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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and use of the jokduri during the 18th century, 
which was shown in Ijae-nan-go written by Yoon-Seok Hwang. In Ijae-nan-go, not only the ori-
gin of the jokduri, but also its colors, materials, sizes, and construction methods are recorded, in 
detail. The Jokdori is assum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costumes of China. The 18th century 
jokduri is mainly made up of black satin, and is composed of eight pieces of cloth. This looks 
similar to a contemporary jokduri, but the 18th century jokduri is bigger. At court during the 
18th century, women decorated their hair styles higher by using the jokduri. Not only did the 
jokduri fix the topknot at the top of a woman's hair by wrapping the topknot, but also it raised 
the height of the topknot. This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ly known method of wearing jokduri. 
Therefore, this demonstrates that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role and use of the jokduri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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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친필 유고(遺誥)

인 이재난고(頤齋亂藁)중 족두리에 관한 기록을

근거로 18세기 여성의 예장용 두식(頭飾)에 관해 고

찰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족두리에 관한 문헌

기록은 주로 가체금지령과 연관된 것으로, 가체 대용

으로서 족두리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황

윤석이 정조 12(1788)년 11월 12일에 쓴 부인증두

제도설(婦人繒頭制度說) 에는 족두리의 사용뿐만 아

니라 소재, 재단 방법, 완성 전후의 치수 등이 상세

히 설명되어 있어 이를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족

두리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18세기 후기에 제작, 사용된 족두리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귀중한 사료로 판단되며, 오

늘날 전통 문화 행사 및 TV·영화·드라마 등의 사극

에서 의상 고증 및 재현 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이재난고· 부
인증두제도설 의 내용을 해석,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

로 연구자가 직접 족두리 본을 그리고 실물을 제작

한다. 실물이 완성되면 이를 가지고 조선 후기 풍속

화 및 출토 유물 등에 나타난 족두리 모습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이재난고에는 족두리의 제법 뿐만 아니라,

족두리를 사용하여 소위 ‘궁양(宮樣)’이라고 하는 궁

중 양식 머리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다.

현재 조선 왕실 여성의 머리 모양에 관한 연구는 주

로 국말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전 시기의 경

우 명칭은 남아 있지만 형태나 만드는 방법에서 구

체적으로 규명된 바가 별로 없다. 따라서 이재난고
에 기록된 궁양에 대한 기록은 당시 궁중에서 행해

진 족두리의 사용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선 후기 궁중 여성의 머리 모양을 밝히

는데 귀중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인 조선시대 여성 예

관에 관한 연구1)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Ⅱ. 족두리의 기원 및 발달
1. 족두리의 명칭
황윤석은 족두리를 증두(繒頭)라 칭하였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증두(繒頭)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용비어천가주
(註)에 보인다. 두수(頭)의 종류이며 속칭 ‘족두
(簇頭)’, ‘편두(片頭)’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혹

‘족두(足頭)’라고 이름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繒頭者 名見本朝龍飛御天歌註 頭之類 俗名簇頭

片頭非也 或名足頭尤誤

우선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주(註)에 나타난

증두는 특별히 여성의 두식(頭飾)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2). 다만 증(繒)으로 머리카락을 감쌌다는 공통점

이 있을 뿐이다. 위의 기사를 보면 증두가 조선 초기

에 사용되었던 명칭일 가능성이 있지만, 족두리의 본

명인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 이재난고를 제

외한 다른 여러 문헌에서는 족두리[족두]가 더 자주

발견되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문헌에서 족두리[족두]

는 足頭裡4)․足頭理5)․足道里6)․足頭裏7)․簇道里8)․

簇頭里
9)
․簇頭

10)
․簇兜

11)
․足兜

12)
등 다양하게 표기

되는데, 이는 특정한 뜻이 있기보다 철릭[天翼․帖

裡]과 마찬가지로 발음에 부합하는 적당한 한자를

가차(假借)한 것에서 연유된 듯하다.

이재난고에서 족두와 편두는 증두의 속명(俗名)
이라 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통속적 단어라고 하

였지만, 족두의 경우 일반에서만 사용된 말은 아니었

다. 17세기 중반에 궁중 나인[內人]이 쓴 계축일기
(癸丑日記)에 ‘죡도리13)’의 기록이 있고, 혜경궁 홍

씨가 쓴 한중록(閑中錄)에도 ‘죡도리
14)
’가 나타나

며, 조선 말기 궁중긔를 통해서도 국말까지 왕실
에서 ‘죡도리15)’라는 명칭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란 이전의 족두리의 명칭은 아

직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임란 이후 족두리

[족두]가 궁중과 민간을 막론하고 널리 사용된 복식

명칭임은 분명하다.

족두리[족두]에서 ‘족’의 한자 표기를 보면 17세기

에는 주로 ‘足’을 쓰다가, 18세기 이후에는 ‘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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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적계

中國服飾名物考.

2001, p. 179.

<그림 2> 조반부인 이씨(?～1433)

左-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2003, p. 47.

右- 필자 그림

<그림 3> 구례 손씨 족두리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

2006, p. 317.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황윤석도 ‘足頭’라고 칭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承
政院日記)를 보면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영조
34(1758)년 1월에 홍계희(洪啓禧)가 족두리의 ‘족

(簇)’을 이전에 ‘머리띠 조(幧)’ 또는 ‘묶을 속(束)’으

로 기록한 출처가 있음을 알리면서 “족두리를 ‘簇頭’

로 칭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다
16)
. 족두에서 ‘簇’은

‘竹’과 ‘族’이 결합된 글자로, 대나무가 한군데 난다는

뜻에서 ‘모이다’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발을 정

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幧’나 ‘束’과 비슷

한 의미로 ‘簇’이 사용되었고, 이후 족두리의 표기가

‘簇頭(里)’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2. 족두리의 유래
족두리의 유래에 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혹자는 명나라 궁녀 굴씨의 계관(髻冠)과 육고(六
觚)의 모양이라고 말하나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다. 혹은 본래 몽골 부녀자의 관(冠)을 ‘고고

[姑姑; ‘罟罟’라고도 말하는데 오랑캐말로 봉(鳳)이
다. 봉황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원나라 공주가 고려 왕에게 출가하면서 전하여져

지금의 궁중 양식으로 된 것이라고 하니, 어찌 명
나라도 원나라를 뒤이어 개국했는데 모두 바꾸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명나라가 이미 원을 뒤이어

개국했으니, 비록 이것을 화제(華制)라고 칭하더라
도 불가할 것이 없다.

