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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research examines embroidery panels of Hwarot belonging to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the V&A). There are a total of seven objects and are all disassembled into clothe 
pieces. They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acquisition year. One group, four 
objects, was acquired by the Museum in 1920. Considering their materials, embroidery threads, 
technique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patterns, it can be assumed that the objects formed an 
original dress, Hwarot. Although they look very similar to the embroidery patterns of Hwarot be-
longing to National Folklore Museum of Korea, they are more finely embroidered with very thin 
embroidery thread that uses the Jarisu techniqu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used embroidery 
threads and embroidery skills between Hwarot artifact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V&A. The embroider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used thicker threads and longer 
(approximately 0.7cm) Jarisu stitch techniques. With these details, they would have been made in 
different time periods. Comparison of the V&A and Changdeok Palace’ Hwarot objects show that 
their patterns’ motifs are almost similar but the pattern units, expressions and embroidery techni-
ques are different. Regarding the colors of their patterns, it is noticeable that the peonies are 
generally expressed in reddish and the lotus patterns are expressed in either bluish or purplish 
color. It seems that they are contrasted with red-colored flowers and show harmony between yin 
and yang symbolically. Three artifacts of another group were acquired in 1925. Two of them 
show patterns almost the same as those of the sleeves of Hwarot (no.33156, no.33158) in Chicago 
Field Museum collection. The pattern of the remaining object is very similar to Hansam of 
Hwarot (no.33158).

Key words: embroidery(자수), Hwarot(활옷), Joseon dynasty(조선시대), 
overseas museum(해외 박물관), wedding costume(혼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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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물번호

T.200-1920

- http://www.vam.ac.uk

<그림 2> 유물번호

T.201-1920

- http://www.vam.ac.uk

<그림 3> 유물번호

T.202-1920

- http://www.vam.ac.uk

<그림 4> 유물번호

T.203-1920

- http://www.vam.ac.uk

Ⅰ. 서론
본 연구는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이하

V&A) 소장 활옷 유물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V&A에는 여러 점의 활옷 조각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은 전통 여성 혼례 복식 및 자수 문화를 이해하

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소

장이라는 여건상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자세하게

연구된 바가 거의 없었다.1) 연구자들은 지난 2012년

2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지원과 V&A의 협조를 받

아 활옷 유물을 직접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7점의 활옷 조각은 완전한

의복 형태가 아닌 모두 조각으로 해체되어 각기 다

른 유물 번호가 붙여진 상태이다. 따라서 활옷의 전

체적 형태나 세부 구조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자수 부분은 온전히 남아

있어 자수 무늬와 색상 및 기법을 고찰하는 것은 가

능하였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 나타난

국내외 다른 활옷 유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V&A

소장 활옷 유물의 조형적 특성과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의 분류
총 7점의 V&A 소장 활옷 조각을 유물번호를 기

준으로 분류해 보면 <그림 1>2), <그림 2>3), <그림

3>4), <그림 4>5)의 T.200-1920, T.201-1920, T.202-

1920, T.203-1920 그룹과 <그림 5>6), <그림 6>7), <그

림 7>8)의 T.20-1925, T.21:1-1925, T.21:1-1925 그룹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유물번호의 분류 기준은 활

옷 유물이 입수, 소장된 연도로서 각기 1920년과

1925년에 나뉘어 소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1920년에 소장된 첫 번째 그룹의 활옷 유물 4점은

바탕 천의 종류와 자수 실의 굵기, 자수 기법, 무늬

의 조형성 등이 동일하여 본래는 한 벌의 활옷을 이

루고 있었던 조각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각각 활옷의

뒷길 부분<그림 1>, 왼쪽 소매 부분<그림 2>, 오른쪽

앞길 부분<그림 3>, 오른쪽 한삼 부분<그림 4>를 이

루고 있었던 것으로, 현재 뒷길을 제외하고는 각기

대칭을 이루는 부분의 절반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1925년에 소장된 두 번째 그룹의 활옷 조각들 중

