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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혼수발기[婚需件記]」는 1837년 8월 순원왕후가 부마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

宜善)에게 내린 혼수품을 기록해놓은 물목이다. 노란 종이에 궁서체로 작성된 이 발기에는 4종의 관복과 평상복, 장신구 

등 55종의 복식류가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19세기 전기 남자 관복, 부마 관복, 1품 관복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남녕위에게 보낸 「혼수발기」의 복식 기록을 통해 19세기 전기 관복제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덕온공주가례등

록』의 기록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남녕위는 순원왕후로부터 네 종류의 관복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사비(私備) 관복, 즉 조복과 상복 

흑단령, 시복 홍단령과 함께 국가에서 제공하였던 공비(公備) 관복, 즉 공복 일습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복은 부마의 명

복(命服)으로, 관례복과 혼례복으로 사용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관복이었다. 

셋째, 조복으로 금관, 대홍항라조복, 폐슬, 패옥, 후수, 항라백삼, 목화, 상아홀, 서대가 마련되었다. 이 기록을 통하여  

1837년 당시까지는 조복용 중단으로 백삼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공복으로 대홍항라공복과 남설한초더그레, 남생경광주창의, 초록왜항라쿠리매가 마련되었다. 이 기록을 통하

여 관복의 안감이 더그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복 안에 창의와 쿠리매, 즉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상복으로 사모, 금치쌍학흉배, 유록운문갑사관대, 남운문갑사더그레, 남쌍문초창의와 당자적화문사쿠리매

가 마련되었는데, 특히 금치쌍학흉배를 통해 일반 관원과 차별화된 부마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시복으로 분홍광사관대, 남광초더그레가 마련되었다. 시복용 단령은 무늬 없는 분홍색 광사를 소재로 사용

하였고 안감으로 남색 더그레를 사용하였다. 

일곱째, 의류 소재는 가례 시기인 8월에 적합한 항라, 왜항라, 설한초, 쌍문초, 광초, 갑사, 화문사, 광사, 생경광주 등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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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혼수발기(이하 

「발기」라고 함)」는 1837년(헌종 3) 8월 순원왕후(純元王

后, 1789~1857)가 3녀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와 

혼인한 부마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1823∼1887)

에게 내린 혼수품을 기록해놓은 것이다. 

박물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4월 25일부

터 8월 18일까지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 유산을 중심으

로 <공쥬 글시 뎍으시니>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기획특

별전에 이 「발기」가 공개되었다. 덕온공주와 그의 아들 

윤용구(尹用求, 1853∼1939), 손녀 윤백영(尹伯榮, 1888

∼1986) 3대가 한글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은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1

덕온공주는 조선의 제23대 순조(純祖, 1790~1834)

와 순원왕후 사이에서 출생한 셋째 딸이자 막내딸인데 23

세로 요절하였다. 공주가 16세가 되던 1837년 8월 13일에 

해평윤씨 윤치승(尹致承)의 아들인 윤의선과 혼인하였

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덕온공주의 가례와 

관련된 『덕온공주가례등록(德溫公主嘉禮騰錄, 이하 『등

록』이라 함)』 2종이 남아 있다. 『등록』 건(乾)(K2-2631)은 

『등록』 곤(坤)(귀 K2-2632)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주단

변(四周單邊) 형식의 완성본이다. 반면에 『등록』 곤(K2-

2632)은 곽과 괘선이 없는 초고본이다.2 이 자료들을 토대

로 덕온공주와 윤의선의 가례 절차와 가례 복식이 연구3

되기도 하였다.

지면 관계상 이 글에서는 순원왕후가 가례 후 사위 

윤의선에게 내린 혼수품을 기록해놓은 「발기」에서 확인되

는 4종의 관복류를 문헌자료와 유물 등을 통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머지 「발기」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

서 다루려고 한다. 19세기 전기 왕실에서 공주와 부마에게 

내린 복식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등록』에 보이는 복식 기록은 당시 현실과 괴리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더

그레’ 용어를 비롯하여 조복의 받침옷 중단의 색상 등을 밝

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Ⅱ.   순원왕후가 내린 
남녕위 윤의선의 혼수 물목

이 「발기」는 순원왕후가 덕온공주의 길례 후 사위인 

남녕위 윤의선에게 내린 혼수용 복식 목록을 쓴 궁중 발

기의 하나로, 가로 203.5㎝, 세로 34.2㎝ 크기의 노란 종

이에 필사한 것이다.4 전체 길이를 16면으로 접은 첩(帖) 

형태인데 제2면부터 제13면까지 궁서체로 쓴 55종의 복

식 명칭이 적혀 있다.

「발기」의 제14면에는 “헌종성황제 3년 정유(1837)에 

순원숙황후께서 셋째따님 덕온공주 길례하시고 부마 남

1 국립한글박물관 https://www.hangeul.go.kr/main.do.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장서각소장등록해제』, p.147.

3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12b, 『韓國服飾』 30, pp.50∼117.

4 국립한글박물관, 2019, 『공쥬 글시 뎍으시니』, p.34.

사진 1   순원왕후가 사위 남녕위 윤의선에게 길례 후 내린 물품 「발기」(국립한글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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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위 윤공에게 하사하오신 발기. 융희 2년(1908)에 해관

(海觀) 윤공이 여식 윤백영을 주시니”라는 기록이 있다. 

<사진 1>은 16면의 「발기」 전체 모습이고 <사진 2>

는 제2면부터 제13면에 걸친 복식 목록의 확대 모습이다. 

「발기」에 기록된 55종의 품목은 용도별로 (1)조복 

(2)공복 (3)상복 (4)시복 (5)편복용 관모 (6)수식 (7)허리

띠와 부속 (8)통상예복 (9)편복·신발 (10)부채·주머니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이 연구에서 다룰 관복 4종을 

‘현대어(한자)’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금관(金冠) | 대홍항라조복(大紅亢羅朝服) | 항라백삼(亢羅白

衫) | 아홀(牙笏, 제4면) | 서대(犀帶) | 각패(角牌) | 폐슬(蔽膝) | 

패옥(佩玉) | 후수(後綬) | 목화

(2)    대홍항라공복(大紅亢羅公服) | 남설한초더그레[藍雪寒綃加文

剌] | 남생경광주창의(藍生輕光紬氅衣) | 초록왜항라쿠리매[草

綠倭亢羅周衣] 일작

(3)    사모(紗帽) | 금치쌍학흉배[金體雙鶴胸背] | 유록운문갑사관대

(柳綠雲紋甲紗冠帶) | 남운문갑사더그레[藍雲紋甲紗加文剌] | 

남쌍문초창의(藍雙紋綃氅衣) | 당자적화문사쿠리매[唐紫的花

紋紗周衣] 일작 

(4)    분홍광사관대(粉紅廣紗冠帶) | 남광초더그레[藍廣綃加文剌] 

일작

이상의 관복 4종은 모두 1점씩 일작의 구성물로만 

마련되었다. 융복이나 군복과 관련된 복식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서대나 각패, 목화처럼 여러 관

복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먼저 살펴볼 조복에서 다

루어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Ⅲ. 남녕위 「혼수발기」의 관복 분석

공주의 남편을 흔히 부마(駙馬) 또는 의빈(儀賓)이

라고 한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공주의 남편 의빈에게는 

‘위(尉)’라는 작호(爵號)가 내려졌다. 그리고 의빈부(儀賓

府)의 정·종1품 관직을 부여하였는데 혼인하면 첫 벼슬로 

종1품을 받았다.5 덕온공주의 남편인 윤의선은 ‘남녕위’라

는 작호를 받았는데 종1품의 관직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

된다. 

