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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25 pieces of women’s jogori worn by ChangRyung Jo’s family(1721~1742) that are pre-
served in Yeoju Museum, Gyeounggi Province, Korea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omen’s jogori that were excavated from the grave of Changryung Jo’s 
family, and to characterize women’s costumes around the middle 18thCentury. The size of the jo-
gori was divided into two groups. The garment length of the first group ranged from 31cm to 
34cm and the bigger size ranged from 36.5cm to 40cm. The number of jogori in the group with 
the smaller size was twenty-five pieces and five pieces for the group with the bigger size. 
Changryung Jo’s jogori was composed of two pieces of padded jogori, four pieces of quilted jo-
gori and nineteen pieces of double layer jogori . Even though the direction of the margin lo-
cated on back seemed point toward the right hand side, the gorum, the string for the tie, and 
the Sup, the outer gore of the jogori located on the other side of the margin had no pattern of 
direction. The line of jogori from the armhole gets narrower toward the edge of sleeves which 
could be recognized as a typical pattern of the middle 18th Century jugori. The bigger group of 
jogori seemed to be worn by people other than ChangRyung Jo’s relatives and used to be a gifts 
to aid in funerals. Major characteristics of jogori is could be categorized into the Dangko Mokpan 
collar jogori and Samhaejang jogori.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s set the relative dating for the 
women’s jogori of middle 18th Century where not much excavations have been made.

Key words: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middle 18th Century(18세기 중기), 
women’s jogori(korean traditional jacket)(여자저고리), the Joseon dynasty(조선시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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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 연구는 경기도 여주박물관 소장인 창녕조씨

(1721~1742)의 출토복식 가운데 여자저고리 25점을

분석하여, 18세기 중기 여자저고리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1) 출토복식과 불복

장품 등을 통하여 18세기 중엽의 여자저고리가 보고

된 것이 있으나 창녕조씨의 무덤처럼 다량의 저고리

가 수습된 것은 없다. 이 연구를 함으로써 생몰년과

신분이 확실한 18세기 중엽 여자의 의생활 가운데,

여자저고리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창녕조씨는 1721년(경종 1) 3월 27일에 출생하여

1742년(영조 18) 2월 8일에 죽었다. 족보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 남편 원익손(元翼孫 1722~1783)이 5품

관인 도사(都事)를 역임하여 창녕조씨는 5품관 부인

의 외명부 벼슬인 공인(恭人)이었다. 원익손(元翼孫

1722~1783)은 서울에서 살았고 16세 또는 17세인

1736년(영조 12) 혹은 1737년(영조 13)에 첫 부인인

창녕조씨와 혼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1738년에 첫 아

들인 원유중을 낳고 있음에 그러하다. 이후 딸도 하

나를 낳은 것으로 짐작되는데, 어떤 사연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창녕조씨가 1742년에 사망하여 상처(喪

妻)한다. 그의 나이 21세 때였다.2)

창녕조씨의 복식은 2010년 5월 경기도 여주군 북

내면 지내리 원주원씨 익손(元翼孫 1722~1783) 묘

를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장암리 원주원씨 세장지로

이장 작업 도중, 그의 부인 창녕조씨 관안에서 복식

이 발견되어 후손이 신고하여 여주박물관에 2010년

5월 31일 기증하였다고 한다. 창녕조씨 묘에서는 저

고리 25점, 치마 1점, 바지 1점, 여모(女帽) 1점, 지

요[地褥] 1점, 옷감 4점으로 총 33점이 수습되었다.

이장 당시의 사진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창녕조씨

는 미라 상태였으며, 습의(襲衣)는 착장을 한 그대로

이장하여 수습된 복식은 염의와 보공의 일부이다. 그

러므로 이 연구의 대상인 저고리 25점은 소렴과 대

렴 그리고 보공에 사용된 용도의 저고리임을 미리

밝힌다.

Ⅱ. 창녕조씨 무덤에서 수습된
저고리의 구성법

1. 저고리의 형태
창녕조씨 묘에서 수습된 저고리는 총 25점3)<표

1>으로 깃이나 끝동에 다른 옷감을 사용한 회장저고

리 9점을 제외한 16점은 견마기가 있는 삼회장저고

리이며, 민저고리는 없었다. 거들지가 달린 저고리도

수습되지 않았다. <표 2>는 회장저고리와 삼회장 저

고리 가운데 끝동과 견마기, 깃에 길과 다른 옷감을

사용한 대표적인 저고리로 형태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표 1>에 의하면 저고리의 구성은 솜저고리가 2점

(No.1, No.5) 누비저고리가 4점(No.6-2, No.11, No.12,

No.19) 그 외 19점은 겹저고리이다. 창녕조씨 무덤에

서 수습된 솜저고리는 솜을 매우 얇게 두었고, 누비

저고리는 솜을 넣지 않고 곱게 누볐다. 물론 오랜 시

간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

은 솜이 삭아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창녕조씨 묘 출토 저고리의 깃은 깃 궁둥이가 모

난 당코목판깃이고, 안깃은 모두 완전 내어 달린 목

판형깃이다. 동정이 달려있는 저고리는 10점이며, 옷

고름은 No.8 저고리를 제외하고 모두 달려있다. 누비

저고리를 제외하고 저고리 수구와 도련, 섶 등의 가

장자리에는 높이 4~5cm에 상침으로 겉감과 안감을

고정해 두었다.

