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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Bangryeong(方領) had been changed from ancient times in China to 
the Joseon dynasty[朝鮮] in Korea by analyzing Bangryeong in literature, relics, paintings, etc. 
Based on this, we also analyzed the form of Bangryeong itself and clothes with Bangryeong using 
excavated relics from the Joseon dynasty. First, from early Chinese literature, it was confirmed 
that meaning of “Bangryeong” was a collar attached straight to a garment so that if the garment 
is put on with the fronts intercrossed with each other the back neck part of the collar is natu-
rally squared. Second, from literature in the Joseon dynasty, it was confirmed that the meanings 
and forms of Bangryeong were diversified and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throughout different 
time periods. Different from its original meaning in China, Bangryeong came to mean an inten-
tionally designed square shape. Third, Bangryeong from the Yuan(燕) and Ming(明) Dynasties 
were found among relics excavated in China. Bangryeong from Yuan was Cheolik[帖裏] worn by 
men, and Bangryeong from Ming was found in women’s dresses. Fourth, Bangryeong relics from 
the Joseon dynasty examines its form in detail. Bangryeong was found in various forms of 
clothes, and this was consistent with findings from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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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복식사학계에서 ‘방령(方領)’이라 하면 일

반적으로 ‘모가 나게 만들어서 붙인 깃’을 뜻하고, 이

의미는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이미 나타난다. 우리나

라에서 이 방령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

은 출토복식의 발굴에 기인한다. 다양한 형태의 출토

복식에 방령이 나타나면서 최근 약 10여 년 간 이에

관한 연구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방령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홍나영1)의 後短方

領 半臂에 관한 고찰 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논문

은 이화여대에 소장된 뒤가 앞보다 짧고 방령이 달

린 반비[後短方領半臂] 2점을 중심으로 시대별 특징

을 연구하였다. 이후 이민주, 최은수2)는 조선시대

방령의 확산과정과 그 의미 에서 조선전기의 방령이

상의류를 비롯한 편복 포와 심의까지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방령포, 방령상의, 방령학창의, 방령액주름,

방령더그레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이응해장군의 묘에서 출토된 방령 유물을 직접 재현

하여 구성법을 연구한 경우도 있다.3) 이 외 심의의

‘곡겁(曲袷)’을 연구하면서 방령을 언급한 문헌 중심

의 연구와, 대금형 상의류(對襟形 上衣類), 답호(褡

護), 쾌자[掛子], 배자(背子) 등에 관한 연구에서 방

령을 언급하였다.4)

이러한 연구들은 방령 및 방령이 달린 옷(이하

‘방령옷’이라 함)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일정정도 도

움을 주었다. 그러나 대개 주제와 목적에 따라 일부

자료를 선별하여 진행한 것으로, 유물 자료를 총망라

하여 방령옷의 각 부분별 세부형태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조선시대 방령옷 유물에

나타난 형태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

으로 삼고자 하며, 선행연구에서 일부 문헌을 해석하

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된 내용도 재검토하여 ‘방령’

에 관한 내용과 그 의미를 재확인하도록 하겠다.

본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문

헌에 나타난 ‘방령’의 의미를 살피는데, 중국과 우리

나라 모두 주로 심의(深衣)와 연관하여 등장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어 유물을 통해 방령옷의

구체적인 형태를 분석한다. 주 고찰 대상은 조선시대

출토복식이지만, 방령옷이 중국에서 유래하므로 중국

의 상황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중국

의 방령옷을 간단히 살피고, 이어 우리나라의 방령옷

형태를 각 부분별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 방령은 현재 조선시대 이전의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므로5), 조선시대에 한정한다.

조선시대의 방령옷 유물은 2010년 11월 현재까지

총 37점이 조사되었는데, 이 중 심의 2점은 형태 분

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5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를 위해 총 35점의 유물 중 13점의 유물을

직접 조사하였다. 직접 조사하지 못한 22점의 유물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1차 보고서나 전

시도록에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었거나 선행연구에

서 상세히 다루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조사하지 못했

다고 하여도 대부분 유물의 형태는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한 자료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11점, 대전선사박물관 소장 1점, 경북대학교박물

관 소장 1점이며, 이 중 경북대박물관에 소장된 이옥

형(李玉衡: ?-1585년, 추정6)) 방령액주름(1점)은 발

굴 직후 발표된 보고서와 박성실7)의 박사논문에서

간단한 언급이 있은 이후 처음으로 유물을 직접 조사

하여 세부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 ‘방령’은 ‘깃’만을 의미하고, ‘방령이 달린

옷’은 ‘방령옷’으로 명명한다. 조선시대 유물 중 방령

옷의 명칭은 선행 연구자들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

되, 일부분은 필자 나름의 기준하에 유형을 분류하였

다. 품이 넓고 반소매이며 포(袍)에 비해 뒷길이가

짧은 것은 ‘방령의(方領衣)’, 길이가 길면서 뒤가 트

이고 장수(長袖)인 포 형태는 ‘방령포(方領袍)’라 하

였다. 이 외 옷의 형태에 따라 ‘방령액주름[方領腋注

音]’, ‘방령더그레’, ‘방령배자(方領背子)’로 분류하였

다. 방령옷은 깃․동정, 바대․덧단, 섶, 소매, 길이․

트임(트임방지장치), 무․당, 단추 등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Ⅱ. ‘방령(方領)’의 문헌적 고찰
현재 학계에서 방령의 의미는 대개 세 가지로 본

다. ① 직령을 교차시켰을 때 뒷목 부분이 모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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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衣圖

<그림 1> 深衣圖 중의 方領

는 것, ② 모나게 재단해서 붙인 것, ③ 표의(表衣)와

중의(中衣) 사이에 두르는 것으로 방심곡령과 용도

는 같으면서 모양이 모진 것 등이다.8) 이 중 두 번

째 의미는 문헌에서 조선시대에 주로 보이며, 중국

문헌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한서(漢書) 경십삼왕

전(景十三王傳) 의 “時愛爲去刺方領繡”의 주(注)에서

언급한 ‘방령’을 이런 의미로 본 경우도 있으나9), 이

는 첫 번째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후술).

또 조선후기의 유학자들 중에는 사마광(司馬光)의 서
의(書儀)에 나오는 ‘상령의(上領衣)’를 방령과 연관

지으면서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였으나(한백겸), 서
의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이는 두 번째 의미로 단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사마광이 말한 상령의는

조복(朝服)에 두르는 방심곡령(方心曲領)으로 볼 수

도 있기 때문이다(후술). 따라서 현재 중국 문헌에서

두 번째 의미로 쓰인 방령은 찾지 못하였다. 세 번째

의미의 방령은 옷에 붙어 있는 깃이 아니라 별도로

목에 두르는 것이다. 본고는 옷에 붙어있는 깃으로서

의 방령만을 살피고자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겠다. 아래에서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문헌에 나타난 방령의 의미를 고찰하겠다.

