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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olution for Goguryeo costume and its materials, 
colors, patterns, and accessories, which have not been dealt with in precedent studies and were 
treated as irrelevant subjects. The specific object of reconstruction with identification from the his-
torical viewpoint is noble woman's costume(Yu and Gun) on the mural paintings of Jang-Cheon 
No.1 tomb in Jip-An province.

As above, the reconstruction process of Yu(Jacket) and Gun(Skirt) worn by noble woman as de-
picted on the mural painting of the Baek-Hee-Gi-Ak-Do(百戱伎樂圖) in Jang-Cheon No.1 ancient 
tomb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consideration was how to represent 
and exhibit it so that it resembles the mural painting as closely as possible. And the problems 
that arose at the time were the ratio and silhouette, which revealed disparities between the one 
on the mural painting and the costumes reproduced with identification from a historical 
viewpoint. 

The most difficult aspect of this work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actual mural paintings were 
not available for verification. Therefore accuracy on details such as structure, materials, colors, 
patterns and accessory were difficult to obtain. So a further analysis of patterns, silhouettes, mate-
rials and colors are required for the precise representation of costume and dress on the mural 
painting. 

Key words: Goguryeo(고구려), Gun(裙, 치마), historical reconstruction costume(고증재현 복식), 
Jang-Cheon No.1 tomb(장천1호분), Yu(襦, 저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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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장르가 재조명되고 있다. 더불어 영화, TV드라마, 뮤

지컬 등의 무대의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확대되

고 있으며, 복고풍이나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트렌드

도 끊임없이 유행하고 있어 전통복식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소스의 개발이 심도 있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구려 여자복식의 고증재현으로, 그

구체적인 대상은 집안지방 장천1호분의 백희기악도

(百戱伎樂圖)에서 고구려인들의 문화를 생생하게 보

여주는 귀부인1)의 복식으로, 피견(披肩)형의 어깨장

식과 선(襈) 장식이 있는 좌임의 유(襦)와 주름치마

형태의 군(裙)이다. 연구내용은 고구려 복식과 관련

된 선행연구 자료의 고찰을 통하여 고구려의 유와

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고증재현 과정의

논의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재현의 제 과정에 따른

유와 군의 치수설정, 직물의 선정, 염색방법과 봉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완성된 복식은 학회

전시회를 통하여 발표하였고2), 이후 재현물의 착용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고증, 복제, 재현의 방법을 통한

복식사의 연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 고증(historical research)의 사전적 의미는 옛 문

헌이나 유물에 기초하여 증거를 찾아 밝히는 것3)으

로, 사학, 건축, 문헌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

고 있다. 복제(reproduction, replication)는 본디의 것

과 똑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 또는 제작된 것 자체4)

라는 의미를 가지며, 복식유물의 복제는 목적에 따라

복원복제(Restoral Replication)5)와 현상복제(Current

Replication)6)로 구분할 수 있다.7) 재현(reproduc-

tion)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 또는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것8)이며, 일

반적으로 인간이 관찰하는 외부의 세계에 어떠한 사

물이나 현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을

거쳐 다시 나타내어지는 것9)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고증 방법과 현재 유물의 상

태와 흡사하도록 재현하는 현상복제의 성격을 가지

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고구려복식에 대한 기초적

인 이해를 분명히 하고, 유물이 남아 있지 않은 고구

려복식을 가시화한 여러 발표들에서 야기된 고구려

복식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하여 함께 규명하고자 한

다. 고구려 벽화를 통하여 본 복식구조는 고대 한국

인의 글로벌 프라이드10)를 보여주는 활동적인 생활

양식의 표현으로, 현재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

뀌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중국의 동북공정프로젝

트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독자성을 규명하는 복식단

서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Ⅱ. 선행 연구 고찰
현재까지 복식사 분야에서는 고증을 통한 복원복

제와 재현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동

안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양의 기록과 유물

자료가 남아있는 조선시대 복식의 고증과 재현11)에

관한 연구가 우세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삼국 및 고

려시대 복식12)에 관한 연구로 다양화되었으며, 그 범

위도 무대의상, 인형 복식13)등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중 고구려 복식을

주제로 한 연구와 가시화된 작품들14)을 중심으로 고

증재현과정 및 결과물을 분석하였고, 성별, 신분, 고

분별로 재현의 대상이 된 인물 수를 정리하였다<표

1>. 각 고분별 특징을 살펴보면, 안악3호분, 무용총,

오회분4호묘 벽화에 나타난 인물들이 재현의 대상으

로 다수 보이고 있다. 안악3호분의 경우, 묘주와 묘

주 부인뿐만 아니라 행렬도에 나타난 군인들, 춤추는

인물 등이 그 대상이었고, 무용총은 무용도의 춤추는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성별과 신분에서 나타

난 특징은 일반서민층의 복식에 비해 묘주 혹은 귀

족층의 복식이 재현되었으며, 오회분4호묘의 경우,

다양한 신들의 복식이 재현되었다.

