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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의 외규장각 의궤 중 운보문단(雲寶紋緞) 책의(冊衣)를 대상으로 운보문의 편년 설정 방법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규장각 의궤 중 운보문단 책의는 현종 즉위년(1659) 『효종국장도감의궤(상·하)』부터 영조 20년(1744) 『사도

세자가례도감의궤』까지 86년간 89책(冊)에서 사용되었다.

둘째, 의궤 책의에 사용된 보문 종류는 14종으로 파악되었는데 잡보(雜寶)인 금정(金錠), 만자(卍字), 방승(方勝), 방

승(쌍), 보주(寶珠), 산호(珊瑚), 서각(犀角), 서보(書寶), 애엽(艾葉), 여의두(如意頭), 전보(錢寶), 전보(쌍), 특경(特磬), 화

보(畵寶)이다.

셋째, 운보문 판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보문의 명칭을 결정한다. (2)운두(雲頭) 꼭지점을 기준으로 운두가 일방향

(一方向)으로 배열되었는지 양방향(兩方向)으로 배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운두에 연결된 만자꼬리 중 상하꼬리 방향

이 좌향인지 우향인지 파악한다. (4)운두를 중심으로 사분면에 배열된 보문 조합이 ‘1조(組) 보문형’인지 ‘2조 보문형’인

지 확인하고 운두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향꼬리는 좌상(左上) 면에서 시계 역방향으로 보문을 판독하고 우향꼬리 운보문

은 우상(右上) 면에서 시계 순방향으로 보문을 판독한다. 2조 보문인 경우는 첫 보문의 명칭을 가나다 순으로 따져 ‘제1

조 보문’과 ‘제2조 보문’을 결정한다. (4)운보문에서 판독한 내용을 유물명부터 유물번호, 소장처, 왕조, 연도, 1-1면, 1-2

면, 1-3면, 1-4면, 방향, 2-1면, 2-2면, 2-3면, 2-4면, 운두 크기, 단위문 크기 등 16항목으로 정리한다. 이러한 판독법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운보문의 연대 파악을 위한 ‘정하 운보문 판독법’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현종 즉위년(1659)부터 영조 20년(1744)까지 86년간의 의궤 89책 책의에서 28종의 운보문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운보문에 사용된 보문은 단독보문과 조합보문을 포함하여 45종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보주(85건), 산호(84

건), 서보(42건), 방승(쌍)(41건) 등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운보문 판독법을 연대가 정확한 초상화와 출토복식, 전세유물 등에 운보문 판독법을 적용해본 결과, 유물의 

연대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  문  초  록

주제어  외규장각, 의궤, 책의, 운보문, 편년 

투고일자  2019. 08. 06 ● 심사일자  2019. 10. 22 ● 게재확정일자  2019. 11. 11

외규장각 의궤 책의 문양을 통한 
운보문 편년 설정 방법

이은주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lej580@naver.com



19  외규장각 의궤 책의 문양을 통한 운보문 편년 설정 방법

Ⅰ. 머리말

조선시대 의궤는 국가 의례를 예법에 맞게 행하기 

위한 전례를 기록한 책으로,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이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

은 조선시대의 뛰어난 기록 문화이다.1 현재 국립중앙박

물관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소장품인 외규장각 의궤(1630~1857) 297책이 보

관되어 있다.

외규장각 의궤는 1979년 파리국립도서관에 근무하

고 있던 고(故) 박병선이 공개하면서 존재가 알려지게 되

었다. 1991년에 정부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외규장각 의궤를 프랑스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

청하였다. 1993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고속철도 수

주를 위해 『현목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1823)』 한 권을 

반환2하였으나 진전이 없었다. 이후 20여년간의 끈질긴 

정부 차원의 외교 노력과 대한민국 국력의 신장이 바탕이 

되어 반환 협상에 성공하였다.3 그 결과 2011년 5월에 추

가로 296책이 반환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외규장각 의궤는 대부분 겉표지를 직물로 싸고 제목

을 적어 장정하였는데 표지를 싸는 소재를 책의(冊衣)라

고 한다. 특히 외규장각 의궤는 어람용이 대부분이기 때

문에 차별된 장황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4 국립중앙박물

관은 2012년 1월부터 외규장각 의궤 홈페이지를 통해 원

문 이미지와 표지 이미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5

이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하고 있는 의궤 표지 중 87책의 운보문단(雲寶紋緞) 이미

지와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해 추가로 제공받은 미상의 이

미지를 포함하여 89책의 운보문단 이미지를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6 그리고 유물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국립중앙박

물관이 간행한 『조선왕조의궤 학술총서 1·2』에 제시된 정

보를 활용할 것이며 그 외 선행연구 자료들7을 참고하면서 

운보문단 보문의 종류와 배열 순서를 통해 운보문의 편년

을 설정할 수 있는 운보문 판독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제시한 운보문 판독법을 활용하여 조

선후기의 초상화, 출토복식, 그리고 전세유물의 시기를 파

악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운보문의 형태나 보문

의 종류만을 언급하였을 뿐 편년 설정에 대한 시도는 없

었다. 외규장각 의궤의 책의는 연대가 분명하고 문양 판

1 외규장각의궤[2019. 5. 1 검색], 이선영, “외세 방어의 거점, 강화도로 떠난 인문열차”, 2019. 4.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 외규장각의궤[2019. 5. 1 검색], 이인용, “미테랑 대통령, 휘경원 원서도감의궤 김 대통령에게 직접 반환”, 1993. 9. 15, MBC NEWS http://reurl.

kr/3904B427YP.

3 외규장각의궤[2019. 5. 1 검색], 김성수, “전주시, 문화재 반환 협상 과정을 통해 본 외교전략의 중요성”,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

4 국립중앙박물관, 2014,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p.13.

5 국립중앙박물관, 2014, 위의 책, p.5.

6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사이트(http://www.museum.go.kr/uigwe/content/)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출처를 생략하고자 한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국립중앙박물관에 감사드린다.

7 경기도박물관, 2016, 『衣紋의 조선: 무늬』; 고부자, 2001,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단국대학교출판부; 국립대구박물관, 2011, 『신득연家 여인 외출하

다』; 김민정, 2002, 「朝鮮時代 出土服饰에 나타난 雲·雲寶紋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승원, 2012, 「외규장각 의궤 원표지 직물의 현황과 특징」 『조선

왕조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박승원, 2014, 「외규장각 의궤 책의에 사용된 직물무늬」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국립중앙박물관, pp.88∼115; 심연

옥, 2006, 『한국 직물 문양 이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안현주·조우현, 2010,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문양 연구」 『服飾』 60(10), pp.100∼117; 安芝園, 

2000,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구름무늬의 상징성 및 조형적 특성」, 暻園大學校 碩士學位論文; 오하나, 2008, 『15세기 이후 한·중 전통직물의 보문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진·조효숙·홍나영, 2007, 「조선 말기 단(緞)의 종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服飾』 57(3), pp.37∼52; 이주영 외, 2004, 「보문(寶紋)

의 유형과 조형성 연구」 『服飾』 54(2), pp.11∼23; 임영자, 1980, 「實物로 본 色彩와 무늬(紋)의 考察: 李朝時代 衣裳中 雲紋을 中心으로」 『服飾』 3, pp.67∼84; 

조효숙, 2006, 『우리나라 전통 무늬 1 직물』, 눌와; 조효숙·이은진, 2015,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보배무늬의 변화 경향과 구성 유형」 『服飾』 65(7), pp.32∼

46; 조효숙·임경화·김지연, 2003,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포류(袍類)에 사용된 직물 유형 연구」 『服飾』 53(4), pp.113∼129; 河美子, 1997, 「寶紋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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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충분할 정도로 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분석에 필

요한 수량도 89점이 확보되어 운보문단의 보문 판독에 의

한 편년 설정 방법을 제시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17∼18세기 외규장각 의궤 책의의 운보문에 근거하

여 편년 설정 방법을 도출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문양의 

일관성을 보이는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운보문 DB를 구

축함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추후 조선 후기 운보문단 유

물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대가 불확실한 

운보문 관련 유물의 시대 추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외규장각 의궤 운보문단  
책의의 특징

1. 외규장각 의궤 책의의 소재과 색상

의궤는 열람자가 누구냐에 따라 ‘어람용 의궤’와 ‘분

상용 의궤’로 구별된다. 관련 부서에서 보거나 사고(史庫) 

