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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Seo Yu-gu[徐有榘]’s views on constumes that are based on 
‘Boksikjigu[服飾之具]’ of Seomyongji[贍用志] in Imwonkyungjeji[林園經濟志]. In ‘Boksikjigu’, Seo 
Yu-gu explained different situations and problems that were related to costumes and proposed 
solutions for the problems.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and divide the items into caps, ac-
cessories, and cloth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eo Yu-gu in he rited the 
tradition of erudition. Seo Yu-gu classified various costume items systematically, and explained in 
detail about the origin, history and materials of the costume items. Second, he emphasized fru-
gality, effective use, and welfare. Seo Yu-gu argued that the sleeves should be shortened for con-
venience and tried to improve practicality in the functional aspect. Also, he wanted to enrich 
people’s life by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goods used in daily life. Third, he tried to establish 
identity as a Confucian intellect. This idea was clearly shown in ‘costumes’; therefore, they served 
as evidences that Seo Yu-gu used to correct wrong practices through precise historical inves-
tigation and review of Shim-ui[深衣], the symbol of the practice of Jujagarye[朱子家禮]. In his lat-
er years, he discovered the plain dress that was worn as a casual wear by ZhuXi[朱熹]and tried 
to wear it in dailylif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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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8~19세기 조선은 학문의 새로운 기풍이 다져지

던 시기로, 학자들은 실생활과 연관되는 분야를 다양

하게 연구하였다. 복식(服飾)도 ‘예(禮)를 행할 때

입는 복식’의 연구에서 일상적인 복식으로까지 그 관

심 영역이 넓혀지고 있었다. 이 시기의 학자들은 옛

제도를 연구하고 비판하였으며, 청(淸)의 고증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복식을 착용하는 사람이 실제

로 입고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고치려 했다. 이런 방

식에 입각하여 복식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 서유

구(徐有榘, 1764~1845)를 들 수 있다.

그의 가문은 영조와 정조대에 있었던 국가적 문화

사업에 적극 협찬하였던 경화세족(京華世族)으로서,

가학의 전통과 자신의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16지

(志)로 분류한 113권 52책의 임원경제지(林園經濟
志)를 저술하였다. 복식 관련 내용은 섬용지(贍用

志) 의 일부로 머리에 쓰는 것․옷․이부자리․신

발․장식류․재봉도구․저장법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서유구와 임원경제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농학
적 측면에서 또는 실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들어 임원경제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계에서 이를 재조명하기 시작하였고, 번

역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복식학계의 경우 서유구의

복식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

만, 논의의 일부로 다룬 경우더라도 ‘실학자 서유구’라

는 정형화된 시각으로 다룬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서유구를 실학자로 규정하면서 ‘실학’을

오랜 봉건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개혁론으로

보아 성리학으로 고착화된 당시 학계 풍토를 벗어나

실사구시․이용후생 등 현실 문제를 파고들어 개화

사상에 영향을 준 학문으로 서술하거나1), 실학자들

은 정치세력에서 소외된 지식인으로 사회 현실의 저

변에 놓여있는 제반 문제들에 관심을 쏟으며 학문적

관심을 현실적인 정치 체제나 생산 기술과 인생문제

등에 돌리고 각종 개혁론을 제기한 사람들로 해석하

는 시각2), 더 나아가 실학을 성리학적 사유 체계에

대한 해체와 근대 지향, 즉 성리학적 통치이념에 기

초한 전근대적인 요소를 해체하는 탈성리학적 운동

으로 읽는 것3)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실학을 주자학이나 성리학과 대비되거나 이탈하는

학문으로 이해하려는 전통은 1930년대 실학 연구가

시작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실학 연

구의 중심적인 시각이다. 최근에는 실학과 주자학의

친연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통

적인 관점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4) 그러나 서유

구에 대한 연구로 한정할 때, 복식학계의 연구는 ‘실

학’의 전통적 시각에 기초하여, ‘실학자 서유구’의 정

체성을 확보하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임원경제지 섬용

지 ‘복식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서유구의 복식관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은 18~19세기 복식의 착용실태와 사회적 분위

기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서유구의 진단과 처방을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실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

되어온 서유구에 대한 연구의 시각을 반성적으로 성

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복식지구’ 전문(全文)

을 번역하여 분석의 토대로 삼았고, 이를 논문의 말

미에 부록하였다.

Ⅱ. 林園經濟志 贍用志 의

성립과 구성

1. 서유구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
서유구의 자는 준평(準平), 호는 풍석(楓石)이다.

1764년(영조 40) 문민공(文敏公) 서호수(徐浩修, 1736~

1799)와 한산이씨(韓山李氏, 1736~1813)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 1845년(헌종 25) 82세로 생을

마친 인물이다. 서유구의 집안은 달성 서씨로 서성

(徐渻, 1558~1631)이 선조대에 명신으로 이름이 높

았으며, 그 후손들이 대단히 창성하였다고 한다. 서

성의 넷째 아들인 서경주(徐景霌, 1579~1643)는 선

조의 부마로 인조반정 이후 정국의 향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2대를 내려와 서유구의 고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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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유(徐文裕, 1651~1707)가 예조판서, 증조부 서

종옥(徐宗玉, 1688~1745)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조부 서명응(徐命膺, 1716~1787)과 그의 아우 서명

선(徐命善, 1728~1791)은 노론 주도의 탕평 정국에

협조하였고, 세도정치의 조짐을 보이던 홍국영(洪國

榮, 1736~1781)을 탄핵하는데 일조하여 정조 연간에

정치적․학문적으로 최고의 성세를 이루게 되었다.5)

서유구는 경화명족(京華名族)의 하나로 손꼽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정조의 지우(知遇) 아래 정치적․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으며, 정조가 승하한 후 정계에

서 축출되었다가 다시 벼슬에 나아가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봉조하(奉朝賀)로 치사(致仕)하였다.6)

서유구의 학문적 배경에는 가학(家學)과 그가 교

류한 북학파의 영향이 크다. 조부 서명응의 독특한

학풍이 서유구 집안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서호수는 부친의 학문이 훈고가(訓詁家)의 진부함에

서 벗어났다고 평하여 그의 학풍이 특이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7) 서유구의 조부인 서명응과 서명선

형제, 부친 서호수와 서형수(徐瑩修, 1749~1824) 형

제는 모두 학자로서 이름이 높았는데, 서명응의 독특

한 학풍을 서호수와 서형수가 이어 받았고, 다시 서

유본(徐有本, 1762~1822)과 서유구에게 이어져 하나

의 가학을 형성하게 되었다.8)

서유구는 조부 서명응의 독특한 학풍을 이어받아

실용적이고 고증적인 박학(博學)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하나의 가학을 이루면서 지속

되어 당시 조선의 중앙학계에서 광채를 발하였다.9)

서유구의 학문에 영향을 미친 주변 인물들은 성대중

(成大中, 1732~1809), 이덕무(李德懋, 1741~1793),

이의준(李義駿, 1738~1798), 박지원(朴趾源, 1737~

1805), 유득공(柳得恭, 1748~1807), 박제가(朴齊家,

1750~1805) 등으로 대부분 북학파 계열이며, 나이와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방적인 교유관계를 맺었다.