또한 고증재현 작업 시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점이

몇 가지 제기되었다. 우선 고구려 복식은 대부분 벽화

에 묘사된 것을 재현하게 되는데, 이때의 자료가 실물

이 아닌 회화이기 때문에 그 표현방식에 따라 실제

형태의 왜곡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른

형태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15) 이는 곧 복식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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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역
고분

남 여
합계

상류층 서민층 특수계층 상류층 서민층 특수계층

집안권

무용총 4 - 2 - - 4 10

각저총 2 - - 1 - - 3

삼실총 1 2 1 2 - - 6

장천1호분 1 2 1 2 1 - 7

오회분4호 1 - 7 - - - 8

오회분5호 - - 2 - - - 2

평양권

안악3호분 3 - 6 4 3 3 19

수산리고분 2 1 - 3 1 - 7

쌍영총 2 - 1 4 1 - 8

덕흥리고분 3 2 - 3 - - 8

감신총 - - - - 1 - 1

대안리고분 2 - - - - - 2

약수리고분 - 1 - - - - 1

송죽리고분 - 1 - - - - 1

개마총 - 1 - - - - 1

합 계 21 10 20 19 7 7 84

<표 1> 고구려 고분벽화 고증재현복식 대상의 분류

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결국 정확하지 않은 착

용법으로 미완성적인 재현의 결과물이 보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남자 포(袍)의 표현에 있어, 기본적

으로 전개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고,

관두형으로 제작하는 것은 형태의 왜곡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작과정에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색채와 문양, 비슷한 실루엣과 태를 나타낼 수 있는

소재 선택, 전체적인 상의와 하의의 비례 문제 등이

나타났다. 특히 문양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점문양을 왜곡시킨 기하학적인 문양

으로 표현하는 등의 문제도 파악되었다. 따라서 상의

의 경우 깃의 형태와 여밈의 방향에 관한 고찰이 필

요하며, 주름치마 혹은 색동치마인 군의 경우, 각 폭

의 연결방법과 착용 실루엣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요구된다.

Ⅲ. 장천1호분 귀부인 복식의 고찰
장천1호분은 5세기 후반에 형성된 전형적인 두방

무덤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벽화내용을 통하여 고구

려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 신앙생활을 생명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장천1호분 벽화에 나타난 큰 특징은

당시 고구려가 중국의 남북조뿐만 아니라 중앙아시

아 지역으로부터 불교문화 및 관련된 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벽화의

제재 및 표현 기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16)

또한 실내와 야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음악과 무용,

씨름, 교예, 사냥 등의 당시 풍속을 매우 자세히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고증재현 대상은 백희기악도의 귀부인

복식으로, 좌임의 유와 허리선에서 밑단까지 주름이

잡힌 군이다<그림 1>17).

기본적으로 고구려 복식은 상유하고제(上襦下袴

制)로서 북방형 기본스타일 범주에 속한다. 여자는

상의로 유를 착용하고, 하의에는 고(袴)를 기본으로

위에 의례용 군을 입기도 하였다.

귀부인이 착용하고 있는 상의 형태는 길이가 긴

좌임의 장유(長襦)이다. 이러한 장유는 포로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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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천1호분의 百戱伎樂圖

-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Ⅱ, pp. 16-17.

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일한 벽화장면 상에서 바지를

착용한 인물은 단유(短襦)를 입고, 치마를 착용한 인

물은 장유를 입은 사례가 종종 확인 되는 것으로 보

아, 계절과 상황의 특수성에 의거한 포로 해석하기보

다는 치마와 함께 조합되는 저고리의 한 형식인 장

유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18) 또한 고구려 고분벽

화에서의 포는 발등을 덮는 긴 길이의 상․하의가

결합된 원피스 개념의 의복으로, 하체에 겉옷으로서

의 다른 의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

다.19) 따라서 귀부인의 상의는 치마와 함께 조합이

되었던 여자 전용 저고리의 한 형식인 장유로 파악

하였다. 즉 여밈은 좌임이고, 좌우 앞길을 겹쳐 대로

여미고, 가장자리에 선이 둘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어깨주변에 피견형 장식

이 있고 소매, 여밈, 도련에는 선이 이중으로 둘러져

있다.

군은 고구려시대에 주로 여인들이 착용하던 치마

를 말하며, 隨書20), 北史21), 周書22)에 의하면 모두

고구려의 치마를 ‘군’이라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 고

분벽화에 나타난 군의 종류는 크게 주름치마와 색동

치마이며, 길이가 발목보다 길며, 유와 함께 착용되

었고, 선이 둘러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귀부인

이 착용한 군은 주름치마로, 백색이나 소색을 사용하

였는데, 이는 당시 백색을 숭상하는 그들의 관습과

종교의 상관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23)

선은 의복의 여밈, 섶, 도련, 수구 등에 의복색과

다른 색의 천을 덧댄 것이다. 선은 의복의 올이 풀리

지 않도록 막고 빨리 해지지 않도록 하던 것이 점차

장식적 효과를 겸하게 되며 원시신앙의 주술적인 의

지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본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선은 귀족부터 시종에 이르기까지 곧 귀천의 구별

