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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평정모(平頂帽)의
명칭 검토와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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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6점의 ‘평정모’ 유물에 대한 명칭을 검토하여 그간 사용해 온 ‘평정모’라는 명칭의 오류를 바

로 잡고 유물을 토대로 제작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물 재현에 활용하거나 궁중의례 재현용 관모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정모’라는 명칭은 ‘평정건’에서 유래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녹사(錄事)는 유각평정건(有角平頂巾)을 쓰고, 서리(書

吏)는 무각평정건(無角平頂巾)을 쓴다고 하였으나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평정모 유물은 녹사나 서리가 사용하였던 평정

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히려 세자궁·빈궁의 별감(別監)이나 수복(守僕) 등이 사용하던 흑주두건(黑紬頭巾), 또는 조건

(皂巾)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유물 조사를 통해 재단 방법과 바느질 방법, 완성된 형태와 접어 보관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정모의 구조는 동일하나, 

접었을 때 정면에 드러나는 형태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평정모는 한 조각으로 평면 재

단하여 접는 방법으로 입체적인 모자로 만들었는데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구조를 이루었다. 머리둘레는 55∼59㎝이며, 높이는 19.4∼

21.5㎝이다. 1장으로 재단하기 위하여 머리둘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식서 방향으로 재단하였다.

유물 <창덕 23820>을 토대로 재료 준비, 배접하기, 중심 장식 만들기, 바느질하기, 접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재현품을 제시하였

다. 미리 계산된 독특한 형태로 재단된 흑색 주(紬) 겉감에 삼베를 배접하여 재단을 마무리하였다. 머리 윗부분은 검정색 실로 징궈 

주었고 뒤 중심선은 소색 면사를 사용하여 3.5∼4㎝ 간격의 블랭킷스티치로 고정하여 형태가 완성되었다. 앞 중심의 접힌 부분 안쪽

에는 착용 시 앞쪽 형태를 곧게 유지하기 위하여 대나무 심을 넣고 흰색 면사로 일정한 모양의 스티치를 해서 고정시켰으며 뒤쪽에는 

망건에 고정할 수 있는 길이 2.5㎝, 너비 0.6㎝ 크기의 대나무 첨자(籤子)를 달아 착용 시 벗겨지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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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1993년 창덕궁으로부터 이

관된 ‘평정모(平頂帽)’라는 유물이 16점 소장되어 있다. 

1981년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

理局)에서 간행한 『朝鮮時代 宮中服飾』에 창덕궁에 16점

의 평정건(平頂巾)이 소장되어 있다1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평정모는 이관 과정에서 명

칭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 문헌에 유구

국 사신이 ‘평정모’ 같은 건을 쓰고 있다2는 기록이 보이기

는 하지만 대체로 평정건3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간혹 평정

두건(平頂頭巾)4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후 맥락에 따라 평정모 혹은 평정건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고자 한다. 

평정건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녹사와 서리가 사용

하는 관모로 기록되어 있다. 녹사는 유각평정건(有角平頂巾)

을 착용하고, 서리는 무각평정건(無角平頂巾)을 착용한다5

고 하였다. 그러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평정건이 서리의 무

각평정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조선 후기 가자

(歌者)가 착용한 자적두건(紫的頭巾)의 형태6와 유사하다. 

따라서 평정모 유물의 명칭이 정확한 것인지, 또 착용자는 

누구인지 문헌과 회화자료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왕실과 관련된 재현행사7가 이루어지면서 신

분 낮은 이서(吏胥) 계급의 관모 제작에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간 평정건을 비롯하여 이서 계급의 관모에 대한 연

구8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문헌에 보이는 기록과 

회화자료, 『의궤』 도상 또는 사진 자료로만 연구가 이루어져 

관모를 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평정모 16점 중 상태가 가장 좋은 유물(유

물번호 창덕 23820)을 토대로 유물을 재현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유물의 실측도와 구성법을 제

시하여 추후 제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재현품은 유물 

열람이나 전시에 의한 유물 훼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궁

중의례의 이해나 각종 왕실 관련 재현행사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평정건의 이해

평정건은 녹사가 착용한 유각평정건과 서리가 착용한 

무각평정건으로 구분된다. 평정건은 파리머리9라고도 하는

데 한자로는 ‘승두(蠅頭)’10로 표기된다. 승두는 대체로 ‘작

은 글씨[蠅頭細字]’11또는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을 

비유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1, 『朝鮮時代 宮中服飾』, p.17.

2 『일성록』 정조 10년 (1786) 3월 27일.

3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3일 경진, “戶長、記官 平頂巾” ; 『영조실록』 89권, 영조 33년 2월 20일 임오, “錄事、書吏, 生布衣、生布裹帽及平頂巾, 笠亦

同” 5; 『日省錄』 正祖 16年 5月 27日 壬子, “… 書吏一人着紅團領平頂巾.... 着平頂巾靑直領…”.

