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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1995, the costumes were restored in an unknown woman's tomb at the Jeonju Lee's family cemetery

in Gapyeong, Gyeonggi-Do, and there are currently nine items remaining. In this study, we first introduced

these 9 relics to academia and analyze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stumes. We also estim-

ated the time and person of burial compared with costumes unearthed from other burials. Jeogories (short

jacket) are all four items. One of these items was unusual in shape, and the upper part of the seop (gusset)

was wrinkled and shaped. This type of Jeogori appears only till the 1520s in other tombs. There are also

two skirts, one of which is characterized by a superimposed pattern. The top and bottom / middle part of

the skirt were rolled up, and the skirt, which was double-rolled up in this way, was first discovered. An

analysis of the shape of Jeogori and skirt indicated that the person buried in the Jeonju Lee's family tomb

was believed to have survived until the early 16th century. Based on these estimated periods,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genealogy of Jeonju Lee's family, it was concluded that the tomb was probably a woman

named Lee Geum Myeong (李金命) born in the mid-15C and died between the late 15C and the early 16C.

Key words: Excavated costume from the tomb, Joseon Dynasty, Jeogori (short jacket), Chima (skirt),

Jeonju Lee's family tomb; 출토복식, 조선, 저고리, 치마, 전주이씨묘

I. 서 론

1995년 3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산63번지 능

내산(陵內山) 샛골의 전주이씨 묘역을 이장 및 보수하던

중 묘주미상의 분묘에서 출토복식이 수습되었다. 유물은

발굴 당시 몇 점이 수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수습 후

덕흥군 재실(齋室)에서 일시 보관 후 다른 개인에게 양도

되었으며, 개인 보관 중 유물의 일부가 보존처리 및 보수

를 위해 모 대학 연구팀에 이관되었다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고, 나머지 유물 총 9점만 2014년 본 연구소에 보수

의뢰되었다.

연구소에서 인계할 당시 유물의 일부는 1차 세척이 실

시된 상태였고, 일부는 세척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개인에게 양도된 후 20년 동안 나무상자에 담긴 채 상

온(常溫)에서 보관된 상태였다. 따라서 본 연구소로 유물

이 인계된 후 보존처리 전문기관에서 2차에 걸쳐 유물보

수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1차는 유물 9점에 대해 기본상

태 체크 및 석션(suction), 치마 1점에 대한 물세척을 실시

하였고, 2차는 전체 유물에 대한 훈증을 실시하였다. 이

어 연구소에서 파손된 부위에 대한 유물보수를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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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유물은 오랫동안 상온에서 보관되었기 때문에 유

물을 인계받을 당시 열화가 심해 바스러지는 상태였고,

추가 작업을 진행할 경우 더욱 손상이 진행될 것으로 판

단되었다. 따라서 유물보수는 최소한의 정도에서 형태

만 잡아주고, 열화된 직물이 탈락되어 손상이 덜한 부위

까지 파손시킬 것을 염려하여 열화가 심한 부분을 덧감

으로 감싸는 임시 보수만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유물은

추후 정식 보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전주이씨 묘역 출

토유물을 보고하고, 그 형태적 특징과 함께 시기 및 묘

주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물 9점의 종류와 상태 등 기본정보를 정리

하고, 형태 및 치수 설명과 함께 도식화를 제시하며, 충

전재 및 직물을 분석한다. 이어 다른 출토복식과의 비교

를 통해 본 유물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

으로 시기와 함께 묘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서도 의

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유물의 기본정보

1. 보수 전 상태

연구소에 인계된 유물은 저고리 4점, 치마 2점, 이불

1점, 구의(柩衣) 1점, 명정(銘旌) 1점 등 총 9점이다. 인계

당시 유물은 종이로 싸여 있었고, 겉에 임시 번호가 적

혀있었다. 이중 저고리는 일련번호가 1, 3, 4, 5로 되어

있어, 본래 더 많은 저고리가 수습되었고 그 중 4점만

남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저고리는 모두 솜저고리이다.

저고리1은 오른쪽 어깨와 소매의 손상이 심하다. 겉감

이 검은색에 가깝게 변해있는데, 보수 시 장갑 끝에 계속

해서 푸른색이 물드는 것으로 보아 쪽염색을 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안감은 조금 밝은 빛을 띈다. 짧은 겉고름

이 2짝 모두 남아있고, 안고름은 없다. 겉깃 끝과 겉섶

끝에 각각 실꼬리가 달려있다.

저고리3은 겉감 뒷길 도련 쪽과 안감 깃부분의 손상

이 심하다. 겉깃 끝에 짧은 겉고름이 온전히 달려있고,

안깃 끝의 겉고름은 머리부분만 남기고 잘린 상태이다.

저고리4는 겉감의 겉길은 파손 정도가 거의 완전한

형태이나 곳곳에 열화가 진행되고 있고 안길은 찢어진

부분이 있다. 뒷길 오른쪽은 파손이 매우 심하다. 안감은

전체적으로 열화와 함께 파손이 심한 상태로, 솜과 한지

가 모두 드러나고 일부 상실된 부분이 있다. 겉깃과 안

깃의 목부분도 파손이 심하다. 짧은 겉고름이 2짝 모두

남아있고, 안고름은 없다. 겉깃 끝과 겉섶 끝에 각각 실

꼬리가 달려있다.