없이 널리 사용되었다.24) 귀부인의 유와 군에서도 물

론 선 장식이 관찰되며, 특히 유에는 이중으로 선이

덧대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귀부인의 유에 보이는 피견형 장식에 대한

논의이다. 피견은 ‘어깨에 두르는 것’을 지칭하는 일

반적인 명칭으로, 형태가 구름 모양류의 것은 운견

(雲肩)이라고 한다. 피견에 대한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중국에서는 이미 오대 이전에 주로 무녀

(舞女)들이 착용하고 있었고, 오대 이후 시기에는 남

녀 모두 착용하였다. 피견은 장식뿐만 아니라 깃 주

변이 모발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고, 세탁에도

편리한 실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피견형

장식은 고구려 고분벽화 중 특히 장천1호분에서 관

찰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백희기악도의 귀부인뿐

만 아니라 불공도에서 불공을 드리는 주인공의 부인

의 유에서도 같은 형태의 피견형 장식이 보인다. 주

변 북방지역의 복식에서 나타나는 피견형 장식을 통

하여 추론하면, 목과 어깨부분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

하던 덮개형 숄류의 분리형에서, 이후 어깨 바대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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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형으로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깨선에는 현대의 요크와 같

은 바대장식이 있다’25), ‘높은 신분의 부인들이 방한

용 또는 장식용으로 현대의 스카프처럼 사용한 것으

로 보인다’26)고도 언급하였다.

Ⅳ. 복식의 재현 과정
고증 재현 대상은 장천1호분의 백희기악도 중 시

종의 안내를 받으며 나들이를 가는 귀부인의 복식이

다<그림 1>. 그 이유는 집안지역의 벽화는 보다 고구

려의 고유성을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며27) 고구려

벽화들 가운데에서 인물 풍속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장천1호분의 귀부인을 선정하게 되었

다. 귀부인이 착용한 복식형태는 집안 지역의 가장

전형적인 여자 복식이라 할 수 있으며, 재현을 통해

실제 형태 및 디테일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즉 유의 피견형 장식, 규칙적인 치마 주름의 제작 및

착용 실루엣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절실하기 때문

이다.

실물벽화를 직접 접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현 이미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우선 도록

자료를 섭렵하였다. 고분벽화 관련 다큐멘터리28)와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고 출간된 고구려 고분벽화도록

중 인쇄상태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아 2종29)을 선택

하였다. 2종에 보이는 장천1호분 귀부인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치수와 제도, 색채와 실루엣, 그리고 형태

분석에 용이한 이미지를 선택하여 활용하였다.30)

일반적으로 복식의 재현은 치수, 소재, 색채 등을

설정하고 제도와 마름질, 봉제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다. 본 재현의 실제는 치수설정과 제도 후에, 벽화와

유사한 실루엣과 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소재를 선택

하였다. 천연염색을 통해 색채를 표현하였고, 마름질,

봉제, 가봉을 거쳐서 완성하였다. 유는 기존의 고려

대학교 박물관에 전시했던 무용총 무용도에서 춤추

는 사람들의 장유를 제작하는 방법31)을 참고하였고,

군은 소재의 특성을 통해 벽화와 유사한 실루엣으로

유와 마찬가지로 손바느질 기법을 활용하였다.

1. 치수와 제도
1) 장유

귀부인이 착용하고 있는 좌임의 유는 앞길과 뒷길,

소매, 무로 구성하였으며, 피견형 장식과 여밈, 도련,

수구의 이중선이 특징적이다.

먼저 치수설정을 위하여 당시 고구려인 혹은 주변

민족과 관련하여 보고된 신체 치수를 살펴보았다. 고

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인골에 대한 자료들32)을 살펴

보면, 안악 3호분에서 2개체,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무덤에서 20개체, 대동군 덕화리 무덤에서 5~6개체

가 발견되었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고구려인의 평균

신장을 추정하면 165cm정도가 된다. 또한 주변의 백

제에서 출토된 여자 인골들의 자료에 의하면, 20~30

세의 여자 평균 신장은 165~170cm정도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33)

이에 따라 귀부인의 연령을 20~30세로 추정하고,

실제 모형전시를 위하여 벽화이미지와 유사한 실루

엣과 비율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마네킹의 신장을

165~170cm로 설정하였다. 또한 벽화이미지를 확대

복사하여 전체 165cm를 기준으로 유 길이를 120cm

로 하였고, 벽화의 이미지를 기초로 각각의 비율을

계산하여 선의 위치와 길이, 각 구성 부분의 치수를

설정하였다. 즉 화장 110.5cm, 진동 29cm, 품 56cm,

소매 82.5cm, 무길이 84cm, 무나비 24cm로 각 부분

별 치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매선단은 적색 2.5cm,

흑색 8cm로, 중간 장식 선은 6cm, 도련선은 각 색채

별로 적색 3cm, 흑색 8cm로 설정하였다. 여밈선은

각각 적색 2.5cm 흑색 7cm이고, 대는 6×250cm로 하

였다<그림 2>, <표 2>.

