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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examined the excavated clothes of Lady Sim Cheongsong(1753〜1810) in Jecheon 
which were excavated in 2012. Lady Sim died at the age of 57 and the excavated relics belonged 
to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excavated relics consisted of 9 pieces of three-kind-clothes. 
They showed various qualities such as Plain-Silk, Plaited-Silk, Patterned Twill, Plain Twill, Plain 
Satin, and Satin Damask. Through comparing them with the other excavated clothes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e can comprehend the periodical changes of the excavated Jegori and 
Yeomo (the hat for a dead woman). 

The excavated Jegori shows the difference of length and form from the other Jegori of the 
18th century. The total length of the excavated Jegori ranged from 24 cm to 25 cm, which is 10 
cm shorter than that of the other Jegori of the 18th century. The excavated hat for a dead 
woman shows the changes of the form and needlework. The form of a rectangular cover was 
changed into that of a round shape. In regards to the sewing composition, the way of inserting 
the cover into Mosin(the body of the hat for a dead woman) was replaced by that of connecting 
the cover into Mosin.

The excavated clothes show three kinds of textile fabrics: plain silk fabrics and plaited silk, 
plain twill and four-leaf-patterned twill, eight-leaf-plain satin of life-lettered textile and five-leaf 
satin damask, and plain satin. Especially, the combination of eight-leaf satin and four-leaf twill 
with mixed textile is considered as a fabric of high quality.

The excavated clothes of Lady Sim Cheongsong showed a periodical change which was differ-
ent from the clothes of the 18th century in terms of the formal composition of Jegori and 
Yeomo. Regarding Women's Jegori a short length and slim and long sleeves are changed into 
short and tight Jegori, which signaled the specific change of Jegori aesthetics. The significance of 
the excavated clothes of Lady Sim Cheongsong lies in its role as the bases for understanding the 
couture culture of the 19th century. 

본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2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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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청송심씨 복식유물은 2012년 제천시 백운면 원월

리 산 39-3번지 여흥민씨 종가분묘의 개장 및 이장

과정에서 발굴되었다. 그러나 발굴 당시 출토유물

일부는 소각되고 일부는 땅에 다시 묻는 과정으로

처리되었다. 여흥민씨 종친회는 땅에 재매장한 복식

일부를 수거하여 제천시청에 기증함으로써 소장하

게 되었다. 제천시청에서도 이러한 복식유물 출토의

예가 전무한 까닭에, 유물들을 그늘에서 건조하여

보관한 후에 보존처리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습과정으로 인하여 유물은 일부만 수거되었을 뿐

아니라 그 상태도 매우 노화(열화)된 실정이었다.

청송심씨는 1753에 태어나 1810년에 57세에 사망

하였다. 남편 민명혁(閔命爀)은 1753에 출생하여 1795

(正祖19)년에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을 거쳐

이조참의 및 정사품(正四品) 무관인 호군(護軍)을

거쳐 1814년에 정2품 예조판서에 올랐으며, 1817년에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소임을 역임한 인물이다. 청

송심씨는 사망이후 남편 민명혁의 품계인 정2품 정

부인(貞夫人)을 추서받았다. 이러한 청송심씨 복식유

물은 출토복식이 매우 드문 18·19세기 초기 지방 반

가여인의 일상복식이다. 본 청송심씨는 정확한 연대

를 지닌 실물자료로서 조선후기 복식의 연대기적 흐

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청송심씨 출토유물은 저고리6점과 멱목 그리고 여

모와 과두 각 1점씩으로 총 9점이며, 유물 대부분은

저고리이다. 출토저고리는 여러 벌이 겹쳐진 채 발굴

되었으며, 재질은 명주, 추사, 문능, 무문능, 공단과

문단 등 다양한 조직과 문양의 직물로 구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출토 저고리의 형태, 직

물, 문양의 성격을 조사하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출

토저고리의 조형적 특징을 파악하고, 셋째 본 청송심

씨 유물과 동시기 유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시기별

변화를 밝혀 복식 자료적 가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Ⅱ. 출토유물의 의복별 성격
1. 저고리

1) 공단 두 겹 삼회장저고리(No.1)

본 저고리(No.1)은 두 겹 구성 저고리 3벌이 겹쳐

져 있다. 겉저고리의 길과 소매는 8매공단이나 깃과

곁마기 그리고 고름은 진한 색의 5매문단(紋緞)이며

소매와 동색(同色)의 명주 거들지로 구성된 공단 두

겹 삼회장저고리이다. 두 번째 저고리는 길과 소매는

겉감과 유사한 5매공단이며, 소매와 다른 색 저고리3

벌 모두 겉섶코와 안섶코에는 실고리가 달려 있으며,

동정이 구성된 공통점을 보인다. 저고리(No.1)의 겉

저고리 겉깃은 당코깃형태이며 안깃은 목판깃형태이

다. 깃머리는 약 1㎝정도 깎인 곡선 형태를 보인다.

깃은 곁마기와 동일한 문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곁마

기의 사선부위는 볼록한 곡선 형태를 보인다.

저고리(No.1) 겉저고리 고름은 화문단이나 속고름

은 중간저고리와 동일한 진한 갈색 공단이다. 중간

저고리 속고름은 속저고리 겉감과 동일한 갈색 명주

이다. 속저고리 겉고름은 길과 동일한 갈색명주이며

속고름은 안감과 동일한 연한 갈색 명주이다. 저고리

(No.1) 겉저고리 짧은 고름은 소실된 상태이며 긴

고름은 2겹고름이나 1장으로 재단되었으며 아래가

곬로 구성되었다. 특히 겉고름은 깃에만 연결되었으

며, 고름의 상침은 보이게 처리되었다. 겉섶선은 중

심에서 약 2㎝정도 길 쪽으로 이동되었으며, 겉섶선

의 윗부분은 약 0.2㎝정도만 사선으로 구성되었다.

