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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studies the fabrics from excavated 17th century tombs of Mrs. Min from Yeoheung 
family(1586~1656), Yeo-on Kim(1596~1665) and Won-rip Choi(1618~1690) and attempts to clar-
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shion trend in fabrics of those times and the background be-
hind it by viewing and examining the proportion of twill fabrics to the total silk fabric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weave and patterns. Looking into fabrics from the above tombs, twill fabrics 
accounted for 10.4%(13 pieces) 19.3%(16 pieces) and 9.2%(9 pieces) of total silk fabrics in each of 
the respective tombs. This forms a remarkable contrast with the fact that there was only one 
piece of twill silk fabrics(0.5%) and not any from the 16th century tombs of Mrs. Yoon from 
Papyeong family (0.5%) and Soo-ryoon Sim(0%). In particular, the percentage of hwamun-neung 
(patterned twill fabrics) in each of the tombs is 8.0%(10 pieces), 13.3%(11 pieces), 9.2%(9 pieces), 
which is much higher than that of non-patterned one. This is common to the twill fabrics from 
above three 17th century tombs. Patterns of hwamun-neung(patterned twill), simplified small flow-
er patterns or geometrical figures, from the three excavated tombs are mostly arranged sporadi-
cally with blank space. It is supposed that these figurative characteristics reflected the aesthetic 
sense of the gentry at that time which valued simplicity and moderation for their Confucian 
standard. This phenomenon of increased use and production of twill fabrics in the 17th century 
resulted from different factors such as wars like Japanese Invasion of Korea(1592~1598), econom-
ic difficulty, government regulations against the production of high-class fabrics, development of 
weaving skill and its fixation, changes of fabric production environments, and changes of aesthetic 
sense preferring naive and moderate things to showy ones. As for the weaving characteristics of 
twill fabrics from the three 17th century tombs 3 leaf warp-faced twill was often used for the 
ground texture and 4 leaf warp-faced one was occasionally used. For pattern texture 6 leaf 
weft-faced twill was frequently used, 4 leaf weft-faced twill and 3 leaf weft-faced twill were used 
at times, and floating one was occasionally used as well. 

Key words: fabrics in the 17th century(17세기 직물), Joseon Dynasty fabric(조선시대 직물), 
twill damask fabric(능직물), twill fabrics(능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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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능(綾)은 직물의 세 가지 기본조직 중의 하나인

능직(綾織)으로 직조한 견직물로, 능직 또는 변화능

직의 바탕에 능직이나 부직(浮織)으로 무늬를 표현

하였다.1)2) 무늬가 있는 것은 문능(紋綾) 또는 화문

능(花紋綾)이라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바탕과 무늬의

능선방향이 같으나 조직순환 단위나 경․위사의 부

출(浮出)을 다르게 한 것은 동향능(同向綾), 바탕과

무늬의 능선방향이 다른 것은 이향능(異向綾)이라고

한다.

통일신라 흥덕왕(재위 826-836년)이 국가의 기강

을 바로잡고 올바른 풍속과 예법을 찾기 위해 834년

에 발표한 복식령에는 능(綾)과 소문능(小紋綾)이

내의(內衣), 표의(表衣), 고(袴), 말(襪), 좌자(坐子),

수레장식 등에 널리 사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또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
도경(高麗圖經)과 같은 고려시대의 문헌에도 문능

(紋綾), 화능(花綾), 삼색능(二色綾), 소능(小綾), 대

능(大綾) 등이 의복의 재료뿐만 아니라 침구, 방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3)

반면,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에서 능에 대한 기록

의 빈도는 평직의 주(紬)나 초(綃), 익직의 사(紗),

수자직의 단(緞)에 비해 극히 적으며4), 능과 관련된

직물명칭도 능(綾), 화문능(花紋綾), 화능(花綾), 성

능(聖綾), 중능(中綾) 등 몇 가지 정도가 나타날 뿐

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경우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유물이나 전세유품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들 유물에 사용된 직물을 분석해보면 삼국시대

와 고려시대에 애용되었던 능이 극히 드물게 나타난

다.5) 중국의 경우도 송(宋), 원(元), 명(明代)에는

능(綾)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청대(淸代)에는 감소하

고 금(錦) 등이 이를 대신하였다6)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17세기 무렵의 출토복식에서는 다른 시기

와 달리 능의 비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난다. 역사적

으로 복식에 있어 옷감은 형태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였으며, 과거에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옷감에 유

행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

기록을 조사하여 17세기의 시대적 배경과 직물의 유

행 경향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17세기의 분묘에서

출토된 직물을 조사하여 면직물과 마직물, 교직물 등

은 제외한 견직물의 총수량 대비 능의 비율과 능의

제직특성, 화문능에 사용된 무늬의 특성을 분석하여

시대적 배경과 옷감의 유행 경향의 상관관계를 밝히

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출토직물의 분석은 소장기관에 의뢰

를 받아 필자가 직접 직물조사를 실시한 17세기의

여흥민씨(1586-1656년), 김여온(1596-1665년), 최원

립(1618-1690년) 분묘에서 출토된 직물을 대상으로

하였다.7) 또 그 결과는 16세기의 심수륜(1543-1589

년), 파평윤씨(?-1566년), 연안김씨(16세기 후반) 분

묘의 직물과 비교, 분석하였는데, 이는 16세기와 17

세기가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시대적인 환경 변화

를 기점으로 그 전후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Ⅱ. 17세기의 시대적 배경과
직물의 유행 경향

