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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methodology for conservation of excavated costumes especially 
repair and restoration process. Early excavated costumes had not attracted attention from the 
field of academia and the public. So not many scholars, organization and society participated in 
the excavations but as its value has gotten more recognition, there has been a reversal in trend. 
And so many organizations have taken part in it. Excavating includes conservation processes such 
as washing, repair and restoring, and then it is published by reports or books after the process is 
complete. However the method of conservation has varied depending on the institution. In par-
ticular, repair and restore methods do not include anything specific details, and often times, only 
has descriptions of the before and after state, and so a more unified method needs to be sug-
gested and shared. This study defined ‘Conservation’, ‘Repair’ and ‘Restoration’ and then applied 
it to the short history of Korean excavated-costumes. Then it suggested ways to repair and re-
store excavated-costumes in terms of construction, textile, and damage by the unpublished cases 
of excavated-costumes of Noh Su-ham(1516~1573)'s Family. It was also referred to repair and re-
storation process such as shaping correction, dyeing, supporting, sewing and after treatment by 
texts and pictures. Other contents such as a list of relics and its details, will be published 
through a report or a book. The whole process of conservation was in progress based on the 
ethical guidelines of conservation, ‘Minimum intervention’ and ‘Rever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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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출토복식의 발굴은 문헌과 그림, 후대 전세 유물

자료 활용에만 국한되어 있던 한국복식사 연구의 한

계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왔다. 무덤

속에서 출토되는 특성 상, 초기의 출토복식 발굴은

학계나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출

토복식 발굴에 참여하는 학자나 기관, 단체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전국 각지의 기관과 단체 등이 출토복식

발굴에 참여하고 있다. 출토복식의 발굴은 세척․보

수․복원 등의 보존처리 작업을 수반하게 되는데, 보

존처리 후 발간되는 보고서를 통해 조사한 결과 각

기관이나 단체마다 그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른 실

정이다. 특히 보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략한 내용을

수록하고 보수 전후를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물 유물의 보존처

리에 사용되는 ‘보수’의 개념을 정리하고, 미발표된

경북 선산 출토 경주노씨 수함(1516~1573) 공(公)

일가(一家)의 출토복식 보수 사례를 통해 복식의 구

성․직물․손상도 등에 따른 형태 보정․사례별 보

강재 선택과 염색․바느질 방법부터 후처리까지의

방법을 글과 사진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출토복식의 보수 방법의 지식을 공

유하며, 더 나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출토복식 보

수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출토복식을

보수하는 과정은 모든 유물의 보존처리를 하는 데

있어 기본 지침이 되는 ‘최소한의 간섭’ 즉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가역성(可逆性)’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

도록 하였다.

Ⅱ. 출토복식 보수의 개념
훼손된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고 과거로부터 물

려받은 문화재를 당대에 활용하고,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고, 수명을 최

대한 연장해 주기 위해 취하는 모든 활동을 ‘보존’이

라 한다.1)

보존의 범주 아래 보존처리학 분야에서는 문화재

의 원형을 어떤 범위까지 유지하는가에 따라 복원

(復原, Restore), 복제(復製, Replica), 보수(補修,

Repai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 보존처리 분야에서 복원은 ‘문화재의 일

부 또는 전체가 멸실되었거나 손상되었을 때 원래의

모습을 회복 또는 재현하는 행위’로, 복제는 ‘문화재

를 전시 또는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현재의 모습

대로 재생하거나 표현하는 모든 행위’2)로 정의하고

있다. ‘보수’라는 개념은 사전적으로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침’3)으로 정의

되어 있으며, 금속․목재․석재 분야에서 규모가 큰

손상 문화재를 수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토복식을 포함하는 직물 보존처리 분야에서도

보수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직물 분야에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초기의 기록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내용과 같다. 석주선 선생은 1983년

