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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 3년(1837)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는 막내딸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의 8월 가례를 맞아 

부마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1823∼1887)에게 혼수품을 내렸다. 그 물목을 적은 「혼수발기」가 국립한글박물

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혼수발기」를 통해 19세기 전기의 부마 편복에 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기」 속 편복 품목을 대략 36종으로 정리하고 용도별로 ① 상의류 9종, ② 하의류 8종, ③ 관모와 수식 10

종, ④ 허리띠와 주머니 4종, ⑤ 부채 3종과 신발 2종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남녕위의 편복 중 가장 중요한 의복은 남광사 도포와 남광초 창의(대창의)로 구성된 통상예복이었다. 그 외

에 창의 2점(남광수사·청저포), 중치막 1점(남생경광주), 쟁친 상침긴옷 1점(옥색 쌍문초), 모시 홑창옷 1점(소창의), 

겹저고리 2점(보라색 설사, 저포), 당포적삼에 생경광주한삼과 저포한삼이 있었고 하의류로는 겹바지와 고의(홑바지), 

당포 행전과 버선 2켤레, 초록사 요대, 옥색사 대님이 있었다.

셋째, 관모와 부속품으로 밀화영과 사영을 갖춘 흑립, 정자관·동파관, 받침모 탕건과 복건이 있었으며 수발(修髮)

에 필요한 상투관과 세 종류의 동곳(산호·밀화·순금), 옥관자를 갖춘 망건이 있었다. 특히 정자관과 동파관은 18세기 

이후 신분별 구분이 있던 관모인데 남녕위에게는 정자관과 동파관을 함께 보냈다. 

넷째, 홍색 계통의 세조대와 부싯돌을 담을 쌈지와 사낭, 그리고 옥선추를 장식한 선자, 사직물로 만든 모선, 소접

(小摺) 등의 부채류, 운혜와 당혜 신발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덕온공주가례등록』의 복식 기록과는 달리 「혼수발기」의 복식 기록이 당시의 실제적인 복식 명칭임

을 확인하였으며 19세기 전기 부마 편복의 구체적인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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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립한글박물관에는 왕실의 「혼수발기」 1점이 소장

되어 있다.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가 1837년(헌

종 3) 8월 13일 16세의 막내딸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

1844)의 가례를 맞아 부마(駙馬) 남녕위(南寧尉) 윤의선

(尹宜善, 1823∼1887, 혼례 당시 15세)에게 내린 혼수품을 

기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왕실에서 윤의선에게 혼

수로 보낸 「혼수발기」의 복식 중 관복과 구별되는 편복의 

종류와 용도, 조형적 특성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순원왕후는 1847년(헌종 13) 손자 헌종과 경빈 김씨

의 가례 때에도 많은 혼수품을 내렸는데 『정미가례시일

기』에 ‘동됴의셔ᄒᆞ오신【의ᄃᆡ의복】기소’라는 소제목으로 

실려 있다. 순원왕후가 헌종과 경빈 김씨에게 복식과 침

구류를 내렸듯이 사위 윤의선에게도 「혼수발기」에 기록

된 복식류를 내린 것이다.

2019년 선행연구1를 통해 「혼수발기」의 복식 기록이 

기존 『덕온공주가례등록』의 기록과는 달리 19세기 전기

의 실제적인 복식 기록임을 확인한 바 있다. 남녕위의 관

복으로 조복·공복·상복·시복을 고찰함으로써 관복은 물

론 지금까지 파악이 어려웠던 ‘더그레[加文剌]’가 공복이

나 단령의 내작(內作)·내공(內拱)임을 확인하기도 하였

다. 그 외에 19세기 전기 관복용 받침옷 종류와 색상, 금

사(金絲)로 제작한 부마용 쌍학흉배 등을 확인함에 따라 

19세기 전기 부마의 관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밝힐 수 있었다.

19세기 후기의 복식자료는 다른 시기에 비해 풍부한 

편이지만 19세기 전기의 복식자료는 의외로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윤의선의 「혼수발기」는 19세기 전기 남성 복

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고문헌과 관련 기록, 선행연구 등의 문헌

자료와 유물자료를 참고하여 19세기 전기의 부마 편복과 

함께 왕실 남성의 편복, 더 나아가서는 당시 최고 수준의 

사대부 편복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남녕위 「혼수발기」와 편복 목록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윤의선의 「혼수발

기」는 가로 203.5㎝, 세로 34.2㎝ 크기의 필사본으로, 황

색 후지(厚紙)를 이어붙여 16면으로 접어 만든 ‘첩(帖)’형

식의 문서이다.

선행연구에서 다룬 윤의선의 관복(4종) 구성물을 제

외하면 「혼수발기」의 나머지 기록은 남녕위의 편복과 편

복 부속품에 해당한다. <그림 1>에서 초록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편복과 부속품 기록 부분이다.

편복 품목 총 36종을 용도에 따라 ① 상의류 9종, ② 

하의류 8종, ③ 관모와 수식 10종, ④ 허리띠와 주머니 4종, 

⑤ 부채 3종과 신발 2종 등 다섯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 이은주, 2019,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의 1837년 「혼수발기」 속  관복(冠服) 고찰」, 『文化財』 52(3), pp.200∼221.

그림 1 순원왕후가 남녕위 윤의선에게 내린 혼수품을 기록한 「혼수발기」 일부(국립한글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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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 속 편복 기록을 파악하기 쉽도록 수량과 단위

까지 포함하여 현대어와 한자 명칭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의류

상의류로 분류된 복식은 남광사 도포, 창의, 중치막, 

상침긴옷 등 9종이다(그림 2). 

1) 남광사도포 남광쵸챵의 일쟉 

•남광사도포 남광초창의 1작 

•藍廣紗道袍 藍廣綃氅衣 一作

2) 남광수사챵의 일 

•남광수사창의 일  

•藍廣水紗氅衣 一

3) 쳥뎌포챵의 일 

•청저포창의 일 

•靑苧布氅衣 一

4) 남ᄉᆡᆼ경광듀듕치막 일

•남생경광주중치막 일 

•藍生輕光紬中赤莫 一 

5) 옥ᄉᆡᆨᄡᅡᆼ문쵸ᄌᆡᆼ상침긴옷 일

•옥색쌍문초쟁상침긴옷 일 

•玉色雙紋綃載陽上針長衣 一

6) 보라셜사겹져고리 일

•보라설사겹저고리 일 

•甫羅雪紗裌赤古里 一 

7) 뎌포단챵옷 일

•저포홑창옷 일 

•苧布單小氅衣 一 

8) 뎌포겹져고리 일

•저포겹저고리 일 

•苧布裌赤古里 一

9) 당포젹삼 【ᄉᆡᆼ경광듀한삼 뎌포한삼】 일

•당포적삼 【생경광주한삼 저포한삼】 일 

•唐布赤衫 【生輕光紬汗衫 苧布汗衫】 一

2. 하의류

하의류로 분류된 복식은 백색 화방주 쟁 겹바지, 행

전, 버선, 바지용 허리띠와 대님 등 8종이다(그림 3).

