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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urt ladies’ tasks were largely divided into two. First, if there is a royal family event, such as 
the royal family’s wedding or feast, they followed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work division that 
was defined in Gyeonggukdaejeon. Secondly, during normal days, they were divided into Jimil 
(至密), Chimbang (針房), Subang (繡房), Sesugan (洗手間), Saenggwabang (生果房), Naesojubang 
(內燒廚房), and Oesojubang (外燒廚房) and took charge of female work that was needed daily at 
the palace including serving, cooking, laundry, needlework, embroidery, cleaning, and nurturing. 
This organization was operated by different palaces such as the daejeon(king's palace), daebi-
jeon(queen dowager's palace), junggungjeon(queen's palace), or sejagung(prince's palace). Court la-
dies were selected among female slaves of the government office or naesusa(a ministry of royal 
household properties). Although commoners were forbidden to be selected, they sometimes be-
came court ladies voluntarily for financial reasons or because of the will of their parents.

Court ladies had different appearances according to the division they belonged to. The court 
girls of Jimil, Chimbang, and Subang wore saeangmeori while court girls from other places had 
braided hairstyles. At Jimil, they wore all different kinds of chima(skirt) and jeogori(jacket). 
Usually, court ladies wore navy chima, jade jeogori, green gyeonmagi(top jacket) with the uyeo-
meori hairstyle. When working in the evening, they wore pink jeogori or yellow-green jeogori, 
navy chima with the jojimmeori hairstyle for easiness to stay up all night and work. Navy chima 
was worn by court ladies. If there was a royal family event upper court ladies wore uyeomi, 
black or green wonsam, and stewards wore garima and dangui.

Key words: court lady(궁녀), jojimmeori(조짐머리), navy chima(남치마), saeangmeori(새앙머리), 
uyeomeori(어여머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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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궁궐에 사는 여인은 왕의 배우자, 왕세자의 배우

자, 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 왕의 직계존속, 출가

하지 않은 왕자녀,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궁녀 등이

었다. 왕자녀를 제외한 모든 여인은 여러 가지 절차

를 통해서 궁중에 들어갔다. 궁녀는 대전, 대비전, 중

궁전, 동궁 등 각 궁에서 선발해서 운영했으며 여러

가지 경로로 입궁했고 자신이 속한 주인에게 충성했

다. 이렇게 구성된 궁궐 안의 여인들은 내명부라는

위계질서 속에서 생활했다. 내명부란 외명부에 대칭

되는 개념으로 1품에서 4품에 이르는 왕의 후궁인

내관을 일컬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5품에서 9품에 이

르는 궁관, 즉 궁녀를 포함한다.1)

궁 안에는 많은 궁녀가 살고 있었지만 왕실의 내

밀한 살림을 담당한 사람들이었기에 기록으로 남겨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그 수적인 비중에 비하여 궁

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아

쉬움을 가지고 있던 중 창덕궁에서 근무하던 고참 상

궁인 윤명헌 상궁과 고봉운 상궁의 증언을 기록한

여관제도연혁(女官制度沿革) 2)을 살펴보면서 궁녀의

직무와 조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왕직

에서 펴낸 여관제도연혁 은 궁녀의 역할과 조직을

채록한 31쪽[장(張)] 분량의 선장(線裝) 1책(冊)의

필사본으로서 경국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되풀이 되는 내명부 규정 중 정5품 상궁

이하 궁녀에 대한 품계와 업무, 선발과정 등을 생생

하게 증언하고 있다. 여기에 발기자료3)를 더하여 궁

녀의 역할을 고찰하고, 그밖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궁

녀의 복식을 조명하고자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궁녀에 대한 선행연구는 구한말 상궁의 증언을 바

탕으로 한 저술과 연구4)가 있으며, 신명호5)는 의금

부의 수사기록을 담은 추안급국안 을 분석하여 구

술에 의존했던 기존의 궁녀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

가 그들의 증언을 검증하고 객관화시켰다. 이런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궁녀의 실체를 종합하

면서 기록과 증언으로 남은 복식의 형상을 재현하여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궁녀는 대전, 대비전, 중궁전, 동궁 등 본궁 외에

왕자궁, 공주궁, 각 별궁, 후궁, 사당에서 봉사하는

여인까지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본궁의 궁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다만 창덕궁의 분궁과 같은 역할

을 하여 세답방, 침방, 수방이 있던 안동 별궁의 궁

녀는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Ⅱ. 궁녀의 조직과 업무
1. 궁녀의 위계
조선전기의 내명부 조직은 후궁인 4품이상의 내관

과 궁중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5품 이하의 궁관으로

나뉘었다.6) 경국대전에서는 내명부 조직을 문무관

제의 18등급에 준하여 품계를 법제화하였고 그 후로

경국대전을 증보편찬한 정조9년(1785)의 대전통
편, 여기에 새로운 사례를 보충하여 집대성한 고종2
년(1865)의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는 없

었다.7) <표 1>은 대전회통8)에 나타난 내명부의 품
계와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여관제도연혁 에 의하면 상궁이하 주변궁, 수규

이하 장의까지 직제는 대전회통(大典會通)직관 제

도에 설치하여 상설되어있으나 상의 이하의 직은 유

사시에만 적용하여 각각 그 사무분담이 있어서 담당

업무에 종사하고 그 의례가 끝난 경우에는 역시 이

전처럼 상의 이하의 칭호가 해소되고 직제만은 전과

같이 상설된다.9) 즉, 왕실의 가례, 잔치 등 왕실행사

에만 규정된 업무분장에 따라 호칭과 업무를 구별했

던 것이다.

궁녀는 입궁한 햇수로 위계를 구분했다.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궁녀를 소녀나인10)이라고 하며,

입궁 후 15년이 지나 관례를 치르면 나인이 되고, 다

시 10년~20년이 지나 왕의 교지를 받으면 정5품 상

궁이 되었다. 여관제도연혁 에 의하면 지밀나인은

관례 후 10년, 도청나인이나 처소나인은 관례후 20년

에 상궁을 받는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수시로

관례를 치르고 교지를 내리기도 했다.11) 일반적으로

관례 후 15년이 지나면 상궁 교지를 받는다12)고 하

지만 지밀나인의 경우에는 경사로 인하여 그보다 빨

리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관제도연혁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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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품계

세자궁(동궁)

구분 호칭 업무 호칭 업무 구분

후궁

빈(嬪) - 정1품 - -

후궁

귀인(貴人) - 종1품 - -

소의(昭儀)
비례(妃禮)를 찬도(贊導), 숙의와

행동규범을 자문, 조언
정2품 - -

숙의(淑儀) - 종2품 양제(良娣) -

소용(昭容) 숙용과 함께 제사와 빈객을 다스리는 일 정3품 - -

숙용(淑容) - 종3품 양원(良媛) -

소원(昭媛)
연침(燕寢)을 베풀고 사시(絲枲)를

다스려 공을 바친다
정4품 - -

숙원(淑媛) - 종4품 승휘(承徽) -

궁관

(궁녀)