1. 조복

① 금관(金冠, 제2면), ② 대홍항라조복(大紅亢羅朝服, 제6면), ③

항라백삼(亢羅白衫, 제6면), ④ 아홀(牙笏, 제4면), ⑤ 서대(犀帶, 

제4면, 관대 공용), ⑥ 각패(角牌, 제5면, 공복·관대 공용), ⑦ 폐슬

(蔽膝, 제6면), ⑧ 패옥(佩玉, 제6면), ⑨ 후수(後綬, 제6면, 대대 부

착 가능), ⑩ 목화(木靴, 제12면, 공복·관대 공용) 

조복은 왕이 원유관복(遠遊冠服)을 착용하는 조하

(朝賀) 의례나 면복을 착용하는 종묘·사직제 등의 배향관

(陪享官)으로 참여할 때 착용하였다. 조복의 착장 모습은 

18세기 후기 정조대의 이익정(李益炡, 1699∼1782) 초상

화(그림 1)6나 19세기 후기 고종대의 흥선대원군 이하응

사진 2 남녕위 「혼수발기」의 복식 목록 (확대), (국립한글박물관 제공).

5 『經國大典』 卷1, 吏典 8전. 儀賓府 從一品 尉【尙公主者初授】.

6 국립중앙박물관, 2009,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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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昰應, 1820∼1898)의 초상화(그림 2)7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전기의 조복본 초상화가 아직 공개된 것이 

없기에 연구 내용에 추정 부분이 불가피하다.

『등록』에는 조복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발기」

에는 조복 구성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발기」의 조

복 부분에 기록은 없으나 받침옷으로 바지·저고리 외에 

공복이나 흑단령의 받침옷으로 입은 창의와 쿠리매를 착

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 금관

금관(그림 3)8은 제관(祭冠)과 형태는 동일하지만 머

리둘레인 무(武) 부분과 후면인 이(耳)9 부분 전체에 금빛

이 나도록 칠한 것을 말한다. 18세기 말 정조는 제관과 금

관의 구분을 없애고자 노력하였으나10 남녕위의 ‘금관’ 기

록을 볼 때, 19세기 전기에 여전히 제관과 금관, 두 종류

의 양관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남녕위는 공주의 남편인 부마로서 종1품에 해당하

는 인물이었으므로 「발기」에 ‘금관’이라고만 기록되어 있

으나 초상화 <그림 1>과 <그림 2, 3>에서 볼 수 있는 1

품용 오량관(五梁冠)을 받았을 것이다. 

금관에는 남색 끈[藍纓]이 있는데 정조 때는 이 끈을 

귀 옆으로 길게 늘어뜨렸다(그림 1). 그러나 19세기 후기

의 이하응 초상화(그림 2)에는 턱 밑에 묶고 있다. 1819

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교도첩(受敎圖帖)≫의  

<그림 4>11에서도 턱 밑에 묶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헌종대에도 ≪수교도첩≫의 방식을 유지하여 턱 밑에 

묶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대홍항라조복

대홍항라조복은 <사진 3>12처럼 의(衣)와 상(裳)을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조복의 소재로 사용된 항라

(亢羅)는 중국 항주(杭州)에서 짠 직물에서 비롯된 명칭

으로, 얇고 가벼운 투공 직물 중의 하나이다. 위사 3올이

나 5올, 7올 등을 평직으로 짠 후 익조직을 한 번 만드는

그림 1   이익정(李益炡, 1699~1782) 

조복본 초상화(국립중앙박물

관 2009: 184).

그림 2   이하응(李昰應, 1820~1898) 

조복본 초상화(서울역사박물

관 2007: 15). 

7 서울역사박물관, 2007, 『흥선대원군과 운현궁 사람들』, p.15.

8 위의 책, p.15. <그림 2>의 금관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9 孙机, 2001, 『中国古輿服論叢』, 北京: 文物出版社, p.164.

10 『弘齋全書』 卷169, 日得錄 9 政事 4.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1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p.90. 

12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❷ 복식·자수편』, p.204.

그림 3   1품용 오량관(서울역사박물

관 2007: 15).

그림 4   1819년 추정 ≪受敎圖帖≫의 조복 착

장 모습(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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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방식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사진 4>처럼 

가로줄 무늬로 나타난다. 평직 부분의 위사 수에 따라 삼

족항라(三足亢羅), 오족항라(五足亢羅, 사진 4), 칠족항라

(七足亢羅) 등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1623년(인조 1) 『승정원일기』에서 항라 기록이 처음 확

인된다.13 유물로는 이응해(李應獬, 1547∼1626) 묘의 지요 

겉감에서 삼족항라14가 확인된 바 있다. 또 신경유(申景裕, 

1581∼1633) 묘 철릭에서는 오족항라15가 확인되었다. 이처

럼 17세기 전기에 이미 삼족항라와 오족항라가 사용되고 있

었다. 18세기 후기 정조대의 이익정 묘에서는 삼족항라를 

사용한 조복이 출토되기도 하였다.16 따라서 남녕위의 조복

에도 삼족항라나 오족항라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항라백삼

‘항라백삼’은 조복용 백색 중단(사진 5)17을 말한다. 

『경국대전』의 백색 중단[白綃中單]18이 언제부터 청색 중단

(사진 6)19으로 바뀌었는지는 복식사 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 「발기」를 통해 1837년(헌종 3)

에는 조복 중단이 여전히 백색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남

녕위 「발기」의 사료적 가치 중의 하나이다.

영조대와 정조대에 중단을 입지 않고 옥색 창의만을 

입었음을 밀창군 이직(李樴 1677∼1746) 초상화20와 아들 

이익정(李益炡, 1699∼1782) 초상화21 등을 통해 알 수 있

다. 당시 정조가 관원들이 중단을 입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고민한 기록22도 볼 수 있다. 제복이나 조복에 중단을 입

지 않는 관행은 임란 직후인 17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24년(인조 2) 『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

都監儀軌』의 제복 관련 기록23이나 1627년(인조 5) 『원종

예장도감의궤(元宗禮葬都監儀軌)』의 조복 관련 기록24에

서도 중단에 대한 기록은 볼 수 없다. 이러한 관행이 18세

기 말 정조대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전기 순조대의 성해응(成海應, 1760~1839)

의 문집인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에 “지금 조복과 제

복 모두 중단이 있는데 가난해서 백사(白紗)를 갖출 수 없

으면 백저(白苧)로 대신한다”25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볼 

때 17세기 이후 입지 않던 중단을 순조대26 이후 다시 착

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13 박윤미, 2012, 「松廣寺 木造觀音菩薩坐像 腹藏 織物의 特性과 編年 考察」 『文化史學』 37, p.187.

14 충주박물관, 2004, 『이응해 장군묘 출토 복식』, p.184.

15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8, 『정사공신 신경유公 墓 출토 복식』, p.94.

16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1b, 『韓國服飾』 19, p.130.

17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a, 『名選 中』, p.136.

18 『經國大典』 卷3, 9후.

19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7, 『고려대학교 박물관 도록』, p.78.

20 국립중앙박물관, 2009, 앞의 책, p.183.

21 위의 책, p.184.

22 『弘齋全書』 卷169, 日得錄 9 政事 4.

23 『祭器樂器都監儀軌』(奎 13734) 001책, p.82.

24 『元宗禮葬都監儀軌』(奎 13518) 001책, p.189.

25 『硏經齋全集』 外集 卷43, 儀章類 巾服攷 汗衫.

26 國立中央博物館, 1986, 『朝鮮時代通信使』, p.44. 1811년(순조 11) 통신사 정사와 부사의 조복 착장 도상을 보면 정조대의 이익정 조복 초상화의 받침옷과 비슷

하게 묘사되어 있다. 

사진 3   조복 ‘의(좌)’와 ‘상(우)’, (문화재청 2006: 204). 사진 4   오족항라(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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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홀

홀은 제복이나 조복, 공복에 사용하던 수판(手板)이

다. 영조대에 4품 이상은 상아로 만든 아홀을 사용하고 5

품 이하 관원은 괴목(槐木)27으로 만든 목홀을 사용하도록 

하였다(사진 7).28 규나 홀의 하단 손잡는 부분에는 감이

(甘伊)라고 하여 옷감으로 싸는데 왕의 규에는 대홍색 비

단29으로, 그리고 신하들은 주로 청색 비단으로 쌌다. 미끄

러짐과 오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조대의 『상서기문(象胥紀聞)』에는 “국왕에게 드리

는 말씀을 조목별로 써가지고 간다”30고 기록하고 있다. 또 

『아언각비(雅言覺非)』에도 본래의 용도는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기 위한 것31이라고 하지만 19세기 전기에는 이미 

본래의 용도가 사라지고 의물(儀物)의 역할만 하였다. 