학술세미나에서 일본 전문가를 초빙하여 染織品의

保存과 陳列 4)이라는 소논문을 통해, 직물류의 체계

화된 보존처리 필요성을 학계에 알렸다. 이와 함께

출토복식의 현황과 보존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간

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는 세척을 한 후 결실 부분

보완을 위해 ‘새로운 천을 보충’한다는 내용과 보관

에 대한 내용5)으로 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

았지만, 본격적인 보존처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

초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88년 제 6회 학술세미나

의 서문을 통해

“...本 박물관은 지금까지 7人의 出土遺物 中 200余
點이 보수․정리되었습니다. 현재 城南과 驪州에서

출토된 東萊鄭氏의 遺物도 보수 중에 있으며, 名實
公히 服飾專門 博物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 하여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시점으로 직물 보존처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보수’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각에서 보수의 사전적 의미가 건축

물과 시설 등 규모가 큰 문화재를 수리하는 개념이

강하여 별도의 용어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



출토복식 보수방법에 관한 고찰

- 67 -

<그림 1> 단순 파열 형태: No. 2. 저고리 왼쪽 소매

- 필자 촬영, 2011

<그림 2> 솔기가 뜯어진 형태: No. 21. 저고리 도련

- 필자 촬영, 2011

각도 존재한다.

Ⅲ. 출토복식의 손상 유형
수백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지하에 매장되어

발굴되는 출토복식의 특징은, 오늘날 그 중요성을 세

상에 알리게 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며 동시에 손

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출토복식의 손상 매커니즘

은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

내부에서 피장자의 부패 시 생성되는 유기물질과 온

습도와 토양 등에 의한 물리적․화학적 요인, 곤충이

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 요인 등으로 인해

직물이 열화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 출토나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장자와 분리되면

서 불가피한 경우, 혹은 편의를 위해 임의로 찢겨지

게 되는 경우도 손상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손상되는 출토 복식의 손상

유형을 경주노씨 일가 유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손상 유형은 단독 유형보다

복합적 양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단순 파열 형태
복식의 구성 형태는 홑․겹․솜․누비로 나눌 수

있다. 단순 파열 형태 <그림 1>은 복식 구성 특징이

나 형태에 상관없이 보이는 가장 전형적인 손상유형

이다. 유실된 부분은 없으나, 가로․ 세로 혹은 여러

방향으로 찢어져 있는 상태이다.

2. 솔기가 터진 형태
솔기가 터진 형태<그림 2>는 재봉된 솔기의 실이

삭아 없어지거나, 뜯어진 상태이다. 견사보다 강도가

약한 실 종류인 면사를 사용하여 재봉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손상 형태이다. 때로는 전체적으로 재봉된

실만 모두 소실되고, 각 부분들이 오염물에 의해 서

로 붙어 있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특정 섬유만 유

실되는 손상 형태와도 연관된다.

3. 조각난 형태
조각 난 형태는 한 점의 복식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고 여러 조각으로 찢겨 있는 형태이다. 장속(葬俗)

에 따라 보공(補空)용으로 관 내부를 채우기 위해

필요에 따라 솜옷 종류 등을 임의로 조각내어 채워

넣는 경우가 많으며, 직물의 열화로 손상이 극심하여

조각이 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이 외에 시신 수

습을 위해 습의(襲衣)를 가위로 잘라서 벗기는 경우

도 포함된다. <그림 3>의 경우는 No. 28 개당고를 2

조각으로 잘라서 보공용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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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각난 형태: No. 28. 개당고

- 필자 촬영, 2011

<그림 4> 부분 유실 형태: No. 56. 직령 오른쪽 무

도련 유실 부분

- 필자 촬영, 2011

4. 부분 유실 형태
구멍이 나거나, 파열되고 찢겨진 상태에서 그 일

부가 유실된 형태<그림 4>이다. 유실된 부분에 의해

전체 형태 재현이 어렵게 된 경우 보수와 동시에 복

원을 시행하게 된다. 복원은 남아 있는 다른 부분들

에 의해 치수와 형태 추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시행

하도록 한다.

5. 특정 섬유 유실 형태
조선시대 출토복식은 견․면․마 등 천연섬유 직

물로 만들어졌다. 토양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동물성

섬유인 견섬유만 모두 없어지거나 식물성 섬유인 면

과 마섬유만 없어진 상태가 종종 보고 되고 있다.

<그림 5>는 마섬유가 유실되어 견섬유만 남아 있는

형태의 예이다.