상궁(尙宮)

상의(尙儀)

중궁의 인도담당, 궁녀 중 최고 위치

왕비의 예의(禮儀)와 기거(起居)담당
정5품 - -

상복(尙服)

상식(尙食)

복용(服用), 채장(菜章)의 공급담당

선수(膳羞), 품제(品齊)의 공급담당
종5품 소훈(昭訓) -

상침(尙寢)

상공(尙功)

연견(燕見), 진어(進御)의 차서(次序)담당

여공(女工)의 과공(課工)담당
정6품 - -

궁관

(궁녀)

상정(尙正)

상기(尙記)

계령(戒令), 규금(糾禁), 적벌(謫罰)담당

궁내 문박(文薄)의 출입담당
종6품

수규(守閨)

수칙(守則)

세자빈 인도담당

예의(禮儀)담당

전빈(典賓)

전의(典衣)

전선(典膳)

빈객(賓客), 조현(朝見), 연회(宴會),

상사(賞賜)등 담당

의복(衣服)과 수식(首飾)담당

음식담당

정7품 - -

전설(典設)

전제(典製)

전언(典言)

위장(幃帳), 인석(茵席), 쇄소(灑掃) 등 담당

재봉(裁縫)담당

선전(宣傳)과 계품(啓稟)담당

종7품
장찬(掌饌)

장정(掌正)

음식담당

열쇠 등 담당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빈객(賓客), 조현(朝見), 연회(宴會) 등 담당

고목(膏沐), 건즐(巾櫛)담당

방약(方藥)담당

정8품 - -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등촉담당

겸백(縑帛), 사시(絲枲)담당

상정(尙正)보좌

종8품
장서(掌書)

장봉(掌縫)

문서담당

바느질담당

주궁(奏宮)·주상

(奏商)·주각(奏角)
내전의 잡사 담당 정9품 - -

주변치(奏變徵)·

주치(奏徵)·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내전의 잡사 담당 종9품

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

재물담당

주식담당

의약담당

<표 1> 대전회통에 나타난 내명부의 품계와 역할

는 지밀에서의 상궁 교지연한을 1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소속부서에 따라 궁녀를 대우하는 면에서 차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밀의 지위가 가장 높고, 수방,

침방이 그 다음이며, 세수간, 세답방, 소주방, 생과방

은 지위가 낮았다.13)

관례전의 소녀나인을 생각시, 또는 각시라고 불렀

는데 새앙머리를 맬 수 있는 지밀, 침방, 수방의 소

녀나인은 생각시, 그 밖에 새앙머리를 맬 수 없는 소

녀나인은 각시로 구별하였다.14) 지밀나인은 자신이

머무는 거처에 소녀나인(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글

과 예절을 가르쳤다. 가르침을 받는 소녀나인은 스승

인 나인을 항아님이라 불렀고, 나인은 제자를 방각시

라고 했다. 방각시는 관례를 하기 전까지 배우다가

관례 후에는 항아님이 되어 아래로 방각시를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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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상궁은 마마님으로 불렸다. 왕, 왕비를 상감마

마, 중전마마라고 불렀지만 님자를 더붙인 마마님은

상궁을 대접해 부르는 말이었다.16) 이들 궁녀는 국가

로부터 녹을 받고 궁중의 살림살이를 도맡은 핵심

계층으로서 위로는 왕비와 내관을 받들고 아래로는

궁중의 잡역에 종사하는 하층 궁녀[비자(婢子)]를

지배하였다.

2. 궁녀의 조직과 업무
평상시 궁녀의 조직은 지밀(至密), 침방(針房), 수

방(繡房), 세수간(洗手間), 생과방(生果房), 내소주방

(內燒廚房), 외소주방(外燒廚房)으로 운영되었다.17)

이러한 조직은 대전, 대비전, 중궁전, 세자궁 등 각

전이나 궁 별로 운영되었다. 궁녀는 지밀(至密)나인,

도청(都廳)나인, 처소(處所)나인으로 구별되어 각기

지위에 따라 하는 일이 엄격히 구별되었고 상하 차

이도 심했다.

여관제도연혁 에서 알 수 있는 각 조직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18)

1) 지밀(至密)

비서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밀은 가례(嘉禮), 조

현례(朝見禮), 묘현례(廟見禮), 진작(進爵), 진연(進

宴), 진찬(進饌), 회작(會酌) 때에 황제, 태황태후, 황

태후,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를 도인(導引), 전도(前

導), 시위(侍衛), 찬례(贊禮), 승인(承引), 계청(啓請),

찬청(贊請), 전인(前引)의 일을 담당한다. 최고 상궁

이라 할 수 있는 제조상궁, 재산을 담당하는 부제조

상궁, 왕실 어른의 좌우에서 밀착 수행하는 대령상궁,

문서를 담당하는 시녀상궁 등이 지밀소속이다.

제조상궁은 대전의 명을 받들고 대전의 대소 살림

살이를 주관한다. 일명 큰방상궁이라고 하여 수백 명

의 궁녀 중 으뜸이 되는 상궁으로 권세와 권위가 대

단했다.19) 제조상궁은 단 한사람이며, 자격은 궁녀 중

에 연조가 오래되고 위품이 있고 인격이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식이 많고 수많은 궁녀를 통솔할 수

있는 영도력이 있어야 하고 인물도 출중해야 했다.20)

부제조상궁은 제조상궁의 다음 자리로 내전(內殿)

별고(別庫)인 하고(下庫)를 관장한다고 해서 일명 "

아랫고 상궁, 곳간상궁" 이라고도 하며21) 제조상궁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를 이어가게 된다. 보석과 의

식주에 걸친 왕의 귀중품은 물론 수라에 쓰이는 반

상기용 은기, 자기 및 유기와 비단 등을 보관하는 아

랫곳간의 물품을 출납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왕이나

왕비께서 어느 집 누구가 생일이라니 명주 한필을

주어라 하시면 열쇠를 쥐고 있는 제조상궁이 곳간으

로 나오고 부제조상궁이나 나인이 옆에 앉아 곳간에

서 빼낸 물품을 기록했다. 그것은 일종의 경리장부와

같은 것으로 발기라고 한다.22)

대령상궁은 왕의 좌우에 상시 어명을 받드는 자세

로 대기하며 왕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했다.

시녀상궁은 궁중의 지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

았다. 지밀의 서적을 관장하고 글을 낭독하고, 필사

하며, 진작(進爵), 진연(進宴), 진찬(進饌), 회작(會

酌)의 내연(內宴)에서 좌우 찬례(贊禮), 시위(侍衛),

승인(承引), 계청(啓請), 찬청(贊請)을 거행할 때 배

위(陪衛)와 승도(承導) 등의 일을 거행한다. 궁방에

녹을 주는 일을 담당하고 규찰하며 기완(器玩)등을

담당하고 대소 사무를 총괄한다.23) 종실과 외척의 집

에 내리는 하사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대소 사

당을 총괄하여 곡읍(哭泣)도 하며, 왕비와 왕대비의

특사로 본댁 친정에 어명을 받들고 나가기도 했다.24)

보모상궁은 왕자녀의 양육을 맡은 궁녀 중의 총책

임자이다. 동궁에 두 명, 그 밖의 궁에 한 명씩 있는

데, 왕자녀들은 어릴 때에 이들을 '아지'라고 불렀다.