2. 林園經濟志의 저술목적과 구성
임원경제지의 저술 배경으로는 농학에 밝았던

가학의 전통과 당대 북학사상의 영향, 정조 22년의

농서편찬계획으로 분석된다. 서유구가 임원경제지
를 편찬한 목적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

제적 토대가 취약한, 벼슬에서 물러난 유교지식인들

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향촌에서의 생활 방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그는 1806년

이후 향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자신처럼 향촌생활을 하게 된 유교지

식인들에게 생계수단인 농사짓는 법뿐만 아니라 기

구 사용법․구급의약품 등 향촌 생활에 필요한 다양

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처럼 경

제적 토대가 없이 벼슬에서 물러나게 된 향촌의 선

비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방법을 기록하여 생활 방편

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였다.

둘째,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것[食力] 뿐 아니라 지

식인으로서 뜻을 함양[養志]하는 방법, 예를 들면 화

초 가꾸는 법과 글과 그림을 익히는 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서유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작업부터 향촌에서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기

후를 점치고, 터를 가려 집을 짓고, 도구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 생계에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수

록하였다. 그러나 유교지식인으로서의 삶은 노동을

통한 생계유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혼․상․제의

사례(四禮)와 향사례․향음주례 등과 화초를 재배하

고, 서화를 익히는 등의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을 아

울러 수록하여, 향촌에 거주하지만 유교지식인으로서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는 방법과 기물을 마

련 제작하려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 수입되어 조선

의 풍토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선에서 사용

된 것이라도 이미 시간이 오래되어 실효성이 없는

것들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보정하여 현지화한 것만 수록하였으며,

아울러 좋은 방법인 듯 하지만 그러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도 차후 모색해보도록 함께 기록하

였다.10)

임원경제지는 흔히 ‘농서(農書)’로 분류되지만,

농업을 중심으로 복식․천문․식생활․건축․의학․

미술․음악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을 분야별로 수록한

‘유서(類書)’로 볼 수 있다.11) 유서는 단순히 분류한

데서 붙일 수 있는 명칭이 아니라 시대의 급진적 변

화에 따라 번잡하게 등장한 수많은 전적의 내용을



徐有榘의 服飾觀

- 83 -

겸비하고 종합한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서’

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12) 박학을 기본으

로 하여 광범위한 분야를 다양한 시대와 서적을 통

해 정리한 유서는 조선 후기 하나의 조류로 자리 잡

아가고 있었다.13)

백과사전식 유서의 효시를 이루는 저술이자, 조선

시대 지식인들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부(國

富)를 증진시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

한 학문적 모색을 시도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가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
峯類說)이다. 이를 뒤이어 이익(李瀷, 1681~1763)

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
莊館全書),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
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의 저술이 속속

나타나게 된다.14)

성호사설은 저술과 편찬과정뿐만 아니라 내용과
서술태도가 지봉유설과 유사하지만, 치밀한 고증과
분석이 강화되었고 관심사가 매우 다양하며 사유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는 지봉유설보다 진전된 모습

을 보여준다. 지봉유설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

한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이수광 이래 진전된 명물

고증학의 성과를 대표하는 저술로 평가된다. 지봉유
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최신의 신지식을

소개함으로써 빠른 지식의 소개라는 계몽적 효과를

얻고 있으며, 치밀함과 분량․논리성을 지니고 있다

는 점이다.15)

산림경제는 4권 4책으로 1718년에 홍씨 문중의

홍석보(洪錫輔, 1672~1729)가 간행계획을 세웠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유포되었다.16) 증보산
림경제(增補山林經濟)의 서문에서 임희성(任希聖,

1712~1783)은 ‘산림경제의 작자가 누구인지 언제

부터 전해져 왔는지에 대한 문제와 권질이 지나치게

작아 강령이나 조목이 소략하고 빠져서 다 수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17) 
산림경제의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유중림
은 내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16편(編) 28목

(目)으로 구성된 16권 8책의 증보산림경제를 편찬

하였던 것이다.18)

임원경제지 또한 18~19세기 학문적 흐름인 박

학과 고증적인 측면을 이어받은 백과사전식 유서로,

우리의 문화를 아끼고 좋은 전통이나 물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태도는19) 지봉유설과 유사

하다. 그런데 임원경제지의 기본 체제는 지봉유설
이 아닌 산림경제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전체를

16지(志)로 구분한 것, 각 조(條)의 앞에 해당 조를

지은 목적이나 편찬 방법을 밝힌 서(序)를 배치한

뒤 본문을 싣는 형식은20) 임원경제지의 그것과 동
일하기 때문이다. 산림경제는 시골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었지만 범위가 좁

을 뿐 아니라 채록된 내용도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

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유구는 시

골 생활의 유일한 지침서였던 산림경제의 체제를

기본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으면서 시골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일만을 뽑아 보완한 임원경제지를
편찬하게 된다. 임원경제지는 산림경제의 28배,

증보산림경제의 14배가 되는 방대한 분량일 뿐 아

니라,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조선의 현실에 필수적

인 내용만을 정선하여 실었던 것이다.