T.20-1925<그림 5>와 T.21:1-1925<그림 6>은 모두

소매 부분에 해당되나, 서로 다른 조형적 특징을 가

지고 있어 각기 다른 활옷의 조각이었을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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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물번호

T.20-1925

- http://www.vam.ac.uk

<그림 6> 유물번호

T.21:1-1925

- http://www.vam.ac.uk

<그림 7> 유물번호 T.22-1925

- http://www.vam.ac.uk

각된다. T.22-1925<그림 7>은 한삼의 자수 부분인데,

문양의 조형성과 배색이 T.21:1-1925<그림 5>와 유

사하여 한 벌일 가능성이 있다.

종합해 보면, V&A에서 소장하고 있는 7점의 옷

조각의 출처가 3벌의 활옷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물들을 유사한 조형성에 근

거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 한다.

Ⅲ. 활옷 유물의 조형적 특성
1. 유물번호 T.200-1920, T.201-1920, 

T.202-1920, T.203-1920 활옷
1920년에 소장된 4점의 활옷 유물은 각기 다른 유

물 번호가 붙여져 있지만, 한 벌의 옷에서 해체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물 정보에 의하면 입수 연도

외에 자세한 경로를 알기 어려우므로, 언제 파손되었

는지는 알 수 없다.

옷 조각의 가장자리에는 마치 감상용 액자의 테두

리처럼 별도의 단이 둘러져 있는데, T.200-1920, T.201-

1920, T.202-1920은 청색으로, T.203-1920은 홍색으

로 되어 있다. 각각 활옷의 청색 안감과 홍색 겉감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색은 운문초(雲紋綃)이

고, 홍색은 무문단(無紋緞)이다.

T.200-1920은 활옷의 뒷길, T.201-1920은 왼쪽 소

매, T.202-1920은 오른쪽 앞길, T.203-1920은 오른쪽

한삼 부분이다. 이 4점의 자수 조각을 옷의 구조에

맞게 대칭으로 배치하여 도상으로 구성하면 <그림

8>9), <그림 9>10)와 같이 온전한 활옷 한 벌의 모습

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유물은 <표 1>11)과 같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활옷(유물번호 29150)와 도상

이 가장 많이 일치한다. 또한 도상이 비슷한 유형의

활옷으로는 손경자 소장 활옷이 있다.12) 하지만 자수

도안은 비슷하나 사용된 자수실의 굵기와 자수기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작 시기가 다를 것

으로 생각된다.

이 활옷 유물에 사용된 대표적인 자수 기법은 <표

2>13)와 같이 자리수, 평수, 금사 징금수, 씨앗수 등이

있다. 그 중 많은 부분에서 넓은 면을 일정하게 분할

하여 돗자리를 짜듯이 실을 엇갈려 촘촘하게 메우는

기법인 자리수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주목

할 만하다. 이 유물에 표현된 자리수는 스티치의 길

이를 2~3mm 정도로 작게 면을 분할하여 매우 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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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활옷 전면

- http://www.vam.ac.uk, 필자 그림

<그림 9> 활옷 후면

- http://www.vam.ac.uk, 필자 그림

<표 1> V&A 활옷과 국립민속박물관 활옷 무늬 비교

위치 뒷길 왼쪽 앞길 왼쪽 소매 오른쪽 한삼

무늬

비교

소장

처
V&A

국립민속

박물관
V&A

국립민속

박물관
V&A

국립민속

박물관
V&A

국립민속

박물관

– http://www.vam.ac.uk,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표 2> 활옷에 사용된 자수 기법

자릿수 평수 징금수 씨앗수

– 필자 촬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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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소장처
앞길 뒷길 소매 한삼

V&A 소장

석주선기념

박물관 소장

(창덕궁 활옷

복제품)

- http://www.vam.ac.uk,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표 3> 봉황 무늬 비교