보모상궁은 궁녀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품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세자의 유모가 봉

보부인(종1품)이 되며 외명부로 이전되었다. 태자비

(세자빈)의 유모도 ‘아지’라고 불렀는데 태자비가 중

궁전이 되면 ‘아지’는 봉보부인으로 불리며 존경을 받

게 되었다. 의대를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곳은 세답방

이지만 왕비의 속속곳과 속족건(속버선)은 밖으로 내

보내지 않고 유모로 들어온 봉보부인이 담당했다. 빨

래는 봉보부인과 거처를 같이하는 유모방손님이라고

불리는 자가 담당하였으며 유모는 매일아침 왕비의

침소의대를 깨끗이 다림질하였다. 왕비가 원자를 낳

게 되면 그 후로 속옷을 세답방에서 빨았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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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청(都廳)

침방과 수방은 도청소속이다. 침방은 제반 의대

(衣襨) 거행에 종사하며, 수방은 용금치[(龍金赤)용

흉배] 기타 각종 자수에 종사한다.

도청 및 처소에는 뚜렷한 직함이 없는 일반상궁들

이 7, 8명씩 있어서 그 아래의 나인들을 총괄하고 처

소마다 모든 업무를 책임졌다.26)

3) 처소(處所)

처소에는 세수간, 생과방, 내소주방, 퇴선간이 포함

된다. 세수간은 세수그릇, 수건 등을 세탁하고 내전

곳간에 출입한다. 동가(動駕)시, 내전(內殿)의 연

(輦)을 시위할 때 전도(前導)하고 종사한다. 내빈 접

대와 내전 소제(掃除) 등에 종사한다.27) 왕, 왕비에

게 세숫물을 바치고 물을 데우기도 하는 세수간 나

인이 세숫물을 마루까지 가져오면 지밀나인이 어전

에 갖다 바쳤다.28)

생과방은 진전(眞殿)[선원전-조선시대에 어진(御

眞)을 모신 궁전] 다례(茶禮), 수라에 올리는 각종

과일, 전과(煎果), 그 밖의 간식재료를 담당하고 수라

상을 올릴 때에는 내소주방 여관과 함께 거행한다.29)

내소주방은 수라 및 음식물 거행에 종사한다. 내

소주방은 왕과 왕비의 아침, 저녁 수라만을 짓는 곳

이었다.30) 이들은 외소주방에서 조리한 수라를 올리

는 일을 담당한다.

외소주방은 진전 다례 거행, 진작(進爵), 진연(進

宴), 진찬(進饌), 회작(會酌)시 잔치상[진대선(進大

膳)], 빈객접대 등을 거행하는데 종사한다. 이들은

전선사31)에 있으면서 수랏상 음식의 조리를 감독했

다.32) 보통 수라상은 나인인 주방상궁들이 만들었으

나 진연 때만은 대령숙수라고하는 남자조리사가 만

들었다.33)

세답방은 의대세탁, 다듬이질 등을 거행한다. 또한

다림질, 염색 등 빨래의 뒷손질까지 담당했다.34)

퇴선간은 수라상 등 물린 상을 처리하는 곳으로

지밀에 부속되어 중간부엌 역할을 하였다. 소주방을

내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었기 때문에 가져오는

도중에 음식이 식어서 수라상은 퇴선간을 거쳐 진상

되었다.35) 내전에서 움직이실 때나 동가시에는 상궁

중에서 임시로 시위나인을 선정하여 시위하게 하며

국휼 발인시에는 내외전을 무론하고 역시 시위나인

을 선정하여 대여 앞 좌우로 열명씩, 스무명씩을 시

위하게 한다. 내전에서 후원에 동가하실 때 소교(小

轎)를 타시면 세수간, 소주방, 세답장, 생과방 나인

중에서 선발하여 가마를 맨다.36)

3. 궁녀 외 조직과 업무
1) 비자 - 궁녀의 하녀

궁녀의 하녀라고 할 수 있는 비자는 궁궐 처소에

소속된 비자와 궁녀의 거처에 소속된 비자로 구별되

었다. 지밀에 소속된 색장은 편지 등 지밀과 궁 밖의

연락을 담당하고, 세답방 처소에 소속된 보기는 내전

침실의 불 때기와 등촉을 담당하고, 퇴선간 화로 등

의 일을 담당한다. 내전의 침실 청소는 아기나인이

거행한다. 여기에서 아기나인이라 함은 어린나인이

아니라 청소를 담당하는 나인의 명칭이다.37) 따라서

아기나인이라고 할 때는 지밀 소속의 나이어린 소녀

나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내전의 침실을 청소하는 비

자를 뜻하는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한다.

궁궐 각 처소의 상궁과 나인은 자신의 거처에서

독립적인 살림을 했는데 비자(婢子)를 두어 필요한

일손을 해결했다. 방자[방아이 또는 각심이], 취반비,

무수리, 수모, 파지 등의 하인을 두었으며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했다. 그러므로 이들도

넓은 의미에서 궁녀라고 할 수 있다. 방청소 및 개인

심부름을 하는 방자와 음식을 장만하는 취반비는 개

인 시중을 드는 하녀였고, 물을 긷는 무수리, 세숫물

과 목욕물을 담당하는 수모,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파지는 처소 전체의 일을 담당했다. 각 처소에서 물

긷고, 불 때고, 청소하는 일은 힘들고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담당했다. 수공이 공적 공간에서의 일

을 담당했다면, 이들은 사적 공간을 담당했다. 무수

리는 무수각심이라고 불렀다. 제조상궁은 따로 침모

를 두고 비자를 2명씩 거느렸다.38)

상궁과 나인이 원칙적으로 왕, 왕비, 대비, 후궁,

세자, 세자빈 등 자신의 주인에게 평생 종속되는 존

재임에 비해 방자나 무수리 등은 그렇지 않았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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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취반비, 파지 등은 상궁이나 나인을 위한 종이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자나 취반비, 무수리, 파지

등은 상궁이나 나인에 비해 입궁과 출궁이 상대적으

로 자유로웠다. 이미 혼인했던 기혼자도 입궁이 가능

했고, 출궁이후에도 혼인이 비교적 자유로웠다.39)

2) 궁녀 외 각 차비

궐내에는 궁녀 외에 환관, 별감 등 일상업무를 담

당하는 각 차비가 있었다. 음식전문가, 궐내 경비인,

물긷는 자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음식담당 차비의

경우 일견 궁녀의 업무와 겹치는 듯하지만 보다 세

분화된 전문 조리 영역으로 차별화되었다. 대전회통
에 나타난 궐내 각 차비의 직무는 <표 2>40)와 같다.