1. 중국 문헌에 나타난 방령
현재 필자가 조사한 바로, 중국 문헌에서 방령은

한 가지 의미로만 나타난다. 곧게 만든 깃[직령]을

앞에서 교차하도록 여몄을 때[交衽; 交領] 뒷목 부

분이 자연스럽게 모[方]가 나는 것이다. 이 의미는

문헌에서 ‘직령’이나 ‘교령’과 동일하게 쓰이기도 한

다. 즉 방령은 직령을 교령의 방법으로 입었을 때 형

성되는 ‘모난 깃’이다<그림 1>10).

위와 같은 의미는 고대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예서(禮書)에서는 심의의 형태 중 깃을 표현하는 ‘곡

겁(曲袷)’과 관련해서 나온다. 예기(禮記) 심의

(深衣) 에서 “곡겁은 (모양새가) 곱자[矩]와 같으니,

모난 것[方]에 응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정현은 이

에 대해 “옛날의 방령은 오늘날 어린아이의 옷깃과

같다”라 하였으며, 진호(陳澔)는 “ ‘겁(袷)’은 교령(交

領)이다. 옷의 깃이 이미 교차되어 저절로 곱자와 같

은 형상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1) 심의의 깃이

곡겁의 형태로 나오는데, 이는 깃을 교차해서 입으면

자연스럽게 곱자처럼 모난 형상이 됨을 설명한 것이

다. 주자(朱子) 역시 심의에서의 방령을 이러한 의미

로 설명하였다. 주자가례에서 심의의 깃 형태를

‘방령’이라 하였고, 그 설명에 “양쪽 길[襟]을 서로

여며 깃[衽]이 겨드랑이 아래에 있게 하면 목 부분

[領]은 저절로 모나게 된다”12)라 하였다.

한편, 한대(漢代)의 정사(正史)에서도 방령이 직

령과 같은 의미로 나온다. 한서 경십삼왕전 에

“당시 영애(榮愛)가 (광천왕(廣川王)) 유거(劉去:

?-B.C.70년)를 위해 방령에 자수를 놓았는데, 유거가

그것을 가져다 불살랐다”라 하였는데, 그 주(注)에서

방령에 대해 “복건(服虔)이 말하기를 ‘지금 어린아이

가 옷을 뒤집어 입은 것과 같다. 목 아래에 깃[衽]을

놓으면 목을 싸는 부분[領]은 바로 모나고[方] 곧게

[直] 된다’라 하였다”13)고 하였다. 방령이 직령과 같

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후한서(後漢書) 유림열전(儒林列傳) 에서 “건

무(建武) 5년(29)에 태학(太學)을 설립하여 옛 법식

을 헤아리게 하니 변(籩)과 두(豆)[禮器], 방패와 도

끼[舞具]가 열에 맞춰 갖추어지고, 방령을 입고 곱자

와 같은 걸음걸이[矩步]를 익히는 자들은 그(태학)

안에서 공손히 순종하였다”라 하였는데, 그 주(注)에

“방령은 직령이다”14)라 하였다. 후한의 광무제(光武

帝: B.C.4-A.D.57년)가 태학을 설립하고 유학자들을

예우하면서 법도가 갖추어졌음을 말한 것이다. 이 중

‘방령을 입고 곱자와 같은 걸음걸이[矩步]를 익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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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유학자를 가리키고, 유학자들은 옷을 입거나

걸음을 걸을 때에도 항상 법도에 맞아야 함을 의미

한다. 중국의 성어(成語) 중 고대 유학자들의 복식과

걸음걸이를 표현하는 ‘방령구보(方領矩步)’가 있는데,

이 성어가 여기에서 유래한다. 위 주(注)에서 밝힌

것처럼 여기에서의 ‘방령’은 곧 ‘직령’과 같은 의미이

다. 즉 직령을 앞에서 교차시켜 입었을 때 깃이 저절

로 모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상이 중국 문헌에서 현재 찾을 수 있는 방령에

관한 자료들이고, 모두 곧은 깃을 교차시켰을 때 뒷목

부분이 모나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임이 확인된다.

2.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방령
조선시대 방령에 관한 논의는 주로 심의의 곡겁

(曲袷)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이 과정에서 직

령이 저절로 만들어내는 모난 형상과는 다른 형태가

제시된다. 또 심의와 별도로 방령학창의도 나타나고,

심의나 학창의 이외의 옷에서 방령을 ‘개금(開襟: 돕

지)’이라고도 하였으며, 목판깃을 방령이라 한 경우

도 있다.

1) 심의와 학창의에서의 방령

심의와 학창의는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의 옷으로

인식되던 것이다. 심의에서의 방령은 초기에 주자의

견해에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였다가, 후대로 가면서

주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의견이 제기되고 방령의

형태나 재단법도 다양화되는 양상으로 나아간다.

심의에서 방령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

람은 이황(李滉: 1501-1570년)이다. 그는 곡겁이 모

난[方] 모양을 이루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주자를 신봉한 까닭에 더 이상의 논

의 없이 그의 설을 따랐다.15)

이 후 구암(久菴) 한백겸(韓百謙: 1552-1615년)은

‘곡겁’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사용하면서, 그 형태에

있어서는 고례서(古禮書)나 주자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형태를 제시한다. 즉 심의의 목 양쪽 턱이 닿는

부분을 모가 나도록 베어내고, 그 가장자리에 검정색

견(絹)을 두른다고 하였다.16) 이로써 ‘별도로 모나게

만들어 붙인 깃’인 방령이 심의에 붙게 된다. 그런데

한백겸이 이러한 형태를 제시한 것은 사마광의 말

때문이다. 한백겸은 사마광이 말한 “방령은 지금의

상령의(上領衣)와 같은데 다만 그것을 모나게 재단

한다. 본래 호복(胡服: 혹은 朝服)에서 나온 것으로,

단추를 사용한다”17)는 내용을 인용하여 방령심의를

창조하였다. 즉 사마광이 ‘모나게 재단한다’고 말한

것을 취하여 전혀 새로운 모난 방령을 만들어 심의

에 붙인 것이다<그림 2>18).

그런데 한백겸이 인용한 사마광의 말에 대해 한

가지 명확히 할 것이 있다. 한백겸이 인용한 내용은

사마광이 쓴 서의에 나온다.19)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 판본에 따라 상령의(上領衣)의 유래를 ‘胡服’이

라 한 경우도 있고 ‘朝服’이라 한 경우도 있다. 즉 판

본에 따라 ‘胡’나 ‘朝’ 중 한 글자가 잘못 기재된 것

이다. 필자가 우리나라와 중국에 있는 서의 판본
총 5종을 확인한 결과, 중국에 있는 송(宋)에서 원

(元) 사이에 간행된 판본 1종에는 ‘胡’로 기재되었

고20), 청대에 간행된 판본 3종에는 ‘朝’로 기재되었으

며21),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은 ‘朝’로

기재되어 있었다. 즉 가장 오래된 판본 1종에는 ‘胡’

로 되어 있고, 뒤 시기의 판본 4종은 모두 ‘朝’로 되

어 있었다. 한편 조선후기의 서유구(徐有榘: 1764-

1845년)가 쓴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 ‘심의변증

(深衣辨證)’에서는 한백겸의 설을 인용하면서 ‘胡服’