或云 卽大明宮人屈氏髻冠六觚之象 但未知孰先孰後
或云 本蒙古婦女冠名姑姑[주: 亦云罟罟 胡語鳳也
以其畫鳳故名] 而元公主出嫁高麗王 轉爲今世宮樣

者 豈明世亦沿于元 而未及盡革歟 然明旣沿之 則雖

卽此稱以華制未爲不可也

위의 내용에 따르면 황윤석은 족두리의 유래에 관

하여 두 가지 설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명나라 궁

인(宮人)이 쓴 계관(髻冠)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원나라 상류 부녀가 쓴 고고(姑姑)의 전래이다. 이

중에 고고와 족두리의 밀접한 영향 관계는 일반적으

로 알려져 있는 학설로, 이재난고 외에 비슷한 시

기의 다른 문헌 기록에도 근거한다.

이규경(李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
箋散稿)에서 “고려사를 살펴보면 원나라에서 왕비

에게 고고리라는 것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관의 이름으로서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 지금의 족두

리는 거의 고고리와 그 음이 비슷해 혹시 고고리가

와전되어 족두리가 된 것은 아닐까?
17)
” 라고 하여

족두리의 유래를 발음이 비슷한 고고리에 두었다. 이

덕무18)와 최남선19) 등도 족두리를 모두 몽골의 풍속

에 기인한 호풍(胡風)으로 보았다.

박규수(朴珪壽)는 거가잡복고(居家雜服考)에서
“속명(俗名) 족두(足兜)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혹 말하기를 역시 원나라의 풍속이라고

한다. 호인(胡人)들은 본래 말을 타고 집안일을 하고

말을 달려 생업을 삼기 때문에 말이 죽으면 불쌍하

게 여겨 그 말굽을 취해 쓰는데, 족두리의 형체가 바

로 그 남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족두라고 한

다.20)” 라고 하여 다소 색다른 설을 내놓았지만, 역시

족두리의 기원을 몽골 복식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다

른 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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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족두리의 고고 영향설은 후대의

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일 뿐 실증적으

로는 상호 유사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존하는 족

두리의 유물은 대부분 조선 말기 이후의 것이 많은

데 이들은 원대의 고고에 비해 높이가 현격히 낮고

크기도 작기 때문이다.

한편, 명나라 궁인인 굴씨가 썼다고 하는 계관은

두상의 쪽을 싸는 일종의 상투관 종류로 추측되는데,

<그림 1>21)에서 보이는 명대 여성의 적계(䯼髻)와
같은 유형이 아닐까 한다. 적계는 이미 원대(元代)

희곡(戱曲)의 가사에 정수리에 만든 쪽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등장하였고 명대에 이르면 정수리 쪽뿐만

아니라, 그 쪽을 감싸는 직물까지 적계로 칭하게 되

었다. 서유기(西遊記) 제 23회에 “요즘 유행하는

적계는 모두가 검은 사[皂紗]이다.” 라는 구절로 보

아 검은 견직물로 적계를 하는 것은 당시에 일반적

으로 유행하는 양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22). 명사
(明史)․ 여복지(興服志) 를 보면, “홍무(洪武) 3(1370)
년에 법제를 제정하였는데, 모든 궁중에 있는 여자

악사와 관직을 하사 받은 관원의 부인들은 본색(本

色: 의복 색)의 적계를 해야 한다.23)”라고 하였다. 이

후 적계의 재료는 고급화되어 직물에서 금사․은사

등을 엮어 만든 관모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족두리가 과연 원의 고고의 영향인지, 혹은 명의

계관의 영향인지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다만 원대의 고고와 명대의 계관이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정수리 쪽 위에 착용되었고 그 결과

상류층 여성의 두상을 높고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는

점은 공통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림 2>

의 조선 초기 족두리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본다.

<그림 2-左>
24)
는 조반(趙胖, 1341-1401)의 부인인

계림 이씨(鷄林 李氏, ?-1433)의 반신상(半身像)이다.

부인의 특이한 머리모양에 관하여 관모를 쓴 것인지

발계(髮髻)인지 논란이 있어왔으나, 직접 회화를 살

펴본 결과 <그림 2-右>와 같이 큰 족두리를 쓴 것임

이 밝혀졌다. 족두리의 형태는 앞이 낮고 뒤가 높으

며 7-8여개의 조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정수리가 편

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모양은 <그림 3>25)

의 구례 손씨(求禮 孫氏, 17세기 전기) 묘 출토 유

물과도 흡사하다. 구례 손씨 묘에서 출토된 족두리는

총 3점이 보고되어 있다. 직접 치수를 측정한 결과

밑면의 둘레가 각각 61cm, 63cm, 69.5cm 정도로 나

타나 성인 여성이 머리에 완전히 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임을 알 수 있다.

조선 말기의 부인은 예장 시 보통 뒷머리에 쪽을

짓고 앞머리 위에 작은 족두리를 얹었지만, 조반 부

인의 초상을 보면 조선 초 부인은 머리카락을 모두

위로 올려 빗은 후 쪽을 만들고 그 위에 족두리를 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커다란 족두리는 조선

중기까지도 평상시 간편하게 머리를 정리하는 소모자

(小帽子)인 동시에 쉽게 고계(高髻)를 연출할 수 있

는 가계(假髻)의 역할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족두리의 발달
18세기에 이르면 족두리는 주로 극심한 가체의 사

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타났다. 영조 25(1749)년 9

월 “예조 참판 홍봉한(洪鳳漢)이 ‘다리[髻]의 비용이

많게는 백금(百金)에까지 이르고 있어 사람들이 모

두 파산(破産)한다고 합니다. 만약 금한다면 사치를

제거하는 일단(一端)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뢰니,

임금이 ‘다리를 없애고 대신할 만한 것이 없겠는가?

금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26)
”고 한다.

이는 즉, 당시에 가체로 인한 사치가 극에 달하여 경

제적인 파산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았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부녀의 체계는 이미 당시 사회에 만연한 풍속이었음

을 보여준다. 이에 영조 32(1756)년 1월 “사족(士族)

의 부녀자들의 가체(加髢)를 금하고 속칭 족두리(簇

頭里)로 대신하게 하라.27)”고 하여 가체로 인한 폐해

를 없애고자 하였다. 이후에도 수 차례 명이 내려졌

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고, 정조 12(1788)년 10월에

가체금지령이 내려짐으로써28) 족두리의 사용이 제도

화되었다. 이재난고에서도 가체를 금지하고 궁양,

즉 족두리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다음

과 같이 전하고 있다.