고종 31년(1894, 갑오), 궁녀의 숫자는 대전 시녀

100인, 대비전 시녀 100인, 중궁전 시녀 100인, 세자

궁 시녀 60인, 세자빈궁 시녀 40인, 세손궁 시녀 50

인, 세손빈궁 시녀 30인으로41) 도합 480인이다. 성종

때에는 총 105명의 궁녀가 있었고42) 인조 때에는

230명의 궁녀가 있었다.43) 시간이 지나면서 궁녀의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신명호는 각 처소의 궁녀

조직이 점차로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늘어난데 있다

고 보았다. 궁궐 안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이 내용

과 형식면에서 다양해지고 풍부해짐으로써 궁중문화

가 한층 발전했다는 걸 반영하며, 궁녀가 그러한 궁

중생활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다.44)

궁녀는 의전(衣纏)·선반(宣飯)·삭료(朔料)45)를 급

여로 받았다. 의전은 1년에 두차례 봄, 가을에 옷감

을 내려주는 것이며, 선반은 밥을 주는 것이고, 삭료

는 월급이다. 삭료는 매달 정기적인 보수를 일컫는데

갑오경장 이전에는 열두공상(12貢賞)제도가 있어서

관례를 한 후부터 내렸으며, 궁녀가 죽었을 때는 베,

무명 등의 물건을 내리고 3년상 안에는 고정된 녹을

내려 일생을 왕을 위해 바친 궁녀에게 위로의 뜻을

표했다.46) 궁녀들에게 지급한 급여기록은 여러 발기

에 상세하게 남아있다.

Ⅲ. 궁녀의 선발과정
궁녀는 급여를 받는 직업여성으로서 음식, 빨래, 바

느질, 자수, 청소, 양육 등 궁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공을 담당했다. 왕과 세자, 그리고 왕실의 여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궁녀를 선발해 들였다. 그러므로 궁녀는 자기가 속한

처소의 주인과 공동운명체로서 충성을 다하였다. 대

전, 중궁전, 대비전, 세자궁 등의 궁호는 곧 처소의 주

인을 가리키는 칭호가 되었는데 왕, 왕비, 대비 이상

의 거주공간은 전이라 하고, 그 아래는 궁이라 불렀

다. 새롭게 왕실의 여인으로 편입된 사람에게는 내명

부의 품계와 더불어 거주공간의 궁호를 내려주었다.

나라에서는 궁녀를 무분별하게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 처소의 격에 맞추어 궁녀의 수를 제한했다.

속대전에서 정하고 있는 궁녀의 선발 기준은 다
음과 같다. “궁녀는 다만 각사(各司)[관아]의 하전

(下典)[여자 종]으로 선발해 드린다. 내수사(內需司)

의 여자 종은 궁녀로 선발해도 괜찮지만 시비(侍婢)

는 특교(特敎)가 아니면 궁녀로 선발하지 않는다. 양

가의 여성은 일체 논하지 않는다. 양인이나 시비를

혹시 궁녀로 추천하여 보내거나 혹 속이고 들어가게

하는 자는 장(杖) 60에 도(徒) 1년의 형벌에 처한다.

종친부와 의정부의 노비는 시녀나 별감으로 선정하

지 않는다.47) 관아의 종을 관리하던 곳은 형조이므로

궁녀를 선발하는 업무는 형조에 속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수사는 노비를 포함한 왕실의 재산

을 관리하는 곳이었므로 내수사의 종을 궁녀로 들이

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궁녀의 선발과정은 각 전에서 필요한 궁녀를 담당

환관에게 알리면 환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내수사의

여자 종 중에서 선발했다. 내수사가 아닌 관아의 여

자 종을 궁녀로 선발할 때는 담당환관이 필요한 수

를 승정원에게 알리고, 승정원은 형조에게 통지했으

며, 형조에서는 관아의 공노비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골라서 승정원에 보고했다. 승정원은 이 사실을 환관

에게 알리고 환관은 궁녀를 입궁시키고 해당관청에

통지함으로써 궁녀선발이 종결되었다.48) 하지만 모든

궁녀가 공노비 출신은 아니었다. 궁녀로 들어오는 또

하나의 방식은 왕이나 왕세자의 배우자로 간택된 여

인이 왕실로 들어올 때 유모나 몸종을 데리고 들어

오는 것이다. 왕비나 세자빈 개인에게 속한 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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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

소속인원

직무/비고문소

전51)
대전

왕비

전

세자

궁

세손

궁

반감(飯監) 2 6 4 4 2

반찬 등 음식물과 각종 진상을 맡아보는 자

대전소속 6인 중 4인은 다인청(多人廳)52)소속

왕비전소속 4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

세자궁소속 4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

별사옹(別司饔) 4 14 6 4 -

음식물을 요리하는 자로서 고기다루는 자를 뜻하는 한파오적(漢波吾

赤)을 개칭한 것이다.

대전소속 14인 중 8인은 다인청 소속

왕비전소속 6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

세자궁소속 4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세자빈이 있으면 2인을 더한다)

탕수색(湯水色) 4 14 4 4 -

대궐 안에서 물끓이는 일을 맡은 자

대전소속 14인 중 10인은 다인청 소속

왕비전소속 4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

세자궁소속 4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세자빈이 있으면 2인을 더한다)

상배색(牀排色) 4 10 4 4 -

상 차리는 일을 맡아보는 자

대전소속 10인 중 8인은 다인청 소속

왕비전소속 4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

세자궁소속 4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

자색(炙色) 4 6 4 4 -

대궐 안에서 생선굽는 일을 맡은 자

대전소속 6인 중 4인은 다인청 소속

왕비전소속 4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

세자궁소속 4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

반공(飯工) 6 12 6 6 -

대궐 안에서 밥 짓는 일에 종사하는 자

대전소속 12인 중 10인은 다인청 소속

왕비전소속 6인 중 4인은 다인청 소속

세자궁소속 6인 중 4인은 다인청 소속

포장(泡匠) 4 2 2 2 - 대궐 안에서 두부 만드는 자

주색(酒色) 4 4 2 2 - 대궐 안에서 술 빚는 일을 맡은 자

다색(茶色) 2 4 2 2 - 대궐 안에서 차 끓이는 일을 맡은 자

병공(餠工) 4 2 2 2 - 대궐 안에서 떡만드는 일을 맡은 자

증색(蒸色) 겸

장자색(莊子色)
4 - - - - 대궐 안에서 음식물을 찌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자