17세기는 16세기 말의 임진왜란(1592-1598년)에

이어 인조반정(1623년), 정묘호란(1627년), 병자호란

(1636-1637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위기의 시기였

던 동시에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한 새로운 시대이기도 하였다.8) 대

내외적인 시련과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상적

으로는 성리학 이론이 심화되었으며, 인조반정은 의

리와 명분에 입각한 성리학적 예치(禮治)를 더욱 강

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더욱 중시하여 유교적

상·장례가 강화되었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17세기

에는 가장 복잡한 절차의 염습의가 이루어져 당시의

분묘에서 수의(壽衣)나 염의(斂衣)로 사용된 복식들

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9)

무엇보다도 세 차례 전쟁의 영향은 직물의 생산

및 사용 경향에 강하게 반영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임진왜란 이전의 분묘에서는 면직물, 마직물, 교

직물과 견, 사, 단과 같은 견직물 등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직물로 만든 복식이 출토되었으나 임란 중이

나 직후에 사망한 인물의 분묘에서는 견직물의 사용

이 줄어들고 견직물 중에서도 고가의 단은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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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추세를 보인다.10) 임란 발발 후 십여 년 동안에

는 면포로 만든 옷이 절대적으로 많이 출토되었으

며11),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보아도 임란만큼 현저한

차이는 아니지만 수자직이 면직물보다 적게 나타나

다가 1650년 이후에야 수자직이 증가하였다.12) 이러

한 현상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초토화된 상황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급 직물을 생산할 여

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직기법이 단순하여 직조가 쉽

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실용적인 직물 위주로

생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임란 이후에는 상의원(尙衣院)에서조차도 고급 견

직물을 생산하였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다만 1627

년(인조 5)에 편찬된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
子嘉禮都監儀軌)에 “백필단스란 도감직조”라는 내

용으로 미루어 보아 왕실 가례에 사용할 스란용 필

단을 가례도감에서 직조하였던 경우는 있었다. 또

1638년(인조 16)에 “상의원에서 금(錦)을 짜고 있

다."13)는 기록이 있지만, 병자호란이 끝난 뒤 십여

년이 지난 1651년(효종 2)이 되어서야 “상의원에서

매년 사색(四色)의 대단(大段) 12필씩을 짜서 법복

을 만들었으며, 가례에 쓸 금단(錦緞)도 등록(謄錄)

에 의해 차례로 짜야 한다.”14)라는 기록이 보인다.

더욱이 1674년(현종 15)에는 “상의원이 비단 직조

하는 것을 멈추었다.”15), 1679년(숙종 5)에는 “상의

원의 직조와 무역의 일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라.”고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17세기에는 정부에

서 강력한 사치금지령을 내려 고급 견직물의 생산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16) 16세기에 활성화되

었던 제직기술이 계승되지 못하고 쇠퇴하였으며, 화

문단처럼 화려하고 무늬 있는 고가의 견직물들은 관

청 내의 장인에 의해 왕실의 특수한 필요를 충당할

정도의 소량만이 겨우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17) 특히 추관지(秋官志)에는 “문단(紋段)을 금

지한 이후에 소문능과 주우사, 항라, 개지주 등으로

사치한다.”라고 명시한 기록이 있어 정부의 규제가

단이 감소하고 능이 증가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란 이전에는 상의원에 소속된 장인들이

고급 직물을 대부분 직조하였으나 임란 이후 관장제

수공업이 약화되면서 많은 부분이 민간 장인들에 의

해 생산되었다.18) 이러한 직물 생산환경의 변화도 옷

감의 유행 경향에 영향을 미쳐 고도의 숙련된 기술

을 필요로 하는 화문단보다 상대적으로 제직이 쉬운

화문능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출토직물을 분석해보면, 16세기까

지는 견직물 중에서 평직이 비율이 절대적이고19), 18

세기 중반 이후에 수자직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

여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직물로 자리 잡게 된다.20)

평직은 가장 단순한 조직법으로 생산이 쉽고 교차점

이 많아 구김이 적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여 실용

성이 뛰어난 반면, 수자직은 실의 부출이 길어 물리

적인 자극에 의해 옷감 표면이 쉽게 손상되지만 그

와 동시에 매끄럽고 광택이 매우 우수하여 미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다. 심미성이 우수한 수자직의 단이

정착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적어진 능의 제

직과 사용은 감소하고 용도나 사용목적, 취향이 실용

성에 중점이 있는지 심미성에 있는지에 따라 평견직

물 또는 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실용성과 장식성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적절하게 만족시키는 능의 사용이 일시적으