등에 보관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분상용 의궤는 대부분 홍

포(紅布)로 장정8되었지만 왕실에서 볼 목적으로 제작되

는 어람용 의궤는 견직물로 장정하여 분상용과는 격을 달

리하였다. 외규장각 의궤 297책 중 289책이 어람용 의궤

이다.9 어람용 의궤에는 ‘책의’로 사용된 직물 외에 제목을 

쓴 제첨(題簷), 제첨의 가장자리에 두른 붉은 선인 ‘홍협

(紅頰) 등이 사용되었다.10 이 연구에서는 제첨이나 홍협

은 제외하고 책의에 사용된 문양, 그 중에서도 운보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외규장각 의

궤는 대부분 어람용인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기 

전에 책의의 상태가 좋지 않아 프랑스에서 개장(改粧, 사

진 1)11하였다. 개장 후 분리 보관된 원표지(사진 2) 296건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보관되어 있다.12 분리 보관된 

원표지 중 281건은 직물에 붙어 있는 분류번호를 통해 해

당 의궤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어람이 277건, 분상이 

4건이다. 나머지 분류 번호가 없는 15건은 의궤 제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13 

책의에 사용된 소재는 문단(紋緞), 문릉(紋綾), 주

(紬), 마[布], 종이 등이다.14 또 문직물을 사용한 의궤는 

155책인데 그 중 137책이 문단이다.15 책의 소재에 문단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닥 조직을 5매 2띔 혹은 5매 

3띔의 경주자직으로 하고 무늬 조직은 5매 2띔 혹은 5매 

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규장각, 한국학의 여정』, p.83.

9 유새롬, 2014, 「외규장각 의궤 장황의 특징」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국립중앙박물관, p.40.

10 박승원, 2012, 앞의 글, p.187.

11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외규004) p.1,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http://www.   museum.go.kr/uigwe/content/viewer?id=uig_004&contentid=u

ig_004_0010.

12 박승원, 2012, 앞의 글, p.186.

13 유새롬, 2014, 앞의 글, p.45. 11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장하였다고 한다.

14 박승원, 2014, 앞의 글, p.91. 

15 박승원, 2012, 앞의 글, p.190.

사진 1   개장 후 표지(『仁祖莊烈王后嘉

禮都監儀軌(1638)』, 국립중앙

박물관 http://www.museum.

go.kr).

사진 2   의궤 원표지(『仁祖莊烈王后嘉

禮都監儀軌(1638)』, 국립중앙

박물관 http://www.museum.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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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띔의 위주자직으로 제직하였다. 그리고 경사보다 2∼3

배 정도 굵은 위사를 사용하였다.16

외규장각 어람용 의궤의 원표지 중 대부분은 <사진 

2>처럼 초록색 견직물이다. 그러나 1857년(철종 8) 『규장

각형지안(奎章閣形止案)』(사진 3)처럼 홍색 무문주(無紋

紬)로 장정된 것이 2건 있고, 『인선왕후빈전도감의궤(仁

宣王后殯殿都監儀軌)』(사진 4)나 『인선왕후혼전도감의궤

(仁宣王后魂殿都監儀軌)』처럼 청색 문단으로 장정된 것이 

3건, 그리고 소색17 무문주로 장정된 것이 3건 있다.18 한편 

대한제국기에는 책의의 색상도 변화하였다. 어람용 의궤

에는 황색 비단을 사용하였고 황태자를 위한 예람용 의궤

에는 홍색 비단을 사용하여19 조선시대와 차이를 두었다.

2. 외규장각 의궤 책의의 문양

문직물 책의는 1637년(인조 15) 『종묘수리도감의궤

(宗廟修理都監儀軌)』(사진 5)20부터 영조 21년(1745)의 

『세종영릉표석영건청의궤(世宗英陵表石營建廳儀軌)』(사

진 6)까지 110여 년 동안 사용되었다.21 첫 문직물 책의인 

『종묘수리도감의궤』는 초록소기하문주(草綠小幾何紋紬)

를 사용하였다. 바탕 조직은 평직이고 무늬 조직은 위능

직이다.22 사선 4줄을 연속으로 배열한 마름문으로, 사선 

길이는 0.28㎝, 4줄이 합쳐진 마름모의 크기는 0.4×0.4㎝

16 박승원, 2012, 위의 글, pp.191∼192.

17 『仁祖殯殿魂殿都監儀軌』(외규10·306). 

18 박승원, 2012, 앞의 글, p.187.

19 국립고궁박물관, 2011, 『대한제국,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p.65.

20 『宗廟修理都監儀軌』(외규003) 원표지,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http://www.museum.go.kr/.

21 박승원, 2014, 앞의 글, pp.89∼91.

22 박승원, 2014, 위의 글, p143.

사진 3   1857년 『奎章閣形止案』 홍색 표

지(외규297)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사진 4   1674년 『殯殿都監儀軌』남색 

표지(외규33)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사진 5   1637년(인조 15) 『宗廟修理都監儀軌』(외규003) 책의 마름문(국립중앙박

물관 외규장각 의궤 홈페이지).

사진 6    1745년(영조 21) 『世宗英陵表石營建廳儀軌』(외규160) 책의 문양(국립

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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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단위문의 크기는 1.1×1.3㎝이다.23 

한편 마지막 문직물로 확인되는 『세종영릉표석영건

청의궤(1745)』 책의는 초록연화문단이다. 만초문에 둥글

게 감겨 있는 2종의 연화문이 사용되었다. 연화문의 크기

는 6.5×6.4㎝이고 단위문의 크기는 10.8×16.7㎝이다.24 

팔메트형 만초에는 연꽃 하나에 2종류의 연잎이 하나씩 

표현되어 있다.

외규장각 의궤 중 155책의 문직물 책의에는 운문(雲

紋)과 화문(花紋), 봉문(鳳紋), 과실문, 기하문 등이 사용

되었다.25 특히 운보문(89책)·운문(10책), 연화문(38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55책 중 운보문이 55.48%에 해

당하니 운보문의 비중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운보문단 책의는 1659년(현종 즉위년) 『효종국장도

감의궤(孝宗國葬都監儀軌)』 상(上, 외규19·313), 하(下, 

외규20·314)부터 1744년(영조 20) 『사도세자가례도감의

궤(思悼世子嘉禮都監儀軌)』(외규157·445)까지 86년간 사

용되었다(그림 1).26 

1747년(영조 23) 『목릉휘릉혜릉표석영건청의궤(穆

陵徽陵惠陵表石營建廳儀軌)』부터는 무문주 책의가 사용

되기 시작하였다.27 물론 정조대의 『경모궁의궤(景慕宮

儀軌)』처럼 문단 책의가 사용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리 흔한 예는 아니다. 영조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경모궁

의궤』에 운보문단 책의를 사용한 것을 보면 정조의 효심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경모궁의궤』에는 초록색 운보문단 책의28가 사용

되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의 『경모궁의궤』에

는 남색 운보문단 책의29가 사용되었는데, 두 의궤의 책의

는 색상도 다르지만 문양도 좌우대칭형으로 다르다. 단 

운문의 형태나 보문 배열의 순서 등은 동일하다.

1747년 이후 『경모궁의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궤

에는 무문주 책의가 사용되었다. 선행 연구30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그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영조의 고

민이 있었다. 

사치스런 풍조가 근일보다 더한 적이 없다. 아! 위에서 좋

아하게 되면 아래에서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니, 어찌 

몸소 행하지 않고 먼저 백성을 신칙할 수 있겠는가? 금년부터 

사행(使行)할 때 위로 곤복(袞服)과 아래로 조의(朝衣)·군용

(軍用) 이외에 능라(綾羅)를 사오는 것을 일체 엄금하도록 하

라.” …… “곤전(坤殿) 이하는 몸소 옷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힘

쓰라. 앞으로는 능단(綾緞)의 무역을 영구히 금단하겠으니, 중

외(中外)의 신서(臣庶)들은 모두 이런 뜻을 본받아서 분수에 

따라 검소함을 힘쓰도록 하라.31 

23 박승원, 2014, 앞의 글, p.98.

24 국립중앙박물관, 2014, 앞의 책, p.175.

25 박승원, 2014, 앞의 글, p.91.

26 국립중앙박물관, 2014, 앞의 책, pp.142∼173. 「외규장각 의궤 상세목록 01」에 제시된 의궤 책의 직물명에 근거한 것이다.

27 국립중앙박물관, 2014, 앞의 책, pp.175∼203.

28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예술과 정보의 만남』, p.21.

29 경모궁의궤[2011. 4. 15 검색], 뉴스천지 http://www.newscj.com/.