증색(蒸色) - 10 4 4 -

대궐 안에서 음식물 찌는 일을 맡은 자

대전소속 10인 중 8인은 다인청 소속

왕비전소속 4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

세자궁소속 4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

등촉색(燈燭色) - 4 4 2 - 궁중에서 등불을 맡은 환관

등촉색 겸 주색 - - - - 2 -

성상(城上) 4 34 8 10 2

액정서 소속으로 궁중을 감시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각

사(各司)의 노예로서 기물을 맡아서 간수하는 자를 말한다

대전소속 34인 중 2인은 세수간53), 6인은 은기54), 26인은 다인청소속

왕비전소속 8인 중 4인은 은기, 4인은 다인청 소속

세자궁소속 4인 중 2인은 세수간, 4이은 은기, 4인은 다인청 소속

수공(水工) 2 18 6 4 -

대궐 안 각 사에 딸린 아랫사람으로 물 긷고, 마당 쓰는 등의 일을 함

대전소속 18인 중 2인은 다방, 12인은 다인청소속

왕비전소속 6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

세자궁소속 4인 중 2인은 다인청 소속(세자빈이 있으면 2인을 더한다)

<표 2> 대전회통에 나타난 궐내 각 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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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출신 입궁나이 입궁 후 상궁연한

지밀 각 궁 소임의 여식이나 상궁의 친족 4세부터 10세 25년

침방 각 처소 나인의 친족 6, 7세 35년

수방 각 처소 나인의 친족 6, 7세 35년

세수간 각 궁 궁속의 여식이나 각 궁 나인의 친족 12, 13세 35년

생과방 각 궁 궁속의 여식이나 각 궁 나인의 친족 12, 13세 35년

내소주방 각 궁 궁속의 여식이나 각 궁 나인의 친족 12, 13세 35년

외소주방 각 궁 궁속의 여식이나 각 궁 나인의 친족 12, 13세 35년

세답방 각 궁 궁속의 여식이나 각 궁 나인의 친족 12, 13세 35년

<표 3> 여관제도연혁 에 나타난 궁녀의 입궁 과정

차비

소속인원

직무/비고문소

전55)
대전

왕비

전

세자

궁

세손

궁

별감(別監) 6 46 16 18 10

액정서와 장원서에 소속하되 여러 궁에 배치되었다

대전소속 46인 중 4인은 세수간, 4인은 수사간56)소속

세자궁소속 18인 중 3인은 세수간, 3인은 수사간 소속

세수간 별감 - - - - 1 세자궁 수사간 별감이 겸한다.

수복(守僕) 4 - - - -
묘(廟), 사(社), 능(陵), 원(園), 서원(書院) 등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구실아치

궁녀가 된 자를 본방나인이라고 했다.49) 이들도 왕비

나 세자빈의 집에서 절차를 거쳐 뽑았다. 순종의 계

비로 간택된 윤정효황후의 본방나인으로 들어간 김

명길 상궁은 양인으로서 초록저고리와 남치마를 지

어 입고 11~15세의 소녀 20여명이 세자빈의 집에

모인 가운데 두 번째 간택을 거쳐서 뽑혔다고 한다.

유모와 본방 나인 외에 속속곳만 빠는 아이를 들여

보내는데 이를 유모방 손님이라고 불렀다.50) 이들 외

에도 양인출신의 궁녀가 있었다. 속대전에서 양인

이나 시비를 궁녀로 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를 위하여 본인이나 부모의

뜻에 따라 입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순조1년(1801)에 공노비가 해방되고, 고종31년

(1884)에는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궁녀를 들이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러한 변

화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여관제도연혁 에 나타난

궁녀의 선발과정으로 국말에는 대개 기존의 궁녀를

통하여 아름 아름으로 선발해 들였다. 입궁 과정을

<표 3>으로 정리하였다. 지밀은 각 궁 하급관리의 딸

이나, 상궁의 친척 중에서 선발했으며, 침방과 수방

의 궁녀는 지밀을 제외한 침방, 수방, 세수간, 생과방,

소주방, 세답방나인의 친척 중에서 선발했고, 그 밖

은 각 궁 구실아치의 딸이나 각 궁 나인의 친척 중

에서 선발했다. 각 궁이라 함은 별궁, 후궁, 사당, 왕

자궁, 공주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 궁의 궁녀는

선발규정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궁의 궁녀가

업수이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추안급구안 에 나타난 17세기 궁녀의 출신을 보

면 40명의 궁녀 중 15명이 상궁과 나인의 하녀였던

방자, 파지, 무수리였으며, 궁녀 25명 중 8명이 내수

사 출신이고, 각 관아 출신이 6명, 양인여성이 4명이

며, 본방나인이 7명이다. 양인 여성의 입궁 나이는

각각 13세, 14세, 25세, 40세 등이며 생계를 위하여

입궁한 것으로 나타난다. 왕비전이나 세자궁에 입궁

한 궁녀는 빠르면 9세, 늦으면 스무살이었으며, 왕실

에서 유모나 보모가 필요할 때는 40세가 넘는 자를

들이기도 했다.57) 궁녀는 미혼녀야 하지만 유모나 보

모는 기혼녀로서 수유와 육아를 담당했다. 국말에는

네 살에 입궁하는 궁녀도 있었는데 너무 어린 아이

들은 궁에서 재우지 못하고 해가 떨어지면 어머니들

이 들어와 자주보자기를 씌워 업어 데려가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자주보자기를 씌워 데려오곤 했다.5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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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업무분장 품계 업무분장 복식

어여미

삼색연을 댄 광수

흑사원삼(黑紗圓衫)

남색 금수대(金繡帶)

겉[表]남사상(藍紗裳)

안[裏] 남색상(藍色裳)

홍색 온혜(溫鞋)

계청(啓請)상궁

전도(前導)상궁

도(都)집사

부(副)집사

정5품

시위(侍衛)상궁

찬청(贊請)상궁

승인(承引)상궁

전인(前引)상궁

어여미

삼색연을 댄 광수

초록원삼(草綠圓衫)

남색 금수대(金繡帶)

겉[表] 홍사상(紅紗裳)

안[裏] 남색상(藍色裳)

홍색 온혜(溫鞋)

- 종5품
상식(尙食)

상식(尙飾)

상침(尙寢) 정6품 -

- 종6품
상찬(尙饌)

상기(尙記)

전언(典言)

사찬(司贊)

찬홀(贊笏)

정7품
전빈(典賓)

전선(典膳)

- 종7품 -

전찬(典贊) 정8품

전식(典飾)

상인(尙引)

사인(司引)

전등(典燈) 종8품 - -

가리마

초록당의[丹衣]

백주 한삼

겉 남상

안 홍상

흑혜

각 차비여령 미상
집사

홀기(笏記) 차비여령

가리마

초록당의[丹衣]

백주 한삼

겉 남상

안 황상

흑혜

가리마

초록당의[丹衣]

백주 한삼

겉 남상

흑혜

문외의장(門外儀仗)

봉지(奉持)비자
미상

악장(樂章)사창(司唱)

차비여령

화관

황초삼

오채 한삼

겉 남상

안 홍상

초록혜

<표 4> 헌종무신진찬의궤에 나타난 내진찬시 궁녀의 복식

들은 명헌왕후, 철인왕후 등 후사 없이 적적한 삶을

사는 대비의 지밀에 소속되어 대비의 적적함을 달래

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같이 지밀의 특수한 상황

으로 인하여 4살이라는 어린나이에 입궁한 것을 궁

녀의 입궁 나이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방자, 무수리, 파지 등 비자는 기본적으로 내수사를 비

롯한 중앙행정부서의 공노비인 여자 종에서 충원했다.59)

그러나 상궁과 나인 중에 양인 여성, 또는 양반 첩의 소

생이 있었던 것처럼 방자, 취반비, 무수리, 수모, 파지 중

에도 사노비나 양인 여성, 첩의 소생 등이 있었다.