1) ᄇᆡᆨ화방듀ᄌᆡᆼ겹바디 일 

•백화방주쟁겹바지 일

•白花方紬載陽裌把持 一

2) ᄇᆡᆨ뎌포겹바디 일

•백저포겹바지 일

•白苧布裌把持 一

3) 영츈포고의 일

•영춘포고의 일

•永春布袴衣 一

4) 뎌포고의 일

•저포고의 일

•苧布袴衣 一

그림 2 상의류 목록(국립한글박물관 제공)

그림 3 하의류 목록(국립한글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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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포ᄒᆡᆼ젼 이 

•당포행전 이

•唐布行纏 二

6) 죡건 이쟉

•족건 2작 

•足巾 二作 

7) 초록ᄉᆞ요ᄃᆡ

•초록사요대 

•草綠紗腰帶

8) 옥ᄉᆡᆨᄉᆞ다님

•옥색사대님 

•玉色紗多紝2

3. 관모와 수식

흑립을 포함하여 정자관(程子冠)과 동파관(東坡冠), 

상투관, 그리고 받침모로 사용하던 탕건과 사복건, 동곳 

등 10종이다(그림 4).

1) 흑닙 【밀라영 사영】 구

•흑립 【밀화영 사영】 구

•黑笠 【蜜花纓 紗纓】 具 

2) 뎡ᄌᆞ관 일부

•정자관 일부 

•程子冠 一部 

3) 동파관 일부

•동파관 일부 

•東坡冠 一部 

4) 샹토관 일부

•상투관 일부

•上頭3冠 一部 

5) 탕건 이부

•탕건 이부 

•宕巾 二部 

6) 사복건

•사복건 

•紗幅巾 

7) 망건 【옥관ᄌᆞ】 구

•망건 【옥관자】 구  

•網巾 【玉貫子】 具

8) 산호동곳 일

•산호동곳 일 

•珊瑚童串 一 

9) 밀라동곳 일

•밀화동곳 일 

•蜜花童串 一 

10) 슌금동곳 일

•순금동곳 일 

•純金童串 一

4. 허리띠와 주머니

세조대 2점에 띠돈, 주머니 등 담배 관련 부시쌈지가 

포함되어 있다(그림 5).

1) 다홍셰쵸ᄃᆡ 일부

2 온양민속박물관, 1989, 『安東 金氏 墳墓 發掘調査報告書』, p.422; 金洙根, 1854, 『愼終錄』.

3 『方言類釋』 卷3, 8후.

그림 4 관모와 수식(국립한글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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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세조대 일부 

•多紅細絛帶 一部

2) 금향ᄉᆡᆨ셰쵸ᄃᆡ 일부

•금향색세조대 일부 

•錦香色細絛帶 一部

3) 산호ᄯᅴ돈

•산호띠돈 

•珊瑚帶錢 

4) 사낭 【슈부쇠 지 사부쇠 지】 구

•사낭 【수부싯쌈지 사부싯쌈지】 구

•紗囊 【繡火金4囊子 紗火金囊子】 具

5. 부채와 신발 

선자, 모선, 소접 등 부채 3종, 신발 2종 등 총 5종이

다(그림 6). 

1) 션ᄌᆞ 【옥선쵸구】 일

•선자 【옥선추구】 일 

•扇子 【玉扇錘具】 일

2) 사모션 일

•사모선 일 

•紗毛扇5 一 

3) 소뎝 (수량 기록 없음)

•소접 

•小摺 

4) 운혀 일부

•운혜 일부 

•雲鞋 一部

5) 당혀 일부

•당혜 일부 

•唐鞋 一部

Ⅲ. 남녕위 「혼수발기」의 편복 분석

1. 상의류

상의류에는 통상예복인 도포와 기타 포류, 그리고 

저고리 등의 설복(褻服) 상의류가 포함되어 있다. 

1) 포류

포류는 4종 6점으로, 도포 1점, 도포 받침옷으로

의 창의 1점, 별도의 창의 2점, 중치막 1점, 상침긴옷 1점 

이다. 

‘상침긴옷’을 제외하고는 19세기 전기의 일반적인 남

성 포 종류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널리 알려진 

4 李陸, 『靑坡劇談』.

5 徐有榘, 『林園十六志』 「贍用志」 卷3, 服飾之具 20전.

그림 5 허리띠·주머니(국립한글박물관 제공)

그림 6 부채·신발(국립한글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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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류이다. 따라서 의빈 역시 일반 사대부와 같은 포류

를 착용함을 알 수 있다. 

(1) 통상예복 도포·창의

•남광사도포 남광쵸챵의 일쟉 

남녕위의 편복 중 19세기 전기 남성의 통상예복, 즉 상

복(上服)에 해당하는 옷은 1작(짝)으로 마련된 ‘도포·창의’

이다. 남광초 대창의 위에 남광사 도포를 착용하는 것이다. 

도포는 두 층으로 된 뒷자락이 특징이다. 왕실 도포 

유물로는 파계사 소장 1740년의 영조 도포인 청사상의

(靑紗上衣, 그림 7)가 있다. 그리고 19세기 전기 도포 유

물로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홍희준(洪羲俊, 1761∼1841) 묘 도포6가 유일한데 남녕위

의 도포가 홍희준 묘 도포 형태와 유사했을 것이다.

도포 안에는 대창의(大昌衣)7라고도 하는 창의를 착

용하였는데, 앞 모습은 도포와 유사하지만 별도의 뒷자락

이 없고 뒷중심선에 긴 트임이 있는 옷이다(그림 8). 

도포와 창의를 1작으로 착장하는 방식은 정약용(丁

若鏞, 1762∼1836)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기록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8 또 1847년(헌종 13) 헌종과 경빈 김씨

의 가례 기록인 『정미가례시일기』에도 동조(東朝, 순원왕

후)에서 보낸 헌종 의대 중에 남갑사 도포·남수화주 창의 

일작 기록이 있다.9

한편 도포의 소재인 광사(廣紗)는 은조사(銀條紗)와 

비슷한 익조직이지만 경사보다 굵은 무연(無撚)의 위사

를 사용하여 은조사보다 광택이 더 좋은 견직물10로 알려

져 있다. 윤의선의 분홍광사관대와 남광초더그레, 즉 시

복 홍단령과 내작 더그레에 사용된 소재와 동일하다. 창

의의 소재인 광초(廣綃)는 폭이 넓은 평직의 견직물이다. 