끝동은 명주이다.

2) 추사 두겹 삼회장저고리(No.2)

저고리(No.2)는 두겹 저고리 2벌이 겹쳐진 저고리

이다. 겉저고리는 삼회장저고리구성이며 겉감은 추사

이며 안감은 명주이다. 반면 속저고리는 민저고리이

며 겉감은 갈색명주이며 안감은 연한 갈색 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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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속저고리 수구 안에는 덧단이 대어져 있어 마

치 3벌의 저고리가 겹쳐진 것과 같이 보인다.

저고리(No.2)의 겉깃은 당코깃형태이며 안깃은 목

판깃형태이다. 겉깃머리는 약 1㎝정도 깎인 곡선 형

태를 보인다. 깃머리 외각선 약 0.5㎝부위는 홈질상침

으로 곱게 처리되었다. 소매는 사선소매이나 배래가

운데 겨드랑이부분이 약 1㎝정도 오목한 곡선 형태를

보인다. 곁마기 곡선 형태를 보인다. 겉섶선은 중심에

서 길방향으로 약 1.5㎝정도 이동되었으며, 겉섶코는

매우 뾰족하게 구성되었다. 안섶코 역시 약 0.5㎝정도

뾰족한 곡선 형태를 보인다. 끝동은 추사이다.

3) 여지문능 두겹 삼회장저고리(No.3)

저고리(No.3)은 두겹 저고리 2벌이 겹쳐져 있다.

저고리(No.3)의 소매는 사선소매이며 소매 배래는

겨드랑이 부분에 약 1㎝정도 오목한 곡선을 보인다.

왼쪽소매는 약 2.8㎝와 약 5.7㎝의 작은 조각으로, 오

른쪽 소매는 약 7.6㎝크기의 조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겉깃은 당코깃형태이고 안깃은 목판깃형태이며, 겉깃

머리와 안깃의 외곽선에는 약 0.5㎝나비의 매우 고운

홈질상침으로 처리되어 있다.

곁마기는 볼록한 곡선을 보이는 반면 소매배래는

오목한 곡선을 보인다. 재질은 진한 갈색 화문단이다.

속저고리는 민저고리이며, 안감에서 뒷중심과 깃선

그리고 섶선과 밑도련선상에서 안팎의 옷감을 고정

시키기 위한 상침이 보인다. 상침크기는 1㎝에서 1.5

㎝사이이며, 약 0.3㎝에서 0.5㎝사이 간격으로 처리되

어 있다. 상침은 속저고리 겉감에는 거의 보이지 않

도록 안감에서만 봉제되었다. 이외 깃머리와 고름 봉

제는 겉저고리와 유사하다.

4) 추사 두겹 삼회장 저고리(No.4)

저고리(No.4)는 겉감은 갈색 추사이며 안감은 매

우 고은 명주(온주) 겹 민저고리이다. 겉저고리는 겉

감실로 선단과 밑도련 안쪽 1.8㎝부위에 0.1㎝크기의

홈질 땀이 약 1.8㎝ 간격으로 상침처리되어 있다.

저고리(No.4)의 겉깃은 당코깃형태이며 안깃은 목

판깃형태이다. 겉깃머리는 약 1㎝정도 깎인 곡선 형

태를 보인다. 겉섶선은 중심에서 약 1.5㎝정도 이동

되었으나 직선으로 보이며, 겉섶코는 약 1㎝정도로,

안섶코는 약 0.5㎝정도로 뾰족한 곡선형태를 보인다.

속저고리 고름은 겉감인 진한 갈색 추사로 구성되어

있다. 속저고리의 섶선과 뒷중심선과 깃선 그리고 옆

솔기선상에 1㎝에서 1.5㎝ 크기의 홈질 땀이 약 0.5

㎝간격으로 상침처리되어 있다. 속저고리 속고름 나

비는 약 1.5㎝이며 길이는 28.5㎝이다.

5) 무문능 두겹 삼회장 저고리(No.5)

본 저고리(No.5)는 겉저고리는 두겹의 삼회장저고

리이며 속저고리는 2겹의 민저고리이다. 겉저고리의

재질은 무문능이며 속저고리는 명주이다. 겉저고리

(No.5)의 겉깃은 당코깃형태이며 안깃은 목판깃형태

이다. 깃나비는 약 6㎝이며 깃머리에는 외곽선에서

0.5㎝안쪽에 고은 상침으로 처리되었다. 겉저고리

(No.5) 화장은 파손되어 실측이 불가능하며, 소매는

사선소매이며 수구는 약 9.5㎝이다. 고름은 곁마기와

같이 진한 갈색이다. 겉저고리 속고름색상은 속저고

리 겉감과 동일하다. 속저고리는 겉저고리에 비하여

안섶 길이가 작게 구성되었다.

6) 무문능 두겹 삼회장저고리(No.7)

저고리(No.7)은 두겹 저고리 2벌이 겹쳐져 있다.

겉저고리는 무문능직 삼회장저고리이며, 속저고리는

갈색 명주 두겹 민저고리이다. 속저고리 안감은 옅은

갈색 명주이다. 겉저고리(No.7) 품은 약 9㎝로 좁은

편이며 곁마기 나비는 약 8.5㎝로 다른 저고리에 비

하여 넓게 구성되었다. 겉깃은 당코깃이며 안깃은 목

판깃형태이다. 깃머리의 외각선 0.5㎝안쪽은 고은 홈

질로 상침 처리되어 있다. 겉섶과 안섶 모두 섶코가

매우 뾰족한 형태이며 실고리가 달려있다. 겉섶의 상

하 나비는 약 0.3㎝만 차이가 날 정도로 직선으로 재

단되어 있다.

