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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ng Jeong-jo (正祖) was the 22nd king of Joseon dynasty (朝鮮王朝), who led the golden age 
of Korean culture during his ruling. This study is on the burial dressing of King Jeong-jo based 
on the publications during his ruling; such as Gukjo Sangrye Bopyeon (國朝喪禮補編), Chungwan 
Tonggo (春官通考), Jeong-jo Gukjang Dogam Euigwe (國葬都監儀軌), Jeongjo Binjeon Honjeon 
Dogam Euigwe  (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 and Jeong-jo Sillok (正祖實錄), Gukjo Sangrye Bopyeon 
(國朝喪禮補編) was published in 1758. It compiled the funeral protocols of royal court, com- 
plementing the shortcomings of protocol documents published till then. Chungwan Tonggo was 
published in 1788, compiling all the protocols and customs practiced during Joseon dynasty in an 
organized manner. Jeong-jo Gukjang Dogam Euigwe and Jeongjo Binjeon Honjeon Dogam 
Euigwe, record the burial dressing and the state funeral of King Jeong-jo in detail based on the 
contents of above protocol publications. In addition, the ‘Daeryeom Euidae (大斂衣襨)’, ‘Soryeom 
Euidae (小斂衣襨)’, ‘Seup Euidae (襲衣襨)’ and ‘Mokyok Euidae (沐浴衣襨)’ that had been actually 
practiced were studied in detail based on the records in June/July, 1800 in Book 54 ‘Jeong-jo’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timing of King Jeong-jo’s state funeral was when the 
most elaborated and complete protocol books of Joseon dynasty had been published.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e solemn and magnificent funeral culture and King’s burial dressing in 
late Joseon dynasty by way of King Jeong-jo’s burial d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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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왕조 제 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은 조선왕조를

문화적 황금기로 이끈 국가 지도자였다. 1759년 세손

에 책봉되어 1776년 3월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른

정조는 정치적·경제적 안정 위에 적서차별의 철폐,

공노비 해방을 통한 신분제도의 혁파, 과거제도의 개

혁 등 의욕적인 개혁정책으로 새로운 문화창달의 토

대를 마련하여 문민정치에 힘썼다. 또한 왕조 초기에

제정, 정비된 문물제도의 보완·정리를 위해 영조 때

부터 시작된 정비작업을 계승, 완결하였다.

예제에 있어서 성종 5년(1474년)에 편찬된 국조
오례의(國朝五禮儀)를 보완하여 속오례의(續五禮
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속오례의
보(續五禮儀補) 등이 지속적으로 출간되었으며, 영

조대에는 궁중의 상례만을 정리한 국조상례보편(國
朝喪禮補編)이 편찬되었고, 정조대에는 춘관지(春
官志)와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등을 바탕으

로 춘관통고(春官通考)를 완간하였다.
그러므로 정조의 염습의대 고찰은 조선왕조에서도

예제가 정립된 시기의 장례문화와 염습의(斂襲衣)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상례(喪禮)·장례(葬禮)에서 사용된 염습의는 엄격

한 예제에 따라 제작되어 사용되었으며 우리민족의

가치관, 정서, 시대상 등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

“고구려인들은 이미 장가들고 시집가고 나면 이내

장사지낼 옷을 마련해둔다.”1), “일찍이 어른들의 말

을 들으니, 옛날에는 여자의 옷을 넉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집올 때 입었던 옷을 소렴(小殮)할 때 쓸

수 있었다 한다.”2)는 기록에서 수의를 미리 마련해

두는 오래된 풍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죽음에

대한 우리민족의 보편적 가치관과 장례문화를 매우

잘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죽음에 대한 의식의 변화

는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

과 함께 이승에서의 아름다운 이별을 의미하는 우리

민족의 보편적 가치관을 가진 장례문화보다는 편의

성, 경제성, 시간적 이점을 강조하는 현대장례문화로

바뀌고 있다. 다른 의례에 비해 전통적 요소가 아직

까지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상·장례 역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3)

염습의, 수의에 대한 선행논문으로 유관순4), 곽명

숙5)6), 순남숙7), 이은주 외8), 조효숙 외9), 이민주10),

남민이 외11), 김진아12), 최지연13) 등이 있고, 조선후

기 사대부가의 예제(禮制)와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빈전혼전도감의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박성실14)은 빈전도감의궤에

나타난 복식을, 정말숙15)은 왕의 염습의대를 연구하

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정조 12년에 출간된 춘관통고
(春官通考)와 조선후기 예서의 기본이 된 국조상
례보편(國朝喪禮補編)의 염습의대를 기준으로 하여

정조국장도감의궤를 중심으로 정조빈전혼전도감
의궤, 정조실록에 기록된 정조의 염습의대를 통해
조선후기 왕의 염습의대를 고찰함에 본 논문의 목적

과 의의를 둔다.

Ⅱ. 정조국장도감의궤
(正祖國葬都監儀軌)의 문헌적 배경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는 1800년

(순조 즉위년) 정조의 국장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표지의 제목은 정종대왕국장도감의궤(正宗大王國葬
都監儀軌)으로 '정종대왕'은 정조를 가리킨다. 1800

년 6월 28일 정조가 창경궁 영춘헌에서 승하하자 사

망 당일에 국장도감이 설치되고 7월 3일에 빈전(殯

殿)을 마련하였다. 11월 3일 발인하여 시흥과 수원

행궁에서 각각 하룻밤씩 묵은 뒤 11월 5일 화산의

정자각(丁字閣)에 도착하였고 6일에 하관(下棺)하였

다. 우제(虞祭) 등을 거쳐 11월 7일 오후 4시경에 창

덕궁 선정전으로 신주를 모시는 반우(返虞)를 행하

고 그날로 국장도감을 해산한 후 정조국장도감의궤
의 편찬을 시작하였다.16) 정조국장도감의궤에는 대
렴의대에 포함된 면복 복완질(服玩秩)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염습의와 염습의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으므로 정조국장도감의궤이외에 정조빈전
혼전도감의궤, 정조실록에서 정조의 염습의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신분의 상징성