30 박승원, 2012, 앞의 글, pp.190∼192.

31 『영조실록』 63권, 영조 22년 4월 11일(병자).

그림 1 외규장각 의궤 문직물 책의의 사용 시기(163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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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사은 겸동지 정사 해흥군(海興君) 이강(李橿), 부사 

윤급(尹汲), 서장관 안집(安𠍱)을 환경전(歡慶殿)에서 인견하

고 하교하기를 "문단(紋緞)의 반입을 각별히 엄칙하되, 이 일

은 서장관이 주관하여 힘을 기울여 엄금하도록 하라" 하고, 이

어 선온(宣醞)을 명하였다. 이때에 사치가 날로 더 심하여 임

금이 그 폐단을 깊이 염려한 나머지 문단의 반입을 금지하라고 

명하고  사행에게 신칙하여 사들여 오지 못하도록 하였었는데, 

이때에 와서 또 직접 신칙한 것이었다.”32 

영조 23년(1747)부터 의궤 책의에 무문직물이 사용

되는 것에는 1746년(영조 22) 4월 이후 내려진 문직물 금

령의 영향임을 짐작할 수 있다. 관복과 군용에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행에서 구입해오는 문단을 엄격하게 금하였

다. 이후 옥책 등의 표장에는 운보문을 여전히 사용하였

으나 의궤 책의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33 의궤보다 

옥책을 더 중하게 여긴 까닭이다.

Ⅲ.   책의용 운보문단의 보문 배열을 
통한 편년 설정 방법

1. 외규장각 의궤의 운보문단 책의

책의에 무늬가 있는 의궤 155책 중 운보문단을 사용

한 것은 현종 즉위년(1659)에 제작된 『효종국장도감의궤

(상·하)』부터 영조 20년(1744)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까

지 86년간의 의궤 89책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종대 10책(No.1∼10), 숙종대 53책(No.11∼63), 경종대 

4책(No.64∼67), 영조대 22책(No.68∼89) 총 89책으로 분

류된다. 

외규장각 의궤 홈페이지에 제공된 운보문단 책의의 

의궤는 88책이지만 그 중 앞표지(외규106)가 초록연화문

단이고 뒤표지(외규395)가 초록운보문단인 『숙종빈전도

감의궤』 1책34을 제외하였다. 앞·뒤표지가 각기 다른 이미

지로 제공되고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받은 추

가 이미지 자료 4점 중 <외규584(뒷면)>가 초록연화문 

책의인데 『숙종빈전도감의궤』(외규106·584)의 뒤표지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숙종빈전도감의궤』의 초록운보문

단 책의(외규395)는 뒤표지가 없던 1681년 『인경왕후빈

전도감의궤』(No.20)의 뒤표지로 옮겨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추가 이미지 4점 중 운보문 이미지는 <외규579(뒷

면)>와 <외규581(앞면)>, <외규581(뒷면)> 3점이다. 

<외규581(앞면)>과 <외규581(뒷면)>은 의궤 1책으로 

확인되었는데 표제가 떨어진 상태이다. 이 문양은 1674

년(현종 15)부터 1684년(숙종 10)에 제작된 의궤의 책의

로 사용된 문양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같은 소재로 장정

한 의궤 중 하권만 있고 상권이 없는 1684년(현종 15) 『明

聖王后國葬都監儀軌(上)』(외규581전·후, No.30)으로 추

정함에 따라 1책을 추가하였다.

또한 <외규579(뒷면)>는 동일 문양으로 뒷면이 없

는 의궤가 없기에 속지가 없는 단독 의궤 1책의 책의로 추

정했다. 색상과 문양이 동일한 1721년(경종 1) 『영조왕세

제책례도감의궤(상)』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영조왕세

제책례도감의궤(하)』(No.64)로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추가 이미지를 통해 운보문단 책의의 의궤 2책(No,30·64)

이 추가되어 총 89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의궤 표지는 대략 세로 47㎝, 가로 35㎝ 정도인데 큰 

운보문(단위문 크기 약 12×18㎝)은 세로 5개, 가로 3개 

정도, 작은 운보문(단위문 8×13㎝)은 세로 7개, 가로 4.5

개 정도가 배열되었다. 사합여의형 운두의 크기는 세로

의 경우 4.1㎝부터 8.0㎝ 였다.35 그러나 기계직이 아니기

에 한 표지에서도 무늬의 크기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32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11월 6일(정유).

33 박윤미, 2016, 「17~20세기의 어책 장황 직물에 관한 연구」 『고궁문화』 9, p.9.

34 운보문단 뒤표지(외규395)는 『仁敬王后殯殿都監儀軌』(외규50)의 뒤표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35 국립중앙박물관, 2014, 앞의 책, pp.14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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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규장각 의궤 중 운보문단 책의 목록(총89책)

번호 제작시기 의궤명·유물번호(전/후) 번호 제작시기 의궤명·유물번호(전/후)

1 1659(현종00) 효종국장도감의궤(상)·019/313 46 1699(숙종25) 단종장릉개수도감의궤·081/371

2 1659(현종00) 효종국장도감의궤(하)·020/314 47 1702(숙종28) 인현왕후빈전도감의궤·084/373

3 1670(현종11) 신덕왕후부묘도감의궤·029/323 48 1702(숙종28) 인현왕후혼전도감의궤·085/374

4 1671(현종12)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030/324 49 1702(숙종28)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상)·086/375

5 1674(현종15) 인선왕후빈전도감의궤·033/327(남색) 50 1702(숙종28)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하)·087/376

6 1674(현종15) 인선왕후혼전도감의궤·034/328(남색) 51 1702(숙종28) 숙종인원왕후가례도감의궤(상)·088/377

7 1674(현종15)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1)·035/372 52 1713(숙종39)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상)·091/380

8 1674(현종15)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2)·036/329 53 1713(숙종39)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하)·092/381

9 1674(현종15)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3)·037/480 54 1713(숙종39) 숙종어용도사도감의궤·093/382

10 1674(현종15) 현종숭릉선릉도감의궤(하)·039/331 55 1718(숙종44) 단의빈묘소도감의궤(상)【추정】·579

11 1675(숙종01) 현종빈전도감의궤·040/332 56 1718(숙종44) 단의빈묘소도감의궤(하)·094/383

12 1675(숙종01) 현종혼전도감의궤·041/333 57 1718(숙종44) 단의빈빈궁도감의궤·095/384

13 1676(숙종02) 인선왕후부묘도감의궤·042/334 58 1718(숙종44) 단의빈혼궁도감의궤·096/385

14 1677(숙종03) 인경왕후책례도감의궤·043/335 59 1718(숙종44) 단의빈예장도감의궤(상)·097/386

15 1677(숙종03) 장렬왕후명성왕후존숭도감의궤·044/336 60 1718(숙종44) 단의빈예장도감의궤(하)·098/387

16 1677(숙종03) 별삼방의궤·045/337 61 1718(숙종44) 민회빈복위선시도감의궤·099/388

17 1677(숙종03) 남별전중건청의궤·046/338 62 1719(숙종45)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상)·102/391

18 1681(숙종07)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상)·048/340 63 1719(숙종45)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하)·103/392

19 1681(숙종07)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하)·049/341 64 1721(경종01) 영조왕세제책례도감의궤·110/399

20 1681(숙종07) 인경왕후빈전도감의궤·050/395(이동) 65 1722(경종02) 별삼방의궤·112/401

21 1681(숙종07) 인경왕후혼전도감의궤·051/343 66 1722(경종02) 단의왕후선의왕후책례도감의궤·113/402

22 1681(숙종07) 인경왕후국장도감의궤(상)·052/344 67 1722(경종02) 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114/403

23 1681(숙종07) 인경왕후국장도감의궤(하)·053/345 68 1725(영조01)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상)·115/404

24 1681(숙종07)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054/346 69 1725(영조01)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하)·116/405

25 1683(숙종09) 태조신의왕후태종원경왕후시호도감의궤·056/347 70 1725(영조01) 경종국장도감의궤(상)·118/407

26 1684(숙종10) 명성왕후숭릉산릉도감의궤(상)·057/348 71 1725(영조01) 경종국장도감의궤(하)·119/408

27 1684(숙종10) 명성왕후숭릉산릉도감의궤(하)·058/349 72 1725(영조01)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상)·120/409

28 1684(숙종10)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059/350 73 1725(영조01)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하)·121/410

