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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tatus of costume exhibitions displayed in 
architectural structures heritage today to examine if they play proper roles as visual materials and 
suggest the necessity of post-management for comfortable viewing.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makes costume exhibitions function as educational culture contents to let Korean and also foreign 
viewers know of our costume culture properly. As a research method, the database of the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homepage was used to extract anything related to the lives of figures dur-
ing the Chosun Dynasty among the architectural structures heritage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do. By doing so, the costume exhibitions were able to be examined among them. With field in-
vestigation and interviews of related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cos-
tume exhibitions, planning of exhibitions, and post-management. Also, they found costume ex-
hibitions that were not right for the era, and suggested ways that were more appropriate for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according to the third selection results, 
there were only six among 71 places where three districts of the architectural structures heritage 
were present. This is a very small quantity of places when compared with the total number of 
architectural structures heritage. Second, as a result of the current condition investigation, the 
costume exhibition in the Architectural Structures Heritage is not nearly enough for a historical 
investigation, and almost all polluted costumes were not displayed in suitable environments for an 
exhibition. Therefore, qualified managers who have expertise in exhibition planning were needed 
to be trained to do a post-management follow up.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systematically 
reorganize post-management methods. Third, the two selected places(Haepung-buwongun-yuntae- 
gyeong-jaesi and Sunaedong-gaok) were thought not to be right for the era among the six places 
with costume exhibitions, and suggestions such as flat-drawing and illustration were ma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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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화재는 특정한 시기 한 사회의 역사와 경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1)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유형에 따라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유적건조물 문화재는 건축물과 관련된 문화재로

주택, 궁궐, 관아, 향교 등 옛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엿

볼 수 있는 문화재이다. 일반적으로 유적건조물 문화

재에는 해당 문화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문

과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 중 복식을 입은 마네

킹을 이용한 디오라마 전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유적건조물 문화재 내의 복식 전시물

은 문화재의 관련인물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

달하며 관람객의 높은 관심을 받는 시각콘텐츠이다.

유적건조물 문화재 내에 전시된 복식들은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전달과 보다 흥미를 주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복식의 시대나 착장방법 등이 적합해야하며

쾌적한 관람을 위한 청결한 관리 등의 세심한 배려

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유적건조물 문화재 내

에 전시되어 있는 복식 전시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올바른 시각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복식전시물에 대한 제언과 쾌적한 관람을 위

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유적건조물 문화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

나2),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의 유적건조물 문화재로 한정하였다. 조

사지역의 유적건조물 문화재 중 조선시대 인물의 생

활상과 관련된 곳을 발췌하고 그 중에서 복식 전시

물이 있는 곳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지답사와 관련

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식 전시물에 대한 현황과

전시기획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유적건조물 문화재 내의 복식 전시물에

대한 현황 분석과 검토, 올바른 복식전시물의 제시를

통하여, 복식 전시물이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올바른

우리의 복식문화를 알리는 교육적 문화콘텐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Ⅱ. 조사대상 선정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유적건조물 문화재 선정을

위해서 우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문화재 중

서울, 인천, 경기도의 ‘유적건조물’로 유형분류 되어

있는 문화재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였다. 단, 국가

지정문화재와 유적건조물 문화재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였을 때, 유적건조물 문화재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추가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는

홈페이지 등록 시 종목이나 명칭 상의 오류 혹은 검

색 시 단순 누락으로 판단된다.

1차 단계에서 유적건조물 문화재는 서울 223곳(유

적건조물 204 + 누락분 19), 인천 126곳(유적건조물

113 + 누락분 13), 경기도 440곳(유적건조물 424 +

누락분 16)이었다. 2차 단계에서는 조선시대 인물의

생활사와 관련된, 주거가옥, 궁궐, 관아, 교육기관, 그

리고 특정인물의 생가와 같은 인물기념 건축문화재

등을 선택하여 2차 목록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 서울

81곳, 인천 22곳, 경기도 96곳이 선정되었다. 이어서

3차 단계에서는 문화재청의 설명문을 참고하여 복식

전시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문화재를 제외하였다. 예

를 들면, 정자같이 건물의 사방이 뚫려있어 전시에

부적합한 경우나, 굴뚝, 우물, 비각만 있거나 터만 남

아있는 등 전시공간이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향교나 서원, 사당 등이 제외되었다. 그 결과,

복식 전시물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

재는 서울 29곳, 인천 8곳, 경기도 35곳 등 총 72곳

이었다. 4차 단계에서는 3차 단계에서 선정된 목록을

토대로 복식 전시물의 유무를 관련기관에 전화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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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체

수량

(1차단계)

조건 1: 조선시대의 주거가옥,

궁궐, 관아, 교육기관,

생가(인물기념) 등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문화재(2차단계)

조건 2: 문화재청의 설명문을

바탕으로 복식 전시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문화재(3차 단계)

조건 3: 복식 전시물의 유무를

전화문의 및 인터넷 조사로

확인한 결과(4차 단계)