정조국장도감의궤를 중심으로 한 염습의대 고찰

- 149 -

을 담고 있는 복식인 대렴의대를 먼저 살펴보고 소

렴의대, 습의대, 목욕의대 순으로 고찰하겠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는 정조(正祖, 1776~1800)

의 국장(國葬) 때 빈전(殯殿)과 혼전(魂殿)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빈전혼전도감

에서 간행하였다. 본 의궤는 조선후기 국왕의 국장

모습을 생생히 보여준다. 빈전과 혼전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제반 절차를 비롯하여, 관련 관청 간의 협조

과정, 그리고 장례에 필요한 각종 기물의 종류와 제

작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및 수량, 그리고 제작을 담

당한 장인들의 이름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사항들까

지도 파악 가능하다.17) 조선시대 왕실의 장례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당시의 문화사, 사회사,

경제사, 생활사 등 각 방면의 연구에 활용 가치가 높

은 자료이다. 모든 염습과정과 염습의대에 대한 상세

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정조실록(正祖實錄)은 본문 54권과 부록 2권,

합계 56권으로 되었는데, 조선 왕조의 실록 내용이

대체로, 그러한 것같이 본문은 1776년 3월에서 1800

년 6월까지 정조 재위 24년 3개월 동안의 역사적 사

실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으며, 부록은 정조의 행

록(行錄)․시책문(諡冊文)․행장(行狀)․천릉비문

(遷陵碑文)․천릉지문(遷陵誌文) 등으로 되어 있다.

편찬 작업은 1800년 12월에 시작되어 1805년 8월에

완료되었다.18) 정조실록에서의 염습의대 기록은 정
조 24년 6월 29일 신시에 목욕·습·소렴을 거행한 기

록과 소렴에 사용된 의복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조

24년 7월 3일 묘시에 대렴하고 입관한 기록과 대렴

에 사용된 의복, 재궁에 채워 넣은 의복에 대한 기록

이 있다.

당시의 예서인 국조상례보편과 춘관통고를 통
해 정조국장도감의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 정
조실록에서의 정조의 염습의를 비교할 수 있다.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은 조선 후기의 문

신․학자인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영조의 명

을 받아 궁중 예제에 관한 것을 1758년(영조 34)에

완성하여 간행한 책으로 6권 6책, 목활자본이다. 성

종 때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중에서 상

례 부분을 수정․증보한 것이다. 권 1에는 왕의 고명

절차와 죽은 왕에게 올리는 시책문(謚冊文)에 관련

된 기록, 권 2에는 빈소를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절

차에 관련된 기록이 있다. 권3에는 명절 때의 종묘제

례에 관련된 기록, 권 4․5에는 빈소를 떠날 때의 절

차, 권 6은 전체를 총괄한 것이다.19) 영조 이후 왕실

상례의 준칙으로 활용된 귀중한 자료이다. 대렴의대,

소렴의대, 습의대, 목욕의대에 대한 기록이 도설과

상세하다.

춘관통고(春官通考)는 정조 12년(1788) 유의양

(柳義養)이 왕명을 받아 춘관지(春官志)와 국조
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등을 바탕으로 예조(禮曹)

가 관장했던 모든 예제와 예무를 길(吉)․가(嘉)․

빈(賓)․군(軍)․흉(凶)의 오례로 나누어 총 정리해

편찬한 책이다. 전체가 96권이고, 목록이 62책으로

필사본이다.

권 1부터 권 45까지는 길례에 관한 것으로, 사

직․종묘․경모궁(景慕宮)․능침(陵寢)․진전(眞

殿)․원묘(原廟)․궁묘․대원군묘(大院君廟)․선농

(先農)․기우(祈雨)․영성(靈星)․관왕묘(關王廟)

등으로 구분하여 의식을 수록하였다. 권 46∼72에서

는 사대제례(事大諸禮)․황화내왕기년(皇華來往紀年)․

등극․전위(傳位)․탄일․조의(朝儀)․면복(冕服)․

노부(鹵簿) 등의 가례 항목을, 권 73․74에서는 조정

사(朝廷使)․접왜(接倭)․유구(琉球)․야인(野人)

등의 빈례 항목을, 권 75․76에서는 병(兵)․형명(形

名)․대사(大射)․대열(大閱)․강무(講武) 등 군례

항목을, 권 77∼96에서는 고명(顧命)․상장(喪葬)․부

묘(祔廟)․치제(致祭)․제기(祭器)․제구(諸具) 등 흉

례항목을 각각 수록하였다.20) 즉, 예조에서 소관했던

각종 예제와 연혁 등을 조선 초부터 정조 초까지 서

술하고, 조선시대에 시행된 모든 예제를 일목요연하

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이 책은 조선 왕

조의 유교적 국가 전례의 모든 사례를 총망라한 유

일의 회통서(會通書)라는 점에서 문화사 연구에 그

자료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대렴의

대, 소렴의대, 습의대, 목욕의대에 대한 기록도 도설

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용된

정조의 염습의대와 예서의 염습의대와의 비교가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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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조의 염습의대(斂襲衣襨)
1. 대렴의대(大斂衣襨)
정조의 대렴의(大斂儀)는 ‘정조 24년(1800년 경신)

7월 3일(계미) 묘시(卯時)’21)에 대렴하고 입관하면서

행하여졌다.

정조국장도감의궤에는 면복일습에 대한 채색도

설이 있으며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는 의대 중에

서는 ‘면복일습’, ‘평천관’, ‘적석’을 기록하고 있다. 정
조실록에는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 정조국장
도감의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 기록되지 않은
대렴의(大斂儀) 과정과 면복일습 이외의 대렴에 사

용된 의대목록과 재궁의대가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

어 있다.