이라 하였다.2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시대에

는 ‘조복’이 아닌 ‘호복’이라 기재된 이른 시기의 판

본인 서의가 들어와 있었고, 한백겸이나 서유구를

포함한 학자들이 주로 이것을 보았다는 가설을 제시

할 수 있다. 사마광이 말하고자 한 것이 ‘호복’인지

혹은 ‘조복’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만일 초기의 판본인 ‘胡’가 ‘朝’의 오기(誤記)이고 이

를 후대에 바로잡아 ‘朝’로 수정한 것이라면, 즉 사마

광이 조복에 착용하는 상령의를 말한 것이라면, 이는

‘방심곡령’을 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가설대로라면 한백겸이 만든 방령심의는

사마광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

결과에 의한 창조물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이

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선시대[朝鮮時代] 방령옷 형태 연구

- 21 -

<그림 2> 韓百謙의 방령심의

- 久菴遺稿 2 雜著 '深衣說'

<그림 3> 李瀷의 방령심의

- 丁海廉 편역, 星湖僿說精選

<그림 4> 柳徽文의 방령심의

- 好古窩先生文集 2 冠服攷證 '深衣'

<그림 5> 朴珪壽의 방령심의

- 居家雜服攷 外服圖 '深衣'

‘深衣方領折製式’

- 朴珪壽, 居家雜服攷 1 外服

‘方領裁圖’

- 許傳, 士儀 士儀圖

<그림 6> 方領 재단도

그 원문이 ‘호복’이건 혹은 ‘조복’이건 간에 사마광

의 ‘상령의가 방령과 같은 형태이고 이 방령은 모나

게 재단 한다’는 말에 의거하여, 한백겸은 모난 깃인

방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탄생한 한백겸의 방령심

의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백겸의 방령

심의를 받아들인 인물은 대표적으로 유형원(柳馨遠:

1622-1673년), 이익(李瀷: 1681-1763년), 이덕무(李

德懋: 1741-1793년) 등이다.

유형원은 반계수록(磻溪隨錄)에 한백겸의 심의

설 전문(全文)을 수록하면서 “심의는 한백겸의 설에

의한다(深衣依韓氏說)"라 하였고, 심의도(深衣圖)

또한 구암유고와 같은 형태를 제시하였다.23) 유형

원의 학풍을 계승한 이익은 방령심의를 직접 착용하

였다<그림 3>24). 이덕무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에 “대저 한백겸이 정한 것은 비록 옛적의 심의제도

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이것대

로 하나의 옷이 되니 엄연히 입을 만한 것이다”25)라

하였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들어서면서는 방령에

관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된다. 이때의 방령

에 나타나는 특징은 방령 자체의 형태 보다는 입는

법, 재단법, 방령 아래 섶의 출현 등에서 나타난다.

한백겸 이후 18세기 중기까지 심의에서의 방령은

양쪽 깃과 길을 마주 대해서 서로 겹쳐지지 않게 입

는 맞깃형이었다. 그러나 유휘문(柳徽文: 1773-1827

년)은 호고와선생문집에서 맞깃이 아닌 우임으로

약간 겹쳐지는 방령심의도(方領深衣圖)를 제시하였

다<그림 4>26).

박규수(朴珪壽: 1807-1876년)와 허전(許傳: 1797-

1886년)도 이제까지의 방령심의와 다른 형태를 제시

하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섶[衽]의 출현이다. 앞길

옆에 섶을 달고, 그 앞길과 섶 위에 방령이 달려있는

형태이다<그림 5, 6>27). 또 이들은 깃 재단도를 첨부

했는데, 양자(兩者)가 완성된 형태는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단법은 전혀 다르다. 박규수는 피륙을 직

선으로 재단한 후 필요한 지점에서 접어서 모난 모

양을 만든다고 하면서 ‘심의의 방령을 접어서 만드는

방법[深衣方領折製式]’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28) 이

에 비해 허전은 ‘방령재단도[方領裁圖]’에서 직선의

피륙을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안쪽을 잘라 ‘⊔’자형

으로 만들어 목 아래로 내려뜨려 자연스럽게 모나게

되는 형상을 제시하였다<그림 6>29).30) 허전의 초상

화 중에는 방령심의를 입은 것이 있는데, 방령의 형

태는 사의에 제시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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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黃銅頭釘甲(上)과

頭頭味甲(下)의 方領

- 國朝五禮儀 卷4 軍禮

‘兵器圖說’

<그림 8> 五色鍛甲의 方領

- 樂學軌範 卷8

定大業 呈才儀物圖說

이 외,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59년)은 옥
소고(玉所稿)에서 방령의 학창의를 제시하였고, 이

러한 도식에 맞춰 옷을 입은 초상화도 보인다.3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백겸이 별도로 모난

깃을 만들어 붙인 방령을 심의에 적용한 이후 17-18

세기를 거치면서 유학자들이 이를 많이 따랐고, 19세

기에는 방령 재단법이 두 가지가 나타나며, 방령 아

래에 섶이 붙은 심의까지 나오게 된다.

2) 기타 옷에서의 방령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심의나 학창의 외의 복식에

서도 방령이 보인다. 문헌의 편찬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종5년(1474)에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군례(軍禮) ‘병기도설(兵器圖說)’에 몇 종류의 갑

옷이 있는데, 이 중 황동두정갑(黃銅頭釘甲)과 두두

미갑(頭頭味甲)의 깃이 방령이다<그림 7>32).

성종24년(1493)에 완성된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서는 방령이 ‘개금[돕지]’으로 명명된다. 정대업(定大

業) 정재의물(呈才儀物) 중 오색단갑(五色段甲)의

깃이 방령으로 그려져 있고 그 설명에 “開襟(俗稱돕

지)”이라 하였다. 또 방령 아래에 바대를 댔는데 이

에 대한 한자 표기는 ‘팔적(八的)’이다<그림 8>33).

‘八的’의 중국어 발음이 ‘bade’혹은 ‘badi’이므로, ‘八

的’이라는 표현은 ‘바대’의 발음을 한자로 표현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바대를 '八的'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방령과 바대에는 매듭단추가

달려있는데, 설명에는 “뉴자(紐子: 마기)”라 하였

다. ‘마기’는 ‘단추’의 고어(古語)이다.

이익(1681-1763년)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당
시의 방령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

은 ‘괘배(掛背)’에 관한 설명에서 나오는데, 이익은

그에 앞서 원대(元代) 장광필(張光弼)의 시집 궁사
(宮詞)에 수록되어있는 아래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이 내용은 원대에 궁 안에서 고려의 옷차림을 따라

하는 것이 유행했음을 말한 것이다.

“궁중의 옷차림은 새로이 고려의 모습을 숭상하니,

방령에 (옷길이는) 허리를 지나고 소매를 반으로
해서 옷을 지었네.”

이익은 위 내용에 이어 괘배를 설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18세기의 괘배는 방령에, 길이는 무릎까지 닿

지 않고, 너비는 어깨까지 닿지 않으며, 양쪽 길은

서로 싸이지 않고 방령이 마침 맞닿은 것이 학창(鶴

氅)처럼 생겼고, 양 가장자리에 구슬을 달아 고리로

삼아 걸도록 되어있다. 또 괘배를 도복(道服) 위에다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려시대에도 역시 이와 같이

했고 원나라 사람들이 이를 본떴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34) 이 내용을 통해 당시에 방령이 달린 ‘괘배’

라는 옷이 있었고, 이익은 이 옷이 원나라에까지 영

향을 주었던 고려시대의 옷에서 유래했다고 보았음

을 알 수 있다. 또 방령에 매듭단추가 아닌 구슬 형

태의 장식을 달아 여미었음도 알 수 있다.