2. 저고리의 치수
저고리의 치수<표 3>는 저고리 길이는 31.5~40cm,

화장은 64.5~73cm, 고대는 13~16.5cm, 품은 36.5~

44.5cm, 진동은 17.5~24.5cm, 수구는 13~17.5cm, 깃

나비는 7~10cm, 끝동 나비는 7.5~11.5cm이다.

창녕조씨 묘의 저고리 크기는 2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저고리 길이는 31~34cm의 저고리 20점과, 저

고리 길이 36.5~40cm 저고리 5점(No.4, No.8, No.19,

No.21-1,2)이 있다. 저고리 길이가 긴 5점은 품도 크

다. 5점(No.4, No.8, No.19, No.21-1,2)의 저고리 치수

를 살펴보면 깃 너비, 품, 고대, 진동, 수구, 끝동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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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번호
유물명

소재 유 형
동

정

고

름
특 징

겉감 안감 겹 솜
누

비

1 회장 저고리 문단 주 ○ ○ ○ 솔기에 시침실 흔적 있음.

2 삼회장 저고리 초 주 ○ - ○ 안감 거의 없음. 겉깃, 안깃, 겉섶,안섶에 실꼬리 있음.

3 회장 저고리 세주 주 ○ - ○ 안감에 보수 흔적 있음. 착용많이 하여 낡음.

4 삼회장 저고리 문주 주 ○ - ○ 안감에 보수 흔적 있음.

5 회장 저고리 문단 주 ○ ○ ○ 솜을 매우 얇게 넣음.

6-1 삼회장 저고리 문단 주 ○ - ○ 6-2와 겹쳐 있었음 No. 6 겉저고리. 안깃에 실꼬리 있음.

6-2 삼회장 저고리 문단 주 ○ - ○ 6-1과 한 벌임. 깃에 긴 실 달려있음.

7 삼회장 저고리 문주 주 ○ ○ ○ 겉깃의 끝, 궁둥이와 겉섶에 실꼬리 있음

8 회장 저고리 추사 주 ○ - - 솔기에 시침실 있음. 안섶 옷감 이은 흔적 있음.

9 회장 저고리 문능 주 ○ ○ ○ 진동에 옷을 다시 지은 흔적 있음.

10 삼회장 저고리 문단 주 ○ - ○ 깃에 긴 실 달려있음.

11 삼회장 저고리 문주 주 ○ - ○ 깃에 고운 감침질 있음. 가는 속고름 달림.

12 삼회장 저고리 문주 주 ○ ○ ○ 안깃과 안섶에 실꼬리 달림. 깃 안쪽으로 다시 지은 흔적있음.

13 회장 저고리 문능 주 ○ - ○ 안감 솔기마다 시침질 함.

14 회장 저고리 세주 주 ○ - ○ 겉깃과 안깃에 실꼬리 달림, 깃에 긴 실 달림.

15 삼회장 저고리 문단 주 ○ - ○ 안감의 등솔, 진동, 배래부분의 솔기가 분리되어 있었음

16 삼회장 저고리 문능 주 ○ - ○ 염습흔적 남아 있음.

17 삼회장 저고리 문단 주 ○ - ○ 안감에 짙은 얼룩흔적 있음. 안깃 끝에 실매듭 있음.

18 삼회장 저고리 문능 주 ○ - ○ 깃에는 긴 실 여러군데 달림.

19 삼회장 저고리 문능 주 ○ ○ ○ 안깃에 실꼬리 있음.

20 삼회장 저고리 문단 주 ○ ○ ○ 안깃에 실꼬리 있음.

21-1 회장 저고리 문주 주 ○ ○ ○ 안섶에 실꼬리 있음.

21-2 삼회장 저고리 문주 주 ○ ○ ○ No. 21 겉저고리, 겉섶, 안섶, 겉깃, 안깃에 실꼬리 있음.

22-1 회장 저고리 세주 주 ○ ○ ○ 새로 지은 흔적 있음, 가는 속고름 달림.

22-2 삼회장 저고리 문주 주 ○ ○ ○ No. 22 겉저고리, 안깃에 실꼬리 있음.

계
25점: 회장(9점),

삼회장(16점)
19 2 4 11 24

<표 1> 창녕조씨(1721~1742) 묘 출토 저고리 목록

깃 길이, 깃 너비 모두 크고 길지만 저고리의 화장은

No. 4,8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 보면 치수가 큰 저

고리의 착용자는 조금 더 살이 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창녕조씨 묘 출토 저고리는 다양한 치수로 만들어

져 있다. 이는 창녕조씨 1인의 저고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저고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상례

(喪禮) 때 친인척의 부의(賻儀)로 사용된 저고리로

추정할 수 있다.