국조상례보편과 춘관통고는 대렴의대로 사용

된 면복일습에 대한 도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1) 대렴의대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 정조국장도감의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 정조실록에 기록된 대렴

의대와 재궁의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1) 규(圭)

국조상례보편과 춘관통고22)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였다. 규(圭)는 백옥(白玉)이며 길이 9촌, 너

비 3촌, 머리의 각진 부분은 1촌 5푼으로 주척(周尺)

을 사용하였다. 정조국장도감의궤의 규23)는 벽옥

(碧玉)이며 주머니를 홍숙초(紅熟綃)로 만들었다.

(2) 면(冕)

국조상례보편24)과 춘관통고25)에서는 거의 같

은 내용으로 면(冕)을 기록하고 있다. 면은 곧 평천

관(平天冠)으로 체는 종이를 풀로 붙여 만들고 판의

넓이 8촌, 길이 1척 6촌이며 앞은 둥글고 뒤는 네모

이다. 겉은 모단(冒緞), 안은 홍광직(紅廣織)을 쓰고,

체의 높이는 8촌 5푼, 뒤는 9촌 5푼이며 조모라(皂毛

羅)로 싼다. 판 밑면의 옥량(玉梁)과 양 옆의 옥진

(玉瑱)은 당분(唐粉)으로 그리며 전후의 9류(旒)는

오색주로 조성한다. 류마다 9개의 옥에 朱 白 蒼 黃

黑 5가지 색이다. 금전지(金牋紙)를 말아서 좌우에

붙여 장식하고 홍사(紅絲)로 된 갓끈[多繪]을 단다.

정조국장도감의궤에 기록된 면26)은 오동나무판을

갖추고 옥량(玉梁)이며, 금을 장식하고 금비녀에 술

[旒(류)]을 드리우고 옥으로 귀막이를 하였다. 정조
빈전혼전도감의궤27)에 평천관의 겉은 검정 모라(帽

羅), 안은 아청숙초(鴉靑熟綃)로 만든다. 정조실록
28)에는 다른 설명은 없고, 현단구(玄端具) 중의 면

류관(冕旒冠)이라는 기록이 있다.

(3) 의(衣)

국조상례보편29)과 춘관통고30)에서 의(衣)는

아청숙초를 쓰며 오장(五章: 龍, 山, 火, 華蟲, 宗彛)

을 그리고, 소매에는 모두 선[緣]이 있다. 정조국장
도감의궤31)에서 의는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
의 내용과 거의 같으며,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는
면복일습이라는 기록이 있다. 정조실록에는 의상

(衣裳)이라는 기록 중에서 의가 있다.

(4) 상(裳)

국조상례보편32), 춘관통고33), 정조국장도감
의궤34)에 기록된 상(裳)은 내용이 같다. 홍숙초를

쓰고 앞 3폭 뒤 4폭이며, 앞의 3폭과 좌우에는 4장

(藻粉, 米, 黼, 黻)을 수놓고 측면의 단[緣]인 벽(綼)

이 있고 아래의 단인 석(緆)이 있다. 허리 사이의 주

름은 정수(定數)가 없고, 홍숙초를 써서 전후 폭을

협봉(夾縫)한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는 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정조실록에는 현단구 중의 의상
이라 기록되어 있어 상을 확인할 수 있다.

(5) 대대(大帶)

국조상례보편35)와 춘관통고36)의 대(帶)는 겉

은 백숙초(白熟綃), 안은 홍숙초를 쓴다. 허리를 감

싸는 요(繚)의 단[緣]은 녹숙초(綠熟綃)를 사용한다.

대가 매인 곳에 청조(靑組)를 단다. 정조국장도감의
궤37)의 기록은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의 내용

과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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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喪禮補編 春官通考 正祖國葬都監儀軌 正祖殯殿
魂殿都監儀軌 正祖實錄

1758년 1788년 1800년 1800년 1800년

- - - 冕服一襲 冕服一襲

圭 - -

冕 平天冠
玄端具38)

冕旒冠․冕冠

衣 -
玄端具

衣

裳 -
玄端具

裳

大帶 - -

中單 - -

佩玉 - - - 玄端具

佩玉

<표 1> 대렴의대 및 대렴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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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喪禮補編 春官通考 正祖國葬都監儀軌 正祖殯殿
魂殿都監儀軌 正祖實錄

1758년 1788년 1800년 1800년 1800년

- - - 冕服一襲 冕服一襲

綬 -
玄端具

後繡

方心

曲領
- -

蔽膝 - -

紅襪 - -

赤舃 赤舃一
玄端具

赤舃

夾袖 - - - - 夾袖 1

快子 - - - - 快子 2

褡護 - - - - 褡護 14

袞龍袍 - - - - 袞袍

腰帶 - - - - 腰帶

纏帶 - - - - 纏帶

中赤莫 - - - - 中赤莫 1

道袍 - - - - 道袍 1

비고 - - - 斂衣九十稱 -

(6) 중단(中單)

국조상례보편39)과 춘관통고40)에서 의(衣)는

백숙초를 사용하고, 영(領)․표(標)․선(襈)․거(裾)

는 아청숙초를 사용하며 불(黻)을 그리는 것은 강사

포의 단의와 같다. 정조국장도감의궤41)에서 중단

(中單)은 백숙초를 사용하고, 영․표․선․거는 아청

숙초를 사용한다. 금니로 불을 11개 그리는데 깃 뒤

에 1개, 좌․우에 각각 5개씩 그린다고 기록되어 있

어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의 내용과 거의 같다.

(7) 패옥(珮玉)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 정조빈전혼전도감의
궤에는 패옥(珮玉)에 대한 기록이 없고, 정조실록
에는 현단구 중의 패옥을 썼다는 기록이 있다.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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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도감의궤42)에서 패옥은 비단으로 본을 만들고

겉감은 오색이고, 안감은 홍숙초를 썼다. 오색의 남

은 실로 망수를 짜서 드리운다. 패옥과 은구(銀鉤)를

없애고 당분(唐粉)으로 패옥을 그리고 니금(泥金)으

로 은구를 그린다.