19세기 전기 아홀은 여전히 길이가 긴 홀이었을 것

으로 짐작된다. 1624년(인조 2) 『제기악기도감의궤』에 제

시되어 있는 홀의 크기는 길이는 1자 5치이고 너비는 2촌 

5분이다. 예기척(28.63㎝)으로 환산하면 대략 43㎝ 길이

에 너비 7㎝ 정도이다. 윤증(尹拯, 1629∼1714) 가(家) 유

품 중에는 49.5㎝ 길이의 아홀32이 있다. 18세기 말 이익

정(그림 3)이나 채제공의 조복본 초상화33에 보이는 아홀

의 크기 역시 40∼50㎝ 정도로 길고, 너비는 상단보다 하

단이 넓은 형태이다. 또 경북 영주의 소수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1820년대 상아홀(사진 7)의 크기는 너비 6.3㎝

에 길이가 46㎝34이다. 따라서 남녕위에게 보낸 아홀 크기

도 이와 유사하여 45㎝ 정도 길이에 6∼7㎝ 너비의 것으

로 짐작된다. 

5) 서대

서대(그림 5)는 조복용 대대를 두르고 그 위에 두르

는 1품용 품대이다. 물론 공복을 제외한 관대(상복·시복)

에도 사용하였다. 서각 띠돈은 갈색 바탕에 검은 점이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이익정 초상화에 보이는 서대(그림 5)의 서각 무늬

를 일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흥선대원군 초상화의 서대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무늬는 종안(綜眼) 또는 어자(魚

子)를 닮은 속문(粟紋)35으로, 고급 서각의 문양으로 짐작

된다.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포도문의 납색(蠟色, 밀

27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4월 14일 정유. 四品以上象牙 五品以下槐木.

28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 : 의생활』, p.236.

29 韓國學中央硏究院, 2008, 『尙方定例』, p.129.

30 『象胥紀聞』, p.165.

31 丁若鏞, 1992, 『雅言覺非』, 金鍾權 譯註, 一志社, p.157.

32 문화재청, 2005,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1』, p.187.

33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초상화』, 눌와, pp.310∼311.

34 紹修博物館, 2009, 『소수박물관 소장유물도록』, p.244.

35 정광 역주, 2004, 『原本 老乞大』, 김영사, p.361.

사진 5   백삼: 백색 중단(단국대학교 石

宙善紀念博物館 2004: 136).

사진 6   청삼: 청색 중단(고려대학교 

박물관 2007: 78).

사진 7 목홀(상)과 아홀(하), (소수박물관 2009: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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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색) 서대36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데 종안이나 어자, 포

도 모두 작은 동그란 무늬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말한

다. 따라서 남녕위의 서대 역시 이러한 고급 서각으로 만

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6) 각패

각패는 호패37를 말한다. 호패제도는 고려 말부터 시

작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1413

년(태종 13)에 처음 실시되었는데 잘 시행되지 않아 그 

후에도 여러 번 중단되었다. 1746년 『속대전(續大典)』에

는 2품 이상 아패(牙牌), 3품 이하 잡과 입격자는 각패(角

牌), 생원·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를 사용하도록 규정

하였다. 남녕위의 품계로 볼 때 각패는 아각패(牙角牌),38 

즉 상아 호패일 것이다. 

호패는 호패끈에 꿰어 허리에 차는데 호패끈의 색상

은 『경국대전』의 허리끈 색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2품 이상의 아패와 3품 흑각패에는 자색 호패끈(사

진 8)39에 꿰고 그 이하는 청색 호패끈에 꿰었을 것이다. 

그리고 호패끈에 꿴 호패는 영친왕이 호패를 패용한 

것(사진 9)처럼 서대에 걸어 왼쪽 옆구리로 늘어뜨렸을 

것이다. 호패 패용 모습이 묘사된 초상화를 볼 때 대부분 

왼쪽 무릎 부분에 호패가 올려져 있다. 

7) 폐슬

폐슬은 대대 위에 걸어서 가슴 아래로 늘어뜨리는 붉

은 장방형 장식물로, 조복에는 물론 제복에도 사용되었다. 

권우(權堣, 1610∼1685) 묘에서 출토된 폐슬40처럼 특별히 

자수가 놓인 경우도 있고 무늬 있는 직물을 사용한 경우41

도 있다. 그러나 『경국대전』의 기록이나 현전하는 폐슬 유

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초(赤綃)42와 같이 무늬 없는 

옷감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888년(고종 25) 『고종실록』43에 조복 상의의 가슴에 

그림 5 일반 서각 문양(국립중앙박물관 2009: 184).

그림 6 고급 서각 문양(서울역사박물관 2007: 15).

36 『林下筆記』 卷25, 「春明逸史」 犀帶有徵.

37 『大東野乘』 卷31, 續雜錄 丙寅年 5月 角牌.

38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5월 25일 병오.

39 高麗大學校 博物館, 1990, 『服飾類 名品圖錄』, p.164.

40 경기도박물관, 2016, 『의衣문紋의 조선 : 옷』, 민속원, p.12, pp.194∼195.

41 장정윤, 2003, 「朝鮮時代 文武百官 朝服에 關한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4.

42 『經國大典』 卷3, 禮典. 朝服赤綃衣裳蔽膝.

43 『고종실록』 권25, 고종 25년 10월 28일 병오. 1888년(고종 25) 상소문에서 첫 기록이 보이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 가슴에 부착하였을 것이다.

사진 8   아각패와 자적색 

호패끈 ( 고려대학

교 박물관 1990: 

164).

사진 9   영친왕 호패 착장

법(2006년 서울

대학교 박물관 특

별전, 필자 촬영).

사진 10   밀창군 폐슬

(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

物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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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부착한 폐슬을 ‘폐흉(蔽胸)’으로 기록한 것이 보이지

만,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조복본 초상화에는 폐흉이 아

닌 폐슬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남녕위의 것도 대대에 꽂

아 착용하는 폐슬이었을 것이다. <사진 10>44은 밀창군 

이직(密昌君 李樴, 1677∼1746) 묘에서 출토된 은조사 폐슬

(28.5×67㎝)인데 상단에 고리가 있어 끈을 꿰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1830년 순조의 원유관복본 어진45이나 효명세

자 면복본 예진46에서 폐슬 상단에 달린 은잠을 대대의 청

색 광다회 위에 끼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847년 경빈

김씨의 폐슬에는 은잠(銀簪)47이 구비되었다. 따라서 남녕

위 폐슬도 상단 좌우에 은잠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대

대를 묶고 좌우의 은잠을 대대 상단에 끼워 고정시키는 방

식으로 착용하였을 것이다. 

8) 패옥

패옥은 ‘패’라고도 하는데 형(珩) 1개, 우(瑀) 1개, 거

(琚) 2개, 충아(衝牙) 1개, 황(璜) 2개 등의 옥을 꿰어 만든 

장식물이다. 김장생(金長生, 1546∼1631)의 『가례집람(家

禮輯覽)』 도설에 “충아가 황에 부딪혀 소리가 나며 혁대 위

에 찬다”고 하였다. 패옥 도상(그림 7)에서 세부 명칭을 확

인할 수 있다. 

『가례집람』 설명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정조대 『사

직서의궤』에도 패(佩)에 대한 도설이 제시되어 있다. 설명

에 “『오례의』에 이르기를 패는 2개이다. 위에는 구리 갈고

리[銅鉤]에 형(衡)을 단다. 중형(重衡)이 있는데 그 중간에 

거(琚)와 우(瑀)가 있다. 아래에 충아(衝牙)가 있으며 중형 

양 옆에 쌍황(雙黃)이 있고 충아의 양 옆은 약옥주(藥玉珠)

로 꿴다. 그리고 형·거·우·쌍황·충아·적자(滴子)는 모두 민

옥(珉玉)으로 만든다”48고 하였다. 