일반적인 초 직물의 폭이 1자 1치(51.7㎝)였으므로 광초

는 그 이상의 너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1 

(2) 창의

•남광수사챵의 일 

•쳥뎌포챵의 일 

도포 받침옷으로 마련된 창의 외에도 창의 2점(남광

수사·청저포)이 더 마련되었다. 창의가 다른 포보다 많은 

수량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창의가 자주 착용되었

음을 의미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8세기 후기 <평양감사향

연도>를 보면 창의는 성인 사대부들이 외출복으로도 흔

히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8).12 또 김홍도의 <서

당>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아이가 창의를 입기도 하였

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이구(李玖, 1931∼2008)의 1932

년 돌복 중 사규삼의 받침옷으로 사용한 다홍색 대화단 

창의13가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이후 젊은이들은 중치막(그림 9)을 즐겨 입

6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1994, 『韓國服飾』 12, p.132.

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4, 服食裁量辨證說.

8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1集 文 卷9, 庶人服議, 31전.

9 황문환 외, 2010,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52전.

10 이은진, 2004,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17, 129.

11 이은주, 2019, 앞의 논문, p.216.

12 국립중앙박물관, 2020, 『평안, 어느 봄날의 기억』, p.56. 

13 국립고궁박물관, 2010, 『영친왕 일가 복식』, pp.108∼109.

그림 7 영조의 도포 ‘청사상의’(문화재청 200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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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의선에게 중치막보다 창의

를 더 많이 마련해준 것은 왕실의 보수성 때문이 아닐까 

한다. 좌우 트임이 있는 중치막보다는 창의를 착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겼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창의의 소재인 광수사가 어떤 옷감인지는 분명

하지 않으나 1847년 정미 가례 때 경빈 김씨에게 남광수

사와 아청광수사를 1필씩 내린 기록이 있다.15 또 1882년 

순종의 왕세자 시절 가례인 임오 가례 때 설복인 광수사 

동의대(胴衣襨) 3점16이 마련된 기록을 통해 창의, 저고리 

등의 소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중치막

•남ᄉᆡᆼ경광듀듕치막 일

중치막은 광수의 교임형 포(그림 9)로, 양 옆이 트인 

것이 특징이다.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포로, 특히 일반 

반가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즐겨 착용하였다. 

윤의선의 남색 중치막의 형태는 홍희준 묘 중치막17

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중치막 소재인 경광주는 윤의선

의 공복 받침옷으로 마련된 창의에도 사용되었던 옷감이

다. 경사가 가늘고 위사가 굵어서 가로 방향의 골이 보이

는 평직물로 추정된 바 있다.18

(4) 상침긴옷

•옥ᄉᆡᆨᄡᅡᆼ문쵸ᄌᆡᆼ상침긴옷 일

쟁친 옥색 쌍문초 상침긴옷이 1점 마련되었는데 ‘상

침긴옷’이라는 명칭은 이 발기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이 

옷에 대한 추가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앞 장에서 ‘上針長

衣’라는 한자 명칭을 제시하였으나 단정지을 수는 없다. 

 ‘상침’은 바느질 방법에 있어 가장자리에 상침을 두

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긴 옷이 무엇이었는지는 의문이

다. 당시의 포류 중에서 가능한 포 종류를 추정해보면 우

선 「혼수발기」에 ‘단창옷’이라는 옷이 별도로 있으니 ‘상침

긴옷’을 소창의로 보기는 어렵다. 또 두루마기에 해당하

는 ‘쿠리매’도 있기 때문에 두루마기로 보기도 어렵다. 

이 시기의 포 종류로 「혼수발기」에 보이지 않는 옷은 

홍희준 묘에서 출토된 광수주의(廣袖周衣)이다.19 1830년

(순조 30) 효명세자(孝明世子)가 광수주의 금령20을 내리

기는 하였으나 이는 겉옷으로 착용하는 것을 금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속옷으로 광수주의를 입는 것은 가능

하였을 것이다. ‘상침긴옷’은 일단 광수주의로 추정해보

고 후속연구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상침긴옷의 소재인 쌍문초(雙紋綃)는 초여름21 또

그림 8   창의 착장 모습 ( 국립중앙박물관 

2020: 56)

그림 9   중치막 착장 모습(국립중앙박물관 

2020: 43)

14 위의 책, p.43.

15 황문환 외, 2010, 앞의 책, 42후, 43전.

16 이명은, 2003, 「『궁중ᄇᆞᆯ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83, 195.

17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1994, 앞의 책, p.133.

18 이은주, 2019, 앞의 논문, p.211.

19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1994, 앞의 책, pp.126, 134.

20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4월 17일 을해.

21 이은주, 2019, 앞의 논문,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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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가을에 적합한 옷감으로, 윤의선의 관복 받침옷 소

재로도 사용된 바 있다. 선전[立廛]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옷감도 있었지만 1799년(정조 23) 서유문(徐有聞, 1762∼

1822)의 『무오연행록』에 보이는 ‘아국 쌍문초’ 기록22을 볼 

때 국내산 쌍문초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설복 상의류

설복은 가볍고 따뜻함을 취하는 저고리와 바지 따위

를 말한다.23 따라서 ‘보라설사겹저고리’, ‘저포 저고리’ 이

하 적삼 등을 설복 상의류로 분류하고자 한다.

(1) 저고리·적삼

•보라셜사겹져고리 일

•뎌포겹져고리 일

•당포젹삼 【ᄉᆡᆼ경광듀한삼 뎌포한삼】 일

저고리는 보라색 설사 겹저고리와 모시 홑저고리  

1점이 있다. 남성 저고리는 깃머리 모양과 고름 크기 정

도의 작은 변화가 있을 뿐 큰 변화 없이 착용되었던 상의

이다. 이 저고리는 홍희준 묘의 저고리24와 유사한 형태였

을 것이다. 영친왕의 저고리(그림 10)25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1827년(순조 27) 원손(헌종)의 삼칠일 복식 중 분홍 

설사겹저고리26 기록이 보이고 1844년 『한양가』에는 “팔

월 구월 천기 냉하니 설사, 빙사 되어 있고”27라고 하니 설

사(雪紗)는 춘추용 소재로 추정된다. 