서유구(1764-1845년)의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
에서도 방령에 관해 나오는데, 갖옷[裘]과 배자(褙子)

를 서술하는 중에 깃의 형태로 방령을 서술하였다.

“갖옷: …(중략)… (중국의) 옛날 갖옷의 제도는

길이가 웃옷과 나란한데, 우리나라는 길고 짧음과
크고 작음이 한결같지 않다. ① 혹은 몸을 둘러싸
서 가리기도 하니 지금의 주의(周衣)[세속에서 ‘두

루마기’라 부름]와 같고, ② 혹은 반소매에 방령으
로 하여 두 길이 마주하고 내려가며, 길이는 겨우
배를 가릴 정도로 하여 지금의 배자와 같거나, 길

이가 복사뼈나 정강이에 이르게 하여 앞뒤가 서로
연결되지 않게 하여 지금 세속에서 말하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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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衣)[동옷]와 같게 하고, ③ 또 혹은 지금의 속
옷[세속에서 ‘져고리’라 부름]과 같은 것도 있다.
그 옷은 초(綃)나 단(緞)을 쓰기도 하고 주(紬)나

견(絹)을 쓰기도 하며, 청색․자주색․침향색(沈香
色)․금향색(錦香色)․낙타색[駝色] 등 쓰지 못할
것이 없지만 홍색과 황색의 두 가지 색만은 쓰지

못한다. 그 두 길이 마주하고 내려가는 것은 은단
추[銀紐] 혹은 호박(琥珀)이나 밀화(蜜花)로 만든
단추를 쓴다.”35)

“배자: …(중략)… 우리나라의 배자는 또 이것(중
국)과 다르다. 소매가 없고, 옷은 짧아서 겨우 배와

등을 가릴 정도이며, (깃을) 방령으로 하여 (두 길
이) 마주하여 내려가는데 단추로 묶거나 혹은 양
쪽 겨드랑이 아래에 대모(玳瑁)로 만든 고리를 달

아 끈으로 고리를 꿰어 감아서 앞에서 묶는다.”36)

위 내용을 통해 조선후기 방령이 다양한 종류의

옷에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비에 배자처럼 길

이가 짧거나 동옷처럼 길게 한 옷, 배자 등의 옷에서

확인된다. 방령옷을 입을 경우 양쪽 앞길이 마주하도

록 착용하였고, 이 때 끈을 길게 하여 고리에 걸어

여미거나 오늘날의 마고자처럼 은, 호박, 밀화 등의

단추를 사용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추를 은

이나 보석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익이 말한 구슬로

고리를 삼아 걸었다는 내용과 서로 연결된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다양한 종류의 옷에 방령을 하고 맞깃으

로 여며 보석을 사용해 고정한 것이 일반적이었음이

확인된다.

조선후기에 괘배나 배자와 유사한 형태의 옷은 그

림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조선후기의 화가 김희겸(金

喜謙: ?-?)의 <석천한유(石泉閒遊)>에 대금형 방령

배자의 모습이 보인다.

3) 목판깃을 방령이라 한 경우

윤휴(尹鑴: 1617-1680년)는 방령에 대해 한백겸과

는 또 다른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였다. 그는 “옷깃으

로 옷섶을 재단하는데 남은 포(布)는 접어서 내외의

금(襟)을 만들고 길이는 소매 근본에 미쳐서 양쪽

옷섶 위에 더하고 내외를 서로 중첩하여 끈으로 묶

으면 그 형체가 방정하게 되니 곧 이른바 방령인 것

이다”37)라고 하였다. 여기서 윤휴가 말한 방령은 목

판깃의 형태로 만들어 붙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

다.38)

Ⅲ. 방령옷의 형태
앞서 언급했듯 방령은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 본

장(章)에서는 이 중 ‘모나게 재단해서 붙인 깃’으로

서의 방령과, 이러한 방령이 붙은 옷의 전체적인 형

태를 살펴보겠다. 방령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

해서는 유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아래

에서는 중국의 방령옷 유물을 간단히 살핀 후, 조선

시대의 방령옷 유물을 중심으로 형태를 상세히 살피

도록 하겠다.

1. 중국의 방령옷
중국 유물 중 우리나라 방령옷과 유사한 형태는

옥인(玉人), 동인(銅人), 도용(陶俑) 등에서 먼저 나

타나고, 출토복식은 원(元) 이후부터 나타난다.

주대(周代) 유물 중에 옥이나 동으로 만든 인물상

이 다수 출토되는데, 그 중 방령옷을 입은 모습이 보

인다. 이 시기의 방령옷은 우임의 겹친깃형이다<그림

9>39).

주대 이후 유물에 방령옷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금대(金代)에 이르러서이다. 금대 역시 인물상에서

방령옷이 보이는데, 옷은 착수(窄袖)의 포 형태이다

<그림 10>40).

인물상이 아닌 실제 방령옷 유물은 원대부터 나타

난다. 유물은 1점이 있는데 철릭형태로, 상의와 하상

을 따로 재단하여 허리에서 꿰매 하나로 합쳤고 허

리에는 주름을 잡았다.41) 깃은 방령이고, 정 중앙에

서 여미도록 되어 있다<그림 11>42). 원대의 방령옷은

원 태종(太宗) 오고타이[窝闊台] 황제의 초상화에서

도 볼 수 있어, 황제까지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명대(明代)에 이르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유물이

나타나는데, 소매가 짧은[半袖]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다. 1976년에 북경에서 출토된 ‘잡보화훼문단반비

(雜寶花卉紋緞半臂: <그림 12>43))’는 명대 중기의 유

물이다. 방령은 이중깃이고, 안쪽 깃 위에는 동정이

달려 있다. 방령 아래에는 기다란 바대가 달려있으며,

서로 맞닿게 여며 매듭단추로 맺는다. 또 바대 아래

에 주름을 잡은 섶이 있고, 옆구리 쪽에는 작은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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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周代 方領

- 中華歷代服飾藝術, p. 41.

<그림 10> 金代 方領

- 中華歷代服飾藝術, p. 292.

<그림 11> 元代 方領

汪世顯 가문 묘

(1243-1616년)

- 甘肅省博物館 소장

<그림 12>

雜寶花卉紋緞半臂

明代 中期

- 首都博物館 소장

번

호
묘주 유물 그림 명칭 출토지 출토일 소장처

관직

품급
출처

1

宋效商

(1430-1490

추정)

方領衣
충남

대전

2004.

5.20.

대전선사박

물관

어모

장군

정3품

대전선사박물관

여산송씨

출토복식(2007)

2
鄭溫

(1481-1538)
方領衣

경기도

양주군

1995.

11.7.

단국대

석주선기념

박물관

통례원찬

의 정5품

韓國服飾

16호(1998)

3
丁應斗

(1508-1572)
方領衣

경기도

고양군

1988.

10.28.