서울 223

81

(주거건축35,궁궐관아36,

교육기관3,인물기념7)

28

(주거건축17,궁궐관아10,

인물기념1)

2

(주거건축1,궁궐관아1)

인천 126

22

(주거건축5,궁궐관아6,

교육기관4,인물기념7)

8

(주거건축2,궁궐관아4,

인물기념2)

2

(궁궐관아2)

경기도 440

96

(주거건축32,궁궐관아11,

교육기관36,인물기념17)

35

(주거건축26,궁궐관아5,

인물기념4)

2

(주거건축2)

합계 199 71 6

<표 1> 조사대상 선정 결과

4차 분류 결과 수량 내용

복식 전시물이 있는 문화재 6 -

복식 전시물의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복식전시물이

없는 문화재

서울 9 주거건축6, 궁궐관아3

인천 5 주거건축1, 궁궐관아2, 인물기념2

경기 15 주거건축7, 궁궐관아4, 인물기념4

전화 문의 및

인터넷 조사 결과

복식 전시물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특정용도로

사용됨

주거용 사택 16 -

종교적 건물, 식당 등 6 교회 수양관, 사찰, 식당, 찻집 등의 용도

문화행사 3 수문장교대식과 같이 행사참여자가 복식을 착용하고 있음.

비공개 10
①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나 소유자가 개방하지 않음.

② 문화재 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있어 접근이 어려움.

합계 71 -

<표 2> 유적건조물문화재 4차 분류 결과

의하거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복식 전시물이 있는 유

적건조물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2곳 등 총 6곳이 선정되었고 전시된 복식 전시

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답사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 1>에 정리하였다. 3차 단계에서 복식전시

물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유적건조물 문화

재의 목록에 비해 실제 복식이 전시되고 있는 곳으

로 파악된 목록은 6건으로 예상 밖으로 적었는데, 4

차 조사 결과 복식 전시물의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복식 전시물이 없는 문화재는 서울 9곳,

인천 5곳, 경기 15곳으로 총 29곳이며, 복식 전시물

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총 35곳으로 파악

되었다. 복식 전시물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문화재가 주거용 사택, 종교적 건물, 식당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문화재 내에서 하는 수문장교

대식과 같은 문화행사의 참여자가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가 비공개이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

우 등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과 수량은 <표 2>와

같다.

Ⅲ. 현지조사에 의한 복식전시물 실태
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2곳 등 총 6곳의 유적건

조물 문화재를 문화재별로 분류하면 사적 1건, 민속

문화재 2건, 유형문화재 2건, 문화재 자료 1건이며,

유형별로는 주거건축 3건, 궁궐관아 3건이었다. 복식

전시물의 유무는 문화재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었으

나 유형에서는 주거건축이나 궁궐관아에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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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수량)
명칭

문화재의 종류 유형분류 시기

사적
민속

문화재

유형

문화재

문화재

자료

주거

건축

궁궐

관아

조선

중기

조선

후기

서울

(2)

제기동 해평 부원군

윤택영 재실

운현궁

인천

(2)

강화 유수부 동헌

인천 도호부 청사

경기도

(2)

일산읍 밤가시 초가

분당 수내동 가옥

<표 3> 복식 전시물이 있는 유적 건조물

나타났다. 복식 전시물이 있는 문화재 6곳에 대한 정

보는 <표 3>에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1. 서울
1) 제기동 해풍 부원군 윤택영 재실(祭基洞 海豊

府院君 尹澤榮 齋室)

원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24번지에 있

었는데,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중구

필동 2가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되었고, 현재 서울

특별시 민속자료 제 24호로 지정되어있다. 이 집은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 윤씨 일가의 재실(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은 집)로 해풍

부원군 윤택영의 딸이 순종의 계비로 책봉되고 황후

가 되어 창덕궁에 들어간 1907년에 지어졌다. 가장

안쪽에 사당이 있고 그 앞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이

어진 본채와 행랑채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있다.3)

제기동 해풍 부원군 윤택영 재실 내의 복식 전시

물은 사랑채에 앉아 글을 읽고 있는 선비를 연출해

놓았다. 복식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남산

골 한옥마을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예문관’에 이메

일로 문의하였다. 그 결과, 이 복식 전시물은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옥의 저녁풍경–선비의 글 읽는

소리-’라는 전시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전시가 끝난

후 제기동 해풍 부원군 윤택영 재실에 적합하다 판

단되어 옮겨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복식 전시물은 <그림 1, 2>4)와 같이 바지와 저고

리, 조끼, 학창의를 입고 정자관을 착용하고 있다. 의

복은 모두 합성섬유로 제작되었는데 겉옷인 학창의

에는 동정 일부에 눈에 띄는 오염이 있고 소매에 부

분적으로 일광에 의한 변색이 있었다. 그러나 안에

착용하고 있는 바지, 저고리, 조끼는 변색이나 오염

이 거의 없었고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사후관리는 예문관의 관리자가 수시로 먼지를 제거

하고 연 1회 세탁 관리를 해준다고 한다.