한편 당포적삼 1점에 생경광주한삼과 저포한삼이 추

가되어 있다. 이때의 한삼은 두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지

만 소매가 긴 상의일 가능성보다는 적삼 수구에 덧대는 한

삼일 가능성이 크다. 홍희준 묘에서  적삼 소매에 좀 더 넓

은 한삼을 주름잡아 부착한 한삼28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2) 단창옷

•뎌포단챵옷 일

저포단창옷은 1점이 마련되었는데 소색 모시 ‘홑소

창의’이다. 대창의인 ‘창의’와 구별하여 ‘창옷’이라고 칭하

였다. 양반의 소창의는 포 안에 입는 옷으로, 저고리 대용

으로 착용하기도 하였다.29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도포에는 반드시 창의가 있고 창의 속에는 반드시 소매 

좁은 장유(長襦)가 있다”30고 하였으니 장유가 곧 소창의

이며 창옷을 의미하므로 그 용도를 짐작할 수 있다. 

2. 하의류

하의류로 분류된 복식은 백색 화방주 쟁 겹바지 등 8

종이다. 

22 국립대구박물관, 2020, 『선비의 멋, 갓』, p.81. 

23 丁若鏞, 1810, 『與猶堂全書』 第1集 文 卷9, 庶人服議..

24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1994, 앞의 책, p.134.

25 국립고궁박물관, 2010, 앞의 책, pp.22, 24.

26 이명은, 2003, 앞의 논문, p.249.

27 강명관, 2008, 『한양가』, 신구문화사, p.79.

28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1994, 앞의 책, p.135.

29 경기도박물관, 2003, 『동래 정씨 묘 출토 복식 조사보고서』, p.171.

30 丁若鏞, 1810, 『與猶堂全書』 第1集 文 卷9, 庶人服議.

그림 10 영친왕 저고리(국립고궁박물관 2010: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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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겹바지와 홑바지

•ᄇᆡᆨ화방듀ᄌᆡᆼ겹바디 일 

•ᄇᆡᆨ뎌포겹바디 일

•영츈포고의 일

•뎌포고의 일

바지가 4점인데 모두 사폭바지(그림 11)일 것이다. 

백색 화방주 쟁친 겹바지와 백저포 겹바지 등 겹바지가 2

점이고 강원도 영춘에서 생산된 영춘포31 고의와 저포 고

의 등 홑바지[單袴]가 2점이다. 

특히 고의는 여름용 홑바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안

에 입는 속곳, ‘속것’32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선 후기 남성 

바지의 착장 방식은 고의, 즉 홑바지 위에 겹바지[裌袴]를 

입는 것이었다. 홍희준의 묘에서도 홑과 겹 사폭바지가 

각각 출토되었다.33 겉에 착용하는 바지에는 겹바지 외에 

계절에 따라 누비바지, 솜바지 등도 있었다. 

2) 행전과 버선·허리띠·대님

•당포ᄒᆡᆼ젼 이

•죡건 이쟉

•초록ᄉᆞ요ᄃᆡ

•옥ᄉᆡᆨᄉᆞ다님

당포 행전과 버선 각각 2켤레씩, 그 외에 바지 허리

띠인 초록사 요대와 옥색사 대님이 있다. 

19세기 사대부가 바지 부리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

던 행전은 원통형으로 생긴 통행전(그림 12)34이다. 

한편 『정조실록』35과 풍속화 <대쾌도(大快圖)>36 등 

18세기 후기 이후 19세기 후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듯이 조선 후기 바지용 허리띠와 대님에는 남색37을 흔히 

사용하였다. 그러나 남녕위의 것을 통해 남색 이외에 초

록색, 옥색 등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관모와 수식

관모와 수식으로 분류된 복식은 흑립 등 10종이다. 

관모로는 밀화영(蜜花纓)과 사영(紗纓)을 갖춘 흑립

과 정자관, 동파관, 그 외에 받침모로 흑립 아래에 쓸 탕

건과 복건이 있고 수식으로는 동곳과 상투관, 옥관자 갖

춘 망건 등이 있다.

31 강명관, 2008, 앞의 책, p.75.

32 『才物譜』 秋, 106.

33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1994, 앞의 책, p.136.

34 국립고궁박물관, 2010, 앞의 책, p.40.

35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 6월 29일 경진.

36 국립중앙박물관, 2002, 『朝鮮時代 風俗畵』, p.224.

37 신윤복의 <야금모행> 등의 풍속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영친왕의 바지(국립고궁박물관 2010: 38)

그림 12 행전(국립고궁박물관 20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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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흑립

•흑닙 【밀라영 사영】 구

흑립은 조선시대 남성 관모 중 가장 대표적인 관모

이다. 윤의선의 흑립 형태는 19세기 전기 『의궤』 반차도

에 보이는 흑립 도상(그림 13)38과 19세기 전기 흑립 유물

(그림 14)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전기 흑립은 양태가 넓고 대우 역

시 높았다. 19세기 전기 경주 최부자댁의 흑립(그림 14)

은 지름 72.5㎝, 높이 20㎝39로, 조선시대 흑립 중 가장  

크다.40 

조선 후기 흑립은 죽사(竹絲)로 대우·양태를 만들고 

그 위에 말총이나 진사(眞絲), 사(紗), 포(布) 등을 올린 

후 흑칠을 하였다. 

재료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였는데 말총을 사용한 것

은 종립(鬃笠), 진사를 올린 것은 사립(斜笠·絲笠), 사 직

물로 싼 것은 사립(紗笠), 삼베로 싼 것은 포립(布笠)이라

고 하였다. 또 색상에 따라서는 흑립, 주립(자립), 백립 등

으로 구분되었다.

고종대의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따르면 정조(正

朝)에 마미두면(馬尾頭冕)을 올렸고 단오에 사립(斜笠)

을 올렸다.41 마미두면과 사립을 계절에 맞추어 올렸다고 

하면 사립은 하절용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추 8월에 

결혼한 남녕위에게는 사립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마미두면의 가격은 

7냥 1전 8푼이고 사립은 5냥 8전으로, 사립이 마미두면보

다 저렴하다. 가격으로 보면 남녕위에게 고가의 마미두

면에 해당하는 종립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만 몇 달 후 겨울이 되면 새로 종립을 내려줄 가능성이 있

다. 그러므로  「혼수발기」에 기록되어 있는 흑립은 사립

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흑립의 부속품으로 밀화영과 사영이 마련되었

다. 은영자(銀纓子) 기록은 없으나 당연히 밀화영 양끝에 

은영자가 달려 있었을 것이다. 사영으로 턱 밑에 먼저 묶

고 은영자에 건 밀화영을 늘어뜨렸다. 영자는 은 외에도 

금, 도금, 황동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다. 양끝에 파란

을 입힌 경우42도 있고 철종 어진의 은영자(그림 15)43처럼 

양끝에 도금을 한 경우도 있다. 한편 밀화영은 신윤복의 

<청금상련(聽琴賞蓮)> 속 인물이 사용하고 있는 갓끈44

처럼 복부 아래까지 내려갈 정도의 긴 길이였을 것이다.