임원경제지는 893종에 달하는 문헌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논증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

으며, 필요시에는 그림도 삽입하여 크게 16지(志)로

구분하였다. 서유구는 서문격인 ‘예언(例言)’을 통해

저술의도와 구성을 밝혔으며, 본문을 서술하기 전에

각 지(志)의 이름을 짓게 된 배경과 내용 등을 간략

히 설명한 인(引)과 총목(總目)을 제시하고, 본문을

서술한 후에 다시 총목(總目)을 덧붙였다. 그리고 본

문을 기술할 때는 반드시 인용서를 표기하였다.21)

임원경제지의 16지 중 섬용지 는 의생활과 주

생활을 통합하여 집을 짓는 방법과 벽돌과 서까래

등 도구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집이 지어진 후 실

내를 장식할 장식품과 이동수단까지도 포함하고 있

다. 나라 안에 필요한 물건들이 모두 조악하여 중국

을 비롯한 섬나라 일본에게까지 사오는 당시의 현실

을 비판하면서, 독자들에게 개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22) 섬용지 속에는 본 논문에서 다룰 ‘복식’이 포

함되어 있다. 그 점에서 ‘복식지구’에는 서유구의 현

실진단과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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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세기 족두리

- 名選(下), p. 33(좌), 朝鮮時代의 冠帽, p. 51(우)

Ⅲ. 贍用志 ‘服飾之具’에 나타난
서유구의 복식 제안

‘복식지구’는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건

(冠巾)’은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관과 건인 갓[笠]과

망건(網巾) 등이, ‘옷과 갖옷[衣裘]’에는 도포(道袍)

와 갖옷[裘]을 비롯한 의복과 함께 토수[手套]와 털

버선[毛韤] 등이, ‘이부자리[衾褥]’에는 잠잘 때 필요
한 이불[衾]과 요[褥]와 베개[枕] 등이, ‘띠와 신[帶

履]’에는 띠[帶]와 구(屨)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신이, ‘여러 가지 장식[雜飾]’에는 차는 칼[佩刀]과

접부채[摺疊扇] 등이, ‘여자 옷[女服]’에는 족두리(簇

頭伊)와 비녀[釵] 등 여성용 수식품과 의복․신 등

이 있다. ‘여러가지 재봉도구[裁縫諸具]’에는 바느질

에 필요한 바늘[針]과 골무[指套] 등이, ‘저장(儲藏)’

에는 의복을 저장할 수 있는 옷농[衣籠]과 옷장[衣

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복식지구’의 내용

중 서유구가 당시 복식과 관련된 상황과 문제점 그

리고 그를 타개할 대안을 제안한 부분을 수식 및 장

식류, 의복류, 기타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하여 그의

복식관을 분석하는 기초로 삼고자 한다.

1. 수식 및 장식류
수식 및 장식류에는 ‘족두리(簇頭伊)’와 ‘접부채[摺

疊扇]’가 있다. 족두리는 조선후기 가체(加髢)를 대

신하는 의례용 수식으로 제도화된 이후 궁중과 민간

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오늘날 전통 혼례에까지 그

맥이 내려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예관이다.23)

<그림 1>24)

부녀들의 머리 장식에 소용되는 비용이 커지고,

사치스러워지자 영조는 1756년(영조 32)에 처음으로

사족 부녀가 다리[髢]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족두

리를 쓰게 하였다. 그 후 1758년(영조 34)에도 영조

는 다시 다리[髢髻]의 사용을 금지하고 궁중의 양식

[宮樣]인 족두리를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영

조의 다리 금지령은 1763년(영조 39)에 철회되었다.

다리 대신 족두리를 사용하게 했지만, 족두리는 궁중

의 양식[宮樣]인데다 족두리를 보석으로 장식함으로

써 소요되는 비용이 다리와 맞먹었기 때문이었다. 영

조가 다리[髢髻]의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가체(加髢)

는 금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

고 가체가 성행하였다.25)

가체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여성들은 머

리를 크게 꾸미기 위해 더 많은 머리카락을 필요로

하여 가격이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부녀자들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자신의 머리장식을 꾸미

는 가체에 대한 사치가 심해지자 정조는 다시 가체

를 금지시키고, 쪽진 머리와 머리에 쓰는 관으로 족

두리를 권장하였다. 이 금지령은 가체신금사목(加髢
申禁事目)이란 책자로 인쇄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
한문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문이 들어있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여성과 백성들에게 국왕의 취지를 정

확하게 알리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26)

서유구는 족두리로 대신하게 하더라도 그 사치스

러움이 가체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족두

리를 쓰면 정수리 아래 머리를 모아 쪽진 머리인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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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낭자머리

- 名選(下), p. 49.

<그림 3> 목제 큰머리

- 名選(下), p. 46.

<그림 4> 접부채

- 근대 백년 민속풍물, p. 108(좌), 전통 부채, p. 18(우)

자머리’<그림 2>를 하게 되는데, 이 역시 다른 사람

의 머리카락을 취해 자신의 머리를 더 크게 장식하

게 되었다. 작았던 낭자머리가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

을 취해 점점 크고 길어지며 두텁게 되었고, 그 때문

에 머리 뒤쪽에 이고 있던 것이 점점 크고 길어져

목과 어깨 사이에 짊어지는 상황이 되었다.27) 이에

서유구는 인모(人毛)로 만들던 것을 정조 3년에 나

무로 대체한 목제 큰머리28)<그림 3>와 같이 오동나

무를 깎아 옻칠을 하거나 종이나 대나무로 만들어

본래의 쪽 위에 덮어씌우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9) 이

는 가체를 얹고자 하는 부녀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면서도 지나치게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한 것이었다.

‘접부채[摺疊扇]’<그림 4>30)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접부채’, 접어서 쥐고 다니기 간편한 부채라

는 뜻의 ‘죌부채’, 거듭 접는다는 의미의 ‘접첩선(摺

疊扇)’ 등으로 불린다.31)

중국 사람들에게 부채는 더위를 피하도록 바람을

내는 용도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조선의 남자들에게

는 장식품으로 사용되어 한겨울에도 부채를 손에 쥐

고 있었다. 중국에 가는 사신들이 접부채를 쥐고 있

는 모습과 조선의 사신들로부터 접부채를 선물 받은

다른 나라의 사신의 모습은 그림<그림 5>32)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유구는 당시 조선에 사용되던 부채가 불필요하

게 크기만 하고, 대나무살이 너무 얇아 온전히 바람

을 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부채의 장식성보

다는 바람을 내서 더위를 식히는 기능을 강조하였다.

부채는 부유한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바꾸고 천한

사람들도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바꿀 정도로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인데 조선의 부채는 모양

에만 치중하여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함을 강하게 비

판하고, 중국과 일본의 부채와 같이 짧고 작아도 단

단한 부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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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빙이 그린 박제가 초상 안남[베트남] 사신이 그려진 풍속도

<그림 5> 부채를 든 조선과 베트남 사신

- 연행, 세계로 향하는 길, p. 86(좌), p. 60(우).

李益炡(1699~1782)묘 출토 洪義俊(1761~1841)묘 출토

<그림 6> 출토 심의

- 名選-中, pp. 112-113.