저고리(No.7)의 속저고리는 겉저고리와 유사하나

갈색 명주로 구성된 두겹의 민저고리이다. 속저고리

의 겉섶길이와 안섶길이는 11㎝로 유사하며, 겉섶나

비는 약 7.5㎝인 반면 안섶나비는 4.5㎝로, 나비에서

만 차이를 보인다. 안섶코는 뾰족한 형태이며, 실고

리가 달려있다. 동정은 약 1.5㎝땀이 약 0.2㎝간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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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o.2, 깃

- 본인촬영, 2013

<그림 2> No.2,겉섶코

- 본인촬영, 2013

<그림 3> No.2, 배래

- 본인촬영, 2013

<그림 4> No.2, 뒷면

- 본인촬영, 2013

<그림 5> 저고리(No.1)

- 본인촬영, 2013

<그림 6> 저고리(No.2)

- 본인촬영, 2013

<그림 7> 저고리(No.3)

- 본인촬영, 2013

<그림 8> 저고리(No.4)

- 본인촬영, 2013

<그림 9> 저고리(No.5)

- 본인촬영, 2013

<그림 10> 저고리(No.7)

- 본인촬영, 2013

숨뜨기로 봉제되었다. 겉깃은 당코깃형태이며, 안깃

은 목판깃형태로 모든 저고리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18전후시기에 이어 당시까지 전형적인 깃형태라 할

수 있다. 깃머리 형태는 저고리(No.1,2,4)에서 <그림

1>과 같은 곡선형 형태가 확인된다.

또한 저고리(No.1,3,7)에서 겉고름은 <그림 1>과

같이 깃머리에만 고정된 봉제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겉섶코는 <그림 2>와 같이 저고리(No.1,2,3,4,5,7) 모

두에서 뾰족한 곡선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안섶코의

곡선도 저고리(No.1,2,4,5,7)에서 확인된다.

청송심씨 출토저고리가운데 겉저고리는 <그림 5,6,

7,9,10>과 같이 곁마기가 구성된 삼회장저고리(No.1,2,

3,5,7) 5벌과 <그림 8>과 같이 자색으로 추정되는 민

저고리(No.4)로 총 6벌이다. 저고리(No.4)는 민저고

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한 갈색으로 추정되

는 색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진한 색상은 저고리

(No.4)는 받침용 민저고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당시의 겉저고리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출토저고리는 저고리(No.1,2,3,4,5,7)6벌 가운데 저

고리(No.1)은 3벌이, 저고리(No.2,3,4,5,7)은 2벌이 겹

쳐져 총 13벌이다. 이러한 겹침 저고리는 경기도 박

물관 소장 파주출토 한산이씨1), 단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경주이씨2), 충북대박물관 소장 청주출토 청송심

씨와 전주이씨3) 등 다수의 18세기 전후기 복식에서

도 확인된다. 그러나 본 제천 출토 청송심씨 경우와

같이 한 출토지에서 겹쳐진 저고리가 여러 벌이 발굴

된 것은 최초의 사례로 추정된다. 이러한 겹침 저고

리의 겉저고리는 곁마기장식의 삼회장저고리와 민저

고리일 경우도 진한 색상으로 예복임을 상징하며, 속

저고리는 대부분 연한 색상의 민저고리로 구성을 통

해서도 받침옷임을 상징한다. 이러한 겹쳐진 저고리

의 받침저고리는 3벌이 겹쳐진 저고리(No.1)은 받침

저고리도 <그림 12>와 같이 삼회장저고리이다. 저고

리(No.1) 겉저고리는 길과 소매는 8매공단이고 깃과

곁마기는 5매문단으로 구성된 삼회장저고리이다. 받

침저고리는 <그림 12>와 같이 삼회장저고리구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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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겉저고리(No.1)

- 본인촬영, 2013

<그림 12> 받침저고리(No.1)

- 본인촬영, 2013

<그림 13> 속저고리(No.1)

- 본인촬영, 2013

<그림 14> 명주 두겹 과두

- 본인촬영, 2013

<그림 15> 명목과 여모No.6)

- 본인 제도, 2013

<그림 16> 덮개도면

- 용재집12, 여모

길과 소매를 비롯한 깃과 곁마기 모두 5매공단으로

구성되어 겉저고리와는 직물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이외 삼회장저고리(No. 2,3,5,7)의 받침저고리는 <그

림 13>과 같이 모두 민저고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고리(No.1) 중 2벌이 삼회장저고리로 3벌

이 중착되었고, 이외 저고리는 삼회장저고리와 민저

고리 2벌이 겹쳐져 있다. 이는 저고리 겹침이 당시

일상 저고리 착장법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겹침의 착장방식은 삼천량지

(參天兩地)4)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

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의례복장에서는 3작(三作)저

고리를, 일상복장에서는 이작(二作)저고리로 착장방

식이 18세기부터 보이며 19세기에서는 정착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염습의에서도 일상복의 착장이 그

대로 시행된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출토복식을 통하여 더 보안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기타
1) 과두(裹肚 No.8)

출토과두(No.8)는 명주 두겹 구성이며, 윗부분(上)

에 끈 2개가 달려있다. 사례편람 염습조에서는 과두

의 구성에 대하여

“…裹肚用以包裹腹腰者, 用紬或綿布爲之, 廣全幅長
匝身,四角有繫…과두는 배와 허리를 감싸는 것으로

명주(紬) 혹은 면포(綿)로 만든다. 넓이는 전폭(全
幅)이고 길이는 몸통을 두를 수 있으며, 네 모퉁이
에 끈이 있다…”, 하였으며 여자 과두에 대하여는

“…裹肚俗稱腰帶.制同男子裹肚, 但下兩角無繋…여자
과두는 속칭 허리띠라 하기도 하며, 제도는 남자
과두와 같다. 다만 아래 두 모서리에 끈이 없다

…”5)