Ⅳ. 궁녀의 복식
궁녀의 업무는 의례가 있을 때와 평상시로 구별되

었고,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입는 복식도 달라졌다.

1. 궁녀의 예복
의례가 있을 때는 업무분장(業務分掌)에 따라서

호칭과 업무를 구분하였으며 착용하는 복색을 달리

하였다. <표 4>는 헌종무신진찬의궤(憲宗戊申進饌儀

軌)에 나타난 내진찬시 시위 각 차비의 복식이다.60)

의례에 참여하는 궁녀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흑원삼이나 녹원삼, 또는 당의를

입게 된다. <그림 1>61)은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각각

흑원삼과 녹원삼을 입은 정해진찬도병에 묘사된 궁

녀이다. <그림 2>62)는 기축진표리진찬의궤의 반차도

에 나타난 인도 여집사의 모습으로 어여머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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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흑원삼, 녹원삼을 입은 궁녀

- 한국음악학자료총서, 35, p. 81.

<그림 2> 기축진표리진찬의궤 중 인도여집사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연구총서, 1, 도판 2

<그림 3> 삼색연을 댄 초록원삼을 남색금수대로 여미고,

남색상, 홍사상에 어여미를 갖춘 찬청상궁, 승인상궁,

전인상궁, 상식(尙食), 상식(尙飾), 상찬, 상기, 전식,

상인, 사인, 전빈, 전선 등의 복식

- 재현품

<그림 4> 삼색연을 댄 흑사원삼을 남색금수대로 여미고,

남색상, 남사상에 어여미를 갖춘 계청상궁, 전도상궁,

도집사, 부집사, 상침, 전언, 사찬, 찬홀, 전찬, 전등 등의

복식

- 재현품

가리마를 썼으며 당의를 입고 남치마 위에 홍치마를

덧입었다. 예복을 갖출 때는 웃치마(上裳)를 더하는

데 그림에 보이는 남치마는 웃치마로서 웃치마 위에

는 홍색 단상(短裳)을 입었다. 궁중의례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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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너울을 쓰고 녹원삼을 입은 상궁

- 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순정효황후 가례도감의궤 반차도

<그림 6>보행내인

- 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궤

반차도

궁녀는 색상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차림

을 했다. <그림 3>은 무신진찬의궤에 나타난 궁녀의

초록원삼, <그림 4>는 궁녀의 흑원삼을 각각 재현한

것이다. 원삼을 갖출 수 없는 품계의 궁녀라도 계례

에는 원삼 차림의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궁녀의 계례

는 일반인의 혼례와 같은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어여머리에 떠구지[어여미]를 얹고63) 선봉잠에 갖가

지 보패를 단 반자를 머리 양쪽에 달았다. 복색은 남

색 겹치마에 옥색회장저고리, 원삼을 입으며, 노리개

를 차지만 곤지는 찍지 않았다.64)

세재갑진계춘(歲在甲辰季春, 1840년 3월)에 한양거

사(漢陽居士)가 지은 한양가65)에서는 궁 밖 사람들

의 눈에 비친 궁녀의 예복 착용 모습을 알 수 있다.

“…각 처소나인들은 안일을 감았는데, 지밀(至密),
침방(針房), 수방(繡房)이며 생것방 소주방이 백각

사 각각 맡아 아침저녁 문안이며, 의대(衣襨)수문
(酬問) 침선이며 수라진찬(進饌) 직분일다 윤주라
모단 너울 두록대단 드림이며 홍융사 유소 매듭

빛 좋게 늘어지고 남소화주 긴 너울은 누른 화판
조밀하다 설한단 남치마와 불빛 모단 족두리며 어
여머리 늦은 낭자 오두잠 금죽절과 긴 원삼 짜른

당의 요지연(瑤池宴) 뫼셨는 듯 분대도 절통하고
주취도 화려하다 항아가 적강한가 속태도 전연 없
네 나 많은 무수리는 작은 머리, 긴 저고리 아청무

명 넓은 띠에 문패(門牌)를 빗겨차고…”

궁 밖의 사람들이 궁녀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기

회는 가례행렬과 같이 왕실 인물의 궁 밖 행차를 수

행할 때이므로 궁녀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의례

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양가에 나타난

궁녀의 복식은 유소를 드리운 너울을 쓰고 원삼을

입는 등 일상복이 아닌 예복을 착용한 모습으로 묘

사되어 있다.

<그림 5>는 가례도감의궤의 반차도에 나오는 상궁

의 모습으로 한양가에 나오는 묘사를 어느 정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6>은 설한단 남치마와

불빛 모단 족두리를 연상케하는 보행내인의 차림이

다. 그밖에 가례도감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인의

차림 중에 장삼이 있다. 역대가례도감의궤에는 기행

내인의 의복으로 홍장삼, 황장삼을 기록하고 있으며,

헌종의 후궁, 경빈의 가례를 한문으로 기록한 헌종
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66)에는 기행내인의 의복

으로 홍장삼 2, 황장삼 2이 기록되었고, 동일한 의례

에 대한 한글 기록인 뎡미가례시일긔67)에는 기행

내인의 의복으로 홍몽도리 1쌍, 황몽도리 1쌍을 기록

하여서 장삼이 곧 몽두리임을 알 수 있다. 장삼, 몽두

리, 배자는 동일한 계열의 의복으로서 신분에 따라

소재로 구별하고 명칭에 차이를 두었다. 장삼은 왕실

여인으로부터 상궁, 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서 착용하던 여자예복이지만 착용자와 소재에 따라

구별이 있었다. 병와집(甁窩集)에 의하면 실녀[미

혼녀]배자는 신부가 착용하는 홍장삼과 유사한 것이

고, 중첩[기혼녀]의 배자는 관기가 착용하는 몽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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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으로 소매가 짧고, 직령을 달고, 底襟(저금)이

없는 것이다.68) 즉 몽두리는 안자락이 없는 대금의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몽두리에서 이러한 특징을 잘 볼 수 있다.69) <그림

7>70)은 기행내인의 복식을 재현한 것이다. 역대 가례

도감의궤에 의하면 기행내인의 복식을 장삼과 더불어

하의로 말군, 아청주치마, 남주치마를 기록하고 있지

만 반차도에는 말군 없이 치마만 입은 모습으로 묘사

되어 있다. 좌측은 반차도의 모습대로, 우측은 의궤의

기록대로 말군을 갖춘 모습으로 재현하였다.

<그림 7> 황장삼[황몽두리], 홍장삼[홍몽두리]를 입은

기행내인

-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가례복식, p. 68.

