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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eja(背子), which was excavated from the tomb of Sim, Su-ryun(沈秀崙, 1534-1589), a civil of-
ficial, has a distinctive pattern. Two rectangles are connected by button knots on both shoulders 
and below the armpits, and surround the front and back of the upper body. Also, the back is 
shorter than the front, while the center-front is not opened. It also has a round neckline without 
a collar. Jeojuji(楮注紙),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paper made from mulberry bark, is put be-
tween the outer shell and lining of this clothing as an interl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a morphological feature analysis of the Baeja to examine its characteristics and name, 
and clothes with similar features, attire relic, pictorial and ceramic materials as well as precedent 
studies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Baeja, which was excavated from the tomb of Sim, 
Su-ryun, has the same pattern as Yangdang(裲襠), which was worn in the ancient northern re-
gion and China. Its composition and the way it was worn are very simple. Also, the shorter back 
length can be used as evidence that it was worn as everyday outer clothing, and not in a 
ceremony. Jeojuji, used as an interlining, made it easy to sew and maintain attire pattern and 
played a role of maintaining warmth. Therefore, this Baeja is presumed to be an outer clothing 
simply worn in the everyday life for convenience and warmth. In regards to its morphological 
feature, it was most likely a Yangdang in Joseon Dynasty. 

Key words: Baeja(배자),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Jeojuji(저주지), 
Jeonjanghudanhyoung(전장후단형), paper interlining(종이심감), Yangdang(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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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背子類 복식은 한국과 중국의 문헌기

록 및 다양한 유물을 통해 삼국시대 이전부터 개항

기까지 半臂, 褙襠, 背子 등으로 불리며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시대별로 그 형태와 명

칭이 변화해 왔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배자란 소

매가 짧거나 없으며 깃은 對襟形이고 양옆에 트임이

있는 短上衣로 정의 내려졌다.1) 현재 국내에 있는

배자류 복식 유물은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길이가 다양하고 直領의 交袵 또는 대금형 合袵의

형태가 대부분인 無袖衣 또는 短袖衣이다. 그 중 조

선 전기 문관인 沈秀崙의 묘에서 출토된 무수의는

두 장의 직사각형이 어깨와 겨드랑이 밑에 달린 매

듭단추로 연결되어 상체의 앞과 뒤를 감싸 보호하는

형태이며 앞길이 뒷길보다 긴 前長後短形이다. 목선

은 U자로 둥글게 파여 있고 뒷길에는 고대가 달려있

다. 또한 겉감과 안감 사이의 심감에는 楮注紙가 사

용되었다.2) 이는 일반적으로 정의 내려지는 배자의

형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우리 전통복식의 기본

형이라 할 수 있는 직령의 前開形이 아닌, 동시대의

다른 국내 출토 유물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구조

의 복식유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수륜묘 출토 배자의 앞길과

뒷길의 연결 형태, 의복의 앞과 뒤의 길이 차이, 심

감으로 쓰인 저주지에 주목하여 이러한 형태적 특징

과 그것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복식의 성격 및

명칭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과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조사보

고서를 참고하여 배자의 개념과 유물의 특징에 대하

여 정리한다. 둘째, 심수륜묘 출토 배자의 형태적 특

징과 유사한 의복에 대하여 문헌기록, 복식 유물, 도

용 및 회화 자료,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연구 대상

인 의복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배자류 복식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물론,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의복을 재조명하는 현대

의복디자인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Ⅱ. 배자의 유래와 정의
한반도에서 배자류 복식의 원형은 삼국시대 이전

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에 소매

가 짧거나 없는 의복이 착용되었음은 고구려 고분벽

화를 통해 확인된다.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복식금제

에 기록된 반비3)와 배당4)은 국내에 현존하는 유물

이 없어 그것의 정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신

라와 唐의 교역의 영향으로 그 형태가 唐의 반비와

유사하였으리라 추정된다.5) 고려시대에는 배자와 包

肚가 위장복(衛仗服) 및 의장(儀仗)과 관련하여 착

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통일신라의 반비를 계승한

의복으로 추측된다.6) 이러한 복식은 조선시대의 다

양한 배자류 의복으로 그 양식이 이어졌다. 여러 선

행연구7)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착용자의 신분과 의

복의 용도에 따라 깃의 형태, 어깨넓이의 넓고 좁음,

길이의 정도, 옆트임과 뒤트임, 무의 유무 등 그것의

구조와 명칭이 다양해졌다.8)