38 『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下)』, p.309.

39 국립대구박물관, 2020, 앞의 책, p.81.

40 위의 책, p.166.

41 『六典條例』 卷10, 39후.

42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a, 『名選 中』, p.30.

43 국립고궁박물관, 2019, 『궁중 서화 Ⅱ : 소장품 도록 제14책』, p.94.

44 韓國民族美術硏究所, 2011, 『澗松文華』 81, p.70.

그림 15 철종 어진의 은영자(국립고궁박물관 2019: 94) 

그림 13   1837년 흑립 형태(『憲宗孝顯王

后嘉禮都監儀軌(下)』 1837: 309)

그림 14   19세기 전기 경주 최부자댁 

흑립(국립대구박물관 2020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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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자관

•뎡ᄌᆞ관 일부

정자관과 동파관은 사대부가 평상시 거처할 때 애용

해온 편복용 관모이다. 일반인들에게 통설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자관과 동파관은 <그림 16>45과 같다. 즉 곡선적

인 것을 정자관으로, 직선적인 것을 동파관으로 구분해왔

다. 그러나 근래 학계에서는 새롭게 두 관이 모두 정자관

인 것으로 발표되었다.46

관모의 명칭은 대유학자들의 호칭에서 비롯되는 경

우가 더러 있었는데 정자관이라는 명칭은 북송(北宋)의 

대유학자인 정자(程子) 형제의 호칭에서 유래한 것이다. 

『삼재도회(三才圖會)』를 통해 정자(程子), 즉 정명도(程

明道, 程顥, 1032∼1085)와 정이천(程伊川, 程頤, 1033∼

1107) 두 형제의 도상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7). 

『삼재도회』 속에는 정자 형제 외에도 부언국(富彦

國, 富弼, 1004∼1083)47 등 동일한 관모를 쓰고 있는 인물

들이 적지 않다. 주희(朱熹, 1130∼1200) 초상48 중에도 정

자관이 확인된다. 이러한 자료를 볼 때 정자관은 당시 송

대 사대부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던 관모 중의 하나였음

을 알 수 있다. 

근래에 정자관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직선적인 

형태이던 2층 정자관이 1880년대 이후 곡선화되기 시작

하였고 급기야 3층 정자관까지 출현하였음이 밝혀졌다.49 

특히 3층 정자관은“1865∼1867년 사이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자금을 댄 이들에게 관직을 주면서 

다투어 쓰게 되었다”50고 하는 설이 있다.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정재집(定齋集)』에 

실린 정자관 제도(그림 18)는 안쪽의 통(桶) 부분은 4폭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겉의 첨(簷) 부분은 2폭으로 되어 있

는데 위가 넓고 아래가 좁다51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때

까지 정자관 하단의 첨 부분의 앞중심과 뒷중심이 벌어져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45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 pp.64∼65.

46 박선희, 2011, 「18세기 이후 통신사 복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58.

47 『三才圖會』 人物7卷, 6전.

48 中国历史博物館保管部, 2003, 『中國歷代名人畫像譜』, 福州: 海峽文艺出版社, p.26.

49 이주영, 2018, 「조선 후기 정자관(程子冠)의 용도와 형태」, 『服飾』 68(5), p.190.

50 이훈종, 1992, 『민족생활어사전』, 한길사, p.69.

51 柳致明, 『定齋集』 卷19, 36전.

그림 16 기존의 정자관(좌)과 동파관(우) (국립민속박물관 2005: 64∼65)

그림 17 정자관을 쓴 정자(정명도·정이천) 도상(『三才圖會』 人物7卷, 33전)

그림 18 19세기 전기 程子冠制(『定齋集』 卷19, 36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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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우당 초상(그림 19)52의 정자관은 직선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단 첨 부분의 조각이 이어진 

형태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1887년 조병식(趙秉式, 1823∼1907)의 사진53에서는 

3층 정자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1895년 편복을 입고 있는 

조선 관리들의 사진54에서는 곡선형으로 변화된 2층 정자

관이 확인된다. 이처럼 19세기 후기에 정자관의 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녕위의 정자관은 이채 초상(그림 20)55에

서 볼 수 있는 고식(古式)을 유지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3) 동파관

•동파관 일부

동파관은 송(宋)의 문인(文人)이었던 소식(蘇軾, 

1037∼1101), 즉 소동파(蘇東坡)가 쓴 관모에서 유래되었

다. 중국에서는 동파건이라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동파관이라고 지칭한 경우가 많다. 

『삼재도회』에는 소자첨(蘇子瞻)56, 즉 소동파 도상

(그림 21)57과 소동파의 호를 딴 ‘동파건(그림 22)’의 도상

이 제시되어 있는데58 모두 뒷자락이 달려 있는 두 겹의 

관모로 묘사되어 있다.

1710년(숙종 36) 심득경(沈得經, 1673∼1710) 초상

화(그림 23)59에서 뒷자락이 늘어진 동파관을 볼 수 있다.

52 국립중앙박물관, 2011b, 『초상화의 비밀』, p.87.

53 김원모·정성길, 1997, 『사진으로 본 백년 전의 한국』, 가톨릭출판사, p.46.

54 Terry Bennett, 1997, Korea : Caught in Time , UK: Garnet, p.87. 

55  국립중앙박물관, 2011a, 『조선시대 초상화 Ⅰ』, p.66.

56 자첨(子瞻)은 소식의 또 다른 자(字)이다.

57 『三才圖會』 人物7卷, 27전. 

58 『三才圖會』 衣服1卷, 11전.

59 국립중앙박물관, 2011a, 앞의 책, p.119.

그림 19   1880년 우당 초상의 정자관 

(국립중앙박물관 2011: 87)   

그림 20   1802년 이채 초상의 정자관 

(국립중앙박물관 2011: 66)

그림 21   소동파(『三才圖會』 人物7卷, 27전)  그림 22   동파건(『三才圖會』 衣服1卷, 11전)

그림 23   심득경 초상의 동파관(국립중앙

박물관 2011: 14)    

그림 24   권섭 초상의 화양건(옛길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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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59)의 화양건(그림 

25)은 앞 상단에 내려뜨린 첨이 있고 뒤에도 정자관처럼 

늘어뜨린 부분이 보이는데 1794년(정조 18) 일본 역관이 

쓴 『상서기문(象胥紀聞)』에 당시 조선의 당하관용 관모라

고 기록하고 있는 동파관(그림 25)과 유사하다. 영·정조 

때의 동파관은 숙종대 심득경의 동파관과는 달리 장식적

인 형태로 변화한 것일까? 그래서 영조가 정자관이 동파

관보다 낫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

한편 편자나 간행 시기를 알 수 없는 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각양건제(各樣巾製)』(奎貴 

10290)의 동파건(그림 26A)60과 원대(元代)의 조맹부(趙

孟頫, 1254∼1322)가 그린 소식의 초상에는 유사한 관모

(그림 26B)61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정자관과 동일한 형태

이다. 이런 도상들 때문에 정자관과 동파관의 혼동이 생

긴 듯하다.