29 1684(숙종10) 명성왕후혼전도감의궤·060/351 74 1726(영조02) 종묘개수도감의궤(상)·123/412

30 1684(숙종10) 명성왕후국장도감의궤(상)【추정】·581/없음 75 1726(영조02) 경종단의왕후부묘도감의궤·124/413

31 1684(숙종10) 명성왕후국장도감의궤(하)·061/352 76 1726(영조02) 정성왕후책례도감의궤·125/414

32 1686(숙종12) 명성왕후부묘도감의궤·062/353 77 1726(영조02) 인원왕후선의왕후존숭도감의궤·126/415

33 1686(숙종12)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063/없음 78 1726(영조02) 별삼방의궤·127/416

34 1688(숙종14) 장렬왕후책보수도감의궤·064/354 79 1727(영조03)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하)·129/418

35 1689(숙종15)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067/357 80 1735(영조11) 현빈옥인조성도감의궤·147/435

36 1689(숙종15) 장렬왕후혼전도감의궤·068/358 81 1735(영조11) 세조영정모사도감의궤·148/436

37 1689(숙종15)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건)·070/360 82 1739(영조15) 단경왕후온릉봉릉도감의궤(상)·150/438

38 1689(숙종15)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곤)·071/361 83 1739(영조15) 단경왕후온릉봉릉도감의궤(하)·151/439

39 1690(숙종16)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072/362 84 1739(영조15)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상)·152/440

40 1690(숙종16) 희빈중궁전책례도감의궤·073/363 85 1739(영조15)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하)·153/441

41 1693(숙종19) 경덕궁수리소의궤·075/365 86 1740(영조16) 효종가상시호도감의궤·154/442

42 1696(숙종22) 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077/367 87 1740(영조16)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상)·155/443

43 1699(숙종25) 정순왕후사릉봉릉도감의궤·078/368 88 1740(영조16) 인원왕후영조정성왕후존숭도감의궤(하)·156/444

44 1699(숙종25)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079/369 89 1744(영조20)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157/445

45 1699(숙종25) 단종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080/370 책의 색상: 두 책(번호 5·6, 남색)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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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단의 경우 1폭에 몇 개의 운문이 시문되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운문이 적게 시

문된다는 것은 단위문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758년(영조 34)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따르

면 국왕의 습용 곤룡포에는 육운문홍단(六雲紋紅緞)을 

사용하고 소상(小喪), 즉 왕세자의 습용 곤룡포에는 팔운

문아청단(八雲紋鴉靑緞)을 사용한다고36 하였다. 즉 육운

문, 팔운문은 단직물 1폭에 시문되는 운문의 개수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왕의 곤룡포에 사용하는 운문

은 세자 곤룡포의 운문에 비해 큰 것을 사용하였을 것으

로 짐작된다. 외규장각 의궤 책의에 사용된 운문 중에서

도 이러한 구별이 가능하다. 운두의 크기가 4∼5㎝ 정도

는 팔운문, 7∼8㎝ 정도면 육운문에 해당된다. 이미 14세

기 『노걸대(老乞大)』에 ‘아청사운(鴉靑四雲)’, ‘청육운(靑

六雲)’ 등의 기록37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런 명명법이 

사용된 시기는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의원군 이혁(義原君 李爀, 1661∼

1722)의 단령 겉감은 1폭 너비가 68㎝인 운보문단이다.38 

운두의 크기는 2종(4.5×4.8㎝, 5.1×4.8㎝)으로 확인되었

는데39 단령 뒷길 소매를 통해 1폭에 시문된 운문의 개수

가 8개4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원군의 단령에 사용된 

운보문단을 ‘팔운문단’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41

2. 보문 배열을 기준으로 한 운보문 편년 설정 방법

운보문의 보문 배열을 통해 직물이 생산·사용된 시

기를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자의 가설이다. 

운보문의 편년을 밝히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

한 판독 기준에 근거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가 보문 배열의 판독 방법에 대해 여

러 차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

다. 추후 활용의 용이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판

독법을 ‘정하 운보문 판독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1) 보문 명칭 결정

이 연구는 보문 배열을 활용하여 운보문의 편년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개별적인 보문

36 『國朝喪禮補編』 圖說, 2후∼3전. “○襲 袞龍袍【用平日所御者】 …… 袍用六雲紋紅緞 …… 【小喪八雲紋鴉靑緞 織 四爪龍…… 】”.

37 金鎭九, 1996, 「老乞大의 服飾硏究」 『복식문화연구』 4(1), p.7.

38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p.213, 216.

39 경기도박물관, 2001, 위의 책, p.185.

40 경기도박물관, 2001, 위의 책, p.54.

41 경기도박물관, 2016, 앞의 책, p.100.

그림 2 1659∼1744년 86년간의 외규장각 의궤 운보문단 책의에서 추출한 보문 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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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나 상징성, 조형적 특징과 변화, 또는 연구자 간에 

사용하는 명명법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추후 

새로운 논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에 따라 보문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나 일관

성 있게 명칭을 부여하고 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 보문의 조형성 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특히 ‘방승’과 ‘방승(쌍)’, ‘애엽(혹은 단서각)’과 ‘서각

(쌍)’, ‘전보와 전보(쌍)’처럼 동일 문양이 한 개로 표현되

었는지 쌍으로 표현되었는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후기가 되면 더 많은 보문의 종류가 등장하

지만 여기에서는 책의의 보문에 한정짓고자 한다. 1659∼

1744년 86년간의 외규장각 의궤 89책 책의의 보문을 분석

하여 연구자는 14종의 보문(그림 2)을 추출하여 ① 금정

(金錠)42 ② 만자(卍字) ③ 방승(方勝) ④ 방승(쌍방승) ⑤ 

보주(寶珠) ⑥ 산호(珊瑚) ⑦ 서각(犀角, 쌍서각) ⑧ 서보

(書寶)43 ⑨ 애엽(艾葉)44 ⑩ 여의두(如意頭) ⑪ 전보(錢寶) 

⑫ 전보(쌍) ⑬ 특경(特磬) ⑭ 화보(畵寶)45로 명명하였다. 

불교·도교 관련 보문은 없고 잡보(雜寶)만 확인되었다. 

2) 운두의 방향

보문을 명명하는 작업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운두(雲頭)의 방향이다. 외규장각 의궤 책의에 사용된 운

보문단에는 여의(如意, 사진 7)46의 여의두(如意頭, 그림 

3)에서 발전된 사합여의운두(四合如意雲頭, 그림 4)가 사

용되었다. 이러한 운두의 운문을 사합여의운문(四合如意

雲紋)47이라고 한다. 운두 꼭지점(▼, 그림 5)은 삼합(三

合) 여의두의 위쪽 정점으로 정하였다. 운두 꼭지점은 보

문을 판독하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꼭지점 파악

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두 주변에 여러 형태의 꼬리가 달리는데 만자(卍

字) 형태로 달린 꼬리를 ‘만자형 꼬리·만자꼬리’라고 하고 

만자꼬리가 달린 운문을 흔히 ‘만자운문(卍字雲紋, 그림 

6)’48이라고 하는데 상하꼬리(그림 6)로 연결된 운두의 방

향이 같은 방향, 즉 ‘일방향(一方向)’인지, 아니면 대칭으

로 배열된 ‘양방향(兩方向)’인지를 확인한다. 

<그림 7>은 운두가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

으므로 연구자가 명명한 ‘일방향 운두’에 해당한다. 그러

나 <그림 8>의 운두는 운두 꼭지점이 180도 회전한 대

칭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운두는 두 방향으로 배

열되어 있기에 ‘양방향 운두’로 명명하였다. 특히 외규장

42 이은주·조효숙·하명은, 2005,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p.205; 조효숙, 2005, 앞의 책, p.364. 원주변씨 일가 묘에서는 금정과 은

정이 모두 출토되었고(국립민속박물관 2000: 16) “金壹錠”의 음각이 있는 永樂 17년(1419)의 금정 유물도 있다(湖北省文物考古硏究所·钟祥市博物馆 2007: 33). 또 

이 보문을 ‘은정(銀錠)’으로 명명한 경우(경기도박물관 2016: 134)도 있고 도끼 ‘보(黼)’로 명명한 경우도 있다(榮州市, 1998: 260; 오하나 2008: 23; 국립대구박물관, 

2011: 28).

43 서보를 ‘서책(書冊)’이라고 명명하기도 하고(고려대학교박물관 2003: 174) ‘금정’으로 명명한 경우(경기도박물관 2016: 134)도 있다.