『사직서의궤』에 패옥 주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다. 패옥 

바탕[波湯]49이 그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머니가 사용

되었는데 1805년(순조 5)의 『주영편(晝永篇)』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패옥에는 원래 주머니가 없었다. 명나라 가

정(嘉靖) 연간(1521∼1566)에 세종이 전상(殿上)에 올라가

는데 한 시신(侍臣)의 옥패가 바람 때문에 황제의 옥패와 얽

히게 되자 조서를 내려 중앙과 지방의 관원 모두 패옥 주머

니[珮袋]를 만들어 패옥을 넣게 하였다. 단 태상시(太常寺) 

관원은 교묘(郊廟)를 다니면서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하여 주

머니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패옥 주머니는 

중국을 본받은 것이지만 제관이 주머니를 사용하는 것을 보

면 중국 제도를 모두 본받은 것은 아니다”50라고 하였다. 즉 

패옥 주머니가 생긴 시기와 연유를 알 수 있다. 

한편 1624년 『제기악기도감의궤』에는 패옥을 제작

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51 1627년 『원종예장도감의궤』에

는 패옥이 그려져 있으나 주머니가 없는 모습52이고 숙종

44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b, 『韓國服飾』 22, p.149.

45 국립고궁박물관, 2019, 『효명』, p.37.

46 위의 책, p.31.

47 황문환 외, 2010,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81.

48 『社稷署儀軌』 圖說, 86전. 

49 『顯宗明聖王后嘉禮都監王世子嘉禮時儀軌』(奎 13072) 001책, p.20. 佩玉波湯花紅錦衣.

50 『晝永篇』 二, 29전.

51 『祭器樂器都監儀軌』(奎 13734) 001책, pp.82∼83.

52 『元宗禮葬都監儀軌』(奎 13518) 001책, p.202.

그림 7   패옥 ( 『家禮輯覽』 

圖說).

그림 8   패 (『景慕宮儀軌』 

圖說, 76전). 

사진 11   패옥(문화

재청 200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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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묘의궤』에는 헌관급 이상만 패옥을 착용하게 하였

으니, 17세기에 패옥 사용은 조복을 착용하는 4품 이상의 

관원들 중에서도 일부만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정

조대의 1품 관원의 조복본 초상화에서 주머니에 담긴 패

옥(그림 1)이 보인다. 심동신(沈東臣, 1824∼미상) 패옥

(사진 11)53처럼 청사(靑紗) 주머니에 담아 위쪽에 달린 

걸쇠 등으로 품대 좌우에 걸었다.

9) 후수

후수는 허리 뒤쪽으로 늘어뜨려 엉덩이를 덮는 붉은

색 장식물로 제복이나 조복에 착용하였다. 주로 날짐승 

문양을 수놓고 상단에는 금환 1쌍을 달았다. 연대가 명확

한 밀창군 묘의 후수는 대대와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 그

러나 19세기 후기의 후수는 대대와 연결하여 사용하였

다. 「발기」에 대대(大帶) 기록이 없는 이유가 후수와 대대

를 연결하여 착용하므로 하나로 인식하여 대대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림 9>54처럼 대대 

중앙에 달아 허리 뒤쪽을 덮고 앞에서 끈을 묶어서 착용

하는데 대대와 후수가 합체되는 시기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한편 현전하는 전세품 후수의 경우, 대체로 자수 선

학문(仙鶴紋) 1쌍이 3단55∼5단56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초 숙종대의 화산군(花山君, 1647∼1702) 묘 유물57

과 영조대의 밀창군 묘 유물58이 모두 선학문 1쌍이 2단(이

하 ‘2단 후수’)으로 수놓아져 있다. 정조대의 『사직서의궤

(社稷署儀軌)』59나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에 제시된 후

수 도상60 역시 선학문 2단 후수이다.

19세기 전기 1819년(순조 19) 효명세자 관례 후 숭정

전에서 백관의 하례를 받는 장면이 그려진 ≪익종관례진

하계병≫에서도 조복 차림에 선학문 2단 후수61가 확인된

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교도첩≫의 

조복 차림 모습(그림 4)62 역시 2단 후수이다. 따라서 남녕

위의 후수는 <그림 9>의 후수 하단에 <그림 10>의 청

사 망수63를 더한 ‘선학문 2단 후수’였을 가능성이 크다.

10) 목화 

목화는 소수박물관 소장 김영(金瑩, 1789∼1868)의 

흑화(그림 12)64와 같은 것이다. 흰색 가죽 밑창을 제외하

고 7조각으로 이루어졌다. 신코는 발등 쪽을 향하여 위로 

올라온 형태이며 깃 부분은 청색 무명을 사용하였다. 

흑화에는 흔히 정(精) 또는 청(淸)이라고 하는 화자

53 문화재청, 2006, 앞의 책, p.123.

5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a,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218.

55 경운박물관, 2012, 『대한제국 남성예복』, p.20.

5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b,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292. 

57 여주박물관, 2017, 『여주박물관』, p.125.

58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b, 『韓國服飾』 22, p.151.

59 『社稷署儀軌』 圖說, 85후.

60 『景慕宮儀軌』 圖說, 76전.

61 박정혜, 2011, 『왕과 국가의 회화』, 돌베개, p.100.

6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책, p.95.

63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12a,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 p.35.

64 소수박물관, 2007, 『천리의 거울을 닦은 괴헌가 사람들』, p.56.

그림 9   선학문 2단 후수(국립문

화재연구소 2013: 218).

그림 10   청사 망수(단국대학교 石宙善紀

念博物館 201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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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靴子) 전용 버선과 덧신인 투혜(套鞋)가 수반되었는데 

이 「발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등록』에 버선 정과 

함께 흑사피투혜(黑斜皮套鞋) 2부65가 보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만하지 않은 듯하다.

2. 공복

① 대홍항라공복(大紅亢羅公服, 제6면), ② 남설한초더그레[藍雪

寒綃加文剌, 제6면], ③ 남생경광주창의(藍生輕光紬氅衣, 제7면), 

④ 초록왜항라쿠리매[草綠倭亢羅褂子, 제7면] 일작(복두·야자서

대 기록 없음) 

조선 후기 공복은 모라복두(冒羅幞頭)와 공복(홍색·녹

색), 야자품대(也字品帶, 품대 재질의 띠돈), 흑화, 홀 등으

로 구성되는 관복이다. 공복은 부마의 명복(命服)으로, 관

례와 혼례 때 착용하였다. 혼례에 앞서 8월 7일에 이미 ‘명

복내출(命服內出)’이라는 절차를 통해 의빈의 명복(命服)으

로 공복 일습이 보내졌다.66 부마의 혼례 때는 친영과 동뢰

연 때 공복을 착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영에 앞서 입궐한 

후 왕실 어른들께 인사드릴 때도 공복을 착용하였다.67 

『등록』의 ‘의빈의복(儀賓衣服)’ 항목에 남녕위에게 

보낸 공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복두에 대홍주점겹단령(大

紅紬粘裌團領), 대홍면포점겹단령(大紅綿布粘裌團領), 

초록주유가문라[草綠紬襦加文剌],68 초록주겹가문라[草

綠紬裌加文剌], 초록주유액주름[草綠紬襦腋注音] 향속대

(香束帶) 대신 서속대(犀束帶), 아홀(牙笏) 등이다.69 그러

나 혼인한 8월의 복식으로 보기 어렵고 초록가문라, 액주

름 등이 당시 실제 기록이나 출토 복식과는 맞지 않아 고

민되었던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발기」의 공복 구성은 

『등록』의 내용보다 훨씬 사실적이다. 

한편 임란 후 공복제도가 다시 부활하기는 하였으나 

착용 기회는 축소되었다. ①국혼 때 정사(正使)와 주인

(主人), 부사(副使), 빈자(儐者) 등이 착용하였고70 ②왕세

자 입학 때는 박사가 착용하였으며71 ③조하진전(朝賀進

箋) 등에는 집사(執事)가 착용하였다.72 ④왕자나 부마는 

관례복과 혼례복으로 착용하였다. 그리고 ⑤과거 급제자

들이 방방(放榜)과 삼일유가(三日遊街)에 복두·녹공복을 

착용하였다.