색장은 글월비자라고 하여 편지를 받들고 왕래하

는 일을 맡았는데 평상시 아청색 치마, 저고리 차림

을 하지만 의례 때는 아청색 당의, 아청색 웃치마[상

상(上裳)], 아청색 치마[단상(短裳)]로 구성된 의복

을 입었다.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에 간택 당시를

회고하면서 길에서 글월비자가 흑단장하고 섰으니

놀라기 비할 때 없더라고 색장을 묘사하고 있다.

2. 궁녀의 일상복
1) 머리모양

궁녀는 소속 부서에 따라서 복색에 차이가 있었다.

지밀의 소녀나인은 커다란 생머리를 붙이고 빨강댕기

네 가닥을 엉덩이까지 늘이고 침방, 수방의 소녀나인

은 두 가닥을 짧게 맸다.71) 궁 안의 지밀(至密), 침방

(針房), 수방(繡房)의 생각시와 왕녀는 새앙머리를

하지만 다른 처소의 소녀나인은 여염집 처녀와 마찬

가지로 한 가닥으로 땋아 늘인 머리를 하였다.72) 처

소의 소녀나인 중에도 세답방 소녀나인은 쪽을 찌고

팥잎댕기라고 하는 홑댕기를 맸으며 입궁 후 15년이

지나 관례를 올리면 팥잎댕기를 빼버렸다.73) 세답방

소녀나인은 관례 전인데도 쪽을 쪘으며 팥잎댕기의

유무로 관례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소녀나인이 관례를 하면 쪽을 찌고 첩지를 쓰게

되는데 첩지는 신분에 따라 재료와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중궁전은 순금으로 된 봉을 앉혔고, 친척부

인들은 금으로 된 개구리 첩지를 얹으며, 상궁들은

은으로 만들고 머리와 꼬리만 금칠을 한 개구리 첩

지를 달았다. 후궁봉작을 못 받았어도 승은을 입은

나인은 첩지의 가운데 부분도 금칠을 했다. 상궁 나

인들은 국상이 나도 은첩지를 그냥 쓰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왕이 살아계셔도 흑각 첩지를 썼다.74)

언더우드의 부인은 구한말 궁녀의 모습에 대하여

“그들은 항상 커다란 가발을 써서 이상하게 보이게끔

한다. 그들은 화장을 짙게 하고 향수를 바르며 눈썹

을 깎고 연필로 그린다. 그들은 멋지게 늘어진 비단

옷을 입고, 머리와 허리에 금박 장식을 하고 있다”75)

고 묘사하였다. 커다란 가발이라 함은 어여머리를 가

리키는 것이고 머리의 금박장식은 첩지로 판단된다.

지밀나인은 평소에 둘로 나뉘어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데 진시(오전 7시쯤)에서 미시(오후3시쯤)까지

일하는 낮근무와 그 이후의 일을 맡는 밤근무가 있

다. 낮 근무에는 어여머리, 오후 근무에는 첩지를 쓰

고 조짐머리를 하였다. 밤에 조짐머리의 쪽을 목침삼

아 자야했기 때문이다.76) 조짐머리란 쪽진머리의 다

른 표현으로 쪽을 돋우기 위하여 조짐머리다래를 더

하기도 했다.77)

5월 단오에는 그네 경기를 하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은 궁녀들이 창포뿌리를 뾰족하게 깍아 다홍칠을 해

양쪽 귀에 꽂기도 하고 생머리에 꽂아 모양을 냈다.78)

궁녀의 하녀격인 비자는 머리를 방석같이 둥글게

틀어 올렸다.79) 가체금지령은 양반을 대상으로 한 것

이었기 때문에 상천(常賤)의 경우에는 다래를 사용

치 않고 밑머리 즉 본머리를 땋아 머리에 얹었다. 따

라서 풍성한 모양을 이루지 못했는데 한양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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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밀 아기나인의 일상복: 연두저고리․진분홍치마, 남색저고리․진분홍치마,

분홍저고리․남치마

- 재현품

<그림 9> 소녀나인의

보라삼회장저고리․남치마

- 재현품

<그림 10>가마를 시위하는 궁녀

-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p. 364.

<그림 11> 왕비연 전후의 궁녀 시위행렬

-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속) 생활과

풍속, p. 84.

이 모양을 작은 머리라고 묘사하였다.

2) 의복

지밀의 아기나인은 짧은 남치마․색동저고리, 노

랑저고리․다홍치마를 비롯하여 각색 저고리에 남치

마, 분홍치마 등을 입었으나 고종이 황제 위에 오른

1896년 이후로 노랑저고리는 왕실여인의 차림이 되

어 <그림 8>과 같이 연두저고리에 진분홍치마, 남색

저고리에 진분홍치마, 또는 분홍저고리에 남치마를

입었다.80) 소녀나인은 대개 <그림 9>와 같은 보라저

고리에 남치마를 제복처럼 입었으며 저고리에는 반

드시 자주 삼회장을 달았다. 젊은 나인은 초록색저고

리에 남치마, 노상궁들은 옥색 회장저고리에 남치마

를 입었다. 기호지방의 양반이 치맛자락을 왼 여밈으

로 입어서 오른 여밈의 서민들과 차이를 두었듯이

지밀과 침방, 수방나인은 다른 처소 나인과 달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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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오후에 나인이 번설 때 하는 조짐머리와

연두저고리․남치마, 분홍저고리․남치마

- 재현품

<그림 13>

헌종가례진하계병 중 일부

- 한국음악학자료총서, 35,

p. 41.

마를 외로 여미고 땅에 끌리게 길게 입었다.81) 처소

나인들은 다 행주치마를 쳤다.82)

관례를 올린 나인은 궁녀의 정장이라고 할 수 있

는 남치마에 옥색회장저고리, 견마기를 입고 어여머

리를 하였다. 견마기는 회장저고리에 흰색 거들지를

단 예복으로 당의보다 간편하지만 동일한 격식을 갖

춘 옷이다. <그림 10>83)은 화성능행도병의 환어행렬

도 일부로 혜경궁의 가마를 시위하는 궁녀가 남치마,

초록견마기를 입고 이엄을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1>84)은 왕비연을 전후한 궁녀들의 시위행

렬로서85) 어여머리를 하고 치마, 저고리를 입기는 했

으나 색상은 확인할 수 없다. <그림 10>의 궁녀는 내

외를 위하여 막을 치고 행진하고 있는데 <그림 11>

에는 내외를 위한 장치가 없다.

상궁의 차림도 원칙적으로 나인과 같았으나 나이

가 많다보니 삼회장보다는 반회장을 하고 끝동도 자

주가 아닌 남색을 댔다. 삼회장, 반회장, 민저고리 등

은 유행이나 연령에 따른 것이고 신분이나 위계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명절인 설에는 연두저고리에 남

치마를 입고 동지에는 자주저고리에 남치마를 입었

다. 자주저고리는 동지가 든 달 내내 입었다.86) 상궁

과 나인들은 5월4일까지는 초록회장저고리나 옥색

회장저고리를 입다가 단오부터 8월14일까지 흰저고

리를 입고 8월 한가위부터는 다시 색저고리를 입는

다.87)

오후 번을 설 때는 <그림 12>에서와 같이 남치마

에 연두저고리 혹은 분홍저고리를 입고 조짐머리를

하였다.

