, suryeeui was used only for yeomeui. 2) The term of ching was used to count units of po and suits of
trousers and jeogori during dressing the deceased for burial. If trousers and jeogori were not joined into a suit, they were
not counted as ching. 3) Aekjueumpo, bangryeongsangeui, three-forked trousers and haengjeon for women were all
clothes worn around the war. All these clothes were not worn after the war. 4) Several types of po which were discovered
in Daejeon included danryeong, simeui, nansam, jikryeong, cheolik, aekjuempo, changeui and jungchimak for men and jan-
geui for women. Often, jikryeong, cheolrik, aekjueumpo and bangryeongsangeui were used before the war and changeui
and jungchimak since then. 5) The git of jeogori had the style of mokpan git before the war, which was changed into that
of dangko git through making the rectangular ege of mokpan git rounded in the 17th century. And jeogori became entirely
small sized and the baerae line of sleeve became oblique. 6) In funeral rites of Daejon, simeui and nansam both of which
were symbols of Confucian scholars, instead of official uniforms, were used as funeral garments. This suggests that
funeral rites of Daejeon considerably reflected academic traditions of the Giho school meaning groups of scholars rep-
resenting the region.

Key words : daejeon, excavated clothes, shrouding practices, clothing style 

1. 서 언

대전은 백제시대의 정신문화를 원류로 하는 충청도지역의 문

화를 대표하는 지역이다. 지금까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

식문화의 연구는 주로 고고학적 유물조사와 문헌기록을 통하여

전통복식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권태원, 1972;

김현, 1974; 김동욱, 1985; 고부자, 1998; 권영숙·이주영,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대전 지역에서 출토된 출토복식

을 실증적 자료로 삼고,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임란전후 대전지

역의 염습제도와 의생활 양식을 고찰하는데 있다. 

물론 출토복식 자료는 시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유물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이를 통해 당시의 보편적인

의생활 양식을 개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복식

의 형태와 구성법, 그리고 출토과정에서 밝혀지는 염습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고찰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임란전후 대전지역을 포함하는 충청도 지역의 전통복식

문화의 일면을 살펴보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연구의 대상은 최근 대전지역에서 출토되어 부산대학교 한

국전통복식연구소에서 보존처리하여 보고서를 내거나(권영숙,

2000; 권영숙·백영미, 2001), 현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총

6건의 출토복식 유물이다. 다만, 출토복식 6건 중에서 송문창의

복식유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 옷이므로 남자 복식에 대해

서는 문헌자료에 나타난 복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문헌자

료로는 당시 이 지역의 노론의 領首로서, 기호학파 학자의 중

심이었던 우암 송시열선생의 장례절차와 염습제도를 다룬 「草

山日記(1687)」와 신의경이 쓴「喪禮備要(1621)」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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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초산일기」는송시열의 장례과정을 문인인 민진

강이 일지형식으로 기록한 글로, 초종부터 장지인 수원에 모시

기까지 당시의 상례풍속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

다. 

한편, 대전지역의 염습제도를 고찰하기 위하여 임란전후와

거의 동시대 유물로서 출토과정과 염습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안동시 정상동에서 출토된 이응태묘의 출토복식을 참고하

였다(이은주, 2000). 

2. 출토복식 내역

2.1. 출토복식 개관

임란전후 대전지역에서 출토된 복식유물의 내역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복식유물 외에 대전지역에서 출토된 복식유물로는

가정동에서 출토된 송씨 의류 5점이 있는데, 갈마동 출토유물

과 비슷한 형태의 저고리와 치마 몇 점이 있다(고부자, 1998).

대전지역의 출토복식유물은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복식문화

의 변환기였던 임란전후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고 있고, 묘주의

신분이 중류층과 상류층이 포괄되어 있다. 따라서 출토과정을

통하여 임란전후 대전지역의 염습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임란전후 대전지역의 의복

특성 및 변천과정을 개괄할 수 있는 실증자료라고 할 수 있다. 

2.2. 묘주 및 출토 경위

송문창과 부인 파평윤씨 : 묘주 송문창(1554-1594)과 그의

부인 파평윤씨(1558-1589)의 복식유물은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학당산에 있는 은진송씨가의 분묘 이장 시에 수거된 것이다. 은

진송씨가는 당시 대전지역 정치세력의 중심이었다. 

송문창은 조선중기 명신인 동춘당(同春堂) 송준길의 당숙이

다. 그는 1582년(선조15년)에 사마양시(司馬兩試)에 합격하여

진사의 벼슬을 얻었으며, 자는 봉문(奉文)이고 호는 춘애(春厓)

이다. 

부인 파평윤씨의 묘는 남편 송문창의 묘와 동원이광(同原異

壙) 형식의 합장묘였다. 출토유물들은 현장으로부터의 신고가

늦었던 관계로 분묘이장 후 그 자리에 파묻어 둔 옷들을 한

달쯤 경과된 후에 다시 파서 수거한 것이므로 정확한 착장 형

태와 의복의 수 등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던 동춘당 송준길의 묘가 이장된 후, 비

워있는 묘를 둘러보았을 때 이장 후에 남겨져 있던 엉켜 붙은

직물편들은 색과 문양이 화려한 비단들이었다. 직물류는 관을

채웠던 산의류라고 생각되며, 겹겹으로 층을 이루어 상당한 두

께로 묻혀 있었다. 당시 양반가의 화려한 의생활 모습과 장례

풍속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다양한 형태의 의복이 출

토되었으나 그 상태는 양호하지 못하였다. 

한산이씨와 충주박씨 : 진주강씨 강절(1542-?)의 부인이었던

한산이씨와 충주박씨의 복식유물은 대전시 대덕구 용호동의 상

수도 사업본부에 있는 석봉 취수장부지 내에서 출토된 것이다.