4 『영조실록』 20권, 영조 4년 11월 18일 갑자, “錄事、書吏, 公除前白笠、白平頂頭巾、白衣·帶, 公除後, 則黑笠、黑平頂頭巾, 白衣、白帶、白靴·履, 限朞年”.

5 『經國大典』 卷3, 禮典, 12후~15전.

6 『己丑進饌儀軌』 奎 14367, 001책, p.143.

7 1892년 왕의 잔치[검색일 2017. 10. 23], 궁중문화축전, goo.gl/2GO7At

8 李京子, 1978, 「別監服小考」 『한국의류학회지』 제2권1호, pp.61∼67 ; 송혜주, 2003, 『조선시대 중인복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화

재청·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1892년 고종대 진찬의 연구고증』, p.66.

9 이훈종 편저, 1970, 『國學圖鑑』, 一朝閣, p.11.  

10 박두세, 1678, 한석수 역주, 2010, 『요로원야화기』, 박문사, p.28.

11 『四家詩集』 22권, 詩類, “蠅頭細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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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高麗史)』에 우왕 13년(1387) 명나라 제도를 

따른 관복 규정이 보인다. 오군(五軍)의 녹사·재추소(宰樞

所) 지인(知印)은 유각두건(有角頭巾)을, 성균생원(成均生

員)과 지방의 학생(學生), 권무(權務) 및 직임(職任)이 없

는 선비는 고정모(高頂帽)·평정두건(平頂頭巾)을 사용하

도록 규정12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의 제도

로 이어졌다. 

『경국대전』에 녹사는 유각평정건에 단령(團領)과 도

아(絛兒)을 착용하고, 서리는 무각평정건에 단령과 도아

를 착용한다13고 명시되어 있다. 녹사는 8~9품의 품관녹

사(品官錄事)와 품외녹사(品外錄事)로 나뉜다. 영조 33년

(1757) “옛날에는 모대(帽帶)를 착용한 녹사와 유각평정건

에 도대(絛帶)를 착용한 녹사가 있었다”14는 기록과도 관

련이 있다. 즉 품관녹사는 사모와 품대를 사용하고 품외

녹사는 유각평정건에 도아를 사용하였다는 의미이다.15 하

급 행정실무를 맡은 품외녹사는 서리 중에서 구분한 상

급 서리이다.16 한편 서리는 각 관청에서 문서처리·등사

(謄寫) 및 연락사무를 주로 맡던 수청서리(隨廳書吏)와 

소속장의 명령을 수행하던 배서리(陪書吏)가 있었는데 세

종 때 서리로 통일되었다.1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584년 <기영회도(耆英會圖, 

신수14888)>(보물 제1328호)에 무각평정건의 서리와 유각

평정건의 녹사 모습이 보인다<그림 1>. 녹사와 서리는 당상

관 이상의 원로들에게 엎드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녹

사와 서리가 쓰고 있는 관모의 세부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는 어렵지만 동일 형태의 모자 뒤쪽으로 돌출한 뿔[角]이 

있고 없음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한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의 «기로연시화첩(耆老宴

詩畫帖)»(보물 제494-10호)18에도 녹사와 서리의 모습이 

보인다. 이 그림을 통해 유각평정건과 무각평정건의 좀 더 

구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화첩은 청주정씨 고

평종중에서 기탁한 유물로, 선조 32년(1599) 6월 24일, 70

세 이상의 기로소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 때 제작된 것이

다. 연회 광경을 그린 그림과 함께 정탁(鄭琢, 1526-1605)

을 비롯하여 이수광(李睟光, 1563-1628) 등 명인의 시문

이 덧붙여 있다. 

건물 아래쪽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인물들이 보이는데 

우측 기단 위에는 무각평정건의 서리가 엎드려 있고 좌측 

기단 위에는 유각평정건의 녹사가 공수 자세로 엎드려 있

다<그림 2>. 이 그림에서는 앞모습을 볼 수 없으나 『경국대

전』 기록처럼 단령을 입고 있을 것이다. 색상은 담홍색으

로 짐작된다. 평정건은 이마를 둘러싼 무(武) 부분 위에 앞

부분이 높고 뒤가 낮아지면서 돌출된 덮개가 연결되어 있

다. 무각평정건에는 뿔이 없으나 유각평정건은 뒤쪽에 좌

우로 꽂힌 1쌍의 뿔이 있다.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보이

는 이건(吏巾)19의 구조와 유사하다.

12 『高麗史』 卷72, 輿服志 冠服通制.

13 『經國大典』 卷3, 禮典 儀章, 12후~15전.

14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8월 21일 경진.

15 송혜주, 2004, 앞의 글, p.20.

16 錄事[검색일 2017. 5. 8], 네이버 지식백과, goo.gl/JA8Hcp

17 書吏[검색일 2017. 5. 8], 네이버 지식백과, goo.gl/BrWoj2

18 «耆老宴詩畫帖», 1599, pp.81∼82. 한국국학진흥원 제공.

19 『三才圖會』 衣服一卷 27후.