하여 여자과두는 4개의 끈이 달린 남자과두와 달리

2개의 끈으로만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본 청송심씨

출토과두 역시 <그림 14>와 같이 2개의 끈이 달린

것으로, 사례편람에 기록된 여자 과두와 그 구성이

일치하는 실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재는

세주에서 이러한 과두의 착장에 대하여

“…用裹肚 包裹腹腰而結其繫 女喪則用裳 著于裹肚

上 結小帶… 과두(裹肚)로 배와 허리부분을 덮고
끈으로 묶는다. …여상(女喪)이면 치마를 입히고
과두로 위를 덮고 소대(小帶)로 묶는다.…6)”

하여 과두는 남자는 바지를 입히고 여자는 바지 즉 속

곳과 그 위에 치마를 더 입힌 후 묶는다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습(襲)’과정에서 저고리를 입히기 전에

과두를 사용함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옷일지라도 남녀

에 따라 그 착장순서와 방식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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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위 크기 No.1 No.2 No.3 No.4 No.5 No.7 평균 분포

길 총길이 약24 23 25 24 24 25 24.2, 23〜25

소

매

화장 67.5 66 67 69 - 68 67.5, 66〜69

배래 오목 파손 오목 파손 파손 파손 오목 -

수구 10 9.5 9.8 10 9.5 10.5 9.9, 9.5∼10.5

끝동나비 6 7 5.7 7 6 6.5 6.4, 5.7∼7

깃

깃나비 6 6 6 6 6 6 6 -

동정 나비 2.5 2 2.5 2.2 2.5 2.2 2.3, 2〜2.5

고대 12 12 11.5 11 12 12 11.75, 11〜12

섶

겉섶길이 12 11 11 12 11.5 12.5 11.7, 11〜12.5

겉섶나비 8.5 8.5 7.8 8 8.5 8 8.2, 7.8〜8.5

안섶길이 11.5 10.5 10.8 12.5 11.5 11.5 11.4, 10.5〜11.5

안섶나비 5 4.2 4.3 4.5 4.5 4 4.4, 4〜5

품* 20.6 19 19 - 21 18 19.5, 18〜21

고

름

겉고름길이 - - 24 30 21.5 31 - -

겉고름나비 - - 2 2 2 2 - -

속고름길이 - - - 27 25.5 23 - -

속고름나비 - - 1.5 1.8 2 1.5 - -

곁

마

기

곁마기나비 약19 18.5 18 - 18.5 19 18.5, 18〜19

7 - 6.5 - - 8.5 - 6.5〜8

곁마기 길이 13.5 13 12.8 - 13.5 13.5 13.2, 12.8〜13.5

* 품은 양쪽 곁막이까지의 나비를 측정

<표 1> 출토저고리 구성부위별 크기

(단위:㎝)

2) 명목(暝目)과 여모(女帽, No.6)

명목과 여모는 2겹으로 구성되었으며, 명목은 끈

의 일부가 파손 소실된 상태이며, 크기는 22㎝와

21.5㎝의 정사각형이다. 여모는 파손되고 해체된 상

태이나, 원형의 덮개와 둥근 원살(圓殺)부위 일부가

남아있다. 여모의 뒷부분은 끈(繫)이 파손되면서 소

실된 상태로 보인다. 앞중심부분과 뒷부분의 뒷중심

선 부승(負繩)을 확인할 수 있다. 김근행은 여모 덮

개(蓋)구성에 대하여

“…別用紫段長尺二寸廣二寸 縱摺合縫之 又中屈橫

摺 以其兩端分綴帽頭內之前後 則中屈處上出半寸
許… 별도로 길이 1척 2촌 넓이 2촌의 자단(紫段)
을 써서 세로로 접어서 합봉한다. 또 가운데를 가

로로 접어서 그 양끝을 여모의 안쪽 끝에 나누어
서 전후로 연결하고, 가운데 접은 곳이 위로 반 촌
(寸)쯤 나오도록 한다.…”7)

하여, 덮개가 모신에 봉제되지 않고 끼워 넣은 구성

이라 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17·18세기 청주출토 청

송심씨와 전주이씨의 출토여모8)에서 확인된다. 그러

나 본 제천출토 청송심씨 여모의 덮개는 원형의 형태

이며 덮개가 모신에 봉제되어 고정된 차이를 보인다.

Ⅲ. 출토 저고리의 구성적 특징
앞의 저고리 실물조사를 바탕으로 청송심씨 저고

리를 형태구성, 직물구성, 문양구성의 3측면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태구성
출토저고리6점의 구성부위별 실측치는 <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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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위

직물특성

종 류 위치 의장구성

길·소매 깃 곁마기 끝동

조직 밀도 조직 밀도 조직 밀도 조직 밀도

저고리No.1)

3벌 저고리

상 삼회장저고리 8매공단, 448+96 5매문단 280+88 5매문단 280+88 명주 156+72

중 삼회장저고리 5매공단 5매공단 5매공단 5매공단

하 민저고리 명주 명주 명주 명주

저고리No.2

-2벌 저고리

상 삼회장저고리 추사, 124+66 추사 128+60 추사, 128+60 추사, 128+60

하 반회장저고리 명주 명주 ― 명주

저고리No.3

-2벌 저고리

상 삼회장저고리 4매문능, 288+88 5매문단 260+72 5매문단 260+72 4매문능 224+88

하 반회장저고리 명주 명주 ― 추사

저고리No.4

-2벌 저고리

상 민저고리 추사, 124+66 추사 124+60 ― 추사, 128+60

하 반회장저고리 명주 명주 ― 추사

저고리No.5

-2벌 저고리

상 삼회장저고리
무문능

(혼합능)
160+66 무문능 128+60 무문능 무문능

하 반회장저고리 명주 명주 ― 명주

저고리No.6(7)