로 증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의 변화도 직물 유

행 경향에 반영되었다. 옷감 전체에 연꽃무늬나 구름

무늬가 충전되게 배열된 전형적인 화문단이 대부분

이었던 16세기에 비해 17세기부터는 새로운 스타일

의 견직물이 애용되었다. 평견직물을 누벼 줄무늬 효

과를 나타낸 옷감을 매우 선호하였고, 항라와 같이

가로줄이 나타나는 익조직도 새롭게 나타났다.21) 이

러한 누비나 항라에서 느껴지는 직선의 규칙성과 절

제성은 유교적 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당시 사

대부들의 미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22) 이러한

미의식의 변화는 옷감의 종류에도 반영되어 17세기

에는 화려한 광택과 무늬의 화문단보다는 소박하지

만 정갈하고 절제된 화문능의 사용이 증가하였던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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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수량

(%)

수량(점)

비율(%)

<그림 1> 여흥민씨 묘 견직물의 구성

주
67

(53.6%)

92

(73.6%)
세주

13

(10.4.%)

초
12

(9.6%)

화문주
4

(3.2%)

4

(3.2%)

화문단
14

(11.2%) 15

(12.0%)
무문단

1

(0.8%)

화문능
10

(8.0%) 13

(10.4%)
무문능

3

(2.4%)

라
1

(0.8%)

1

(0.8%)

합계
125

(100%)

125

(100%)

<표 1> 여흥민씨 묘 출토 견직물의 종류

Ⅲ. 17세기 출토직물의 분석
돈녕도정(敦寧都正)을 지냈던 민유경(閔有慶)의

딸이며 정광경(鄭廣敬)의 부인인 여흥민씨(1586-1656

년)23) 복식유물에 사용된 직물을 분석해보면, <표

1>, <그림 1>처럼 총 125점의 견직물 중 평견직물이

92점(73.6%)으로 가장 많았다. 평견직물은 주(紬)가

67점(53.6%), 세주(細紬)가 13점(10.4%), 초(綃)가

12점(9.6%)으로 구성되었다.

평견직물 다음으로는 단(緞)이 15점(12.0%)으로

많았다. 이 중 무늬 있는 화문단이 14점(11.2%)으로

단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무문단은 1점(0.8%)

있었다.

한편, 능은 13점(10.4%)으로 단과 근사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13점의 능 중 화문능이 10점(8.0%), 무

문능이 3점(2.4%)으로 화문능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

다. 그밖에 화문주(花紋紬)가 4점(3.2%), 라가 1점

(0.8%) 있었다.

여흥민씨 묘에서 출토된 13점의 능의 조직을 분석

해보면, <표 2>처럼 화문능과 무문능 구별 없이 13점

모두 바탕조직은 3매 경능직이었으며, 무늬조직은 10

점의 화문능 중 9점이 6매 위능직이었고 1점은 5매

위능직이었다.24)

직물두께를 조사해보면, 화문능은 가장 얇은 것이

0.13㎜, 가장 두꺼운 것은 0.24㎜이었다. 무문능의 경

우는 3점 중 1점은 누비가 되어 두께를 측정할 수

없었고, 나머지 2점 중 얇은 것은 0.16㎜, 두꺼운 것

이 0.21㎜이었다.

직물폭은 화문능 5점과 무문능 1점만 측정이 가능

하였는데, 화문능 중 가장 좁은 것은 480㎜, 가장 넓

은 것은 680㎜이었으며, 1점 무문능의 직물폭은 400

㎜이었다.

실굵기는 화문능의 경사는 가는 것이 0.10㎜, 굵은

것은 0.14㎜이었으며, 위사는 가는 것이 0.20㎜, 굵은

것은 0.30㎜이었다. 무문능의 경사는 가는 것이 0.10

㎜, 굵은 것이 0.12㎜이었고, 위사는 가는 것이 0.16

㎜, 굵은 것은 0.28㎜이었다.

인치(inch) 당 밀도는 화문능의 경우 경사 142올

에서 236올, 위사 69올에서 138올 정도였으며, 무문

능은 경사 147올에서 207올, 위사 94올에서 105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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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명 No 용도
두께

(㎜)

포폭

(㎜)

조직 실의 꼬임
실굵기

(㎜)

밀도

(inch)

바탕 무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화문능 1427 장옷 겉감 0.17 480 3매 경능직 5매 위능직 약Z연 무연 0.11 0.20 160 124

1431 장옷 겉감 0.18 495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약Z연 Z연 0.14 0.20 185 125

1438 저고리 곁마기 0.15 -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무연 무연 0.13 0.20 165 101

1438 저고리 끝동 - -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무연 무연 0.13 0.20 165 101

1438 저고리 깃 - -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무연 무연 0.13 0.20 165 101

1440 저고리 거들지 0.15 -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무연 무연 0.10 0.20 236 138

1441 저고리 겉감 0.24 680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약S연 무연 0.14 0.24 208 103

1446 저고리 끝동 0.24 680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무연 무연 0.13 0.30 142 69

1448 치마 겉감 0.13 -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무연 무연 0.10 0.20 236 138

1449 치마 겉감 0.24 680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약S연 무연 0.14 0.24 208 103

평균 0.19 603 0.12 0.22 189 111

무문능 1432 장옷 겉감 0.21 - 3매 경능직 - 강Z연(2합) 무연 0.11 0.16 207 94

1434 장옷 겉감 - 400 3매 경능직 - Z연 무연 0.10 0.16 203 105

1447 저고리 겉감 0.16 - 3매 경능직 - 약Z연 무연 0.12 0.28 147 102

평균 0.19 400 0.11 0.20 186 100

-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88.