褡護는 소매가 짧거나 없는 것 외에는 直領의 袍

와 같이 옆이 트이고 무가 달린 형태로 왕과 관리들

이 상복 안에 입거나 혹은 사대부들이 겉옷 위에 덧

입었던 의복이다.9) 戰服은 조선후기 무관들이 착용

한 군복의 일습으로 깃, 섶, 소매가 없으며10) 깃 부

분이 둥글거나 V형인 長衣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답

호와 그 구분이 모호해졌다. 快子11)와 號衣12) 또한

無袖對襟形 장의(長衣)로서 조선 말기로 갈수록 답

호, 전복과 형태가 유사해지며 명칭이 혼용된 의복이

다. 배자는 남녀가 착용한 평상복으로 소매가 짧거나

없으며 기장이 짧은 덧입는 의복이다. 깃은 대부분

대금형으로 조선 초에는 方領이 많았으나 점차 깃이

달리지 않거나 원삼깃과 같이 둥근형이 많아졌다. 조

선 후기에 이르러 오늘날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배자

와 같이 옆이 트이고 대금형 깃에 소매가 없고 길이

가 짧은 덧입는 의복이 성행하였다.13)

위와 같이 오랜 시간동안의 다양한 형태와 명칭을

포괄하는 광의(廣義)의 배자는 소매가 없거나 짧으

며 대금형의 깃에 좌우가 앞중심에서 여며지는 합임

이거나 직령의 교임 형태인 전개형의 덧입는 의복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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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봉매듭단추

- 본인 촬영

<그림 1> 심수륜묘 출토 배자

- 본인 촬영

<그림 2> 배자 실측도

- 심수륜묘 출토복식, p. 213

<그림 4> 둥근 목선

- 본인 촬영

Ⅲ. 심수륜묘 출토 배자의 형태적 특징
심수륜 묘 출토 배자는 광의의 배자 형태에 부합

하지 않는 의복으로 청송심씨 설(沈偰, 1570-1630)묘

출토 배자나 전주이씨 탐릉군 변(耽陵君 , 1636-

1731)의 배자와 같이 등을 보온하기 위한 등거리형

배자와도 다른 독특한 형태의 의복이다. 심수륜은 중

종(中宗) 29년(1534)에 태어나 선조(宣祖) 22년

(1589)에 卒하였으며 정9품 종사랑(從仕郞)을 지낸

조선 전기 문관이다.14) 2001년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二東面) 어비리(魚肥里) 산56번지에 위치한 청송심

씨(靑松沈氏) 안효공손(安孝公孫) 정이공파(靖夷公

派) 심수륜의 묘 이장 작업에서 복식이 출토된 후

경기도박물관에서 간행한 심수륜묘 출토복식 과 실

물 조사에 의하면 심수륜의 배자<그림 1>15)<그림

2>16)는 앞 78㎝, 뒤 57㎝, 품은 41.8㎝인 직사각형 2

장으로 되어있으며 양 어깨와 겨드랑이 아래 부분에

있는 연봉매듭단추<그림 3>17)로 여밀 수 있는 의복

이다. 유물의 겉감은 生綃, 안감은 細綢이며 갈변으로

인해 본래의 색은 알 수가 없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

심감으로 저주지가 사용되었는데 측정기(thickness

gauge)사용 결과 그 두께가 약 0.4~0.45mm이다. 앞

길에는 너비가 약 20cm, 깊이가 15cm인 U자형의 둥

근 목선<그림 4>18)이 있다. 목선의 겉감 시접은 약

0.5cm, 저주지의 시접은 1cm이며 땀 너비 2mm로

홈질하였다. 뒷길의 고대는 1cm 들어가서 약 1.5cm

의 테이프로 감싸고 공그르기로 마무리 하였다. 심수

륜묘 출토 배자가 갖는 형태적 특징의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두 장의 직사각형이 각각 몸의 앞

과 뒤를 덮는 형태로 전면에 트임이 없고 U자형의

둥근 목선이 있다. 둘째, 앞길이 뒷길보다 긴 전장후

단형이다. 셋째, 겉감과 안감 사이의 심감에 저주지

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문헌자료, 선행연구, 도용,

복식 유물 등을 참고하여 의복의 성격과 용도를 추

정하고 의복 명칭에 대하여 새로이 추론해 보고자

한다.