영조 33년 정축년 겨울에 대체(大髢)를 금지하여
경외(京外)에서 체(髢)를 없애도록 특명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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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칠보 족두리

한국의 풍속화. 2000, p. 273.

<그림 5> 얹은머리에

족두리를 쓴 모습

조선시대 풍속화. 2002,

p. 112.

<그림 6> 쪽머리에

족두리를 쓴 모습

조선시대 풍속화. 2002,

p. 105.

<그림 7> 18세기 족두리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2001, p. 44.

그러나 한결같이 궁양(宮樣)을 따르니 곧 명을 거
두었다. 지금 임금[정조]께서 다시금 시행하셔서
중국의 제도(夏)가 더욱 시행되게 되었다. 노신(老

臣)이 죽지 않고 선인(先人)들의 행적을 다시금
돌아보니 슬픔이 어찌 다하겠는가. 이에 세속의 제
도[俗制]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니 일가로 하여금

다시 행하게 하소서.

我先英宗大王三十三年丁丑冬 爲禁大髢 特命京外去

髢 而一從宮樣旋復寢 今我聖上申而行之 以爲用夏
之漸 老臣不死 復覩先人所遵 感愴曷極 爰討俗制如
左 俾一家再行

정조 12(1788)년의 가체금지령을 보면 족두리와

관련하여 3가지 항목이 있다. 솜 족두리나 대나무로

만든 족두리나 모두 검은색으로 겉을 싸고, 족두리에

칠보로 장식하는 것을 금하며 혼인할 때 칠보족두리

를 세놓거나 세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29).

이를 보면 우선 당시에 족두리의 종류로 솜을 넣

은 것과 대나무로 만든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만년에 저술한 임원경
제지(林園經濟志)를 보면 족두리[簇頭伊]에는 흑색

단(緞)으로 솜[綿絮]을 싸서 만든 것과 봄․여름용

으로 풀 먹인 종이[糊紙]로 만든 후 흑색 단(緞)으

로 싼 것이 있다고 하였다
30)
. 따라서 족두리는 조선

후기에 솜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이 존재하였고,

이것을 계절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솜을 넣지 않은 족두리는 가는 댓살

이나 배접지(褙接紙)로 만들어서 봄과 여름에 가볍

게 쓴 것인데, 이러한 양식이 언제부터 출현한 것인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의 두 기록으로 볼 때

18세기에 댓살로 만들었던 방식이 19세기에 이르러

배접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

져 내려온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족두리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화려한 장식을 더한

족두리도 등장하였는데, 가체금지령에서 언급된 칠보

족두리는 혼인 때 신부가 세를 내어 사용할 정도로

당시에 대단한 유행 품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중록(閑中錄)을 보면, “일찍이 두 군주(君主)의 족

두리에 구슬 얽은 것을 보시고, 몸이 가려워 못 보겠

다 하시고 나를 경계하시오니, 이 한 가지 일로 미루

어 백가지 일을 알 수 있으니, 섧도다.
31)
” 하였다. 이

것은 혜경궁의 두 딸들의 족두리가 구슬로 장식되

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공식적으로는 족두리를 꾸

미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왕실 내에서도 족두리의

치장은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

라고 하겠다. <그림 4>32)에서는 당시 민간에 나타난

칠보를 가한 화려한 족두리의 모습이 확인된다.

18-19세기에 족두리를 착용한 모습은 혼례나 회혼

례 등을 소재로 한 풍속화에서 쉽게 발견된다. <그림

5>
33)
와 같이 얹은머리 위에 족두리를 쓴 것도 있고,

<그림 6>34)과 같이 쪽머리에 족두리를 쓴 것도 있는

데, <그림 5>의 족두리는 <그림 6>에 비해 크기가 제

법 크다. <그림 7>
35)
은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안동 권

씨(安東 權氏, 1664-1722) 묘 출토의 족두리로서 18

세기 족두리의 모양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Ⅲ. 족두리의 제작법
족두리의 제작에 앞서 소재에 관한 설명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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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그 제도는 시장에서 산 흑주(黑紬)를 쓴다.[흑증
(黑繒), 흑삼승(黑三升)을 사용해도 된다.] 우옹[송

시열]이 말하기를, “관(冠)은 머리에 더하는 것으
로 화려함을 싫어하지 않으니 그 뜻에서 미루어
생각한 것이다. 마땅히 흑모단(黑毛緞)을 사용하여

야 하니, 어찌 지금 금한다고 하여 감히 쓰지 않겠
는가.”

其制用市上所買黑紬[주: 用黑繒黑三升亦可] 尤翁
云 冠以加首 不厭其文 推此意也 宜用黑毛緞 奈今
有禁不敢用耳

족두리의 소재는 “관(冠)은 화려한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는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마땅히 흑모단(黑

毛緞)을 사용해야 하지만, 시장에서 흑주(黑紬)․흑

증(黑繒)․흑삼승(黑三升)을 구입하여 사용해도 된

다고 하였다. 흑삼승에서 삼승(三升)은 고유한 직물

이름으로, 숙종실록(肅宗實錄)에는 삼승이 융포(絨
布)의 속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다른 실록의

기록에서도 삼승포(三升布)를 종이 갑옷의 안팎 최

외층, 돛, 깃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송
남잡지(松南雜識)에도 “삼승을 계(罽)이며 털을 직

조하여 포(布)를 만든 것으로 그 넓이가 3승에 불과

하기 때문에 명명된 이름이며, 근래에는 목면으로 직

조하기 때문에 목삼승(木三升)이라고 하며 또는 방

로(氆氌)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상의 내용으

로 볼 때 삼승은 목삼승과 같이 목면 종류도 있지만

모직물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36).

이와 같이 족두리의 소재로 소개된 것은 흑색의

평견(平絹)이나 모직물이지만, “어찌 지금 흑모단을

금한다고 하여 감히 쓰지 않겠는가.”라는 구절을 보

면 실제로 반가 여성의 족두리에 흑모단의 사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의 출토 유물

에서도 족두리는 단직물로 되어 있다.