<표 2> 여흥민씨 묘 능의 제직특성

도였다.

전술한 바처럼 여흥민씨 묘에서 출토된 13점의 능

중 10점이 화문능으로, 무문능에 비해 화문능의 비율

이 월등히 높았다. 이들 화문능의 무늬는 네 가지 종

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저고리(No.1438)의 곁마기 및 끝동 깃, 저고리

(No.1440)의 거들지, 치마(No.1448)의 겉감 등 5점에

사용된 <그림 2>25)의 무늬는 사계절을 대표하는 모

란, 연꽃, 국화, 매화 네 종류의 꽃을 잎사귀와 짧은

가지에 연결한 절지형의 모티브를 세로 2.5㎝, 가로

5.0㎝ 크기로 도안하고 이를 세로 5.5㎝, 가로 0.8㎝

정도의 반복단위로 격자형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하였

다.26)

장옷(No.1427)의 겉감에 사용된 <그림 3>27)의 무

늬는 형태 특성이 약한 여섯 개의 화판으로 구성된

작은 꽃송이에 잎사귀와 가지를 연결한 절지형의 모

티브를 세로 3.1㎝, 가로 4.7㎝ 크기로 도안하고 이를

세로 7.0㎝, 가로 5.8㎝ 정도의 반복단위로 격자형으

로 규칙적으로 배열하였다.28)

장옷(No.1431)의 겉감에 사용된 <그림 4>29)의 무

늬는 모란, 연꽃, 국화 세 종류의 꽃송이에 잎사귀와

짧은 가지를 연결한 절지형의 모티브를 세로 12㎝,

가로 9㎝ 크기의 타원형으로 도안하고 이를 세로 55

㎝, 가로 15㎝ 정도의 반복단위로 매우 드문드문 배

열하였다.30)

이처럼 여흥민씨 묘에서 출토된 화문능의 무늬들

은 주로 모티브의 크기가 세로 3㎝, 가로 5㎝ 내외의

작은 무늬를 상하 좌우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격자

형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모티브의 크기에 비해

무늬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많이 두어 드문드문 배

치하여 여백의 미를 살리는 동시에 단정하고 정갈하

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밖에 저고리(No.1441)의 겉감, 저고리(No.1446)

의 끝동, 치마(No.1449)의 겉감 등 3점에 사용된 무

늬는 <그림 5>31)처럼 사생풍으로 표현된 두 종류의

모란을 한 줄씩 교대로 배열하고 그 주위를 C자형

넝쿨과 잎사귀가 들어차있는 충전형 모란넝쿨무늬이

다. 꽃의 크기는 한 종류는 세로 8.0㎝, 가로 7.8㎝,

다른 한 종류는 세로 5.0㎝, 가로 7.4㎝ 정도이며, 무

늬의 반복단위는 세로 11㎝, 가로 8㎝ 정도이다. 이

러한 유형은 장기정씨(1565-1614년) 분묘에서 치마,

장옷의 무늬와 흡사하며, 17세기의 여러 분묘에서 출

토된 화문단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무늬이

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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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절지형 작은꽃무늬(모란, 연꽃, 국화, 매화)

-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101.

<그림 3> 절지형 작은꽃무늬

-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101.

<그림 4> 절지형 꽃무늬(모란, 연꽃, 국화)

-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101.

<그림 5> 모란넝쿨무늬

-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99.

무과에 합격한 후 37세인 1632년(인조 10)에 선전

관(宣傳官)에 오르고,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남한

산성으로 피신한 인조를 호종한 공으로 어모장군 훈

련원정에 임명되는 등33) 17세기 중엽 명망 있는 무

관으로 활약하였던 김여온(1596-1665년)의 복식유물

에 사용된 직물을 분석해보면, <표 3>, <그림 6>처럼

총 83점의 견직물 중 평견직물이 51점(61.5%)로 가

장 많았다. 평견직물은 주가 41점(49.5%), 면주 및

토주가 6점(7.2%), 초와 견이 각각 2점(2.4%)으로

구성되었다.