(8) 수(綬)

국조상례보편43)과 춘관통고44)는 수(綬)의 겉

과 안이 망수(網綬)와 같고 패(珮)의 제도는 금환

(金環)을 제거하고 니금으로 그린다고 기록되어 있

다. 정조국장도감의궤45)에서 수는 겉과 안, 망수는
패옥의 제도와 같고 금환을 갖추는 것은 상제(常制)

와 같다. 정조실록에는 현단구 중의 후수(後繡)를

썼다는 기록이 있다.

(9) 방심곡령(方心曲領)

국조상례보편46)에서 방심곡령(方心曲領)은 백숙
초를 쓰고 양 옆에는 끈이 있다. 왼쪽은 녹색, 오른

쪽은 홍색이며 끈의 오른쪽 어깨 닿는 부분에 단추

를 단다. 춘관통고47)는 국조상례보편과 같은 내

용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양옆의 끈의 색을 녹색, 홍

색 모두 왼쪽에 단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誤

記)로 추정된다. 정조국장도감의궤48)는 방심곡령을
백숙초로 만들고 양 옆에 끈을 다는데 왼쪽은 녹색,

오른쪽은 홍색이며 깃 오른쪽에 단추(團樞)를 단다

고 기록되어 있어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의 내

용과 같다.

(10) 폐슬(蔽膝)

국조상례보편49)와 춘관통고50)에서 필(韠)은

곧 폐슬(蔽膝)로 겉과 안을 홍숙초를 사용한다. 앞면

은 5색으로 꼬고 실로 3면을 둘러 재봉하고 위쪽에

서 5촌 아래에 두 줄로 조(藻)․분미(粉米)․보

(黼)․불(黻) 사장(四章)을 수놓는다. 정조국장도감
의궤51)에서 폐슬은 홍숙초로 겉과 안을 만들고 앞

면은 오색의 꼰실로 둘러 꿰매고 3면은 꿰매지 않는

다. 위는 5촌이고 아래는 두 줄이다. 조․분미․보․

불 사장을 수놓는다. 위에는 비(紕)가 있고 아래는

준(純)이 있다.

(11) 홍말(紅襪)

국조상례보편52), 춘관통고53)와 정조국장도감
의궤54)에서 말(襪)의 겉은 홍숙초를 쓰고 안은 홍

색 모시를 쓰며 뒷면의 상단에 1촌을 남기고 재봉하

지 않는다. 그 양 겉에는 홍숙초 끈을 단다.

(12) 적석(赤舃)

국조상례보편55), 춘관통고56)와 정조국장도감
의궤57)에서 적석(赤舃)은 겉은 홍숙초, 안은 백숙초
를 쓰고 준(純)과 수아(綬兒:蘇兀)는 아청진사를 쓴

다. 좌․우․뒤는 준의 옆면에서부터 백초(白綃)로

엮는다. 소구자(小彄子)는 홍초로 신발끈을 만들어

구(彄)를 꿰매어 묶는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와
정조실록에 적석을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3) 협수(夾袖)

회색대설문통해단(灰色大揲紋通海緞) 협수 1벌이

대렴에 사용된 기록이 정조실록에 있다. 안감은 남
색 운문단을 사용하였다.

(14) 쾌자(快子)

정조실록의 대렴의대에 2벌의 쾌자가 있는데,

아청대설문통해단쾌자(鴉靑大揲紋通海緞快子)는 안감

을 진홍운문단(眞紅雲紋緞)으로 댔고, 금용 흉배(金

龍胷褙)를 달았다. 아청소용문쾌자(鴉靑小龍紋快子)

는 홍운문단(紅雲紋緞) 안감을 사용하였다.

(15) 답호(褡護)

초록운문단답호(草綠雲紋緞褡護) 여덟 벌, 유록운

문단답호(柳綠雲紋緞褡護) 세 벌, 유록대설문향단답

호(柳綠大揲紋鄕緞褡護) 두 벌, 다홍대자단답호(多紅

大子緞褡護)가 대렴의대에 들어갔으며 유록대설문향

단답호는 다홍공단(多紅貢緞)을 안감으로 사용하였

다는 기록이 정조실록에 있다.

(16) 곤포(袞袍)

형태나 소재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정조실록에
금용 흉배(金龍胷褙)를 단 곤포, 즉 곤룡포의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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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대(金線龍紋緞腰帶)

직금(織金)된 용문단(龍紋緞) 요대로 정조실록
에 기록되어 있다.

(18) 남영초 전대(藍領綃纏帶)

정조실록에 기록이 있다.

(19) 중치막(中赤莫)

정조실록에 백주(白紬)를 안감으로 사용한 초록
화화주중치막[草綠禾花紬中赤莫]이 대렴의대로 기록

되어 있다.

(20) 도포(道袍)

정조실록에 분홍주(粉紅紬) 안감을 댄 남공단도
포(藍貢緞道袍) 두 벌이 대렴의대로 기록되어 있다.

2) 재궁의대(梓宮衣襨)

재궁에 채워 넣은 의대는 정조실록에만 기록되

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곤포(袞袍)

금용 흉배를 달고 영묘(英廟)가 입었던 진홍운문

대단(眞紅雲紋大緞)을 사용한 곤포(袞袍), 장헌세자

가 입었던 아청대단곤포(鴉靑大緞袞袍)와 금수로 수

놓은 흉배를 단 다홍운문대단곤포(多紅雲紋大緞袞

袍)가 기록되어 있다.

(2) 장의(長衣)

보라화화주장의(甫羅禾花紬長衣) 2벌, 화화주(禾花

紬) 안감을 댄 보라공단장의(甫羅貢緞長衣), 화화주

안감을 댄 옥색공단장의(玉色貢緞長衣), 백주(白紬)

안감을 댄 보라화주장의(甫羅禾紬長衣), 백주 안감을

댄 남령초단장의(藍領綃緞長衣), 백주 안감을 댄 옥

색능장의(玉色綾長衣)를 재궁의대로 사용하였다.

(3) 창의(氅衣)

백화주(白禾紬)안감을 댄 초록공단창의(草綠貢緞

氅衣), 백화주 안감을 댄 남공단창의(藍貢緞氅衣),

심남공단창의(深藍貢緞氅衣)가 있다.