족두리의 구조를 보면 옆면은 7조각으로 나뉘어져

있고 정수리에 1조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

데, 족두리의 옆면 부분을 ‘엽(葉)’, 정수리 부분은

‘정심원(頂心圓)’이라 지칭한 것이 주목된다. 족두리

의 재단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량형은 우리나라 정통 병인년에 자세하게 정한

석각 4등척의 포백척을 쓰니 이것과 민간에서 사
용하는 침척(針尺)이 거의 같다.] 길이는 9치 9푼,
너비는 8치 4푼을 1부(一副)로 하여 1단으로 친다.

度用本國正統丙寅詳定 石刻四等尺之布帛尺 以其與
俗用針尺近同也] 長九寸九分 廣八寸四分 爲一副

容入一段

도량형은 정통 병인년에 정한 포백척을 쓴다고 하

였다. 여기서 정통(명나라 영종의 연호) 병인년은 세

종 28(1446)년을 일컫는다. 세종 대의 포백척을 살펴

보면, 세종 13(1431)년 4월에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국내 여러 길이의 포백척을 교정하여 척도(尺度)를

통일하였고37), 교정된 척도를 보존하기 위해 구리로

만들어 지방 군읍(郡邑)에 나누어주고 간직하게 하

였다.38) 세종 13년 4월에 고정(考正)된 구리 포백척

을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1973년에 원형대로 제작한

포백척의 길이는 1자에 46.73cm라고 한다
39)
. 영조

16(1740)년 4월, 강원도 삼척부(三陟府)에 남아 있던

세종 28년 12월에 상정한 포백척을 가져오게 하여 경
국대전에 의거하여 교정(較正)하여 표준으로 삼으

라는 기록40)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재난고에서 언
급한 도량형은 세종 대의 척도를 참고하되 경국대
전에 의거하여 재정비된 영조 대의 포백척을 가리

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경국대전 공전(工典) 에 따르면, “길이를 재는

제도[度之制]는 10리(釐)를 1푼[分]으로, 10푼을 1치

[寸]로, 10치를 1자[尺]로, 10자를 1발[丈]로 하는데,

주척(周尺)을 황종척(黃鍾尺)에 맞추어 보면 주척의

길이 6치 6리가 황종척 1자에 해당되고 영조척(營造

尺)을 황종척에 맞추어 보면 영조척의 길이는 8치 9

푼 9리에 해당되며 예기척(禮器尺)을 황종척에 맞추

어보면 예기척의 길이는 8치 2푼 3리에 해당되고, 포

백척(布帛尺)을 황종척에 맞추어보면 포백척의 길이

는 1자 3치 4푼 8리에 해당된다.41)”라고 하였다. 즉

황종척이 1자일 때 포백척이 1.348자이므로, 황종척

1자=34.72cm42)라고 할 때 포백척은 34.72cm×1.348

≒46.80cm가 된다. 이는 세종대왕 기념관 소장 세종

13년 포백척의 길이인 46.73cm와 거의 동일하게 나

타난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에 따라 이재난고에
나타난 척도를 1자=46.80cm로 할 때, 준비할 옷감의

총량은 길이 0.99[9치 9푼]×46.80cm≒46.33cm,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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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8> 족두리 마름질 1

필자 그림

0.84[8치 4푼]×46.80cm≒39.31cm가 된다.

먼저 1단의 윗단[주: 4치 4푼, 너비는 본래와 같
다.]을 취하여 마름질하여 아래로 3파(三破)를 만

들어 3대엽(三大葉)으로 한다[주: 각 길이는 4치
4푼, 가운데 너비는 2치 5푼]. 모든 파(破) 7치 5푼
의 나머지[주: 길이 4치 4푼, 너비 9푼]는 버린다.

先取一段之首端[주: 長四寸四分 廣本同] 裁之縱作
三破爲三大葉[주: 各長四寸四分 中廣二寸五分] 共

破七寸五分餘[주: 長四寸四分 廣九分] 棄之

먼저 길이 방향으로 4치 4푼으로 잘라낸 후, 거기

서 너비 2치 5푼의 대엽(大葉) 3개(너비 합하면 7치

5푼)를 자른다. 남은 분량은 길이 4치 4푼, 너비 9푼

이다. <그림 8-a>과 같다.

다음으로 1단의 아랫단을 취하여[주: 길이 5치 5

푼, 너비는 본래와 같다.] 마름질하여 아래로 1파
(一破)를 만들어 1대엽(一大葉)으로 한다[주: 길
이 4치 4푼, 가운데 너비 2치 5푼] 다만 파(破) 2

치 5푼의 나머지[주: 길이 1치 1푼, 너비 2치 5푼]
는 버린다.

次取一段之下端[주: 長五寸五分 廣本同] 裁之縱作
一破爲一大葉[주: 長四寸四分 中廣二寸五分] 只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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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9> 족두리 마름질 2

필자 그림

二寸五分餘[주: 長一寸一分 廣二寸五分] 棄之

대엽 3개를 마름질 하고 남은 옷감, 즉 길이 5치 5

푼, 너비 8치 4푼에서 다시 대엽 1개를 잘라낸다(길

이 4치 4푼, 너비 2치 5푼). 나머지(길이 1치 1푼, 너

비 2치 5푼)는 버린다. <그림 8-b>과 같다.

그리고 아랫단의 큰 여유분[주: 길이 3치 4푼, 너
비 5치 9푼]은 마름질하여 아래로 3파(三破)를 만
들어 3소엽(三小葉)으로 한다[주: 길이 3치 4푼,

너비 1치 8푼]. 모든 파(破) 5치 4푼의 나머지[주:
길이 3치 4푼, 너비 5푼]는 버린다.

又取下端之大餘[주: 長三寸四分 廣五寸九分] 裁之
縱作三破爲三小葉[주: 各長三寸四分 中廣一寸八
分] 共破五寸四分餘[주: 長三寸四分 廣五分] 棄之

대엽을 자르고 남은 큰 여유분(길이 3치 4푼, 너

비 5치 9푼)에서 소엽(小葉) 3개를 잘라낸다. 소엽의

각각의 크기는 길이 3치 4푼, 너비 1치 8푼이다. 나

머지(길이 3치 4푼, 너비 5푼)은 버린다. <그림 8-c>

와 같다.

마지막으로 아랫단의 작은 여유분[주: 길이 2치 1

푼, 너비 5치 9푼]은 마름질하여 아래로 1파(一破)
를 만들어 1정심(一頂心)을 만든다[주: 길이 2치
1푼, 너비 2치 1푼]. 나머지[주: 길이 2치 1푼, 너

비 3치 8푼]도 정심(頂心)을 만들 수 있다. 남은
것은 버린다. 이상 모두 4대엽(四大葉), 3소엽(三小
葉), 1정심(一頂心)을 얻는다.