Ⅳ. 출토복식의 보수 과정
1. 보수 전 상태조사 및 형태 보정
유물을 보수하기에 앞서 보수 전, 현 상태 파악을

하는 단계이다. 보수 전 유물의 전체 형태를 기준으

로 손상 위치와 상태 파악 등을 조사한 내용을 글과

사진․도식으로 기록을 남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

<그림 5> 특정 섬유 유실형: No.102. 소렴금

- 필자 촬영, 2011

으로 보수의 방향을 정하고 보강 직물과 보강용 실

등 재료를 준비하고 부분별 보수 순서를 계획한다.

세척 전․후부터 이미 여러 조각이 난 상태<그림

6>로 형태 파악이 어려울 경우, 조각을 맞춰보고 전

체 형태를 추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주름이나

구겨진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경우 대강의 형태만 정

리하고 증류수․탈이온수․순수 등 여과수를 분무하

여 가습한 후, 손을 이용한 손 다듬질이나 문진․아

크릴․강화유리 등의 보조용구를 이용하여 구김을

펴서 전체 형태를 잡아 놓는다. 세부적인 구김이나

주름의 경우에는 각 부분별 보수를 진행하면서 필요

한 경우 세필(細筆) 등을 활용하여 구김을 편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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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 조각 맞추기: No.76. 장옷

- 필자 촬영, 2011

<그림 7> 형태 보정(左 : 뭉진 솜 펴기, 中: 주름 펴기1, 右: 세부 주름 펴기2)

- 필자 촬영, 2011

림 7>. 솜옷의 경우 솜이 빠져나오거나 뭉쳐지는 상

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솜을 제 자

리에 넣어주고, 뭉쳐진 솜을 일일이 손으로 펴서 정

리하여야 한다.

2. 보강 여부 결정과 보강 직물 선택
손상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강 여부를

결정하고, 보강재를 마련한 다음 유물에 보강 후 세

부적으로 유물과 보강재를 보강해주는 순서를 거치

게 된다.

유물과 보강 직물을 밀착시키는 매개체 기준으로

볼 때, 보강 방법은 비접착식 보강과 접착식 보강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비접착식은 바느질을 이

용한 보강법으로 직물유물과의 재료적 친화성, 재처

리 가능성, 다양한 재료와 처리방법의 선택가능성 등

이 장점이다. 접착식 보강은 수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접착제로 사용될 수지를 보강 재료에 도포한 뒤 준

비된 보강 재료를 유물의 보강부위에 맞추어 고정하

고 유기용제 또는 열 등을 이용하여 수지를 재활성

화한 후, 유물과 접착시키는 바느질과 접착제를 이용

하는 방법이다. 접착식 보강은 바느질에 비해 재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빛․온도․습도와 같은 환경요

인에 의한 접착제의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바느질이 적합하지 않은 유물의 보수

에 사용될 수 있다.6)

출토복식의 보강에 사용되는 방법은 주로 비접착

식 방법인 바느질을 사용하는데, 바느질을 할 수 없

을 정도로 극히 손상된 경우,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

의 금사 박락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접착식 방법을 사

용하기도 한다. 보강 직물은 유물에 사용된 직물과

비교적 동일한 재질이되, 보강했을 때 유물에 하중을

주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물보다 얇은 두께의 직

물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직물의 손상

도와 누비․홑 등 구성상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

기도 하였다.

유물은 오랜 세월과 매장 환경에 의해 열화된 상

태로, 보강에 사용되는 직물의 강도가 유물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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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직물 명칭
두 께10)

(단위:mm)

밀 도

(경사×위사/1㎠ )

폭 너비

(단위:cm)

견

명주 0.12 38×21 36.5

노방(silk organdy) 0.10 45×45 112

Silk crepeline 0.07 30×27 135

면
소창 0.36 20×17 48

Gauze 0.31 22×17 150

마 모시 0.25 22×24 31

기타 Sanmore 紙 0.07 - 99

<그림 8> 동일 직물(絹) 보강 사례 : No.21. 저고리

- 필자 촬영, 2011

<그림 9> 수복용지(Sanmore紙) 보강 사례 : No.102. 소렴금

- 필자 촬영, 2011

<표 1> 보수용 직물의 기본 특성

강할 경우, 유물에 하중을 주어 2차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보강용 직물은 인공적으로 강도를 약화시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현재 자외선 열화7), 효소

에 의한 열화8)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은 열화 촉진요소가 갖추어진 기기를 갖추

고 일정 시간을 거쳐야 하므로, 보수 시에는 유물보

다 두께가 얇고 강도가 크지 않은9) 직물을 세탁기에

여러 번 세척한 후 사용하는 것으로 인공적 열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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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보강 직물 염색 과정 (左: 염색, 中: 매염처리, 右:염색 완료)

- 필자 촬영, 2011

법을 대체하였다.