3. 저고리의 구성법
1) 솔기

저고리의 어깨솔기는 앞뒤가 한 판으로 연결되어

있다. 저고리의 시접방향은 일정한 규칙은 없다. 등

솔의 겉감의 솔기는 겉감은 모두 겉에서 볼 때 오른

쪽으로 시접을 넘겼으나, 안감은 6점은 겉감과 반대

방향으로 넘겨 겉에서 보면 마치 가름솔을 한 것처

럼 보인다. 저고리 가운데 1점(No.2)은 안감이 헤어

져 없었다. 겊섶은 곧은 올을 사용하여 붙였고 시접

은 섶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안섶의 올 방향 또한

곧은 올을 사용한 것이 14점, 어슨 올을 사용한 저고

리가 11점이며, 시접을 넘기는 방향도 섶쪽으로 보낸

것이 7점이며 길쪽으로 보낸 것이 18점이다. 고름의

시접방향 또한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겉고름과 속고름의 시접방향이 동일한 저고리는 16

점이며, 겉고름이나 속고름마저 시접방향이 일치되지

않는 저고리도 4점이나 있다. 저고리의 등솔기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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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저고리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 8.

<No. 4> 저고리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 11.

<No. 6-1> 저고리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 13.

<No. 6-2> 저고리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 14.

<No. 8> 저고리

- 원주원씨 기증 복식유물 보존처리 보고서, p. 16.

<표 2> 창녕조씨 묘 출토 저고리 사진과 실측도



服飾 第62卷 6號

- 222 -

저고리

번호
뒷길이 화장 품 고대 진동

수구
끝동너비

깃

길이 안단너비 길이 너비 높이

1 31.5 64.5 36.5 13.5 17.5 13 4 8 61 7.5 5

2 33.5 67.5 37.5 13.5 19 13 - 8.5 63.5 7 5

3 32 65 36 13 19 13 4 9 60.2 7.5 5

5 32.5 66 36.5 14.5 19.5 14.5 5.5 8 64.2 8 5.5

6-1 33.5 66.5 37 14.5 20 15 3.2 8.5 65.7 8 5.3

6-2 33 66 37 13.5 18.5 13.5 5.5 7.5 62.8 7 5.5

7 33.5 68 36 13.5 19 14 3.2 8 62.3 7.5 5.3

9 34 67 37 14.5 19 13.5 4 8.5 64 8 6

10 33 66.5 37 14.5 19.5 14 5 8.5 65 8 5.5

11 31.5 67.5 38 13.5 17.5 13 3.5 8 62 8 5

12 32.5 66.5 39 13 19.5 14.5 6.5 7.5 61.3 7.5 5

13 33 67.5 37 13 19 13 6 8 62.5 7.5 5.5

14 34 67.5 37.5 14 19 13.5 4.5 8.5 62.5 8 5.5

15 34 66 36.5 15 19.5 14.5 5 8.5 65.5 7.5 5

16 33 66.5 38 12.5 19.5 13.8 2.5 8.5 63.7 7.5 5.5

17 34 68 37 13.5 19.5 14.5 5.5 8 62.5 7.5 5.3

18 34 69.5 39 14 20 14.5 3.2 8.5 65.5 8 5.8

20 32 63.5 36.5 14.5 18.5 13.5 4 8.5 63 7.5 5.3

22-1 33.5 68.5 38.5 14.5 20 14 5 8 63.7 7.5 5.6

22-2 33.5 69.5 38.5 14.5 20.5 14.5 3.5 8.5 63 7.5 5.3

4 37 66 40.5 16 22.5 16.5 5 9.5 73.4 9 5

8 38.5 72 44 16.5 24 19 4 11.5 77.5 10 7

19 36.5 69 38 15.5 22.5 16.5 5 9.5 74 9 7

21-1 39 72 44.5 15.5 24 16.5 4 9 78 9.5 7

21-2 40 73 45.5 16 24.5 17.5 4 8.5 78.5 9 6.5

<표 3> 창녕조씨(1721~1742) 묘 출토 저고리 치수 (cm)

름 그리고 안섶의 시접방향과 안섶의 올 방향을 <표

4>로 정리하였다. 길의 시접은 중심을 향하여 보냈고,

끝동과 소매의 솔기도 중심을 향하여 보냈고, 견마기

는 위를 향하여 시접을 보냈다.

2) 섶

창녕조씨의 저고리 겉섶의 섶선은 뒷 중심에서 진

동/도련으로 1.2~5cm/0.7~5cm 씩 이동하였다. 2.5~

5cm 평행 이동한 5점을 제외하고 모두 겉섶은 비스

듬하게 사선으로 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7세

기 이후 매우 넓었던 여자저고리의 품이 좁아지면서

섶선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저고리를 입으면 섶선이

바르게 선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역할

을 한다. 섶의 크기는 <표 5>로 정리하였다.

3) 수구의 안단

창녕조씨의 저고리의 수구에는 안감이 없는 No. 2

저고리를 제외한 모든 저고리에는 2.5~6.5cm 너비의

안단이 달려있다. 이는 저고리의 동정과 같은 역할로

자주 세탁하기 곤란한 저고리 손목 부분에 덧단을

대어 때를 타면 쉽게 교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감

침질이나 공그르기로 바느질 되어 있다. 수구의 안단

에 사용된 옷감은 안감보다 훨씬 더 고운 세주를 사

용하였다.