저고리5는 겉과 안이 뒤집어진 상태로 출토되어 현재

같은 상태로 보관중이다. 뒤집었기 때문에 속으로 들어

가 있는 겉감 쪽에 오구가 심하게 남아있다. 고름은 안길

쪽의 겉고름만 남아있다. 유교식 상장례 예법을 기록한

『예서』에서 염의(斂衣)나 보공의(補空衣)는 겉과 안을 뒤

집어 놓는 ‘전(顛)’의 방식과 위아래를 거꾸로 놓는 ‘도

(倒)’의 방식으로 해도 괜찮다고 명시한다. 예를 들어, 이

재(李縡)의『사례편람(四禮便覽)』권3「상례(喪禮)」1 ‘소

렴(小斂)’ 조항에서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진

설한다.【여러 도구:……산의인데, 포오 ·여러 상의와 바

지 종류와 같은 것이며, 안팎을 뒤집어 놓거나 거꾸로

놓아서 받치거나 감싸는데 쓰고 혹은 빈공간을 채우는

데 쓴다(執事者陳小斂衣 ·衾.【諸具:……散衣, 如袍襖 ·

雜衣 ·袴之類, 或顚或倒, 承藉掩裹, 或以補空】)”라 하였

다. 저고리5는 ‘전’의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습의(襲

衣)는 뒤집는 경우가 없으므로, 저고리는 소렴의나 대렴

의 혹은 보공의로 쓰였던 옷임을 알 수 있다.

치마는 솜치마 1점, 겹으로 된 이중거들치마 1점이다.

솜치마는 안감 좌측부분은 열화가 심하여 딱딱하고

부서지는 상태이다. 허리말기는 양쪽 끝부분을 제외하

고는 모두 소실되었고, 열화가 심하여 바스러지는 상태

이다. 겉감은 안감에 비해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안감의

산화가 심한 부분은 겉감 역시 손상이 많이 진행되었다.

주름은 허리말기가 소실되면서 펴진 상태이고, 찢어져서

파손이 심한 상태이다. 치마끈은 한쪽이 고의로 잘린 상

태이고, 한쪽은 온전히 남아있다.

이중거들치마는 위쪽과 아래쪽에 이중으로 거들이 잡

혀있는데, 아래쪽 거들부터 도련까지 파손이 심하다. 위

쪽 거들은 고정한 실이 끊어져서 풀어진 곳이 일부 있고,

원래 상태를 유지한 곳도 있다. 아래쪽 거들은 전체적으

로 잘 고정되어 있다. 끈은 양쪽 모두 온전히 남아있다.

이불은 겹이다. 한쪽이 파손되어 3폭만 남은 상태이

다.

구의는 홑이다. 파손이 심하나, 모서리의 각을 바느질

한 부분이 일부 남아있어 구의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명정은 홑이다. 우측 상단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남은

부분의 옷감은 열화가 진행되지 않아 상태가 양호하다.

<Fig. 1>은 이상 9점의 유물 사진, 일러스트 도식, 치수

를 정리한 것이다. 사진은 보존처리 전문기관에서 일차

보존처리를 진행한 후 보수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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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Jacket / Jeogori1 Jeogori1 illustration

② Jacket / Jeogori3 Jeogori3 illustration

The shape same with Jeogori1

③ Jacket / Jeogori4

The shape same with Jeogori1

④ Jacket / Jeogori5

Fig. 1. Excavated relics from Jeonju Lee's family tomb.

Photographed & illustrated by the author. (September 1, 2015-May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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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Skirt / Chima1 Chima1 illustration

⑥ Double-rolled up skirt / Chima2 Chima2 illustration

⑦ Futon Futon illustration

Fig. 1. Continu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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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 및 치수

1) 저고리

저고리는 모두 솜저고리이다. 충전재로는 한지와 솜

을 넣었는데, 한지를 겉감 쪽에 두고 솜을 안감 쪽에 두

었다. 저고리1과 4는 두 종류의 솜을 동시에 썼는데, 안

감 쪽에 풀솜을 얇게 두고 한지가 있는 쪽으로 약 1.0cm

정도의 목화솜을 두텁게 두었다. 즉 안쪽부터 보면 안감

-풀솜-목화솜-한지-겉감으로 이루어진다(Fig. 2).

모두 옆트임이 있고 등 길이가 긴 형태이고, 소매는 통

수(通袖)이다. 4점 중 저고리1, 4, 5의 3점은 내어달린 목

판깃에 우임(右衽)으로 여며입는 형태이다. 나머지 저고

리3은 들여달린 목판깃이고, 양쪽의 깃과 섶이 같은 맞

깃형태이며, 깃 너비만큼 조금만 우임으로 겹쳐서 여며

입는 형태이다.

(1) 저고리1

저고리1은 겉감과 안감을 견직물로 하고, 겉감과 안

감 사이에 솜과 한지를 넣은 솜장저고리이다. 뒷길이

⑧ Coffin cover / Gu-ui Coffin cover illustration

⑨ Myeong-jeong Myeong-jeong illustration

Fig. 1. Continued II.