여러 기록에서 정자관과 동파관의 명칭이 나란히 열

거된다는 것은 분명 두 관모의 형태에 차이가 있었음을 

말한다.

정자관과 동파관은 시대에 따라 사용하는 신분이 달

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영조 34년(1758) 영조가 “(정자관

이) 동파관보다 낫다”62고 한 『승정원일기』 기록이 보이는

데 이후 정자관과 동파관의 사용자가 구분되기 시작하였

다. 즉 1763년(영조 39) 통신사행에 삼사(三使)에게는 와

룡관과 정자관을 쓰도록 함에 따라 동파관은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신분이 낮아졌다. 그 영향인지 『상서기문』에도 

동파관을 당하관 관모63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순조 11년(1811) 통신사행에서는 삼사에게는 

와룡관을, 당상역관 이하에게는 정자관과 동파관을 쓰도

록 했다. 정자관 역시 동파관처럼 사용자의 신분이 낮아

졌다. 1837년 종1품 부마 남녕위에게는 정자관과 동파관

이 동시에 내려졌다. 이는 정자관과 동파관의 지위가 다

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자관과 동파관은 시대

에 따라 위상이 변화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4) 받침모와 수식

•샹토관 일부

•탕건 이부

•사복건

•망건 【옥관ᄌᆞ】 구

•산호동곳 일

•밀라동곳 일

•슌금동곳 일

흑립과 정자관, 동파관 외에 받침모로 사용한 탕건

(宕巾)과 사복건(紗幅巾)이 있다.

60 『各樣巾製』(奎貴 10290), p.10.

61 國立故宮博物院, 1971, 『故宮圖像選萃』,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p.32.

62 『承政院日記』 영조 34년 8월 12일.

63 小田畿五郞, 1794, 『象胥紀聞』, 奈良: 天理圖書館 所藏本, p.160.

그림 25 동파관(小田畿五郞 1794: 160)

그림 26 뒷자락이 없는 동파건 사례

A B

『各樣巾製』 東坡조맹부의 소동파상(國立故宮博物院 197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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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尹愭, 1741∼1826)의 『무명자집』에 “옛날에는 

무인(武人)이나 미천한 자들은 원종모(圓鬃帽)를 착용하

였을 뿐 감히 탕건을 쓰지 못했다. 혹 탕건을 쓰고 문재

(文宰)를 알현하려면 반드시 그 앞뒤를 바꾸어 써서 둥근 

모양이 되게 하였다”64는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탕건은 

원종모보다 신분 높은 자들의 관모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윤의선에게는 심의 없이도 사복건이 내려졌다. 

복건을 편복포에 착용한 사례는 1777년(정조 1) 정경순

(鄭景淳, 1721∼1795) 초상(그림 27)65에서 볼 수 있다. 옥

색 도포나 창의로 추정되는 옷에 복건을 쓰고 있다. 또 갓 

아래에 복건을 쓰고 있는 모습은 1786년(정조 10) <이안

와수석시회도(易安窩壽席詩會圖)>(그림 28)66에서 볼 수 

있다.

위백규(魏伯珪, 1727∼1798)의 『존재집(存齋集)』에

서도 정조대에 상하 모두 갓과 복건을 함께 사용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 보인다.

“온 세상이 모두 사치하고, 참람함을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온 나라가 모두 참람합니다. 흑립(黑笠)·복건(幅巾)·도포(道袍)·

박대(博帶)·당혜(唐鞋)·모시적삼·명주바지를 위로는 공경(公卿)

부터 아래로는 하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착용하니, 출입하거나 

길을 갈 때 마주치는 사람의 귀천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67

따라서 18세기 후기에는 복건을 편복에 단독으로 사

용하기도 하고 갓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수발(修髮)과 수식(首飾)에 필요한 세 종류

의 동곳, 즉 산호동곳[珊瑚童串], 밀화동곳[蜜花童串], 순

금동곳[純金童串], 그리고 상투관[上頭冠]과 옥관자를 갖

춘 망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옥관자는 1품용 도리옥관자

[環玉]였을 것이다. 

15세에도 상투관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당시 남

성 수식으로 흔히 사용되던 풍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4. 허리띠와 주머니

1) 세조대와 띠돈

•다홍셰쵸ᄃᆡ 일부

•금향ᄉᆡᆨ셰쵸ᄃᆡ 일부

•산호ᄯᅴ돈

19세기에는 조선 전기에 즐겨 사용하던 넓은 광다회

보다 세조대[博帶]가 유행하였는데68 의빈의 신분(종1품)

64 尹愭, 『無名子集』 文稿 冊13 論服飾僭濫 (한국고전번역원 https://www.itkc.or.kr).

65 국립중앙박물관, 2011, 앞의 책, p.48.

66 국립민속박물관, 2007, 『수복』, p.109

67 魏伯珪, 『存齋集』 封事 代黃司諫榦.

68 위의 책.

그림 27   정경순 초상의 복건(국립중앙 

박물관 2011: 48) 

그림 28   갓의 받침모로 쓴 복건(국립 

민속박물관 2007: 109)

그림 29 홍색 계열의 다양한 세조대(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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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맞는 홍색 계통(다홍색·금향색)의 세조대가 내려졌

다.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3품 이상 홍조아(紅絛兒, 

그림 29)69를 사용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띠돈(그림 30)70은 당시 남성의 허리띠 장식품의 하

나로, 사낭과 장도 등을 허리띠에 거는 용도로 사용하였

는데 재료와 문양이 다양하였다. 윤의선의 띠돈은 산호

로 만든 것이지만 구체적인 형태와 문양을 알 수 없어 아

쉽다.

2) 사낭과 부싯돌 쌈지

•사낭 【슈부쇠 지 사부쇠 지】 구

부싯돌 쌈지 2점(자수 쌈지·사 쌈지)과 이를 담을 사

낭(紗囊)이 마련되었다.

부싯돌 쌈지는 당연히 부싯돌을 담을 목적으로 사용

하였을 터인데 남녕위는 순원왕후로부터 받은 자수 부시

쌈지와 사 부시쌈지를 사낭에 넣은 후 띠돈에 걸어 사용

하였을 것이다. 