Table 1. 대전지역 출토복식 내역

묘주 생몰년대 직위 포류 상의류 하의류 기타 출토年 출토지

송문창 1554-1594

16세기후반

 진사 철릭5, 단령3,

직령2,액주음포1

방령상의1

저고리1

속곳1, 바지1,

치마1 1995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송문창의 

부인

파평윤씨

1558-1589

16세기후반

 진사부인 모시홑장의1

명주솜누비장의1

마직솜장의1

삼베속곳1

무명속곳1

삼베홑치마1

솜치마2

" "

강절의

부인

한산이씨

강절(1542-?)

16세기후반 

 목사부인 무명솜장의2

모시홑장의1

삼베홑장의1

포2 (장의추정)

무명홑저고리1

삼베홑저고리1

모시홑저고리1

무명겹저고리1

삼베홑속곳1

무명홑속곳2

무명솜바지1

무명누비바지1

모시홑치마2

명주솜치마1

버선2 1998

대전시

대덕구 

용호동

강절의 

부인

충주박씨

16세기후반  목사부인 솜장의1 무명겹속저고리1

무명솜저고리1

무명홑속곳2

무명솜바지1

무명솜치마1

버선1

솜토시1
" "

무연고

여자묘

17세기전후

추정

 ? 솜장의1 무명솜저고리3

무명홑저고리2

무명겹치마1

무명누비바지1

무명솜바지1

삼베홑바지1

무명홑바지3

버선1 1998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무연고

여자묘

17세기전후

추정

 ? 명주누비저고리1

명주솜저고리1

명주겹저고리1

명주겹속곳1

도포끈1 1981

대전시

중구 

갈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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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물들은 현장에서 인부들에 의해 수거된 후 3일이 경과된

후 대전시 한밭도서관으로 이관된 것을 가져왔으므로 출토과정

을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수거 당시 현장에서 출토과정을

지켜보았던 관련 학예관의 출토상황을 담은 사진 기록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인계된 유물들을 한 겹씩 해체하는 과정에서 습

의와 산의를 구별할 수 있었고, 염습 절차를 다소 확인할 수

있었다. 

묘의 피장자는 진주강씨 강절과 그의 배위 한산이씨, 그리고

재취인 충주박씨이다. 한산이씨는 강절과 같은 봉분에 곽을 달

리하였고, 충주박씨는 강절의 묘 뒤에 묻혀 있었다. 

노은동 출토 무연고 여자묘 : 노은동 무연고 여자묘의 복식

유물은 2002년 월드컵축구 대전경기장의 신축부지인 대전시 유

성구 노은동에서 출토된 것이다. 유물 수거는 현장 사정으로 인

하여 출토일로부터 3일이 경과된 1998년 11월에 이루어졌다.

관을 해체시켜 옷을 수습하는 전 과정을 기록으로 보존하면서

수거작업을 하였고 염습상태를 거의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었

다. 견으로 추정되는 영정이 거의 삭아서 남아 있지 않았으므

로 死者의 성과 백중은 알 수 없었다. 염습의 상태가 극히 간

소하고 유물이 대부분 면과 겉을 명주로 댄 솜옷으로 되어 있

었으므로 검소한 서민층 상례풍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물은

치수 및 형태로 보아 17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갈마동 출토 무연고 여자묘 : 갈마동 무연고 여자묘의 복식

유물은 현재 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1981년 대전시 중

구 갈마동의 산을 토지구획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출토 당시의 상황과 출토복식의 면모를 잘 알 수는 없었다. 필

자가 고찰한 유물은 여자저고리 4점과 속곳 1점, 그리고 조아

1점이다. 저고리는 치수나 형태 특성상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

면서 당코깃이 나타나고 소매형태가 곡선화되기 시작하는 17

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저고리의 구성양식과 재질 등으

로 미루어 볼 때 상류층 복식의 가능성도 높다. 

3. 출토복식을 통해 본 염습제도

3.1.염습(殮襲)과 염습의(殮襲衣)의 개념

사람이 죽으면 우선 손과 발을 비롯하여 사자의 몸을 제자

리에 잘 거둔 다음 사자가 입고 있던 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

가 사자의 죽음을 알리는 고복(皐復)을 행한 다음, 염습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염습은 사자의 몸을 향물로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습의

과정과 시신을 관에 잘 안착시키기 위해 보공의로 싸서 네모반

듯하게 묶어 주는 염의 과정으로 나뉜다. 염의 과정은 다시 시

일에 따라 소렴과정과 대렴과정으로 나뉜다. 염하고 빈하는 날

짜와 수는 그 지위에 따라 정해지는데,「國朝五禮儀」에의하

면 대부(大夫)와 사서인(私庶人)의 상은 죽은 날에 습하고, 다음

날 소렴하며 삼일만에 대렴하고 사일에 성복을 한다고 하였고

(「국제오례의」 권8), 「초산일기」의 기록 또한 이와 같았다(국역

「송자대전」,  1988).  

염습의란 염습과정에 사용되는 복식류를 말하는데, 습의, 소

렴의, 대렴의로 구분된다. 습의는 사자 본인의 옷으로 새로 만

들거나 평소에 본인이 입었던 옷을 사용하며, 염의는 사자 본

인의 옷과 가족과 친지들이 보내온 옷, 즉 수례의( 禮衣)(親

子 , 庶兄弟 , 朋友 , 君使人 ) 등을 사용한다(이은주,

1999). 따라서 염의는 그 전부가 사자의 것은 아니다.「초산일

기」에 의하면 송시열의 염의에 사용된 수례의의 수는 소렴의

17점 중에 7점, 대렴의 13점 중에 5점이었다(Table 3). 

염의는 시신에게 입히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시신을 감

싸거나 관 속의 목과 다리 쪽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보공

의로 사용된 것이므로 상도의(上倒衣), 하도의(下倒衣), 산의(散

衣), 첩의(疊衣) 등으로 표현된다. 부피가 큰 솜옷이나 누비옷

이 많으며, 출토 당시 옷의 상태도 반듯하게 잘 접어진 상태인

것이 보통이고, 종종 반으로 찢어서 넣어진 경우도 있다. 한산

이씨 출토복식의 경우에도 반파된 옷의 산의가 많이 보였다. 