그림 1. 무각평정건의 서리(좌)와 유각평정건의 녹사(우)(<耆英會圖>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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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영조대에는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녹

사의 유각평정건이 오사모로 바뀌었다. 영조 7년(1731) 『장

릉천봉등록(長陵遷奉謄錄)』에 따르면 천봉 때에 녹사와 서

리가 흑평정건에 백의를 착용하였다.20 그러나 영조 24년

(1748) 『속대전(續大典)』에는 녹사가 오사모에 홍단령을 착

용하고 대소조의(大小朝儀)에는 청현색(단령)을 착용한다21

고 하였다. 따라서 녹사의 유각평정건은 영조 7년(1731)~영

조 20년(1744) 사이에 오사모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8

세기 전기에 녹사의 유각평정건은 사모로 바뀌었으나 서리

의 무각평정건은 말기까지 꾸준하게 사용되었다. 유각평정

건이 사라진 상태였으므로 무각(無角)이라는 용어를 추가

하지 않고 ‘평정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조선후기 평상시 궐내에서 서리는 조선전기와 마찬가

지로 평정건에 홍단령을 착용하였다.22 그러나 의궤 반차도

나 그 외 의례에서는 평정건에 청색 관복<그림 3>23을 착용

하였다. 청색 관복은 청의24 또는 청직령25을 말한다. 또한 

진찬 때 음식을 나르는 진지서리(進止書吏)는 평정건에 공

복(公服)·흑대(黑帶)·흑화를 착용하도록 하였는데 착용한 

옷은 <그림 4>26에서 볼 수 있듯이, 흑단령이다.27 따라서 서

리는 궐내에서는 홍단령을 입고, 의례에서는 청직령을, 진연 

때의 진지서리는 공복 흑단령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

듯 서리의 복식은 때에 따라 달라졌어도 관모만은 평정건

을 변함없이 쓰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전기 평정건은 녹사의 

유각평정건과 서리의 무각평정건이 있었으며 18세기 전기 

20 『長陵遷奉謄錄』, 辛亥七月初九日, p.71b, http://yoksa.aks.ac.kr/

21 韓國學文獻硏究所, 1983, 『續大典』, p.222. 

2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p.94.

23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하』 외규장각, p.360.

24 『咸興永興兩本宮春秋封裹謄錄』 奎 1969, 권1, 113후.

25 『咸興永興兩本宮春秋封裹謄錄』 奎 1969, 권1, 126전.

26 국립중앙박물관, 2010,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Ⅰ』, p.40.

27 『己丑進饌儀軌』 奎 14370, 003책, p.145, “進止書吏着公服平頂巾黑靴”.

그림 2. 무각평정건의 서리(좌)와 유각평정건의 녹사(우)(≪耆老宴詩畫帖≫ 

 1599:81~82).

그림 3. 가례 때의 서리(『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하』 외규장각, 1834: 

 363).

그림 4. 진찬 때의 진지서리(국립중앙박물관 2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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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金三不 編著, 1955, 『國文學參考圖鑑』, 新學社, p.3.

29 이훈종 편저, 1970, 앞의 책, p.11.

30 국립중앙박물관, 2010, 앞의 책, p.40.

영조대에 녹사의 유각평정건이 사라지면서 서리의 평정건

만 남았다. 한편 그 형태는 이마 부위를 두른 무(武)와 그 

위를 덮는 부분[蓋]으로 구성되는데 정수리를 덮는 부분은 

앞이 높고 뒤가 낮으며 뒤로 뾰족하게 돌출된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평정

모라는 것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형태이므로 서리의 평정

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관모가 ‘평정모’로 명명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1955년 간행된 김

삼부의 『국문학참고도감(國文學參考圖鑑)』에 서리의 관

모를 파리머리[平頂巾]라고 하면서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그림 5>28를 제시하였다. 이 그림에 이미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1970년 이훈종은 『국학도감』에서 평정건

을 쓴 서리의 모습을 <그림 6>29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 후 

1981년에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에서 간행한 『조선시대 

궁중복식』에서 당시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던 이 관모를 ‘평

정건’<그림 7>으로 명명하였고 1993년에 창덕궁에서 현재의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되면서 ‘평정건’을 ‘평정모’라는 명

칭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정건 형태에 대한 

오류는 1955년 김삼부의 『국문학참고도감』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평정모라고 하는 관모는 가자

(歌者)의 자적두건<그림 8>30 <그림 9>31과 형태가 유사하

다. 유물의 색상이 흑색이므로 물론 자적두건은 아니다.  

그림 5. 서리 평정건(金三不 1955:3). 그림 6. 서리 평정건(이훈종 1970:11). 그림 7. 평정건(一名 파리머리)(문화공보부ㆍ문화재 

 관리국 1981:17).

그림 8. 자적두건을 쓴 가자(국립중앙박물관 

 2010:40).

그림 9. 자적두건(『己丑進饌儀軌』 001책,

 1829:143).