남녕위가 혼인하던 그 해 2월에 헌종도 효현왕후와 

가례를 치렀다. 이때 정사(정1품)와 주인의 공복은 홍방

사주(紅方紗紬) 공복, 남방사주(藍方紗紬) 내공(內供), 모

라복두(冒羅幞頭), 야자서대(也字犀帶), 흑화자로 기록되

어 있다.73 두 기록을 비교해보면 우선 남녕위 「발기」에는 

65 『德溫公主嘉禮謄錄』(귀 K2-2631), p.115.

66 위의 책, p.135.

67 『德溫公主嘉禮謄錄』(귀 K2-2631), p.113.

68 加文剌의 ‘剌’은 ‘랄’에서 ‘ㄹ’이 탈락한 ‘라’의 음가자 표기이다. 오창명, 「「儀軌」에 나타나는 借字 表記 硏究 (1) : 조선 후기 服飾 어휘를 중심으로 (1)」 『韓國服飾』, 1997, p.31.

69 『德溫公主嘉禮謄錄』(귀 K2-2631), p.115. ‘명의내출(命衣內出)’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명복내출’이라고 한다.

70 『憲宗孝顯王后嘉禮都監儀軌』(奎 13139) 001책, p.267.

71 『太學志』 卷4, 冠服. 博士公服 幞頭 紅袍 也字品帶 象笏黑舄【工曹 濟用監 進排】.

72 成海應, 『硏經齋全集』 外集 卷43, 儀章類 巾服攷 公服.

73 『憲宗孝顯王后嘉禮都監儀軌』(奎 13139) 001책, p.267.

사진 12 19세기 전기 김영의 흑화(소수박물관 200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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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두와 야자서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미 혼례 절차 

중 ‘명복내출(命服內出)’ 단계에서 보내진 물건이 있기에 

여기에서는 여분이 필요한 공복 구성물을 추가해서 보낸 

것이 아닐까 한다.

1) 대홍항라공복

대홍항라공복은 <사진 13>74에서 볼 수 있는 홍포

이다. 조선 전기의 공복 형태는 『악학궤범』75에서 볼 수 있

는데 조선 후기 공복은 전기와는 달라졌다. 관대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여 옆이 트이고 무가 생겨 뒤로 젖혀진 형

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숙종대에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숙종

의 3자 연령군(延齡君, 1699∼1719)의 공복(사진 13)에서 

그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앞무의 상단에 숫단추를 

달고 뒷길에 암단추를 달아 고정하였다. 소매가 일반 단

령보다는 다소 넓어 보인다. 연구자가 조사한 1820년대 

김영(金瑩, 1789∼1868)의 단령76 유물로 미루어볼 때, 남

녕위의 공복 무는 뒷길에 꿰매어 고정시킨 형태였을 것으

로 짐작된다.

2) 남설한초더그레

남색 설한초로 만든 더그레는 공복 안의 안감 역할

을 하는 옷이다.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답호가 더그

레77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더그레는 ‘더할 가’와 ‘글월 

문’, ‘어그러질 랄’의 차자로, 가문라[加文剌·加文羅]라고

도 한다.78 

조선 전기에 관복 안에 입었던 답호는 17세기 이후 

소매가 길어져 직령(直領)이라는 옷과 형태가 같아졌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옷을 직령 또는 내공(內拱·內供), 안

감 등으로 부르고 있다. 조선 후기 『가례등록』 등에 ‘가문라

(加文剌)’가 계속 언급되고 있으나 반비의(半臂衣)79로 인

식되어온 조선 전기의 가문라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게다가 『등록』에는 홍공복 다음으로 남색 가문

라가 아닌 초록색 가문라80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

시의 공복 내공으로 보기 어려웠다.81 당시 공복의 안감은 

<사진 13(우)>에서 볼 수 있듯이 남색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더그레의 소재인 설한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

하게 밝혀진 바 없다. 지금까지 가장 이른 시기의 설한초 

기록은 1844년 『한양가』82라고 알려져왔다. 추후 더 이른 

시기의 기록이 나올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 「발기」

가 『한양가』보다 앞선 기록이 된다. 1847년 헌종과 경빈

김씨 가례 기록인 『정미가례시일기』에서는 초파일과 단

74 劉頌玉, 1998, 『韓國服飾史』, 修學社, pp.38∼40.

75 『樂學軌範』 卷9, 3후. 녹초삼의 도상을 통해 전기의 공복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 

76 소수박물관, 『소수박물관 소장유물도록』, 2007, p.241.

77 『譯語類解』 上, 44후.

78 劉頌玉, 1998, 앞의 책, p.161.

79 『國朝五禮儀』 卷7, 凶禮 襲. 紵絲褡 【卽半臂衣】.

80 『德溫公主嘉禮謄錄』(귀 K2-2631), p.115.

81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12b, 앞의 책, p.85.

82 이은진, 2004,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9.

사진 13   연령군 대홍공단 공복(좌)과 내공 남운문단 더그레(우)(劉頌玉 1998: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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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복으로 올려진 설한초 의복과 고도, 겹치마 등 경빈

의 치마·저고리감83으로 확인된다. 초(綃) 중에서는 고가

의 직물84인 설한초는 시기적으로 볼 때, 한여름을 제외한 

4∼5월 초여름과 8∼9월 초가을에 적합한 옷감이다. 

3) 남생경광주창의

남생경광주창의는 겹공복 안의 받침옷이다. 창의는 

대창의[大氅衣]라고도 하는데 소매가 넓고 허리 아래로 

뒤중심이 트인 교임형 포이다. 평상시 연거복으로도 착

용하였으나 도포나 관복의 받침옷으로 착용하였다. 

19세기 조재삼(趙在三)의 『송남잡지(松南雜識)』에 

“창의는 장복의 속옷[章服裏衣]이다. 본래 도포 위에 장복

을 착용하였으나 임란 후 도포의 후폭이 없어진 창의를 

입게 되었다”85라는 기록이 보인다. 조재삼의 말처럼 도포

가 관복의 받침옷으로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17세기 

전기(1627)에 조복 받침옷으로 녹색 도포를 사용한 사례

가 확인된다.86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말기까지 줄곧 창의가 

관복 받침옷으로 착용되었다. 

한편 공복용 창의 소재인 경광주 역시 명칭은 알려져 

있어도 실체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직물 중의 하나이

다. 남녕위가 혼인하던 1837년 제작된 순원왕후의 옥새

(玉璽, 유물번호 235)와 보자기 등이 현전하는데 보자기

의 끈[纓子](사진 13)87에 경광주가 사용되었다88고 하니 유

물이 교란되지 않았다면 경광주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광주는 의궤의 책의(冊衣)로도 사용되었

다. 1759년(영조35)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책의

(사진 13)89로 사용되었는데 경사가 가늘고 위사가 굵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보 보자기 등의 직물 중 무연사(無

撚絲)로 경위사 굵기와 밀도의 차이에 의해 한쪽 방향으

로 골이 지는 변화평직물90을 경광주로 유추해볼 수 있다. 

4) 초록왜항라쿠리매

쿠리매는 남생경광주창의 안에 입은 주의(周衣), 즉 

두루마기로 추정된다. 영조대(1748)의 『동문유해(同文

類解)』에 ‘괘자(褂子)’를 우리말로는 ‘쿠리매’, 만주어로는 

‘ㅇ쿠루머’91라고 하였다. 따라서 쿠리매는 만주어 ‘ㅇ쿠루

머’에서 온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정조대의 『방언유석(方

83 황문환 외, 2010, 앞의 책, p.235, 251, 253.

84 이은진, 2004, 앞의 글, p.62.

85 『松南雜識』 襒衣.

86 『元宗禮葬都監儀軌』(奎 13518), p.202. 草綠有紋大段道袍.