3.2. 염습절차와 염습의

「초산일기」를 통해 송시열의 염습 절차와 제도, 염습의의

내역 등을 정리하면 Table 2, 3과 같다(국역「송자대전」, 1988).

「초산일기」의 기록내용과 염습절차를 상세하게 알 수 있었던

노은동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임란전후 대전지역의 염습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종을 위한 준비 : 초종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사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숨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새 솜과 시신을 덮

어서 대렴에 사용할 솜이불, 그리고 사자가 저승에 입고 갈 상

복(上服)을 미리 준비해 둔다. 상복은 사(士) 이상은 공복(公服)

이나 심의를 쓰고, 서인은 역시 심의를 쓰나 심의가 없을 경우

직령의를 쓴다. 부인의 경우에는 상층계급은 대수(圓衫)를 쓰며,

일반적으로 장옷을 많이 사용하지만(국역「사계전서」, 2001), 조

선 초의 유물에서는 단령깃 형태의 포도 출토되고 있다(이은주,

1999; 이은주, 2000). 

대전지역의 출토복식에서는 여자의 경우 상복은 모두 장의

를 입고 있었으며, 남자의 경우 출토복식에서는 상복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초산일기」에  송시열은 임종 전에 직령의를 입

고 사약을 받았으며, 습의에 심의를 상복으로 사용하였고 소렴

시에는 야복(심의제)을, 대렴시에는 난삼을 상복으로 사용하였

다(국역「송자대전」, 1988). 

습하기 : 습은 사자를 향물 혹은 쑥물로 깨끗이 목욕시키고

손톱, 발톱을 깎고 빗질을 한 후 사자의 입속에 쌀과 조가비를

물리는 반함(飯含)을 행하고, 사자에게 일체의 의복을 개착시키

는 의식절차이다. 

송시열의 경우 향탕으로 시신을 목욕시킨 후 5벌의 습의를

갖추었다. 제일 안쪽에 흰 명주속저고리에 속바지를 입히고, 그

위에 흰 명주 적삼에 흰 명주 홑바지를 입혔으며, 그 위에 초

록 겹창의와 옥색 누비 중치막을 입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복(上服)으로 심의를 입혔다(국역「송자대전」, 1988).

대개 바지와 저고리의 벌 수에 관계없이 소매통과 바지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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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미리 끼워 준비한다. 옷을 입히는 순서는 제일 아래에

대대를 가로로 놓고, 그 위에 포류를 순서대로 소매통을 한 번

에 끼워서 대대 위에 펼쳐놓은 다음, 시신에게 바지와 저고리

를 입힌 후 펼쳐둔 포로 감싸 대대로 묶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은동에서 출토된 여자 미이라의 습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홑으로 된 무명 속속곳과 그 위 솜으로 된 속곳을 한 번

에 끼워서 입힌 후 바지부리를 끈으로 묶어준 뒤 버선을 신긴

다. 입고 있는 바지는 모두 폐고식의 속곳형태이고 착장시 길

이 차이는 약 5 cm이다. ② 그 위에 치마 한 벌을 입힌다. ③

그 위에 저고리 네 벌을 한 번에 끼워서 입힌다. ④ 무명으로

된 겹치마 두 벌을 한 번에 입힌다. 치마의 길이 차이는 약 5

cm이다. ⑤ 제일 위에 입는 저고리와 장의를 한 번에 끼워서

입힌다. 옷의 여밈방향은 모두 우임인데, 이는 「상례비요」를

비롯한「사례편람」, 「증보사례편람」, 「사례의절」과  같은 여

러 문헌에 기록된 우측 여밈과 일치한다(송미경, 1989)

소렴하기 : 소렴은 습한 시신을 옷과 이불로 감싸는 의식절

차이다. 

먼저 횡교(橫交) 3개를 가로로 펼쳐 놓고 그 위에 횡교(縱交)

1개를 시신의 머리와 다리 쪽으로 길게 펴둔다. 소렴용 이불을

사선방향으로 깐 후에 습한 시신을 그 위에 올려 두고 시신의

어깨와 다리부위의 공간을 본인의 옷과 수례의로 채워 넣은 뒤

이불로 시신을 싸서 교포 끈으로 묶어서 소렴을 행한다. 

소렴에 사용한 옷의 벌 수는 송시열의 경우 12벌(칭)로 기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포 9점, 바지저고리 3벌이며, 여기에 저

고리 2점이 더 들어 있는데 그 중 수례의는 7점이다. Table 3

에 의하면 염의에 사용된 칭의 수는 포의 수와 바지저고리 한

벌을 기준으로 정함을 알 수 있다. 즉, 한 벌이 되지 않는 상·

하의의 옷들은 칭의 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상

례비요」 사상례에 제시된 소렴시 칭의 수는 19칭을 쓰도록 되

어 있으나(송미경, 1989), 송시열의 경우는 12칭에 불과하므로

상례를 약식으로 치룬 것 같다. 소렴으로 사용된 17점의 의복

중에 8점이 서울에서 내려오거나 친지들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들은 주로 솜옷으로 된 창의와 중치막이었다. 주로 산의로 사

용된 것이며「상례비요」에의하면 산의는 도포나 장의라고 불

리는 잡옷이라 되어 있다. 上衣로는 단령이나 직령을 사용한다

고 하는데(국역「사계전서」, 2001), 송시열의 경우는 야복(심의)

으로 하였다. 야복은 조선시대 주자학도들 사이에서 많이 입었

던 심의를 말하며, 심의는 수의로써 죽은 자를 보내는 데 입히

는 옷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노은동 출토복식의 경우, 소렴을 위해 따로 벌 수를 갖추어

서 소렴을 한 것이 아니고 습의을 입힌 상태에서 명목으로 얼

굴을 가리고 머리싸개를 싼 뒤, 바로 소렴을 하고 있어 간소화

된 서민층의 장례풍속을 알 수 있다. 