하고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어서, 숙련된 자수 전문인

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간격과

규칙적인 스티치로 꽉 채우는 자수 기법의 특성상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수 기법은 격식을

중요시하는 궁중 자수와 불교 자수에 주로 사용되었

다. 현재 전하는 자수 유물 중 가장 시기가 오랜 것

으로 추정하는 한국자수박물관 소장 사계분경도(四

季盆景圖) 병풍도 자리수를 주된 기법으로 사용하였

고, 자수 복식 유물 중에는 17세기 해평 윤씨(1660-

1701) 저고리와 심익창(沈益昌, 1652-1725)의 부인

성산 이씨(星山 李氏, 1651-1671) 자수 스란치마 모

두 자리수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보통 연대가 오

래 된 자수 유물 일수록 굵기가 가는 실을 사용한

자리수가 선호된 반면, 조선 말기로 가면서 자리수보

다 길고 짧은 바늘 땀 길이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자련수 기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유물은 상류층에서 제작된 것이며, 제작

시기 역시 국내 활옷 유물에 비해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장 활옷 유물 중에도 자리수 기법을 주로

사용한 활옷 유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옷이 한

벌 더 존재한다. 이 활옷은 V&A 소장 활옷과 같은

자리수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V&A 소장품에 비해

자수 실이 굵고, 자리수 스티치의 길이도 커서 두 활

옷 간에 제작 시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V&A 1920년 소장 활옷에 나타난 자수 무늬는 창

덕궁 소장 활옷14)의 무늬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보

이고 있다. 이 둘을 비교하여 활옷 자수 무늬의 대표

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봉황 무늬

활옷에 표현되는 봉황 무늬는 음양화합을 통한 자

손 번영을 소망하고 있다. 현전하는 활옷 유물 중 가

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되는 복온공주(福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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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복숭아 무늬 비교

(좌: V&A 소장 활옷, 우: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활옷 복제품)

- http://www.vam.ac.uk,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公主, 1818–1832)의 활옷에는 봉황무늬가 없다. 하

지만 복온공주보다 7년 후 혼례를 치른 덕온공주(德

溫公主, 1822-1844) 활옷의 수본을 보면 앞길 좌우의

위치에 기암 괴석 위에 올라선 봉황 모습이 표현되

어 있다. 봉황 무늬는 크게 단봉 무늬와 구봉 무늬로

구분되는데, 단봉무늬가 먼저 활옷에 도입되고 이후

구봉무늬로 변화해간 것으로 추론된다. 봉황 흉배에

서도 구봉 흉배는 시기가 비교적 늦고 유물 수가 많

지 않기 때문이다.15) 1837년 혼례 시 제작되었을 덕

온공주 활옷의 수본에 나타난 봉황무늬 역시 새끼를

거느리지 않은 단봉무늬이다.

<표 3>16)을 보면, V&A 소장 활옷에는 앞길, 뒷

길 소매, 한삼에 모두 단봉 무늬가 시문되어 있다.

창덕궁 소장 활옷에는 앞길과 한삼에 새끼를 거느린

구봉 무늬가 있고, 뒷길 소매에는 봉황 무늬가 나타

나지 않는다. V&A 소장 활옷과 같이 단봉무늬가 나

타나는 활옷으로는 국립민속박물관소장 활옷과 국립

중앙박물관소장 활옷, 손경자 소장 활옷,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활옷 등이 있다.

2) 복숭아 무늬

복숭아 무늬는 석류, 불수감 무늬와 더불어 삼다

문(三多紋)에 속하며, 많은 자손과 복을 받으며 오래

살기를 바라는 구복 사상을 상징한다. 복숭아 무늬는

열매가 달린 복숭아 나무가 바구니 모양의 화분에

담겨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10>17)을 보면, 창덕궁 활옷 유형에 나타난

복숭아 무늬는 큰 열매가 세 개 달려 있고, 열매 속

에는 마치 복숭아 씨를 표현한 듯 한 두 개의 작은

원형무늬가 있는 도식화되고 간략화된 양식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V&A 활옷의 뒷길 상단 중심에 나타

난 복숭아 무늬는 자유롭게 뻗은 가지에 여러 개의

복숭아 열매와 꽃과 잎이 달려 있는 모습이 사실적

으로 묘사되어 서로 다른 도안 양식을 보이고 있다.