Fig. 2. Filling of Jeogori3 (L) & Jeogori4 (R).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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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cm, 화장 88.0cm, 품(1/4) 33.0cm, 고대 20.0cm, 진

동 31.0cm, 수구 26.0cm이다. 겉깃과 안깃이 내어달린 목

판깃이고, 길 옆에 무가 달려있으며, 옆선이 32.0cm 트

여있다. 깃 끝에서 높게 올라간 지점에 목만 감쌀 정도

로 짧은 동정이 달려있고, 겉깃 끝과 안길 쪽 몸판에 좁

고 짧은 겉고름 2짝을 달았다. 목과 닿는 깃의 가장자리,

수구, 옆트임, 도련에는 0.5cm 너비에 0.1cm 간격으로

홈질로 상침을 하여 솜실을 넣은 것처럼 도톰한 모양이

되게 하였다. 바느질은 전체적으로 0.2cm 간격의 홈질이

다. 시접은 0.5~0.7cm 정도이다. 도식화 및 각 부위별 상

세치수는 <Fig. 1①>과 같다.

(2) 저고리3

저고리3은 겉감과 안감 모두 견직물이고, 솜장저고

리이다. 옆선이 트여있다. 뒷길이 76.0cm, 화장 90.0cm,

품(1/4) 32.0cm, 고대 20.0cm, 진동 29.5cm, 수구 26.0cm

이다. 이 옷의 특징은 섶에 있다. 겉섶과 안섶 모두 위쪽

에 주름을 하나씩 잡았다. 주름은 모두 안쪽 방향으로 잡

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고, 겉섶의 주름은 2.0cm 접

혀 들어가고 안섶의 주름은 5.9cm 접혀 들어갔다. 겉깃

끝에 짧은 겉고름이 달려있고, 안길 쪽의 겉고름은 안깃

모서리에 달았는데 머리부분만 남고 잘린 상태이다. 깃,

섶, 길이 양쪽이 대칭되는 완전히 같은 형태이지만, 고

름의 위치를 통해 입을 때 깃 너비만큼 혹은 깃 너비의

일부만큼 겹쳐서 실질적으로는 우임으로 착장했음을 알

수 있다. 도련, 소매 끝 등의 가장자리는 5.0cm 들어가서

석땀상침으로 겉감, 안감, 충전재를 한꺼번에 고정하였

다. 도식화 및 각 부위별 상세치수는 <Fig. 1②>와 같다.

(3) 저고리4

저고리4는 옆트임 솜장저고리이고, 겉감과 안감 모

두 견직물이다. 저고리1과 거의 같은 형태이다. 뒷길이

76.0cm, 화장 91.0cm, 품(1/4) 34.0cm, 고대 20.0cm, 진동

30.0cm, 수구 24.0cm, 깃 길이 112.0cm(겉깃 길이 45.0cm,

안깃 길이 47.0cm), 깃 너비 10.0cm, 동정 길이 47.0cm

(겉깃에서 30.0cm 올라가서 시작), 동정 너비 5.0cm, 겉

고름 길이 25.0cm에 너비 2.0cm, 겉섶 길이 안쪽 61.0cm

에 바깥쪽 36.0cm, 겉섶 너비 위쪽 17.0cm에 아래쪽

27.0cm, 안섶 길이 안쪽 47.0cm에 바깥쪽 31.0cm, 안섶

너비 위쪽 8.0cm에 아래쪽 13.5cm, 무길이 안쪽 42.5cm

에 너비 12.0cm, 트임 위치는 어깨에서 37.5cm 내려온

지점에서 시작하여 트임 길이는 31.0cm이다. 도련, 소매

끝 등의 가장자리는 5.0cm 들어가서 두땀상침으로 겉감,

안감, 충전재를 한꺼번에 고정하였다. 도식화 및 각 부

위별 상세치수는 지면의 한계로 생략하는데, 저고리1과

같은 형태이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4) 저고리5

저고리5는 옆트임 솜장저고리이고, 겉감과 안감 모두

견직물이다. 저고리1, 4와 같은 형태이다. 뒷길이 77.0cm,

화장 90.0cm, 품(1/4) 33.0cm, 고대 21.0cm, 진동 30.0cm,

수구 24.0cm, 깃 길이 111.5cm(겉깃 길이 44.5cm, 안깃

길이 46.0cm), 깃 너비 10.0cm, 동정 길이 47.5cm(겉깃에

서 29.5cm 올라가서 시작), 동정 너비 5.0cm, 겉고름 길

이 24.0cm에 너비 2.0cm(겉길 쪽 소실되고 안길 쪽만 있

음), 겉섶 길이 안쪽 61.0cm에 바깥쪽 36.0cm, 겉섶 너비

위쪽 14.0cm에 아래쪽 26.0cm, 안섶 길이 안쪽 50.0cm에

바깥쪽 31.5cm, 안섶 너비 위쪽 8.0cm에 아래쪽 13.5cm,

무길이 안쪽 42.0cm에 너비 12.0cm, 트임 위치는 어깨

에서 40.5cm 내려온 지점에서 시작하여 트임 길이는

31.5cm이다. 도련, 소매 끝 등의 가장자리는 5.0cm 들

어가서 상침으로 겉감, 안감, 충전재를 한꺼번에 고정

하였다. 도식화 및 각 부위별 상세치수는 지면의 한계

로 생략하는데, 저고리1과 같은 형태이므로 이를 참고

할 수 있다.