한편 유의 구조에 있어서 옆선부분의 무는 벽화에

서는 가려지거나 생략되어 파악하기 어려우나, 착용

상태와 실루엣을 살펴볼 때 옆선이 허리선 이하는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선으로

확장되는 형태로 제도하였다. 또한 풍성한 주름치마

위에 착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옆선의 퍼짐 분량을

충분히 설정하였다. 이 때 당시 직물의 폭으로는 전

체 길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삼각형 무를 대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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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별 치수(cm)

뒷길이 120 화장 110.5

고대 18.5 진동 29

품 56 소매길이 82.5

무
길이 84

대
길이 250

나비 24 나비 6

밑단나비(1/2) 35

선

소매 - 적 2.5×58

선

소매-검 8×58 중간 - 검 250×6

도련-적 300×3 도련 - 검 300×8

앞여밈-적 260×2.5 앞여밈 - 검 300×7

<표 2> 장유의 치수

<그림 2> 장유의 도식화

고대 복식의 피견형 장식에 대한 제작 방법은 명

확하게 제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북방유목민족 복

식의 피견형 장식의 형태와 포의 바대 제작법을 토

대로 패턴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한 패턴은 어

깨바대의 확장형으로 어깨쪽 부분은 둥근 타원형으

로 하고 가운데 T자 형의 고대와 앞트임을 주었다.

전체적인 치수는 전체길이 35cm, 뒤품 52cm, 뒷길이

14cm이고, 앞품 58.5cm, 앞길이 21cm로 설정하였다.

또한 흑색 피견을 둘러싸고 있는 적색 선은 나비

3.5cm로 하였다<표 3>.

각 부분별 치수(cm)

뒤품 52 앞품 58.5

전체길이 35 뒷길이 14

앞길이 21 선 나비 3.5

<표 3> 피견의 치수

2) 군

귀부인이 착용하고 있는 군은 밑단의 선, 치마의

폭, 허리말기로 구성되었으며, 치마 폭 부분의 색채는

소색, 선의 색채는 흑색이다. 장유와 마찬가지로 전체

길이 165cm를 기준으로 하여 선을 포함한 군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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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105cm로 설정하였다. 치마의 폭 부분은 33cm

나비의 모시 20장을 연결하여 전체 약 640cm의 치마

를 만든 후 주름을 잡았다. 각 구성부분의 설정된 치

수와 도식화는 다음과 같다<그림 3>,<표 4>. 각 부분

별 치수를 살펴보면, 길이는 105cm, 주름을 잡기 전

의 전체 길이는 약 640cm이고, 허리말기는 180×5cm

로, 밑단선의 나비는 9cm로 설정하였다. 주름의 분량

은 겉주름은 1cm, 안주름은 6cm로 하였다.

<그림 3> 군의 도식화

각 부분별 치수(cm)

치마길이 105 폭 (전체) 640

허리

말기

길이 180
주

름

겉 1

안 6

나비 5 선
길이 640

나비 9

<표 4> 군의 치수

2. 소재 선택과 염색
1) 소재 선택

소재는 당시 문헌사료와 선행연구35) 등을 근거로

명주와 모시로 설정하였다. 근래 생산되는 명주와 모

시는 다양한 나비로 생산되기 때문에 당시에 사용된

옷감의 폭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

로 평면구성에서 패턴의 배치는 직물의 나비를 필요

한 치수 범위에서 전체 폭을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

서 의복의 각 구성 부분의 치수를 고려하여 각 직물

의 폭을 설정하였다.36)

일반적으로 명주(明紬, Silk)는 평직의 견직물을

말하며, 삼국시대에는 ‘주(紬)’로 명명되었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되었으나, 근대 이후에

‘명주’로 통합되었다. 고구려 시기에도 양잠을 권장하

고 견직물을 생산하였으며, 각종 견직물을 사용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7) 따라서 귀부인의 복식에

는 특별한 문양이나 색채의 관찰이 어려워 견직물인

명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추정하였다. 명주는 유와 선

의 제작에 사용하였고, 유 제작에 사용된 명주는 나

비 38cm의 경위사 밀도는 48×87/inch, 선에 사용한

명주는 나비 38cm의 경위사 밀도는 52×102/inch이

다. 모시(苧麻, Ramie)는 흔히 여름철 옷감으로 사용

된 소재로, 고구려에서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집

안현 고분에서 붉은 색으로 염색된 섬세한 삼베가

출토되었고38), 비슷한 시기에 신라에서 삼십승저삼단

(三十升紵衫段)을 당나라에 보낸 기록39)이 있다. 또

한 모시는 소재의 특성이 빳빳한 주름의 효과를 극

대화시키고, 착용 시에 곧은 느낌으로 벌어진 실루엣

을 살리는 데에 유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군의

소재로 선택하였다. 선은 유와 마찬가지로 명주를 사

용하였다. 군에 사용한 모시는 나비 33cm의 경위사

밀도는 64×68/inch이고, 홑으로 제작하였다.