-2벌 저고리

상 삼회장저고리
무문능

(혼합능)
160+88 무문능 무문능 무문능

하 민저고리 명주 명주 ― ―

멱목, 여모 공단

과두 명주

<표 2> 저고리 구성부위별 직물특성

(단위(밀도) : 올+올/Inch2)

같다. 본 청송심씨 저고리총길이는 평균 약 24.2㎝이

다. 소매는 사선소매이며 일부 소매가 비교적 원형대

로 보존되어 있는 저고리(No. 2,3)의 배래는 <그림

3>과 같이 오목한 곡선형태를 보인다. 화장의 평균길

이는 약 67.5㎝이다. 수구의 평균은 약 9.9㎝로 10㎝

에 가깝다. 끝동나비의 평균은 약 6.4㎝이고, 수구의

평균은 약 9.9㎝로 10㎝전후이다.

깃나비는 저고리 모두 약 6㎝나비로 동일하다. 동

정나비 평균은 약 2.3㎝정도이다. 고대는 평균 약

11.8㎝로 약 12㎝에 가깝다. 겉섶길이는 평균 약 11.7

㎝정도이며, 겉섶나비는 평균 약 8.2㎝정도이다. 겉섶

선은 중심에서 이동되었으나, 사선보다는 직선에 가

까운 변화를 저고리(No.1,4)에서 볼 수 있다. 안섶길

이 평균은 약 11.4㎝이고, 안섶나비는 평균 약 4.4㎝

정도이다. 겊섶길이와 안섶길이가 유사한 것으로, 이

전시기의 저고리에 비하여 안섶길이가 길어진 구성

변화를 볼 수 있다. 반면 섶나비는 겊섶이 안섶보다

약 2배정도 넓게 구성되어 있어, 겉섶길이에서의 변

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청송심씨 출토저고리 곁마기 길이는 평균 약 13.2

㎝정도이다. 곁마기의 윗나비는 평균 약 18.5㎝정도

이다. 곁마기 아랫나비는 저고리(No.1)은 약 7㎝이며,

저고리(No.3)은 6.5㎝이며, 저고리(No.7)은 8.5㎝로,

6.5㎝에서 8.5㎝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이전시기의 한

산이씨 회장저고리 곁마기는 나비와 길이가 유사한

반면 본 청송심씨 경우는 <그림 4>와 같이 길이보다

는 나비가 넓게 구성된 변화를 보인다. 이는 저고리

총길이가 짧아진 것에 의한 결과로도 해석되나, 곁마

기 나비가 길이와 같이 작아지지 않은 것으로, 저고

리내 곁마기 구성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즉 소매 안에서 곁마기의 장식적 요소가 부각된 구

성변화로 해석된다. 이러한 곁마기 나비의 확대는 소

매 나비가 좁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즉 소매를 좀 더 좁게 보이도록 한 구성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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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직 능직 수자직

<그림 17>

명주No.

- 저자촬영, 2013

<그림 18>

추사No.

- 저자촬영, 2013

<그림 19>

문능No.3

- 저자촬영, 2013

<그림 20>

무문능No.5

- 저자촬영, 2013

<그림 21>

무문단No.1

- 저자촬영, 2013

<그림 22>

문단No.

- 저자촬영, 2013

<표 3> 출토 직물의 종류와 직물사진

보여준다.

2. 직물구성
출토저고리 구성요소별 직물종류와 밀도는 <표 2>

과 같다. 이에 의하면 저고리(No.1) 길과 소매는 8매

공단이 사용된 반면 깃과 곁마기는 5매문단이며 끝

동은 명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2조직이 혼합된

문단저고리는 한산이씨 저고리9)에서도 확인된다. 저

고리(No.3)은 길과 소매와 끝동은 문능이며, 깃과 곁

마기는 문단으로 구성부위에 따라 다른 재질로 구성

되었다. 저고리(No.4)와 저고리(No.2) 구성요소 모두

가 추사이며, 저고리(No.6,7)은 무문능으로, 저고리

전체가 단일 조직의 직물로 구성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 의하면 청송심씨 출토직물은 평조직의

명주와 추사가 있으며, 능조직의 무문능과 문능(4매

문능) 그리고 주자조직은 문양의 유무에 따라 무문

단과 문단으로, 또 밀도에 따른 8매단과 5매단이 모

두 출현하고 있다. <표 3>과 같은 평직(平織, Plain

Weave)과 능직(綾織, Twill Weave) 그리고 수자직

(繻子織, Satin Weave)의 삼원조직이 모두 확인된다.

<표 3>은 직물의 조직을 약 119배로 확대촬영한 것

이다.

<표 2>에 의하면 평직의 출토추사는 1인치 내 경

사는 124올에서 128올 사이에, 위사는 60올에서 66올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능조직의 무문능과 문능 밀도

는 1인치 내 경사는 128올에서 160올 사이에, 위사는

60올에서 88올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저고리(No.5)

와 저고리(No.7)의 무문능은 동일하며, 그 조직은

2/1, 3/1, 1/1으로 혼합 능조직이다. 이로 인하여 좌

향의 능선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능선은 항라(亢羅)

의 골과 유사하게 보인다. 본 청송심씨 무문능은 항

라와 혼동될 정도로 수평의 선으로 보인다.

재질은 겹침 저고리의 겉저고리는 문직물이 사용

된 반면 받침저고리는 추사와 명주의 평직물로 구성

된 직물구성을 볼 수 있다.

3. 문양구성
출토저고리가운데 문양직은 저고리(No.1,3)에서

보인다. <표 2>에 의하면 저고리(No.1)은 길과 소매

는 8매공단이며, 깃과 곁마기 문양은 <그림 23,24>와

같이 국화와 석류 그리고 서보가 섞인 복합보문이다.