궁녀의 하녀인 비자는 출퇴근을 했는데 머리를 둥

글게 얹고 남치마에 긴저고리를 입었다. 허리에는 검

은띠를 질끈 동여매고 그 앞에 패를 찼는데 일종의

출입증인 것이다.88) 비자가 입는 남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는 검은 빛이 도는 아청색을 띈다. 무수리는 한

양가에서 보듯이 무명에 아청색 물을 들여 아래 위

똑같은 색으로 입는데 저고리길이가 길었다. 물을 긷

고 나르는 일을 해야 하므로 겨드랑이가 쉽게 노출

되는 짧은 저고리 대신 긴 저고리를 입었다. 이들도

대궐 출입과 각 별궁 간 출입을 위한 패를 찼다. 이

패는 궐문을 드나들기 위한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당시 신부(信符)의 모양은 네모난 것, 둥근

것, 굽은 것, 곧은 것[직사각형], 뾰족한 것[삼각형]

이 있으며 매년 바꾸는데 앞면에는 전자(篆字)로 신

부(信符)라는 글자와 그 해의 간지(干支)를 낙인하

고 뒷면에는 소속관청을 새긴다. 사모를 쓰고 각대를

띤 사람은 신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89) 무수리는

널찍한 띠에 맨 패를 치마 위로 둘러서 앞으로 늘였

다. 머리는 본머리를 땋아 얹고 가리마를 써서 등위

를 구분토록 했는데 내의녀는 모단을 사용하고 각

궁방의 무수리, 각영․각읍의 기녀는 흑색 삼승포로

만든 가리마를 쓰도록 했다.90) <그림 13>91)은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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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쓰고 아청색 저고리에 아청색 치마를 입고 패

를 찬 모습으로 보아 비자를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

다. 국말에는 모든 것이 간소화됨으로써 가리마를 쓴

모습도 사라졌다. 무수리는 궁을 무시로 출입하므로

의례 때가 아닌 평시에도 사람들 눈에 띄기 쉬었을

것이며 한양가에서 묘사하고 있는 복색도 평상시의

모습으로 판단된다. 색장 역시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

로 푸르스름한 치마저고리인 흑의92)를 입고 머리는

맷방석처럼 틀어 올렸으며 허리에 검은 띠를 맸다.93)

불 때는 복이나인은 남치마를 걷어매고 행주치마를

쳤다.94)

Ⅴ. 결론
궁녀의 역할과 조직을 기록한 여관제도연혁(女官

制度沿革) , 구한말 궁중생활의 이모저모를 담은 낙
선재 주변, 그 밖의 여러 자료를 참고하였으나 구한
말 상궁의 증언을 채록한 자료의 비중이 크다보니

연구의 객관화에 대한 부분이 흡족치 못하다. 차후

자료의 발굴과 많은 논의를 통하여 더 나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다음은 궁녀의 직무

와 복식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궁녀의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었다. 왕실의 가례,

잔치 등 왕실행사에는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호칭

과 업무분장을 따랐으며 평상시에는 지밀(至密), 침

방(針房), 수방(繡房), 세수간(洗手間), 생과방(生果

房), 내소주방(內燒廚房), 외소주방(外燒廚房)으로

나뉘어 시중, 음식, 빨래, 바느질, 자수, 청소, 양육 등

궁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공을 담당했다. 이들 조

직은 크게 지밀, 침방·수방의 도청, 세수간·생과방·내

소주방·외소주방의 처소로 구분되었으며 대전, 대비

전, 중궁전, 세자궁 등 각 전이나 궁 별로 운영했다.

궁녀는 자신의 거처에서 독립된 생활을 했으며 그들

의 시중을 드는 방자, 취반비, 무수리, 수모, 파지 등

의 하녀를 두었다. 궁녀와 하녀에게는 국가에서 급료

를 지불했다.

원칙적으로 궁녀는 관아의 여자종, 또는 내수사의

여자종 중에서 선발했다. 양인은 선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궁녀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순조1년에 공노비가 해방되고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모든 노비가 해방됨으로써 궁녀의 충원은 기

존의 궁녀를 통하여 비공식적으로 아름아름 들이게

되었다.

궁녀는 입궁한 햇수에 따라 소녀나인, 나인, 상궁

으로 위계를 달리했다. 소녀 나인이 입궁한지 15년이

되면 관례를 올리고 나인이 되며, 그로부터 다시

10~20년이 지나서 상궁교지를 받아 상궁이 되었다.

상궁교지를 받는데 지밀나인은 관례 후 10년, 도청나

인이나 처소나인은 20년이 소요되었다. 궁녀를 선발

할 때부터 소속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복식과

처우 면에서도 차이를 두었다. 지밀과 도청의 소녀나

인은 생각시, 처소나인은 각시, 나인은 항아님, 상궁

은 마마님으로 불렸다.

궁녀의 소속에 따라 머리모양이 달라져 지밀, 침

방, 수방의 소녀나인은 새앙머리를 하되 지밀은 4가

닥 새앙댕기, 침방과 수방은 2가닥 새앙댕기를 드렸

다. 그 밖의 처소의 소녀나인은 땋은 머리를 했다.

세답방 소녀나인은 쪽머리에 팥잎댕기라고 하는 홑

댕기를 맸으며 입궁 후 15년이 지나 관례를 올리면

팥잎댕기를 떼어내 팥잎댕기의 유무로 세답방 내인

의 관례 여부를 알 수 있다.

관례를 하면 첩지를 얹고 쪽을 찌는데 나인은 은

개구리첩지를 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흑각

개구리 첩지를 했다. 상궁은 머리와 꼬리에 금칠한

은개구리첩지를 썼으며, 승은상궁은 머리와 꼬리, 가

운데 부분에 금칠한 은개구리첩지를 썼다. 비자는 머

리를 맷방석같이 둥글게 틀어 얹었다.

남치마는 궁녀의 상징이었다. 나이에 따라 평소에

는 보라, 연두, 옥색 회장저고리 등을 입지만 설에는

연두회장저고리를 입으며, 날이 더워지는 단오부터

한가위 전까지는 흰저고리, 동지가 든 달에는 자주회

장저고리를 입었다. 지밀나인은 평상시 낮근무에 어

여머리를 하고, 남치마, 옥색저고리, 초록견마기를 입

었다. 저녁 근무에는 조짐머리에 분홍저고리, 또는

연두저고리, 남치마를 입었다. 지밀, 침방, 수방나인

은 처소나인과 달리 치마를 외로 입고 땅에 끌리게

입었으며 처소나인들은 행주치마를 쳤다. 의례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어여미에 흑원삼이나, 녹원삼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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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위계가 낮은 궁녀는 가리마에 당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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