87 국립고궁박물관, 2010a, 『조선왕실의 御寶 제1권 어보』, p.384; 국립고궁박물관, 2010b, 『조선왕실의 御寶 제3권 보자기』, p.331.

88 국립고궁박물관, 2010b, 앞의 책, p.635.

89 국립중앙박물관, 2011,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p.49.

90 국립고궁박물관, 2010b, 앞의 책, p.640.

91 『同文類解』(1748)(一簑古 494.1-H996d-v.1) 上, p.56.

사진 14   순원왕후 옥보·보자기·영자(유물번호 235)와 순원왕후 옥보의 보자기 

영자 확대(국립고궁박물관 2010a: 384; 국립고궁박물관 2010b: 331). 

사진 15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上)』와 경광주 책의 확대(국립중앙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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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類釋)』에는 괘자(褂子)를 ‘쟈근웃옷’92이라고 하였다. 또 

19세기 중기의 『송간이록』에는 괘(褂)를 ‘후리ᄆᆡ 주의(周

衣)’93라고 하였으며 평안도와 함경도 등 북한 지역에서는 

주의(周衣)에 솜 놓은 옷을 괘자라고 하였다.94 

1938년 문세영(文世榮, 1888∼?)의 『조선어사전』에

는 후루막, 후리개, 후리매95가 두루마기의 사투리라고 하

였으나 후리매는 만주어에서 온 쿠리매와 발음이 유사하

다. 근래 학계에서는 전복에 원령(圓領)이 달린 옷을 괘

자·쾌자라고 지칭하는데 1828년(순조 28) 『무자진작의

궤』에는 대금 괘자와 함께 교임 괘자도 확인된다. 6월에 

거행된 진작을 기록한 「부편(附編)」 공령(工伶) 편에 고구

려 정재 무동이 철릭 받침옷으로 회색괘자(灰色掛子)를 

착용한다는 기록96과 도설97이 보이는데 이때의 괘자가 좁

은 소매의 두루마기이다. 

따라서 괘자라는 옷은 대금형 외에 교임형 주의·두

루마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최남선도 ‘주의’와 ‘후

리매’를 같은 옷으로 설명하였는데 ‘옷이 휘도라서 다 막

힌 것’으로 ‘휘둘러 맨다’는 뜻98이라고 풀이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쿠리매는 만주어에서 유

래한 것으로, 두루마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발

기」를 통해 19세기 전기 왕실에서도 만주어에서 유래된 

쿠리매라는 어휘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관복 안에 

창의와 두루마기를 받침옷으로 착용했음도 알 수 있다.

3. 상복 흑단령 구성

① 사모(紗帽, 제2면), ② 금치쌍학흉배[金體雙鶴胸背, 제7면], ③ 

유록운문갑사관대(柳綠雲紋甲紗冠帶, 제7면), ④ 남운문갑사더

그레[藍雲紋甲紗加文剌, 제7면], ⑤ 남쌍문초창의(藍雙紋綃氅衣, 

제8면, 분홍관대 공용), ⑥ 당자적화문사쿠리매[唐紫的花紋紗褂

子, 제8면, 분홍관대 공용] 일작 

사모 이하 쿠리매까지 의례용 단령인 흑단령과 받침

옷까지 완벽한 한 짝[一作]이다. 이 구성에 추가 기록은 

없지만 「발기」에 보이는 바지·저고리 등의 편복용 기본 

복식에 서대·각패와 목화 등을 착용하면 상복 흑단령의 

착용이 완성된다. 

1) 사모

사모는 복두에서 비롯된 관모로, 백관의 관모로 사

용된 것은 고려 말 1387년(우왕 13)이다. 문무백관의 상

복과 시복의 관모로 가장 많이 사용된 관복용 관모인데 

앞이 낮고 뒤가 높은 2단의 모체(帽體)에 뒤쪽 좌우로 뿔

[角]이 수평으로 꽂힌 형태이다. 시대에 따라 모체의 높이 

등의 형태가 변화하였으며 뿔의 형태도 변화하였다. 『속

대전』99에 기록되어 있듯이, 당상관의 뿔은 무늬가 있는 

문사각(紋紗角)을, 당하관은 무늬가 없는 단사각(單紗角)

을 사용하였다.

남녕위의 사모와 가장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

모의 모습은 1838년 초상화의 이모본인 서유구(徐有榘, 

1764∼1845) 초상화100에서 볼 수 있다. 문사각의 뿔을 꽂

은 이 사모는 모정을 비롯하여 모체가 전반적으로 곧은 

느낌을 준다.

92 『方言類釋』 酉部, 22후.

93 『松澗貳錄』 卷服着, 7후.

94 千時權, 1976, 「두루마기 名稱攷」 『국어교육연구』 8(1), p.3. 

95 文世榮, 1938, 『朝鮮語辭典』, 博文書館, p.1615.

96 『戊子進爵儀軌』(奎 14364) 002책, p.180.

97 『戊子進爵儀軌』(奎 14364) 001책, p.116.

98 崔南善, 1948, 『朝鮮常識 風俗篇』, 東明社, p.120.

99 『續大典』 卷3, 17전∼후.

100 서유구 초상[2019. 6. 5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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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進宴儀軌』(奎 14358) 001책, p.3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102 조흥진 초상[2019, 6. 15 검색],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

103 황문환 외, 2000, 앞의 책, p.211.

104 문화재청, 2006, 앞의 책, p.194.

105 위의 책, p.195.

106 허동화, 2001, 『이렇게 좋은 자수』, 한국자수박물관, p.200.

107 허동화 소장의 한국자수박물관 유물은 2018년 5월 서울시에 기증되어 현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정리 중이다.

사모에는 왼쪽에 중동사(中銅絲)로 감아 만든 화공

(花孔)101 2개가 간격을 두고 달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왕

실 연향에 왕이 내리는 수화(首花)를 꽂기 위한 장치인데 

남녕군은 왕실 구성원이므로 수화를 꽂을 기회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되므로 화공이 있는 사모를 내렸을 것으로 생각

된다. 조흥진(趙興鎭, 1748∼1814)의 초상화 속 사모의 왼

편에서 화공 2개(그림 11)102를 볼 수 있다.

2) 금치쌍학흉배

금치쌍학흉배는 금체(金體)103 쌍학흉배 또는 금사

(金絲)104 쌍학흉배라고 한다. 금사로 수놓은 흉배를 의미

한다. 남녕위의 흉배는 1쌍이 마련되어 유록운문갑사관

대의 가슴과 등에 사용되었다.

금치쌍학흉배는 부마나 종친 중 군(君)에 해당하는 

이들이 사용하였다. 색사만을 사용하여 수놓은 당상관

용 쌍학흉배와는 확연하게 차이난다. 숙명여자대학교 박

물관에는 흥완군(興完君, 1849∼1949)의 금사쌍학흉배가 

소장되어 있다. 구름과 선학 모두 금사로 수놓은 것인데 

크기는 가로 21.7㎝, 세로 24.5㎝이다.105 

<사진 16>106은 허동화가 소장하고 있던 금치쌍학

흉배107로, 가로 23㎝, 세로 25.5㎝이다. 이 역시 운·학을 

모두 금사로 수놓았다. 이 흉배는 흥완군 흉배보다 약간 

크므로 앞선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세기 전

기 남녕위의 흉배는 가로·세로 25㎝ 전후 크기로, 문양은 

이 흉배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유록운문갑사관대

유록운문갑사관대는 흑단령의 겉감을 말한다. 흔히 

단령 관복 일습을 지칭할 때 사모관대라고 하는데 이 「발

기」에서는 흑단령 관복의 겉감을 지칭하고 있다. 

조선 후기 초상화에서 흔히 보는 짙은 녹색의 예복

용 단령(그림 28)이다. 흑단령의 색상은 『속대전』에 현록

그림 11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上)』와 경광주 책의 확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16    금치쌍학흉배(허동화 2001: 200).