(4) 중치막(中赤莫)

초록공단중치막(草綠貢緞中赤莫), 남공단중치막(藍

貢緞中赤莫)으로 안감은 백화주이다.

(5) 도포(道袍)

다홍공단도포(多紅貢緞道袍), 보라주(甫羅紬) 안

감을 댄 옥색화화방주도포(玉色禾花方紬道袍), 진홍

공단도포(眞紅貢緞道袍), 진홍영초단도포(眞紅領綃緞

道袍), 진홍사초도포(眞紅斑綃道袍) 2벌, 진홍반초도

포(眞紅斑綃道袍)가 있다.

(6) 직령(直領)

모단직령(毛緞直領)이 기록되어 있다.

(7) 삼(衫)

보라상사단사규삼(甫羅賞賜緞四䙆衫), 두록화한단
속적삼[頭綠禾漢緞裏衫]이 있다.

(8) 쾌자(快子)

두록흑공단쾌자(頭綠黑貢緞快子)와 백주 안감을

댄 남공단쾌자(藍貢緞快子), 금사로 수놓은 흉배를

달고 남용문단(藍龍紋緞) 안감을 댄 아청운문단쾌자

(鴉靑雲紋緞快子)가 있다.

(9) 철릭(帖裏)

금사로 수놓은 흉배를 단 진홍용문단철릭(眞紅龍

紋緞帖裏), 진홍영초단철릭(眞紅領綃緞帖裏), 진홍공

단철릭(眞紅宮綃帖裏)이 있다.

(10) 협수(夾袖)

용문단(龍紋緞) 안감을 댄 유록용문단협수(柳綠龍

紋緞來袖)가 있다.

(11) 바지[袴]

화주로 안감을 댄 백공단바지와 백화한단홑바지

[白禾漢緞單袴]의 기록이 있다.

(12) 직물(織物)

진홍대설문상사단(眞紅大揲紋賞賜緞) 1필, 유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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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단(柳綠雲紋大緞) 1필, 남운문대단대대문(藍雲紋

大緞大帶紋) 1필, 천정대설문상사단(天靑大揲紋賞賜

緞) 1필, 주황대설문 상사단(朱黃大揲紋賞賜緞) 1필,

보라대설문상사단 1필, 아청운문단(鴉靑雲紋緞) 1필,

금향령초단(禁香領綃緞) 1필, 금향대설문상사단(禁香

大揲紋賞賜緞) 1필, 아청대설문통해단(鴉靑大揲文通

海緞) 1필, 진홍대설문영초단(眞紅大揲文領綃緞) 1필,

남운문단(藍雲紋緞) 1필, 모단색공단(毛緞色貢緞) 1

필, 진홍대공단(眞紅大貢緞) 1필, 청청운문단(靑靑雲

紋緞) 1필, 모단(毛緞) 1필, 진홍한보단(眞紅漢寶緞)

1필을 재궁에 넣었다.

2. 소렴의대(小斂衣襨)
정조의 소렴의(小斂儀)는 1800년 6월 29일(경진)

신시(辛時)에 거행되었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 정조실록에는 소렴의 과
정과 함께 소렴의대의 기록이 있다. 국조상례보편과
춘관통고는 소렴의대(小斂衣襨)로 사용된 강사포

(絳紗袍), 중단(中單), 패옥(珮玉)에 대한 도설이 있

어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 정조실록에 사용된 소

렴의대 중 강사포 일습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 정조빈전혼전도감의
궤, 정조실록에 기록된 소렴의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표 2>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1) 강사포(絳紗袍)

국조상례보편58)과 춘관통고59)에서 강사포(絳

紗袍)에 대한 기록은 같다. 의(衣)는 홍숙초(紅熟綃)

를 쓰고 포(袍)에서 패(珮)에 이르기까지 평일에 착

용하던 것을 사용한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는 강
사포일습(絳紗袍一襲)이란 기록이 있다. 정조실록
에는 강사포상의하상(絳紗袍上衣下裳), 홍화한단(紅

禾漢緞)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강사포에 사용된 직물

이 국조상례보편과 춘관통고의 홍숙초와 다르게

실제로는 홍화한단을 사용하였다.

2) 중단(中單)

국조상례보편60)과 춘관통고61)에서의 내용은 거

의 같다. 백숙초(白熟綃)로 만들고, 영(領)․표(褾)․

선(襈)․거(裾)는 홍숙초를 쓴다. 니금으로 깃[領]에

불(黻) 11개(뒤 1개, 좌․우에 각 5개씩)를 그린다. 표

는 소매끝, 선은 단, 거는 후거(後裾)이다.

3) 패(珮)

국조상례보편62)과 춘관통고63)의 기록은 거의

같다. 패(珮)는 단(緞)을 사용하여 본(本)을 만들고,

겉은 적(赤)․청(靑)․현(玄)․표(縹)․녹(綠) 5색

으로 짠 비단[五色交織緞]을 안은 홍숙초를 쓴다. 5

색의 남은 실로 망수(網綬)를 매어 늘어뜨리고 패옥

과 은구(銀鉤)는 제거한 뒤 패는 당분으로, 구는 니

금으로 그린다. 대렴 시 면복의 패와 제도가 같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64)에서 패옥은 채단을 쓰고,

당분으로 패를, 니금으로 구를 그린다고 기록되어 패

옥과 은구 대신 그림으로 그렸음을 알 수 있다.

4) 원유관(遠遊冠)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65)에서 원유관의 겉은 검

정 모라(冒羅), 안은 아청숙초, 누자다홍공단(縷子多

紅貢緞)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있다. 정조실록66)에
도 원유관이 기록되어 있다.

5) 창의(氅衣)

정조실록에 남색주(藍色紬)를 사용한 창의(氅

衣)의 기록이 있다.

6) 곤포(袞袍)

정조실록에 아청운문단(鴉靑雲紋緞) 곤포(袞袍)

두 벌이 기록되어 있다.