2. 의복류
의복류에는 ‘심의(深衣)’와 ‘편복(便服)’이 있다.

‘심의’<그림 6>34)는 상하가 연결되어 몸을 깊숙이

[深] 감쌀 수 있는 뜻을 취하여 이름을 붙인 의복이

다. 중국에서 심의는 한대(漢代)에 상복(常服)으로

착용하였고, 한대 말기부터 사라졌던 것을 송대(宋

代)에 문헌을 고증하여 제작해 입기 시작하였다. 우

리나라에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전래와 함께

착용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의례복과

일상복으로 착용하였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심의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자가례의 실천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주자가례에는 관혼상

제(冠婚喪祭)에 두루 적용되는 통례(通禮)의 필수항

목으로 ‘심의제도(深衣制度)’를 싣고 있다. 아울러 심

의의 형태는 옷을 이루는 요소 하나하나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

였으며, 심의를 착용했을 대 체득되는 마음가짐과 몸

가짐, 또는 그로 인해서 실천하게 되는 유교의 도덕

이 있음을 유학자들이 중요시 여겼다.35) 그러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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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례의 ‘심의제도’와 ‘심의도(深衣圖)’는 실용성과

상징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주자가례의 방식대로 심의를 제작해 착용했을

때 옷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하면서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심의제도에 대한 탐구

의 열기를 불러왔다.

심의의 형태 중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속임구변

(續衽鉤邊)’의 해석이었다. 주자도 처음에는 사마광

의 서의(書儀)에 ‘곡거지제(曲裾之制)’를 따라 ‘곡

거(曲裾)’로 보았다가 만년에 그 설을 버리고 새로이

수정을 하였다고 하지만, 고친 심의제도가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주자가례에도 속임구변의 항목이 없

어 논란이 증폭되었다. 주자의 제자인 채연(蔡淵,

1156~1236)과 양복(楊復)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
자가례의 ‘곡거’ 항목 아래 예기 심의 편에 나오

는 ‘속임구변’과 정현의 주(注)에 나오는 ‘구변이 지

금의 곡거와 같다.’는 문장을 주로 달고 설명을 덧붙

여, 예기 경문에 대한 소가(疏家)의 설은 잘못이며
정현의 주가 주자 만년의 설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자가 직접 언급한 적이 없으며, 주자의 제자들 사이

에 이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 학자들에

게 다양한 해석을 추동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36)

조선 중기에는 대부분 주자의 의견을 보충하는 견

해가 많았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은 주자가
례의 심의도와 채연의 설이 명백하지 않다면서, 치

마의 양 옆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속임’, 속임이 치마

의 양 옆에 있으므로 ‘구변’이라 하여 채연의 설을

보충하였다. 정구(鄭逑, 1543~1620)는 주자가례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고제

를 다시 복원하려고 해 김장생의 비판을 받기도 하

였다.37)

심의의 경문을 풀이하고 독특한 해석을 한 대표적

인 학자로 한백겸(韓百謙, 1552~1615)을 꼽을 수 있

다. 정구는 김장생과의 서신에서 “한백겸이 보내준

심의제도를 받았는데 내가 만든 것과는 자못 합치하

지 않아 답장을 보내 상의하려 하였다.”38)고 쓰고 있

어 당시 학자들이 한백겸의 설에 대해 비판적이었음

을 보여준다<그림 6>39).

그러나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한백겸의

심의설을 받아들여 자신의 저서인 반계수록(磻溪隨
錄)에 한백겸의 심의설과 심의도를 전문(全文) 수

록하였다. 이덕무는 “시대가 너무 오래되어 상고할

수 없으나 이것도 하나의 옷이 되기 때문에 입을만

하다.”40)고 하여 유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림 7> 한백겸의 ‘深衣圖’

- 久菴遺稿, 雜著 '深衣說'

서유구는 심의를 ‘심의제도’와 ‘심의변증(深衣辨

證)’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심의제도’

는 심의를 제작하기 위한 기본 구성과 그에 대한 설

명을 예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한 것이고, ‘심의

변증’은 ‘속임구변’과 ‘곡거’에 대해 전문적으로 고증

한 것이다. 먼저 그는 예기․의례․주자가례․
가례의절․구암유고의 ‘속임구변’의 내용을 정리

한 뒤 ‘속임구변’에 대해 고증하였으며, 다양한 문헌

을 통해 얻은 결론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서유구는 한백겸 이외의 중국학자들의 의견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속임구변’의 설을 정리한 뒤 그것

들을 고증하면서 ‘속임구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는 하상의 곁에 ‘임(衽)’을 이어 하상

의 앞과 뒤가 구별되지 않게 하는 것을 ‘속임(續衽)’,

구부러진 형태의 ‘곡거(曲裾)’가 뒤에 있는 것을 ‘구

변(鉤邊)’으로 보았다. 즉, 치마의 양 옆이 분리되지

않게 임(衽)을 두어 꿰매는 것이 ‘속임’이며, 상의는

자락[裾]이 없는 경우가 없고, 옷자락은 뒤에 있어

지금 우리나라 단령이나 직령의 뒷자락처럼 임을 뒤

에 둔 형태를 ‘구변’이라 판단하였다. ‘구변’의 ‘구

(鉤)’의 형태를 가장자리가 경사지게 잘라 약간 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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顧愷之의 列女仁智圖 雜裾垂髾服 圖式

<그림 8> 雜裾垂髾服
- 中國織繡服飾全集 3, pp. 212-213.

하여 연미(燕尾)의 모양을 만들어 ‘곡거(曲裾)’ 또한

존재하게 하였다. 즉, 서유구는 연미와 유사한 곡거

형태인 임이 뒤쪽에 위치하면서 치마의 양 옆을 분

리되지 않게 꿰매는 것을 ‘속임구변’이라고 정리한

것이다.41) 특히 그는 주자도 정리하지 못한 ‘구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서유구가 생각한 ‘구(鉤)’는 연미 형태로 ‘잡거수소

복(雜裾垂髾服)’<그림 8>42)으로 불리는 위진시기에

유행한 복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옷의 특징은 옷

의 아래자락 부분에 있는데, 보통 옷자락을 세 조각

으로 재단한다. 이 때 위는 넓고 아래는 뾰족하게 하

고, 여러 층이 서로 겹치게 하는데 이것을 ‘소(髾)’라

한다. 이와 별도로 주위에 표대(飄帶)를 꿰매는데 이

것을 ‘섬(襳)’이라 한다. 표대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길을 걸을 때 옷자락에 있는 소를 건드려 제비가 날