21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3

색(玄綠色)108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발기」에서 볼 수 있듯

이 대부분 ‘유록(柳綠·油綠)’으로 표기되어 있다. 남녕위

의 흑단령 형태는 홍희준(洪羲俊, 1761∼1841) 묘에서 출

토된 단령(사진 17)109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소재는 운문갑사인데 운문은 홍희준 묘 단령의 문양

(사진 18)110과 덕온공주의 비녀상자의 겉에 바른 운문단 

문양(사진 19)111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두 문양이 유사

하다. 따라서 남녕위의 단령 문양도 이런 종류였을 것으

로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갑사는 “무늬가 있는 얇은 견의 일종으로 평직

과 익직을 3∼4올씩 묶어 격자로 배열되도록 직조하여 바

탕이 귀갑문처럼 보인다”112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홍재

전서』에는 이런 내용이 보인다.

“여름에는 단사(單紗)를 입고 가을에는 갑사(甲紗)를 입고 

겨울에는 문단(紋緞)을 입어 한 몸을 치장하는 데 번번이 무리

하게 많은 돈을 허비한다.”113

갑사 외에 단사가 있는 것을 볼 때, 직조 방식에 의한 

무늬의 문제가 아니고 실의 굵기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한여름을 피하고 입기에 적합한 소재이다. 따라서 

추후 갑사와 단사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4) 남운문갑사더그레

남운문갑사더그레는 유록운문갑사흑단령의 안감이

다. 단령 겉감과 일작을 이루어 안감 역할을 하는 내공은 

시접이 겉으로 드러나는 직령으로 만들어졌다. 남녕위의 

흑단령은 안팎 모두 운문을 사용하였다.

19세기 중기 자료114로 추정되고 있는 『송간이록(松

澗貳錄)』에 ‘가문라[加文剌]’에 대해 ‘더그레’라고 주를 달

고, 단령의 내공115이라고 한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문라는 시대에 따라 또는 입는 자의 신분에 따

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 옷이지만 19세기의 가문라는 대체

로 괘자(掛子)나 전복(戰服)과 같은 반비 형태의 종류의 

옷이 아닐까 짐작해본다”116고 한 선행 연구의 내용은 수

108 『續大典』 卷3, 17전∼후.

10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조선시대 우리 옷의 멋과 유행』, p.91.

110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01a,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p.57.

111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12a, 앞의 책, p.48.

11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우리나라 전통 무늬 1 직물』, 눌와, p.497.

113 『弘齋全書』 卷169, 日得錄 9 政事 4.

114 이미향, 2002, 「『松澗貳錄』에 나타난 고유어 연구」 『국어사 자료 연구』 3, p.176.

115 『松澗貳錄』 卷1, 8전. ○加文剌【더그레】 團領內供也.

116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12b, 앞의 책, p.85.

그림 12    유록색 운문단 관

대(조흥진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뮤지엄).

사진 17   홍희준 묘 단령(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

物館 2006: 91). 

사진 18    홍희준 묘 단령의 운보

문 (고부자 2001: 57).

사진 19   덕온공주 비녀상자의 운보문 

(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1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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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이은주·김미경, 2019, 「선조대(宣祖代) 공신초상(功臣肖像)의 복식 고찰」 『文化財』 52(1), p.130.

118 윤진영, 2003, 「효종어제희우시회도(孝宗御題喜雨詩會圖)」 『문헌과 해석』 22, p.134.

119 『嘉禮謄錄 v1』, 91b. 綃袍一代 油綠段團領 藍段加文剌具.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120 이주미, 2019, 「조선 후기 왕자 관례·가례 복식 고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65∼66.

121 숭의전[2019. 6. 3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고려 태조 이하 7왕(王: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경

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있다. 

122 『度支準折』(가람古 336.2-T126t) 袱帒巾衣裳, 17후. 崇義殿令 黑團領一件【外拱黑紬一疋五尺 加文剌次藍紬一尺五寸 鄕糸二戔】.

123 『日省錄』 正祖 19년(1795) 윤2월 16일.

정될 필요가 있다. 

관복 받침옷으로 초록 더그레가 착용되었던 것은 17

세기 전기인 1619년(광해군 11) 이후이다.117 회화 자료 중 

1652년(효종 3) <효종어제희우시회도>(그림 13)118에는 

분홍 시복 안에 남색 안감과 녹색으로 추정되는 안감[內

拱], 즉 더그레가 함께 확인된다. 효종 초기에 초록 더그

레와 남색 더그레가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657년(효종 8) 낙선군(樂善君, ?∼1695) 가례 시 물

목 중 “초포(綃袍)를 남단(藍段) 가문라를 갖춘 유록단(油

綠段) 단령으로 대체”119하여 마련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남단 가문라를 갖춘 유록단 단령은 조선 후기 상복 흑단

령을 말한다. 낙선군이 아직 관작(官爵)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복 대신 흑단령으로 혼례를 거행하였다.120 

이 『가례등록』의 낙선군 흑단령과 더그레 기록은 조선 후

기 남색 더그레를 안감으로 사용한 현록색 흑단령의 첫 

기록이라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상의 효종대 두 자료를 볼 때, 효종대는 가문라의 

색상이 초록에서 남색으로 바뀌는 시기로, 1657년 이후

로 남색 더그레가 정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1837

년 『등록』에는 여전히 초록가문라로 기록되고 있기에 『등

록』의 기록은 실제 기록이라기보다는 오래 전 기록을 그

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발기」의 기록을 통해 19세기 전기 단령 안감 직

령도 ‘더그레’라고 하였음이 드러났다. 이 「발기」가 중요

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조선 

후기 더그레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기 『탁지준절(度支準折)』에는 숭의

전(崇義殿)121 영(令, 종5품)의 흑단령 1건에 대한 소재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공(外拱), 즉 겉감은 흑주(黑紬) 1필 

5척이고 가문라 감으로 남주(藍紬) 1척 5촌, 향사 2전”이 

보인다.122 이 기록으로 보면 가문라의 옷감 양은 선단으

로도 부족할 듯하다. 따라서 1척 5촌이 1필 5척의 오기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으니 추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할 듯하다.

5) 남쌍문초창의·당자적화문사쿠리매

흑단령 안에는 남쌍문초창의와 당자적화문사쿠리매

를 받쳐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바지·저고리 위에 쿠리매, 

즉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대창의를 입은 후 남색 더그

레로 안을 받친 유록색 관대, 즉 흑단령을 입은 것이다. 

『한양가』에 따르면 쌍문초는 선전[立廛]에서 판매하

는 중국 수입 옷감 중의 하나이다. 『일성록』123에 따르면 

1795년(정조 19) 화성 원행 후 자궁(慈宮, 혜경궁 홍씨)이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을 비롯하여 이시수(李時秀, 

그림 13   <효종어제희우시회도>에 보이는 홍단령의 내공인 더그레의 색상 

(좌: 녹색, 우: 남색), (윤진영 2003: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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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1821)와 홍대영(洪大榮, 1755~미상상) 등에게 분

홍 쌍문초와 안감 남경광주 1필씩을 내린 기록이다. 담홍

포인 시복감임을 알 수 있다. 안감에 쓰인 경광주보다는 

겉감에 사용된 쌍문초가 더 좋은 옷감으로 짐작된다. 또

한 1847년 경빈김씨 가례 때 올려진 팔일단오 의복 중에 

쌍문초 잔누비의대, 겹봉디 등이 마련되었으니124 초여름 

날씨에 적합한 직물이라고 할 수 있다.