김여온 묘에서는 평견직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능으로 16점(19.3%)이 출토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출토복식에서 대개 평견직물 다음으

로는 수자직의 단이 많이 출토되는 일반적인 경향과

는 다른 이례적인 결과이다. 16점의 능 중 화문능이

11점(13.3%), 무문능이 5점(6.0%)으로 여흥민씨 묘

와 마찬가지로 화문능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한편, 단은 모두 13점(15.6%)이었는데, 화문단이 7

점(8.4%), 무문단이 6점(7.2%) 있었다. 여흥민씨 묘

에서는 무문단에 비해 화문단의 비율이 높았으나 김

여온 묘에서는 화문단과 무문단의 비율이 비교적 유

사해 단직물의 경우 무늬의 아름다움이나 장식성뿐

만 아니라 수자직의 표면에서 오는 우수한 광택과

재질감 또한 옷감을 선택한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밖에 화문주와 운문사와 항라가 각각 1점

(1.2%)씩 있었다.

김여온 묘에서 출토된 16점의 능의 조직을 분석해

보면, <표 4>처럼 화문능과 무문능 구별 없이 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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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명 수량(%) 수량(%)

<그림 6> 김여온 묘 견직물의 구성

주
41

(49.5%)

51

(61.5%)

면주, 토주
6

(7.2%)

초
2

(2.4%)

견
2

(2.4%)

화문주
1

(1.2%)

1

(1.2%)

화문능
11

(13.3%) 16

(19.3%)
무문능

5

(6.0%)

화문단
7

(8.4%) 13

(15.6%)
무문단

6

(7.2%)

운문사
1

(1.2%) 2

(2.4%)
항라

1

(1.2%)

합계
83

(100%)

83

(100%)

<표 3> 김여온 묘 출토 견직물의 종류

모두 바탕조직은 경능직이었으며, 무늬조직은 11점의

화문능 중 10점이 위능직이었고, 1점은 부직이었다.

화문능의 바탕조직을 조사해보면, 11점 중 8점이 3매

경능직이고 나머지 3점은 4매 경능직으로, 여흥민씨

유물과 마찬가지로 3매 경능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

았다. 화문능의 무늬조직은 11점 중 7점이 6매 위능

직으로 가장 많아 이 역시 여흥민씨 유물의 결과와

동일하며, 그외에 4매 위능직이 3점, 부직이 1점 있

었다.

직물두께를 살펴보면 화문능은 가장 얇은 것이

0.14㎜, 가장 두꺼운 것은 0.20㎜이었다. 무문능의 경

우는 가장 얇은 것은 0.17㎜, 가장 두꺼운 것은 0.27

㎜이었다.

직물폭은 화문능과 무문능 각각 2점씩만 측정이

가능하였는데, 화문능은 좁은 것이 470㎜, 넓은 것은

530㎜이었으며, 무문능은 530㎜ 이상인 것과 640㎜인

것이 있었다.

실굵기는 화문능의 경사는 가는 것이 0.10㎜, 굵은

것은 0.15㎜이었으며, 위사는 가는 것이 0.15㎜, 굵은

것은 0.26㎜이었다. 무문능의 경사는 가는 것이 0.10

㎜, 굵은 것이 0.32㎜이었고, 위사는 가는 것이 0.13

㎜, 굵은 것은 0.32㎜이었다.

인치(inch) 당 밀도는 화문능의 경우 경사 72올에

서 224올, 위사 62올에서 173올 정도였으며, 무문능

은 경사 62올에서 197올, 위사 67올에서 113올 정도

였다.

전술한 바처럼 김여온 묘에서 출토된 16점의 능

중 화문능이 11점으로, 여흥민씨 묘와 마찬가지로 무

문능에 비해 화문능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 화문능의

무늬는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멱목(No.13) 안감, 악수(No.15) 안감, 소렴금(No.

22) 깃, 대렴금(No.33) 깃, 베개(No.34), 오낭(No.36)

등 6점에 사용된 <그림 7>34)의 무늬는 복숭아와 복

숭아꽃, 석류와 석류꽃을 각각 단순하게 도안하고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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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명 No 용도
두께

(㎜)

포폭

(㎜)

조직 실의 꼬임
실굵기

(㎜)

밀도

(inch)

바탕 무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화문능 03 중치막 겉감 - 530 3매 경능직 부직 Z연 Z연 0.1 0.19 195 173

13 멱목 안감 0.18 -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Z연 Z연 0.1 0.21 215 115

15 악수 안감 0.18 -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Z연 Z연 0.1 0.21 215 115

17 소창의 겉감 0.20 - 4매 경능직 4매 위능직 무연 무연 0.3 0.26 72 62

22 소렴금 동정 0.15 - 4매 경능직 4매 위능직 무연 무연 0.3 0.26 72 62

22 소렴금 깃 0.14 -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Z연 약Z연 0.1 0.2 208 88

27 중치막 겉 - 470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약Z연 무연 0.1 0.15 204 158

33 대렴금 깃 0.15 -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Z연 Z연 0.1 0.21 215 115

33 대렴금 동정 - - 4매 경능직 4매 위능직 무연 무연 0.15 0.2 224 76

34 베개 0.16 -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Z연 Z연 0.1 0.21 215 115

36 오낭 0.18 -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Z연 Z연 0.1 0.21 215 115

평균 0.17 0.14 0.21 186 109

무문능 18 중치막 겉감 0.17 530이상 3매 경능직 - 약Z연 무연 0.1 0.13 197 113

29 철릭 겉감 0.27 640 3매 경능직 - Z연 무연 0.12 0.3 176 76

29 철릭 어깨바대 0.24 - 3매 경능직 - 약Z연 무연 0.32 0.3 62 67

29 철릭 허리안단 0.19 - 3매 경능직 - 약Z연 무연 0.13 0.24 188 79

29 철릭 깃 안 0.21 - 3매 경능직 - 약Z연 무연 0.1 0.32 155 74

평균 0.21 0.15 0.26 156 82

-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 무관 옷 이야기, p. 196.