1) 앞길과 뒷길의 연결 형태

심수륜묘 출토 배자의 가장 두드러지는 형태적 특

징은 전개형 복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배자는 두

장의 직사각형이 어깨와 겨드랑이 아래 부분에서 매

듭과 고리로 연결되어 몸의 앞과 뒤를 감싸주는 형

태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소매가 없는 복식은 심수

륜묘 배자의 출토 연대인 조선 전기는 물론이고 배

자류 복식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 중국 의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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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西漢 步兵俑의 裲襠
- 陕西历史博物馆, 본인 촬영

<그림 6> 隋代 武官 陶俑의 裲襠
- 中國織繡服飾全集 3, p. 239

하나인 裲襠(兩當)과 유사하며 관련 문헌자료, 그림

및 도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당은 중국 漢代 이전부터 착용되었던 복식이다.

西周시대의 단편식(單片式) 양당과 秦代의 관두형

(貫頭形) 양당은 개갑(鎧鉀)으로 착용되었다.19) 양당

에 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인 漢代의 사전 석명(釋

名) 석의복(釋衣服)에는 當이 하나는 가슴에, 하나는

등에 있는 것으로 그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20) 당시

양당은 가슴과 등을 모두 덮는 여자들의 內衣로서

착용되기도 하였고 晋書 輿服志에 따르면 漢代의

한 부인이 交領 위에 이것을 덧입고 외출했다는 기

록이 있어 表衣의 역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21) 또

한 북방의 기마민족은 외부로부터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 양당을 표의(表衣)로 활용하였는데22) 漢代의

기마병과 일반병사는 전투력 상승을 위해 북방의 袴

褶과 함께 양당과 같은 형태의 복식을<그림 5>23)을

착용하였다.24) 魏晉南北朝시대에는 북방민족들이 남

쪽의 중원으로 유입됨으로써 한족의 풍습과 북방의

풍속이 융합되었고 양당 또한 표의(表衣)로서 더욱

발달하였다.25) 남북조시기에는 착용시 몸을 보호하면

서도 움직임이 자유로운 양당을 금속이나 가죽으로

제작한 갑주의 한 종류인 裲襠鎧가 유행하였다.26) 도

용을 통해 당시 이러한 형태의 의복은 양당개뿐만

아니라 문관의 복식 등 군신들에 의해 착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당은 隨.唐代까지 유행하였

다. 수대 남자의 중요한 복장 형태는 盤領의 大袖杉

에 겉에는 양당을 착용한 형태였고27), 隋書 禮儀志

의 군신 백관의 관복에 대한 기록에는 5품 이상의

상복으로 양당<그림 6>28)을 착용하라는 기록이 있

다.29) 또한 唐書 輿服志에 무관과 衛官의 양당등사

(裲襠螣蛇) 착용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양당이 무관 공복(公服)의 표의(表衣)와 위관(衛官)

의 의장복(儀仗服)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된다.30) 당

대 무덕4년(621년)에 의복령을 내려 군신관복을 정

하였는데 여기에 무관은 백련군유(白練裙襦)와 백사

단의(白紗單衣)에 양당을 가복한다 하였다.31) 또한 新

唐書 輿服志에도 양당의 制는 가슴과 등에 각기 當

이 하나씩 있고 짧은 소매가 있어 어깨를 덮는 것32)

이라 기록되어있다. 唐制에 많은 영향을 받은 통일신

라시대의 석인상에서도 무관들이 양당과 유사한 형

태의 의복을 착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양당은 고대 중원에서는 부녀자의 내의

(內衣), 북방에서는 표의(表衣)로서 활용되다 점차

일반 복식, 무관 복식, 개갑의 한 종류 등으로 그 역

할과 쓰임이 변화하고 다양해졌다. 그 형태는 의복의

앞·뒤 두 쪽을 어깨 부분의 끈으로 연결하여 머리 위

로 쓴 후 겨드랑이 아래 옆선을 꿰매거나 허리의 대

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앞이 전개되지 않은 의복임

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이 전개되지 않아 머리 위로부터 통과시켜 착용

하는 피복 형식을 오가와 야수로(小川安朗)는 貫頭

形 의복으로 분류하였다. 이 형식은 극히 간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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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이지만 기능적이기 때문에 예부터 많은 민족