5매문단으로 구성된 깃과 곁마기는 작은 조각의 옷

감으로 마름질되어 전체 문양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림 23,24>와 같이 문양형태가 매우 조

악하고 거칠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 23>과

같이 깃의 좌우 대칭부위에 동일한 서보가 놓이도록

한 배치는 문직물 마름질시 문양 위치를 고려하였음

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저고리(No.3)의 길과 소매 문양은 <그림 27,28>과

같이 4매의 여지문능이며, 곁마기 문양은 <그림 25>

와 같이 5매 화조문단이며, 그리고 끝동에는 <그림

26>와 같이 4매의 만자문 바탕에 부채와 여의문 등

의 보문 문능이다. 이같이 5매문단의 문양은 매우 성

글은 표현을 볼 수 있는 반면 저고리(No.3) 길과 소

매의 여지문능은 매우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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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No.1, 깃

- 본인실사, 2013

<그림 24> No.1, 곁마기

- 본인실사, 2013

<그림 25> No.3, 곁마기

- 본인실사, 2013

<그림 26> No.3, 끝동

- 본인실사, 2013

<그림 27> No.3, 길과 소매의 여지문능

- 본인촬영

<그림 28> No.3, 길과 소매의 여지문능

- 본인실사

본 출토여지문은 <그림 28>에서와 같이 매화와 감

과 함께 구성된 복합문이다. 이 가운데 여지는 음의

원(圓)여지와 양의 각(角)여지가 상하 단에서 대각

선으로 반복된다. 원형 여지는 매화가지를 앞으로 향

하고 있으며, 각의 여지는 앞으로 감을 향하고 있다.

각 여지는 꽃가지와 열매가지와 함께 구성되었으며,

열매인 감에는 씨와 만자가 함께 시문되어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잎사귀 역시 감잎은 둥근 잎

으로, 매화가지 꽃잎은 여러 가닥의 잎으로, 서로 다

르게 표현되었다. 본 여지문에서는 음과 양이 원형

(圓)과 각(方)으로 여지의 형태가 달리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구성된 음인 원형여지는 꽃으로, 양의 여

지는 열매와 씨로 조성된 음양이 반영된 구성을 볼

수 있다. 이외 직물은 보문과 꽃과 과실로 구성된 복

합문의 문직물이며 받침저고리는 추사와 명주로 직

물구성을 볼 수 있다.

Ⅳ. 출토저고리의 시기별 변화
1. 저고리 형태
앞에서 조사한 제천출토 청송심씨 저고리의 추정

연대는 한산이씨(1712∼1772)와 전주이씨(1722∼1791)

그리고 창녕조씨(1722∼1742) 추정연대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산이씨와 전주이씨 그리고 창녕조씨는 그

졸년이 18세기이전인 반면 본 청송심씨(1753∼1810)

는 19세기이후인 것으로 사망연도에서 시기적인 차

이를 보인다.

<표 4>는 각 출토지의 저고리 총길이, 화장, 고대,

깃나비와 끝동나비 크기분포와 평균크기를 각 출토

지별 추정연대에 의한 시기별 변화를 살펴 본 것이

다. 출토유물 가운데 있어서도 한산이씨, 전주이씨,

창녕조씨 출토저고리들은 크기에 있어서 큰 크기와

작은 크기의 저고리가 출토된다. 이러한 두 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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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위

출처 크기

총길이 화장 깃 고대 수구

분포 평균 분포 평균 분포 평균 분포 평균 분포 평균

한산이씨(1712-1772) 35〜41 39.2 59〜73.5 67.2 8.5〜10 9 13.5〜17 15.7 15〜19 17

창녕조씨(1722-1742)12) 31.5〜34 33 63.5〜69.5 66.9 7〜8 7.6 12.5〜16 14.3 13〜14.5 13.8

전주이씨(1722-1791) 34〜37.5 35.3 67.5〜73.5 71.9 7.8〜8 8 12〜13 12.7

청송심씨(1753-1810) 23〜25 24.2 66〜69 67.5 6 6 11〜12 11.8 9.5〜10.5 9.9

<표 4> 18·19세기 출토저고리 크기비교

(단위: ㎝)

고리는 큰 저고리는 염습용 저고리로, 작은 저고리는

일상 저고리로 추정 분류된 예10)와 수례지의(隨禮之

衣)로서 다른 사람이 부의한 저고리11)로 추정한 의

견이 있다.

이에 본 <표 4>에서는 작은 저고리를 중심으로 비

교하였다. 따라서 전주이씨 경우는 저고리(No. 36,39,

40,41,42)를, 창녕조씨 경우는 큰 저고리(No. 4,8,19,

21-1,21-2)를 제외한 나머지 20벌을 대상으로 비교하

였다. 그 결과 청주출토 한산이씨 저고리 총길이 평

균은 약 39.2㎝이다. 창녕조씨 저고리 총길이 평균은

약 33㎝이며, 전주이씨 저고리의 총길이 평균은 약

35.3㎝이고, 본 청송심씨 저고리총길이의 평균은 약

24.2㎝이다. 한산이씨와 창녕조씨 그리고 전주이씨

저고리 총길이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두 30㎝대에

분포되어 있다. 반면 본 청송심씨 저고리 총길이는

약 24㎝전후로 짧아져, 이전시기 출토지 저고리와 현

저히 짧아진 차이를 보여준다.