현재의 복식전시물은 학창의를 입고 있으나, 1900

년대 초반의 초상화들을 확인할 결과 대부분 <그림

3>5)과 같이 심의를 입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는 보통 유학자의 옷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시

대에는 성리학을 적극 장려하여 관대(冠帶)를 갖추

고 책을 읽는 자 중에 유학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

다6)고 하여 사대부의 평상복으로도 사용되었다. 해

풍부원군 윤택영은 조선말기의 관리로 가숙(家塾)에

서 수학하여 1899년 3월에 관리가 되었고7) 이 건물

이 지어진 1907년에는 칙임관 1등(1895년 3월 관료

제도를 18등급으로 개혁하였는데 칙임관은 가장 높

은 등급8))에 서임9)되는 등 최고 관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다. 따라서 윤택영의 모습으로 심의를 입고 책

을 읽는 학자로써의 모습을 재고해 볼 수 있다.

2) 운현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에 소재하며 서울특별시

사적 제 257호로 지정되어있다. 고종의 잠저(潛邸)이

며 흥선대원군의 사저로, 흥선대원군의 정치활동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흥선군의 사저가 운현궁으로 불

리게 된 것은 1863년 12월 9일 흥선군을 흥선대원군

으로, 부인 민씨를 부대부인으로 작호를 주는 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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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사진

- 필자 촬영

<그림 2> 측면사진

- 필자 촬영

<그림 3> 박해창초상, 1928

- 위대한 얼굴, p. 106.

내려진 때부터이다. 1912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황실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으나 1948년 미국의 공

문에 의해 소유권이 다시 대원군의 후손에게 넘겨지

고 1991년 서울시에서 매입한 이후 1993년 보수공사

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10)

운현궁 내의 복식 전시물은 현재 노안당에 6인,

노락당에 10인 등 총 16인의 전시가 되어 있다. 현재

의 전시물에 대한 정보는 위탁 관리 업체인 ‘㈜한국

의 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복식 전시물

은 운현궁의 건물만으로는 전시가 쓸쓸하다고 판단

되어 운현궁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라 한다. 원래

2000년부터 전시하고 있는 복식 전시물이 있었으나

노후화로 인해 교체하기로 결정된 후, 서울시 문화재

과의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제작하였다

고 한다. 참고자료는 고종 즉위년부터 고종 5년 사이

의 조선왕조실록, 고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 현존 유

물 등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2010년에 제작을 마치고

9월부터 전시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복식에 대한

관리는 수시로 먼지를 털어주는 정도이며 세탁은 하

지 않고 더러워지거나 낡아지면 서울시 문화재과에

서 검토하고 판단하여 새로 교체할 예산을 책정한다

고 한다.

(1) 노안당의 복식전시 실태

노안당은 운현궁 내의 사랑채로, 대원군의 일상거

처였다. 노안당에는 ‘난을 그리고 있는 흥선대원군’,

‘고종의 봉사식(奉嗣式)’, ‘천하장안’11)의 모습 등 3장

면의 복식전시물이 연출되어 있다.

<그림 4>12)는 ‘난을 그리고 있는 흥선 대원군’의

모습으로 ‘㈜한국의 장’의 관리자에 따르면 흥선대원

군이 예술을 사랑하던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기획된 전시라고 한다. 바지, 저고리

와 연두색 도포를 입고, 방건13)을 착용하고 있다.

‘고종의 봉사식’은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

왕으로서의 교서를 받는 의식으로, <그림 6>의 흥선

군 이하응과 <그림 5>14)인 후일의 고종이 되는 이하

응의 둘째 아들, <그림 8>15)의 영의정 김좌근, <그림

7>16)의 도승지인 민치상 등 4인이 전시되어 있다. 후

일의 고종은 복건, 청색 도포17)를 입고 흰색 세조대

를 둘렀고, 흥선군 이하응은 사모에 금사로 자수된

기린흉배가 부착된 자적단령(설명문에는 흑단령으로

표기됨)을 입고 있다. 영의정 김좌근은 조복에 5량

금관을 착용하였고, 도승지 민치상은 쌍학흉배가 자

수된 청단령에 사모를 쓰고 각대를 착용하였다.

<그림 9>18)는 천희연의 모습으로, 설명문에 표기

된 ‘천하장안’은 흥선대원군의 개인 경호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일까지 하던 4인의 시종의 성을 따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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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흥선대원군

- 필자 촬영

<그림 5> 흥선군 이하응

- 필자 촬영

<그림 6> 이하응의 차남

- 필자 촬영

<그림 7> 김좌근

- 필자 촬영

<그림 8> 민치상

- 필자 촬영

<그림 9> 천희연

- 필자 촬영

이름이며 천희연은 그 중 한명이다. 바지, 저고리를

입고 연분홍색 창의와 아청색 쾌자19)를 착용하였으

며 연녹색 광다회를 매었고, 머리에는 흑립을 쓰고

있다.