그림 10. 수복의 조건(김용숙 1987: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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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건(黑巾), 조건(皂巾) 등의 가능성이 있다. 『경국대전』에

는 대전의 별감은 ‘자건’을 쓰고 세자궁과 빈궁의 별감은 

‘조건’을 착용한다32고 하였다. 조건을 쓴 세자궁의 별감 모

습은 1784년 <문효세자 보양청계병>33에서 확인된다. 

한편 영조대 『속대전(續大典)』에는 수복이 ‘조건’을 

착용한다34는 내용이 보인다. 18세기 후기 기록인 윤기(尹

愭, 1741~1826)의 『반중잡영(泮中雜詠)』에 성균관 수복

이 “흑관(黑冠)에 홍의(紅衣)를 입었다”35는 기록과 “전자

건(典字巾)에 진홍단령(眞紅團領)36을 입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순조 17년(1817) 왕세자 입학례 때 성균관 대성전

에서 올린 작헌례 때에도 수복이 홍의에 조건을 쓴 모습

37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그림 10>38은 성균관 석전(釋奠)에 수복이 조건을 

착용한 모습이다. <그림 11>39은 1922년 종묘로 향하는 영

친왕의 사진이다. 앞서 가는 인물이 종묘 소속의 수복 또는 

별감으로 짐작된다. 

한편 『탁지준절』에는 종묘(宗廟)·선원전(璿源殿)·

영희전(永禧殿)·효장묘(孝章廟) 수복은 홍의(紅衣)에 홍

색 두건을 착용 하는데 흑주 두건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복은 홍색이나 흑색 두건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색상만 차이가 있을 뿐, 재료는 서로 동일하였다 

<표 1>.40 두건의 재료로 보아 겉감 주에 안감 포를 사용하

고 겉감과 안감 사이에 포를 한 겹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국대전』에 나장(羅將)과 조례(皂隷)도 ‘조

31 『己丑進饌儀軌』 001책, p.143.

32 『經國大典』 卷3, 禮典, 13전∼15전.

33 국립중앙박물관, 2010, 앞의 책, p.77.

34 韓國學文獻硏究所, 앞의 책, pp.222∼223.

35 尹愭, 李敏弘 譯註, 1999, 『朝鮮朝成均館의 校園과 太學生의 生活像』,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104.

36 위의 책, p.82, ‘守僕六人典字巾眞紅團領色鮮新’.

3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책, p.66.

38 金用淑, 1987, 『朝鮮朝 宮中風俗硏究』, 一志社, 圖12.

39 국립고궁박물관, 2011, 『순종황제의 서북 순행과 영친왕·왕비의 일생』, p.72.

40 『度支準折』 가람古 336.2-T126t, 86a, http://e-kyujanggak.snu.ac.kr/

그림 11. 종묘로 향하는 영친왕과 수복 또는 별감(국립고궁박물관 

 2011:72).

표 1. 『탁지준절』의 수복ㆍ별감ㆍ조례용 두건 재료 비교

신분 겉감 안감 기타

守僕 紅紬  一尺四寸 挾布 二尺一寸 (黑紬同)

別監 紫的紬 一尺四寸 挾布 二尺一寸

皂隷 靑染布 一尺四寸 生苧 一兩
落幅紙 一度, 
膠末 一升

그림 12. 나장(『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 17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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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착용 한다41고 하였다. 나장의 모습은 조선시대 풍

속화42나 각종 『의궤』의 반차도<그림 12>43는 물론, 유물 

<그림 13>44으로도 확인된다. 

그러나 나장과 조례의 ‘조건’은 별감이나 수복의 ‘조

건’과는 형태와 재료가 다르다. 가자나 대전별감의 자적두

건이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과 세자궁·빈궁 별감, 

수복의 조건은 옆으로 넓게 퍼진 형태이며 주(紬)로 제작

하는 반면, 나장이 사용한 조건은 위로 뾰족한 형태이고 

알도가 장식된 관모로, 삼베[布]로 제작하였다. 두 유형의 

관모가 명칭은 ‘조건’으로 같지만 용도와 형태, 재료는 전

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평

정모는 세자궁·빈궁의 별감이나 종묘 등의 수복이 착용

한 ‘흑주두건’이나 ‘조건’일 가능성이 크다.

Ⅲ. 유물 조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평정모’는 추후 ‘흑주두건’으

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건’이라

는 명칭은 나장이나 조례의 ‘조건’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

로 이 글에서는 소장처의 명칭인 평정모라는 용어를 그대

로 사용하고자 한다.

1) 구조와 접음 방식에 따른 유형 

평정모는 한 조각으로 평면 재단하여 접는 방법으

로 입체적인 모자로 만들었는데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구

조를 이루고 있다. 머리둘레는 55~59cm이며, 높이는 

19.4~21.5cm이다. 재단 시 머리둘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올

방향으로 재단하였는데 한 폭의 옷감에서 이음선 없이 재단

하기 위해서이다.

흑색 주(紬) 겉감에 삼베를 배접한 뒤, 겉감의 시접에 

풀칠하여 안쪽으로 접어 붙이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머리 윗부분은 풀칠하거나 검정색 실로 징궈 주었다. 뒤 중

심선에서 소색 면사로 3.5~4cm 간격으로 고정하여 형태를 

완성시켰다. 앞 중심 접힌 부분 안쪽에는 착용 시 앞쪽 형태

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나무 심을 넣었다. 