이 그들의 복식 형태로 널리 이용해왔다. 貫頭衣를

유형적으로 분류하면 그 방식에 따라 폰쵸(Poncho)

형과 키톤(Chiton)형, 튜닉(Tunic)형으로 나눌 수 있

다.33) 가장 대표적 관두형 복식인 폰쵸는 남미원주민

인디오들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長方形 옷감의 중앙

에 구멍을 뚫어서 착용하는 형태의 의복이다.34) 키톤

형은 두 장 혹은 둘로 접은 상단을 한 곳 또는 두

곳을 징거서 관두하거나, 원통형의 상단에서 관두하

는 형으로 고대 그리스 의복을 예로 들 수 있다.35)

튜닉형은 두 개의 方形 천을 목과 팔이 나올 수 있

도록 구멍을 남겨놓고 봉제하거나 연결한 형태이다.

아시아에서의 튜닉형 관두 형식 의복의 계보는 중국

의 양당과 일본 헤이안조(平安朝)의 치하야(千早)가

있다. 양당은 나라조(奈良朝)의 의복령(衣服令)에서

도 무관의 예복으로 규정되었었고 무로마치시대(室

町時代)이후 무악(舞樂)의상이나 신위(神位)를 모시

는 가마꾼의 의복으로도 착용되었다.36) 서양의 여러

관두형 복식과 용도의 차이가 있어 보이나 양당은

튜닉계에 속하는 관두의(貫頭衣)구조의 복식이라 말

할 수 있다.37) 튜닉형 관두의는 그 형태와 제작 과정

이 매우 단순하고 착용 방법이 간단하며 편한 착용

감으로 인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부 형태와 디자인

의 변형, 다양한 소재의 활용을 통해 그 용도와 명칭

이 세분화 되었다. 그 예로 소매가 달린 풀오버(pull-

over)가 있으며 튜닉형 상의·원피스·앞치마, 영·유아

들을 위한 조끼 등이 있다.

심수륜은 청송심씨 안효공손 정이공파 11세손으로,

청송심씨 4세손인 덕부(德符)는 고려말과 조선초의

文臣으로 조선 개국 후, 신왕조 발전에 역할을 하였

고 5세손인 온(溫)은 世宗의 장인이었으며 온의 아

우 종(淙)은 太祖의 사위였다. 또한 심수륜의 배위

(配位) 안동권씨(安東權氏)는 종2품 황해도 관찰사

를 지낸 권공(權公)의 장녀로, 조선 초 왕실과의 혼

인을 통해 거족으로 성장한 가문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공의 신도비명(神道碑銘)에 의하

면 사위인 심수륜을 士人이라 칭하였고 그의 벼슬이

종9품 종사랑이었다는 점을 통해 심수륜이 하급관리

였음을 알 수 있다. 묘주의 관직과 관두형 복식의 성

격, 출토 당시 유물의 훼손 부위와 위치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심수륜 묘 출토 배자는 하급관리인 묘주

가 격식을 차리지 않는 일상에서 편하게 착용하였던

실용적인 표의(表衣)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의복의 앞과 뒤의 길이 차이

심수륜 묘 출토 배자는 앞길이 78cm, 뒷길이

57cm인 전장후단형 복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복식은

고려시대의 동국이상국집(東國李相國集) 과 1478년

편찬된 동문선(東文選) 에 衣短後라는 명칭으로 기

록되어 있으며 착용자는 무부맹사(武夫猛士), 군수

(郡守)이고 용도는 융복(戎服)이었다고 한다.38) 또한

조선 후기 문집인 남당집(南塘集) 과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에도 이와 같은 복식을 ‘前長而後短’이

라 기록하고 있다. 고대 중국의 道家 사상가 장자(莊

子)의 설검편(說劍篇) 에는 ‘短後之衣’ 라는 말이 나

오는데 “임금이 좋아하는 검객은.. 장식 없는 끈으로

관을 매고 뒤가 짧은 옷을 입었으며 눈을 부릅뜨고

말을 더듬는다.”라 하였다. 宋代 심괄(沈括)의 몽계

필담(夢溪筆談) 에 의하면 옛 부터 중국에서는 무인

(武人)을 말할 때 ‘短後衣’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

다.39) 宋代의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뒷자락이 짧은

의복은 군인들이 유희용으로 착용하였으며 점차 관

리들이 이를 따라 하여 甲背子를 만들었다40)한다. 이

와 같이 뒤가 짧은 옷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대 중국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으며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무관 복식