한편 유는 겹으로 제작하였는데, 이는 고구려가

한반도 북쪽에 위치했던 지리적 배경과 하습동건(夏

濕冬乾)이라는 대륙성 기후에 따라, 신분이 높을수록

겹으로 된 의복을 착용했을 것이라 예상되었기 때문

이다. 또한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의복 중 파지리크

(Pazyryk) 2호분에서 출토된 카프탄은 안감으로 작

은 펠트 여러 조각이 박음질되어 있다는 기록40)을

통해 추운 지방에서는 안감을 넣은 겹옷을 착용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안감에 사용된

소재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나 언급은 없으나, 본 연

구에서는 안감으로 산퉁실크와 유사한 감촉의 합성

섬유 소재를 사용하였다.

2) 염색

일반적으로 고분벽화가 제작될 때는 갈색을 기본

적인 색채로 사용하며, 흑색, 황색, 자색, 녹색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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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명 소색 적색 흑색 갈색

컬러칩

염색 결과물

값 R:206 G:187 B:144 R:136 G:27 B:32 R:34 G:32 B:29 R:176 G:126 B:92

사용부분 군 유-이중선 유-이중선, 중간선 군-선 유

<표 5> 부분별 색채

선적으로 더해진다. 갈색과 자색은 벽사와 재생이라

는 장례의 기본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는 색채라 할

수 있다고 한다.41) 벽화의 기본적인 색채가 갈색이라

는 점은 고구려 초기 벽화 제작에서 사용된 안료가

갈색계통의 안정된 색감이 주류를 이루는 특징을 가

진다는 점42)과 바탕 회벽 제작시에 회반죽과 붉은

점토를 재료로 사용하고43) 여기에 흙빛의 토양색이

더해져 나타난 색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의복의 색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용도록44) 이미지 색채를 인지색으로 확인

하였다. 색채 조사는 PANTONE Solid Chip Coated

를 사용하여 각 색채의 고유번호를 찾아 색채 계열

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도록을 통한 색

채측정은 인쇄방법, 잉크, 종이에 따른 인쇄 상태에

따라 색채의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는 한계점은 나타

날 수밖에 없다.45) 또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

상복제는 변화된 현재 상태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

기 때문에, 현 벽화 이미지 상태와 가장 근접한 색채

를 찾고자 하였다. 각 의복 종류에 따른 색채와 염색

결과물은 <표 5>와 같다. 군에 사용하는 소색은

PANTONE 7502C, 유의 이중선에 사용하는 적색은

PANTONE 1815C, 유의 이중선과 군의 선에 사용하

는 흑색은 PANTONE Process 419C, 유의 길, 소매

부분의 갈색은 PANTONE 4645C로 조사되었다. 또

한 인지색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물과 유사한 색채를

만들기 위하여 실제 소재를 가지고 여러 번의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염색에 필요한 준비물은 색채별 염료, 매염제, 스테

인리스 통, 플라스틱 통, 온도계, 핀셋, 가열기구, 거름

망, 메스실린더, 고무장갑 등이다. 사용한 색채별 염료

는 각각 정향, 소목, 울금 및 양파이고, 매염제는 탄산

칼륨(K2CO3), 백반(AlK(SO4)2), 황산제1철(FeSO4),

수산화나트륨(NaOH)이다.

염색과정은 후처리시의 가공제와 불순물을 제거하

여 얼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련하였다. 각

색채별 본 염색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소색은 정향과

직물무게의 5% 탄산칼륨 용액을 사용했다. 정향

600g을 2회에 걸쳐 추출액을 만들고, 정련한 모시 원

단을 50~60℃정도가 되는 염액에 약 15분간 염색하

였다. 수세 한 후 40℃의 매염제에 15분간 매염하여

다시 수세하였다. 이 과정을 한번 반복한 후 그늘에

서 건조하였다<그림 4>,<그림 5>.

두 번째로 적색은 먼저 울금 염색을 한 후 소목

염색을 하는 복합염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염제는

백반으로, 직물무게의 10% 용액을 사용했다. 정련된

명주를 60℃의 울금 염액에 약 10분 동안 염색한 후,

수세하고, 소목 염액에 10분간 염색한 후 2~3회 수

세하였다. 염색 후 40℃의 매염제를 넣은 용액에 15

분 매염하고, 수세 후 60℃이상인 소목 염액에서 45

분간 한 번 더 염색하였다.

다음으로 흑색은 소목을 반복 염색한 후 매염제로

철을 사용하였다. 소목 1차 추출액을 50℃이상의 온

도를 유지하면서 정련된 명주 원단을 20분간 염색하

였다. 수세 후 직물무게의 10%의 철 용액에 15분간

매염한 후 10회 이상 수세하였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여 각 염액과 매염액의 침지시간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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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염색하기

- 본인촬영

<그림 5> 그늘에서 건조하기

- 본인촬영

<그림 6> 원단의 후처리

- 본인촬영

하였다. 마지막 수세 후 soaping을 하여 철의 금속성

과 좋지 않은 냄새를 제거하였다. soaping은 모노겐

(monogen-G)46) 100g 정도를 물에 넣어 비눗물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원단을 살짝 담갔다가 빼내어

비눗기가 사라질 때까지 수세한 후 그늘에서 건조하

였다.