(2) 노락당의 복식전시 실태

노락당은 운현궁 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노

락당의 복식전시물은 ‘낙성식(落成式 : 건축물의 완

공을 축하하는 의식) 축하 다례연’과 ‘명성황후의 부

대부인 생신 축하 방문’, 부엌의 ‘상궁과 나인’20) 등

총 3장면이 전시되어 있다.

‘낙성식 축하 다례연’의 장면에는 <그림 10>21)에서

보이는 보가 달리고 금박이 화려한 송화색 당의와

보라색 치마를 입고 금첩지에 쪽을 진 모습의 조대

비와 <그림 11>22)의 보가 달리고 금박이 화려한 연

분홍색 당의와 남색 치마, 금첩지에 쪽머리를 한 철

종비, <그림 12>23)에 보이는 연분홍색 당의와 남색

치마를 입고 쪽을 진 부대부인과 <그림 13>24)의 녹

색 당의와 남색 치마를 입고 쪽을 지고 개구리첩지

를 한 상궁이 전시되어 있다. 조대비와 철종비, 부대

부인은 다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상궁은

차를 나르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어있다.

‘명성황후의 부대부인 생신 축하 방문’의 장면에는

총 4인이 전시되어 있다. <그림 14>25)의 명성황후는

보가 달리고 금박이 화려한 연두색 당의와 연분홍색

치마를 입고 쪽을 지고 금첩지를 하였으며, <그림

15>26)의 부대부인은 송화색 마고자에 연분홍색 저고

리, 파란색 치마를 입고 쪽을 지었다. <그림 16>27)의

세자는 오방장 두루마기에 사규삼을 입고 타래버선

과 복건을 갖추어 쓴 모습으로, <그림 17>28)의 대원

군 손자 이준용은 오방장 두루마기에 전복을 입고

타래버선과 복건을 쓰고 있다.

<그림 18>29)과 같이 부엌에는 ‘다과를 준비하고

있는 상궁과 나인’이 전시되어 있는데, 상궁은 녹색

당의에 남색 치마, 개구리첩지와 쪽머리를 하였으며,

나인은 분홍색 저고리에 남색치마, 흰색 앞치마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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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조대비

- 필자 촬영

<그림 11> 철종비

- 필자 촬영

<그림 12> 부대부인

- 필자 촬영

<그림 13> 상궁

- 필자 촬영

<그림 14> 명성황후

- 필자 촬영

<그림 15> 세자

- 필자 촬영

<그림 16> 이준용

- 필자 촬영

<그림 17> 부대부인

- 필자 촬영

<그림 18> 상궁과 나인

- 필자 촬영

르고 생머리를 하고 붉은 댕기를 내려뜨렸다.

2. 인천
1) 인천 도호부 청사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문학초등학교 내에 소재

하고 있으며 시도유형문화재 제 1호이다. 도호부는

조선시대 행정기관의 하나로 상급기관인 목(牧)과

하급기관인 군(郡), 현(縣) 사이에서 행정을 담당했

던 관청이다. 인천에 도호부가 설치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초기 학자인 강희맹이 쓴

“인천부승호기(仁川府陞號記)”에 1424년 이미 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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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도호부사

- 필자 촬영

<그림 20> 도호부사

- 필자 촬영

<그림 21> 도호부사

- 필자 촬영

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 최소한 그 이전에

도호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도호부에는

동헌(東軒), 내동헌(內東軒), 객사(客舍) 등 15~16

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나 동헌과 객사 일

부만 남아있었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화도진도(花島鎭圖)”를 근거로 객사, 동헌, 공

수 등 7동의 건물이 복원되어 있다.30)

복식전시물은 동헌과 객사 두 건물에 각각 3인씩

총 6인이 전시되어 있다. 복식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위해 인천 도호부 청사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단법

인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의 사무장과

인터뷰를 하였다. 현재 전시는 2001년부터 하고 있으

며, 의복 및 마네킹의 제작은 모두 조형제작 전문 업

체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고 한다. 제작업체와도 전

화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인천도호부청사의 복식

전시물과 관련된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제작을 의뢰한 곳에서 복식전

시물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문

가와의 연구와 고증을 통해 의복과 마네킹을 제작한

다고 한다. 관리는 위탁관리업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세탁을 해주고 있으며, 옷이 너무 상한 경우는 다시

제작을 한다고 한다.