2) 치마

(1) 솜치마

솜치마는 겉감과 안감 모두 견직물이다. 겉감은 31.5

~33.0cm 너비 13폭, 안감은 25.0~30.0cm 너비 15폭으로,

총 너비 419.0cm이고, 치마 길이는 107.0cm이다. 말기 너

비는 9.0cm이고, 끈은 길이 78.0cm 너비 6.2cm이다. 솜

을 두텁게 두어 만들었고, 안감-한지-풀솜-목화솜-겉감

의 순서로 되어 있다. 주름은 오른쪽 방향으로 잡혀있는

데,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은 5.5cm 들어가서 첫 번

째 주름이 잡혔고 왼쪽은 9.5cm 들어가서 잡혀있어, 입

을 때 오른쪽 등에서 겉자락이 올라오는 오른자락 여밈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련에는 치마보다 짙은 색으

로 눈썹단을 댔는데, 겉감 쪽은 0.3~0.4cm 정도 너비이

고 안감 쪽은 1.0cm 너비이다. 도식화 및 각 부위별 상

세치수는 <Fig. 1⑤>와 같다.

(2) 이중거들치마

이중거들치마는 겹이고, 겉감과 안감 모두 견직물이

다. 30.0cm 너비 온폭 총 14폭으로 되어 있다. 위와 아래

에 이중으로 거들이 잡혀있어서 ‘이중거들치마’로 명명

하였고,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형태이다. 위쪽 거들은

앞쪽만 잡혀있는데,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 제3폭의

13.0cm 들어간 지점부터 제8폭 끝까지 총 156.5cm 너비

이다. 거들은 양쪽 시작부분에서 조금씩 잡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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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으로 가면서 넓어져서 최대치가 4.0cm이다. 아래쪽

거들은 전체에 같은 너비로 잡혀있는데, 부분부분 약간

의 차이가 있어 재는 위치에 따라 6.5~7.0cm 정도이다.

치마주름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은 끝까지 잡혀

있고 왼쪽은 14.0cm 들어가서 잡혀있어, 입을 때 오른쪽

등에서 겉자락이 올라오는 오른자락 여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련에는 치마보다 짙은 색으로 눈썹단을 댔는

데, 겉감 쪽은 0.3cm 정도 너비이고 안감 쪽은 1.0cm 너

비이다. 도식화 및 각 부위별 상세치수는 <Fig. 1⑥>과

같다.

3) 이불

이불은 겹이고, 겉감과 안감 모두 견직물이다. 현재

3폭만 남아있는데, 한쪽 파손된 부위에 바느질 흔적이

있어 본래는 3폭 이상의 폭으로 구성된 이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식화 및 각 부위별 상세치수는 <Fig. 1⑦>과

같다.

4) 구의(柩衣)

구의는 홑이고, 견직물이다. 머리 쪽이 넓고 발치 쪽이

좁은 상판 1장과 옆면 1장으로 되어 있다. 옆면은 사방

에 이음선이 없이 1장으로 마름질한 것으로 보인다. 도

식화 및 각 부위별 상세치수는 <Fig. 1⑧>과 같다.

5) 명정

명정은 홑이고, 견직물이다. 우측 상단 일부가 파손되

었으나, “유인전주이씨지구(孺人全州李氏之柩)”라는 글

씨가 완벽하게 남아있다. 글씨는 사방 3.0cm 정도로 아

주 작게 쓰여있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약 18.0cm

로 매우 넓다. 도식화 및 각 부위별 상세치수는 <Fig. 1

⑨>와 같다.

3. 직물

전주이씨묘 출토직물은 모두 견직물이다. 겉감은 길,

깃, 섶 등이 같은 감도 있고, 깃을 다른 감으로 쓴 경우

도 있다. 안감은 길과 소매는 굵은 실로 조금 거칠게 짠

원단을 쓰고, 섶, 깃, 무 등 겉에서 보이거나 착장하고 움

직일 때 트임이나 자락 사이로 보이는 부분은 고운 원단

을 쓴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16~17C 옆트임

장저고리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Incheon Metro-

politan City Museum, [IMCM], 2005).

조직별로 보면 평직과 수자직의 2가지 기법이 나타났

고, 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평직(平織)

평직은 경사와 위사가 번갈아 교차되는 가장 기본적

인 조직으로 전주이씨 분묘에서 조사된 평직물은 견(絹),

초(綃), 주(紬), 토주(吐紬)이다.

견은 비교적 품질이 좋은 견사로 제직하여 윤택이 나

는 직물이다. 저고리3의 고름에 사용된 견은 경사와 위

사의 굵기가 0.25×0.28mm로 거의 비슷하며 밀도도 비

슷하다. 저고리3의 동정에 사용된 옷감은 경사에 비해

위사가 약 2배 가량 굵으며 밀도는 41×26올/cm
2
 정도이

다. 이러한 유형의 직물을 조선시대에는 초(綃)로 구분

하였는데 현재는 오랜 기간 분묘에 있었던 까닭에 색상

이 갈변되었으나 동정에 사용되었으므로 본래는 흰색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紬)는 굵기가 일정치 않은 실을 사용하여 직조하여

다소 거친 느낌이 드는 견직물로 전주이씨묘 출토직물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직물이다. 저고리1의 소매 안

감에 사용된 주는 경사와 위사에 비슷한 실을 사용하였

으며 밀도도 유사하다. 그런데 저고리1의 안감에 사용된

주는 일반 견직물에 사용된 견사에 비해 0.41×0.65mm

로 굵은 편이며 경사에 비해 위사가 1.5배 이상 굵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실이 굵은 만큼 밀도는 25×14올/cm
2
로

성근편이나 촉감은 일반 주에 비해 톡톡한 편이다.