단국대

석주선기념

박물관

영의정

추증

정1품

韓國服飾

9호(1991)

4
申汝灌

(1530-1580)
方領衣

경기도

양주군

1988.

4.13.

단국대

석주선기념

박물관

경원판관

보성군수

종5품

韓國服飾

17호(1999)

5

咸陽 朴氏

(1500년대

중기)

方領衣
광주

남구
-

광주민속

박물관
-

商山金氏 회곽묘

출토유물(2009)

6
李玉衡 추정

(? -1585)

方領腋

注音

경북

칠곡군

1991.

5.13.

경북대

박물관

절형

장군

정3품

古文化

(1991) 38

pp. 43-71.

<표 1> 方領 유물 현황

형 무가 달려 있다. 소매는 무수(無袖)에 가까운 반

수(半袖)이다.44) 이렇게 방령 아래에 바대가 달리고

또 주름이 잡힌 섶이 있는 모양은 우리나라에서 출

토된 방령의(方領衣)와 매우 흡사한 것이다.

또 제 14대 신종(神宗: 萬曆帝. 재위 1572-1620년)

과 그의 두 황후(孝端皇后, 孝靖皇后)의 능인 정릉

(定陵)에서도 상당량의 복식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두 황후의 관에서 수십 점의 방령옷이 나왔다. 유물

은 총 57점이고, 효단황후의 관에서는 19점, 효정황

후의 관에서는 38점이 나왔다.45) 이 중 효정황후 ‘繡

百子暗花羅方領女夾衣’(유물번호 J55: 3)를 근거로

형태를 보면, 앞길 정중앙에 이중으로 된 방령이 달

려 있고 그 아래에 자락 끝까지 가선을 댔다.46)

이상의 명대 유물을 보면 대금형에 이중깃의 형태

가 주를 이루어, 조선시대의 방령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 방령의에 보이는 전장후단

형(前長後短形)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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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묘주 유물 그림 명칭 출토지 출토일 소장처

관직

품급
출처

7

송문창

(1554-1594)

미발표

- 方領衣
대전

대덕구
1995

부산대학교

한국전통

복식연구소

-

한국의류산업학

회지(2006) 8(3)

pp. 275-285.

8
묘주미상

(16세기

추정.

이화여대박

물관 소장)

方領衣

경기도

여주
1982

이화여대

박물관
-

이화여대박물관

http://museun.e

wha.ac.kr/

(검색일:

2010. 4. 20)
9 - 方領衣

10
趙儆

(1541-1609)
方領衣

경기도

안산시

1998.

9.2.

서울역사

박물관
-

풍양조씨 기증

조경묘출토유의

(2003)

11

傳 朴將軍

(17세기 초

추정)

方領袍
충부

청원

1981.

11.11.

충북대학교

박물관
-

문화재대관

(2006)

12
姜大虎

(1541-1624)
方領衣

경기도

파주

2001.

11.10.

단국대

석주선기념

박물관

장례원

판결사

종2품

韓國服飾

23호(2005)

13

李應獬

(1547-1626)

方領袍

강원도

원주

2002.

3.

충주

박물관

경상

병마

절도사

종2품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2004)
14 方領衣①

15 方領衣②

16
南以興

(1576-1627)
方領袍

충남

당진

1970.

12.19.

의령남씨

충장공파

대종중

영의정

추증

정1품

문화재대관

(2006)

17

申景裕

(1581-1633)

方領

더그레①

경기도

광주
2006

단국대

석주선기념

박물관

병조판서

추증

韓國服飾

26호(2008)

18
方領

더그레②

19 方領袍①

20 方領袍②

21
金矱

(1572-1633)
方領背子

포천

창수면

2001.

7.

경기도

박물관
-

김확합장묘

출토복식(2007)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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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묘주 유물 그림 명칭 출토지 출토일 소장처

관직

품급
출처

22

東來 鄭氏

一家

(1574-1669)

方領背子

①

경기도

여주

1987.

3.

단국대

석주선기념

박물관

종5-6품
韓國服飾

8호(1990)
23

方領背子

②

24
方領背子

③

25

金德遠

(1634-1704)

-
方領

더그레①
서울시

화곡동
1972 김재호

우의정

정1품

문화재청

www.cha.go.kr.

(검색일:

2010. 5. 11)
26

方領

더그레②

27

義原君

李爀

(1661-1722)

方領

더그레

하남시

춘궁동
-

경기도

박물관
의원군

전주이씨묘출토

복식보고서

(2001)

28
沈益昌

(1652-1725)

方領

더그레

파주시

광탄면
-

경기도

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명품(2008)

29
密昌君

李樴

(1677-1746)

方領

더그레①
서울

상암동

1999.

12.

단국대

석주선기념

박물관

밀창군
韓國服飾

22호(2004)

30
方領

더그레②

31
坡平 尹氏

(1735-1754)
方領背子

충남

예산

2001.

4.

단국대

석주선기념

박물관

-
韓國服飾

21호(2003)

32

李鎭嵩

(1702-1756)

方領

더그레①

경기도

파주

2005.

7.4.

국립민속

박물관
춘천부사

이진숭 묘

출토복식(2010)
33

方領

더그레②

34
方領

더그레③

35
韓山 李氏

(1712-1772)
方領背子

충북

청주

흥덕구

2003.

4.

충북대

박물관
-

한성부판윤

김원택묘역

출토복식(2006)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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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이중깃

-겹친깃形

이중깃

-맞깃形

단깃①-겹친깃形

(이중깃모방)

단깃②

-겹친깃形

단깃②

-맞깃形

단깃③

-겹친깃形

단깃③

-맞깃形

형태

명칭

方領衣

묘주미상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

①․②

宋效商, 鄭溫, 丁應斗,

姜大虎, 申汝灌, 咸陽

朴氏, 송문창

李應獬①․② 趙儆
東來 鄭氏

②․③
- -

方領

腋注音
- - - - - 李玉衡 -

方領袍 申景裕①․② 南以興 李應獬 - - 傳 朴將軍 -

方領

더그레
-

申景裕①․②, 李爀,

沈益昌
- - - -

金德遠①․②

李樴①․②,

李鎭嵩①․②․③

方領

背子
- 金矱, 東來鄭氏① - - - -

坡平 尹氏, 韓山

李氏

<표 2> 깃의 유형

2. 우리나라의 방령옷
현재 남아있는 총 35점의 방령옷은 대부분 출토유

물이고, 남이흥의 유물 1점만 전세유물이다. 출토유

물은 대개 남자 분묘에서 발굴되고 있다. 유물에 대

한 기본정보는 <표 1>과 같으며, 형태에 따른 대략적

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방령의(方領衣)는 맞깃형과

겹친깃형이 있고, 반수(半袖)이며, 섶과 무가 있고,

길이는 앞·뒤가 같은 것과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전장

후단형(前長後短形)의 두 종류가 있다. 방령포(方領

袍)는 맞깃형과 겹친깃형이 있다. 장수(長袖)인 것과

장수인데 분리형소매인 것이 혼재하고, 섶과 무가 있

으며, 뒤트임이 있다. 방령액주름[方領掖注音]은 겹

친깃형이며, 반수에 전장후단형이다. 방령더그레는

맞깃형이고, 반수나 무수(無袖)이다. 방령배자는 맞

깃형이고, 무수이다.