4) 깃

창녕조씨 묘 출토 저고리의 겉깃 굴림은 2~2.8cm

내외로 길을 굴려 동정이 달리는 부분의 깃 가장자

리를 성근 홈질을 하여 호았다. 겉깃높이는 5~7cm

이지만 평균은 5cm 내외의 당코목판깃이다. 안깃은

모두 완전 내어 달린 목판깃이다. 깃 길이는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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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리

번호

등솔 시접 방향 안섶

고름 시접방향

겉감 안감 시접방향

올

방향

안섶선 안섶

겉고름 속고름

겉길 안길 안깃 겨드랑이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1 → → ← ↕ ↓ ↓ ↑ ↑

6-2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1 → ← → ↕ ↑ ↑ ↓ ↓

21-2 → ← → ↕ ↑ ↑ ↓ ↑

22-1 → → → ↕ ↑ ↑ ↑ ↑

22-2 → → ← ↕ ↑ ↑ ↓ ↑

등솔의 방향, 겉감: → 겉에서 보아 오른쪽으로 넘김

등솔의 방향, 안감: → 겉에서 보아 오른쪽으로 넘김

등솔의 방향, 안감: ←겉에서 보아 왼쪽으로 넘김.

안섶의 시접방향: → 섶쪽으로 넘김.

안섶의 시접방향: ← 길쪽으로 넘김.

안섶의 올방향: 안섶선↕안섶선이 붙는 쪽이 곧은 올 사용

안섶의 올방향: 안섶↕안섶선이 붙는 쪽이 어슨 올 사용

고름의 시접방향: 겉고름 겉길 ↑겉길에 붙는 고름의 곬이 아래임.

고름의 시접방향: 겉고름 안길↑안길에 붙는 고름의 곬이 아래임.

고름의 시접방향: 속고름의 안깃↑안깃에 붙는 고름의 곬이 아래임.

고름의 시접방향: 속고름의 겨드랑이↑겨드랑이에 붙는 고름의 곬이 아래임.

<표 4> 등솔과 안섶, 고름의 시접방향과 안섶의 올방향

65.7cm와 73.4~78.5cm, 깃 너비는 7~8cm, 9~10cm

로 저고리 길이가 긴 것은 상대적으로 깃 길이는 길

어지고 깃 너비도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2 저고리 치수 참조>. 대부분 깃의 가장자리에는 고

운 박음질이나 상침으로 겉감과 안감을 고정하며 장

식의 기능도 겸하였으며, 때로는 깃나비 중심에 상침

이나 시침으로 겉과 안을 고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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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

리

번호

겉섶 안섶 옆선 견마기 고름

길이

(내/외)

너비

(상/하)

길이

(내/외)

너비

(상/하)
길이

길이

(좌/우)

너비

(상/하)