7) 장의(長衣)

정조실록에 보라화주갑장의(甫羅禾紬甲長衣), 보

라화화주면장의(甫羅禾花紬綿長衣)라 기록되어 있어

장의의 색에 보라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도포(道袍)

정조실록에서 남광직도포(藍廣織道袍) 두 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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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喪禮補編 春官通考 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 正祖實錄
1758년 1788년 1800년 1800년

- - 絳紗袍一襲 絳紗袍上衣下裳

絳紗袍 - -

中單 - -

珮 珮玉 -

遠遊冠 - - 遠遊冠 遠遊冠

氅衣 - - - 氅衣

袞袍 - - - 袞袍二

長衣 - - - 長衣二

道袍 - - - 道袍四

褡護 - 褡護一 褡護

帖裏 - - 帖裏一 帖裏二

廣袖 - - - 廣袖二

背子 - - - 褙子二

中赤莫 - - - 中赤莫二

夾袖 - - - 夾袖二

快子 - - - 快子二

赤舃 - - 赤舃一 -

비고 - - 斂衣十九稱 -

<표 2> 소렴의대

남주(藍紬)로 안감을 댄 다홍대초갑도포(多紅大綃甲

道袍), 남주 안감을 댄 진홍화주도포(眞紅禾紬道袍)

등 모두 4벌의 도포 기록으로 보아 겉의 색상은 남

색과 다홍색이나 안감은 남주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답호(褡護)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 아청향직대자(鴉靑鄕織

帶子)로 만든 답호(褡護)와 정조실록에 아청상직

대자 답호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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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릭[帖裏]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 다홍운문단철릭[多紅雲

紋大緞帖裏] 1벌이 기록되어 있고, 정조실록은 금

흉배(金胷褙)를 단 다홍운문대단[多紅雲紋大緞帖裏]

과 아청운문대단 철릭[鴉靑雲紋大緞帖裏] 2벌을 기

록하고 있다.

11) 광수(廣袖)

정조실록은 초록운문대단광수(草綠雲紋大緞廣

袖) 두 벌을 기록하고 있다.

12) 배자(背子)

정조실록은 초록운문대단배자(草綠雲紋大緞褙子)

두 벌을 기록하고 있다.

13) 중치막(中赤莫)

정조실록에 초록공단중치막(草綠貢緞中赤莫), 옥

색능중치막(玉色綾中赤莫)이 기록되어 있다.

14) 협수(夾袖)

정조실록은 남용문단(藍龍紋緞) 안감을 사용한

유록용문단협수(柳綠龍紋緞夾袖)와 남공단(藍貢緞) 안

감의 토색대설문통해단협수(土色大揲紋通海緞夾袖)를

기록하였다.

15) 쾌자(快子)

정조실록에 진홍용문단으로 안감을 댄 아청운문
단쾌자(鴉靑雲紋緞快子)와 진홍공단으로 안감을 댄

아청대설문통해단쾌자(鴉靑大揲紋通海緞快子) 2벌이

있다.

16) 적석(赤舃)

적석은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 기록이 있다.

3. 습의대(襲衣襨) 
정조의 습의(襲儀)는 1800년 6월 28일(경진) 자시

(子時)에 거행되었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 정조실록에는 습의(襲

儀)과정과 함께 습의대의 기록이 있다. 국조상례보
편과 춘관통고에 습의대로 사용된 곤룡포(袞龍

袍), 익선관(翊善冠)에 대한 도설이 있으며 정조빈
전혼전도감의궤, 정조실록에 습의대로 사용된 목

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 정조빈전혼전도감의
궤, 정조실록에 기록된 습의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이를 <표 3>에 정리하였다.

1) 곤룡포(袞龍袍)

국조상례보편67)과 춘관통고68)는 같은 내용으

로 포(袍)는 육운문단(六雲紋緞), 홍단(紅緞)을 사용

하여 둥글게 마름질하여 본(本)을 만들고, 금선(金

線)으로 오조룡(五爪龍)을 수놓아 가슴․등과 좌․

우 어깨에 꿰매어 붙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춘
관통고에서 곤룡포의 뒷면 도설에는 보가 없는데,

이는 기록하던 중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 정조빈전
혼전도감의궤69)에는 곤룡포를 평소에 착용하던 것

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조실록70)의 곤룡

포는 다홍운문단(多紅雲紋緞)을 사용하고 안감은 남

운문단(藍雲紋緞)을 댔으며, 금사견(金絲肩) 용흉배

(龍胷背)를 달았다.

2) 익선관(翊善冠)

국조상례보편과 춘관통고는 같은 내용으로 관
(冠)은 종이를 풀로 붙여 틀[瑴]을 만들고 겉은 조

모라(皂毛羅), 안은 아청숙초로 싼다. 크고 작은 뿔

각각 두 개씩을 붙이는데 위로 향하게 한다. 정조빈
전혼전도감의궤에서 익선관(翊善冠)은 모단(冒緞)

을, 정조실록에는 모단(毛緞)을 사용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다.

3) 망건(網巾)

아청무문사(鴉靑無紋紗)를 사용하고 상단의 자갑

사(紫甲紗)로 꿰어 당겨 주름을 잡고, 니은으로 한

쌍의 원을 그린다. 원 위에는 모단(冒緞)으로 된 소

구자(小彄子)를 꿰매고 양 끝에 모단(冒緞)으로 만

든 끈을 단다는 내용이 국조상례보편과 춘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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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喪禮補編 春官通考 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 正祖實錄
1758년 1788년 1800년 1800년

袞龍袍 袞龍袍一 袞龍袍

翊善冠 翼善冠 翼善冠

網巾 網巾一 털비단 網巾

玉帶 玉帶一 畵玉帶

靴 靴一 靴

甲精 - -

襪 襪一 襪

褡護 - - 褡護一 褡護

中赤莫 - - 中赤莫二 中赤莫二

長衣 - - 長衣一 長衣二

周衣 - - - 周衣

單衫 - - 汗衫一 單衫

袴 - - 袴一 袴

單袴 - - 單袴一 單袴

腰帶 - - - 腰帶

脚帶子 - - - 脚帶子

行纏 - - - 行纏

<표 3> 습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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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조빈전혼전도감
의궤에 망건의 겉은 아청갑사, 안은 다홍공단을 사

용하고 관자는 평소의 환옥(環玉)을 사용한다. 정조
실록에서 망건은 모단(毛緞)을 사용하였다고 기록

한다.