동일 질감의 보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하여

<그림 8>의 사례처럼 견직물의 보강 직물로 명주․

노방․Silk Crepeline(Talas), 면직물의 경우 소창․

Gauze를 사용하였고, 마직물의 보강에는 유물에 사

용한 것 처럼 모시[苧麻] 등을 사용하였다.

예외로, 경주노씨 일가의 유물 중 소렴금 1점은

직물 이외의 지류를 보강재로 사용하였다<그림 9>.

이 유물은 겉감인 견직물의 손상은 거의 없는 반면,

안감인 사면교직(絲綿交織)의 위사에 사용된 면사가

대부분 소실되고 경사인 견사만 남아 있는 부분이

많고 손상이 극심해 형태를 바로 잡기 어려운 상황

이었다. 소렴금의 보강재로는 지류(紙類) 유물의 보

존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수복용지 (SANMORE 15g,

두께0.07mm)를 보강재로 사용하였는데 이 수복용지

는 펄프 30%와 폴리올레핀 70%의 짧은 섬유를 혼

합하여 부직포(不織布)의 형태로 만들어 일반 지류

에 비해 비교적 유연성이 좋은 것이 특징적이다. 또

한 경사와 위사의 방향이 없는 부직포이기 때문에

경․위사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뒤틀리거나 안정되

지 못하는 일반 직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보강재가 될 수 있었다.

이번 보수에 사용된 보강 직물의 기본 특성은 <표

1>과 같다.

3. 보강 직물 염색
출토복식에 사용되는 보강용 직물은 처리할 대상

과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염색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염색하지 않고 푸새,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수세한 백색 직물 그대로를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염색하는 것은 외관 상

보수된 부분과 그 외 부분과의 이질감이 비교적 덜

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자칫 보수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염색

하지 않은 직물을 백색의 상태로 사용하면 외관 상

이질감이 들기는 하나, 보수나 복원되었는지의 여부

를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

금번 보존처리 시 사용된 보강용 직물은 보강되는

부분의 색감과 비슷하도록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그

러나 직물의 경우 물감이나 안료는 건조되면서 원래

의 질감과 달리 막이 한 겹 입혀진 것처럼 유연성이

감소되면서 다소 경화(硬化)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겹․솜․누비 구성의 경우 처리되는 이외 부분

까지 색이 이염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

한 이유로 직물류 문화재는 보존처리 시작 단계에서

보강이나 복원 재료로 사용될 직물에 염색하여 색을

맞춘 후 사용한다. 직물류에 사용되는 염료는 크게

천연염료와 화학 염료로 분류되는데, 출토복식은 그

유물이 제작될 당시 천연염료로 염색되었을 것이며,



服飾 第63卷 7號

- 72 -

<그림 11> 보강직물 적용방법-뒷면 보강 사례: No.42. 액주름 동정 부분

- 필자 촬영, 2011

<그림 12> Crepeline의 투명도

- 필자 촬영, 2011

화학염료 사용 시 혹시라도 수세가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 못해 화학물질로 인한 얼룩이나 이염 등이 우

려되므로 천연염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보강 직물의 색상은 보수 대상 유물의 색상과 유사

하도록 오리나무열매․오배자․양파껍질․ 정향․감물

등의 염료로 천연염색 하였다. 염액(染液)을 효율적으

로 추출하기 위해 처음부터 많은 양의 물을 가하는 방

법보다 염료와 물의 양은 1:10~1:30 비율로 60℃이상

의 온도에서 1시간을 끓여서 1차 염액을 추출하였다.