일반적으로 갈색의 염재는 소목과 양파 등이 있으

며,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색채의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테스트를 통하여 소목과 양파의 염

색을 함께 하는 복합염의 방법으로 하고, 수산화나트

륨을 매염제로 사용하였다. 약 400g 정도의 양파 외

피로 만든 추출물을 만들고 진한 염액을 얻기 위해

빙초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과식초 500ML를 첨

가하였다. 양파 염액으로 1차 15분 염색 후 수세하여,

직물무게의 10%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매염하였다.

양파 염색이 끝난 직물을 소목 염액에서 20분 동안

염색하고 매염하였다. 본 작업에서는 원하는 색채가

나올 때까지 같은 과정을 반복해 주었으며, 양파와

소목염색을 2회씩 번갈아하였다.

푸새는 원단에 풀을 먹이는 작업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쌀풀, 밀가루풀 등의 전분풀을 주로 쓰며,

본 작업에서는 쌀풀을 사용하였다. 덩어리가 없도록

만든 쌀풀 물에 완전 건조가 되기 전에 염색된 직물

을 넣고 주무른 다음 보자기에 말아 물기를 제거하

였다. 염색 직물을 잘 펴서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그늘에서 건조하였다. 눅눅할 정도로 반 건

조된 원단을 경사 위사가 곧도록 정리하여, 홍두깨에

말아 다듬은 다음 경사방향과 위사방향을 차례로 다

린 후, 옷감의 겉이 안쪽으로 가도록 둥글게 말아 마

무리하였다<그림 6>.

3. 제작
1) 마름질

본 봉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복제작에서의 오차

를 줄이기 위하여 광목으로 샘플을 테스트한 후 본

제작에 들어갔다. 이후 4가지 색채의 원단을 마름질

하였다.

먼저 군은 33cm의 모시 전체 나비를 사용하였고,

완성된 길이를 105cm로 하였다. 양쪽 시접분량은

0.5cm를 포함하여 108×33cm 크기의 직사각형을 총

20장을 재단하였다. 허리 말기는 완성된 크기가 180×

5cm가 되도록 시접분량을 염두에 두고 183×13cm로

재단하였다<그림 7>.

유는 가봉 작업을 기초로 하여 앞길과 뒷길 좌우

를 각각 길이 250cm, 나비는 약 38cm로 각각 재단

하였다. 소매는 전체 나비 38cm에서 양쪽의 시접 분

1cm씩을 뺀 36cm, 진동은 29cm로, 전체 58cm로 마

름질하였다. 무는 앞길과 뒷길 좌우 양 옆에 하나씩

연결해 주는데, 길이는 84cm, 나비는 24cm의 직각 삼

각형으로 식서방향에 주의하여 재단하였다<그림 8>.

선은 연결되는 위치에 따라 바이어스와 직선재단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밈과 도련, 중간 장식 선들은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부착이 될 수 있도

록 하였다. 길 부분의 허리선과 도련선 중간 장식 선

은 250×6cm 크기로, 시접분량은 각각 1cm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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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군 마름질

<그림 8> 유 마름질 <그림 9> 피견 마름질

바이어스로 재단하였다. 이중으로 부착되는 도련선의

경우, 적색선은 3cm, 흑색선은 8cm로, 시접분량은

각각 1cm를 주고 넉넉하게 300cm로 재단하였다. 여

밈선 부분의 적색선은 260×2.5cm, 시접분량은 각각

1cm로 재단하고, 흑색선은 300×7cm로 재단하였다.

소매 끝동, 군의 밑단에 연결되는 선은 직선 재단하

였다. 소매 끝동의 선은 4.5×60cm의 적색선과 10×

60cm의 흑색선 두 개를 준비하였다. 군의 밑단 선은

20×650cm로 재단하였다.

피견 장식의 패턴 제작은 바대를 제작하는 방법을

참고로 하였다.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가봉하여 확인

하였고, 명주의 전체 나비 38cm를 활용하여 <그림

9>와 같이 마름질 하였다. 시접은 1.5cm로 하였다.

흑색 피견을 둘러싸는 적색선은 나비 3.5cm가 되도

록 바이어스로 재단하였다.

2) 봉제

(1) 유

장천1호분 귀부인 유의 봉제 방법과 순서는 구체

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부분 홈질하였다. 즉 겉감의

경우 등솔→진동→무→중간선과 도련선 붙이기→피

견 부착→ 선→배래→옆선 잇기로 진행하였다. 안감

도 같은 순서로 바느질하여 안감을 겉감에 끼워 넣

는 순서로 마지막 안팎을 붙여 마무리하였다.