아 춤을 추므로, ‘화대비소(華帶飛髾)’라고 표현하였

다. 남북조시기에 이르러 양자를 합쳐 하나로 만들어

길어서 땅에 끌리는 표대를 없애는 대신 제비꼬리

[燕尾=髾]를 더욱 길게 하였던 것이다.43)

서유구는 정현의 설을 따르지 않은 대표적인 주장

으로 한백겸의 ‘방령심의설(方領深衣說)’을 들고 이

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백겸은 두 길[兩襟]이 서로

가리지 않고 앞에서 마주하여 아래로 내려가고, 또

매듭단추[紐結]로 서로 교차시켜 거는 것으로 설명

한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이 제도는 진(秦)의 배자

(褙子)나 수(隋)의 반비(半臂)와 서로 닮은 것으로

모두 호복의 제도에서 나온 것이니, 삼대의 모범이

되는 복식에 어찌 이와 같은 것이 있었겠는가? 우리

나라 유학자들의 예설이 이에 관해 변론한 것이 없

기 때문에 산만하게 수록하여 하나의 설을 마련하게

되었다.”44)고 하여 자신의 심의설이 한백겸의 설에

대해 비판적 작업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림 9> 서유구의 ‘深衣後圖’

- 楓石全集, 鼓篋集 卷2, ‘與李遇山論深衣續衽鉤邊書’

서유구가 생각한 ‘속임구변’의 의미를 정리하면, 임

을 연결해 하상이 나뉘지 않게 꿰매는 것으로, 임은

구부러진 형태로 곡거와 연미와 같으며, 뒤쪽에 위치

하는 것이다. 즉, 구부러진 모양의 곡거형태와 같은

임이 양 옆에 있어 치마가 연결되게 꿰매는 것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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衣(前面) 衣(後面) 裳 大帶

<그림 11> 송시열의 ‘野服圖’

- 宋子大全, 卷134, 雜著, ‘野服圖說’

임구변’이며, 그가 생각한 ‘속임구변’은 뒷모습에서

모든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문집에

심의의 뒷모습만을 그려놓았다<그림 9>45).

서유구는 한백겸의 두 길[兩襟]이 마주하고 내려

가 양쪽 깃이 잘라지는 곳에서 좌우를 교차하여 합

쳐 방(方)의 형태를 만드는 ‘각진 깃[方領]’을 전문

인용하였다. 그는 우임이 아닌 의복도 문제지만, 소

매입구와 방령의 형태를 ‘거(袪)’로 보고 ‘심의삼거

(深衣三袪)’라 정의내린 한백겸의 설을 비판하며 ‘속

임구변’과 마찬가지로 ‘각진 깃’의 의미를 철저히 논

증하였다.

서유구는 심의에 대한 고금의 문제가 오직 ‘속임구

변’과 ‘곡거’에만 있다고 생각하여, ‘심의변증’ 부분에

서 이를 논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서유구는 심의

가 삼대에는 조정과 민간의 귀하고 천한 이들이 통용

하던 옷이었는데, 한나라와 당나라 이후에는 입는 자

가 드물었고, 사마광이 서의에 기록하고 주자가 다
시 취하여 가례에 실은 뒤로부터는 옛것을 좋아하

고 예를 아끼는 선비들이 연거할 때의 복으로 삼기도

하였고, 그것이 염습의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는 귀하

고 천한 이들이 차이가 없는 점을 중요시 여겼다.46)

그는 이러한 뜻을 이어받아 ‘심의’를 향촌에 거주하는

선비들의 연거복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형태

를 명확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편복(便服)’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평상시에 입는

옷[常服]’이다. 조선시대 남자들의 기본 복식은 바

지․저고리이며, 그 위에 포(袍)를 입는다. 조선시대

는 유교의 숭상으로 의(義)와 예(禮)가 존중되던 시

대였기 때문에 사대부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집에

서도 포를 착용하는 것을 예의로 여겼다.47) 그러나

서유구가 말하는 ‘편복’은 말 그대로 ‘편한 옷’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자의 ‘야복(野服)’을 가리키는 것이

었다. 야복은 포(袍) 종류인 ‘양삼(凉衫)’이라는 옷과

비교하면 상의(上衣)·하상(下裳)·대대(大帶)·모난 신

[方履]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다지 간편한 것은 아니

었지만, 띠[帶]를 묶으면 예를 차릴 수 있고 띠[帶]

를 풀면 편하게 거처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주

자가 야복을 착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48) 서유구

는 이를 ‘편복’이라고 이름 붙였다. 현재 야복은 출토

유물이 없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지만, 송

시열 또한 초야에 거주할 때 주자를 따라 야복을 직

접 착용하기도 하였다<그림 11>49).

야복 상의의 색상은 비교적 자유롭고, 깃의 형태

는 직령이며, 심의처럼 가선이 있다. 치마는 황색 한

가지만 사용하고, 무릎까지의 길이로 심의보다 짧다.

대대는 흰색 견을 사용해 만들고, 테두리에 가선을

두른다. 편복은 예복(禮服)이 되기도 하므로, 상의는

하상과 떨어져 있고, 겨드랑이 아래로 약간만 꿰맨다.

치마는 앞은 3폭이고 뒤는 4폭이며, 밑단에 심의처럼

가선이 둘러져 있다. 대대는 심의의 대대와 너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형태는 거의 같다.50)

서유구는 편복의 상의만 조금 변통하여 우리나라

의 중치막과 비슷하면서도 소매가 둥글고 넓지 않은

‘결과삼(缺骻衫)’을 본따 만들고자 하였다. 여기에 상

의의 앞과 뒤가 연결되도록 ‘첨(襜)’이라고 불리는

‘무’를 붙이고, 대신 뒤를 약간 터서 말을 탈 때 편리

하게 하고자 했다. 서유구는 편한 옷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복으로 사용되는 심의와 편복에 있어 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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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面 後面

<그림 12> 서유구의 편복 상의 도식

- 저자그림

<그림 13> 薦衣

- 朝鮮時代의 冠帽, p. 43.

<그림 14> 薦衣를 쓴 여인

- 우리 옷 이천년, p. 109.