과 관련되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41)

전장후단형 복식의 앞길의 길이는 유물마다 차이

를 보이지만 뒷길은 대체로 허리아래 둔부선까지 내

려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복식은 말을 탔을 때

옷이 말안장으로 인해 접히지 않고 그로인해 구김이

적어 편리하고 기능적임으로써 馬上衣의 한 종류로

분류되기도 한다.42)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굴된 뒷길의 기장이 앞길보

다 짧은 복식은 여산송씨 효상(宋效商, 1430-1490)

유물, 경주정씨 온(鄭溫, 1481-1538) 유물, 나주정씨

응두(丁應斗, 1508-1572) 유물, 벽진이씨 (?-1585)

유물, 청원 전 박장군(傳 朴將軍, 17세기초 추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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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묘주 생몰 연대 직위 유물명 출처

1
송효상

宋效商
1430-1490 추정

정3품

어모장군

방령

마상의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p. 242

2
홍계강

洪係江
16세기 초 추정

정3품

병조참의
액주음 朝鮮前期 出土服飾硏究, p. 329

3
정온

鄭溫
1481-1538

정5품

찬의
방령 韓國服飾 16, p. 41

4
정응두

丁應斗
1508-1572

종1품

중추부 판사
배자형 상의 韓國服飾 9, p. 55

5
신여관

申汝灌

1530년대 초

-1580년대 말

종4품

군수
상의(방령) 韓國服飾 17, p. 78

6
文化柳氏

유사경의 母
16세기 중엽 추정 · 방령반비

전남지역 출토복식 일례에 관한 연구, pp.

186-187.

7 신원 미상1 16세기 추정 · 방령반비
後短 方領半臂에 관한 고찰, pp. 122-123.

8 신원 미상2 16세기 추정 · 방령반비

9
벽진이씨

碧珍李氏
?-1585

정3품

절충장군
방령 朝鮮前期 出土服飾硏究, pp. 239-240.

10
심수륜

沈秀崙
1534-1589

종9품

종사랑
배자 심수륜묘 출토복식, pp. 152-153.

11
송문창

宋文昌
1554-1594 진사 방령상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임란전후 대전지역의

염습제도와 의생활 양식, p. 276

12
조경

趙儆
1541-1609

종2품

어영대장
방령형 상의 조경(趙儆)묘 출토복식연구, p. 34

13
전 박장군

傳 朴將軍
17세기 초 추정 · 방령의 문화재대관 2. 복식·자수편, p. 321

14
강대호

姜大虎
1541-1624

종2품

장례원 판결사

방령형

상의
韓國服飾 23, pp. 86-87.

15
이응해

李應獬
1547-1626

종2품

병사공양
방령의 이응해 출토 복식에 대한 고찰, pp. 10-11.

16 김확

金矱
1572-1633

종3품

철원 도호부사

배자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pp. 215-216.

17 배자

18
김여온

金汝溫
1596-1665

종2품

오위장
배자 17세기 무관 옷 이야기, p. 90.

19
홍진종

洪鎭宗
1649-1702

종6품

현감
누비배자 문화재대관 2. 복식·자수편 pp. 298-299.

<표 1> 전장후단형 복식 유물

물, 이응해(李應獬, 1547-1626) 유물, 은진송씨 문창

(宋文昌, 1554-1594) 유물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9점의 유물 검토를 통해 심수륜묘 출토 배자의

성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표 1>. 유물의 연대는 15

세기 중·후반부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전·후에 집중

되어있다. 묘주의 대부분이 무관이지만 문관과 여자

도 있으며 관직의 계급이 다양하여 조선시대의 전장

후단형 복식은 문무 계급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착

용할 수 있는 기능적 형태의 의복이었을 것으로 추

측된다. 19점의 뒤가 짧은 출토 복식은 소매가 없는

답호와 배자, 액주음 몇 점을 포함하지만 대부분 半

袖인 方領衣이다. 선행연구43)에 의하면 길이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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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袍)나 답호보다 짧고 배자보다는 길며 소매가 길거

나 짧고 깃이 방형인 상의를 방령의라 하고 이것의

대부분이 전장후단형이다. 뒤가 짧은 복식 형태가 방

령의만의 특징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의 기능적인

형태와 관련하여 앞이 길고 뒤가 짧은 복식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의복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추측

해 볼 수 있다.