토주는 누에고치를 늘여서 만든 풀솜[眞綿]에서 자은

방적사인 주사(紬絲)로 직조한 견직물로 면주(綿紬)라

고도 한다. ‘면주’는 고대부터 사용된 용어이나 ‘토주’는

조선시대 문헌에서부터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 문

헌에 동시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조선시대에는 점차

토주로 직물명이 변화되어 면주와 토주는 성격이 다른

직물을 지칭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후대

의 명칭을 따라 토주로 명시하고자 한다.『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의 전공지(展功志)에는 “누에농가에서 고

치를 풀어 물에 헹궈 풀솜[絮]을 만드는 것을 세속에서

는 설면자(雪綿子)라고 한다. 꼬임을 주는 물레[燃綿軸]

를 사용해 솜을 당겨 실[縷]을 만들고 날실과 씨실 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짜는데 이를 토주라고 한다. 질기고

따뜻하여 값이 일반 주보다 2배이다.”라고 토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일반 명주에 비해 고급 직물이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토주는 무명과 같이 표면에 잔털이 있는

데 이것은 솜으로 만든 실로 짰기 때문이며, 무명에 비

해 질기고 윤택이 있는 직물이다.

전주이씨묘에서는 2가지 유형의 토주가 조사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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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중 한 유형은 경 ·위사에 주사를 사용한 것으로 저

고리1의 겉감과 고름, 저고리4와 5의 겉감, 그리고 솜치

마의 겉감으로 사용되었다. 다른 한 유형은 경사에는 필

라멘트사인 생사(生絲), 위사에는 주사를 사용한 것으로

저고리3의 겉감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토주의 실의 직경은 0.14~0.50mm 범위로 생사에 비해

굵은 편이며 밀도는 cm당 19~35올 정도인데 25올 내외

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ark, 2015). 저고리4

의 겉감은 토주 가운데서도 밀도가 43×32올/cm
2
로 비교

적 치밀하여 세주(細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전주이

씨묘에서 출토된 의복 6점 가운데 이중거들치마를 제

외한 5점의 겉감에 토주가 사용되고 안감으로는 일반 주

가 쓰였는데 당시 주에 비해 토주가 비싼 직물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수자직(繻子織)

수자직은 주자직(朱子織)이라고도 하는데 일순환으로

정한 크기 안에서 경사는 위사를, 위사는 경사를 한 번

에 한하여 한 올만을 엮으므로 교차점이 연속되지 않게

하는 조직이다(Han, 1991). 실이 길게 뜨므로 표면이 부

드럽고 광택이 풍부하며 매끄러운 특징이 있다. 전주이

씨묘에서 출토된 직물로는 저고리3의 깃과 명정의 2점

이 수자직으로 직조되었다(Fig. 3). 2점 모두 5매수자직

의 기법으로 직조한 운보문단(雲寶紋緞)이며 굵은 위사

를 위입하여 무늬를 표현하였다. 저고리3 깃의 운보문은

사합여의형 구름머리를 중심에 두고 꼬리가 ㄷ형태로

이어지며 방승(方勝), 여의보주(如意寶珠), 서각(犀角), 여

의운(如意雲), 전보(錢寶), 은정(銀錠)이 배치되어 있다.

단위무늬의 크기는 8.2×14.7/cm이다. 명정의 운보문은

사합여의형 구름머리에 꼬리가 상하좌우 대칭으로 이어

지고 있으며 한쪽 옆에 작은 꼬리가 달려있다. 구름 사

이에는 은정, 서각, 여의보주, 보주, 진주, 전보, 서보, 산

호의 8종류 보문을 시문하였다. 단위무늬의 크기는 10.8

×16.5/cm로 저고리3의 깃보다 무늬가 크다.

전주이씨묘에서 출토된 각 복식별로 사용된 직물은

<Table 1>과 같다.

III. 유물의 형태적 특징 분석 및

묘주 추정

1. 형태 분석

본 분묘에서 수습된 9점의 유물 중 형태적 특징을 보

이는 것으로는 저고리와 치마가 있다. 아래에서는 저고

리와 치마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해 시기

및 묘주를 추정한다.

1) 저고리

저고리는 두 가지 형태가 출토되었다. 하나는 일반적

인 옆트임장저고리 형태로, 목판깃을 달아 우임의 교임

방식으로 착장하는 저고리이다. 다른 하나는 깃 모양을

맞깃 형태로 하여 양쪽을 동일한 형태로 제작한 후 착

장 시 깃 너비만큼만 우임으로 겹쳐입고, 섶 윗부분에 주

름을 잡아 모양을 낸 형태이다. 이 저고리는 ‘맞깃섶위

접힘저고리’라 명명된 바 있다(Koh, 2007).