과 마찬가지로 뒷자락이 되기도 하는 ‘무’를 중요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편복은 한 겨울에는 솜을 넣어 추위를 막으며, 여

름에는 홑으로 만들고, 손님을 만날 때는 간단히 띠

[帶]를 둘러 예의를 갖추며, 제사나 연거(燕居)할 때

는 그 위에 도포를 덧입고 띠를 묶으면 된다.51) 그

점에서 편복은 편한 옷이고, 도포는 상복(上服)이라

고 서유구는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소매를 줄일 것

을 제안하여 일하기에 편리하게 하며, 중치막과 같이

넓은 소매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많은 원단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것을 제안하였다.52) 서유구가 제안한

편복의 상의는 아래 그림<그림 12>53)과 같다.

3. 기타
기타에는 ‘이불[衾]’과 ‘바늘[針]’이 있다. ‘이불’은

잘 때 몸을 덮기 위해 직물과 솜 등으로 만든 것으

로, 솜을 두어 두텁게 한 ‘솜이불(핫이불)’, 솜을 두

지 않고 겉과 안을 맞추어 만든 ‘겹이불’, 홑으로 만

든 ‘홑이불’, 크기가 작은 ‘처네이불’ 등이 있다. 겨울

에 사용하는 이불은 두껍게 하여 추위를 막으며, 봄

과 가을에는 솜을 얇게 두어 덮었다.

겨울에 이불이 얇으면 춥고, 봄과 가을에 이불이

너무 두꺼우면 땀이 나서 이불을 덮지 않아 오히려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부귀한 집에서는 여러

채의 이불을 두어 사용한다.54) 그러나 조선시대 벼슬

을 하지 않는 선비의 집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종류

의 이불을 구비하여 덮을 수 없는 형편이기에 서유

구는 하나의 이불로 일년내내 덮을 수 있는 획기적

인 방법을 제안한다. 서유구는 겨울 이불에 넣는 솜

을 한 덩어리로 하여 한 채의 이불을 만드는 대신,

솜을 반으로 나눠 두 채의 이불을 만들 것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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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겨울에는 나눈 두 이불을 합쳐 덮고, 봄과 가을

에는 두 이불을 분리시켜 그 중 하나의 이불만 덮도

록 하였다. 결국 같은 두께의 이불이지만 솜을 반으

로 나눠 두 채의 이불을 만들어 합치거나 분리시켜

일년내내 덮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별도로 만

든 홑이불을 솜이불 안에 듬성듬성 꿰매 홑이불만

몸에 닿도록 함으로써 무거운 솜이불을 세탁하는 불

편함을 덜도록 하였다.55)

서유구는 ‘천의(薦衣)’<그림 13>라고 불리는 작은

이불인 ‘답(褡)’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천의(薦衣)’

라고 하면 조선시대 장옷보다 길이가 짧고 소매가

없는 여성용 쓰개를 생각할 수 있다<그림 14>56).

이는 작은 이불로 잘 때 더 덮거나 앉아있을 때도

사용하는 다용도의 천의가 후에 양쪽에 끈이 달리면

서 여성용 쓰개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

고 있다. 이 이불은 앉아있을 때 사용하면 허리와 무

릎을 덮어 보호하는 현대의 ‘무릎덮개’와 같은 역할

을 하며, 잘 때 이것을 덮고 이불을 더 덮으면 따뜻

하여 나이든 사람과 병든 사람이 온기를 취할 수 있

게 해주는 간편한 이불이다.57)

‘바늘[針]’은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데 쓰는 가

늘고 끝이 뾰족한 쇠로 된 물건으로, 옷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물건이다. 우리의 생활에

서 필수불가결한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

고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서유구는 한

탄하였다. 서유구는 요동과 심양의 도로가 3~5년간

막히게 된다면 바늘이 국내로 수입될 수 없기 때문

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발가벗고 다녀야 될 것

이라고 걱정하면서, 만들기 어렵지 않지만 생활에 필

수적인 바늘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하면 수입하는 것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므로 백성들의 생활에 유

익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8) 서유구는 바늘 만드는

방법을 천공개물(天工開物)을 인용하여 상세히 설

명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입한 바늘을 귀하게 생각

한 서유구는 바늘을 녹슬지 않게 보관하여 오래 사

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59)

Ⅳ. 서유구의 복식 제안의 특징
1. 박학 전통의 계승
서유구는 다양한 복식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으며, 복식의 유래 및 역사 그리고 복식의

재료를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이러한 백

과사전식 서술의 특징은 서유구의 가학 및 당시 학

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백과사전식 유서의 시작인 지봉유설에서 간략하
게 기록된 복식 관련 항목은 18세기 이후 내용이 세

분화되면서 분량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

울러 세부항목 또한 보다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

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봉유설의 경우 복용부(服

用部) 에 ‘관건(冠巾)’․‘의복(衣服)’․‘조장(朝章)’․

‘채폐(綵幣)’로 분류하여 해당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유구가 체제를 따른 산림경제는 잡

방(雜方) 조항에 ‘베개와 요를 만드는 법’과 ‘의복의

때를 빼는 법’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러한 사정은 증보산림경제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어 가정(家政) 조항에 ‘의복(衣服)’과 ‘의복봉양

(衣服奉養)’의 항목이 있지만, 의복을 깨끗이 하고

사치를 하지말자는 내용과 계절에 따라 부모의 의복

을 신경 쓸 것 등 주의사항만을 기록하고 있다. 오
주연문장전산고는 그 분량의 측면에서는 임원경제
지와 비견된다. 비록 후대의 연구자에 의해 성호사
설의 체제에 따라 분류되기는 하였지만,60) 오주연
문장전산고에는 ‘복식(服食)’과 관련하여 ‘베와 비단
[布帛]’, ‘갖옷[裘毛]’, ‘수식(首飾)’, ‘유모(帷帽)’, ‘털

버선[皮韤]’, ‘관건(冠巾)’, ‘지팡이와 신[杖履]’, ‘안경
(眼鏡)’, ‘부채[扇]’ 등의 내용이 포괄되어 있다. 지
봉유설은 복식의 내용이 소략하고, 오주연문장전산
고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복식 항목 분류

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임원경
제지는 서유구 집안의 가학적 전통과 규장각에서

교감(校勘) 등 다양한 편집 경험을 바탕으로 ‘복식’

항목을 구성할 때도 박물학적인 특성으로 다양한 복

식에 관심을 가졌으며,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다양한 종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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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복식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서유구는

복식의 유래 및 역사 그리고 복식의 재료를 세분화

하여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고대의 예서에서부터 중국에 전해진 서양서적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을 전거로 활용하여 설명하

였다. 이점은 가학 및 당시 학술계의 영향을 받은 백

과사전식 서술의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면

서, 그러한 특징이 이용후생을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

으로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유구가 박학 전통을 계승한 한계점으

로 복식의 유래를 설명함에 근거가 없는 잘못된 지

식이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도포(道袍)’가 그것이다.