19점의 출토유물 중 소매가 있는 유물 14점은 뒤

가 짧아 기능적인 의복이라는 점 외에도 깃과 섶, 무,

트임 등 그 형태가 다양하였고 겉감은 대부분 무늬

가 있는 緞織物로 장식성이 추가된 화려한 형태의

의복이다. 반면 소매가 없거나 거의 없는 5점<그림

1>, <그림 7>44), <그림 8>45), <그림 9>46), <그림 10>47)

은 의복구성이 단순하며 겉감과 안감에 紬, 綿紬, 生

綃, 細紬을 사용하였고, 솜누비와 겹누비, 솜옷 등의

구성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의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표 2>. 이 중 김확의 배자 2점은 깃머

리가 굴려진 이중 방령형이고, 착용 시기가 그보다

나중인 김여온과 홍진종의 유물은 깃, 섶, 무가 없으

며 목둘레가 둥글며 대금형에 양옆이 트인 공통점이

있다. 유물의 수가 적어 연구의 한계가 있으나 이를

통해 임란 후, 전장후단형 복식의 종류와 용도가 변

화하는 과정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뒷길의 기장이 짧은 의복에 대한 고찰

을 통해 심수륜의 배자는 무관 복식의 성격보다는

일상에서 착용하는 실용적인 편복(便服)으로서의 표

의(表衣)로 착용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심감으로 쓰인 종이

조선시대 출토 유물에서 의복의 충전재로 사용된

재료는 목화솜, 풀솜(명주솜), 종이 등이 있다. 방한

(防寒)을 목적으로 한 솜옷과 솜을 넣고 고정시킨

누비옷의 출토 시기는 그 범위가 넓고 사례 또한 많

다. 심수륜묘 출토 배자와 같이 겉감과 안감 사이에

종이가 사용된 사례는 다른 충전재를 사용한 복식유

물에 비해 적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기록

을 통해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종이를 사용한 조선시대의 의복은 한 겨울에 무겁

고 비싼 모의(毛衣)를 대신하여 입을 정도로 보온성

이 좋았고 가벼웠다. 또한 종이를 습지에 펴서 다듬

이질로 윤을 낸 후 손으로 비벼 부드럽게 하는 과정

을 통해 내구성이 좋았다.48) 종이는 복식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성능도 뛰어나 홑옷에서는 무에 부분

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고 겹옷과 솜옷에서는 길

전체 또는 깃, 무, 소매단 등에 심감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솜옷의 경우에는 종이를 함께 넣음으로써 솜을

다루기 쉽게 하여 바느질을 간편하게 하였다.49) 이러

한 종이옷은 소수의 문헌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에

민간과 궁, 군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成宗代부터 仁祖代까지 조

정(朝廷)은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의 병사들에게 방

한용 의복으로 납의(納衣)를 보냈는데 이것은 여러

겹의 종이(낙폭지, 落福紙)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안

에 솜을 넣으면 탄환을 막을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

다. 또한 군사와 백성들은 방한복으로 납의 외에 지

의(紙衣)와 유지의(襦紙衣)를 착용했다.50) 임하필기

(林下筆記) 에 의하면 인조5년(1627), 서쪽 변방의

군졸에게 유의(襦衣) 500벌과 낙폭지 400장을 보내

방한에 대비하라 한 기록51)이 있어 유지의는 종이를

사용한 방한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조대에

지립(紙笠)과 肅宗代에 종이로 만든 신인 지혜(紙

鞋)가 유행하였고 이 때문에 사대부가의 서책과 문

서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 지혜를 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52) 18세기 조선후기 문헌인 국혼정례(國婚定

例) 와 상방정례(尙方定例) 에 나온 궁중복식에도

한지를 충전재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대체로 솜옷

의 경우였으며 겉감과 안감, 두 피륙 사이에 종이만

들어간 복식은 허리띠(帶)와 댕기가 있다.53)

<표 3>과 <표 4>는 연구대상인 심수륜 배자, 깃과

동정에만 종이가 들어간 유물은 제외한, 의복 전체

또는 일부의 충전재로 종이가 사용된 출토 유물 47

점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묘주의 생몰년이 16세기

초에서 17세기 중엽에 집중되어 있어 종이를 충전재

로 사용한 복식 유형은 임란을 전후하여 유행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묘주가 여자인 경우에는 유물의 대