終取下端之小餘[주: 長二寸一分 廣五寸九分] 裁之
縱作一破爲一頂心[주: 長二寸一分 廣二寸一分] 餘

[주: 長二寸一分 廣三寸八分] 又可爲一頂心 有餘
者棄之 已上共得四大葉三小葉一頂心

소엽을 자른 나머지에서 정심(頂心)을 마른다. 크

기는 길이 2치 1푼, 너비 2치 1푼이다. 정심을 자른

나머지(길이 2치 1푼, 너비 3치 8푼)에서도 정심을

더 만들 수 있다. 이상 대엽 4장, 소엽 3장, 정심 1장

을 만들었다. <그림 8-d>와 같다.

다음은 족두리의 대엽, 소엽, 정심의 모양에 맞추

어 각각의 천조각을 다시 세부적으로 마름질한다.

대엽(大葉)은 각각 너비를 따라서 (가로로) 반을

접는다[주: 양쪽의 반은 각각 너비 1치 2푼반이고,
이것이 가운데 너비(中廣)의 전체가 된다.]. 윗 당
(當)의 반에서 가로로 6푼반을 취하여 가운데 너

비를 향하면서 활시위처럼 비스듬하게 마른다[주:
상원(上元)을 얻는데, 너비는 1치 3푼이다.]. 아래
당(當)의 반에서 가로로 8푼을 취하여 가운데 너

비를 향하면서 활시위처럼 비스듬하게 마른다[주:
하원(下元)을 얻는데, 너비는 1치 6푼이다.].

大葉各從廣折半[주: 兩半各廣一寸二分半 是爲中廣
之全] 自上當半 橫取六分半 望中廣作弦斜裁[주:
得上元廣一寸三分] 自下當半橫取八分 望中廣作弦

斜裁[주: 得下元廣一寸六分]

대엽의 너비를 따라 절반으로 접는다. 윗너비의

중심에서 6.5푼을 나아가 표시하고, 거기서 대엽의

가운데 너비 끝을 향해 곡선으로 마른다. 아랫너비의

중심에서 8푼을 나아가 표시하고, 거기서 대엽의 가

운데 너비 끝을 향해 곡선으로 마른다. 그 결과 대엽

의 윗너비는 1치 3푼, 가운데 너비는 2치 5푼, 아랫

너비는 1치 6푼이 나온다. <그림 9-a>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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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엽(小葉)은 각각 너비를 따라서 (가로로) 반을
접는다[주: 양쪽의 반은 각각 너비 7푼이고, 이것
이 가운데 너비(中廣)의 전체가 된다.]. 윗 당(當)

의 반에서 가로로 5푼을 취하여 가운데 너비를 향
하면서 활시위처럼 비스듬하게 마른다[주: 상원
(上元)을 얻는데, 너비는 1치이다.]. 아래 당(當)의

반에서 가로로 6푼을 취하여 가운데 너비를 향하
면서 활시위처럼 비스듬하게 마른다[주: 하원(下
元)을 얻는데, 너비는 1치 2푼이다.]

小葉各從廣折半[주: 兩半各廣七分 是爲中廣之全]
當半橫取五分 望中廣作弦斜裁[주: 得上元廣一寸]

自下當半橫取六分 望中廣作弦斜裁[주: 得下元廣一
寸二分]

소엽의 너비를 따라 절반으로 접는다. 윗너비의

중심에서 5푼을 나아가 표시하고, 거기서 소엽의 가

운데 너비 끝을 향해 곡선으로 마른다. 아랫너비의

중심에서 6푼을 나아가 표시하고, 거기서 소엽의 가

운데 너비 끝을 향해 곡선으로 마른다. 그 결과 소엽

의 윗너비는 1치, 가운데 너비는 1치 8푼, 아랫너비

는 1치 2푼이 나온다. <그림 9-b>와 같다.

정심은 종횡으로 접어서 십자(十字)를 만든다. 곡

자를 사용하여 사방(四旁)을 향하여 돌린다[주:
정심(頂心)을 얻는데, 원경(元徑)은 2치 1푼이다.].

頂心縱橫折作十字 用規望四旁旋之[주: 得頂心元徑
二寸一分]

정심은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두 번 접는다. 곡자

를 사용하여 반지름 2치 1푼으로 하여 정심의 둘레

를 그린다. <그림 9-c>와 같다.

뒤의 4대엽(四大葉)[주: 원(元) 길이는 4치 4푼이
고, 봉제된 길이는 4치이다. 정상은 2치, 아래 늘어
뜨리는 부분은 2치이다.] 상원(上元)의 너비는 1치

3푼이고, 봉제된 너비는 9푼이다. 중원(中元)의 너
비는 2치 5푼이고, 봉제된 너비는 2치 1푼이다. 하
원(下元)의 너비는 1치 6푼이고, 봉제된 너비는 1

치 2푼이다.

後四大葉[주: 元長四寸四分 縫長四寸 頂上二寸 下

垂二寸]
上元廣一寸三分 縫廣九分
中元廣二寸五分 縫廣二寸一分

下元廣一寸六分 縫廣一寸二分

족두리 후면의 대엽 4개의 길이는 4치 4푼이고 시

접을 제외한 봉제선 길이는 4치이다 (윗부분 길이 2

치, 아랫부분 길이 2치). 너비를 보면, 윗너비는 1치

3푼인데 시접을 제외한 봉제 길이는 9푼이다. 가운데

너비는 2치 5푼인데 시접을 제외한 봉제 길이는 2치

1푼이다. 아랫너비는 1치 6푼인데 시접을 제외한 봉

제 길이는 1치 2푼이다.

앞의 3소엽(三小葉)[주: 원래 길이는 3치 4푼이고,
봉제된 길이는 3치이다. 정상은 2치, 아래 늘어뜨리
는 부분은 1치 4푼이다.] 윗부분 원래 너비는 1치

이고, 봉제된 너비는 6푼이다. 가운데 원래 너비는
1치 8푼이고, 봉제된 너비는 1치 4푼이다. 아래 원
래 너비는 1치 2푼이고, 봉제된 너비는 8푼이다. 정

수리는 7엽 6고[주: 봉제된 둘레는 1자 2치 6푼이
다. 지름은 4치, 반지름은 2치이다.]
정심원[주: 원래 지름은 2치 1푼이다. 봉제된 둘레

는 5치 4푼이고, 지름은 1치 7푼, 반지름 8푼반이
다.] (繒頭의) 입구의 봉제된 둘레는 7치 2푼이다.