1차 염액으로 진한 색을 염색하고, 이후 염액을 재추

출하는 과정에서 연한 색을 염색하였다. 염색은 추출

한 염료를 가는 체에 거른 후, 60~70℃의 온도로 끓

이면서 염색할 직물을 넣고 20~30분간 염색하였다.

매염제는 온도 30~40℃ 물에 직물 중량의 5% 양의

명반([AlK(SO₄)₂․2H2O]을 넣고 매염 처리한 후,

수세하여 건조하였다. 적합한 색을 얻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반복 염색을 하거나 2가지 이상 염료에 차례로

복합 염색하는 과정을 거쳤다<그림 10>.

4. 보강 직물 적용 방법
염색하여 마련된 보강 직물은 보강이나 복원할 부

분에 알맞게 재단하여 유물의 직물과 밀리지 않도록

위치를 고정하여 적용한다. 보강 방법은 보강되는 부

분의 뒷면에 보강하는 법과 앞면을 감싸 보강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뒷면에서 보강하는 방법<그림 11>은 홑옷․

겹옷․솜옷․누비옷 구성에 일반적으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찢기거나 유실된 부분의 크

기와 경․위사 방향을 맞추어 해당 부분 길이와 너

비보다 각각 2~3cm 넓게 사각형으로 재단한다. 재

단한 사면의 올 풀림이 지속되지 않도록 미리 경․

위사 올을 3~4올 정도 풀어 마련해둔다. 유물의

경․위사와 보강 직물의 경․위사를 잘 맞추면서 안

쪽에 덧대어 시침핀으로 고정 후 유물과 보강재의

가장자리를 둘러 겉에서 0.2~0.3cm 바느질 땀이 보

이고 안쪽으로 3~5cm 땀이 떠지도록 넓은 간격으로

시침하듯 밀착․고정시킨다. 다음으로 앞쪽에서 찢어

지거나 유실된 형태를 정돈하여 시침핀으로 고정한

후 바느질하게 된다. 이렇듯 손상 부분에 한 장의 보

강 직물을 덧대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손상된 부

분이 두 곳 이상 서로 인접해 있을 경우, 보강 직물

여러 장을 연이어 덧대기보다 넓은 보강 직물 한 장

을 덧대어 보강 직물의 하중이 유물에 끼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이었다.

둘째, 유물의 앞면에서 보강하는 방법<그림 13>은

보강 직물을 안쪽에 대어주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누비옷의 안감 부분 손상, 깃 둘

레 부분에 상침이 있는 부분이 그대로 유지된 채 손

상이 심한 동정 부분이나 바느질 땀이 고정되어 있

는 부분을 포함하는 보강 대상 부분에 적용할 수 있

다. 그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보강 면에 적당하게 보강 직물을 재단하고 마련하

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하다. 마련한 직물의

사방 시접을 접어 보강할 부분에 고정하여 위쪽에서

0.5~1㎝간격으로 상침 하듯 바느질하거나, 바늘땀이

보강 직물의 시접 속으로 들어가도록 숨뜨기 한다.

이와 같은 윗면에서 감싸는 보강 방법은 여러 보강

용 직물 중에서도 투명도가 높은 Silk Crepeline<그림

12>이 가장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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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보강직물 적용방법-앞면 보강 사례: No.41. 철릭 동정 부분

- 필자 촬영, 2011

뒷길 중심선처럼 폭끼리 시접을 맞대어 연결되거

나 밑단과 선단․수구 등 단 부분, 소매 폭이 전체가

없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동일 부분의 시접나비, 단

의 나비, 바느질 방법 등을 참고하여 보강용 직물도

같은 형태로 연결하여 덧대주고, 유물에 사용된 바느

질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단을 접거나 소매배래까

지 만들어 복원하였다.