4) 옥대(玉帶)

국조상례보편과 춘관통고에서 대(帶)는 두꺼

운 종이를 써서 가죽 띠[鞓]를 만들어 홍광직(紅廣

織)으로 싸고, 안은 모단(冒緞)을 쓴다. 니은으로 과

(銙)를 그린다. 양쪽 끝에는 모단(冒緞)으로 된 끈을

단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 옥대는 겉은 다홍
공단(多紅貢緞), 안은 모단(冒緞)을 사용하여 가죽띠

를 만들고, 니금, 니은으로 과(銙)를 그린다고 기록

되어 있다. 정조실록에는 옥대를 그렸다고 기록되

어 있다.

5) 화(靴)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에서 화(靴)는 종이를

풀로 붙여 만들고 겉은 모단을, 안은 백방주를 사용

하며 위 쪽 단[緣]에는 녹광직(綠廣織)을 사용한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 화의 겉은 모단(冒緞)

을 안은 백공단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조
실록에서 초록운문단(草綠雲紋緞)을 사용한 화(靴)

가 기록되어 있다.

6) 갑정(甲精)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에 갑정(甲精)은 백방

주로 겉․안을 만들고, 단은 화와 동일하게 녹광직을

쓴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는 겉과 안을 백공단
으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7) 말(襪)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에서는 겉․안을 백숙

초(白熟綃)로 사용한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과
정조실록에 버선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

8) 답호(褡護)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과 정조실록에 아청운문

단 답호(褡護)의 기록이 있다.

9) 중치막(中赤莫)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과 정조실록에 남화한단

중치막(藍禾漢緞中赤莫), 초록화한단중치막(草綠禾漢

緞中赤莫)이 있고,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는 백공단
안감을 사용한 남화한단중치막(藍禾漢緞中赤莫), 초

록화한단중치막(草綠禾漢緞中赤莫) 2벌이 있다.

10) 장의(長衣)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과 정조실록에 흰공단

안감을 댄 옥색공단장의(玉色貢緞長衣)가 있으며, 정
조실록에는 보라색화한단장의(甫羅色禾漢緞長衣)가

있다.

11) 주의(周衣)

정조실록에 보라화한단주의(甫羅禾漢緞周衣)의

기록이 있다.

12) 홑적삼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 한삼(汗衫) 1벌, 정조
실록에 백공단단삼(單衫)이 기록되어 있다.

13) 바지[袴]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 고(袴) 1벌, 정조실록
에 백공단 고(袴)의 기록이 있다.

14) 홑바지[單袴]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는 단고(單袴) 1벌, 정
조실록에는 백공단 단고(單袴)가 기록되어 있다.

15) 요대(腰帶)

정조실록에 남화한단(藍禾漢緞)을 사용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服飾 第61卷 5號

- 160 -

國朝喪禮補編 春官通考 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 正祖實錄
1758년 1788년 1800년 1800년

明衣 明衣一 明衣

裳 - -

汗衣 - - 汗衣一 -

<표 5> 목욕의대

16) 대님[脚帶子]

정조실록에 기록된 대님은 남화한단(藍禾漢緞)

을 썼다.

17) 행전(行纏)

정조실록에 백공단 행전의 기록이 있다.

4. 목욕의대(沐浴衣襨) 
정조의 목욕의(沐浴儀)는 1800년 6월 28일(경진)

자시(子時)에 거행되었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 정조실록에는 목욕의 과
정과 함께 목욕의대의 기록이 있다. 국조상례보편과
춘관통고에 목욕의대로 사용된 명의(明衣), 상(裳)
에 대한 도설이 있으며,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 정
조실록에 습의대로 사용된 목록이 있다.
습의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이

를 <표 4>에 정리하였다.

1) 명의(明衣)

목욕 후에 입히는 옷으로 국조상례보편, 춘관
통고에서 백초를 사용하며 소매는 폭을 잘라내지

않는 속폭(屬幅)을 쓰고, 길이는 무릎을 지난다고 기

록되어 있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는 명의 1벌,

정조실록에는 명의를 기록하고 있다.

2) 상(裳)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에서 상은 앞 3폭, 뒤

는 4폭이다. 주름은 잡지 않고, 길이는 발의 뾰족한

부분인 곡(觳)까지이고 별도로 백초를 사용하여 앞

뒤의 폭을 꿰매며, 양 끝에 끈이 있다.

3) 한의(汗衣)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 한의 1벌의 기록이 있다.

Ⅳ. 정조 염습의대의 분석
대렴의대(大斂衣襨)에 대해서 국조상례보편과 춘

관통고는 규(圭)․면(冕)․의(衣)․상(裳)․대대․

중단(中單)․패옥(珮玉)․수․방심곡령(方心曲領)․

폐슬․홍말(紅襪)․적석을 도설과 함께 제시하고 있

으나 패옥에 대한 기록이나 도설은 있지 않다. 정조
국장도감의궤에서는 면복일습의 “척수는 상제의 5

분의 1로 하는데 이번에는 평일에 착용하던 것을 사

용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지 않았다.”71)고 기록하고

면복일습의 채색도설이 있다. 정조국장도감의궤에
는 패옥에 대한 도설이 있다. 정조실록에서는 면복
일습(冕服一襲) 즉, 면류관(冕旒冠)․면관(冕冠)․의

(衣)․상(裳)․패옥․후수(後繡)․적석을 기록하고,

협수․쾌자․답호․곤포․요대(腰帶)․전대(纏帶)․

중치막․도포, 재궁의대로 곤포․장의․창의(氅衣)․

중치막․도포․직령(直領)․삼(衫)․쾌자․곤포․철

릭․협수․바지와 17종류의 직물(織物)을 1필씩 사

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
서의 면복일습(冕服一襲), 평천관(平天冠), 적석1(赤