겉고름

길이×너비

속고름

길이×너비

1 20/10.5 9.5/11.1 14.8/8.5 3.6/5.7 12 - -
24×1.9

24.5×1.9

23×1.3

23×1.3

2 19.3/11.3 11/10 15.6/9.5 3.6/5.3 12.6 17/15.8 15.7/7 29×2.3 -

3 20.1/12.2 10/11.8 14.2/6.8 3.8/5.2 11.5 - -
27.5×2

27×2

26×1.8

右 흔적있음

5 19.4/11.4 10/11.4 15.5/9.2 3.4/5.5 11.2 - -
24×2

24×2

19×1.2

19×1.2

6-1 20/11.9 10/11.7 16.5/9.3 4.2/5.5 11.7 15.7/14.5 17.5/7
26.5×2

26.5×2

22.8×1.8

22.8×1.8

6-2 19/11.5 10.1/12 14.7/8.5 3.7/6.2 13 16.5/13 17/6.5
29×2

28×2

21.5×1.8

24×1.8

7 20.6/12.2 10/11.4 25/17.3 3.5/5.8 12 15.9/14.2 14.8/6.7
30.5×2

30.5×2

24.5×1.5

24.5×1.5

9 21/12.5 9.8/11.6 16.8/8.4 4.3/6 12 - -
27×2

27.5×2

27×1.5

27×1.5

10 20/12.3 10.3/12 17/8.4 6.5/4.8 12 17/15.5 17/8
33×1.8

33×1.8

26×1.5

26×1.5

11 18.5/11 10.2/12 15/8 4.7/6 12 15.5/11.5 16.5/6.5
25.5×1.9

22.5×1.9

좌 -

25×1.3

12 19.5/11.5 8.9/10.5 16.3/7.8 4/6.3 11.5 17/15.5 17.7/7
23×2

23.5×2

25×1.6

24×1.6

13 21/11.3 9.5/10.9 15.8/8.5 3/5 11.5 - -
27.5×2

27.5×2

19×1.6

19×1.6

14 18.8/11.6 9.4/11.6 16.5/9 4/5.6 13 - -
27×2

26.5×2

24×1.2

23.5×1.2

15 20.2/12 9.6/11.6 15.5/9.5 3.5/5.5 12.5 16.5/15.7 18/6.5
28.5×2.1

28×2.1

26.5×2.1

26×2

16 19.4/11.8 9.5/11 13.5/7 3/4.6 10.8 10.8/10 14/7
26.3×2.2

26.3×2.2

20.7×1.9

20.7×1.9

17 19.4/12 9/11.4 16.5/9.5 3.5/5.6 13.4 16.2/16 20/6.5
26.5×2

26.5×2

22×1.7

22×1.7

18 21.8/11 10.2/12.2 16.5/9.8 3.8/5.1 11.7 16.2/14.7 18/7.5
27.4×2.2

27.4×2.2

28.5×1.8

28.5×1.8

20 20.4/11.3 9.5/11 15.3/9 3.2/5.5 11.5 15/12.5 16/6
26×1.7

26.5×1.7

24.5×1.5

24.5×1.5

22-1 18.4/10.6 8.9/11.3 17/9.7 3.4/5 11.5 - -
24×1.8

24×1.8

21.5×1.2

20.5×1.2

22-2 20.4/12 9.8/11.8 17.7/10.3 3.4/4.5 11 15.5/11 18.5/7.5
25.5×1.8

25.5×1.8

22×1.3

22×1.3

4 21.2/14.5 11.9/14.5 19.4/9.8 6/8 12 16/15 17/8
30×18

30×18

26.5×2

27×2

8 23/4.5 12.7/15.8 21.8/9.8 6.8/9 12 - -
흔적있음

너비2.5
-

19 22/12.5 12.4/15.2 20.6/9.5 6.2/8.2 13 16.5/15.5 19.5/7
32.5×2

32.5×2

26.5×1.8

26.5×1.8

21-1 22.2/13.7 12.8/15.4 16.7/9.3 3/5.7 13.5 - -
20.5×2

22.5×2

28.5×1.5

27.5×1.5

21-2 22/14.2 12.3/14.8 15.6/8.3 4/6.3 13.3 18.2/16.8 17.7/7
27.5×2.3

27.5×2.3

25×1.9

19×1.9

<표 5> 겉섶, 안섶, 견마기의 길이 및 너비와 옆선, 고름의 치수(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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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정

동정이 달려 있는 저고리는 11점<표 1 참조>이다.

깃 끝에서 6~7cm 떨어진 곳에서부터 동정이 달리기

시작한다. 동정이 달리는 곳부터 굵은 실로 홈질을

하여 호았다. 안깃 끝에서 동정이 달리는 곳은 8.5cm

정도 된다. 동정의 길이는 42~54.5cm, 동정의 너비는

3~3.8cm이다. 동정의 길이 또한 저고리길이가 길어,

깃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비례하여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정이 깃에 놓이는 자리는 일정

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끝동과 배래모양

창녕조씨 묘 출토 저고리 끝동의 너비는 7.5~

9cm, 9~9.5cm 내외로, 저고리 길이의 차이와 끝동

의 너비 차이는 크지 않았다<표 3: 저고리 치수 참

조>. 배래모양은 진동과 수구의 차이가 4.5~7cm 정

도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의 통수형이다.

7) 견마기와 옆선

창녕조씨 묘 출토 저고리 25점 가운데 삼회장저고

리가 16점이 있다. 삼회장저고리에는 견마기가 있는

데 No.16 저고리는 유난히 작은 치수이다. 그 외 견

마기의 치수는 견마기 길이(좌/우), 너비(상/하)는

저고리 길이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옆선

의 길이는 10.8~13.5cm로 견마기와 마찬가지로 저고

리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

지 않았다.<표 5 참조>

8) 실꼬리

실꼬리가 있는 저고리는 No.2(겉깃, 안깃, 겉섶, 안

섶), No.6-1(안깃), No.7(겉깃, 겉섶, 겉깃 궁둥이),

No. 8(안깃), No. 12(안깃, 안섶), No. 14(겉깃, 안깃),

No. 20(안깃), No. 21-1(안섶), No. 21-2(겉깃, 안깃,

겉섶, 안섶) No. 22-2(안깃, 겉깃)으로 저고리 10점이

다. 실 꼬리가 있는 저고리 가운데 몇 점은 저고리를

다시 지은 흔적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실 꼬리

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새 옷이라는 것은 아니며, 옷

을 다시 지을 때도 깃이나 섶코를 빼기 위해 실 꼬리

를 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옷고름

옷고름<표 4, 5 참고>은 No.8 1점을 제외하고 모두

달려 있다. 겉고름의 길이는 겉고름은 깃에 달리는 것

이 23~33cm, 길에 달리는 것은 깃에 달리는 것에 비

해 같거나 0.5cm 가량 길거나 짧다. 옷고름의 너비는

1.7~2.3cm이나 속고름은 1.5~2.1cm 너비와 1.2~

1.3cm 너비 2 종류가 있다. 창녕조씨 묘 출토 저고리

에서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의 개념은 없다. 이는 옷고

름의 너비가 좁고 고름이 달리는 위치가 저고리 길의

좌우에 같은 자리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옷고름의 시접방향도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옷고름의 옷감은 겉고

름은 길이나 깃에 사용한 옷감을 썼고, 속고름은 안감

이나 소색의 주 또는 능(綾)을 사용하였다.