前三小葉[주: 元長三寸四分 縫長三寸 頂上二寸 下
垂一寸四分]
上元廣一寸 縫廣六分

中元廣一寸八分 縫廣一寸四分
下元廣一寸二分 縫廣八分
頂七葉六觚[주: 縫周一尺二寸六分 徑四寸 半徑二寸]

頂心圓[주: 元徑二寸一分 縫周五寸四分 徑一寸七
分 半徑八分半]
簷口縫周七寸二分

전면에 있는 소엽 3개의 길이는 3치 4푼이고 시접

을 제외한 봉제선 길이는 3치이다 (윗부분 길이 2치,

아랫부분 길이 1치 4푼 (1치를 잘못 기록한 듯 하

다.)). 소엽의 너비를 보면 윗너비는 1치인데 좌우

시접(4푼)을 제외한 봉제선 길이는 6푼이다. 가운데

너비는 1치 8푼인데 좌우 시접(4푼)을 제외한 봉제

선 길이는 1치 4푼이다. 아랫너비는 1치 2푼인데 좌

우 시접(4푼)을 제외한 봉제선 길이는 8푼이다.

정수리는 일곱 조각, 여섯 모의 모습이다. 봉제된

둘레는 1자 2치 6푼이고, 지름은 4치, 반지름은 2치

이다. 정심원은 지름은 2치 1푼이고, 봉제된 둘레는

5치 4푼이다. 지름은 1치 7푼, 반지름은 8.5푼이다.

입구의 봉제된 둘레는 7치 2푼이다.

이상은 1부(一副)에 소용되는 재료와 제작법이다.
집에서는 마땅히 5부(五副)을 사용하므로 4척 6치
5푼을 사용한다. 대개 종횡으로 크고 작아서, 남는

것은 밀어 옮긴다.

右一副容入及裁法也 家中適應用五副 故用四尺六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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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항목
봉제 전 봉제 후

周尺 西洋式(cm) 周尺 西洋式(cm)

전체

길이
(前) 3寸 4分 15.91 (前) 3寸 14.04

(後) 4寸 4分 20.59 (後) 4寸 18.72

지름
4寸

(半徑 2寸)

18.72

9.36

둘레 1尺 2寸 6分 58.97

입구 둘레 7寸 2分 33.70

시접 2分 0.94

부분

前小葉

(3개)

길이 4寸 4分 20.59 4寸 18.72

폭

(上) 1寸 4.68 (上) 6分 2.81

(中) 1寸 8分 8.42 (中) 1寸 4分 6.55

(下) 1寸 2分 5.62 (下) 8分 3.74

後大葉

(4개)

길이 3寸 4分 15.91 3寸 14.04

폭

(上) 1寸 3分 6.08 (上) 9分 4.21

(中) 2寸 5分 11.70 (中) 2寸 1分 9.83

(下) 1寸 6分 7.49 (下) 1寸 2分 5.62

頂心圓

(1개)

지름 2寸 1分
9.83

　

1寸 7分

(半徑 8分半)

7.96

3.98

둘레 　 5寸 4分 25.27

<표 1> 頤齋亂藁에 나타난 18세기 족두리의 치수 (1尺=46.80cm)

五分 蓋縱橫大小自有餘剩推移爾

이상은 족두리 1부(副)에 소용되는 재료와 제작법

으로, 황윤석의 집안에서는 5부를 사용하므로 4자 6

치 5푼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대개 종횡으로 크고 작

은 것이 있으므로 남은 것은 위치를 움직여 재단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족두리 전체 및 부분 치

수는 <표 1>로 정리된다. 오늘날의 치수는 기존에 연

구 결과에 따라 경국대전의 척도(1尺=46.80cm)를

근거로 환산한 것이다.

<그림 10>은 <표 1>의 치수에 따라 마름질하여 직

접 제작한 족두리이다. 우선 대엽과 소엽의 좌우 솔

기를 연결하여 족두리의 옆면을 만들었고, 족두리의

윗면에는 정심원을 붙였다. 정심원은 솔기를 모두 안

으로 넘겨 동그란 모양을 만든 후 족두리의 윗부분

에 놓고 감침질하였다.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

만 유물을 참고하여 족두리의 안쪽에 솜을 넉넉하게

두어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잡았다. 안감은 없다.

제작된 실물은 이재난고의 내용 및 <그림 7>의 안
동 권씨 묘 출토 유물과 비교해 볼 때 크기와 모양

에서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출토복식 보고서

43)
에 의하면, 유물은 공단 7조각의 사다리꼴을 이어

서 만들었으며 정수리에 지름 7cm의 원형을 붙였다

고 하였다. 유물의 크기는 지름 19cm, 높이 7-8cm라

고 하였는데, <표 1>을 보면 문헌상에도 지름이 약

18.72cm로 나타나 일치함을 보였다. <그림 10>의 실

물의 지름도 19cm 내외로 나타났으며, 높이는 9-

12cm로 유물보다 다소 높았다. 정수리의 원형[정심

원]의 지름은 문헌에서 약 7.96cm, 유물에서 7cm이

고. 시접의 경우는 문헌에서 약 0.92cm, 유물에서

0.8cm로 나타나 문헌과 유물이 치수에서 거의 일치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 제작된 족두리 실물

필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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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궁중의 족두리 사용법
계축일기(癸丑日記)를 보면 밤에 처소를 몰래

나오는 상궁의 행색을 “은 견막이 닙고 죡도리 그

어 쓰고...44)”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전반 궁중에 이미 족두리가 존재하고 또한 평시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익(李翊, 1629-

1690)의 성호전집(星湖全集)을 보면, “궁양결(宮樣
結)은 추고(椎䯻)를 만들고 위에 족두리[簇道里]를

가한다고 들었다.45)”라고 하여 당시 궁중 여성의 머

리 모양 중에 정수리에 쪽을 짓고 족두리로 쪽을 감

싼 형태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계축일기에 나타난

상궁의 머리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닐까 한다.