(1) 동헌

동헌은 조선시대 지방관들이 정무를 집행하던 관

아 건물로 이곳에는 도호부사, 이방, 예방 등 총 3인

이 전시되어 있는데, 도호부사의 말을 이방이 받아

적고 있으며 예방은 경청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림 19-21>31)는 도호부사로 구군복을 입고 있는

데 바지, 저고리, 전복, 동다리를 입고 전립을 쓰고

있고 병부주머니를 내려뜨렸으며 손에는 등채를 들

고 있다. 전복과 동다리, 바지, 저고리 등은 상태가

매우 양호하였고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색의 변화

가 거의 없었다. 전립은 커다란 삭모가 달려있고 양

태에 모피로 된 장식이 붙어있으며 노란색과 붉은색

의 실로 꼬아 만든 장식테두리가 달려있다. 도호부사

는 종 3품의 높은 계급으로 안을 남색 비단으로 올

린 ‘안올림벙거지’를 착용하여야 하나 현재는 붉은색

비단으로 안을 올렸다. 또, 양태에 털이 둘러진 것이

나 모자집 둘레의 장식 테두리의 색 등 형태에 의문

이 드는 점이 있어 유물이나 그림 자료 등을 참고하

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망건은 전

통적인 망건이 아니라 완성되어 있는 형태를 뒤집어

씌운 것으로 관자가 단추로 되어있는데 계급 상 서

각, 대모 등으로 된 관자32)를 해야 한다. 또 관자가

미간에 오게 착장되어 있어 착장에 수정이 필요하다.

등채는 검은색이며 끝에 분홍색 술이 달려있다.

<그림 22-24>33)은 이방과 예방으로 동일한 옷을

입고 있다.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를 착용하였으며

망건과 흑립을 착용하였다. 바지와 저고리, 두루마기

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두루마기에서

시간에 따른 자연적인 오염과 일광에 의한 부분적인

변색이 확인되었다. 흑립이 오래되어 총모자와 양태

가 분리되고 있으므로 쾌적한 관람을 위해서 새로운

흑립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망

건은 도호부사의 것과 같이 완성된 형태의 것을 뒤

집어씌운 것으로 단추로 된 관자는 계급에 맞게 서

각, 대모 등으로 교체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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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이방과 예방

- 필자 촬영

<그림 23> 이방과 예방

- 필자 촬영

<그림 24> 이방과 예방

- 필자 촬영

<그림 25> 도호부사

- 필자 촬영

<그림 26> 도호부사

- 필자 촬영

<그림 27> 이방과

예방

- 필자 촬영

<그림 28> 이방과

예방

- 필자 촬영

(2) 객사

객사는 지방을 여행하는 관리나 사신의 숙소로 사

용되던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전패(殿牌. 왕

과 궁궐의 상징인 궐(闕)자를 나무에 새긴 패)를 안

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왕궁을 향해 망궐례(望闕禮.

직접 왕을 배알(拜謁)하고 경의를 나타낼 수 없을

때,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절하는 예식)를 행하였

다.34)

객사에는 도호부사, 이방, 예방 등 총 3인이 전시

되어있다. 상황은 도호부사가 전패에 예를 올리고 있

고 양 쪽에 이방과 예방이 서 있는 장면이다.

<그림 25>35)는 도호부사로 제복을 입고 있는데 바

지와 저고리는 보이지 않았고, 현의, 백색중단, 후수

와 대대, 금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5>36)을

보면 각대를 하고 있지 않은데, 계급에 맞게 소은대

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깃 부위의 벨크로는 방심곡

령을 편하게 착장하기 위함이나 전통복식에 맞도록

매듭단추로 교체하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된다. <그림

26>37)의 금관은 매우 조악한 형태였으며 뒤통수 부

분에 천하태평이라는 한문이 적혀있었는데 제복에는

금관보다 금칠이 덜 되어있으며 제복에 사용되는 양

관을 착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계급

에 맞게 3량관38)으로 변경하였으면 한다. <그림 27,

28>39)의 이방과 예방은 동헌과 동일하였다.

2) 강화유수부동헌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도유

형문화재 제 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시대 강화의

행정 책임자인 유수가 업무를 보던 중심건물이다.

1977년 강화 중요국방유적 복원정화사업으로 정비되

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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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강화유수

- 필자 촬영

<그림 30>

좌열별장

- 필자 촬영

<그림 31>

우열별장

- 필자 촬영

<그림 32>

우열별장

- 필자 촬영

<그림 33>

호방

- 필자 촬영

<그림 34>

이방

- 필자 촬영

복식 전시물은 강화유수 1인과 별장 2인, 이방, 예

방, 공방, 형방 등 총 7인이 전시되어 있으며, 상황은

7인이 정사를 논의하는 장면이다. 복식 전시물에 대

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인천 강화군 문화예술과의 담

당자와 전화인터뷰를 하였다. 현 전시는 관람객의 관

람 편의를 위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복식 전시물의

제작과 관련된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여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사후관리도 문화재를

우선으로 관리하며 전시물에 대한 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림 29-32>41)는 강화유수와 별장들로, 강화유수

는 의자에 앉아있고 우열별장과 좌열별장은 서 있는

데 모두 구군복을 입었다. 바지, 저고리, 동다리, 전

복을 입고, 전립을 썼으며 목화를 신었다. 바지와 저

고리는 안에 착용하여 별다른 오염이 없었으나 전복

과 동다리는 일광에 의해 변색되었으며 동정이 매우

오염되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전립에는

공작미를 달았으며 모자집 둘레에 노란색과 붉은색

의 실을 꼬아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인천도호부사의

것과 같이 자료나 유물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하였으

면 한다. 등채는 강화유수만 들고 있는데 분홍색의

실로 장식이 되어있다. 병부주머니는 노란색이었는데

인천도호부 청사의 주인공이 하고 있는 것과 색깔에

서 차이가 있었다.