4. 저고리 제작 방법의 특징
창녕조씨 묘에서 수습된 저고리 25점을 분석한 결

과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꼬리가 있다고 해서 반

드시 입지 않은 새 옷은 아니었다. 착용하여 많이 낡

은 옷(No.3, 21-2), 수구의 덧단과 목에 착용한 흔적이

있는 옷(No. 14), 여러 곳에 보수한 흔적이 있는 옷

(No.3, No. 4) 다시 지은 흔적이 있는 옷(No. 9, No.

12, No. 22-1) 등, 그 당시 세척과 보수 등을 거치면서

여러 번 옷을 지은 흔적이 있는 옷이 7벌이나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창녕조씨 묘에서 출토된 저

고리는 저고리의 겉감과 안감을 각각 만들어 끼어

넣는 방법으로 저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래와 옆

선은 겉감과 안감이 분리 될 수 있다. 즉 오늘 날 흔

히 말하는 ‘네겹 바느질’이 아니라, 서양복의 자켓을

만드는 방법인 ‘두겹 바느질’이다. 그러므로 저고리의

겉감과 안감을 고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저고리

가장자리(깃, 도련, 수구, 섶 등)에 상침을 하지만,

솔기마다 시침을 하는 경우(No. 2, No. 3, No. 9, No.

13, No. 16, No, 21-1, 22-1)도 있다.

목판깃이나 당코목판깃 저고리 겉깃의 깃머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고운 박음질이나 상침을 하는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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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비저고리도 솜을 넣지 않고 옷감만 누빈 것이 있

다. 누비간격이 넓은 2점은 저고리 안쪽에 선단이나

아랫단이 없다.

5. 저고리의 옷감
창녕조씨 묘에서 수습된 저고리 25점은 대부분 화

려한 무늬가 있는 옷감이 사용되었다<그림 1>. 문단

8점(No. 1, 5, 6-1, 6-2, 10, 15, 17, 20), 문주 7점(No.

4, 7, 11, 12, 21-1, 21-2, 22-2), 문능 5점(No. 9, 13,

16, 18, 19)점, 초 1(No. 2), 추사 1점(No. 8), 세주 3

점(No.3, 14, 22-1)이다.

저고리에 사용된 옷감의 무늬는 식물문과 동물문,

길상문, 기하학문, 자연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

문으로는 연화, 만초, 매화, 도화, 석류, 석류화, 국화,

소화, 감, 복숭아, 불수감, 여지가 있다. 동물문으로

용, 다람쥐, 봉황, 까치, 사슴, 나비가 있다. 길상문으

로 호로문, 길상어[喜], 보배문이 있다. 기하학문으로

방격문, 만자(卍字), 공자(工字)가 있다.4) 등 매우

다양한 무늬가 있는 옷감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직

물무늬는 <표 6>과 같다.

6. 저고리의 구성으로 본 풍속
창녕조씨 묘에서 수습된 저고리 25점 가운데 2벌

을 끼운 상태로 수습된 것은 3건으로 No. 6-1,2

No.21-1,2 No.22-1,2이다. 이 3건의 저고리 구성은 겉

저고리와 속저고리의 치수<표 3 참고>는 거의 같거

나 겉저고리의 크기가 0.5~1cm 가량 크다. 저고리의

구성은 No. 6 저고리는 모두 삼회장저고리이고, No.

21과 No, 22의 겉저고리는 삼회장저고리, 속저고리는

회장저고리이다. 이 3건의 겹쳐 놓은 저고리를 보면

삼회장저고리를 모두 겉저고리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저고리 2벌을 껴입는 것은 의원군

이혁(1661~1722) 부인 안동 권씨(1722추정) 묘에서

수습된 저고리도 있다.5) 2벌을 껴입는 풍습은 이 외

도 18세기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에서 수습된 한산

이씨 저고리의 경우6)와 김원택 일가의 무덤인 한산

이씨7) 그리고 청연군주묘에서 수습된 저고리와 당의

에서도 보인다.8)

창녕조씨 묘에서 수습된 저고리 25점은 치수로 크

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큰 치수의 옷은 일반적인

옷과 비교하면 옷길이가 최대 5~8.5cm, 뒷품은

4~9.5cm 까지 차이가 있다. 이는 동일인의 옷은 아

니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수례지의(襚禮之衣), 부

의(賻儀)로 다른 사람의 저고리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창녕조씨 묘에서 수습된 저고리 25점을 분석한 결

과 알 수 있는 또 다른 상장례풍속은 동정과 옷고름

을 떼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25점 가운데 옷고름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No.8 저고리 1점이며 동정이 있

는 옷은 11점이다<표 1참고>. 이는 동정은 옷고름보

다 탈착이 더 쉽기 때문에 옷을 착용할 때 부착하면

되기 때문에, 흔히 현대 민속에서 이야기하는 “보공

용으로 옷을 사용할 때 옷고름과 동정을 뗀다.”는것

과 연관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즉 동정이 달려있

지 않은 채로 수습된 저고리는 입을 때 동정을 달아

입으려고 준비해 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창녕조씨 묘에서 수습된 저고리에는 습의가

포함되지 않은 일부만 수습된 상태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수습당시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고름이