부분이 저고리이며 그 외에 겹치마 및 솜치마가 각

1점, 정경부인의 대례복 녹원삼 1점이 있다. 남자의

경우에는 帖裏, 액주름, 답호, 中致莫과 같은 袍類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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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묘주 유물명 유물
길이(cm)

소매 깃 특징
앞 뒤

1

심수륜

沈秀崙

1534-1589

배자

<그림 1> 배자

- 본인 촬영

78 57 무수
없음

(둥근 목선)

심감으로

저주지 사용,

앞이

전개되지

않음

2

김확

金矱

1572-1633

배자

<그림 7> 배자

-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p. 325

78 70 무수

깃머리가

굴려진

이중 방령

솜누비

3 배자

<그림 8> 배자

-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p. 326

98 81 무수

깃머리가

굴려진

이중 방령

솜배자

4

김여온

金汝溫

1596-1665

배자

<그림 9> 배자

-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 90

100 63.5 무수
없음

(둥근 목선)
누비

5

홍진종

洪鎭宗

1649-1702

배자

<그림 10> 배자

- 문화재대관 2 복식·자수편, p. 298

115 73 무수
없음

(둥근 목선)
누비

<표 2> 소매가 없거나 거의 없는 전장후단형 복식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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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묘주 생몰 연대 직위 유물명 충전재

1
홍계강

洪係江
16세기 초 추정

정3품

병조참의

겹철릭Ⅰ 저주지

2 겹철릭Ⅱ 저주지

3 솜철릭 저주지, 목화솜

4
김흠조

金欽祖
1461-1528

정3품

당상관

솜철릭 한지, 솜

5 겹철릭 한지

6 소모자 한지

7 고운

高雲
1479-1530

정6품

형조좌랑

겹철릭 저주지

8 겹답호 저주지

9

정온

鄭溫
1481-1538

정5품

통례원 찬의

겹철릭Ⅰ 저주지

10 겹철릭Ⅱ 저주지

11 겹철릭Ⅲ 저주지

12 습신 한지, 유지

13

파평윤씨

坡平尹氏 (女)
?-1566 ·

겹 장저고리Ⅰ 한지

14 겹 장저고리Ⅱ 한지

15 겹 장저고리Ⅲ 한지

16 겹 중저고리 한지 (길 부분)

17 겹 단저고리 한지 (길 부분)

18 솜치마 한지, 솜

19 솜토시 한지

20 습신 한지

21
일선문씨

一善文氏 (女)
16세기 중엽 · 겹 장저고리 한지

22

연안김씨

延安金氏 (女)
16세기 추정 ·

겹 단저고리Ⅰ 저주지

23 겹 단저고리Ⅱ 저주지

24 솜 단저고리 저주지, 솜

25 겹 장저고리Ⅰ 부드러운 닥지

25 겹 장저고리Ⅱ 저주지

27 겹 장저고리Ⅲ 저주지

28 솜 장저고리Ⅰ 저주지, 솜

29 솜 장저고리Ⅱ 저주지, 솜

30 겹치마 닥지

31 솜치마 저주지, 솜

32
진주류씨

晋州柳氏
16세기 중·후반

정4품 내금위

정략장군
겹철릭 저주지

33
정응두

丁應斗
1508-1572 종1품 판부사 겹액주름 저주지

34 이언충

李彦忠
1524-1582

종2품

대사헌

홑답호
한지

(무의 윗부분에만 덧댐)

35 겹답호 한지

<표 3> 종이 충전재를 사용한 출토 복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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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묘주 생몰 연대 직위 유물명 충전재

36 이응태

李應台
1555-1586 ·

여성용 단저고리 한지

37 겹철릭 한지

38

심수륜

沈秀崙
1534-1589

종9품

종사랑

겹철릭Ⅰ 저주지

39 겹철릭Ⅱ 저주지

40 겹철릭Ⅲ 저주지

41 소모자Ⅰ 저주지

42 소모자Ⅱ 저주지

43 습신 ·

44
이응해

李應獬
1547-1626

종2품

병사공양

전장후단형

방령의
한지

45 김확

金矱
1572-1633

정3품

통훈대부

겹중치막 저주지

46 솜중치막 저주지, 솜

47 이단하 부인 (女) 17세기 중엽 정경부인 녹원삼 창호지

- 의복과 충전재의 명칭은 각 유물의 조사보고서와 선행연구에 따름

<표 4> 종이 충전재를 사용한 출토 복식2

많으며 1점의 방령의가 있다. 그 외 부속품으로 소모

자 3점, 습신 3점, 솜토시 1점이 있다.