4. 시복 홍단령 구성

①  분홍광사관대(粉紅廣紗冠帶, 제8면), ② 남광초더그레[藍廣綃

加文剌, 제8면] 일작(창의·쿠리매 생략됨)

남녕위의 시복 홍단령에 해당하는 옷이 2점 내려졌

다. 남녕위의 분홍광사관대와 남광초더그레가 곧 시복 

담홍포의 겉감과 안감이다. 조선 후기 관리들은 집무복

으로 시복 단령을 착용하였는데 당상관이 착용하는 옅은 

홍색의 단령을 색상에 근거하여 담홍포125라고 하기도 하

고 흑단령과 함께 ‘관대’라고 하기도 하였다. 시복 단령의 

안감은 상복 흑단령의 안감처럼 시접이 겉으로 드러난 직

령형으로 제작한 후 겉감에 징궈서 겹으로 만들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한제국

동가도>에는 분홍단령을 착용한 남녕위의 모습(그림 14)

이 묘사되어 있다. 정1품 중에서도 대광보국숭록대부(大

匡輔國崇祿大夫)가 사용126하는 파초선(芭蕉扇)을 갖추고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이다. 시기는 헌종대보다 늦은, 홍단

령이 폐지되는 1884년 윤5월 24일127 이전의 고종대로 추

정되지만 시복의 착장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1837년 당시의 남녕위의 시복은 무술년(1838)의 서

유구(徐有榘, 1764~1845) 초상화에 근거하여 이모된 <그

림 15> 모습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사모 모체의 형태, 당

상관 이상이 사용할 수 있었던 문사각, 깊게 파인 단령깃 

등을 볼 수 있다. 

남녕위의 시복 홍단령 소재는 광사와 광초를 각각 

겉감과 안감으로 사용하였다. 더그레에 사용된 평직의 

광초보다는 익조직의 광사가 더 고급 직물이었을 것이

다. 광사는 영조대의 『상방정례』에도 보이는데 주로 왕실 

여성의 의류 소재로 사용되었다. 빈궁의 중삼(中衫), 경

의(景衣), 노의대(露衣帶)128를 비롯하여 숙의(淑儀)의 전

면사(前面紗), 원삼(圓衫), 상(裳), 공주·옹주의 전면사 등

에 사용되었다. 전면사에 사용된 것을 볼 때 투광 효과가 

있는 얇은 비단임을 알 수 있다. 최고의 직물은 아니어도 

예복에 사용되었던 고급 직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안

감에 사용된 광초는 다른 초 직물에 비해 폭이 넓었던 것

으로, 일반적인 초의 폭이 1척 1촌[51.7㎝]인 것으로 보아 

광초는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129

124 황문환 외, 2010, 앞의 책, p.249, 255.

125  『續大典』 卷3, 17전.

126 中央日報社, 1991, 『韓國의 美 ⑲ : 風俗畵』, p.39.

127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윤5월 24일 정묘.

128 韓國學中央硏究院, 앞의 책, p.349, 356, 364, 377.

129 조효숙·이은진, 2003, 「『度支準折』에 기록된 조선 말기 平絹織物에 관한 硏究」 『服飾』 53(5), p.134.

그림 14   <대한제국동가도> 속 남녕

위 모습(박정혜 2011: 106).

그림 15   1838년 본에 근거하여 이모한 서

유구 초상화(한국데이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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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2019년 국립한글박물관의 특별전 <공쥬 글시 뎍으

시니>를 통해 순원왕후가 막내사위 남녕위 윤의선(1823

∼1887)에게 내린 「혼수발기」가 공개되었다. 1837년(헌종 

3) 8월 13일, 16세 덕온공주(1822∼1844)와 15세 남녕위 

윤의선이 가례를 치렀다. 「혼수발기」는 노란 종이에 한글

로 필사한 것이었는데 남녕위의 관복 4종과 편복, 장신구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19세기 전기 남자 관복, 부마 관복, 

1품용 관복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과 유물 자료를 참고하여 남녕위 

「혼수발기」에 기록되어 있는 19세기 전기의 종1품 부마용 

관복 4종, 즉 조복, 공복, 상복 흑단령, 시복 홍단령에 대

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녕위에게 내린 「혼수발기」의 복식 기록은 덕

온공주와 남녕위의 혼례 기록인 『덕온공주가례등록』의 

복식 내용과 일부 일치하기도 하였으나 「발기」의 복식 기

록이 『등록』의 기록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남녕위는 순원왕후로부터 네 종류의 관복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사비(私備) 관복, 즉 조복

과 상복 흑단령, 시복 홍단령 외에 착용의 기회가 한정되

어 국가에서 제공하였던 공비(公備) 관복, 즉 공복 일습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복은 부마의 명복(命服)으로, 관례복

과 혼례복으로 사용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관복이

었다. 반면에 관복 중 융복이나 군복과 관련된 복식류는 

없었다. 

셋째, 조복으로는 금관을 비롯하여 대홍항라조복, 

항라백삼, 아홀, 서대, 각패, 폐슬, 패옥, 후수, 목화가 내

려졌다. 특히 ‘항라백삼’ 기록을 통하여 이 시기 조복용 중

단으로 백삼(白衫)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각패, 즉 아각패는 조복 부속품으로 내려진 것은 아

니었으나 호패가 관복 착용 때 품대에 걸어서 사용하는 

것이었기에 서대 부속품으로 살펴보았다. 각패에 자적색

의 호패끈도 수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넷째, 공복으로는 대홍항라공복과 남설한초더그레, 

남생경광주창의, 초록왜항라쿠리매가 내려졌다. 공복용 

허리띠인 1품용 야자서대의 기록은 없었다. 그리고 공복 

구성 중 남설한초더그레 기록이 복식사의 과제 하나를 해

결하는 단서가 되었다. 공복의 안감에 해당하는 직령을 더

그레라고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공복 안에 창의, 

즉 대창의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안에 입은 쿠리매가 주의(周衣), 즉 두루마기로 확인됨에 

따라 대창의 안에 두루마기를 입었음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상복 흑단령에는 사모, 금치쌍학흉배, 유록

운문갑사관대, 남운문갑사더그레, 남쌍문초창의와 당자

적화문사쿠리매를 내렸다. 의빈이 금사쌍학흉배를 단 유

록색의 흑단령을 입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단령을 

관대라고 하였으며 안감인 남색 직령을 역시 더그레라고 

하였음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받침옷으로 사용한 두루마

기 색상은 초록, 당자적을 사용하였으나 대창의의 색상은 

모두 남색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집무복인 시복으로는 분홍광사관대, 남광초

더그레를 내렸다. 단령은 무늬 없는 분홍 소재를 사용하

였으며 역시 관대라고 하였고 분홍단령의 안감으로 남색 

더그레를 사용하였다. 

일곱째, 의류 소재는 항라, 왜항라, 설한초, 쌍문초, 

광초, 갑사, 화문사, 광사, 생경광주 등 음력 8월 더위를 

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계절이 바뀌면 계절

에 맞는 새로운 옷을 내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자료가 부족한 19세기 전기 왕실 

복식과 부마 관복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점에 의

의를 두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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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Hangeul Museum houses a document list of  the wedding gifts that Queen Sunwon granted her 

royal son-in-law, Nam Nyeong-wie, in August 1837. A total of  55 items were recorded in Hangeul Gungseo style 

on yellow paper. This list included four types of  government officials’ uniforms, casual wear, accessories, etc. The 

results of  studying the 19th-century male officials’ uniforms through this historic record were as follows.

The clothing record in the List of  Wedding Gifts was more accurate than that in the Dukongongju 

Garyedeungrok. The four types of  government official uniforms for Nam Nyeong-wie included jeobok, sangbok, 

sibok, and gongbok. For the joebok, there was geumkwan, daehong-hangrah joebok, baeksam, ahole, seodae, 

gakpae, peseul, paeok, husu, and mokhwa. The record of  the List confirms that baeksam was used as jungdan for 

joebok. For the gongbok, there was daehong-hangrah gongbok, blue seolhancho duhgre, blue saenggyeonggwangju 

changui, and green waehangrah kurimae. The record of  the List shows that the lining of  the gongbok was duhgre, 

and confirms, for the first time, that changui and kurimae were worn inside the gongbok. For the sangbok, there was 

samo, ssanghakhyungbae embroidered with golden thread, dark green cloud patterned gapsa gwandae, blue cloud 

patterned gapsa duhgre, blue ssangmuncho changui, and Chinese purple hwamunsa kurimae. For the sibok, there 

was pink gwangsa gwandae, and blue gwangcho duhgre. For the lining, blue duhgre was used. Lastly, the fabrics used 

for those costumes were all suitable for the climate in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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