<표 4> 김여온 묘 능의 제직특성

사귀와 짧은 가지를 연결한 절지형의 모티브를 세로

42.5㎝, 가로 7.4㎝ 정도의 반복단위로 드문드문 번갈

아 격자형으로 배열하였다.35)

중치막(No.27) 겉감에 사용된 <그림 8>36)의 무늬

는 영지와 유사해 보이는 꽃송이에 잎사귀와 짧은

가지가 달린 절지형과 형태 특성이 약한 꽃송이에

잎사귀와 짧은 가지가 달린 또 다른 절지형의 매우

도안화된 두 가지 모티브를 세로 13.6㎝, 가로 6.4㎝

정도의 반복단위로 격자형으로 번갈아 배치하였다.

소창의(No.17) 겉감, 소렴금(No.22)과 대렴금(No.

33) 동정 등 3점에 사용된 <그림 9>37)의 무늬는 창

살무늬 바탕에 작은 난초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꽃을 모티브로 세로 3.3㎝, 가로 3.9㎝ 정도의 반복단

위로 번갈아 격자형으로 배열하였다.38)

중치막(No.03) 겉감에 사용된 <그림 10>의 무늬는

길상의 의미가 있는 여의를 작은 마름모형으로 단순

화하고 이를 세로 1.8㎝, 가로 3.0㎝ 정도의 반복단위

로 격자형으로 배열하였다.39)

이상과 같이 김여온 묘에서 출토된 화문능의 무늬

들은 모두 간결하게 도안화한 작은 모티브를 일정한

여백을 두고 격자형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단정

하고 절제된 당시 사대부의 미의식을 느낄 수 있다.

1644년 무과에 합격한 후 선전관(宣傳官), 의금부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都摠)과 도사(都事)

등을 역임하고 1680년에는 전라좌수군절도사(全羅左

水軍節度使)를 지낸 무관 최원립(1618-1690년) 복식

유물에 사용된 직물을 분석해보면, <표 5>, <그림

11>처럼 총 98점의 견직물 중 평견직물이 67점

(68.3%)으로 가장 많았다. 평견직물은 주가 59점

(60.2%), 초가 7점(7.1%), 추사가 1점(1.0%)으로 구

성되었다.

평견직물 다음으로는 단이 16점(16.4%)으로 많았

다. 단 중에서도 화문단이 13점(13.3%)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무문단은 3점(3.1%) 있었다.

한편, 능은 9점(9.2%) 모두 화문능으로, 여흥민씨

와 김여온의 유물에서는 무문능이 10점 중 3점, 11점

중 5점이 각각 출토되었으나 최원립 묘에서는 무문

능이 1점도 없었다. 이처럼 화문능의 비율이 무문능

보다 월등히 많은 현상을 볼 때, 능을 사용한 주된

이유는 바탕 면에서 오는 옷감 표면의 재질감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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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절지형 꽃무늬

-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 p. 211.

<그림 8> 절지형 꽃무늬

-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 210.

<그림 9> 창살무늬 바탕 난초와 작은 꽃무늬

-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 212.

<그림 10> 여의무늬

-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 p. 471.

시문된 무늬를 통해 장식성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화문주가 4점(4.1%), 운문사와 항라가 각

각 1점(1.0%) 있었다.

최원립 묘에서 출토된 9점의 화문능의 조직을 분

석해보면, <표 6>처럼 바탕조직은 6점이 3매 경능직

이었고 3점은 4매 경능직으로, 여흥민씨와 김여온의

유물에서와 마찬가지로 3매 경능직이 절대적으로 많

고 그 다음으로는 4매 경능직의 비율이 높았다. 무늬

조직은 6매 위능직이 5점이었고, 3매 위능직과 4매

위능직이 2점, 3매 위능직과 3매 경능직이 1점씩으로,

이 역시 여흥민씨와 김여온 유물의 경향과 동일하게

6매 위능직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직물두께는 가장 얇은 것이 0.13㎜이었으며, 가장

두꺼운 것은 0.22㎜이었다.

직물폭은 9점의 중 6점만 측정이 가능하였다. 재

단과 봉제를 통해 의복이 만들어진 상태이므로 화문

능이 직조된 원래의 직물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가장 좁은 것이 360㎜ 이상이며, 가장 넓은

것은 555㎜ 정도였다. 특히 예단(No.30)으로 넣은 화

문능은 세로 2000㎜, 가로 480㎜의 크기로 필의 시작

과 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당시 한 필의 폭이 480

㎜이고 길이가 2000㎜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흥

미롭다.