교포를 깔 때는 횡교 세 가닥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종교 한

가닥을 길이로 깐 뒤에 습의를 입힌 시신을 얹고 바로 소렴을

하였는데 소렴시 각 교포 끈들은 각각 가장자리 쪽이 세 가닥

이 되게 잘라서 횡교 총 9가닥, 종교 3가닥이 되게 하여 염을

하였다. 교포 끈의 묶음처리는 좌우의 교포 끈을 맞대어 잡고

시계방향으로 비벼서 꼰 뒤에 머리를 아래쪽으로 꽂아 고정함

으로써 매듭이 생기지 않게 처리하였다. 

Table 2. 송시열의 염습 일정

일시 시간 내용 염습 비고

6월8일

(계유)

巳時 發喪 ·사약받기 전: 直領衣

·井邑

申時 襲, 香湯, 

襲具(上衣:深衣)

·襲: 襲衣 4벌, 上衣는 深衣임

·香湯: 향탕으로 시신을 목욕시킴

6월9일

(갑술)

申時 問喪: 李遇輝, 金昌錫, 

李秀實, 兪命賚, 閔鎭綱

 장례필요물품부조(염습에 사용)

小斂 ·衣: 12벌

·上衣: 晦翁이 致仕한 뒤에 입었던 

 의제에 따름

6월10일

(을해)

酉時 大殮 ·衣: 10벌 

·上衣: 난삼을 씀

亥時 入棺

6월24일

(기축)

申時 관을 바꾸는 예 ·초록 紋紗 단령, 

·분홍 無紋紗 단령 1벌 

·수의 2벌

·베개, 요, 이불만 바꿈

·명성왕후 하사

·수의보냄: 參判 宋奎濂, 持平 權尙夏 각 1벌

7월14일

(무신)

 玄 , 柩衣, 木主 준비 ·저녁 때 外棺 만들기 시작

·玄 : 장례시 山神에게 드리는 검고 붉은 두 조각의 폐백

7월18일

(임자)

卯時 下棺 · 衾을 덮음

·銘旌을 폄

·관 양쪽에 을 넣음

·主人이 손을 씻고 玄 을 받들어  祝官에게 줌

·관 동쪽에 올림

· 衾: 널을 덮는 이불

·관: 위는 검은색, 아래는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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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렴하기 : 대렴은 대렴용 이불을 바이어스 방향이 되게 깔

고 소렴한 시신을 그 위에 놓고 이불로 싸서 묶어주는 과정으

로 입관 전에 행하는 의식이다. 문헌에 나타난 대렴의는 30칭

이나 되었으나 본 출토복식에서는 오히려 그 숫자가 소렴보다

훨씬 간소하였다. 송시열의 경우 10벌(칭)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포 9점, 바지저고리 1벌이며, 여기에 저고리 2점이 더

들어 있는데 그 중 수례의는 5점이다.

노은동에서 출토된 여자 미이라의 대렴 절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3. 송시열의 염습의 내역

구분 습구(襲具) 소렴구 (小斂具) 대렴구(大斂具)

포 심의(深衣) 紗 소렴포(小斂布) 세로 9치

가로 3척5촌

 대렴I 난삼( 杉)

초록겹창의

(草綠 敞衣)

옥색창의(玉色敞衣) 양근군수

이상익 마련

옥색창의

(玉色敞衣)

主簿

홍중기 마련

옥색누비중치막

(玉色縷比中赤莫)

백주창의(白紬敞衣) 통진군수

김지 마련

백주창의

(白紬敞衣) 

영유현령

이수준 마련

야복(野服; 심의) 염포(斂布) 上同, 京來

흰명주중치막

(白紬中赤莫)

옥색누비중치막

(玉色縷比赤莫)

안악군수

서한주 마련

초록중치막

(草綠中赤莫)

主簿

홍중기 마련

초록중치막

(草綠中赤莫)

主簿

홍중기 마련

남색중치막

(藍中赤莫)

연천군수 

성호삼,이우휘 마련

초록누비중치막

(草綠縷比中赤莫)

진안현감 

정치 마련

흰명주중치막

(白紬中赤莫)

都事

송병원 마련

초록면중치막

(草綠綿中赤莫) 

남색명주누비중치막

(藍紬縷比中赤莫)

 대렴II 초록문사단령

(草綠有紋紗團領)

남색중치막

(藍中赤莫)

이우휘 마련 분홍무문사단령

(紛紅無紋紗團領)

상의 흰명주적삼

(白紬衫)

京來* 남색겹저고리

(藍?衣)

內賜한 것 두텁게 솜을 넣은 흰명주넓은누비저고리

(白紬廣縷比厚綿赤古里)

흰명주속저고리

(白紬 赤古里)

흰명주저고리

(白紬赤古里)

흰명주솜저고리

(白紬綿赤古里)

흰명주누비저고리

(白紬縷比赤古里)

흰명주누비저고리

(白紬縷比赤古里)

흰명주누비저고리

(白紬縷比赤古里)

세탁한 것

흰명주넓은누비저고리

(白紬闊縷比赤古里)

하의 흰명주홑바지

(白紬單袴)

흰명주누비바지

(白紬縷比袴)

세탁한 것 흰명주넓은누비바지

(白紬廣縷比綿古)

흰명주속바지

(白紬 袴)

흰명주바지(白紬袴)

흰명주바지(白紬袴) 監役 

이수실 마련

쓰개 복건(幅巾) 玄段

망건(網巾) 玄段

명목( 目) 玄段

대대 대대(大帶) 紡紗紬

조대(條對)

늑백(勒白) 白紡紬, 京來

기타 악수(握手) 현단(玄段), 京來 落髮 1봉

충이(允耳) 손톱, 발톱 각 1봉

과두( ) 白紡紬 임종 후의 낙발 주머니1

서견(舒絹) 藍紡絲紬 손톱 주머니1

버선(襪) 白綿木, 京來 발톱 주머니1

흑리(黑履) 唐鞋 평소에 빠진 치아 1봉

질쇄(質殺) 廣織, 京來

반함주(飯含珠) 3개

이불 초록潞州명주이불 다홍색 노주 명주로

가를 두름, 1채

油綠色의 넓게 짠 이불 가선 없음, 

京來

유록색의 넓게짠 베개

옥색명주이불

옥색명주요

옥색 塗棺紬 京來

* 京來: 서울에서 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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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횡교 다섯 가닥을 먼저 깐 후에 종교 한 가닥을 길이로