서유구는 당시 착용하는 도포에 관해 간단히 서술한

후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말한 ‘우리나라의 도포

와 갓 등 의관제도는 신라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 많

은데, 신라는 처음에 중국의 제도를 모방했으나, 세

속에서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여염집에서는 중국

승려들의 복장을 본받은 경우가 많았고, 지금까지 천

여 년이 지나도록 바꿀 줄을 모른다.’61)라는 주장을

인용하였다. 이는 그가 박지원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

한 것이다. 그런데 ‘도포’는 신라의 제도이나 중국 승

려의 복장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직령(直領)’에서

유래된 것이다. 직령에는 옆에 무가 붙어있는데, 이

무가 뒷자락 안으로 들어가서 고정되어 이중 뒷자락

이 되면서 ‘도포’라는 옷이 만들어진 것이다.62) 게다

가 도포는 조선시대에 입기 시작한 옷으로, 신라시대

에는 물론 이런 옷이 없었고 중국 승려의 복장 또한

아니다. 박학을 표방한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서술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장서가이자 박학과 고증학적인 가학을 계승

한 서유구의 경우도 그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2. 절검과 이용후생 강조
서유구가 당시 복식 가운데 가장 안타까워하며 개

정하고자 했던 부분은 불필요하게 넓어진 소매였다.

그는 학창의를 비롯하여 심의와 편복의 경우에도 모

두 소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예복 중에서도 조복

과 제복의 상의만 소매를 넓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의와 같은 일상복의 소매는 일하기 편리하면서도

팔을 움직이기 쉽도록 하는 범위에서 소매를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 서유구는 우선 ‘학창의(鶴氅衣)’에

대하여, 당시에 착용하던 소매가 넓은 학창의는 제갈

량이 입었던 것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63) 학창의 소매를 줄이고자 하는 서유

구의 주장은 그것이 본래의 제도에 맞지 않을 뿐 아

니라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서유구의 문제의식은 본래의 제도와 어긋난

다거나 편의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편복 상의의 경우도 소매를 줄여 일하

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소매

를 줄이게 되면 불필요한 원단을 사용하지 않게 되

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주장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매를 줄이는 것

이 단순히 실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제성의 확보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조선

시대 여성들의 대표적인 사치품이었던 족두리에 대

한 서유구의 비판적 제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가체를 얹고자 하는 여

성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면서도 지나치게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실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한 번 마련한 복식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

써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

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서유구는 갓과 망건은 물론

모전과 피혁제품의 세탁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

죽제품의 최대 단점인 벌레가 먹지 않게 하는 방법

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가 소개하는 가죽

[皮]․전(氈) 제품을 벌레 먹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

은 팥꽃나무 가루와 말린 쑥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세탁법과 벌레 먹지 않게 하는 방법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은 모두 실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구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또한 서유구는 이용후생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복식지구’에는 서유구가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에 의존하여 공급되고 있는 생활필수품을 국내

생산을 통하여 유통시킬 것을 주장한 것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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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우

선적으로 우리나라 장인들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그

들이 제작할 수 있는 물품과 나라 안에 유명한 장인

들이 있는 지역을 알려주는 것으로 전개된다. 그는

갓[笠]은 개성, 망건(網巾)은 정주, 구(屨)는 관서지

방, 극(屐)은 통영, 접부채[摺疊扇]은 전주와 남평,

인두[熨刀]는 통영을 그 대표적인 생산지로 꼽고 있

다. 또한 서유구는 평소 생활 습관에서 발을 따뜻하

게 보호하여 발이 찬 것에서 발병하는 허리와 배가

아픈 병과 기생충이 있는 증세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였다.

서유구는 한 번 구입한 물품을 제대로 세탁하는

방법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국내 장인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수입

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평소 작은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병을 알려주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이 그 쓰임을 편리하게 하여 백성의 생활을 윤

택하게 하고자 하였다.

3. 유교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서유구는 누대로 사환생활을 하다 집안과 함께 정

계에서 축출되어 생계를 유지할 방안으로 농사를 선

택하게 된다. 그런데 임원에서의 생활은 ‘하루에도

여러 번 죽고 싶은 마음’64)이 들 정도의 가혹한 것이

었고, 동생인 서유락(徐有樂, 1772~1830)은 농사지

으면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는 형 서유구의 모습을

보고 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지도 못할

지경이었다.65) 문제는 이러한 사정이 서유구의 경우

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선후기 서울 및

근기지방의 선비들은 사환에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

에 한번 몰락하면 생활 대책조차 막연하게 되고 신

분을 유지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절박한 사태에 빠

지게 됨에도 불구하고66), 막상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벼슬길에 높이 올라 권세를 날릴 때라도 빨

리 산비탈에 셋집을 내어 살면서 처사(處士)로서의

본색을 잃지 않기 위해’67)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임원경제지의 저술은 바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
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반 몰락한 사대부들이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덕무는 사소절(士小節)에서 “군자는 생

계문제에 대하여 우활해서는 안된다. 부모가 굶주린

지 이미 오래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처자도 보호

할 수 없다면 어찌 어진 사람의 짓거리이겠는가?”68)

라고 반문하고, “군자가 글 읽는 여가에 울타리를 매

고 담을 쌓거나 뜰을 쓸고 변소 치고 말먹이고 물꼬

보고 방이 찧는 일”69)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궁핍한 임원 생활에서 최고의 덕목은 절검을 통한

이용후생의 추구이다. 서유구와 마찬가지로 이덕무에

게서도 “소매와 옷자락이 쓸데없이 길면 일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된다.”70)는 인식이 발견되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육체노동에 대한 찬미로

까지 발전한다. 이덕무가 노동을 생계문제를 해결하

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함으로 정신적 건강까지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71)과 정약용이 직접 닭을 기르겠

다고 하는 아들에게 “네가 닭을 기른다고 들었다. 닭

을 기르기로 한 일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닭을 기

르는 것에도 품위 있는 것과 비천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가 있다. 농서(農書)를 잘 읽고 좋

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보아라.”72)라고 격려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서유구의 경우에 한정하면, 절검을 통한

이용후생의 문제의식은 체제 교학으로서의 주자학

또는 유학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져 근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지는 않는다. 그는 통과의례를 치뤄