부싯돌의 용도는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한 것이다. 

15세의 남녕위에게 부싯돌을 내린 것을 보면 당시 어린 

사람들에게도 흡연 문화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윤기

(尹愭, 1741∼1826)는 당시 10대의 어린 사람들에게까지 

만연했던 흡연 문화를 지적하고 그런 문화가 신분 질서를 

망가뜨린다고 우려하였다.

“오늘날 세상에서 어른과 아이의 윤리와,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질서가 모조리 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담배에 있

다. 하늘이 … 어지러운 세계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닌

지 모르겠다. 오늘날 사람들은 태어난 지 열 살 남짓 되면 남녀

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담배를 피운다.”71

부싯돌은 부시[火金·火刀·火鐵]와 돌로 구성되는데 이

옥(李鈺, 1760∼1815)의 『연경(煙經)』에 부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보인다. “담배를 피울 때 부시를 사용하여 불을 피

우면 담배 맛이 가장 좋다. 간혹 작은 향합에 넣어 보관하

기도 하고, 쌈지에 싸서 주머니로 차기도 한다”72고 하였다. 

부시쌈지는 납작하게 맞접는 방식으로 만든 비단 주

머니이다. 맞접은 주머니(그림 31)73의 좌우에 불을 일으

킬 쇠와 돌을 각각 담았다. 불쇠에는 다양한 무늬까지 넣

어 장식하였다(그림 32). 

6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유당 신태관 일가 유물』, p.156.

70 A: 서울역사박물관, 2020, 『한양을 지켜라』, p.58, B: 국립고궁박물관, 2019, 『궁중 서화 Ⅱ』, p.95, C: 육군박물관, 2012, 『군사복식』, p.26.

71 이옥, 2008, 『연경, 담배의 모든 것』, 안대회 옮김, 휴머니스트, p.202.

72 위의 책, p.97.

73 대전선사박물관, 2010, 『동츈당뎐』, p.128.

그림 30 다양한 재료와 형태의 띠돈

A B C

개인 소장 이창운 초상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철종 어진 육군박물관 소장 안필호 초상

그림 31   부쌈지와 불쇠·불돌(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2: 178)

그림 32   불쇠·불돌(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46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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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4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교익(李敎

翼, 1807∼?)의 <휴식>이라는 그림이다. 그림 속 인물들

은 모두 신분이 낮은 이들이지만 모두 담배 필 준비를 하

고 있다. 상의를 벗은 좌측 인물은 허리춤에 매단 담배쌈

지에서 담배를 꺼내고 있고 우측 인물은 담뱃대통에 담배

를 넣고 있으며 중앙의 파립(破笠)을 쓴 인물은 돌에 부시

를 쳐서 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5. 부채와 신발

옥선추를 장식한 선자(扇子)와 사(紗)로 만든 모선, 

작은 접선[小摺] 등의 부채류 3종과 운혜와 당혜 2종의 신

발이 마련되었다.

1) 부채

•션ᄌᆞ 【옥선쵸구】 일

•사모션 일

•소뎝

윤의선에게 내려진 모선은 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紗)로 만든 것이다. 사(紗)로 만들었지만 흔히 ‘毛扇’이

라고 하였다. 1794년 『상서기문』75이나 1825년(순조 25) 

『벽계영유록(碧鷄榮遊錄)』76 등에 갑사, 라 등으로 만든 

‘毛扇’ 기록이 보인다.

<그림 34>77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선은 좌우 긴 자

루 중간에 사각형의 옷감을 붙여서 만들고 두 자루 아래

쪽 끝에 옷감으로 끈을 만들어 연결하였는데 『임원십육

지(林園十六志)』 ‘毛扇’ 설명에 “겨울용 모선은 양쪽 자루

를 모피로 감싸서 손을 따뜻하게 하고 흑단(黑緞) 1폭으

로 얼굴을 보호하며 춘추용 모선은 사(紗) 1폭으로 얼굴

을 가리고 노루가죽[獐革]으로 자루를 싼다”78고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안능신영도>79나 <사계

풍속도병>80 등을 보면 평상시에 남성들이 모선을 사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74 이옥, 2008, 앞의 책, p.203.

75 小田畿五郞, 1794, 앞의 책, p.165.

76 『碧鷄榮遊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77 韓國民族美術硏究所, 2011, 앞의 책, p.74.

78  徐有榘, 『林園十六志』 「贍用志」 卷3, 服飾之具 20전.

79 국립중앙박물관, 2002, 앞의 책, p.43.

80 국립국악원, 2003, 『조선시대 음악 풍속도 Ⅱ』, 민속원, p.154.

그림 34 모선(韓國民族美術硏究所 2011: 74)

그림 33 19세기 이교익의 <휴식> 중 담배 필 사람들의 모습(이옥 2008: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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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발

•운혀 일부

•당혀 일부

신발은 운혜와 당혜가 각각 1켤레씩 마련되었다. 운

혜는 신코와 뒤축에 운두(雲頭) 장식이 있는 남성 신발이

다. 운혜를 그린 초상화나 출토 유물(그림 35)81을 통해 형

태를 알 수 있다.

한편 당혜는 남녀가 함께 신었던 신발이었지만 정조

대의 『존재집』82이나 순조대의 『무명자집』83 등에는 남성

용 당혜는 도포 차림에 신는 신발로, 특히 천한 자가 신어

서는 안 되는, 양반 전용의 신발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혜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당혜로 명명된 것 중에는 태사혜로 추정되는 경우84도 있

다.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에는 신 위에 화문을 새긴 

것이 당혜라고 하였다.85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신발코

가 둥근 것이 당혜가 아닐까 하는 가정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86 그러나 정조대의 『상서기문』을 보면 그렇지도 않

다. <그림 36>87에서 볼 수 있듯이 신발코는 뾰족하고 신

발 앞뒤로 무늬가 있는 신발로 묘사되어 있다.

Ⅳ. 결론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혼수발기」 중에는 헌종 3년

(1837) 8월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가 막내딸 덕

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의 가례를 맞아 부마 남녕

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1823∼1887)에게 내린 혼수물

목을 적은 것이 있다. 윤의선의 「혼수발기」를 통해 19세

기 전기의 부마 편복에 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기」 속 편복 품목 총 36종을 용도에 따라 ① 

상의류 9종, ② 하의류 8종, ③ 관모와 수식 10종, ④ 허리

띠와 주머니 4종, ⑤부채 3종과 신발 2종 등 다섯 항목으

로 분류하였다. 