5. 보수 바느질 방법
1) 보수 바느질 재료

보수용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실과 바늘이

다. 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물과 보강 직물의 재

질과 같은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면직물에 견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보수용 실은 유물에 사용된 견․면 등 같은 재질

의 실을 사용하거나 국외에서 직물류의 보존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정련하지 않은 Silk 2합사 (Hair Silk

: Talas)를 이용하였다.<그림 14> 시중 판매용 3합

견사(21D, 4×3=12합사, Z꼬임, 일광․세탁․마찰․

드라이클리닝 견뢰도 4~5급)의 경우 유물에 사용된

실에 비해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올을 풀어 2합사나

단사로 사용하였다. 보수용 실 색상은 기존 염색된

색상 중 보수 대상 유물 색상과 유사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유물색상에 맞도록 흰색의 견사와 면사에

오리나무열매로 천연염색을 하기도 하였다. 찢어지거

나 유실된 부분에 보강 직물을 대어주고 보수할 경

우, 직물 보존처리용으로 제작된 머리카락 굵기의 얇

고 정련하지 않은 Silk 2합사(Hair Silk : Talas -

Crepeline 직조용 실)를 주로 이용하였다.

바늘과 직물 고정용 시침핀은 열화된 상태의 직

물에 꽂았을 때 구멍이 생기는 손상이 없도록 얇고 끝

이 뾰족한 바늘(0.56mm×42.4mm)과 양재용 핀(0.5mm

×32mm)을 사용했다.

<그림 14> Hair Silk

- http://www.talasonline.com/

2) 바느질 방법

출토복식의 보수는 손상부분의 보강 여부를 결정한

후, 보강재와 유물 사이를 고정해주는 것이다. 본고에

서 제시하는 보수 방법은 출토복식에 주로 사용되는

비접착식 보강인 바느질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

서 대상 유물의 직물 열화, 손상된 형태에 따라 적절

한 바느질을 하였으며, 보수한 바느질로 인해 유물에

가해지는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 해당 부분의 주름지거나 구

겨진 부분의 세부 주름을 펴고, 솜옷일 경우 뭉쳐있는

솜을 펴는 작업으로 평활하게 만들며, 파열, 조각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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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느질 명칭 바느질 기법 도식 바느질 명칭 바느질 기법 도식

홈질

(Running stitch)

- 솔기 연결 <그림 15> Running stitch

- The Textile Conservator's

Manual, p. 119.

박음질

(Back stitch)

- 홑옷 솔기 연결
<그림 16> Back stitch

- The Textile Conservator's

Manual, p. 116.

공그르기

(Slip stitch)

- 도련, 옆선 등

단처리

- 뜯어진 솔기 연결

시 응용
<그림 17> Slip stitch

- The Textile Conservator's

Manual, p. 120.

감침질

(Hemming stitch)

- 도련, 옆선 등 단처리

<그림 18> Hemming stitch

- The Textile Conservator's

Manual, p. 118.

징금수 기법

(Couching stitch)

- 찢어진 단면 봉합

- 손상된 직조 상태

고정

<그림 19> Couching stitch

- The Textile Conservator's

Manual, p. 117.

수직․ 수평 뜨기

(Tacking stitch)

- 찢기거나 유실된

면에 수직, 수평으로

고정 <그림 20> Tacking stitch

- 남오성 묘 출토복식, p. 75.

변형 시침질

(Basting stitch)

- 바늘땀과 간격을

변형하여 보강 직물

고정

<그림 21> Basting stitch

- The Textile Conservator's

Manual, p. 117.

상침

(Stab stitch)

- 윗면 보강 시 보강

직물 고정
<그림 22> Stab stitch

- The Textile Conservator's

Manual, p. 120.

수직감침

(Over-swing stitch)

- 홑옷의 단 처리 <그림 23> Over-swing stitch

- The Textile Conservator's

Manual, p. 119.

짜집기

(Darning stitch)

- 열화되어 산발적으로

파열된 면 고정

- 홈질을 상하 좌우

일정 간격으로 해줌
<그림 24> Darning stitch

- The Textile Conservator's

Manual, p. 118.

<표 2> 경주노씨 일가 출토복식 보수 작업에 사용된 바느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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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경우 각 조각을 맞추어 보고 정확한 형태를 파악

하여 보강할 부분의 크기와 보수를 시작해서 끝내는

부분까지의 동선을 계획한 후 바느질을 시작한다.11)

출토복식을 포함한 직물 문화재의 보수 시 사용되

는 바느질 방법은 일반 손바느질 시 사용되는 방법

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상황에 따라 응용하는

것이다. 국외에서는 Sheila Landi12), Martha Win-

slow Grimm13) 등의 연구자가 직물 문화재의 손상

사례별 바느질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리하고 사용하

는 기법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국외의 사례는 우리

나라 유물과 종류, 재질, 손상형태 등에 차이가 있으

나 이를 우리나라의 출토복식 보수 사례에 적절히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었다.