44 榮州市, 1998,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p.260. 애엽은 경우에 따라 ‘단사각(單犀角)’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 

45 화보를 ‘폭보(幅寶)’로 명명한 경우(심연옥 2006: 265; 오하나 2008: 28; 河美子 1997: 32; 이주영 외)도 있다.

46 國立故宮博物院, 2016, 『精彩一百』,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p.171.

47 薛雁, 2000, 「明代丝绸中的四合如意雲紋」 『丝绸』 2001(6), p.44.

48 임영자, 1998, 「實物로 본 色彩와 무늬(紋)의 考察」 『服飾』 3, p.70.

사진 7 여의(國立故宮博物院 2016: 171). 그림 3 여의두.

그림 4 사합여의운두. 그림 5 운두 꼭지점(▼). 그림 6 만자운문의 상하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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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궤 책의 중 ‘양방향 운두’의 운보문은 ‘일방향 운두’ 

운보문에 비해 일찍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방향 

운두’의 운보문은 1674년(현종 15) 의궤49 책의부터 1725

년(영조 1) 의궤50 책의까지 23책에서 사용되었다.

3) 만자 상하꼬리의 방향 파악

운두의 꼭지점이 파악되었으면 운두에 연결된 만

자 상하꼬리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편의상 선행 연

구의 분류 방법51을 수용하여 보는 이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그림 7, 8>처럼 왼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좌향꼬리(그림 9)’로 명명하고 오른쪽으로 올라

가는 경우는 ‘우향꼬리(그림 10)’로 명명하였다. 

89책의 만자꼬리 방향과 운두의 방향을 결합하여 

조사한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좌향 일방향 운

두가 33책(37.0%), 우향 일방향 운두가 35책(39.4%), 좌

향 양방향 운두가 15책(16.8%), 우향 양방향 운두가 6책

(6.8%)으로 확인되었다. 양방향 운두 운보문보다는 일방

향 운두 운보문이 더 많았다.

4) 보문 판독 방향

사합여의운두의 상하, 좌우에 연결된 만자꼬리에 의

해 사분면(四分面)이 구성되고 그 사분면에 보문이 배열

된다. <그림 9, 10>처럼 한 운두를 중심으로 만자꼬리 사

이에 배열된 보문의 집합이 1조(組, set)만 확인될 때 ‘1조 

보문형’이라고 설정하였다. 상하꼬리에 연결된 다음 운두

에 다른 보문 배열이 확인된다면 ‘2조 보문형’이 된다. ‘조’

의 수량이 많을수록 사용된 보문의 종류와 개수가 많아진

다. 19세기 후기 유물 중에는 1단에 2조씩, 2단에 걸쳐 확

인되는 ‘4조 보문형’의 운보문52도 확인된다. 이는 더 많은 

종류와 많은 수의 보문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1조 보문형(그림 11)’은 보문 판독이 가장 간단하다. 

외규장각 의궤 책의 89책 중 27책에서 확인되는데(표 2) 

한 운두를 중심으로 형성된 보문 한 조가 상하, 좌우 지속

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운두의 꼭지점과 만자꼬리의 상하 방향과 보문 조합 

수가 파악되었으면 보문의 판독 방향을 결정한다. 보문을 

판독하는 방향은 연구자마다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본 연

구자는 좌향꼬리 운보문의 경우 <그림 11>의 좌측 도상

49 『仁宣王后殯殿都監儀軌』 , 『仁宣王后魂殿都監儀軌』가 해당된다.

50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上·下)』가 해당된다.

51 박승원, 2014, 앞의 글, p.93. 이 연구에서는 ‘우상향’·‘좌상향’으로 명명하였다. 

52 전주 어진박물관 소장 1872년 신연(神輦)의 드림 부분이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19세기 말∼20세기 초 군기(軍旗) 등에서 2단 4조 보문 구성의 운보문이 확인된다.

그림 7 일방향 운두. 그림 8 양방향 운두.

그림 9 좌향꼬리. 그림 10 우향꼬리.

그림 11 ‘1조 보문형’의 좌향꼬리(左)와 우향꼬리(右) 보문 판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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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운두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상(左上, 그림 9) 면 ①에

서 ②·③·④ 순으로, 즉 좌상부터 시계 역방향으로 보문을 

판독하였다. 반면에 <그림 11>의 우측 도상처럼 우향꼬

리 운보문인 경우는 우상(右上, 그림 10) 면 ①에서 ②·③·

④ 순으로, 즉 시계 순방향으로 보문을 판독하였다. 

(2) 2조 보문형의 판독 방향

‘2조 보문형’이란 한 운두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분면

의 보문 조합이 두 종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외규장각 의

궤 책의 89책 중 ‘2조 보문형’은 62책에서 확인되었다(표 

2). ‘1조 보문형’ 27책의 2.3배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2조 

보문형’이 ‘1조 보문형’보다 많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2조 보문형’인 경우 사분면의 보문 판독을 두 차례에 걸

쳐 하게 되는데 각 조의 좌상이나 우상의 보문 첫 자로 순

서를 정한 후 순서대로 판독·기록한다. 

① 일방향 운두 2조 보문형

일방향 운두 2조 보문형인 경우 상단과 하단의 보문 

판독은 <그림 12>의 번호 순으로 하는데 좌향꼬리이므

로 좌상에서 시계 역방향으로 2회 판독하면 된다. 즉 상

단의 연두색 원 ①부터 ②·③·④의 순으로 판독하고 하단

의 보문 역시 주황색 원 ①에서 ②·③·④의 순으로 판독한 

후 상단의 보문을 먼저 기록할 것인지, 하단의 보문을 먼

저 기록할 것인지 결정한다. 두 좌상에 위치한 ①의 보문 

명칭으로 결정하는데 가나다 순으로 앞선 것의 보문 조를 

먼저 기록하는 것이다. 첫 보문의 가나다 순에 의해 ‘제1

조 보문’ 또는 ‘제2조 보문’으로 구별하였다. 

사례 <그림 13>의 경우는 우향꼬리 일방향 운두의 

‘2조 보문형’ 운보문이다. 따라서 우상 지점부터 시계 순

방향으로 2회 판독해 나간다. 상단의 첫 보문이 ‘방승(쌍)’

이고 하단의 첫 보문이 ‘만자’로 판독된다. 따라서 ‘방승’ 

조보다 앞선, 하단의 ‘만자’ 조가 ‘제1조 보문’이 되고 ‘방승’ 

조는 ‘제2조 보문’이 된다. 

한편 사분면 하나에 1종의 보문이 배열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면에 2종의 보문이 배열되는 경우가 있다. 1종

의 보문이 배열되는 경우를 ‘단독보문’이라고 하면, 2종의 

보문이 함께 배열된 경우는 ‘조합보문’으로 명명하고자 한

다. 따라서 <그림 13>의 보문은 제1조 보문 【만자·서각-

산호-보주-서보】, 제2조 보문 【방승(쌍)-여의두-화보·전

보-특경】으로 판독되는데 제1조 1면의 ‘만자·서각’과 제2

조 3면의 ‘화보·전보’가 ‘조합보문’에 해당된다.

② 양방향 운두 2조 보문형

양방향 운두 2조 보문형의 판독은 운두 꼭지점 위치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그림 14>

는 ‘2조 보문형’인데 운두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다. 항상 

운두 꼭지점을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의 보문을 좌상 면부

터 번호 순서대로 읽는데 좌향꼬리이므로 모두 시계 역방

향으로 읽게 된다. 

사례 <그림 15>의 경우는 양방향 운두이지만 우향

꼬리 운보문이므로 운두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상 면부터 

시계 순방향으로 읽는다. 상단은 황색 원 안의 ‘산호’부터 

그림 12   좌향꼬리 일방향 운두 2조 

보문형 판독 순서.

그림 13   우향꼬리 일방향 운두 2조 보

문형 판독 사례 ① 만자 조(제1

조), ②방승 조(제2조) 순 판독.

그림 14   좌향꼬리 양방향 운두 2조 

보문형 판독 순서.

그림 15   우향꼬리 양방향 운두 2조 보

문형 판독 사례 ① 산호 조(제1

조), ②서보 조(제2조) 순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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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고 하단은 꼭지점이 아래에 있으므로 주황색 원 안

의 ‘서보’부터 판독된다. ‘서보’보다 ‘산호’가 가나다 순에서 

앞서므로 상단의 ‘산호’ 조의 보문을 제1조로 정하고 판

독·기록해 나간다. 상단의 보문을 시계 순방향으로 판독

하면 제1조 보문 【산호·여의두-전보-서각·여의두-방승】이 

된다. 하단의 ‘서보’ 조 보문 역시 우상 면에서부터 시계 

순방향으로 읽게 되는데 제2조 보문【서보·금정-전보-보

주·금정-방승】이 된다.