<그림 32-34>42)와 같이 이방, 예방, 공방, 형방은

바지, 저고리 위에 철릭을 입었으며 망건과 흑립을

착용하고 버선을 신고 혜를 신었다. 전반적으로 착장

이나 형태면에서 양호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오염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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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선비

- 필자 촬영

<그림 36> 선비

- 필자 촬영

<그림 37> 선비

- 필자 촬영

<그림 38> 선비

- 필자 촬영

3. 경기도
1) 일산읍 밤가시 초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소재하며 경기도 시도민속

자료 제 8호로 지정되어있다. 서민 가옥의 소박한 느

낌을 주는 19세기 전반 이전의 건축물로 조선 후기

지방 농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집이다.43)

고양시청 문화시설팀과 전화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

데, 현 전시가 1995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으

나 너무 오래되어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정보

는 얻을 수 없었다. 원래 사랑채에 남자 1인, 안채에

여자 2인이 전시되어 있었으나 2011년 수해로 인해

전시일부가 폐기되고 현재는 남자 1인만 전시되어있

다. 과거에는 1년에 한두 번 씩 오염이 심한 경우를

확인하여 세탁해 주었지만 현재는 옷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세탁이 어려워 그냥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인물의 정체는 알 수 없었고,

<그림 35>44)와 같이 방에 앉아 글을 읽고 있는 선비

의 모습이 연출되어 있으며,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를 입고 흑립을 쓰고 있다. 19세기 전반이라는 설명

문 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시기의 남자 복

식으로는 현재의 전시가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실내

에 전시되어 있어 오염이 없는 양호한 상태이나 <그

림 36, 37>45)과 같이 두루마기의 고름이 너무 조여

매어져 있고 바지의 대님과 버선이 없는 등 옷매무

새는 좋지 않았다. <그림 38>46)에서 확인되듯이 흑립

이 오래되어 양태가 벌어지고 있어 새 흑립으로 교

체하였으면 한다.

2) 수내동 가옥(이택구 가옥)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78호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에 소재한다. 19세기 말 건물로 추정되며 조선 후

기 경기지방 살림집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47) 가옥

이름의 주인공인 이택구는 한산이씨 27대 손인데, 특

별한 약력에 대한 기록48)이 없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복식 전시물은 현재는 주인, 안주인, 며느리, 손자,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각각 1인씩 총 5인의 전시가

있으며, 주인과 손자는 글공부, 안주인은 다림질, 며

느리는 자수, 하녀는 밥을 짓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

다. 복식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성남시청

문화재보존팀과 전화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현 전시

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고 한다. 따로 고증

을 통하지 않았고 한복집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고

한다. 세탁이나 마네킹에 옷을 다시 입히는 것과 같

은 관리는 성남시청 문화재보존팀에서 하고 있으며,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옷의 여벌이 있어 복식을 교체

한 후 드라이크리닝하여 보관한다고 한다.

<그림 39>49)의 주인은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정

자관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40>50)에서 확인되는 것

과 같이 먼지나 비와 같은 자연적인 오염물에 의하

여 매우 지저분한 모습이었으며, 옷매무새도 좋지 않

았다. 19세기 말의 양반 복식에 대한 사진자료를 참

고하면 두루마기 위에 쾌자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쾌

자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림 41>51)

의 정자관은 비율 상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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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주인, 손자

- 필자 촬영

<그림 40> 주인

-필자 촬영

<그림 41> 주인

- 필자 촬영

<그림 42> 손자

- 필자 촬영

<그림 43> 안주인

- 필자 촬영

<그림 44> 안주인

- 필자 촬영

<그림 45> 며느리

- 필자 촬영

<그림 46> 며느리

- 필자 촬영

좌우의 벌어짐이 너무 크다.

같이 있는 <그림 42>52)의 손자는 바지, 저고리, 전

복, 복건을 입고 있어 이 시기 어린이 복식으로 무난

하다 판단되며 풀려있는 머리카락은 땋아주었으면

한다. 옷매무새와 오염 등의 착장이나 세탁 등 관리

에 지적할 부분이 많았다.

<그림 43, 44>53)는 안주인으로 치마, 삼회장저고리

를 입고 붉은 댕기를 한 얹은머리를 하고 옥비녀를

꽂았다. 유리로 막혀있는 실내에 있어 다른 전시물보

다는 오염이 적었으며 옷매무새도 양호한 모습을 보

였다. 다만, 얹은머리와 쪽머리는 같이 해주지 않았

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머리 형태를 수정하

였으면 한다.