각 유물이 종이(저주지, 닥지, 창호지 등)를 사용

한 방법은 크게 4가지이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 종이

를 단독으로 넣은 의복, 솜과 함께 종이를 넣은 의복,

홑겹의 의복에 부분적으로 종이를 댄 의복, 그리고

종이를 여러 겹 배접하여 유물의 틀을 만드는 사례

가 있다. 종이와 솜이 함께 사용된 의복은 보온성이

더욱 높아져 외부의 바람과 추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종이를 단독으로 사용한 의복 또

한 어느 정도의 보온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

며 옷의 전체 또는 부분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도움

을 주었을 것이다. 그 예로 17세기 정경부인의 녹원

삼은 金織緞으로 지어 부피가 크고 무거워 저주지보

다 두껍고 질긴 창호지를 몸판 전체와 소매에 넣어

그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의복의 형태를 유

지시키는 종이의 특징은 그간 많은 유물의 깃과 동

정의 심감으로 종이가 사용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이언충의 홑답호 무 윗부분에 덧대어진

종이를 통해서도 이러한 용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종

이를 충전재로 사용한 남자 복식 유물 중 표의(表

衣)가 대부분인 것은 보온성을 높이는데 좋고 형태

유지에 용이한 종이의 특징과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묘주의 성별과 직위에 대한 조사

를 통해 종이를 넣은 의복은 벼슬의 높고 낮음과 남

녀의 구별, 나이의 많고 적음 등과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에서 자유롭게 지어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심수륜묘 출토 배자는 무수의며

겉감과 안감으로 생초와 세주를 사용한 의복으로 심

감으로 저주지를 사용함으로써 보온성은 물론, 옷의

형태를 유지하고 두 피륙 사이의 마찰을 높여 바느

질을 더욱 용이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본 연구의 대상은 16세기 중·후반에 종9품 종사랑

을 지낸 심수륜의 묘에서 출토된 배자이다. 2장의 직

사각형이 양 어깨와 허리 부분에 있는 매듭단추로

연결된 이 의복은 U자형 목둘레선에 앞길이 뒷길보

다 긴 구조로, 생초인 겉감과 세주인 안감사이에 심

감으로 저주지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심수륜의 풀

오버형 의복은 어깨선에서 앞․뒷길을 여미는 특징

을 갖고 있으며, 갑옷류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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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토되거나 전래된 유물 중에서 유일무이하다. 이

러한 형태는 고대 중국에서 착용되었던 양당과 유사

하며 문헌과 도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당은 복

식의 형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관두의로 분류되며

그 형태와 봉제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착용이 편하

여 오늘날까지도 변형된 형태로 착용되고 있다. 원초

적이고 간단한 형태가 특징인 양당형 복식은 고대부

터 카프탄(caftan)형을 입어온 동아시아에서도 다양

한 용도로 착용되어 왔다. 이를 통해 심수륜 배자도

손쉽게 제작하여 격식을 차리지 않는 일상복으로 착

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수륜 배자의 또 다른

특징인 앞이 길고 뒤가 짧은 형태의 복식은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그것의 유래가 무인 복식 또는 갑

옷과 함께 착용되었던 의복에 있으며, 기마시 편리한

마상의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 출토 유물에 의하면 전장후단형 복식은 임란을

전후하여 무인뿐만 아니라 계급 구별 없이 착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수륜의 배자와 같

이 소매가 없는 형태는 의복의 소재나 구성면에서

일상에서 편하게 덧입을 수 있고 좌식에 실용적인

의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감으로 저주지를 사

용한 점 역시 임란을 전후하여 유행한 의복의 제작

방법으로 심수륜의 배자는 의복의 형태 유지와 보온

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심수륜묘 출토 유물 조사

보고서에 의해 배자라 명명된 의복은 보온성과 편의

성을 갖춘 편복으로서 임란을 전·후하여 유행한 구조

의 조선시대 양당이라 추론된다.

추후 더 많은 출토 사례와 함께 조선시대의 양당

형 의복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길 바라며, 전장후단형

복식과 종이심감의 사용이 소멸되는 원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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