5) 기록 방법과 분석 결과

(1) 판독 결과의 기록 방법

운보문에서 판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순서나 항목 등은 연구자나 상황에 따라 가감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항목은 ① 유

물명 ② 유물번호 ③ 소장처 ④ 왕조 ⑤ 연도 ⑥ 1조1면53 ⑦ 

1조2면 ⑧ 1조3면 ⑨ 1조4면 ⑩ 방향54 ⑪ 2조1면(제1조 보

문 1면) ⑫ 2조2면 ⑬ 2조3면 ⑭ 2조4면 ⑮ 운두 크기 ⑯ 단

위문 크기 등이다. 기본적으로 16항목을 작성하면 운보문

의 조형적 특성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운두 및 단위문 크기

는 보문의 배열은 같지만 조형적 특성이 다른 경우가 있으

므로 비교하기 위한 최소의 방법이다. 만자꼬리의 각도·방

향을 기록하면 더 정확한 연대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 

<사진 8>은 1725년(영조 1) 『경종국장도감의궤

(상)』(No.70)와 1726년(영조 2) 『인원왕후선의왕후존숭

도감의궤』(No.77)의 책의 문양이다. 보문 판독에 따르면 

【전보(쌍)-서각-방승(쌍)-서보-좌향】으로 동일하다. 그러

나 만자운문의 형태에도 차이가 있고 결정적으로 단위문

의 크기가 다르다. 후자의 운두 크기가 가로·세로 모두 1

㎝ 정도 작고 단위문의 크기는 더 많이 차이난다. 따라서 

보문 배열만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러 유물들을 조사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면 항목도 

더 정교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분석 결과

작성한 항목의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는 ④ 왕조 ⑤ 연도 ⑥ 1-1면55 ⑦ 1-2면 ⑧ 1-3면 ⑨ 1-4

면 ⑩ 방향(만자꼬리·운두) ⑪ 2-1면 ⑫ 2-2면 ⑬ 2-3면 ⑭ 

2-4면 ⑮ 운두 크기 ⑯단위문 크기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① 유물명과 ②유물번호는 <표 1>을 참고할 수 있으므

로 생략하였으며 ③ 소장처는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책의 유물에 한정하였으므로 생략하였다.

항목 분석 결과, 현종 즉위년(1659)부터 영조 20년

(1744)까지 86년간의 의궤 89책 책의에서 28종의 운보문

53 ‘제1조 보문’의 사사분면 중 제1면의 보문을 기록한다. 이후 ‘1-1면’ 등으로 표기한다.

54 만자 상하꼬리의 방향과 운두 방향을 기입한다. 좌향(=좌향꼬리 일방향 운두), 좌양방(=좌향꼬리 양방향 운두), 우향(=우향꼬리 일방향 운두), 우양방(=우향꼬리 양

방향 운두)으로 기록한다.

55 ‘1-1면’은 제1조 보문의 좌상 혹은 우상 면의 보문명을 기록한다. 이하 동일 방법을 적용한다. 

사진 8   ① 1725년 『경종국장도감의궤(상)』(No.70) 운두(5.0×4.5) 단위문(11.5

×18.3), ②1726년 『인원왕후선의왕후존숭도감의궤』(No.77) 운두(4.3

×3.4) 단위문(8.0×10.8).

사진 9   1674년 『인선왕후국장도감의

궤(2)』(No.8) 책의 문양(동일 

문양 15책에 사용).

사진 10   1713년 『숙종인경왕후인현

왕후인원왕후존숭도감의궤

(상)』(No.52) 책의 문양(동일 

문양 14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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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규장각 의궤 운보문단 책의(89책) 문양 세부 특징

번호 왕조 연도 1-1면 1-2면 1-3면 1-4면 방향 2-1면 2-2면 2-3면 2-4면 운두 크기 단위문 크기

1 현종00 1659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좌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5×5.8 11.3×16.0

2 현종00 1659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좌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5×5.8 11.3×16.0

3 현종11 1670 금정서각 산호 여의두서각 서보 좌양방 애엽보주 방승쌍 전보쌍보 서보 6.6×4.7 11.7×13.7

4 현종12 1671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좌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7.0×6.1 11.6×16.0

5 현종15 1674 만자 산호 화보 여의두 우양방 보주 전보 방승 금정 6.5×5.4 11.1×14.0

6 현종15 1674 만자 산호 화보 여의두 우양방 보주 전보 방승 금정 6.4×4.9 11.1×14.0

7 현종15 1674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4×4.9 11.6×18.3

8 현종15 1674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8×6.3 11.6×17.5

9 현종15 1674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8×6.4 11.6×16.8

10 숙종00 1674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6×6.2 10.8×17.2

11 숙종01 1675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6×6.5 10.8×16.3

12 숙종01 1675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5×6.8 11.1×18.2

13 숙종02 1676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7×5.8 11.3×16.4

14 숙종03 1677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5×5.6 11.1×14.4

15 숙종03 1677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6×6.5 11.1×16.5

16 숙종03 1677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6×6.2 22.5×16.6

17 숙종03 1677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양방 애엽여의두 보주 서보여의두 산호 6.7×5.3 11.4×15.1

18 숙종07 1681 금정애엽 만자 산호애엽 화보 우향 여의두방승 화보 전보방승 보주 8.0×5.4 11.1×21.1

19 숙종07 1681 금정애엽 만자 산호애엽 화보 우향 여의두방승 화보 전보방승 보주 7.5×5.6 21.9×11.3

20 숙종07 1681 산호여의두 전보 서각여의두 방승 우향 서보금정 전보 보주금정 방승 7.4×8.4 11.3×26.6

21 숙종07 1681 산호여의두 전보 서각여의두 방승 우향 서보금정 전보 보주금정 방승 7.3×7.9 11.5×25.0

22 숙종07 1681 만자 산호 화보 여의두 좌양방 보주 전보 방승 금정 6.5×5.3 11.1×13.3

23 숙종07 1681 만자 산호 화보 여의두 좌양방 보주 전보 방승 금정 6.5×5.3 11.1×13.3

24 숙종07 1681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6×6.2 11.1×15.8

25 숙종09 1683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양방 애엽여의두 보주 서보여의두 산호 6.7×5.4 10.3×15.3

26 숙종10 1684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8×6.0 11.2×16.2

27 숙종10 1684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8×6.0 11.2×16.2

28 숙종10 1684 만자 산호 화보 여의두 좌양방 보주 전보 방승 금정 6.7×5.8 11.0×13.9

29 숙종10 1684 만자 산호 화보 여의두 좌양방 보주 전보 방승 금정 6.5×5.9 12.1×14.2

30 숙종10 1684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추정】 【외규581】

31 숙종10 1684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애엽여의두 보주 6.8×7.0 11.1×17.8

32 숙종12 1686 방승서각 금정 여의두서각 전보 우양방 보주서보 금정 산호서보 전보 7.2×7.2 12.2×25.0

33 숙종12 1686 방승서각 금정 여의두서각 전보 좌양방 보주서보 금정 산호서보 전보 - -

34 숙종14 1688 보주 금정 애엽 방승 좌양방 화보 여의두 산호 전보 6.9×6.6 14.0×23.8

35 숙종15 1689 방승쌍서각 금정 여의두서각 전보쌍 좌양방 보주서보 금정 산호서보 전보 7.0×8.2 12.0×30.0

36 숙종15 1689 방승쌍서각 금정 여의두서각 전보쌍 좌양방 보주서보 금정 산호서보 전보 7.2×7.6 12.0×30.0

37 숙종15 1689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좌양방 애엽여의두 보주 서보여의두 산호 6.5×6.6 12.0×17.8

38 숙종15 1689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좌양방 애엽여의두 보주 서보여의두 산호 6.5×6.6 12.0×17.8

39 숙종16 1690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서각여의두 보주 6.5×6.6 11.2×17.4