(1) 옆트임장저고리

전주이씨 묘역에서 출토된 저고리는 모두 길이가 길

고 품이 넓다. 이러한 형태는 조선전기 유물에서 나타나

고, 길이와 너비는 임진왜란 이후인 17C에 짧고 좁아지

기 시작하여 후기로 가면서 더욱 단소화된 저고리가 등

Jeogori3 Myeong-jeong

Collar of Jeogori3 Motif of Jeogori3 Myeong-jeong Motif of Myeong-jeong

Fig. 3. Motif of da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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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cloth

Name Type of cloth
Weave

structure

Thickness

(mm)

Width

(cm)

Thread diameter

(mm)
Thread twist

Textile density

(cm
2
) Microscope

image
Warp Weft Warp Weft Warp Weft

Jeogori1

Outer

fabric

Tojoo

(吐紬)

Plain

weave
0.26-0.32 29.0 0.19 0.22 Z Z 34 32

Lining
Joo

(紬)

Plain

weave
0.14-0.21 28.5 0.41 0.65 - - 25 14

Lining of

sleeve 1

Joo

(紬)

Plain

weave
0.13-0.21 28.5 0.38 0.34 - - 25 21

Lining of

sleeve 2

Joo

(紬)

Plain

weave
0.11-0.14 28.5 0.38 0.34 - - 24 35

Lining of

collar, gore

Joo

(紬)

Plain

weave
0.11-0.15 - 0.35 0.53 - - 29 20

Neckband
Joo

(紬)

Plain

weave
0.18-0.29 - 0.27 0.58 - - 27.3 15.4

String
Tojoo

(吐紬)

Plain

weave
0.22-0.23 - 0.25 0.32 Z Z 32 29

Jeogori3

Outer

fabric

Tojoo

(吐紬)

Plain

weave
0.21-0.25 31.5 0.20 0.22 - Z 32 29

Lining
Joo

(紬)

Plain

weave
0.13-0.16 28.5 0.36 0.42 - - 21 27

Lining of

collar, gore

Joo

(紬)

Plain

weave
0.09-0.14 - 0.31 0.30 - - 26 36

Collar Damask
5-end

Satin
0.32-0.51 - 0.13 0.28 Z - 88 39

Neckband
Cho

(綃)

Plain

weave
0.10-0.13 - 0.15 0.30 - - 41 26

Strig
Gyeon

(絹)

Plain

weave
0.40-0.51 - 0.25 0.28 - - 24 21

Jeogori4

Outer

fabric

Tojoo

(吐紬)

Plain

weave
0.22-0.28 31.5 0.26 0.36 Z Z 43 32

Lining
Joo

(紬)

Plain

weave
0.12-0.22 24.5 0.46 0.40 - - 1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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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I

Name Type of cloth
Weave

structure

Thickness

(mm)

Width

(cm)

Thread diameter

(mm)
Thread twist

Textile density

(cm
2
) Microscope

image
Warp Weft Warp Weft Warp Weft

Jeogori4

Lining of

gore

Joo

(紬)

Plain

weave
0.10-0.20 - 0.30 0.28 - - 25 37

Lining of

sleeve

Joo

(紬)

Plain

weave
0.13-0.15 24.5 0.34 0.32 - - 22 27

Collar

strip
Gyeon

Plain

weave
0.14-0.18 - 0.21 0.28 - - 29 43

Jeogori5

Outer

fabric

Tojoo

(吐紬)

Plain

weave
0.21 29.5 0.19 0.18 Z Z 32 36

Lining
Joo

(紬)

Plain

weave
0.12-0.15 27.5 0.42 0.37 - - 20 24

Band of

sleeve

Joo

(紬)

Plain

weave
0.12 - 0.36 0.40 - - 18 19

Lining of

collar, gore

Joo

(紬)

Plain

weave
0.12-0.13 - 0.34 0.27 - - 25 37

Collar

strip

Gyeon

(絹)

Plain

weave
0.11-0.12 - 0.19 0.26 - - 29 39

Chima1

Outer

fabric

Tojoo

(吐紬)

Plain

weave
0.20-0.22 34.0 0.19 0.17 Z Z 26 34

Lining
Joo

(紬)

Plain

weave
0.20-0.33 30.5 0.31 0.26 - - 26 27

Waist band
Joo

(紬)

Plain

weave
0.23-0.32 - 0.31 0.26 - - 31 26

String
Joo

(紬)

Plain

weave
0.23-0.30 - 0.37 0.39 - - 23 19

Chima2

Outer

fabric

Joo

(紬)

Plain

weave
0.25-0.29 0.30 0.26 - - 21 47

String
Joo

(紬)

Plain

weave
0.25-0.28 0.38 0.36 - -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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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게 된다.

조선전기 저고리의 형태는 선행연구에서 단(短)저고

리형, 옆이 막힌 중저고리형, 옆이 트인 장저고리형의 세

유형으로 대별되었다(Park, 1992).

단저고리형은 등 길이 41.0~60.0cm 전후의 삼회장저

고리와 유사한 형태이고, 금선단 등의 장식을 가하고 품

이 넓게 되어 있어, 길이는 짧지만 가장 겉옷으로 입었

을 것으로 추정한다. 겉깃과 안깃은 모두 목판깃이고,

겨드랑이에 소형 삼각무가 달려있다.

중저고리형은 등 길이 60.0~70.0cm 전후의 양옆이 막

힌 형태이고, 대부분 명주 등의 일반 직물을 소재로 한

다. 깃은 목판깃과 칼깃 두 형태가 나타난다. 겨드랑이

는 ‘ㄱ’자형 무만 있는 형태와 ‘ㄱ’자형 무에 삼각형 당

이 덧달린 형태가 있다.

장저고리형은 등 길이 80.0cm 전후의 양옆이 트인 형

태이고, 금선단, 화문단 등의 고급 직물을 사용한다. 양

쪽 깃은 모두 목판깃이고, 섶 밖으로 나가 달린 형태이

다. 겨드랑이는 ‘ㄱ’자형 무만 있고 삼각형 당이 없다.