둔다. ② 대렴용 솜이불과 홑이불을 함께 펴서 바이어스 방향

으로 깐다. ③ 그 위에 소렴한 시신을 얹고 산의로 채웠는데

아래쪽 다리 부위와 목 주위에 이불이나 솜옷 등의 보공품을

채운다. ④ 머리 쪽과 다리 쪽부터 바이어스로 싼 뒤에 시신의

몸체 좌, 우를 교포 끈으로 묶어 준다. 소렴과 같은 요령으로

교포 끈을 잘라서 염을 한다. 옆으로의 묶음 수는 모두 15가닥

이 된다. ⑤ 관에 시신을 넣은 후에도 포들로 추측되는 산의

3-4 점을 얹었다. 

4. 임란전후 대전지역의 의생활 양식

Table 4, 5는 대전지역에서 출토된 남녀의 복식과「초산일

기」에  기록된 송시열의 염습의를 의복의 유형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Table 4, 5를 통해 대전지역의 개괄적인 의생활 양식을

포류, 상의류, 하의류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포류

조선시대 남자들은 겉옷의 외관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홑

으로 된 받침옷의 포를 입고, 그 위에 갖춤옷으로 직령이나 철

릭과 같은 외관이 큰 포를 이중으로 입었다. 대전지역에서 착

용된 포는 남자의 것으로 단령, 심의, 난삼, 직령, 답호, 철릭,

액주음포, 창의, 중치막 등이 있고, 여자의 것으로 장의가 있다.

이들을 착용 용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복용 : 대전지역에서 관복으로 착용된 포는 단령이다(Fig.

1). 송시열의 경우는 장지로 가던 도중에 관을 바꾸어서 행한

두 번째의 대렴의식에서 명성황후가 서울에서 보내온 초록유문

사(草綠有紋紗) 단령과 분훙무문사(紛紅無紋紗) 단령을 쓰고 있

다. 대전지역에서 단령은 남자의 유물에서만 보이는데, 최근 출

토복식 중 장기정씨(1565-1614), 파평윤씨(1566년졸), 연안김씨

(연대미상), 청주한씨(1600년 전후), 동래정씨(17세기)의 유물에

Table 4. 대전지역에서 출토된 남자복식의 내역

묘주 송문창(1554-1594) 송시열(1607-1689)

착용연대 16세기 후반 17세기 

직위 진사 좌의정

분류 종류 비고 소계 종류 비고 소계

포류 철릭 6 홑 (면2,저1) 3

12

심의 2 (심의1,야복1) 2

21

겹 (견1) 1 창의 5 ? (옥색1) 1

누비 (견2) 2 겹 (초록2, 흰명주2) 4

단령 3 홑 (저1) 1 난삼 1

겹 (견1) 1 중치막 11 ? (초록2, 남색2) 4

솜 (견1) 1 겹 (흰명주2) 2

직령 2 ? (솜2) 2 솜 (초록1) 1

액주음포 1 1 누비 (옥색2,초록1,남색명주1) 5

단령 2 ? (초록문사1,분홍무문사1) 2

상의류 방령 1 겹 (견1) 1

2

적삼 1 홑 (흰명주1) 1

10
저고리 1 겹 (견1) 1 저고리 9 겹 (흰명주2,남색1) 3

솜 (흰명주1) 1

누비 (흰명주5) 5

하의류 속곳 2 홑 (면2) 2

3

속바지 1 (흰명주1) 1

6
바지 1 누비 (?) 1 바지 5 홑 (흰명주1) 1

누비 1 겹 (흰명주2) 2

누비 (흰명주2) 2

기타 습신이불 1

3

쓰개 3 복건 1

6

이불파편 1 망건 1

버선파편 1 명목 1

대대 3 대대 1

조대 1

늑백 1

총유물수 20 43

Fig. 1. 송문찬의 단령(16세기후반 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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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자들의 단령 착장예도 확인된다(송미경, 2002). 단령은

모두 염습의의 상복(上服)으로 사용되었으며, 가슴에는 남편의

직위에 해당하는 흉배가 가슴을 덮을 정도로 크게 달려 있다. 이

러한 여성의 단령 착용풍습은 상례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중국의 예로 보아 생시에도 특별한 의식을 행할

때 착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연거복용 : 대전지역에서 유학자의 연거복으로 착용된 포는

심의와 난삼이다. 송시열의 경우 심의는 습과 소렴의식에서 사

용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실학풍

의 시대에는 사대부가의 예복 및 유복으로서 심의가 중요시되

었고, 심의의 치수 및 마름질 등에 대한 제가들의 경문해석이

분분하여 새로운 형태의 방령심의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난삼

은 대전지역의 출토유물 중에는 없으나「초산일기」의 상례절

차 중에 송시열의 대렴시 상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심의와

함께 유학자의 옷으로 통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출복용 : 대전지역에서 일반 외출복으로 착용된 포는 남자

의 경우 직령, 답호, 철릭, 액주음포, 창의, 중치막 등이고, 여

자의 경우 장의이다. 

직령은 크게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옆자락이 없는 직령으로

분류되는데, 옆자락이 있는 직령은 옆자락의 구성법에 따라 다

시 안주름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 뒤젖힘형 등으로 분류된다

(이주영, 2001). 대전지역에서 출토된 직령은 대부분 옆자락이

있는 직령으로서, 상복으로 사용되었다(Fig. 2). 

답호는 소매가 반소매인 것을 제외하고는 옆자락이 있는 직

령과 동일한 형태의 의복이다. 이처럼 옆자락이 있는 답호는 임

란전에 많이 보이며, 조선후기에는 옆자락이 없어지고, 깃과 섶

의 형태가 대금양식으로 바뀌고, 옆트임 양식이 뒤트임 양식으

로 바뀌는 등 초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조선

시대 왕의 사여관복 중에 철릭, 답호, 단령이 항상 함께 사여

된 것으로 보아 답호를 입을 때에는 받침옷으로 철릭을 입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위에 단령을 깆추어서 한 벌의 예복개념으

로 착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러한 착장법은 조선초기 변

수묘의 출토복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은수, 2003). 