40 숙종16 1690 보주 금정 애엽 방승 좌양방 화보 여의두 산호 전보 6.5×6.3 13.4×22.2

41 숙종19 1693 보주 금정 서각 방승 우양방 화보 여의두 산호 전보 6.5×7.3 12.5×25.4

42 숙종22 1696 보주 금정 애엽 방승 좌양방 화보 여의두 산호 전보 6.5×5.0 13.4×17.5

43 숙종25 1699 서각금정 보주 여의두금정 산호 좌향 전보서보 산호 방승쌍서보 보주 5.9×6.3 11.4×18.0

44 숙종25 1699 금정전보 보주 방승전보 산호 우향 화보여의두 산호 서각여의두 보주 6.8×6.6 11.2×18.0

45 숙종25 1699 방승쌍 서보 서각 전보쌍 우향 0 0 0 0 5.8×4.5 13.0×16.1



31  외규장각 의궤 책의 문양을 통한 운보문 편년 설정 방법

번호 왕조 연도 1-1면 1-2면 1-3면 1-4면 방향 2-1면 2-2면 2-3면 2-4면 운두 크기 단위문 크기

46 숙종25 1699 방승쌍 서보 서각 전보쌍 우향 0 0 0 0 5.8×4.5 13.0×16.1

47 숙종28 1702 서각금정 보주 여의두금정 산호 좌향 전보서보 산호 방승쌍서보 보주 6.0×7.3 11.3×23.2

48 숙종28 1702 서각금정 보주 여의두금정 산호 좌향 전보서보 산호 방승쌍서보 보주 6.0×7.3 11.3×23.2

49 숙종28 1702 금정전보 보주 방승쌍전보 산호 좌향 여의두서보 산호 서각서보 보주 4.8×4.8 8.5×12.9

50 숙종28 1702 금정전보 보주 방승쌍전보 산호 좌향 여의두서보 산호 서각서보 보주 4.8×4.8 8.5×12.9

51 숙종28 1702 방승쌍 서보 서각 전보쌍 좌향 0 0 0 0 5.6×4.7 12.5×17.6

52 숙종39 1713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2×4.6 12.0×16.2

53 숙종39 1713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3×4.8 12.0×17.3

54 숙종39 1713 금정전보 보주 방승쌍전보 산호 우향 여의두서보 산호 서각서보 보주 4.7×5.4 8.3×14.3

55 숙종44 1718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추정】 【외규579】

56 숙종44 1718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3×5.1 12.0×17.9

57 숙종44 1718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3×5.1 12.0×17.9

58 숙종44 1718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3×5.1 12.0×17.9

59 숙종44 1718 만자서각 산호 보주 서보 좌향* 방승쌍 여의두 화보전보 특경 4.1×4.2 7.9×13.0

60 숙종44 1718 만자서각 산호 보주 서보 우향* 방승쌍 여의두 화보전보 특경 4.1×4.2 7.9×13.0

61 숙종45 1719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우향 0 0 0 0 5.2×5.0 11.9×19.4

62 숙종45 1719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우향 0 0 0 0 5.3×5.4 12.3×19.9

63 경종01 1721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우향 0 0 0 0 5.3×5.4 12.3×19.9

64 경종01 1721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2×4.9 12.3×18.2

65 경종02 1722 만자서각 산호 보주 서보 우향* 방승쌍 여의두 화보전보 특경 4.4×4.3 7.8×14.0

66 경종02 1722 만자서각 산호 보주 서보 우향* 방승쌍 여의두 화보전보 특경 4.7×4.4 8.7×12.6

67 경종02 1722 만자서각 산호 보주 서보 우향* 방승쌍 여의두 화보전보 특경 4.7×4.4 8.7×12.8

68 영조01 1725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1×5.2 11.5×19.4

69 영조01 1725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3×4.7 11.4×17.2

70 영조01 1725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0×4.5 11.5×18.3

71 영조01 1725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7×5.4 11.6×18.7

72 영조01 1725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양방 0 0 0 0 5.4×4.5 11.3×18.2

73 영조01 1725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양방 0 0 0 0 5.4×4.8 11.3×17.8

74 영조02 1726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4.3×3.4 11.6×16.5

75 영조02 1726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4.2×3.8 8.6×10.0

76 영조02 1726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4.4×3.9 8.2×11.4

77 영조02 1726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4.3×3.4 8.0×10.8

78 영조02 1726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4.3×3.2 8.0×10.4

79 영조03 1727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3×4.9 11.4×18.1

80 영조11 1735 여의두 보주 산호 서보 우향 전보쌍 서각 방승쌍 금정 5.2×4.6 10.9×15.4

81 영조11 1735 여의두 보주 산호 서보 우향 전보쌍 서각 방승쌍 금정 5.1×4.3 10.8×15.6

82 영조15 1739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2×4.7 11.1×17.7

83 영조15 1739 전보쌍 서각 방승쌍 서보 좌향 0 0 0 0 5.1×4.3 10.9×17.2

84 영조15 1739 여의두 보주 산호 서보 좌향 전보쌍 서각 방승쌍 금정 5.5×4.8 10.2×17,0

85 영조15 1739 여의두 보주 산호 서보 좌향 전보쌍 서각 방승쌍 금정 5.2×4.5 11.0×16.2

86 영조16 1740 여의두 보주 산호 서보 좌향 전보쌍 서각 방승쌍 금정 5.2×5.5 10.9×17.0

87 영조16 1740 여의두 보주 산호 서보 우향 전보쌍 서각 방승쌍 금정 5.5×5.3 10.8×16.1
88 영조16 1740 여의두 보주 산호 서보 우향 전보쌍 서각 방승쌍 금정 5.4×4.7 10.8×15.1

89 영조20 1744 여의두 보주 산호 서보 좌향 전보쌍 서각 방승쌍 금정 5.0×5.0 10.8×16.0

단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운보문은 

1674년(현종 15)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상)』부터 1684

년(숙종 10) 『명성왕후국장도감의궤(하)』에 사용된 【금

정·전보-보주-방승·전보-산호-우향-화보·여의두-산호-애

엽·여의두-보주】로, 우향꼬리 일방향 운두의 2조 운보문

(사진 9)으로 15책에 사용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

된 문양은 1713년(숙종 39)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

왕후존숭도감의궤(상)』부터 1739년(인조 15) 『단경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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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릉봉릉도감의궤(하)』까지 사용된 【전보(쌍)-서각-방승

(쌍)-서보-좌향】 문양으로, 좌향꼬리 일방향 운두의 1조 

운보문(사진 10)인데 14책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보문은 만자형 운문의 사분면에 보문 하나가 

사용되는 ‘단독보문’ 외에 2종의 보문이 짝을 이루는 ‘조합

보문’으로도 배열되었는데, 사용된 보문은 단독보문과 조

합보문 종류를 합하여 총 45종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6). 

그 중 10회 이상 사용된 보문은 ① 보주(85건) ② 산

호(84건) ③ 서보(42건) ④ 방승(쌍)(41건) ⑤ 서각(35건) 

⑥ 전보(쌍)(35건) ⑦ 금정·전보(27건) ⑧ 금정(26건) ⑨ 

전보(24건) ⑩ 방승·전보(23건) ⑪ 여의두(23건) ⑫ 애엽·

여의두(22건) ⑬ 화보·여의두(20건) ⑭ 방승(16건) ⑮ 화

보14(건) 등이다. 보주와 산호 문양이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운보문 판독법의 검증

운보문의 보문 배열 판독을 통하여 유물의 연대를 추

정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운보문 판독법’을 연대가 비교적 

정확한 초상화와 출토직물, 전세유물에 적용하여 결과의 

일치성을 파악함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조선 후기 초상화의 제작·장황 시기 

조선시대 관복본 초상화 중 흑단령의 문양을 정확하

게 표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정확하게 제작

된 경우 초상화의 신뢰도는 물론 사료적 가치를 높게 평

가할 수 있다. 단령의 문양 외에 장황에 사용된 운보문단

의 경우도 당시의 장황인지 후대의 장황인지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다. 

국립청주박물관에는 보물 제1936호 최석정(崔錫鼎, 

1646∼1715) 초상화(사진 11)56가 소장되어 있다. 최석정

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인데 수

학자로도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재

청이 제공하고 있는 유물 정보에 따르면 “이 초상화의 정

확한 제작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사망 전후인 18세기 초엽

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 초상화의 장황에 사용된 운보문단 장황 직물과 

흑단령에 묘사된 운보문 연대를 추정해보도록 하자.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하 운보문 판독법’에 따르면 장황에 

사용된 남색 운보문단(사진 12)의 문양은 【전보(쌍)-서

각-방승(쌍)-서보-좌양방】으로 판독된다. 이 문양은 의궤 

책의 중 1725년(영조 1)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에 사용

된 직물과 동일하다. 그리고 초상화의 흑단령 문양(사진 

56 최석정 초상[2017. 8. 11 검색],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그림 16 45종의 보문(단독보문·조합보문) 사용 빈도.