화장은 한산이씨 저고리화장의 평균은 약 67.2㎝

정도이고 전주이씨 저고리 화장의 평균은 약 73.2㎝

이며, 창녕조씨 저고리 화장 평균은 71.9㎝이다. 본

청송심씨 저고리 화장 평균은 약 67.5㎝이다. 저고리

화장은 앞의 총길이 차이와 달리 이전시기 출토저고

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산이씨 저고리 깃의 평균

은 약 9.5㎝이며, 전주이씨 저고리 깃의 평균은 약 8

㎝이고 창녕조씨 저고리 깃의 평균은 약 7.6㎝이다.

본 청송심씨 저고리 깃나비는 6㎝이다. 이러한 깃나

비 역시 저고리 총길이와 같이 한산이씨, 전주이씨,

창녕조씨 그리고 청송심씨의 추정연대 순으로 짧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산이씨 저고리 고대는 평균은 약 15.7㎝이며, 창

녕조씨 저고리 고대의 평균은 약 14.3㎝이고, 본 청

송심씨 저고리의 고대의 평균은 약 11.8㎝로 12㎝에

가깝다. 한산이씨 저고리 수구의 평균은 약 17㎝이며,

전주이씨 저고리 수구의 평균은 12.7㎝이고, 창녕조

씨 저고리 수구의 평균은 13.8㎝이다. 본 청송심씨

저고리 수구의 평균은 9.9㎝이다.

이상과 같이 18·19세기 본 청송심씨 저고리는 한

산이씨와 전주이씨 그리고 창녕조씨 등 18세기 저고

리에 비하여 화장을 제외한 총길이, 깃나비, 고대 그

리고 수구크기가 현격히 작아지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짧은 저고리에 대하여 송문흠은 “조

선후기 여인들의 상의가 날로 짧아지니 진실로 복요

라 이를 만하다”13)하여 당시 짧은 저고리착용이 사

회적 논의의 대상이 될 정도로 변화를 보이고 있음

을 의미한다.

여기서 각 집안 족보에 의하면 한산이씨는 창녕조

씨보다 10년 앞선 1712년에 출생하였으나 창녕조씨

보다 30년 뒤인 1772년에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산이씨 저고리들은 <표 2>에서와 같이 창녕

조씨 저고리들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앞시기 저

고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산이

씨 출토옷들이 졸년(卒年)에 가까운 노년시기의 옷

이기 보다는 그 이전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암

시한다. 즉 한산이씨의 출토의복들은 혼례시 마련된

옷들일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14).

청송심씨경우와는 달리 졸년이 늦은 전주이씨 저

고리 총길이와 고대 그리고 화장의 크기는 출생년

도가 동일한 창녕조씨 저고리에 비하여 크게 나타

난다. 이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 창

녕조씨와 전주이씨는 같은 해에 출생하였으나,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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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지 직물밀도 유물 밀도분포

조 경(1541∼1690) 단령, 철릭, 이불 -

최 원 립(1618∼1690) 창의(No.9) 118+63

남 오 성(1643∼1712) 중치막(No.15),소창의(No.17,18,24,25,29,30) 107∼157+41∼89

해평윤씨(1660∼1701) -

이 진 숭(1702∼1756) 방령 더그래 172+89

창녕조씨(1721∼1742) 저고리(No. 8) 122+66

한산이씨(1712∼1772 저고리(No.10) 144+64

청송심씨(1753∼1810) 저고리(No.2,4) 124∼128+60∼66

<표 5> 출토추사직물 밀도현황

(단위: 경사+위사 올/Inch2)

조씨는 20대에 요절한 반면 전주이씨는 60대 후반

까지 생존함에 따라, 출토의복 역시 중년의 전주이

씨가 착용하던 것으로 젊은 창녕조씨가 착용하던

저고리보다 다소 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유추

한다. 이는 전주이씨가 창녕조씨에 비하여 신체가

다소 크지 않았나 하는 추측과 또 전주이씨 경우

앞의 한산이씨와 달리 중년과 노년에 제작한 것으

로 착용자 나이에 따른 길이차이일 가능성도 보인

다. 이는 앞의 한산이씨의 제작시기와는 다른 해석

이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 연구로 보안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재질
추사

출토 추사직물은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 조경15),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최원립16), 단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해평윤씨17),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남오

성18)과 이진숭19), 여주박물관 소장 창녕조씨20)와 충

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한산이씨21) 무덤 등에서 출토

되었다. 출토추사가 사용된 의복과 밀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출토 추사는 16세기

부터 출현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18세기 유물에서 출

토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가운데 조경과 해평윤씨 출토추사는 측정되지

않아, 그 직물밀도는 알 수 없다. 이외 출토추사밀도

는 1인치내 경사는 107올에서 172올 사이에 분포되

어 있으며, 위사는 41올에서 89올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출토추사 가운데 이진숭묘 추사밀도가

가장 높은 고급 추사이며, 본 청송심씨 출토추사는

창녕조씨 출토추사와 구성된 의복과 시기는 물론 밀

도의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이외 최원립, 남오성, 이

진숭 등 남자출토지의 출토추사는 창의와 더그레의

옷감으로 나타난다. 반면 창녕조씨, 해평윤씨, 한산이

씨와 청송심씨 등 여자출토지의 출토추사는 저고리

의 옷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출토

추사는 남자 출토지에서는 포류에서, 여자출토지에서

는 저고리류의 재질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착용

자의 성별에 따라 의복종류를 달리하여 사용되었음

을 시사한다.