금번 경주노씨 일가 출토복식 보수에 사용된 바느

질 기법은 홈질(Running stitch)<그림15>14), 박음질

(Back stitch)<그림16>15), 공그르기(Slip stitch)<그림

17>16), 감침질(Hemming stitch)<그림18>17) 등 기본

바느질 기법을 비롯하여 이를 응용한 징금수 기법

(Couching stitch)<그림 19>18), 수직․수평뜨기(Ta-

ching stitch)<그림 20>19), 변형시침질(Basting stitch)

<그림 21>20), 상침(Stab stitch)<그림 22>21), 수직감

침(Over-swing stitch)<그림 23>22), 짜깁기(Darning

stitch)<그림 23>23)를 사용하였다.24) 수직 수평뜨기

는 유실된 부위와 보강 직물을 고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징금수 기법의 경우 열화가 심한

금번 유물의 찢어진 부분 봉합 및 경사나 위사 올을

고정시키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1) 보강 직물 고정 바느질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본격적으

로 보강 직물과 유물을 보수하기 위한 기초 공정에 해

당된다. 보강할 부분에 맞도록 재단된 직물을 유물의

경․위사 방향과 맞추어 시침핀으로 고정한 후 유물과

보강 직물의 외곽선 사방을 둘러 겉에서 0.2~0.3cm

땀이 보이도록 <그림 22>처럼 상침바느질을 응용하여

3~5cm의 넓은 간격으로 시침하듯 바느질한다.

보강할 부분과 보강 직물의 크기가 커질 경우에는

외곽 뿐 아니라 그 내부를 모눈종이처럼 가로 세로

를 일정하게 큰 간격으로 구획한 후 같은 바느질 방

법을 써서 중간 고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유물과

보강 직물이 밀착되지 못할 경우, 보강 직물이 안쪽

에서 접히거나 들뜨는 부분이 생기면서 유물에 발생

하는 하중과 보강 직물이 받는 하중 차가 발생하면

서 2차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솔기 뜯어진 부분

뜯어진 솔기를 고정하는 방법<그림 25>은 크게 두

가지로 직물의 안쪽에서 시접선과 바늘땀이 나 있는

선을 맞추어 고정한 후 바느질 하는 방법, 겉에서 시

접 접힌 선과 바늘땀 선 을 맞추어 고정한 후 공그

르기 하듯 바느질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홑옷, 겹옷이나 솜옷의 경우 안감

이 뜯어져 안쪽에서 바느질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된

다. 출토복식의 솔기를 이을 때 사용된 바느질은 솔

기의 형태에 따라 홑솔․가름솔․통솔일 경우 홈질

이나 박음질을 사용하며, 옛쌈솔․곱솔일 경우 박음

질과 감침질을 사용한다. 모든 솔기가 뜯어졌을 경우

유물 본래의 바느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나, 직물의 열화 상태에 따라 인장력이 강한 박음질

을 대신하여 홈질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두 번째 경우는 홑․겹․솜․누비옷에서 부분적으

로 시접이 뜯어진 경우에 유용하며, 시접선이 뜯어진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

에 비해 유물 시접이 접힌 선을 거의 완전하게 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

이 첫 번째 방법에 비해 더 필요한 편이다.

<그림 25>솔기 뜯어진 부분 보수:

No.144. 뒷 중심선 홈질

- 필자 촬영, 2011



服飾 第63卷 7號

- 76 -

<그림 26> 찢어지거나 유실된 부분 바느질 사례 : No. 46. 저고리

(左: 보수 전 , 中: 보수 후, 右: 바느질 부분 확대)

- 필자 촬영, 2011

<그림 27> 직조 형태 손상 부분 : No.102. 소렴금 안감 사면교직 부분

(左: 보수 전, 中: 올 바로잡기, 右: 징금수 기법을 응용한 보수 후)