이상과 같은 조선전기 저고리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전주이씨 묘역에서 출토된 저고리1, 4, 5는 모두 옆

트임장저고리형이다. 옆트임장저고리 중 섶, 길 하단 등

일부에 직금직물 등의 고급 원단을 사용한 경우 ‘당저고

리’로 분류하는데, 본 묘역에서 출토된 저고리는 모두 면

주 등의 평직 견직물을 사용하고 있어 당저고리에 해당

되지는 않는다.

본 분묘에서 출토된 옆트임장저고리와 같은 형태는

많은 분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지면의 한계로 그 대표

사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양천허씨(?~1450년대 추

정. 여)(Park, 1992), 인천 석남동 출토 묘주미상(16C초 이

전 추정. 여)(IMCM, 2005), 송세훈의 배위 강릉김씨(?~

1520년대 전후 추정. 여)(Koh, 2007), 적성이씨(1458~

1538년. 여)(Kim, 2006), 용인 영덕동 출토 묘주미상(16C

전기 추정. 여)(Daegu National Museum [DNM], 2013), 파

평윤씨(?~1566년 추정. 여)(Korea University Museum

[KUM], 2003), 기성군부인 평양이씨(1502~1579년. 여)

(Gyeonggi Provincial Museum [GPM], 2014), 정응두 배

위 은진송씨(1509~1580년. 여)(Park, 1992), 임진왜란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한씨(?~?. 여)(Park, 1992),

순흥안씨(1551~1609년. 여)(Seokjuseon Memorial Mus-

eum of Dankook University [SMMDU], 2009), 제주고씨

묘역 단양우씨(?~1613년 이전. 여. 본 분묘 출토유물은

남편 고여우, 아들 고경행의 유물과 섞임. 옆트임장저고

리가 여자옷이므로 단양우씨묘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성

이 있으나, 수의(襚衣)의 풍속을 고려하면 단정하기는

어려움)(Koh, 1997) 등이 있다. 시기적으로 대략 15C부

터 17C초반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고리 등 길이는 인천 석남동 묘주미상묘 출토 5점

75.0~77.0cm, 양천허씨묘 출토 2점 81.0~83.0cm, 강릉김

씨묘 출토 5점 67.0~82.5cm, 적성이씨묘 출토 7점 80.0~

84.0cm, 용인 영덕동 묘주 미상묘 출토 7점 79.5~86.0cm,

파평윤씨묘 출토 6점 77.0~81.0cm, 평양이씨묘 출토 5점

77.5~82.0cm, 은진송씨묘 출토 4점 76.0~81.0cm, 청주한

씨묘 출토 5점 75.0~81.0cm, 순흥안씨묘 출토 2점 72.5cm,

단양우씨묘 출토 추정 2점 80.0~81.0cm이다. 짧게는

67.0cm부터 길게는 86.0cm까지 있고, 시기별 변화는 나

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주이씨묘역 출토 옆트임장저

고리 3점의 등길이 76.0, 77.0, 81.0cm를 통해 좀 더 구

체적으로 시기를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맞깃섶위접힘저고리

조선시대 복식 중 섶 위에 주름을 잡은 옷은 저고리

Table 1. Continued II

Name Type of cloth
Weave

structure

Thickness

(mm)

Width

(cm)

Thread diameter

(mm)
Thread twist

Textile density

(cm
2
) Microscope

image
Warp Weft Warp Weft Warp Weft

Futon Gyeon (絹)
Plain

weave
0.25-0.43 28.0 0.28 0.21 - - 24 20

Gu-ui Gyeon (絹)
Plain

weave
0.20-0.26 62.0 0.24 0.38 - - 26 22

Myung-

jeong
Damask

5-end

satin
0.25-0.39 67.0 0.12 0.23 z - 9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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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적삼이 있고, 이 외 방령형상의가 있다. 아래에서는 방

령형상의를 제외하고, 전주이씨묘 출토유물과 같은 형

태인 저고리와 적삼을 중심으로 살핀다. 저고리나 적삼

은 기존에 총 4기(基)의 분묘에서 출토된 저고리 5점, 적

삼 4점 등 총 9점의 유물이 학계에 보고되었다(Fig. 4).

2004년 인천 석남동에서 발굴된 묘주미상의 분묘에서

섶에 주름이 있는 저고리 2점과 적삼 1점이 발굴되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이를 ‘대금형상의’라 명명하였다. 저

고리는 모두 겹인데, 9.0~10.0cm 너비의 들여달린 목판

깃이 양쪽에 달려있다. 그 중 한 점은 왼쪽 가슴과 등에

네모난 직금공작흉배가 부착되어 있고, 양쪽 윗섶에 1개

씩 주름이 잡혀있다. 다른 1점은 2개씩의 주름이 잡혀있

다. 적삼은 홑이고, 윗섶에 주름을 2개씩 잡았다(IMCM,

2005).

2004년 대전에서 발굴된 강릉김씨 분묘에서는 윗섶에

주름이 있는 저고리 3점과 적삼 1점이 수습되었다. 저고

리는 모두 솜을 두었고, 양쪽이 들여달린 목판깃에 옆트

임이 있는 형태이다. 윗섶에는 모두 주름이 1개씩 잡혀

있다. 2점은 평직의 견직물로 몸판을 하고 깃만 연화문

단으로 했고, 나머지 1점은 몸판과 깃 모두 연화문단으

로 했다. 적삼은 홑이고, 3.5cm 너비의 좁은 목판깃이 달

려있다. 윗섶에 주름 2개가 잡혀있다(Koh, 2007).