<그림 45, 46>54)은 며느리로 치마, 삼회장저고리를

입고 있다. 삼회장저고리는 고름이 풀려 있는 등 옷

매무새를 다듬어줄 필요성이 있으며, 자연물에 의한

오염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자료 등에서 보이

는 19세기 말의 양반부녀자의 저고리의 길이에 비해

저고리 길이가 긴 것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그림 47-49>55)은 하녀의 모습으로 치마, 저고리

를 입고 쪽을 지고 있다. 다른 옷들에 비해 곰팡이와

거미줄 등 오염이 가장 심하였는데 방안에 앉아있는

다른 전시물과 달리 흙으로 된 바닥과 닿아있기 때

문이다. 다른 전시물과 같이 옷매무새가 매우 좋지

않아 착장에 수정이 필요하였지만 복식 자체는 광목

으로 제작되는 등 그 시기의 하녀 복식으로 적합하

였다.

본 유적건조물문화재의 복식전시물은 전반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아 수정된 복식전시물 제안의 필

요성이 있어, 19세기 말의 사진자료를 참고하여 복식

전시물을 Ⅳ장에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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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명칭
고증

여부

복식의

적합성

사후관리

여부

세탁의

필요성

노후화로 인한

교체의 필요성
수정제안이 필요함

서울

제기동 해풍 부원군

윤택영 재실
X △(일부) O X X

O(초상화 및 윤택영의

사진을 참고)

운현궁 O O O X X X

인천
인천 도호부청사 O △(일부) O X O(흑립)

O(전립, 망건, 관자,

제복의 일부, 금관)

강화 유수부동헌 자료없음 △(일부) X X X O(전립)

경기도

일산읍 밤가시초가 X O O O O(흑립) X

수내동가옥 X △(일부) O O X
O(19세기 말 한산

이씨의 가족을 재현)

<표 4> 복식 전시물의 현황 결과

<그림 47> 하녀

- 필자 촬영

<그림 48> 하녀

- 필자 촬영

<그림 49> 하녀

- 필자 촬영

Ⅳ. 복식 전시물에 대한 고찰 및 제안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는 총 6곳의 유적건조

물 문화재에서 복식전시물이 확인되었다. 복식 전시

물은 대부분 외부에 노출되어 전시되고 있어 오염이

심한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주

기적으로 오염관리를 해준다는 곳이 많았지만 실태

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후로 인해

복식이 훼손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오염관리뿐만

아니라 교체 및 제작부분에 있어서도 주기적인 관리

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고증이 없이 제작되었거나 전통적인 착장 방법에

어긋나는 경우의 복식 전시물이 많아 올바른 정보

제시와 쾌적한 전시 관람을 위해 수정제안의 필요성

이 제기 되었다. 복식 전시물의 현황 결과를 간략하

게 <표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6곳의 유적건조물 문화재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Ⅲ장에서 지적하였으나

제기동 해풍 부원군 윤택영 재실과 수내동 가옥의

복식 전시물은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Ⅳ장에서는 이 두 곳의 복식 전시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도식화와 착장 일러스트레이션은 Illustrator

CS2와 Photoshop CS2를 사용하였다.

(1) 제기동 해풍 부원군 윤택영 재실

건물이 지어진 시기인 1900년대 초반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그림 3>, <그림 50>56)의 박해창, 황현 외

에도 전우, 최익현, 송병화, 유소심, 유인석, 김재덕

등의 초상화에서 심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

된다. 심의는 정혜경의 연구에 따라 직령심의와 방령

심의로 나눌 수 있는데57), 방령심의는 조선 말기 위

정척사 사상가들에게 널리 착용되었다.58) <그림 5

1>59)의 윤택영의 사진을 보면 윤택영은 단발을 하고

서양의복을 입는 등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부

감이 없는 인물이었으므로 직령심의를 착용하는 것

을 적합하다 판단된다. 또 심의에는 쓰개로 복건, 장

보관, 정자관 등을 착용하는데, 복건, 장보관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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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의 구성 도식화 착장 일러스트레이션

정자관

심의

저고리

바지

버선

정자관
심의

저고리 바지 버선

<표 5> 제기동 해풍 부원군 윤택영 재실의 복식 전시물 제안

<그림 50> 황현

-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p. 531.

<그림 51> 윤택영

- 친일인명사전,

p. 706.

유생들이 사용한 반면 정자관은 일반 사대부에서 많

이 사용되었으므로 관은 정자관을 착용하는 것을 제

안하였다. 제안한 그림은 <표 5>와 같다.

(2) 수내동 가옥(이택구 가옥)

수내동 가옥은 19세기 말엽의 건물로 현 전시의

기획의도에 맞게 19세기 말엽의 사진, 풍속화, 유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주인, 안주인, 며느리, 손자, 하

녀 등 한 가족의 모습을 <표 6>과 같이 제안한다.