둘째, 남녕위의 편복 중 가장 중요한 의복은 남광사 

도포·남광초 창의로 구성된 통상예복이었다. 그 외에 창

의 2점(남광수사·청저포), 중치막 1점(남생경광주), 쟁친 

상침긴옷 1점(옥색 쌍문초), 모시 홑창옷 1점(소창의), 겹

저고리 2점(보라색 설사, 저포), 당포적삼에 생경광주와 

저포 한삼이 있었다. 하의류는 겹바지와 고의(홑바지), 

당포 행전 2짝과 버선 2짝, 초록사 요대, 옥색사 대님이 

확인되었다.

셋째, 관모와 부속품으로 밀화영과 사영을 갖춘 흑

립과 정자관·동파관, 그 외에 받침모 탕건, 흑립 아래에 

쓸 복건이 있었으며 수발(修髮)에 필요한 상투관과 세 종

류의 동곳(산호·밀화·순금), 옥관자를 갖춘 망건이 있었

는데 풍잠은 없었다. 옥관자는 1품용 도리옥관자였을 것

이며 15세 신랑이 상투관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주목되었

다. 한편 정자관과 동파관은 18세기 이후 시대에 따라 사

그림 35   이익정(1699∼1782) 묘 운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b: 

62) 

그림 36   당혜(『小田畿五郞』 1794: 171)

81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b, 『靴·鞋·履』, p.62.

82 魏伯珪, 『存齋集』 封事 代黃司諫榦.

83 尹愭, 『無名子集』 文稿 冊13 論服飾僭濫 (한국고전번역원 https://www.itkc.or.kr).

84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5, 『名選 下』, p.200.

85 『硏經齋全集』 外集 卷43, 儀章類 巾服攷.

86 이은주·이경희, 2015, 「1877년 완화군(完和君)의 관례복식(冠禮服飾)에 대한 연구」, 『韓服文化』 18(2), p.39.

87 小田畿五郞, 1794, 앞의 책,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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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신분이 달라지는 특이한 관모인데 1품 남녕위에

게 정자관과 동파관이 동시에 내려졌음을 통해 헌종대 초

기에는 이들 관모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허

리띠는 광다회 없이 종1품의 부마에게 맞는 홍색 계열의 

세조대(다홍색·금향색)를, 그리고 쌈지와 부싯돌을 담는 

사낭과 세조대에 패용할 산호띠돈을 함께 내렸다. 

넷째, 옥선추를 장식한 선자(扇子)와 사직물로 만든 

모선, 소접(小摺) 등의 부채류가 내려졌으며 신발로는 운

혜와 당혜가 내려졌다. 운혜는 신코와 뒤축에 운두(雲頭) 

장식이 있는 신발로 이미 널리 알려진 신발이지만, 당혜

는 19세기 전기 도포 차림에 신는 대표적인 신발로 확인

되었다. 신코와 뒤축에 무늬가 묘사되어 있는 도상이 있

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덕온공주가례등록』의 복식 기록과 비

교하여 「혼수발기」의 복식 기록이 당시의 실제적인 복식

명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왕실의 구성원이기도 한 

부마의 편복은 일반 사대부의 편복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자료가 부족한 19세기 전기의 남성 편

복 문화를 밝혀준다는 점에서 윤의선의 「혼수발기」의 사

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2020년 한복문화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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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건제(各樣巾製)』

•『무명자집(無名子集)』 

•『방언유석(方言類釋)』

•『벽계영유록(碧鷄榮遊錄)』

•『삼재도회(三才圖會)』

•『상서기문(象胥紀聞)』

•『순조실록(純祖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육전조례(六典條例)』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재물보(才物譜)』 

•『정재집(定齋集)』 

•『정조실록(正祖實錄)』

•『조선기문(朝鮮紀聞)』

•『존재집(存齋集)』

•『청파극담(靑坡劇談)』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하(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 下)』

•강명관, 2008, 『한양가』, 신구문화사, pp.75, 79.

•경기도박물관, 2003, 『동래 정씨 묘 출토 복식 조사보고서』, p.171.

•국립고궁박물관, 2010, 『영친왕 일가 복식』, pp.22, 24, 40, 108∼109.

•국립고궁박물관, 2019, 『궁중 서화 Ⅱ : 소장품 도록 제14책』, pp.94~95.

•국립국악원, 2003, 『조선시대 음악 풍속도 Ⅱ』, 민속원, p.154.

•국립대구박물관, 2020, 『선비의 멋, 갓』, pp.81, 166.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 pp.64∼65.

•국립민속박물관, 2007, 『수복』, p.109.

•국립중앙박물관, 2002, 『朝鮮時代 風俗畵』, pp.43, 224.

•국립중앙박물관, 2011a, 『조선시대 초상화 Ⅰ』, p.66.

•국립중앙박물관, 2011b, 『초상화의 비밀』, pp.48, 87, 119.

•국립중앙박물관, 2020, 『평안, 어느 봄날의 기억』, pp.4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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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nyeong-wie, Yun Eui-Seon’s Everyday Clothes 
included in Wedding Gift List in 1837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3, September 2021, pp.68~89.
Copyright©202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1.54.3.68

In August 1837, a list of  wedding gifts was given by Queen Sunwon (1789-1857) to her son-in-law, Namnyeong-

wie, Yun Eui-Seon  (1823-1887) at the wedding of  Princess Deok-on (1822-1844). This Honsubalgi is now kept at 

the National Hangeul Museum. This text was used in the present study to examine the everyday clothes of  the royal 

son-in-law in the early 19th century. 

First, the everyday clothes were organized into about 36 types. They were classified as tops, bottoms, hats, 

accessories, belts, pouches, fans and shoes. 

Second, the most important clothes were the ordinary formal attire, composed of  the namgwangsa dopo and 

namgwangcho changui . As for the bottoms, the pants, the Chinese hemp leggings, two pairs of  socks, the green silk 

belt, and a pair of  light blue ankle ties were identified. 

Third, as for the head and accessories, there were heukrip, with the gemstone string and silk string, the jeong-

ja-gwan and dong-pa-gwan, as well as tang-geon and bok-geon . And there were the sangtu-gwan, three types of  

donggos, and the mang-geon equipped with okgwanja . On the other hand, the jeong-ja-gwan and dong-pa-gwan are 

peculiar hats whose status has changed over time since the mid-18th century. The fact that the jeong-ja-gwan and 

dong-pa-gwan were given to Namnyeong-wie showed that the status of  these hats improved in the early reign of  

King Heonjong. The belt was given with the sejodae that is suitable for the dangsang, the coral plates, and the silk 

bag containing a flint pouch. 

Fourth, there were the red-colored sejodae , a ssamji silk pouch for flint and the fan decorated with okseonchu, 

and shoes, such as unhye and danghy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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