철릭은 치마의 주름이 특징적이다(Fig. 3). 철릭은 치마의 주

름나비에 따라 가는주름형과 넓은주름형으로 나뉘고, 주름양식

에 따라 외주름 양식과 맞주름 양식으로 나뉘는데, 임란전에는

0.1-0.2 cm 정도의 가는 주름양식이었으나, 임란이후에는 주름

폭이 1 cm 내지 2.5 cm 정도로 넓은 외주름 양식으로 변화되

어 정형화되기 시작한다(예경자, 2001). 

액주음포는 겨드랑이 부위에 철릭의 치마 주름과 같은 기법

으로 가늘게 주름이 잡혀 있는 포로서, 주로 임란전에 출현하

며 임란이후에는 거의 출현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포의 길이가

짧아서 미적, 실용적 기능성을 갖춘 포이다. 은진송씨 송문창의

유물 중에 한 점이 있는데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반

Table 5. 대전지역에서 출토된 여자복식의 내역

묘주 진주강씨 부인 한산이씨 진주강씨 부인 충주박씨 미상 미상

착용연대 17세기 전후 17세기 전후 17세기 초 17세기 전후(추정)

분류 종류 비고 소계 종류 비고 소계 종류 비고 소계 종류 비고 소계

포류 장의 4 홑 (모시1,삼베1) 2
4
장의 1 솜 (겉?,안:교직) 1

1
장의 1 솜 (쪽색무명1)

1 0
겹 (소색무명1) 2

상의류 저고리 4 홑 (소색무명, 

삼베1,모시1)

3

4

속저고리1 겹 (소색무명) 1

3

저고리 5 ? 1

5

저고리 4 겹 (마포교직1) 1

4겹 (자색무명1) 1 저고리 2 겹 (소색무명1) 1 홑 (소색무명2) 2 솜 (마포교직1) 1

솜 (저사교직1) 1 솜 (소색무명1,

(쪽,소색무명1)

2 누비(저사교직2) 2

하의류 치마 4 홑 (소색모시2) 2

9

치마 1 겹 (곁?,안소색

무명1)

1

4

치마 1 겹 (소색무명1) 1

7

속바지 1 겹 (저사교직1) 1

1

겹 (겉?,소색모시1, 

소색무명1)

2 속바지 2 홑 (소색무명2) 2 바지 6 홑 (소색삼베1, 

소색무명3)

4

속바지 1 홑 (소색무명2, 삼베1) 3 바지 1 솜 (소색무명1) 1 솜 (갈변무명1) 1

바지 4 솜 (소색무명1) 1 누비 (갈변무명1) 1

누비(무명1) 1

기타 버선 1 솜 (무명1) 1

3

버선 1 솜 (소색무명1) 1

2

버선 1 겹 (무명1) 1

2

도포끈 1 (명주실) 1

1
습신 1 (종이1) 1 토시 1 솜 (소색무명1) 1 미투리 1 (삼베1) 1

행전 1 홑 (무명1) 1

총유물수                      20          10          15 6

Fig. 2. 송문창의 직령 복원품(16세기 후반: 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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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된 상태이다(Fig. 4). 액주음포는 주름이 대부분 외주름 양식

이고 맞주름양식도 보이는데, 소매형태, 트임유무, 고름길이 등

이 다양하다(서울역사박물관, 2003). 

창의, 즉 창옷은 자락에 트임을 준 옷이라는 의미이며, 소창

의, 대창의, 학창의, 중치막 등이 이에 속한다. 창의와 중치막

은 송문창의 유물 중에는 없고,「초산일기」에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란이후에 착용된 의복임을 알 수 있다(Table 4). 

장의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남녀 모두에게 착용된 포인데, 대

전지역에서는 여자의 유물에서만 확인되었다(Fig. 5). 장의의 소

매 끝에 대는 삼수( 袖) 양식은 한 개 내지 두 개로 구성되

며, 수구 단에는 흰색으로 된 거들지 형식의 덧단을 안감 쪽에

서부터 잇대어 댄 것이 특징적이다(권영숙, 2000). 

4.2. 상의류

저고리류 : 조선전기 저고리의 형태는 길이에 따라 길이가

50 cm 내외에 이르는 단저고리형과 65 cm내외에 이르는 중저

고리형, 그리고 70 cm이상의 장저고리형으로 구분된다. 착장순

서별로 구분하면 가장 안에 입는 속저고리와 그 위에 입는 저

고리는 단저고리형과 중저고리형이며, 이들 저고리 위에 길이

가 긴 장저고리형의 저고리를 입게 된다. 이는 아마도 저고리

삼작의 개념으로 입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세 유

형의 저고리는 임란이후가 되면 중저고리형은 사라지고 단저고

리형에서 칼깃형저고리와 당코깃형저고리의 형태가 나타나고

속저고리, 중저고리, 삼회장 저고리의 저고리 삼작으로 형성되

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조선전기의 장저고리형 저고리

는 형태와 옆트임의 구조, 그리고 사용된 재질 등으로 볼 때

포 대신 저고리 위에 착용된 반두루마기형의 긴저고리로서, 학

계에서는 16세기 후반에 당코형 깃의 영향을 받아 사대부가의

간이 예복인 당의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은주,

1999). Fig. 6은 장저고리형 저고리의 착장모습이다. 

한편, 길이가 다른 세 종류의 저고리는 출토복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각각 10 cm정도의 길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 예로 Fig. 7은 강절부인 한산이씨의 습의에 사용된

세 점의 홑저고리를 포개어 놓았을 때 안깃의 모습인데 각 저

고리의 안깃 곡률이 서로 다르며 제일 겉에 입었던 장저고리의

곡률이 가장 크다. 또한 안깃의 형태가 저고리 종류에 따라 길

에 들여 달린 정도가 다른 것이 흥미롭다. 속저고리는 완전히

들여서 달려 있고, 중간저고리는 반쯤 들여서 달려 있으며, 제

 

Fig. 3. 송문창의 철릭(16세기 후반: 필자촬영).