舃一), 염의 90칭(斂衣九十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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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렴의대(小斂衣襨)에 대해서 국조상례보편과 춘
관통고는 강사포․중단․패(珮)에 대해서만 도설이

있고,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는 강사포일습(絳紗

袍一襲)․패옥․원유관(遠遊冠)․답호․철릭․적석

등 염의 19칭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정조실
록에는 강사포 상의하상(絳紗袍 上衣下裳)․원유

관․창의․곤포․장의․도포․답호․철릭․광수․배

자․중치막․협수․쾌자․적석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습의대(襲衣襨)에 대해서 국조상례보편과 춘관
통고는 곤룡포(袞龍袍)․익선관(翊善冠)․망건(網

巾)․옥대(玉帶)․화(靴)․갑정(甲精)․말을 도설로

제시하고 있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에는 곤룡

포․익선관(翊善冠)․망건․옥대․화․말․답호․중

치막․장의․홑적삼․바지․홑바지를, 정조실록에
는 곤룡포․익선관․망건․옥대․화․말․답호․중

치막․장의․주의․단삼․바지․홑바지․요대․대

님․행전이 있다. 그러므로 습의대로는 곤룡포․익선

관․망건․옥대․화․말․답호․중치막․장의․주

의․단삼․홑적삼․바지․홑바지․요대․대님․행전

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욕의대(沐浴衣襨)에 대해서 국조상례보편과 춘
관통고는 명의(明衣)․상을 도설로 제시하고, 실제

로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는 명의와 한의를 1벌씩,

정조실록에서는 명의만을 기록하고 있다.

Ⅴ. 결론
조선왕조 후기 예서인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

를 통해 정조국장도감의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
정조실록의 실제 사용된 정조의 염습의대를 비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염습의대 중에서 친의류(襯衣類)로 곤룡포, 쾌자,

철릭, 장의, 답호, 중치막, 도포, 광수, 창의, 협수, 배

자, 직령, 주의, 적삼, 사규삼, 바지, 홑바지, 요대, 전

대, 대님, 행전 등이 사용되었다고 정조빈전혼전도
감의궤, 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곤포 즉, 곤룡포는 아청․진홍․다홍운문대단에

금용흉배를 달았다. 쾌자는 아청대설문통해단․아청

소용문․두록흑공단․남공단․아청운문단․진홍용문

단․진홍운문단․홍운문단․남용문단․진홍공단․백

주 안감을 사용하고 금용흉배를 달기도 했다. 철릭은

다홍운문단․다홍운문대단․아청운문대단․진홍용문

단․진홍영초단․진홍공단을 썼으며, 금용흉배를 달

기도 했다. 남화한단․초록화한단․초록화화주․초록

공단․남공단․옥색능 중치막에는 백공단․백주․백

화주 안감을 사용하였다. 장의는 옥색공단․라색화한

단․보라화화주․보라공단․보라화주․남령초단․옥

색능․보라화주갑․보라화화주면을 사용하고, 흰공

단․화화주(禾花紬)․백주(白紬) 안감을 사용하였다.

초록운문단․록운문단․유록대설문향단․다홍대자

단․유록대설문향단․아청향직대자․아청상직대자․

아청운문단 답호에 다홍공단을 안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도포는 남공단․다홍공단․옥색화화방주․진

홍공단․진홍영초단․진홍사초․진홍반초․남광직․

다홍대초갑․진홍화주를 사용하고, 분홍주․보라주․

남주 안감을 댄 것을 확인하였다. 광수에는 초록운문

대단이 사용되었다. 초록공단․남공단․심남공단․남

색주를 사용한 창의의 안감은 백화주가 기록되어 있

다. 회색대설문통해단․남용문단․유록용문단․토색

대설문통해단 협수에는 남색운문단․용문단․남용문

단․남공단 안감을 대었다. 배자에는 초록운문대단,

직령에는 모단(毛緞), 주의에는 보라화한단이 사용되

었다. 단삼, 이삼(裏衫), 사규삼(四䙆衫)에는 백공

단․두록화한단․보라상사단을 사용하였고, 바지는

백공단과 백화한단을 사용하였다. 요대에는 직금된

용문단과 남화한단이 기록되어 있고, 전대에는 남영

초, 대님에는 남화한단, 행전에는 백공단을 사용하였

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과 같이 정조의 염습의대에는 상복(上服)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복색과 직물을 이용한 많은 종류

의 복식이 친의류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염습의(殮襲

儀)가 흉례 중에서 중요한 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의 염습의대 중에서 대렴의대는 예서와는 다

르게 정조국장도감의궤에 평소에 착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었으며, 대례복으로 왕의

권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왕권의 상징복인 면복일

습이 예제에 의해 엄격하게 사용되었고, 협수․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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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답호․곤룡포․요대․전대․중치막․도포 등 염

의 90칭이 사용되었다. 소렴의대는 예서에서 제시한

원유관․강사포 일습과 창의․곤포․장의․도포․답

호․철릭․광수․배자․중치막․협수․쾌자․적석

등을 사용한 기록이 있어 소렴의대에 왕의 조복(朝

服)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습의대는 예서에 기

록된 익선관․곤룡포와 답호․중치막․장의․주의․

홑적삼․바지․홑바지․요대․대님․행전 등이 사용

된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습의대에는 왕의 상복이 실

제 사용되었다. 목욕의대는 예서에 제시된 도설에는

명의․상․한의가 있으나 실제 기록에는 명의와 한

의가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정조의 염습의대로 사용된 면복일습, 강

사포 일습, 곤룡포․익선관․옥대 등의 상복(上服)은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에서 제시한 내용과 거의
같으나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에 빠졌던 패옥의
채색도설이 정조국장도감의궤에는 있다. 또한 강사
포 일습도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는 원유관을

기록하지 않지만,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 정조실
록은 원유관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서에 염
습의대로 제시된 면복일습, 강사포 일습, 곤룡포·익선

관·옥대 등의 상복(上服)이 실제로도 엄격하게 지켜

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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