평정모의 구조는 동일하나, 접었을 때 정면에 드러나는 

형태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3가지 유형으

41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7, 『經國大典』, pp.237~238.

42 국립국악원, 2003,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Ⅱ』, 민속원, p.148.

43 『文孝世子册禮都監儀軌』 외규장각, p.240.

4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189.

그림 13. 나장 관모 알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13:189).

그림 14. 평정모<창덕 23820>와 평정모 뒤쪽 중앙선 하단에 달린 대나무 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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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평정모의 세 유형

유형 유물번호
유물 접힌 상태

안쪽 중심 바느질선
크기 (cm)

접힌 앞모습 접힌 뒷모습 가로 세로

(가)

3점

창덕

23815
20 21.5

창덕

23817
20.5 21.5

창덕

23820
19 22

(나)

10점

창덕

23814
20 19.5

창덕

23818
19 20.3

창덕

23821
18 20.5

창덕

23822
20.5 20

창덕

23823
20.5 20

창덕

23824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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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면 <표 2>과 같다. 

(가) 유형 : 유물번호 <창덕 23815>, <창덕 23817>, <창

덕 23820> 3점이 해당된다. 접었을 때 정면에서는 접힘선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위쪽이 뾰족한 형태이다. 그리고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뒤쪽 중앙선 하단에는 대나무로 만

든 작은 첨자(籤子, 길이 2.5㎝, 너비 0.6㎝)를 면사 두 줄로 

매달아 놓았는데 줄의 길이는 5㎝ 정도이다. 첨자는 착용 

시 망건에 끼워 건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로 

짐작된다.

(나) 유형 : 유물번호 <창덕 23814>, <창덕 23818>,  

표 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평정모의 세 유형

유형 유물번호
유물 접힌 상태

안쪽 중심 바느질선
크기 (cm)

접힌 앞모습 접힌 뒷모습 가로 세로

(나)

10점

창덕

23825
20.5 20

창덕

23826
21 22

창덕

23828
19 20

창덕

23829
20.3 19.3

(다)

3점

창덕

23816
20.5 20.5

창덕

23819
18.3 20.8

창덕

23827
18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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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 23821>, <창덕 23822>, <창덕 23823>, <창덕 23824>,  

<창덕 23825>, <창덕 23826>, <창덕 23828>, <창덕 23829> 

등으로 모두 10점이다. 정면 하단 부분에 두 쌍의 사선 접

힘선과 중심선 일부가 보인다. 

(다) 유형 : 유물번호 <창덕 23816>, <창덕 23819>, <창

덕 23817> 로 모두 3점이다. 앞의 두 유형이 복합된 형태로, 

위쪽이 뾰족하면서 접힘선 한 쌍이 드러난다. 또한, 좌우 접

힘선이 감침질로 연결된 부위가 중심의 주름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유물 <창덕 23816>에는 안감 삼베 

위에 유지(油紙)가 일부 덧대어져 있다.

위의 유물 그림에서 밑변은 착장했을 때 뒷면 상단

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장식선 부분이 앞면인

데 뒷면을 덮은 상태이다. 뒷면 위에 앞면의 장식 부분이 

접혀 포개진 형태이다. 모자를 착용하였을 때 앞 중심의 

장식 부분을 정면에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접혀있을 때의 형태가 뾰족한 부분이 위를 향하고 앞

면과 뒷면이 함께 있는 면을 ‘접힌 앞모습’이라고 하고 머

리 윗부분의 평평한 면의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고 있

는 것을 ‘접힌 뒷모습’이라 지칭하였다.

2) 소재

평정모 직물의 밀도와 소재 확인을 위하여 확대경, 디

지털휴대용현미경(Scalar-DG3x),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7100F)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겉감은 평견직물인 주(紬)로 확인되었고, 안감은 마

포(麻布, 삼베)로, 고정용 실은 면사(綿絲)로 분석되었다. 

『탁지준절』의 재료에 의하면 겉감에 주(紬)를 사용하

고 안감으로 베를 사용하는데 겉감과 안감 사이에 베를 한 

겹 더 넣었다. 『탁지준절』에 그려진 포백척(布帛尺)을 통해, 

1촌은 약 5㎝임45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겉감 주(紬)는 1

척 4촌으로 약 70㎝, 안감인 삼베는 한 장의 소요량을 1척 

5리로 보았을 때, 약 52.5㎝로 볼 수 있다. 또한 『탁지준절』

의 ‘紬紵木布綿’ 부분에서 주와 삼베의 폭 너비는 7촌46으

로 기록되어 있어 직물의 폭 너비는 모두 약 35㎝로 추정이 

가능하다. 

평정모의 둘레를 보면, 직물의 폭이 최소 51㎝ 이상이 

필요하다. 평정모의 높이 방향으로 옷감의 올방향을 맞춘다

면 폭 이음 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옷감 폭의 이음선 없

이 한 조각으로 제작된 것을 볼 때 건의 너비 방향에 옷감

의 올방향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45 『度支準折』, 13b.