- 필자 촬영, 2011

(3) 찢어지거나 유실된 부분

출토복식의 대표적인 손상 유형으로 유실되어 구

멍이 나거나 찢어진 부분은, 기본적으로 직물을 보강

하고 고정하는 바느질을 시행한 후 손상된 형태의

둘레 외곽선을 따라 세부 바느질을 하게 된다<그림

26>. 바느질은 겉으로 평균 0.3~0.4cm, 땀 0.5cm 간

격으로 경사와 위사에 수직과 수평이 되도록 보강

직물과 유물을 함께 뜨는 방법을 사용한다. 직물의

손상 상태 등 경우에 따라 땀의 길이와 간격을 짧게

하거나 길게 하여 응용할 수 있다.

(4) 직조 형태 손상 부분

출토복식의 손상 유형에는 직물의 열화 현상으로

직조 형태가 손상된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①부분적으로 경사나 위사의 일정한 결

방향으로만 연차적인 손상이 발생하거나, ②교직(交

織)의 경우 <그림 27>처럼 재질이 다른 경․위사 중

한쪽이 소실되고 다른 한쪽 부분만 남아 있는 경우,

③찢기면서 경․위사의 일부 올만 불규칙하게 뽑혀

나와 있어 이를 고정해주어야 할 경우 등이 이에 해

당된다. 국외에서는 이러한 손상 유형에 Couching

stitch 기법<그림 19>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법은 우

리나라 전통자수 중 징금수 기법과 유사한 것으로

일직선으로 길게 놓은 바늘땀의 중간 중간을 가로

질러 바느질로 고정해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갈라

지거나 찢어진 양쪽부분을 연결해야 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5) 기타 부분 바느질

밑단이나 선단과 안단 부분 등의 바느질에는 유물

에 사용된 홈질․박음질․감침질․공그르기<그림 28>

등 일반적인 바느질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

에 따라 보수할 부분의 손상 형태, 유물 본래의 바느

질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바느

질의 기본 기법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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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도련 공그르기:

No. 141. 단령 뒷길

- 필자 촬영, 2011

5. 후처리
바느질 작업이 끝나면 미쳐 펴지지 않은 구김이나

주름 부분을 펴기 위해, 혹은 유물과 보강재의 밀착

성을 높이기 위해 증류수를 스프레이로 분무하거나,

붓을 이용해 해당 부분만 도포한 후 아크릴판이나

OHP Film을 올리고 문진으로 눌러 형태를 보정해주

는 후처리 작업을 실행한다. 겹옷․솜옷이나 누비옷

의 경우 문진으로 일정 부분만 장시간 눌러줄 경우

자국이 남게 되기 때문에 수시로 누르는 위치를 이

동시켜 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Ⅴ. 결론
출토복식은 1941년 이형의 부인 동래정씨 분묘의

발굴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발굴사례부터 1970년대까지는

유물의 정리를 위해 세척을 위주로 간단한 파열을

보수하는 정도에 머물던 처리방법에서 여러 가지 시

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존처리 방법을 모색하는 것까지 발전을 거듭해왔

다. 특히, 현재 일부 기관에서 보강용 직물과 실의

사용에 있어 유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처리하는

인공 열화 시험이 이루어져 적용되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까지 시간적, 물리적 제한이 있어 차후 이 과정

의 후속 연구와 보완이 기대되고 있다.

보존처리의 양적인 측면을 보면 해를 거듭하면서

출토복식의 보수 및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기관의 수

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관련 보고서와 논문 등 많은

연구 성과가 산출되고 있으나,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관련 내용은 간략한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외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미 보수 방법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나, 국외의

사례는 유물의 종류, 재질, 손상요인 등이 우리의 상

황과 다르며, 특히 출토되는 복식의 경우 그 특수성

을 감안한 바느질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현

재 출토복식 보수에 사용되는 방법은 보수하는 기관

이나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수 방법

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정보 공유를 통

해 출토복식을 포함한 우리나라 직물 문화재에 적합

한 보수 방법에 대한 체계를 세워야 할 시기이다.

본 연구는 출토복식의 보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

로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하여 향후 출토복식 보수

를 포함한 보존처리에 참고가 되기 위한 것으로써

출토복식 뿐 아니라 직물 문화재의 보존처리에도 응

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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