주인은 1800년대 후반의 사대부를 찍은 사진인

<그림 52>60), <그림 53>61)을 참고로 하여 흰색 바지,

저고리에 옅은 푸른색의 두루마기, 짙은 푸른색의 전

복, 머리에는 정자관을 착용한다.

안주인과 며느리는 일반 부녀복식인 치마, 저고리

를 착용하며 <그림 54>62), <그림 55>63)와 같이 그

당시 유행에 맞게 저고리의 길이는 짧게 한다. 안주

인은 화려하지 않은 색으로 연분홍 삼회장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며느리는 연두색 삼회장저고리와



服飾 第62卷 6號

- 196 -

<그림 52> 창의

차림의 선비

-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속: 생활과

풍속, p. 121.

<그림 53> 민영복가

-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속: 생활과 풍속, p. 123.

<그림 54> 바둑을

즐기는 부부

-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p. 121.

<그림 55> 부인

- 사진으로 보는 조선

1892년, p. 127.

<그림 56> 아이의

나들이 차림

-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 p. 148.

<그림 57> 어린이의

정장

-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 p. 149.

<그림 58> 김준근,

효시가방쓰 ㅣ물 리

리치로긔독도를

치다

- 한국의 풍속화,

p. 149.

<그림 59> 신윤복,

단오풍정

- 조선의 미인을

사랑한 신윤복,

p. 13.

붉은 치마를 입는다. 머리는 쪽을 진 후 옥비녀나 은

비녀를 착용한다.

손자는 7세 정도의 모습이며, <그림 56>64), <그림

57>65)와 같이 저고리, 바지와 전복을 입고 술띠를 두

르며 복건을 쓴다.

하녀의 복식은 반가 부녀자들의 복식과 달리 활동

에 편하게 <그림 58>66)와 같이 저고리는 약간 길고,

치마는 약간 짧게 입으며 부엌에 있으므로 앞치마를

둘러준다. <그림 59>67)과 같이 저고리는 흰색, 치마

는 밝은 남색, 앞치마는 소색으로 제작한다. 머리는

쪽을 지고 나무비녀를 해준다.

Ⅴ. 결론 및 제언
한국의 관광지 개발과 해외홍보, 문화콘텐츠 수출,

한류의 확산 등으로 내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늘어나

게 됨에 따라 여행지의 시각적 콘텐츠의 하나인 문

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유적건조물 문화재는 옛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엿

볼 수 있는 문화재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되

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방문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문화재의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

로 전달하고 교육적 문화콘텐츠로서의 기능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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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의 구성 도식화 착장 도식화

주인

두루마기

전복

저고리

바지

정자관

버선

정자관
두루마기 전복

저고리
바지 버선

안주인

․

며느리

삼회장저고리

치마

옥비녀

버선

삼회장저고리
치마 비녀 버선

손자

두루마기

전복

저고리

바지

복건

버선
두루마기 전복

저고리 바지 버선

하녀

저고리

치마

앞치마

나무비녀

버선

저고리 치마 앞치마 비녀 버선

<표 6> 수내동 가옥의 복식 전시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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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유적건조물 문화재 내의 복식 전시물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

역을 대상으로 한 유적건조물 문화재 내 복식전시물

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인천, 경기도 내에서 복식이 전시되고

있는 유적건조물 문화재는 3차 선정 결과 총 71곳

중 6곳에 불과하였는데, 전체 유적건조물 문화재의

수량에 비하여 너무나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적건조물 문화재

내의 복식 전시물은 대부분 복식의 고증이나 사후관

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다. 사후관리의 경

우 세탁이나 노후화에 대한 교체 등 주기적인 관리

가 필요하나 실제적으로는 전문 관리 인력의 부재로

인해 적합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복식의 시대, 착장방법 등의 복식 문화사적 지식과

옷의 세탁,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복식 관련

전문 관리인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전문 인력의 양성

과 동시에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제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현재 전시가 되어있는 6곳 중 복식전시물이

시대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기동 해풍 부원군

윤택영 재실, 수내동 가옥의 복식 전시물을 도식화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안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내국인이 1

년에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하는 횟수가 평균 2회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조차 2006년을 정점으로 하

여 매년 떨어지고 있다(2010년 현재).68) 따라서 관람

객의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적 문화콘텐츠의

확대를 위해 국가적인 문화정책으로써 정보 전달이

용이한 유적건조물 문화재 내의 복식전시물에 대한

올바른 관리, 홍보 및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유적건조물 내의 적절한 복식 전시를 위해서는

유적건조물 문화재의 배경, 상황, 관련 인물 등을 고

려하여 우선순위로는 ① 특정인물의 생가, 고가와 같

은 관련 인물의 인지도가 높은 곳, ② 궁궐, 관아와

같이 건물의 성격이 명확하여 상황설정이 용이한 곳,

③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적건조물 문화재 중에서 현재 복

식이 전시되어 있는 곳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그쳤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복식 전시물이 필요한 유

적건조물 문화재를 선정하여,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

된 복식 전시물의 전시 기획 및 이에 적합한 복식을

제안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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