46 위의 책, 11a~16a.

그림 15. 겉감 주(紬)(×100). 그림 16. 안감 마포(麻布)(×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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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모의 겉감 주의 조직 사진은 <그림 15>와 같고 삼

베 안감의 조직 사진은 <그림 16>과 같다. 평정모 유물의 옷

감 밀도는 <표 3>과 같다. 밀도의 수치는 모자의 둘레를 경

사 방향으로 가정하여 제시한 수치이다. 겉감의 경우, (가)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밀도가 낮고, 경위사 밀도 비율에

서는 경사가 더욱 낮다. (나)와 (다)의 밀도나 경위사 밀도의 

비는 서로 유사하였으며 안감도 세 유형 모두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Ⅳ. 제작방법

16점의 평정모 중 <창덕 23820> 유물은 (가)유형에 

속하고 <표 3>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평정모를 재현하

기 위해 치수와 실측도를 알아보고 구성상의 특징과 구성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실측도 

평정모 유물(유물번호 창덕 23820)의 치수와 실측도는 

<그림 17>과 같다. 실측도에 따르면 건의 밑변 너비는 59cm

이며 높이는 26cm이다.

2) 제작순서 

유물번호 <창덕 23820> 평정모 유물은 겉감 명주에 안

감 삼베가 배접(褙接)되어 있다. 배접이란 글과 그림에 종이

나 비단 등을 덧대어 튼튼하게 지지하는 일47을 말한다. 풀

은 서화와 다른 재료들 즉 배접지나 표장비단 등을 연결하

기 위한 접착제로 사용되는데, 밀가루 등을 수침하여 얻은 

소맥전분을 사용하였으며, 약재를 섞어 충해를 방지하기도 

하였다.48 최근 발표된 연구에도 배접 시 온·습도의 변화와 

변색에 대한 내구성을 위하여 배접 풀은 소맥전분 삭힌 풀

을 사용한다고 하였다.49 따라서 배접에 사용되는 풀은 밀가

루를 충분히 침수한 뒤 단백질을 제거한 소맥전분 삭힌 풀

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단 이번 연구는 평정모 유물 보수나 

복원이 아니라 제작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정모 제

작에는 밀가루 풀을 만들어 바로 사용하였다.

(1) 재료 준비 : 겉감 명주, 안감 삼베

안감 겸 배접용 삼베는 원 치수대로 재단하고 겉

47 국립고궁박물관, 2008,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粧䌙)』, p.229.

48 전지연, 2006, 「장황에 쓰인 풀에 관한 문헌연구」 『생활문물연구』 제19호, p.30.

49 李秀禮, 2014, 「美黃寺 掛佛圖 模寫를 통해 본 製作技法과 材料 硏究」 『文化史學』 제42호, p.115.

표 4. 평정모(유물번호 창덕 23820)

① 접힌 앞모습 ② 접힌 뒷모습 ③ 옆모습 ④ 뒷모습

표 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평정모 소재의 제직 특성

평정모 가(유형) 나(유형) 다(유형)

겉감밀도(inch)

경사 64 103 118

위사 71 93 99

경위사밀도비 0.9 1.1 1.2

안감밀도(inch)

경사 24 24 24

위사 21 20 17

경위사밀도비 1.1 1.2 1.4

그림 17. 평정모(유물번호 창덕 23820)의 치수와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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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명주는 배접 과정에서 줄어들므로 실측도의 크기보다 

3~4cm 크게 마름질 한다. 

(2) 배접하기  

밀가루는 채에 쳐서 덩어리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풀

을 쑨다. 밀가루 풀의 농도는 주루룩 떨어질 정도로 묽게 

준비한다. 매끄러운 판에 명주를 펴고 그 위에 스프레이

로 물을 뿌리고 올을 맞추어 펴 준다. 물을 뿌린 명주 위

에 붓을 사용하여 풀을 쓸어가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

도록 꼼꼼히 칠해준다. 풀칠한 명주 위에 삼베를 올려 올

을 맞추고 삼베 위에도 풀칠을 해 주는데 공기가 들어가

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중심 장식 만들기

배접한 것이 완전히 마르면 중심 부분을 먼저 접어

주는데 중앙에 2cm 너비가 중심이 되어 양옆의 1cm 너

비를 안으로 마주보게 접어준다. 중앙 2cm 너비 안쪽으

로 너비 1cm, 길이 10cm 크기의 대나무를 <그림 18>50과 

같이 중앙에 넣고 오므린다. 앞면의 중심 기둥에서 가장

자리 1~3cm 간격으로 백스티치를 이용해 소색 실로 고

정 하면 <그림 19>와 같다.