3. 문양
청송심씨 유물가운데 저고리(No.3)의 길과 소매

직물에서는 여지(荔枝)열매와 꽃과 꽃봉오리 안에 만

자(卍字)가 묘사된 여지문(荔枝紋)이 보인다. 출토직

물 가운데 여지문직물은 <표 6>에서와 같이 단국대학

교 박물관 소장 양천허씨(1566∼1626)22)와 경주이씨

(1684∼1753), 경기도 박물관 소장 안동권씨(1664∼

1722), 이직(1664∼1746), 가평박물관 소장 창녕조씨

(1684∼1753) 출토유물에서 보인다. 특히 창녕조씨

출토 저고리3벌(No. 11,15,21-1)에서는 두 종류의 여

지문양이 나타난다. 이러한 여지문직물은 16·17세기

의 양천허씨 출토직물을 제외한 대부분 18세기 출토



제천출토 청송심씨(1753〜1810) 출토유물

- 161 -

출토지 복식류 문양과 직물 문 양 재질

양천허씨(1566-1626) 이불
여지,석류,복숭아,감,불수감,계원,포도,팔길상

무늬의 복합구성문.
문단

안동권씨(1664-1722)23) 치마
여지,석류,복숭아,감,계원,모란,석류꽃,수국,새,

보배무늬,길상무늬복합구성문
문단

이직24)1677-1746 대대(大帶 여지열매는 1개로 보이며 불수감 문단

경주이씨(1684-1753)25) 이불,저고리(No.23) 여지열매 3개가 단독문구성 문단

저고리 여지와 불수감 문단

창녕조씨(1721-1742)26)

저고리(No.11,21-1) 여지열매 3개가 감과 매화 문주(No.11)

저고리(No.15)
여지,석류,복숭아,불수감,새,사슴,석류꽃,도화,

매화,길상문 복합구성
문단

청송심씨(1753-1810) 저고리(No.3) 여지열매 3개가 감과 매화로 구성 4매문능

<표 6> 출토 여지문의 분포와 구성

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여지문직물은

당시 18세기전후에 유행하였던 직물문양가운데 하나

로 유추된다.

이러한 출토여지문단은 앞의 경주이씨와 양천허씨

(1566∼1626) 여지문은 이불감에서 보이며, 안동권씨

(1664∼1722) 여지문은 치마감에서, 이외 본 청송심

씨와 경주이씨 그리고 창녕조씨 여지문은 저고리

(No. 15)옷감에서 그리고 이직(1677∼1746)의 여지

문은 대대(大帶)에서 보인다. 출토여지문은 여자옷과

남자 장신구 그리고 이불감 등 다양한 복식류에서

나타나며, 그 가운데에서도 의복류에서는 여자옷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지의 다산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출토 여지문은 구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를

볼 수 있다. <표 6>에서와 같이 크게 네 종류로 분류

된다. 다양한 과일 혹은 꽃 혹은 보문 등과 함께 구

성된 복합구성 여지문이다. 이러한 복합여지문은 양

천허씨 이불과 안동권씨 치마, 창녕조씨 저고리에서

도 보인다. 둘째는 여지열매 3개가 달린 작은 여지무

늬문이다. 3개의 작은 여지문은 경주이씨 이불과 치

마 그리고 창녕조씨 저고리에서 나타난다. 다른 하나

는 여지와 감 혹은 불수감과 함께 구성된 여지문이

다. 이러한 여지문은 창녕조씨 저고리와 이직의 대대

에서 보인다. 이외 음과 양의 두 형태로 표현된 여지

문이다. 본 청송심씨 여지문이다.

Ⅳ. 결언 및 제언
본 2012년 발굴된 제천출토 청송심씨(1753∼1810)

유물은 저고리와 여모 및 과두 등 3종류 9점으로 소

수가 수습되었으나, 추정연대가 그간의 출토의 예가

비교적 적은 18·19세기 초기의 실물로서 자료적 의미

를 지닌다. 이러한 출토저고리의 형태와 직물과 18세

기 유물과 비교함으로써 본 청송심씨 유물의 복식

자료적 가치를 밝힐 수 있었다. 본 출토저고리 모두

가 겹침 저고리의 상태인 점과 삼원조직의 직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본 출토유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형태변화는 저고리와 여모에서 볼 수 있었다. 저

고리는 총길이가 24㎝에서 25㎝사이로 18세기후반의

한산이씨와 전주이씨의 출토저고리의 길이는 33㎝에

서 40㎝사이인 것에 비하여 현저히 짧아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저고리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고대와

깃 그리고 수구는 크기가 작아지는 변화를 보인다.

반면 곁마기는 길이는 짧아졌으나 나비가 그대로 지

속되어 곁마기 나비가 확대되는 구성비변화를 보인

다. 뿐만 아니라 소매는 오목곡선배래와 곁마기의 확

대는 소매가 좁아보이도록 하는 착시를 일으키도록

하는 구성변화를 볼 수 있다.

또한 여모는 18세기 사각형 덮개의 형태와 모신에

끼워 넣은 봉제구성과 달리 원형덮개형태와 모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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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봉제구성의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18세기 유

물과의 형태변화를 보이는 청송심씨 출토 저고리와

여모는 19세기 복식으로의 변화과정과 구성을 이해

할 수 있는 단서인 실물자료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

서 본 청송심씨 저고리와 여모를 통하여 19세기 복

식구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본 출토직물에서는 삼원조직의 직물 모두를 볼 수

있다. 평직의 명주와 추사, 능직의 무문능과 4매문능,

그리고 수자조직의 8매공단과 5매문단과 공단 등 다

양한 종류의 직물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추사는

18세기출토 추사와 그 맥락을 같이하며 특히 창녕조

씨 출토추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송심씨 유물은 저고리와 여모의

형태구성에서는 18세기와는 다른 시기별 변화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출토저고리의 추사의 사용이나 여지

문의 출현은 18세기 출토 직물과 유사하였다. 반면

저고리의 형태구성은 18세기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

였다. 여자저고리는 짧은 길이와 가늘고 긴 소매로

형태로의 변화하였다. 구성의 변화는 짧고 밀착된 저

고리로, 저고리 미(학)의 구체적 변화를 알 수 있었

다. 본 출토 여자저고리는 19세기 여자저고리구성과

미학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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