실의 굵기는 경사의 경우 가는 것이 0.09㎜, 굵은

것은 0.20㎜이었으며, 위사는 가는 것이 0.19㎜, 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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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용도
두께

(㎜)

포폭

(㎜)

조직 실의 꼬임
실굵기

(㎜)

밀도

(inch)

바탕 무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14 전복 겉감 - 360 이상 4매 경능직 4매 위능직 무연 무연 0.20 0.25 197 85

20 저고리 동정 0.13 - 4매 경능직 4매 위능직 무연 무연 0.20 0.22 118 88

26 겹보 안감 0.18 - 3매 경능직 3매 위능직 Z연(2합) 무연 0.19 0.25 101 86

27 이불 길 0.15 555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Z연 약Z연 0.13 0.19 190 79

27 이불 깃 0.17 480 4매 경능직 6매 위능직 강Z연 약Z연 0.11 0.19 203 81

28 이불 길 0.13 440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Z연 Z연 0.09 0.19 193 97

28 이불 깃 0.22 - 3매 경능직 3매 경능직 Z연 2합 무연 2합 0.19 0.25 101 86

30 예단 0.18 480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Z연 무연 0.11 0.19 203 81

38
지요(추정)

겉감
0.15 555 3매 경능직 6매 위능직 Z연 약Z연 0.13 0.19 190 79

평균 0.16 0.15 0.21 166.22 84.67

- 최원립 장군 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p. 179.

<표 6> 최원립 묘 능의 제직특성

직물명 수량(%) 수량(%)

<그림 11> 최원립 묘 견직물의 구성

주
59

(60.2%)

67

(68.3%)
초

7

(7.1%)

추사
1

(1.0%)

화문주
4

(4.1%)

4

(4.1%)

화문단
13

(13.3%) 16

(16.4%)
무문단

3

(3.1%)

화문능
9

(9.2%) 9

(9.2%)
무문능

0

(0%)

운문사
1

(1.0%) 2

(2.0%)
항라

1

(1.0%)

합계
98

(100%)

98

(100%)

<표 5> 최원립 묘 출토 견직물의 종류

것은 0.25㎜이었다.

인치(inch) 당 밀도는 경사 101올에서 203올, 위사

79올에서 88올 정도였다.

전술한 바처럼 최원립 묘에서 출토된 9점의 능은

모두 화문능으로, 여흥민씨와 김여온 묘와 비교해도

화문능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들 화문능의 무늬는

여섯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흥민씨와 김

여온의 유물에 비해 기하무늬가 많이 보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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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능형무늬

- 최원립 장군 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p. 198.

<그림 13> 창살무늬 바탕 태극무늬

-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 p. 478.

<그림 14> 창살무늬 바탕 여의형 구름무늬

- 최원립 장군 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p. 197.

<그림 15> 모란넝쿨보배무늬

- 최원립 장군 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p. 194.

특징이다.

먼저 겹보(No.26) 안감와 이불(No.28) 깃에 사용

된 <그림 12>40)의 무늬는 능형무늬를 좌우 사선방향

으로 연결한 기하무늬의 일종이다. 이는 가장 대표적

인 기하무늬의 유형으로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도

많이 나타난다.41) 저고리(No. 6) 동정에 사용된 <그

림 13>42)의 무늬는 직물조각이 작아 전체무늬를 정

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창살무늬 바탕에 태극

무늬를 배치한 형태이다.43) 이불(No.28) 길에 사용된

<그림 14>44)의 무늬는 창살무늬를 바탕으로 하고 세

로 1.0㎝, 가로 2.5㎝ 정도의 작고 단순화된 여의모양

의 구름이 세로 48㎝, 가로 115㎝ 정도의 반복단위로

격자형으로 배열되었다.

또 이불(No.27) 길과 지요(No.38)로 추정되는 직

물에 사용된 <그림 15>45)의 무늬는 세로 3.5㎝, 가로

2.5㎝ 정도 크기의 측면형의 모란이 세로 80㎝, 가로

80㎝ 정도의 반복단위로 한 줄씩 서로 마주보게 방

향을 바꾸어 교대로 배치되고 그 사이사이에 방승과

보주와 같은 보배무늬가 번갈아 배열된 무늬이다.

그밖에 이불(No.27) 깃과 예단(No.30, 31)에 사용

된 세로와 가로가 각각 3.0×5.0㎝, 3.0×4.0㎝ 정도의

작은 절지형 연꽃과 국화를 모티브로 한 줄씩 교대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그림 16>46)의 무늬 등이 있다.

한편, 17세기의 세 분묘에 비해 16세기의 파평윤

씨(1566년 사망) 분묘 유물의 경우47) <표 7>처럼 총

197점의 견직물 중 평견직물이 142점(72.0%), 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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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꽃국화무늬

- 최원립 장군 묘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p. 194.