3) 새 무늬

활옷 뒷길에는 부부금슬을 상징하는 작은 새 한

쌍이 노닐고 있는 무늬가 수놓아져 있다. <그림 11>

18)을 보면, 창덕궁 활옷 유형에서는 새의 머리 부분

에 벼슬 모양이 표현되어 있으며, 위치를 보면 뒷길

중단의 모란 무늬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V&A 소장 활옷의 새 무늬는 모란 무늬 사이에 배

치하지 않고 뒷길 상단 좌우 맨 윗부분에 한 마리씩

배치하였다. 소매 윗부분에도 새 무늬가 있다. 뒷길

에 시문된 새는 위로 날아오르는 모습이고, 소매 부

분은 꽃을 향해 내려앉는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다.

새의 형태도 머리 부분에 봉황의 특징인 벼슬(봉관)

이 없어 봉황이 아닌 다른 종의 새를 표현했다.



服飾 第63卷 7號

- 182 -

<그림 11> 새 무늬 비교

(좌: V&A 소장 활옷 뒷길, 우: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활옷 복제품)

- http://www.vam.ac.uk,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12> 문자 무늬 비교

(좌: V&A 소장 활옷, 우: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활옷 복제품)

- http://www.vam.ac.uk,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4) 문자 무늬

활옷에 나타난 문자 무늬는 부부의 금슬이 좋기를

빌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있어서 복을 비는

길상어구가 주로 나타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길상

어구는 ‘二姓之合 百福之源’이며, 활옷의 뒷길 좌우에

나타난다.

<그림 12>19)를 보면, 창덕궁 활옷 유형에서는 뒷

길 상단 양 옆에 크게 표현되었지만, V&A 소장 활

옷에서는 꽃무늬 옆으로 작게 나타나 강조되어 있지

않다. 문구 또한 ‘百福之源’이 아닌 ‘萬福之源’으로 차

이가 있다. 만복지원의 문구는 시카고 필드 박물관

소장 활옷 중 유물번호 33159 활옷과 33155 활옷에

서도 볼 수 있다.

5) 나비 무늬

나비 무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자유연애와 미호(美好)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무늬이다. 또한 한자로 나비 접(蝶)자는 여든 살을

의미하는 질(耋)과 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장수를

상징하는 무늬로 사용된다.20)

<그림 13>21)을 보면, 창덕궁 활옷 유형에서는 뒷

길 중심에서 한 쌍의 나비가 모란을 향해 날아드는

구도이다. 그러나 V&A 소장 활옷은 나비가 모란 사

이에서 서로 마주보는 구도이며, 모란 아래에 다시

한 마리를 따로 배치하여 총 3마리가 표현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6) 바위 무늬

바위 무늬는 오랜 세월을 두고 변치 않는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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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나비 무늬 비교

(좌: V&A 소장 활옷, 우: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활옷 복제품)

- http://www.vam.ac.uk,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14> 바위 무늬 비교

(좌: V&A 소장 활옷, 우: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활옷 복제품)

- http://www.vam.ac.uk,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십장생 무늬에 속한다. 활옷에서의 바위 무늬는 주로

모란 무늬와의 조화되거나, 봉황이나 백로와 같은 새

가 올라서 있는 배경으로 표현되거나, 물결무늬와 짝

을 이루는 모티브로 사용된다.

<그림 14>22)를 보면, 창덕궁 활옷 유형의 바위는

연꽃 아래에 작게 배치하여 그다지 강조되지 않은

모습이다. 바위 양 옆에는 백로가 자리하고 있고, 백

로 아래에는 불로초가 있다. 그러나 V&A 소장 활옷

은 큰 바위가 둘로 나뉘어져 각각 백로가 올라서 있

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바위는 여러 색의 수실을 써

서 바둑판 모양 구획을 나누어 자리수를 놓았다.