아래에서는 이들 유물을 각각의 부분으로 나누어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물의 상세 치수는 지면

의 한계로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47), 각 부분별 특징

과 시기별 변화 위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1) 깃․동정

방령은 이중깃과 단깃이 있고, 그 착용법에 따라

겹친깃형과 맞깃형이 있다. 조선시대의 유물을 이 형

태와 착용법에 따라 분류하면 <표 2>와 같이 7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이중깃은 깃을 각각 따로 재단하여 하나를 다른

하나의 위에 올려 온박음상침하여 붙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 단깃①(이중깃모방형)은 완성된 모습을

보면 이중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깃으로 만들어

그 가운데를 상침해서 바느질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단깃③은 깃을 한 장으로 재단하여 가운데를 ‘⊔’자

형으로 파서 만든 것이다. 주목할 것은 박규수가 거
가잡복고의 깃 재단도에서 제시한 것처럼 직선으로

재단해서 모서리를 접어서 모나게 만드는 것은 없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긴 깃과 그 아래의 짧은 깃

이 따로 재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48)

깃의 유형에 따라 유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깃-겹친깃형은 총 5점으로 15세기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주로 방령의와 방령포에서 보인다.49) 이중

깃-맞깃형은 총 14점이며 15세기부터 18세기 초반까

지 방령의, 방령포, 방령더그레, 방령배자에 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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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

섶

길

이중바대 단바대 덧단

(2조각으로 구성됨)

정온 방령의 함양 박씨 방령의 이응해 방령포의

<그림 13> 바대와 덧단의 유형 사례

- 필자그림

유형

명칭

바대
덧단

이중바대 단바대

方領衣
宋效商, 鄭溫, 丁應斗, 申汝灌,

묘주미상(이화여대박물관 소장)①․②, 趙儆, 姜大虎
咸陽 朴氏, 李應獬①․② 鄭溫, 申汝灌, 李應獬

方領腋注音 - - -

方領袍 南以興 李應獬 李應獬, 申景裕①․②

方領더그레 - - 申景裕①․②

方領背子 - - -

<표 3> 바대와 덧단의 유형

분포되어 있으며, 심익창 방령더그레를 끝으로 사라

진다. 단깃①-겹친깃형(이중깃모방)은 총3점으로 17

세기 초반 이응해의 유물에서만 보인다. 단깃②-겹친

깃형과 단깃③-겹친깃형은 총 3점으로 16세기 후반

부터 17세기 초반에 방령의, 방령포, 방령액주름에

잠깐 보이고, 이후 단깃②-맞깃형과 단깃③-맞깃형의

방령더그레와 방령배자가 출현하면서 단깃-겹친깃형

은 보이지 않는다. 18세기 중반 이후 이중깃의 양식

은 보이지 않고, 단깃③-맞깃형만 방령더그레와 방령

배자에서 보인다<표 2>.

정리하면, 이중깃은 15세기 송효상의 방령의에서

처음 보이고, 16세기 중·후반 이옥형의 방령액주름에

서 단깃의 형태가 보인다. 17-18세기 초반까지는 이

중깃과 단깃의 양식이 공존하다가, 이후 18세기 중반

부터는 단깃만 보인다. 후기로 가면서 이중깃이 사라

지고 단깃만 남는 것은 직령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

로, 방령 역시 직령의 형태 변화와 흐름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

동정은 유물에 따라 달린 것이 있고 달리지 않은

것이 있다. 또 너비의 넓음과 좁음에 따라 이중깃의

이음선 안쪽에 달린 유물이 있는가 하면 이음선 바

깥쪽에 달린 유물도 있다.

동정을 다는 위치는 조선 전기에는 깃머리 시작부

분과 나란하던 것이 후기로 가면서 깃머리 시작부분

의 위쪽으로 올라간다. 깃머리 위로 올라가서 달리는

것은 17세기의 동래 정씨 방령배자부터 보이기 시작

한다<표 2>.

2) 바대․덧단

바대는 방령의(方領衣)의 특징을 나타내는 구성요

소 중 하나로 깃과 섶을 이어주는 부분이다. 바대는

선행연구에서 ‘깃', '직령', '하령', '덧단', '선단’등으로

명명되었으나,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악학궤
범 '오색단갑'에서 한자로 ‘팔적(八的: bade 혹

badi)’이라 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한

글 명칭인 ‘바대’를 사용한다. 덧단은 옷 여밈 시 속

이 보이지 않게 좌측(안깃쪽)에 붙어 있는 여유분이

다. 선행연구에서는 그 명칭을 ‘사각 단' 혹은 '바대’

라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덧단’이라 한다.

방령 아래에 바대가 달린 유물은 14점이다. 15세

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만 보이고, 이후에는 사라진

다. 주로 방령의에서 보이지만, 방령포와 방령갑옷에

서도 보인다. 형태는 깃과 마찬가지로 ‘이중바대’와

‘단바대’가 있다<그림 13>50). 길이는 30-44cm, 너비

는 7-14cm이다.

덧단이 달린 유물은 8점이다.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 방령의, 방령포, 방령더그레에서 보인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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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섶 확대 그림 안섶 확대 그림

<그림 14> 이옥형 방령액주름 겉섶과 안섶 주름

- 필자촬영 2010. 5. 25, 경북대박물관

유형

명칭
주름 있음

길에 섶이 붙는 방향

어슨선이 길쪽 직선이 길쪽

方領衣
宋效商, 申汝灌, 咸陽 朴氏, 姜大虎,

李應獬②

宋效商, 鄭溫, 丁應斗, 咸陽 朴氏, 趙儆,

姜大虎, 李應獬①․②
申汝灌

方領袍 - 李應獬 申景裕①․②

方領腋注音 李玉衡 李玉衡 -

方領더그레 - 李樴①․② 申景裕①․②

方領背子 - - -

<표 4> 섶의 유형

이는 33-44.5cm로, 깃머리와 바대의 길이를 합한 치

수와 같다. 너비는 6-10cm이다<표 3>.

3) 섶

17세기 이후의 방령배자와 방령더그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령에는 섶이 달려있다. 섶은 길

이와 너비, 주름, 길에 붙이는 방향 등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길이는 방령의가 25-50cm 사이로 평균 36cm이고,

방령액주름은 43cm, 방령포와 방령더그레는 66-

112cm이다. 너비는 방령의가 上 3-7.5cm 下

11-27cm, 방령액주름이 上 7cm 下 23cm, 방령포와

방령더그레는 上 2-8cm 下 13-28cm로, 옷의 종류에

따라 너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방령의와 방령액주름은 섶의 상부에 주름이 있다.

주름 너비는 0.1-0.5cm로 유물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

다. 외주름과 맞주름이 있는데, 주름 잡은 방향은 일

정한 규칙이 없이 옷마다 다르고, 하나의 섶에 외주

름과 맞주름이 공존하기도 한다<그림 14>51).

섶은 한 쪽이 곧은선[경사방향]이고 다른 한 쪽은

어슨선인데, 길에 연결할 때 섶의 어슨선이 길 쪽으

로 붙는 유물과 섶의 곧은선이 길 쪽으로 붙는 유물

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옷의 종류나 시기에

따른 특징적인 변화는 없다<표 4>.