족두리를 더하여 만든 고계(高髻) 양식은 이후에

도 존속하였던 것 같다. 실록을 보면 영조 34

(1758)년 1월에 “체계(髢髻)를 금하고 궁양(宮樣)

[簇頭里]으로 할 것을 허락한다.46)”고 하였고, 영조

39(1763)년 11월에는 “족두(簇頭)는 궁양(宮樣)과

구별이 없고...47)”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족두리를 특

별히 ‘궁양’으로 지칭한 것이 주목된다. 즉 18세기에

도 족두리는 궁중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족두리를 쓴

모습은 체발로 만든 궁양의 고계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 형태가 유사했기에 체계의 대용으로 정

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 궁중에서 족두리를 사용하

여 고계를 만들었던 방법은 이재난고에 구체적으

로 나타나 있다. 5월 7일(癸未)자 기사
48)
를 보면 머

리 모양을 만드는 순서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날 궁중에서 우연히 전직 관료인 유정랑을 만나

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나라 궁녀들의 머
리모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세히 전하여 말하기로는, 그 사람

이 일찍이 본 머리 빗는 방법은 기름과 밀랍을 사
용하고 발라서 윤기가 흐르도록 하고 머리 뒤 정
수리에서 합쳐지도록 한다. 붉은 실 1조로 돌려서

단단하게 묶으니 이에 비로소 쌍상투를 나누어 만
든다. 상투 하나는 다시 2조로 나누어 아주 가늘게
땋으니 이른바 ‘생강계(生薑髻)’이다.

是日闕中 偶逢舊僚柳正郞乍話 我朝宮女髻樣 不知
創自何時 有人爲余詳傳曰 渠曾目覩梳髮用油蠟塗潤

而合于腦後頂上 以紅絲一條 周匝堅束 乃始分作雙
髻 一髻又各分成二條 細細辮之 卽俗所謂生薑髻者

우선 기름과 밀랍을 바른 머리카락을 머리 뒤 정

수리로 넘겨 붉은 실로 하나로 묶은 후 양쪽으로 가

른다. 양쪽으로 가른 머리카락을 각각 2갈래로 나누

어 아주 가늘게 땋는데 이것을 ‘생강계’라고 한다. 생

강계라는 명칭은 한 개 이상의 쪽이 연결된 모양이

마치 생강과 같은 것에서 유래된 듯한데, 거가잡복
고를 보면 “옛날에 동남(童男) 실녀(室女)는 모두

쌍계라 일컬었으나, 옛 그림의 동남 머리 위에는 모

두 초혜(艸兮)의 쌍각(雙角)으로 만들고 실녀는 그

렇지 않아서 모두 정수리 뒤 뇌 가까운 곳에 쌍환

(雙鬟)을 만들어 마치 지금 풍속에서 일컫는 강단계

(薑團髻)라는 것과 같으며...49)”라고 하여 미혼녀의

쌍계를 생강계라고 칭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수리에 흑증두아(黑繒頭兒)를 높이 쓴다

[주: 흑증(黑繒)으로 꽃잎을 만들어서 정수리가
없는 것처럼 둘러서 바느질하기 때문에 ‘증두아(繒
頭兒)’라고 부른다. ‘족두리(蔟頭里)’라고도 한다.].

그 안쪽은 작은 비녀로 정수리의 머리카락을 꽂아
양 머리카락이 가로질러서 걸쳐지도록 하여 기울
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 윗부분 가운데를 두

르고 검은색 실로 둘러서 묶으면 그 모양이 저절
로 높아지고, 위아래로는 크고 가운데는 조금 작다.
이에 양쪽 머리카락 묶음이 좌우 각 2조가 되고,

나누어 귀밑머리를 두른 후 윗부분은 증주아(繒周
兒)로 들어가도록 하여 안쪽 면과 정수리의 머리
카락이 서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 별도의 머리카락

묶음 2조는 홍증(紅繒)으로 그 머리카락 아래를
바느질로 연결하여 합하여지도록 하고, 정수리를
위아래로 나누고 다시 안쪽으로 넣어서 정수리의

머리카락과 합쳐지도록 한다. 혹자는 이것이 중국
의 고계(高髻) 제도와 유사하다고 하고, 혹자는 고
려시대에 원나라 공주가 혼인하여 왔을 때 전해져

서 우리 왕조가 그것을 따랐다고 한다.

乃於頂上 高着黑繒頭兒[주: 以黑繒作瓣周縫如無頂

頭故呼爲繒頭兒 亦曰 蔟頭里] 其裏面 用小笄貫頂
髮 而兩頭橫亘 使不攲墜 就簷上腰周 又以黑絲約匝
則其形自高 而上下則大 中則差小 乃以兩髻左右各

二條 分繞鬢上邊 使入繒周兒 裏面與頂髮相結 又以
別髻二條 用紅繒縫髻根合之 頂上分下 亦入裏面 相
結於頂髮 或云此似中國高髻之制 或云高麗時元公主

嫁來所傳 而我朝沿之

생강계를 만든 후 그 위에 족두리[黑繒頭兒]를 쓴

다. 족두리는 안쪽에서 작은 비녀로 고정시키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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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11> 궁중 머리모양을 만드는 방법 추정도

필자 그림

<그림 12> 진종효순후

가례반차도(1727)

진종효순후 가례도감의궤

<그림 13> 장조헌경후

가례반차도(1744)

장조헌경후 가례도감의궤

<그림 14> 거리 행렬의 궁녀들

朝鮮朝宮中風俗硏究. 1987, 도판

자 둘레를 따라서 가운데를 검은 실로 묶어 돌리면,

모양이 저절로 높아지게 된다. 양쪽 머리카락 묶음이

좌우 2조가 되고, 각각 나누어 귀밑머리를 둘러 감는

후, 윗 부분은 증두 안에 집어 넣어 정수리 쪽과 함

께 묶는다. 별도의 계 2조를 가지고, 홍색 증을 사용

하여 계의 뿌리를 붙히고 그것을 합한다.