이 활옷 유물은 특히 앞길과 뒷길을 중심으로 변

색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지만, 일반적으로 붉은 계열

로 표현되어야 할 모란과 연꽃 무늬의 색이 <그림

15>23)와 같이 일부가 청색 계열이나 보라색 계열의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붉은 색상의 꽃과 대비를 시켜 음, 양의 조화를 상징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표

현은 국내 소장 활옷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옷

과 손경자 교수 소장 활옷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모란과 연꽃의 농담표현에 있어서도 한쪽은 안

쪽으로 갈수록 짙게 했으면 반대쪽 꽃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짙어지도록 수놓아 꽃의 음영이 반대로 대칭

되게 표현하여 음과 양의 조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미리 계획된 표현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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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모란과 연꽃에 나타난 배색

좌: 뒷길, 우: 왼쪽 소매

- http://www.vam.ac.uk

2. 유물번호 T.20-1925 활옷
<그림 16>24)을 보면, 이 활옷 조각은 시카고필드

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3156의 소매부분과 도상이

거의 일치한다. 모란 무늬가 가득 채워져 있고 하단

에는 연꽃 무늬와 기암괴석, 물결 무늬가 수놓아져

있다. 잎의 색을 농담을 달리하여 표현하여 더 화려

하고 다채로운 느낌을 준다. 기암괴석을 색동 바둑판

모양으로 나누고 자리수 기법으로 놓았다. 기존의 활

옷 유물과 비교하였을 때 앞, 뒤 소매를 절개선 없이

하나로 재단하고 소매 뒷면에 놓은 자수가 소매의

앞면으로도 약간 넘어가도록 자수를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3. 유물번호 T.21:1-1925, T.22:1-1925 
활옷

T.21:1-1925는 활옷의 소매 부분이며, <그림 17>

25)과 같이 시카고 필드 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3158

활옷의 소매 부분과 도상이 거의 일치한다. 모란 무

늬가 가득 차 있고, 하단에는 연꽃과 물결 무늬가 수

놓아져 있다. 다만 V&A 활옷의 물결 무늬는 한 단

이지만, 시카고 필드 박물관 활옷에는 두 단으

접혀서 앞길로 넘어간 부분

<그림 16> 소매 부분 비교

(좌: V&A 유물번호 T.20:1-1925,

우: 시카고 필드 박물관 유물번호 33156)

- http://www.vam.ac.uk, 시카고 필드 박물관 소장

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그림 18>26)을 보면, 위의 T.20-1925 활옷 조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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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소매 부분 비교

(좌: V&A 유물번호 T.21:1-1925,

우: 시카고 필드 박물관 유물번호 33158)

- http://www.vam.ac.uk, 시카고 필드 박물관 소장

<그림 18> 나비와 새 무늬

(V&A 유물번호 T.21:1-1925)

- 직접 촬영, 2012

<그림 19> 아플리케 부분

(V&A 유물번호 T.21:1-1925)

- 직접 촬영, 2012

달리 모란꽃 사이에 한 쌍의 나비 무늬와 한 쌍의

새 무늬가 더해져 있다. 시카고 필드 박물관 소장 활

옷 소매 부분에서는 나비 한 마리가 빠져 있고 그

자리에 복숭아 나뭇잎이 아플리케 되어 있다. 같은

자수 본을 사용하였다면 원형에는 나비 한 쌍의 도

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T.21:1-1925는 활

옷의 소매 부분 또한 <그림 19>27)와 같이 다른 옷의

자수 부분을 오려서 아플리케 하여 보수된 부분이

발견된다.