백스티치를 하는 순서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크기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착용했을 때 앞 모

양이 변형되지 않고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하면서 검정색 바탕에 흰색 실로 무늬를 만들어 장식적인 

효과를 유도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가장자리의 시접

은 <그림 20>의 번호 2와 2, 3과 3 사이에 가위집을 넣어

준 후에 안감 쪽으로 넘겨 붙여 준다. 이때 중심기둥 아랫

부분의 시접은 남겨두고 붙여준다.

(4) 바느질하기

바느질은 <그림 20>에서 볼 수 있듯이, 평정모의 앞 중

심, 윗부분과 뒤 중심을 같은 번호끼리 서로 맞대고, 번호 

그림 20. 바느질 순서.

50 모든 제작과정 그림은 2016년 7월에 연구자가 촬영한 것이다.

그림 18. 앞 중심에 나무 넣기(안). 그림 19. 앞 중심 장식.

그림 21. 앞 장식 윗부분을 모은 형태. 그림 22. 위 중심 연결한 형태.

그림 23. 위 중심 연결 후 안감 쪽 모습. 그림 24. 완성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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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3~4cm 간격으로 블랭킷스티치로 고정한다. 블랭

킷스티치로 고정된 평정모는 입체적인 형태가 된다.

① 먼저 <그림 21>과 같이 가운데 중심을 모아 뒤로 

넘기면서 <그림 20>에서의 번호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블랭

킷스티치로 3~4cm 간격으로 모두 6군데를 고정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3>은 위 중심을 연결한 <그림 22>의 평

정모 안감 쪽 모습으로 앞 중심 기둥 부분의 시접만 남겨

두고 나머지 겉감의 시접에 풀을 발라 안쪽으로 넘겨 붙여 

주웠다.

② 바느질 순서는 <그림 20>에서 번호 2, 3, 번을 같은 

번호끼리 서로 맞대고 번호 순서대로 3~4cm 간격으로 실

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검정실로 징궈 준다. 그리고 번

호 4번은 블랭킷스티치로 고정하여 준다. 번호 2와 3은 3군

데, 번호 4는 6군데씩을 각각 고정하면 <그림 24>와 같이 

입체적인 형태의 평정모가 된다.

(5) 접기 

평정모는 접는 방법만으로도 입체적 형태의 앞쪽 

장식이 만들어지고 보관이 편리하도록 평면 형태가 

된다.

① 평정모의 윗부분 안쪽 중심에 뒤 중심 안쪽을 

<그림 25>와 같이 서로 잘 맞댄 후 접어준다.

② ①의 접혀있는 뒤 중심에 앞쪽의 중심을 맞추어 

<그림 26>과 같이 접어주는데 <그림 26>에서 보이는 실핀

이 있는 지점 7cm까지만 접어준다.

③ 앞 중심기둥 가장자리 끝부분에서 ②번 실핀 지점

까지 접고, ②번 실핀 지점에서 <그림 27>에서와 같이 윗부

분 가장자리 끝에서 6cm 내려온 지점까지 접어준다. 접은 

부분들을 펴서 보면 <그림 28>과 같다.

④ <그림 29>는 지금까지 접은 앞 형태이고 <그림 30>

은 뒤의 형태이다. <그림 27>의 접힌 뒤 형태를 보면 옷감의 

경사가 중심을 향하여 마주보는 사선 방향을 이룬다. 유물 

재현 시 경사 방향을 건의 둘레방향으로 재단하여 만들어 

접은 형태에서도 중심을 향해 사선 방향을 하고 있었다. 따

라서 평정모를 재단할 때 경사 방향이 건의 둘레 방향으로 

볼 수 있다.

⑤ 앞쪽<그림 29>의 접혀진 장식부분 안쪽으로 

접혀 들어간 가장자리를 1.5cm 정도 밖으로, 양쪽을 

그림 25. 중심끼리 맞추어 접기. 그림 26. 뒤중심에 앞중심 맞추어 접기.

그림 27. 7cm 지점까지 접은 형태. 그림 28. 접힌 부분을 모두 편 형태.

그림 29. 접힌 앞 형태. 그림 30. 접힌 뒤 형태. 그림 31. 가장자리를

 뺀 형태.

그림 32. 완성된 형태. 그림 33. 앞 중심

 안쪽 감침질.

그림 34. 첨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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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경사지게 빼주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2>

에서 1.5cm 사선지게 빼낸 윗부분의 끝에서 1cm 정도 

아래까지 사선지게 안으로 접어 넣으면 <그림 32>와 같

은 형태로 평정모가 완성된다.

⑥ 남겨둔 앞부분 시접을 안으로 접은 후에 <그림 33>

과 같이 감침질로 마무리 해준다. 마지막으로 길이 2.5cm, 

너비 0.6cm 크기로 끝부분이 뾰족한 대나무 첨자를 10cm 

길이의 면사에 끼워 넣는다. 그리고 <그림 34>처럼 평정모를 

착용하였을 때 뒤 중심의 아랫부분 블랭킷스티치한 곳에 넣

어서 매듭지어 고정시킨다.  

(6) 완성된 형태

평정모(유물번호 창덕 23820)의 재현된 형태는 <표 5>

와 같다.