43점(22.0%)이나 능은 무문능 1점(0.5%)뿐이다. 심

수륜(1534-1589년)의 유물에서도48) <표 8>처럼 총

56점의 견직물 중 평견직물이 45점(81.0%), 단이 8

점(10.0%)이나 능은 단 한 점도 없었다. 연안김씨

(16세기 후반)의 유물49) 또한 <표 9>처럼 총 121점

의 견직물 중 평견직물이 75점(62.0%), 단이 30점

(25.0%)이나 능은 단 한 점도 없어서 17세기의 출토

직물과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였다.

직물명 수량(%) 수량(%)

주
118

(60%)

142

(72.0%)
초

16

(8.0%)

견
8

(4.0%)

화문단
37

(19.0%) 43

(22.0%)
무문단

6

(3.0%)

금선단
8

(4.0%)

8

(4%)

화문능
0

(0%) 1

(0.5%)
무문능

1

(0.5%)

사/라
3

(1.5%)

3

(1.5%)

합계
197

(100%)

197

(100%)

<표 7> 파평윤씨 묘 출토 견직물

직물명 수량(%) 수량(%)

주
32

(58.0%)

45

(81.0%)

면주, 토주
7

(13.0%)

초
3

(5.0%)

견
3

(5.0%)

화문단
5

(9.0%) 8

(14.0%)
무문단

3

(5.0%)

금선단
3

(5.0%)

3

(5.0)

화문능
0

(0%) 0

(0%)
무문능

0

(0%)

합계
56

(100%)

56

(100%)

<표 8> 심수륜 묘 출토 견직물

직물명 수량(%) 수량(%)

주
57

(47.0%)

75

(62.0%)
면주, 토주

12

(10.0%)

초
6

(5.0%)

화문단
30

(25.0%)

30

(25.0%)

금선단
4

(3.0%)

4

(3.0%)

화문능
0

(0%) 0

(0%)
무문능

0

(0%)

사, 라
12

(10.0%)

12

(10.0%)

합계
121

(100%)

121

(100%)

<표 9> 연안김씨 묘 출토 견직물

Ⅲ. 결론
17세기의 여흥민씨, 김여온, 최원립의 출토복식에

사용된 직물을 분석해보면 견직물의 총수량에서 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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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각각 10.4%(13점), 19.3%(16점), 9.2%(9점)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6세기의 파평윤씨나 심

수륜, 연안김씨의 묘에서 능이 1점(0.5%)출토되거나

한 점도 출토되지 않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능 중에서도 화문능이 13점 중 10점(8.0%),

16점 중 11점(13.3%), 9점 중 9점(9.2%)로 무문능보

다 월등히 많은 것이 17세기 세 분묘의 공통점이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당시 능은 무문능의 바탕조

직에서 오는 옷감의 재질감보다는 시문된 무늬 때문

에 애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세 분묘에서 출토된 화문능의 무늬들은 대부분 간

결하게 도안화된 작은 절지형의 꽃무늬나 기하무늬

를 모티브로 하여 일정한 여백을 두고 드문드문 격

자형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형태였다. 이러한 무늬

의 조형특성은 유교적 규범의 영향으로 소박함과 절

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당시 사대부들의 미의식

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17세기에 한시적으로 능의 생산과 사용

이 증가한 이례적인 현상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 화문단과 같은 고급 직물의

생산을 규제한 정부의 정책, 수자직과 같은 제직기술

의 발달과 정착, 관청 소속 장인에 비해 제직기술이

미흡한 민간 장인에 의한 제직 증가와 같은 생산환

경의 변화, 화려한 것보다는 정갈하며 절제된 것을

선호하는 미의식의 변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이

고 다원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17세기의 세 분묘에서 출토된 능의 제직특성을 살

펴보면, 바탕조직은 3매 경능직이 월등하게 가장 많

았으며, 4매 경능직인 경우도 있었다. 무늬조직은 6

매 위능직이 가장 많았고, 4매 위능직, 3매 위능직,

부직인 경우도 있었다. 직물두께는 화문능의 경우

0.13㎜에서 0.24㎜, 무문능은 0.16㎜에서 0.27㎜의 범

위에 있었다. 직물폭은 화문능은 470㎜에서 680㎜,

무문능은 400㎜에서 640㎜의 범위에 있었다. 실굵기

는 화문능의 경우 경사가 0.09㎜에서 0.20㎜, 위사는

0.15㎜에서 0.30㎜의 범위에 있었고, 무문능은 경사가

0.10㎜에서 0.32㎜, 위사는 0.13㎜에서 0.32㎜의 범위

에 있었다. 인치당 밀도는 화문능의 경우 경사 72올

에서 236올, 위사 62올에서 173올의 범위에 있었으며,

무문능은 경사 62올에서 207올, 위사 67올에서 113올

의 범위에 있었다. 조선시대 유물에서 평견직물이나

단에 비해 능이 출토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처럼 제직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향후 한국 능직물의

제직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접 직물유물조사를

실시한 분묘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초기 발

굴된 출토복식 유물에 대해서는 소장기관의 허락 하

에 직물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재조사가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후속연구도 이

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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