4) 소매

소매는 길이에 따라 무수(無袖)․반수(半袖)․장

수(長袖)로 나뉘고, 이를 세분하면 총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별 수량을 보면 반수 14점, 무수16점, 장수에

통수형 2점, 장수에 두리소매형인데 한쪽 소매 분리

형 1점, 장수에 두리소매형인데 양쪽 소매 분리형 2

점이 있다. 소매 분리형은 통수형에서는 나타나지 않

고 두리소매형에서만 나타난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반수는 15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는데, 방령의가 존재

했던 17세기 초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는

수량이 감소한다. 17세기 초반에 소매가 조금 달려있

는 무수형Ⓑ가 보이고, 이후 완전히 소매가 없는 무

수형Ⓐ가 18세기 말까지 대세를 이룬다. 무수형Ⓐ는

17세기 이후부터 방령더그레와 방령배자에서 나타난

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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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령더그레②의 끈 방령포①의 쌍밀이단추 신경유

<그림 15> 뒤트임 중간 부분의 끈과 매듭단추

- 필자촬영 2010. 3. 30, 석주선기념박물관

유형 형태 설명 명칭 묘주

무수형Ⓐ 소매 없음

方領더그레
金德遠①, 李爀, 沈益昌, 李樴②,

李鎭嵩①․②

方領배자
金矱, 東來 鄭氏①․②․③, 坡平

尹氏, 韓山 李氏

무수형Ⓑ

소매가 조금 있으나 길이

가 짧아 반수 보다는 무

수에 가까운 형

方領더그레 申景裕①․②, 李樴①

반수형

사각형
길이가 어깨를 감싸고 팔

뒤꿈치 부분까지 내려온 형

方領衣
咸陽 朴氏, 묘주미상(이화여대박물관

소장)①․②, 姜大虎

方領더그레 傳 朴將軍

어슨선형
半袖에 진동에서 수구 쪽

으로 좁아지는 형

方領衣
宋效商, 鄭溫, 丁應斗, 申汝灌,

李應獬①․②

方領腋注音 李玉衡

方領더그레 金德遠②, 李鎭嵩③

장수-

통수형Ⓐ

진동에서 수구까지 일정

하거나 수구 쪽으로 좁아

지는 형

方領衣 趙儆

통수형Ⓑ
배래가 진동과 동일하면

서 끝이 굴려진 형
方領袍 南以興

두리소매

분리형

진동쪽은 완만한 사선형

이고 수구쪽은 두리형으

로 소매가 길고 분리되며

매듭단추가 달린 탈착형.

方領袍

李應獬(양쪽 소매 분리),

申景裕③(양쪽 소매 분리)․④(한

쪽 소매 분리)

<표 5> 소매 유형

5) 길이․트임

길이는 앞길이와 뒷길이가 같은 형태와 뒤가 앞보

다 짧은 전장후단(前長後短)의 형태 두 가지가 나타

난다.

전장후단형은 총 14점으로 방령의․방령포․방령

액주름․방령배자에서 고르게 보인다. 앞길이는

81-114cm, 뒤길이는 64-84cm로, 앞뒤 길이차는 대략

20-30cm이다. 그 중 이옥형 방령액주름이 13cm로

가장 적고, 정온 방령의는 45cm로 가장 크다.

방령의는 대부분 전장후단의 형태이지만(11점),

이응해 방령의①은 유일하게 앞․뒤 길이가 같다.

트임은 뒤트임과 옆트임 모두 나타난다.

옆트임은 방령의, 방령액주름, 방령더그레, 방령배

자에서 보인다. 트임 시작점은 겨드랑이 바로 밑에서

부터 시작한 것이 있고, 겨드랑이 밑으로 1-10cm 이

상 내려가 시작된 것도 있다. 또 전장후단의 경우는

앞이 뒤보다 길이 때문에 트임 길이도 앞이 길다.

뒤트임은 방령의․방령액주름․방령배자에서는 보

이지 않고, 방령포와 방령더그레에서 보인다. 트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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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신여관 方領衣 뒤 무와 襠 부분

- 필자촬영 2010. 3. 30, 석주선기념박물관

옆트임-쌍밀이 단추

강대호 방령의

- 필자촬영, 2010. 3. 30,

석주선기념박물관

뒤트임-당

이응해 방령포

-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p. 126.

뒤트임-‘∩’형 온박음

신경유 방령포①

- 필자촬영, 2010. 3. 30,

석주선기념박물관

뒤트임-사뜨기

이진숭 방령더그레②

- 이진숭 묘 출토복식,

p. 72.

<그림 16> 트임방지장치

보통 둔부선부터 시작된다. 트임 길이는 방령포가

74-86cm, 방령더그레 66-80cm 정도이다.

한편 뒤트임과 옆선 중간지점에 각각 매듭단추나

끈이 달려있는 유물이 있다<그림 15>52). 뒤트임의 매

듭단추나 끈을 옆선의 그것에 연결하면 뒷자락이 벌

어지게 되고, 이는 행동 할 때나 말을 탈 때에 편리

한 복장이 된다. 이 형태는 조선 말기 전복과 동다리

유물에서도 확인된다.

옆트임과 뒤트임에는 쉽게 튿어지지 않게 하기 위

해 트임방지 장치가 있는데, 매듭끈이나 매듭단추(쌍

밀이단추)를 단 것도 있고, 삼각형 당을 달아 고정한

것도 있으며, ‘∩’형으로 박음질이나 사뜨기를 한 경

우도 있다<그림 16>53).

6) 무․당

무는 삼각무, 이중삼각무, 변형사다리꼴무, 사다리

꼴무Ⓐ․Ⓑ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이중삼

각무는 한 판으로 재단해서 가운데를 접어 박은 형

태이다. 사다리꼴무Ⓑ는 위에 사각형의 작은 무가 있

고 아래에 사다리꼴의 큰 무가 있는 것으로 큰 무의

위쪽을 주름잡아 좁게 한 형태이다. 변형사다리꼴무

는 위가 넓었다가 갑자기 좁아진 후 아래로 가면서

다시 넓어진 형태이다.

시기별 형태변화를 보면 조선전기에는 사다리꼴무

(변형사다리꼴무 포함)가 주를 이루다가, 후기로 가

면서 위가 점점 좁아져 삼각무 형태로 변화해 간다.

사다리꼴무는 17세기 초의 남이흥 방령포에서 마지

막으로 보이고, 삼각무는 같은 시기 이응해 유물부터

보이다가 18세기까지 지속된다.

방령의에서는 변형사다리꼴무와 사다리꼴무Ⓐ의

형태가 보이는데, 이중 전자는 다른 옷에서는 보이지

않고 방령의에서만 보인다. 방령의 중에는 무가 없는

것도 있다. 방령포에서는 삼각무, 이중삼각무, 사다리

꼴무Ⓐ의 세 가지가 보이고, 무가 없는 것도 있다.

방령액주름은 사다리꼴 무Ⓑ의 형태인데, 이러한 무

는 액주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이다.54)

유물 중 특징적인 것은 신여관 방령의로, 무가 앞

에만 달려있고 뒤판에는 없다. 대신 몸판의 옷감이

무 너비만큼 통으로 넓게 만들어졌다<그림 17>55).