Fig. 4. 송문창의 액주음포(16세기 후반: 필자촬영). 

Fig. 5. 한산이씨의 장의(16세기 후반: 필자촬영).

Fig. 6. 慶壽宴圖岾의 장저고리 착용모습(한국복식사론, p. 45).

Fig. 7. 한산이씨 습의용 저고리 안깃형태 비교(필자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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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겉에 입었던 장저고리는 완전히 내어 달려 있다.

대전지역 출토 저고리를 통해 볼 때, 임란이후 저고리의 형

태변화는 주로 저고리의 길이, 깃의 형태, 소매 배래선, 곁마기

의 형태 등에서 이루어진다. 즉, 임란이후 저고리의 길이는 평

균 약 5 cm정도 짧아졌으며, 소매배래선은 약간 사선화되는 경

향이 나타난다. 깃의 유형은 저고리 길이와 함께 시기를 구분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조선초기에는 목판형깃이 보편적이었으

나 17세기 초반에는 칼깃과 목판깃이 공존하게 되고, 17세기

중·후반에는 당코깃이 유행하게 된다. 곁밑양식 또한 변화되

어 곁마기의 치수가 커져 삼회장저고리 양식으로 정착되며, 초

기에 보이던 부분 색배합의 단저고리형과 중저고리형 저고리는

임란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방령상의(方領上衣) : 방령상의는 주로 임란전에 보이는 유

물로서 드물게 출토되는 유물이다(Fig. 8). 이 옷의 명칭과 용

도에 관한 정확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편의상 ‘방령상의

’라고 칭한다. 방령상의는 깃의 유형이 대금합임(對襟合 )형이

고, 섶이 없고, 양 옆이 트여 있으며, 뒤는 짧고 앞은 긴 형태

의 반소매 옷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유물은 조경(1541-1609),

신여관(1530년대 초-1580년대 말 추정), 정응두(1508-1572), 정

온(1481-1538) 등의 출토유물에서 볼 수 있는데, 앞길이가 약

80 cm에서 110 cm의 범위에 이른다. 앞길이와 뒷길이의 차이는

17, 23, 39, 45 cm 등으로 다양하다(서울역사박물관, 2003; 고

부자, 1999; 박성실, 1992 ; 박성실, 1998). 

4.3. 하의류

치마류 : 조선시대 초기 출토복식을 통해 보면, 치마의 양식

은 예복용 치마와 일반용 치마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조선 초기에 예복용 치마에 란을 대는 양식은 란의 폭과 란

을 대는 위치, 그리고 란을 대는 방법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치마의 앞길이를 뒷길이 보다 짧게 하고 치마 뒷길이를 땅에

드리워 우아한 의장미를 자아내기 위해서 란을 대는 방법은 크

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앞·뒤 치마길이를 동

일하게 길게 재단한 후 치마 앞쪽을 상하로 맞접어서 란을 치

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앞자락쪽 치마폭은 짧게 재단하고 뒷

자락쪽 치마폭은 길게 재단한 후, 앞·뒤 치마길이의 차를 없

애기 위하여 차이가 나는 뒤쪽의 치마폭을 가로로 다트처리 하

듯 접어서 치마폭을 잇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양식의 예복용

치마는 화려한 의장미를 나타내는 요소가 된다.

일반용 치마는 주름간격과 밑단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 시대

적 차이를 보이며, 치마의 종류는 홑치마 겹치마, 솜치마, 누비

치마 등으로 다양하다. 임란을 전후로 한 치마 주름은 대개 주

름나비가 1 cm 부터 2-3 cm, 혹은 3-4 cm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데 아마도 치마의 구성양식과 재질에 따라 치마주름의 폭을

달리 한 것 같다. 치마의 주름형태 또한 대부분의 치마는 외주

름형이지만 본 출토복식 중에는 앞·뒤 중심으로 맞주름처리

된 것도 나타난다. 겹치마의 경우 안감과 겉감의 봉합양식은

안·겉감 동일양식으로 재단한 후 선단과 아랫단을 박아 뒤집

고 치마 가장자리로부터 4 cm 정도의 위치에 장식상침을 두어

고정하고 있다. 또한 아랫단을 파이핑처럼 처리한 겹치마도 보

인다. 본 연구에서 고찰 된 치마허리 폭은 2 cm 정도의 좁은

띠 형태로 허리끈의 폭과 거의 같은 치수의 치마허리 양식이다.

바지류 : 출토복식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의 바지는 밑의 트

임여부에 따라 폐고식 바지, 개고식 바지, 그리고 폐·개고식

이 함께 있는 세자락형 바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전지역 출토유물에서는 이러한 세 종류의 바지가 모두 출토

되었다(Fig. 9-11). 

염습의 상태를 보면, 폐고식 바지를 제일 안에 입고, 그 위

에 밑자락이 트여진 개고식 바지를 입었다. 특히 한산이씨 묘

에서 출토된 세자락형 바지는 흔하지 않은 바지 형태로서 바지

의 구성법에 있어서 일부 사폭바지의 구성법이 나타나고 있고,

폐고식과 개고식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자

락형 바지는 조선전기 출토복식 중에서도 비교적 년대가 앞서

는 홍계강(1400-1450), 고운(1479-1530), 정응두(1508-1572),

 

Fig. 8. 송문창의 방령상의(16세기 후반: 필자촬영).

   

  Fig. 9. 한산이씨 폐고식 속곳(필자촬영). Fig. 10. 한산이씨 개고식 바지(필자촬영).  Fig. 11. 한산이씨 세자락형 바지(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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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진 이씨( ? - 1585) 등의 묘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모두 남

자의 묘에서 나온 것이다(박성실, 1992; 광주민속박물관, 2000).