상장례 때 의도적으로 제거가 된 것인지 수습과 유

물인수 과정에 유실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Ⅲ. 동시대 여자저고리와 비교
창녕조씨(1721~1742)와 동시대의 여자저고리 유

물이 보고된 것은 다음과 같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

념박물관 소장 해평윤씨(1660~1701)묘 출토 저고

리9) 보물 672호로 지정된 김덕원(1634~1704) 부인

전주이씨 복식 저고리 20점,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청송심씨(1683~1718)묘 출토 저고리10), 경기도 박물

관 소장 안동권씨(1664~1722) 묘 출토 저고리, 이화

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완산최씨(1650~1732) 묘

출토 저고리, 백담사 소장 백담사 목조 아미타불 복

장 저고리(영조 24년, 1748) 1점,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소장 파평윤씨(1735~1754) 묘 출

토 저고리,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한산이씨(1722~

1772)묘 출토 저고리11),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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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깃 길이 화장 고대 품 옆선 진동 깃나비 수구

안동권씨

(1664~1722)

당코

목판

깃

38.5~45.5 67.5~77 14~18 41~48 14~16 22.5~29 8.8~10.8 15~20

완산최씨

(1650~1732)
49.5~52 74~77 18 47.5~52 ? 27.5 9.5 20.5

창녕조씨

(1721~1745)

31.5~34

36.5~40

64.5~69

66~73

12.5~14.5

15.5~16.5

36~39

38~45.5

10.8~13.4

11~13

17.5~20.5

22.5~24.5

7~8

9~10

13~14.5

16.5~19

백담사 비로나자불

(1748)
37.5 75 15 39 14.6 21 8.2 15

파평윤씨

(1735~1754)
27.5~31 65~72 13~14 34~38.5 11~14 15.3~18.5 6.5~7.2 11~12

한산이씨(18세기

후반 추정)
29.5~32.5 64.5~70.5 13~15 36~40 9.3~12.5 16~18.5 7~8 12~13.5

전주이씨

(1722~1791)

34~39

46.5

68~74.5

74.5
? ? ? 18.5~23.5 ?

12.5~16

21.2

<표 7> 18세기 여자 저고리의 치수(cm)

주이씨(1722~1791) 묘 출토 저고리, 경기도박물관

소장 한산이씨(18세기 추정) 묘 출토 저고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몰년이 1701년인 해평윤씨는 17세기

인물로 간주하여 제외하고 저고리에 관한 치수와 형

태가 보고된 7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김덕원(1634~1704) 부인 전주이씨 묘 출토 저

고리12)

영의정을 지낸 김덕원의 부인 전주이씨 묘에서 출

토된 저고리는 20점으로 저고리 깃은 당코목판깃이

다. 저고리 길이는 41~46cm, 화장 65.5~76cm, 고대

16~20.5cm, 품 44~50cm, 진동 23~29cm, 수구

17~20cm, 깃 나비 9~10.5cm 끝동 나비 11~14cm

내외다. 겹쳐 입은 저고리 유무는 알 수 없다.

2) 안동권씨(1664~1722) 묘 출토 저고리13)

저고리는 16점 수습되었고, 저고리 깃은 깃 궁둥이

가 모난 당코목판깃이며, 저고리 길이는 38.5~45.5cm,

화장 67.5~77cm, 고대 14~18cm, 품 41~48cm, 진동

22.5~29cm, 수구 15~20cm, 깃나비 8.8~10.8cm 끝동

10cm 내외다. 2벌을 겹쳐 입은 저고리가 수습되었다.

3) 완산최씨(1650~1732)묘 출토 저고리14)

치수가 알려진 것은 1점으로 저고리 깃은 깃 궁둥

이가 모난 당코목판깃이며, 저고리 길이는 47.5cm,

화장 75.5cm, 고대 18cm, 품 47.5cm, 진동 27.5cm,

수구 20.5cm, 깃나비 9.5cm, 끝동나비 8.5cm이다.

4) 백담사 목조 아미타불(영조 24년, 1748) 복장

저고리15)

불복장 저고리 1점으로 삼회장저고리로 색상이 남

아 있는 좋은 자료이다. 저고리 깃은 깃 궁둥이가 모

난 당코목판깃이며, 저고리 길이는 37.5cm, 화장

75cm, 고대 15cm, 뒷품 39cm, 진동 21cm, 수구

15cm, 깃나비 8.2cm, 끝동나비 8.8cm이다.

5) 파평윤씨(1735~1754)묘 출토 저고리16)

파평윤씨 저고리는 5점이 수습되었으며, 깃은 깃

궁둥이가 모난 당코목판깃이며, 저고리 길이는 27.5~

31cm, 화장 65·72cm, 고대 13~14cm, 뒷품 34~

38.5cm, 진동 15.3~18.5cm, 수구 11~12cm, 깃나비

6.5~7.2cm, 끝동나비 7~7.5cm이다. 겹쳐 입은 저고

리 유무는 알 수 없다. 저고리 수구 안쪽으로 4cm

내외의 덧단이 있으며, 깃부분은 도톰하게 솜을 두었

다고 한다.