위의 내용을 도식(圖式)으로 추정한 것은 <그림

11>과 같다. 이를 보면 당시 궁중에서 족두리는 여성

의 정수리 쪽을 싸는 동시에 그 높이를 치켜 올리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嘉禮都監儀軌 반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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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그림 12>
50)
, <그림 13>

51)
과 같은 나인[內人]들

의 머리모양이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추정되며, <그림 14>52)의 국말 궁녀 행렬 사진에서도

그 유속(遺俗)으로 짐작되는 머리 모양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Ⅴ.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이재난고에 나타난 기사를 중심으로

18세기 족두리의 역사 및 제법, 사용법에 관하여 살

펴보았다. 황윤석은 족두리의 기원에 관하여 중국 복

식과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는데, 특히 원의

‘고고’나 명의 ‘계관’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였다. 형태

는 다르지만 고고와 계관 모두 궁중의 수식이고, 머

리 윗부분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족두리와 공통성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밝히기

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향후 새로운 사료 발

굴과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족두리는 주로 검은 단직물로 만들었던 것으로 추

정되며, 크고 작은 7조각[대엽, 소엽]을 이어 만든

옆면과 정수리를 덮는 1개의 원형 조각[정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적인 구조는 오늘날의 족두리와

다르지 않았다. 크기는 오늘날의 것에 비해 컸는데,

높이 9-12cm, 둘레 19cm 내외로서 문헌에 의거하여

만든 실물의 크기가 출토 유물과 거의 일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궁중에서 족두리를 이용하여 궁중 머리양식을 만

들었던 방법을 살펴보면, 족두리는 정수리 쪽을 감싸

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쪽의 높이를 올리는 역할

을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쪽을 만들고 남은 변발

로 양쪽 귀밑머리 부분을 감쌌으며, 뒷머리에는 별도

의 계(髻)가 더해졌다. 18세기 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에 나타난 보행내인의 머리 모양이 이와 같은 방식

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18세기의 족두리는 오늘날의 것과 비교할 때 크기

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

른 독특한 착용 방식이 이 시기의 궁중에서 행해지

고 있었다는 것이 새로 발견되어, 족두리의 역할 및

사용에 시대적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 중후기 여성의 머리 모양 연구, 고증 및 재현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지연 (2008). 朝鮮時代 女性 禮冠에 관한 硏究. 이화
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鄭麟趾, 安止, 權踶 외 (1447). 龍飛御天歌. 윤석민 유

승섭 권면주 역주 (2006). 쉽게 읽는 용비어천가 Ⅱ.
서울: 박이정, p. 356. 용비어천가 49장을 보면 중국

황소(黃巢)의 난의 설명에서 “그 무리들이 모두 풀어

헤친 머리를 홍증(紅繒)으로 묶었다.”라는 내용이 나

오는데, 이는 말액(抹額)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3) 英祖實錄 32年 1月 16日(甲申).
4) 趙克善. 冶谷先生集 卷之四. 三官記.
5) 柳馨遠. 磻溪隨錄.
6) 受敎輯錄 卷之五 刑典 禁制.
7)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三十 政敎典故.
8) 李翊. 星湖先生全集 卷之二十六.
9) 英祖實錄 32年 1月 16日(甲申).
英祖實錄 34年 1月 13日(更子).
正祖實錄 12年 10月 3日(辛卯).
李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十五 東國婦女首飾辨證說.

10) 英祖實錄 33年 11月 1日(己丑).
英祖實錄 39年 11月 9日(壬戌).

11) 李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第六 婦儀一 服飾.
12) 朴珪壽. 居家雜服考 內服.
13) 인목대비 내인. 癸丑日記. 강한영 주 (1958). 癸丑日

記. 서울: 청우출판사, p. 122.

14) 혜경궁 홍씨 (1795). 閑中錄. 전규태 역 (1996). 閑中
錄. 서울: 서문당, p. 163.

15) 패물의대발기, 계사십월가례시발기, 계사십월길례시자

장발기, 정미가례시일기, 임오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재

간택후보내오실빈궁마누라의대발기, 임오천만세동궁마

마가례시삼간택시빈궁마누라의대발기, 기묘십이월이

십일성두시점심차배발기(호고아기시).

16) 承政院日記 英祖 34年 1月 13日(庚子).
17) 李圭景. 앞의 책.
18) 李德懋. 앞의 책.
19) 崔南善 (1943). 古事通. 京城: 三中堂, p. 85.
20) 朴珪壽. 앞의 책.
21) 高春明 (2001). 中國服飾名物考. 上海: 上海文化出版

社, p. 179.

22) 孙机 (2001). 明代的束发冠、䯼髻与头面. 文物, 第7期,
p. 67.

23) 明史 志 第四十三 輿服三 宮中女樂冠服.
24) 이강칠, 이미나, 유희경 (2003). 역사인물초상화대사

전. 서울: 현암사, p. 47.
25)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편 (2006). 문화재대관 - 중요
민속자료 2: 복식 자수편. 서울: 문화재청, p. 317.

26) 英祖實錄 25年 9月 23日(戊辰)



頤齋亂藁에 나타난 18世紀 簇頭里의 製法 및 使用

- 99 -

27) 英祖實錄 32年 1月 16日(甲申).
28) 正祖實錄 12年 10月 3日(辛卯).
29) 正祖實錄 12年 10月 3日(辛卯).
30) 徐有榘. 林園經濟志 贍用志 簇頭伊
31) 혜경궁 홍씨 저, 전규태 역. 앞의 책, p. 163.
32) 정병모 (2000). 한국의 풍속화. 서울: 한길아트, p.

273.

33) 국립중앙박물관 편저 (2002). 조선시대 풍속화. 서울:
한국박물관회, p. 112.

34) 위의 책, p. 105.
35)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
서. 용인: 경기도박물관, p. 44.

36) 최지희 (2002). 기영회도에 나타난 16세기 조선시대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71.

37) 世宗實錄 13年 4月 7日(辛丑).
38) 練藜室記述 別集 第13卷 政敎典故 周尺.
萬機要覽 財用編四.

39) 이은경 (2003). 朝鮮時代 前期의 布帛尺에 관한 硏究

(上)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服飾, 53(4), p. 93.
40) 增補文獻備考 第91卷 樂考2 度量衡 度.
41) 經國大典 工典 度量衡.
42) 이흥수 (1967). 이조척도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 서울: 성대사학연구회, p. 214. 세종 대의 유물을

실측 분석하여 당시 도량형의 원기(原器)였던 황종척

의 정확한 길이를 34.72cm로 보았다.

43)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
고서, p. 260.

44) 인목대비 내인 저, 강한영 주. 앞의 책, p. 122.
45) 李翊. 앞의 책.
46) 英祖實錄 34年 1月 13日(更子).
47) 英祖實錄 39年 11月 9日(壬戌).
48) 頤齋亂藁 卷之十四 五月(또는 閏五月) 初七日 癸未.
49) 朴珪壽. 앞의 책.
50) 眞宗孝純后 嘉禮都監儀軌 班次圖.
51) 莊祖獻敬后 嘉禮都監儀軌 班次圖.
52) 김용숙 (1987). 朝鮮朝宮中風俗硏究. 서울: 일지사, 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