야 할 경우가 생기면 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의례․서의․주자가례․명집례 등을 요

약하여 임원경제지에 향례지 를 마련하였다. 이러

한 서유구의 문제의식은 이익이 ‘가례’를 재구성하여

성호예식(星湖禮式)을 마련한 동기와 차이가 없다.
그 과정에서 성호는 ‘오직 검소하게 실행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 자손들이 오래도록 실행할 수 있게 하

는 것’을 지향한다. 사서(士庶)가 실행할 수 있는 가

례의 표준을 정립하는 이익의 작업은 곧 사서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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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자신의 집안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었으며, 17세기 사족 지식인이 자신의 변화된

처지에 적응하여 유교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양상의

한 전형이라고 평가된다.73)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의 저술 목적을 ‘식력(食

力)’이라는 최소한의 삶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를

기반으로 자신의 뜻을 길러 ‘양지(養志)’를 달성하려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력(食力)’은 농업 등 생

산 활동의 문제 외에 의식주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이며, ‘양지(養志)’는 유교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양지’의 대표적인 예

로 유예지(遊藝志) 에 선비들의 독서법과 활쏘기․

음악 등을 포함하여 늘 눈으로 보고 익히도록 하였

으며, 이운지(怡雲志) 에 유교지식인의 공간인 서재

와 누정을 중심으로 갖추어야 할 것과 옛날 그릇과

글씨․그림 등을 품평하는 완상(玩賞), 벼루[硯]와

종이[紙] 등 문방용품을 포함하여 유교지식인으로서

의 취미생활을 향촌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서유구는 선비가 임원에서 교양 있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향촌에 거주하는 선비

가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항

상 맑은 마음으로 고아한 뜻을 간직한 채 한가롭고

흡족한 삶을 누리며 몸과 마음을 수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74) ‘양지(養志)’가 유교 지식인으로의 지

향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복

식’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그가 주자가례 실천의
상징인 심의(深衣)에 대한 정밀한 고증과 검토를 통

해 그 잘못된 시행을 바로 잡으려고 심혈을 기울인

것과 주자가 만년에 간편복으로 착용한 야복(野服)

을 새롭게 발견하여 평상시에 착용하려고 한 것 등

이 바로 그 분명한 증거가 된다.

Ⅴ. 결론
본 논문은 임원경제지 섬용지 ‘복식지구’를 대

상으로 서유구의 복식관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서유구는 경화명족(京華名族)의 하나로

손꼽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정조(正祖)의 지우(知遇)

아래 정치적․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으며, 정조가 승

하한 후 가문과 함께 정계에서 축출되었다가 다시

벼슬에 나아가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봉조하(奉朝

賀)로 치사(致仕)하였다. 그는 조부 서명응의 독특한

학풍을 이어받아 실용적이며 고증적인 박학(博學)을

특징으로 하는 가학을 계승하고 있으며, 대체로 북학

파에게 학문과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농학에 밝았던

가학의 전통과 당대 북학사상의 영향, 정조 22년의

농서편찬계획을 토대로 30여년에 걸쳐 113권 52책의

임원경제지를 편찬하였다.
서유구가 임원경제지를 편찬한 목적은 3가지이

다. 첫째, 경제적 토대가 취약한, 벼슬에서 물러난 유

교지식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향촌에서의

생활 방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둘째,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것[食力] 뿐 아니라 지식

인으로서 뜻을 함양[養志]하는 방법, 예를 들면 화초

가꾸는 법과 글과 그림을 익히는 법 등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셋째,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

는 방법과 기물을 마련 제작하려는 것이다. 섬용지

의 저술목적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贍用]

에 필요한 나라 안의 물건들이 모두 조악하여 중국

을 비롯한 섬나라 일본에게까지 사오는 당시의 현실

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에 관한 내용도 여기

에 포함하고 있다.

서유구는 ‘복식지구’에서 당시 복식과 관련된 상황

과 문제점 그리고 그를 타개할 대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수식 및 장식류, 의복류,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섬용지 ‘복식지구’의 복식 제안을 토대로 서유구
의 복식관을 종합해보면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서유구는 박학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서유구는 다양

한 복식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뒤, 복식의 유래

및 역사 그리고 복식의 재료를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이러한 백과사전식 서술의 특징은 서유

구의 가학 및 당시 학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백과

사전식 유서의 시작인 지봉유설에서 간략하게 기

록된 복식 관련 항목은 18세기 이후 내용이 세분화

되면서 분량이 대폭 증가하고, 세부항목 또한 보다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지봉유설은 복식의

내용이 소략하고, 오주연문장전산고가 다양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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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복식 항목의 분류라는 측

면에서 후대의 연구자에 의해 분류되었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임원경제지는 저자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다양한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

류하여 구성하였다. 다양한 복식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서유구는 복식의 유래 및 역사 그리고 복식

의 재료를 세분화하여 언급하고, 하나의 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둘째, 절검과 이용후생을 강조하였다. 서유구는 심

의(深衣)와 편복(便服) 같은 일상복의 소매는 일하

기 편리하면서도 팔을 움직이기 쉽도록 하는 범위에

서 소매를 줄일 것을 주장하였으며, 기능의 측면에서

는 실용성을 갖추도록 보완하고자 하였다. 한 번 마

련한 복식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오래도

록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방안도 강구하였다.

국내 장인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권장하

였으며, 평소 작은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병

을 알려주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이 그

쓰임을 편리하게 하여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자 하였다.

셋째, 유교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서유구는 누대로 사환생활을 하다 집안과 함

께 정계에서 축출되어 생계를 유지할 방안으로 농사

를 선택하게 된다.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반 몰

락한 사대부들은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

로 생계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한다. 궁핍한 임원 생

활에서 최고의 덕목은 절검을 통한 이용후생의 추구

이다. 절검을 통한 이용후생이라는 서유구의 문제의

식은 체제 교학으로서의 주자학 또는 유학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져 근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전되

지 않는다. 그는 임원경제지의 저술 목적을 ‘식력

(食力)’이라는 최소한의 삶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

를 기반으로 자신의 뜻을 길러 ‘양지(養志)’를 달성

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양지’는 유

교 지식인으로의 지향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복식’

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주자가례 실천의 상징인

심의에 대한 정밀한 고증과 검토를 통해 그 잘못된

시행을 바로 잡으려고 심혈을 기울인 점과 주자가

만년에 간편복으로 착용한 야복을 새롭게 발견하여

평상시에 착용하려고 한 것 등이 바로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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