먼저 등솔은 고대에서 도련 쪽으로 0.3cm 간격으

로 홈질한 후, 시접은 1.5cm로 착용 시에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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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길과 소매 연결

- 본인촬영

<그림 11> 유의 중간 장식선 부착

- 본인촬영

가도록 꺾어주었다. 소매는 재단해 놓은 길이 60cm,

나비 38cm의 명주 원단 두 장을 연결하고, 끝동 쪽

의 적색 선과 검정 선을 0.3cm간격의 홈질로 부착하

였다. 진동은 어깨끝점을 맞추어 0.3cm 간격의 홈질

로 연결하였다<그림 10>. 무는 식서 방향을 잘 맞추

어서 앞길 양 옆과 뒷길 양 옆에 각각 붙인다. 같은

방법과 순서로 안감도 제작하였다. 4개의 무를 연결

한 후 소매 배래, 옆선을 홈질하고, 전체적인 유의

모양을 확인하고, 선을 연결하였다. 허리와 도련 사

이의 중간 장식선은 비율에 맞는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0.3cm간격의 홈질과 공그르기로 부착하였

다<그림 11>. 도련선은 이중선으로, 두 가지 색의 선

을 홈질로 연결한 후 길의 겉감에 정확한 위치를 표

시하여 홈질로 연결하였다. 도련선은 우선 겉감에만

부착하고 안팎 연결 시에 안감 도련 부분까지 감싼

상태로 안쪽에서 공그르기로 마무리 하였다. 고대점

이나 진동선 등의 각 기준점을 정확히 맞추어 안팎

을 연결하고 수구 부분도 홈질하여 연결하였다.

피견형 장식은 우선 흑색 명주로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주고, 둘레를 적색 선으로 둘러주었다. 피견

은 선을 먼저 붙이고 착용 시의 형태와 비례, 모양

등을 고려하여 전체 모양이 갖추어진 유의 어깨부분

에 붙이는 위치를 결정하여 시침질로 고정한 후,

0.1~0.2cm 간격의 고운 공그르기로 바느질하였다.

선은 도련까지 연결된 이중선의 형태로, 먼저 흑

색 선을 달기 전에 폭 2.5cm로 적색 선을 앞길 위치

에 고정시켰다. 고정된 적색 선을 홈질로 길에 연결

한 후 검정 선을 적색 선과 0.2cm 홈질로 연결하였

다. 특히 고대부분에서 적색 선이 자연스럽게 넘어가

지 않으므로 따로 고대 크기의 선나비로 재단하여

공그르기로 연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의 안단 처리

는 역시 공그르기로 하였고, 모서리부분은 고운 감침

질로 마무리하였다.

(2) 군

군은 오늘날의 한복 치마와는 다른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분벽화의 형태와 실루엣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먼저 108cm로 자른 20장의 모시 원단들을 각각

0.3cm로 홈질하여 연결하고, 시접은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꺾었다. 주름의 양은 겉주름은 1cm, 안주름

은 6cm로 하였고, 특히 모시의 굵은 올을 따라 주름

을 잡도록 주의하였다. 20장의 원단을 주름을 잡아가

면서 모두 연결한 후, 밑단에 선을 달았다. 이때 선

은 세로길이 9cm로 완성될 수 있도록 겉감 쪽에서

고운 홈질하고, 안감 쪽에서는 공그르기로 연결하였

다. 허리말기는 완성된 모양이 가로 180cm, 세로

5cm가 되도록 하였으며, 치마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이를 지탱할 수 있는 허리붙이기 바느질 방법이 요

구되어, 겉감 쪽에서 박음질로 고정하고, 안감 쪽은

공그르기 하였다. 플리츠 주름이 완성된 후 풀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침으로 고정하였다<그림 12>.

군의 제작에서 논의되는 것은 ‘주름치마의 주름잡

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주름치마가 보편화

된 만큼 치마의 주름을 만드는 방법도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러한 주름치마는 주름선을 바느질 하거나 직물에 풀

을 먹인 후 주름을 잡아 고정하고, 열을 가하는 방법

과 주름선이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첨가물질을 사

용할 가능성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의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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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군의 주름

시침고정

- 본인촬영

<그림 13> 2차 유와 군의

착용모습

- 본인촬영

있다. 또한 군의 주름이 많을수록 장천1호분 귀부인

의 것과 같은 피라미드라인과의 관련성이 크며, 신분

이 높을수록 주름이 많고 피라미드라인 실루엣의 주

름치마를 이용했다고 한다.4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

국 소수민족 중 묘족(苗族)의 주름치마 제작법을 주

목하여, 묘족여인들의 전통적인 주름치마 제작 방식

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름을 손으로 직접 꺾어 만든

후, 열과 압력을 가해 고정시켰을 것으로 추정하였

다.48) 또한 주름 제작방식을 통한 피라미드 실루엣의

구현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잉판(营盘, Yingpan) 15호

묘 출토 바지를 통해 그 방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잉판 15호묘 출토 바지는 남자의 바지이기는

하나, 허리에서 밑단까지 고운 주름이 규칙적으로 잡

혀있다. 이 주름은 겉주름보다 속주름에 훨씬 많은

분량의 주름을 준 것으로 추정되며49), 이 방식은 아

래쪽을 풍성하게 만드는 A-라인 혹은 피라미드 실루

엣을 재현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

마의 폭 부분에 충분히 풍성해질 수 있을 만큼의 원

단을 사용하고, 겉주름보다 속주름에 많은 분량의 주

름을 주는 방식으로 제작한다면, 귀부인의 군과 같은

피라미드실루엣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4. 착용 및 전시
유와 군을 완성한 후 착용테스트를 하고 전시에