당은 모두 정사각형이고, 크기는 한 변이 3-4.5cm

이다. 사다리꼴무의 위 바깥쪽에 달려있다. 당이 있는

무는 방령의, 방령액주름, 방령포에서 보인다<표 6>.

7) 단추

출토복식 유물에서 단추는 대부분 쌍밀이 단추임

이 확인되는데, 방령옷에서도 깃의 여밈, 트임방지,

분리형 소매의 연결 등에 사용되었다.

깃에서의 단추 위치는 깃머리에서 시작하여 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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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삼각무 이중삼각무 변형사다리꼴무 사다리꼴무Ⓐ 사다리꼴무Ⓑ 襠

형태

方領衣 李應獬①․② -
宋效商,

咸陽 朴氏

申汝灌,

묘주미상(이화여대

박물관 소장)①․②,

趙儆, 姜大虎

-

申汝灌,

묘주미상(이화여대

박물관 소장)①․②,

趙儆, 姜大虎

方領袍 申景裕② 申景裕① - 李應獬, 南以興 - 李應獬, 南以興

方領腋注音 - - - - 李玉衡 -

方領더그레

申景裕①․②,

金德遠,

李鎭嵩①․②․③

- - - - -

方領背子 東來 鄭氏① - - - - -

<표 6> 무와 당의 유형

까지로, 8-14.5cm 간격으로 달았다. 겉섶(우측)에는

숫단추, 안섶(좌측)에는 암단추를 달았다. 유물 중에

는 숫단추의 머리가 잘려지고 몸체만 남았거나, 머리

와 몸체가 모두 잘려져 단추를 달았던 흔적만 남아

있는 것이 있다.

분리형소매에서는 대부분 길 쪽에 암단추, 수구

쪽에 숫단추가 달려있다. 트임방치장치에서는 트임

바로 밑이나,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달려있다.

이 외 파평 윤씨 방령배자는 홀치기 기법으로 단추

를 만들었다. 18세기에 여밈장치로 쌍밀이 단추 외에

다른 형태의 단추도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고는 중국의 고대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까지 문헌, 유물, 그림 등에 나타난 방령과 방령옷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또 이

바탕 위에 조선시대의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깃으로

서의 방령과 방령이 달린 옷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1. 중국 문헌에 나타난 ‘방령’의 의미를 확인하였

다. 중국 문헌의 ‘방령’은 주로 심의와 관련해서 언급

되고, 깃을 직령(直領)으로 단 후 앞길을 교차해서

입으면[交衽: 交領] 깃의 뒷목부분이 자연스럽게 모

나게[方]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방령’이 직령을 교차

해서 입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문헌에서

‘직령’이나 ‘교령’과 같은 의미라고 서술된다. 송대의

주자가례에서도 이 의미를 따른다.
2.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다양한 방령의 의미와

형태의 변화, 시기별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심의에서의 방령: 중국 문헌의 ‘방령’은 주로

예서의 심의에 관해 언급하면서 나오므로, 조선시대

의 문헌에서도 대개 심의의 형태를 논의하는 과정

중 언급된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심의의 방령에 대

해 초기에는 고례서나 주자가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한백겸(1552-1615년) 이후 전혀 새로

운 형태가 제시된다. 한백겸은 고의로 모나게 재단해

서 만든 새로운 형태의 방령을 제기하였고, 17-18세

기를 거치면서 여러 학자들이 이를 따랐다. 당시의

방령은 맞깃으로 여며, 양쪽 길이 겹쳐지지 않는 것

이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는 방령에

맞깃이 아닌 약간 우임으로 겹쳐지는 방식이 제기되

기도 하고(유휘문: 1773-1827년), 방령 아래에 섶이

달린 형태가 제시되기도 한다(허전: 1797-1886년;

박규수: 1807-1876년). 또 깃 재단도를 별도로 제시

하기도 하는데 피륙을 직선으로 잘라 필요한 지점에

서 접어 모난 모양을 만든 것도 있고(박규수), 재단

할 때 아예 ‘⊔’자형으로 모난 모양을 만든 것도 있

다(허전). 이 외 학창의에 방령을 단 경우도 있다(권

섭: 1671-1759년). 즉 17세기에 나타난 고례서나 주
자가례와 다른 새로운 의견이 18-19세기를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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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또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는 것이다.

둘째, 기타 옷에서도 방령이 확인된다. 조선전기의

자료에서는 갑옷, 무인(舞人)의 옷에서 나오고, 조선

후기에는 포(袍)․상의(上衣)․배자(褙子) 등 다양

한 형태의 옷에서 나온다. 즉 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옷에 방령이 달리게 된다. 부위별 명칭을 보

면, 방령은 조선시대에 ‘돕지’라 하였다. 방령 아래에

다는 바대는 ‘팔적(八的)’으로 표기되는데, ‘八的’의

중국어 발음이 ‘bade’혹 ‘badi’이므로, ‘바대’라는 한글

은 한자음을 차음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방령을 여며

입는 방법은 맞깃으로 해서 은(銀)단추․보석․구슬

등을 달아 여미거나 끈으로 묶는다.

3. 중국의 방령옷은 주대(周代)의 옥인(玉人), 동

인(銅人) 등에서 나타나고, 그 후 금대(金代)의 도용

(陶俑)에서 나타난다. 출토복식은 원(元)과 명(明)

시기에 나타난다. 원대의 유물은 현재 1점이 확인되

는데, 철릭 형태의 남자 옷이다. 명대의 방령옷은 이

중깃에 맞깃으로 여며 입고, 조선시대의 방령의(方領

衣)처럼 섶 아래에 주름이 달린 형태도 있다. 단 조

선시대의 전장후단형(前長後短形)은 보이지 않는다.

4. 조선시대 방령옷의 형태를 상세히 고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령은 상의(上衣), 액주름[腋注音], 포(袍),

갑옷[甲衣], 더그레[褡護], 배자(背子) 등 다양한 복

식에 달린다. 다양한 방령의 존재는 문헌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옷의 유형별로 특징을 파악하였다. 방령의는

이중의 방령에 맞깃형과 겹친깃형이 있으며, 반수(半

袖)에 섶과 무가 있고, 전장후단의 형태이다. 방령포

는 방령에 겹친깃형으로 여미고, 장수(長袖)형과 장

수 분리형이 있으며, 섶과 무가 있고, 뒤트임이 있는

창의 형태이다. 방령더그레는 방령에 맞깃형이고, 무

수나 반수이다. 방령배자는 방령에 맞깃형이고, 무수

이다.

셋째, 방령옷을 깃․동정, 바대[八的]․덧단, 섶,

소매, 길이․트임, 무․당, 단추 등으로 나누어 세부

형태를 파악하였다. 상세 형태나 시기별 변화, 옷의

종류에 따른 특징 등은 앞 장에 정리되었으므로 생

략한다.

이상에서 조선시대 방령옷에 대해 고찰했으나, 이

에 대해 좀 더 전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령이 달린 옷과의 각 부위별 비교를 통해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여기에

미치지 못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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