Ⅴ. 결론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6점의 ‘평정모(平

頂帽)’ 유물에 대한 명칭을 검토하여 그간 사용해 온 ‘평정

모’라는 명칭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또 유물을 토대

로 제작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물 재현에 활용하거나 궁중

의례 재현용 관모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정모’라는 명칭은 녹사나 서리가 착용하였던 ‘평정

건(平頂巾)’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녹사(錄事)는 유각평정건(有角平頂巾)을 쓰

고, 서리(書吏)는 무각평정건(無角平頂巾)을 쓴다고 하였

으나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평정모 유물은 녹

사나 서리가 사용하였던 평정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 오히려 세자궁·빈궁의 별감(別監)이나 종묘 등의 수복

(守僕) 등이 사용하던 흑주두건(黑紬頭巾), 또는 조건(皂巾)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유물 명칭을 변경한

다면 ‘흑주두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 조사를 통해 소재, 재단 방법과 바느질 방법, 완성된 

형태와 접어 보관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겉감은 흑주(黑

紬)이고 안감 겸 심감은 삼베였다. 그리고 바느질은 면사를 사

용하였다. 평정모의 구조는 동일하나, 접었을 때 정면에 드러나

는 형태에서 약간씩에 차이를 보여 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평정모는 한 조각으로 평면 재단하여 접는 방법으로 

입체적인 모자로 만들었는데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구조를 이

루었다. 머리둘레는 55~59cm이며, 높이는 19.4~21.5cm이다. 

1장으로 재단하기 위하여 머리둘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올 

방향으로 재단하였다.

유물 <창덕 23820>을 토대로 재료 준비, 배접하기, 중

심 장식 만들기, 바느질하기, 접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재

현품을 제시하였다. 미리 계산된 독특한 형태로 재단된 흑

색 주(紬) 겉감에 삼베를 배접하여 재단을 마무리하였다. 

머리 윗부분은 검정색 실로 징궈 주었고 뒤 중심선은 소색 

면사를 사용하여 3.5~4cm 간격의 블랭킷스티치로 고정하

여 형태가 완성되었다. 앞 중심의 접힌 부분 안쪽에는 착

용 시 앞쪽 형태를 곧게 유지하기 위하여 대나무 심을 넣

고 흰색 면사로 일정한 모양의 스티치를 해서 고정시켰으

며 뒤쪽에는 망건에 고정할 수 있는 작은 대나무 첨자(籤

子)를 달아 착용 시 벗겨지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별감이나 수복이 사용한 독특한 형태를 지닌 이 관모

는 평면 재단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접는 방식으로 독특한 

형태를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접해 보지 않으면 이

해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관모였다. 접어서 부피를 줄여 보관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조상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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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평정모<유물번호 창덕 23820>의 재현품

① 앞 형태 ② 접힌 뒤 형태 ③ 좌측 모습 ④ 우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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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Review, and Production Method of 
Pyeongjeongmo, Housed by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his paper reviewed the legitimacy of the name of those sixteen pieces of hat artifacts known in Korean as 

pyeongjeongmo and currently housed by the National Palace Museum. This was undertaken in order to rectify 

the error of calling them pyeongjeongmo. Also, the paper suggested pyeongjeongmo’s production method to apply 

representation of the artifacts or production of Joseon officials’ hats as representation of ritual costumes in the 

royal court. 

The name pyeongjeongmo originated from pyeongjeonggeon. Gyeongguk Daejeon recorded that noksas wore 

yugak-pyeongjeonggeon and seoris wore mugak-pyeongjeonggeon, but the pyeongjeongmo artifacts housed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have been found irrelevant to those pyeongjeonggeons put on by both noksas and seoris. 

Rather, they has been confirmed as corresponding to dugeon or jogeon worn by byeolgams or suboks who served 

at the palace of the crown prince or princes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artifacts, the researchers could find out the tailoring and sewing methods, 

the finished look, and the folding manner of pyeongjeonggeon. Although the structure of pyeongjeonggeon was 

generally consistent, the frontal look was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folding manner, resulting in three 

distinguished types of pyeongjeonggeon. Regardless, the pyeongjeongmo was made with one piece of fabric by 

a flat tailoring and folding method to create a three-dimensional hat. The finished shape appeared low in the 

front and high in the back side structure. The head girth was 55~59 cm, and the height was 19.4~21.5 cm. To 

make it with one piece of fabric, the head girth part was tailored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strands. 

Based on the artifact Changdeok 23820, this paper has also suggested a finished reproduction through the 

processes of preparing the materials, mounting, making the center ornaments, sewing and folding. The tailoring 

was completed with black silk fabric which was cut in a unique shape designed in advance, and hemp fabric 

which was mounted to the former. The top part of the head was finished with black threads, and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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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at the back was fixed with decolored cotton threads by blanket stitches with 3.5~4 cm intervals. Bamboo 

strands were inserted in the inside of the front-folded part, which then was fixed by patterned stitches with 

white cotton thread. At the back, a small bamboo clasp was attached so that one can lock it to the headband and 

prevent it from falling o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