참가하였다. 도록촬영에서는 키 168cm정도의 모델이

착용하였고, 전시 때에는 전체 전시환경과 조화를 이

루기 위하여 170cm의 마네킹에 착용시켰다. 착용과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어떻게 하면 벽화와

가장 비슷한 실루엣과 모습으로 표현해 내는가에 대

한 것이었다. 전체적인 유와 군의 비례와 비율을 고

려하였고, 군은 피라미드라인 실루엣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페티코트형 속옷을 착용시켰다.50) 또한 소매

안에 손을 모아 공수하고 있는 귀부인의 모습을 표

현하기 위하여 유의 소매 안쪽에서 모양을 잡아 고

정시켰다.

착용과 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벽화모습과 실

제 고증 재현한 복식의 착용 시 벽화에서 표현된 유

와 군의 비례상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1차 치

수설정 시에 제시된 내용과 고증 재현한 복식의 각

구성부분 중, 선과 선 사이, 선의 나비 등의 비율에서

철저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평면구조로서의 유

를 제작하여 입체적으로 착용 시에 감안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 이미지의 제시에

는 시간과 경제적 제한에 의해, 전시 상에서는 공간

적 제한과 세밀한 동작을 나타내는 데의 한계로 인해

벽화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2차 수정을 통하여 유와 군의 전체적인 비

율에서 나타난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163cm의 모델

에게 착용시켜 벽화와 유사한 군의 피라미드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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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고, 유의 도련선을 벽화와 유사한 이미지로

표현하여 벽화의 각 부분별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

도록 하였다<그림 13>. 이 과정에서 유의 경우 앞길

도련선의 처짐부분을 주어야 벽화상의 이미지가 그

대로 표현되며, 또한 군의 전체 폭이 100cm정도 추

가적으로 사용된다면 벽화와 같은 피라미드 실루엣

을 재현하는데 더 용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고구려 복식 재현상의 제안
본 연구는 고구려 문화의 고유성이 두드러지는 집

안지방 장천1호분의 백희기악도의 귀부인의 복식을

고증 재현하였다. 귀부인의 복식은 피견이라 지칭할

수 있는 어깨장식과 선 장식이 되어있는 좌임의 유,

흑색 선이 있는 주름치마 형태의 군이다. 선행연구

자료들을 살펴보고, 고증재현과정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점을 정리하여 보았고, 구체적인 재현과정을 제시

하였다. 특히 유의 피견형 장식, 규칙적인 치마의 착

용 및 실루엣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을 하고자 하였

다. 우선 피견형 장식은 당시의 제작 방법 및 부착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고찰이 이후 지

속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피견형 장식과 같이 그 동

안의 고구려 복식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곤(褌),

신발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대 복식의 고증재현 과정 작업을 실제로

진행해 봄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작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논점을 정리하여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은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부재 혹은 관

련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고증재현 작업이 진행되

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야기되었다.

먼저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까다로웠던 작업은

당시 사용했던 소재, 색채와 문양의 선택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필수적이며, 출토복식과 문

헌을 통한 직물의 연구가 밀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

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색채 분

석의 경우,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 기술력을 통한 지

속적인 규명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보다 정확한 고구려 색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평면의 벽화 이미지를 기초로 의복을 제작할

때의 문제점은 치수설정과 유사한 실루엣을 표현하

는데 나타났다. 평면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비례와 비

율로 치수환산을 하여 의복을 제작하여 착용하였으

나, 원본 이미지와 같은 비율과 실루엣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유사한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의 선택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군의 실루

엣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다.

유사한 실루엣을 나타내기 위하여 안주름의 분량을

많이 주었으나 벽화와 같은 A자형의 실루엣을 표현

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추후 작업에서는 밑단에 분

량을 더욱 충분히 주고, 착용 상에서 속옷의 문제 등

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대복식의 재현 작업은 앞으로도 복식사 연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복식

유물의 복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원칙 하에서의 시

행과 구체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먼저, 대상의 시대적 특징, 문헌 사료 및 회

화자료, 주변 국가 및 시대의 관련 자료들을 전체적

으로 고찰하여 정확한 내용과 특징을 파악해야 한

다.51) 그러나 대상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재현의 수위가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같

이 재현의 대상이 실물이 아닌 회화자료일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한 고증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철저한 고증작업 후에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

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상이 회화일 경우에는 그

당시의 관련 주변자료들을 통해 착용한 의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직물의 종류,

복식의 구조, 색채와 문양, 착용한 형태 및 실루엣,

상하의의 전체비례와 비율, 여밈 방향 등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현된 복식의 착용에서, 착용 방법이

정확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며, 회화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착용법을 알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작업 진행 상황 및

과정을 기술한다면, 추후 진행되는 고증재현 작업에



고구려 장천1호분 귀부인의 襦와 裙의 재현에 관한 연구

- 45 -

서 그것을 토대로 조금 더 보완, 수정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한국복식의 시대별 의복

규명과 의복 구성의 자료로도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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