그러나 본 유물은 한산이씨의 습의용으로 네 번째 입었던 바지

이며 치수도 상기 유물들에 비해 작으므로 여자용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한산이씨의 세자락형 바지는 남

자 겉바지인 사폭바지와 여자속바지가 분화되는 단서가 되는

과도기적 바지 형태라고 생각되며, 이는 추후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남자들의 사폭바지는 16세기 말 김덕령 장군의 유물에서 처

음 보이며, 임란전의 유물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임란이후 17

세기에 보편적으로 착용되었다. 남자들의 경우 임란전의 바지

형태는 여자들의 속바지로 입혀졌던 폐고식 바지 위에 가랑이

가 좁은 개고식 바지를 입었음을 출토복식을 통하여 알 수 있

다. 사폭바지가 언제부터 남자들의 겉바지로 정착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세자락형 바지가 임란 전에만 나타난다는 점과

그 구성양식이 일부 사폭바지의 구성법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

리고 조선 초기 남자들이 입었던 바지형태가 여자들의 속바지

의 형태와 동일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세자락형 바지는 사폭바

지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생각된다. 

행전 : 대전지역에서는 여자들도 행전을 착용하였음을 한산

이씨의 출토복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 12). 이러한 행전의

착용풍습은 조선시대 회화자료에서도 가끔 보인다. 출토복식의

예로는 일선문씨의 행전이 있는데, 한산이씨의 행전이 면인데

반해 일선문씨의 행전은 명주 홑으로 되어 있다(이은주, 2000).

행전은 바이어스의 신축성을 고려한 전대양식형으로 마름질하

여 바느질되어 있다(Fig. 13). 조선초기에는 남녀의 바지 형태

가 동일하므로 남녀 모두 바지부리가 넓은 개고식 바지 위에

간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전을 착용하는 의생활 풍습을 하였

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 출토복식을 통해 본 임란전후 대전지역의 염습제도와

의생활 양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례의는 상례 중에 각 지방으로부터 보내온 옷으로, 평

소 사자(死者)와 친분이 깊었던 친지들로부터 보내온 옷이거나

궁중에서 하사받은 옷을 말한다. 송시열의 염습의 중에서 수례

의는 염의에만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솜옷이거나 누비로 된 창

의, 중치막, 저고리였다. 사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의 옷을

덮어 가는 길을 평안하게 하려했던 선조들의 상례풍습이 얼마

나 값지고 귀한 정신적 문화유산인지를 잘 알 수 있다. 

2. 습의(襲衣)는 본인의 옷, 즉 새로 지은 친의(新衣)나 사자

가 평소에 입었던 옷들로 착용된다. 본 출토복식에서 습의는 홑

으로 된 것이 많았고, 옷의 여밈 방향이 모두 우임이었는데 이

는「상례비요」의 기록 내용과 일치한다. 염의에 사용된 옷들

은 겹옷과 누비옷이 많았으며, 송시열의 경우 염의의 반 이상

이 수례의로 부쳐 온 것이었다. 한편, 일반 서민층의 염습제도

는 사대부가의 염습제도에 비하여 매우 간소하고 소박하였다.

즉 노은동에서 출토된 무연고 여자묘의 염습절차를 보면 옷의

가지 수와 염습내용이 매우 간소하고, 새로 지은 친의가 아니

라 대부분 평소에 입던 옷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3. 염습에 사용된 옷의 가지 수를 지칭하는 칭[벌]의 수는 염

습에 사용된 포의 수와 바지·저고리를 한 벌 단위로 하는 칭

의 수이다. 염에 사용된 바지·저고리 수가 한 벌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칭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공의로 사용하였

다. 송시열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 장례의식을 행해야 했으므

로「국조오례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염습의 칭수에 준하지 않

고 습에 5칭, 소렴에 12칭, 대렴에 10칭을 사용하여 약식으로

행하였다. 

4. 액주음포, 방령상의, 세자락형 바지, 여성의 행전 등은 임

란이후에는 착용되지 않는 의복들이다. 즉 이들 의복은 임란을

전후로 한 과도기적 성격을 나타내므로 임란전후의 의복양식임

을 규정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5. 대전지역에서 착용된 포는 남자의 것으로 단령, 심의, 난

삼, 직령, 답호, 철릭, 액주음포, 창의, 중치막 등이 있고, 여자

의 것으로 장의가 있다. 포의 종류와 형태는 임란을 전후로 하

여 크게 변화되었다. 즉 임란전에는 직령, 철릭, 액주음포, 방

령상의 등이 주로 착용되었으나 임란 이후에는 옆자락이 없는

직령과 창의, 중치막 등이 주로 착용되었는데, 이는 다른 지역

의 출토복식 상황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6. 저고리양식의 변화는 깃양식과 부위별 치수 변화를 중심

으로 고찰된다. 즉 임란전에 일반적이었던 목판깃 양식은 16세

  

Fig. 12. 한산이씨의 행전(필자촬영).     Fig. 13. 행전의 실측도 및 마름질도(필자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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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반에 이르러 칼깃 양식과 공존하게 되고, 17세기에 이르

러서는 목판깃이 길쪽으로 반쯤 들어가 달려지면서 목판형 깃

의 사각모서리를 굴린 형태인 당코깃형으로 변화된다. 저고리

의 치수는 길이, 품 등 전체적으로 소형화되고 소매배래선도 사

선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7. 대전지역의 상례제도는 사용된 옷의 칭수를 제외하고는

「오례의」에기록된 상례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상례제도

에 당시 기호학파의 학풍적 성격이 반영되어 상복으로 관복이

아니라 유학자들의 상징복인 심의와 난삼이 사용되었다. 또한

대전지역에서는 남자의 상에는 여자 옷으로 염습하지 않고, 여

자의 상에는 남자 옷으로 염습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본 연구의 출토복식 자료는 자료의 예가 극히 한정적이고,

일부 자료는 출토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없었으

므로 향후 더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출토복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복을 제외한 두의나 장신구,

착장미 등을 포함한 의생활 전반에 관하여 폭넓게 고찰하지 못

한 한계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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