6) 한산이씨(18세기 후반 추정)묘 출토 저고리17)

한산이씨 묘 출토저고리는 8점이 수습되었고, 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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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코목판깃이며, 저고리 길이는 29.5~32.5cm, 화장

64.5~70.5cm, 고대 13~15cm, 뒷품 36~40cm, 진동

15.3~18.5cm, 수구 12~13.5cm, 깃나비 7~8cm이다.

2벌 겹쳐 입은 저고리도 1건이 있었다. 깃 부분 저고

리 4점의 수구 안쪽에는 4cm 나비의 덧단이 있다.

7) 전주이씨(1722~1791)묘 출토 저고리18)

한성부판윤을 지낸 김원택(1683~1766)의 셋째 며

느리인 전주이씨의 묘에서 수습된 여자저고리는 저

고리 8점이다. 저고리의 특징과 치수는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이씨묘에서 습의 일습과 저고리 2

벌을 겹쳐 입은 것 등이 수습되었다. 수구 안쪽에 덧

단이 있다.

위 7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창녕조씨

묘 저고리와 비슷한 시기인 18세기 초 중반의 여자

저고리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저고리 깃의

형태는 깃 궁둥이가 모난 당코목판깃으로 동일하다.

깃을 앉힐 때는 둥글게 굴렸고, 안깃은 완전히 내어

달린 목판깃이다. 소매는 진동선보다 수구가 좁은 직

배래 형태이며, 대부분의 저고리에는 길과 다른 천으

로 끝동이 달려있으며, 수구 안쪽에는 더러움을 방지

하기 위한 덧단이 달렸다. 저고리의 앞길과 뒷길은

옷감 한판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겉섶의 섶선을 조금

이동하였다. 회장저고리가 많다. 옷감은 화문단 등의

무늬가 있는 화려한 옷감이 많이 사용되었다. 18세기

중후반이 되면 옷의 두께가 매우 얇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저고리의 치수는 안동권씨(1664~1722)묘에

서 수습된 저고리로부터 파평윤씨 묘에서 수습된 저

고리에서 보여주는 18세기 저고리의 일반적인 경향

인 저고리의 길이는 점차 짧아지고 품은 좁아지는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Ⅳ. 맺음말
1740년대 여자 출토복식이 드문 상황에, 여주박물

관 소장 원익손 부인 창녕조씨 묘 출토복식은 신분

과 생몰년이 확실한 복식으로, 귀중한 복식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창녕조씨 묘 출토 복식

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고되어 습의로 사용된 옷

의 종류와 크기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창녕조씨

묘에서는 수습된 저고리 25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창녕조씨 묘 복식을 통해서 상장례의 일면

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여자 저고리의 치수를 통해

서 피장자인 창녕조씨의 복식 뿐 만 아니라, 친인척

의 부의(賻儀)로 여러 사람의 저고리가 사용되었음

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들 저고리는 보공(補空)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창녕조씨 묘 출토복식의 경

우에는 일부만 수습된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

지만 다른 출토복식의 경우에도 장옷이나 예복류의

크기가 큰 복식은 소렴이나 대렴(大斂)시에 시신을

감싸는 용으로 사용되었고 저고리와 같은 상의류는

보공용으로 사용된 것을 미루어 보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25점의 저고리를 통해 창녕조씨의 생몰년

무렵의 저고리 구성을 알 수 있었다. 저고리는 회장

저고리와 삼회장저고리로 민저고리와 거들치가 달린

저고리는 없었다. 25점 저고리 가운데 19점이 겹저고

리이며, 솜저고리는 2점, 누비저고리 4점이다. 18세기

이 시기의 여자저고리는 깃 궁둥이가 모난 당코목판

깃이고, 안감의 겉깃 끝은 바느질을 하지 않은 상태

로 두었다. 소매 끝에는 너비 8~10cm 내외의 끝동

이 달려있으며 수구 안쪽에는 더러움을 방지하는 안

단이 덧대어져 있었다. 25점의 저고리의 시접은 등솔

의 겉감은 모두 겉에서 보아 오른쪽으로 시접을 보

냈지만, 고름, 섶 등 바느질할 때 시접의 방향과 옷

감의 올 방향은 일정한 규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으로 생각된다.

셋째, 창녕조씨 묘에서 수습된 복식을 통해 18세

기 중반의 여자저고리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었다.

먼저 저고리가 점차 얇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동

권씨(1722년 추정)묘 출토 저고리와 비교했을 때, 솜

옷이 사라지고 겹옷이 대부분으로 옷이 얇아지는 경

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솜옷도 솜을 매우 얇

게 넣었다. 누비옷도 솜을 사용하지 않고 겉감과 안

감으로 누빈 것이 2점이고, 나머지 2점도 솜을 매우

얇게 넣어 누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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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수습된 저고리 25점 가운데 저고리 2벌이

함께 나온 것이 3건으로, 저고리 2벌을 껴입는 풍속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18세기 초부터 전해 온

풍습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저고리에 사용된 옷감이 화려하며 무늬가

있는 옷감이 대부분이다. 저고리에 사용된 옷감을 통

해 18세기 중반의 의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18세기 조선시대 생활사 복원

과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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