이상의 활옷 조각 유물 외에도 <그림 20>28)의 활

옷 자수의 일부분이 남아 있다. 유물의 설명에는

‘T21-1925에서 분리된 조각’으로 명시되어 있다. 모

란의 일부분과 모란 잎 자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조각들은 원래는 T.21:1-1925 소매 부분과 한 벌

을 이루는 활옷의 일부분이었다가 해체되는 과정에

서 T.21:1-1925의 수선을 위한 아플리케에 사용되고

남은 조각으로 생각된다. 이 조각들로 인해 활옷이

해체되고 수선되는 과정을 일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21>29)의 T.22:1-1925 조각의 한삼 자수 부

분 역시 시카고 필드 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3158

활옷의 한삼 자수 무늬와 도상이 일치하여 T.21:

1-1925의 소매 부분과 이어지는 한삼 조각일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자수 무늬를 보면 암수 봉

황 한 쌍이 나란히 등을 맞대고 서 있고, 그 아래로

새끼 봉황이 표현되어 있는 독특한 도상의 구봉무늬

가 표현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도상은 시카고 필드

박물관 33159 활옷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 한삼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림 22>30)와

같이 초록색 모란 나뭇잎 끝 부분을 붉은 자수실로

수 놓아 붉은 단풍이 든 것 같은 표현이다. 이 같은

표현 방식은 부르클린 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27.977.4

활옷에서도 나타난다.

Ⅳ. 결론
V&A 소장 7점의 활옷 유물은 최소 3벌의 활옷에

서 해체된 조각들로 여겨진다. 이들 중에서 T.200-

1920, T.201-1920, T.202-1920, T.203-1920 활옷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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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활옷에서 분리된 조각

(V&A 유물번호 T.21-1925)

- 직접 촬영, 2012

소실된 부분

<그림 21> 한삼 부분 비교

(좌: V&A 유물번호 T.22-1925,

우: 시카고 필드 박물관 유물번호 33158)

- http://www.vam.ac.uk, 시카고 필드 박물관

소장

<그림 22> 모란 꽃과 잎 자수 부분

(V&A 유물번호 T.22-1925)

- 직접 촬영, 2012

같은 활옷의 부분으로 대칭을 이루는 활옷 구조의

특성 상 온전한 한 벌의 활옷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유추된 모습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29150 활옷과 그 도상이 거의 일치하여 같은 유형의

수본을 사용하여 만든 활옷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매

우 가는 자수 실을 꼬아 자수 면을 약 2mm 정도로

나누어 촘촘히 자리수를 놓은 자수 기법에 있어서는

다른 활옷 유물과는 극히 차별되는 격조 있고 뛰어

난 조형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유물로 판단된다.

또한 엄격히 계산된 농담 표현의 대비와 색채 대비

를 통해 음과 양의 조화를 표현하여 혼례복의 상징

성을 더하여 준 것으로 보아 숙련된 자수 전문가에

의해 제작된 높은 신분의 여성의 혼례복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나 문화 예술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다.

나머지 유물들은 아쉽게도 온전한 활옷 한 벌을

구성하지 못하는 활옷의 일부분이지만 시카고 필드

박물관 소장 활옷의 소매부분 도상과 거의 일치하고

사용된 자수 기법 또한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시카

고 필드 박물관 소장 활옷 유물과 제작 시기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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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추정되어 조선 후기의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개화기 해외 컬렉터들에게 수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 서구열강의

인류학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동양의 많은 문화유산

을 수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카고 필드 박물관 소

장 활옷의 소장 시기는 1899년이고31), V&A 소장

활옷의 소장 시기는 1920년과 1925년으로 개화기 우

리문화가 서구열강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

으로 생각된다. 안타까운 것은 다른 해외 소장 활옷

과 달리 해체되어 일부만 소장되어 옷의 형태와 구

성 방법을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비록 온전

한 활옷을 구성하지 못하지만 국내 소장 활옷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뛰어난 조형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 숨어 있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귀중한 유물을

발견했다는 의미가 있었다. 향후 유물의 의의를 국내

외에 알려 새로운 전시 방향을 제시하고, 뛰어난 한

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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