사진 11   최석정 초상화(보물 제1936

호) (문화재청 http://www. 

cha.go. kr/).

사진 12   최석정 장황에 사용된 운보

문단 문양(문화재청 http://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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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 【전보(쌍)-서각-방승(쌍)-서보-좌향】으로 판독되는

데 이 문양은 1713년(숙종 39)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

원왕후존숭도감의궤(상·하)』(사진 14)부터 1725년(영조 

1)의 외규장각 의궤 책의에서 확인되는 문양이다.

최석정 초상화의 장황 직물 문양은 최석정의 사망 직

후에 사용된 문양으로 확인된다. 흑단령에 묘사된 문양은 

그의 말년 시기에 사용되었던 문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최석정 초상화의 흑단령 문양은 대단히 정확하게 

그려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흔하지 않은 점

에서 그의 초상화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 더 많은 수량의 자료가 축적된다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운보문의 시

대 판정을 통하여 문화재청 해설에 구체성과 확실성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석정의 말년이나 사망 직후인 

18세기 초에 제작되거나 장황이 이루어진 초상화이다”라

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2. 출토복식의 시기

출토복식 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탐

릉군 이변(李覍, 1636∼1731) 묘의 철릭 문양은 <사진 15>

와 같다. ‘2조 보문형’이므로 【금정·전보-보주-방승·전보-산

호-우향-화보·여의두-산호-서각·여의두-보주】로 판독된다. 

이 문양은 외규장각 의궤 책의 중 2점과 일치한다. 

1690년(숙종 16)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와 1699년(숙

종 25)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의 책의 문양(그림 28)과 

일치한다. 즉 1690년대 직물이다. 탐릉군은 96세까지 장

수한 분이므로 활동이 가능했던 60대 시기의 직물로 볼 

수 있다. 출토복식의 시기를 몰년에 맞추어 유물을 파악

할 수 있지만 묘주의 활동기에 맞추어 유물을 파악하는 

것도 출토복식의 실질적인 연대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

음을 암시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전세유물의 시기

1662년(현종 3년) 송광사 불복장 직물 중 남색 운보

문단(사진 17)이 있다. ‘정하 운보문 판독법’에 따르면 【금

정·전보-보주-방승·전보-산호-좌향-화보·여의두-산호-

애엽·여의두-보주】이다. 이 문양은 1659년(현종 즉위년) 

『효종국장도감의궤(상·하)』(No.1·2)와 1671년(현종 12)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No.4) 등 1659∼1671년 사

이의 의궤 3책 문양과 일치하였다(사진 18).

한편 <사진 19>는 ① 1726년(영조 2) 『정성왕후책

례도감의궤』(No.76) 책의와 ②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정성왕후의 교명함 내도의(유물313)57이다. 정성왕후가 

왕비로 책봉되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의궤의 표지와 교명

함 안에 바른 옷감인데 색상만 다르고 문양이 동일한 흥

미로운 자료이다. 

57 단국대학교·국립고궁박물관, 2013, 『어책 조사연구 결과보고서 2』, p.138.

사진 13   최석정 초상화의 흑단령

에 묘사된 운보문(문화재청 

http://www.cha.go.kr/).

사진 14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

왕후존숭도감의궤(하)』.

사진 15   탐릉군 이변(李覍 , 1636∼

1731) 묘 철릭 문양(고부자 

2001: 42).

사진 16   1699년 『단종장릉봉릉도감

의궤』 책의(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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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관련 유물들을 비교하면서 연대 미상의 유물 

연도를 추정한다면 또 다른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이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규장각 의궤 89건의 

운보문단(雲寶紋緞) 책의(冊衣)를 대상으로 보문 판독을 

통하여 운보문의 편년 설정 방법을 도출한 것이다. 

첫째, 의궤 책의 중 운보문단은 현종 즉위년(1659) 

『효종국장도감의궤(상·하)』부터 영조 20년(1744) 『사도세

자가례도감의궤』까지 86년간 89책(冊)에서 사용되었다.

둘째, 의궤 책의의 보문 종류는 14종으로 파악되었

다. 금정(金錠), 만자(卍字), 방승(方勝), 방승(쌍), 보주

(寶珠), 산호(珊瑚), 서각(犀角), 서보(書寶), 애엽(艾葉), 

여의두(如意頭), 전보(錢寶), 전보(쌍), 특경(特磬), 화보

(畵寶)인데 모두 잡보(雜寶) 종류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운보문 판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보문의 명

칭을 결정한다. (2)운두(雲頭) 꼭지점을 기준으로 운두가 

일방향(一方向)으로 배열되었는지 양방향(兩方向)으로 배

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만자꼬리 중 상하꼬리 방향이 

좌향인지 우향인지 파악한다. (4)운두를 중심으로 사분면

에 배열된 보문 조합이 ‘1조(組) 보문형’인지 ‘2조 보문형’인

지 확인하고, 운두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향꼬리는 좌상(左

上) 면부터 시계 역방향으로 보문을 판독하고, 우향꼬리는 

우상(右上) 면부터 시계 순방향으로 보문을 판독한다. 2조 

보문인 경우는 첫 보문 명칭의 가나다 순에 따라 ‘제1조 보

문’과 ‘제2조 보문’을 결정한다. (4)운보문에서 판독한 내용

을 유물명부터 유물번호, 소장처, 왕조, 연도, 1-1면, 1-2면, 

1-3면, 1-4면, 방향(만자 상하꼬리 방향, 운두 방향), 2-1면, 

2-2면, 2-3면, 2-4면, 운두 크기, 단위문 크기 등 16항목으

로 정리한다. 이러한 판독법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정하 운보문 판독법’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현종 즉위년(1659)부터 영조 20년(1744)까지 

86년간의 의궤 89책 책의에서 28종의 운보문단이 사용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운보문에 사용된 보문은 단

독보문과 조합보문을 포함하여 45종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보주(85건), 산호(84건), 서보(42건), 방승(쌍)(41건) 

등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운보문 판독법을 연대가 정확한 초상화와 

출토복식, 전세유물 등에 적용해 본 결과, 유물의 연대 파

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문의 배열만으

로도 어느 정도 시기를 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 조선 후기 운보문 직물 관련 유물들을 이 연구

에서 제시한 판독법으로 정리한다면 연대 미상의 유물 연

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보문 배열 

외에 단위문의 크기와 운두 형태, 만자꼬리 형태와 크기 

등에 대한 세부 정보가 보완된다면 더욱 정확한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17   1662년(현종 3) 송광사 불복장 

유물(국립고궁박물관 제공).

사진 18   1671년(현종 12) 『숙종인경

왕후가례도감의궤』 책의.

사진 19   ① 1726년 『정성왕후책례도감의궤』(No.76) 운두(4.3×3.4) 단위문(8.0×

10.8), ② 1726년 정성왕후 교명함 내도의(유물313) (단국대학교·국립고

궁박물관 2013: 138).

* 본 연구는 2019년 (사)한국복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17∼18세기 운보문단의 편년 설정을 위한 방법론”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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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영조실록(英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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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for Establishing Chronology of 
Cloud Patterns Based on the Cover Patterns of 
Oegyujanggak Uigwe Books in the Lat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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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rived a method for establishing the chronology of  cloud patterns by examining the arrangement 

of  the treasure motifs in the cloud pattern used in the relevant pattern-decorated book covers of  89 Oegyujanggak 

Uigwe books, which are currently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cloud pattern with a treasure 

motif  was used in the covers of  a total of  89 books from King Hyojong Gukjangdogam Uigwe (1659) to Sadoseja 

Garyedogam Uigwe (1744), spanning 86 years. 

First, to analyze the cloud pattern, it should be broken down into smaller parts to the extent that the different 

shapes of  treasure motifs can be recognized. Secondly, the method of  decoding the pattern is as follows: First, check 

whether the pattern is arranged in one or two directions from the vertex of  the cloud's head, and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cloud tail. Then, decode the treasure motif's arrangement starting from the vertex of  the cloud's 

head toward the direction the tail of  manja is headed. Record the findings of  this decoding process by categorizing 

them. Third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28 types of  cloud patterns with treasure motifs were identified in 

89 books. There were 45 types of  treasure motifs used in such patterns. Finally, we have concluded that applying the 

method of  decoding the treasure motif  in the cloud pattern to portraits, excavated costumes, and various relics can 

be useful to establish the chronology of  cloud patterns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method suggested in this study 

is called 'The Reading Method of  Chronology in Cloud Pattern with Treasure Motifs’ (also 'Jeung-ha Cloud Pattern 

Read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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