2008년 남양주에서 발굴된 선성군 이흠(1522~1562년.

남)의 분묘에서는 윗섶에 주름이 있는 적삼 1점이 출토

되었다(GPM, 2014).

1995년 천안에서 제주고씨 묘역 즉 고여우(1544~

1613년. 남), 배위 단양우씨, 아들 고경영(1589년 이전~

?. 남)의 분묘가 발굴되었는데, 이 3기의 분묘에서 나온

유물은 후에 모두 섞여서 묘주별 구분을 할 수 없다. 여

기서 맞깃섶위접힘적삼 1점이 출토되었다. 겉섶과 안섶

모두 윗부분에 서너 개의 주름을 잡고 좁은 깃을 달아

양쪽이 대칭되도록 제작하되, 안섶의 아래쪽 길이를 조

금 길게 하였다(Koh, 1997).

맞깃섶위접힘형 상의에서 저고리와 적삼의 가장 큰 차

Name
Type &

quantity
Jeogori1 Jeogori2 Jeogori3

Jeoksam1

(Inner jacket)

With or

without

long

Jeogori

With or

without

rolled up

skirt

Unknown tomb

from Incheon

Seoknam-Dong

(Before 16C.

Female)

Jeogori

2 pieces &

Jeoksam

1 piece

- ○ ○

Gangneung

Kim's tomb

(?-1520.

Female)

Jeogori

3 piece &

Jeoksam

1 piece

○ ○

Seonseonggun

Lee Heum's

tomb

(1522-1562.

Male)

Jeoksam

1 piece
- - -

- -

 Excavated all 

2types costume

from his Mother,

Pyongyang

Lee's tomb

Jeju Go's

family tomb

(Estimated

Danyang Wu's

tomb. ?-1613.

Female)

Jeoksam

1 piece
- - - ○ ○

Fig. 4. Excavation status of Jeogori & Jeoksam with wrinkled seop (gu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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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깃 너비이다. 저고리는 평균 9.0~10.0cm 정도의 넓

은 목판깃이고, 적삼은 3.0~4.0cm 정도의 좁은 목판깃이

다. 또 저고리는 모두 옆트임이 있다.

이상 맞깃섶위접힘방식의 저고리나 적삼이 출토된 4기

의 분묘는 시기별로 인천 석남동 유물-강릉김씨 유물-선

성군 유물-제주고씨 묘역유물로 배열할 수 있다. 이 4기

중 선성군과 제주고씨 묘역 출토유물은 적삼만 있으므

로, 전주이씨 묘역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태의 저고리

는 석남동과 강릉김씨 유물이다.

석남동 유물은 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1차 보고서에서

16C초 이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강릉김씨는 은진송

씨 안악공파(安岳公派)의 안악공 송세훈(宋世勛: 1479~

1552년)의 배위로, 증(贈) 숙부인(淑夫人)이다. 그 생몰년

은 알 수 없으나 38세에 사망한 점과 안악공의 생몰년을

참조하여 몰년(沒年)이 1520년대 전후일 것으로 추정되

었다(Koh, 2007).

석남동 유물의 추정연대와 강릉김씨의 몰년을 고려하

면, 전주이씨의 분묘 역시 1500년대 전반기를 지나지 않

을 것이다.

한편, 선성군과 제주고씨 묘역에서는 맞깃섶접힘방식

이 저고리에는 적용되지 않고 적삼에만 적용되었다. 즉

16C초까지로 추정되는 석남동과 강릉김씨는 저고리와

적삼에서 모두 윗섶을 접었는데, 16C후반에서 17C초반

까지의 유물에서는 적삼에서만 윗섶을 접었다. 이를 통

해 윗섶을 접는 방식이 16C초반까지 저고리와 적삼에 모

두 적용되다가 16C중후반을 즈음하여 점차 적삼에만 적

용되고, 17C전반기를 지나면서 이마저도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맞깃섶위접힘저고리의 착장자는 여자이다. 석남동, 강

릉김씨, 본고에서 다루는 전주이씨 모두 여자분묘이다.

이들의 습의(襲衣)와 염의(斂衣)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아래에서 언급할 수의(襚衣) 예법으로 인해 남자옷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석남동묘에서 2벌, 강릉김씨

묘에서 3벌이 출토되었으므로, 모두 묘주 본인의 옷으

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적삼의 착장자는 남녀를 확정하기 어렵다.

현재 적삼은 위 4기의 분묘에서 모두 출토되었다. 그런

데 4기에서 출토된 옷이 모두 습의와 염의를 명확히 구

분할 수 없고, 이는 착장자의 성별을 확정할 수 없는 요

인이 된다. 조선시대 상장례에서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부의(賻儀)로 옷을 주는 문화가 있었고, 이 옷을 수의(襚

衣)라 한다. 이재의『사례편람』권4『상례』2에서 “부의

는 돈이나 비단을 사용한다(賻用錢帛)”의 주석에서 “의

복이다.【즉, 수의이다. 염을 할 때 쓰는 것이다.】(衣服【卽

襚, 斂時所助】)”라 하였으므로, 예법상 수의는 습의로 쓸

수 없고 주로 염의로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시대

유교적 상장례에서 습의는 성별이 다른 사람의 옷을 쓸

수 없다. 즉 남자가 사망했을 경우 여자옷을 습의로 쓰

지 않고, 여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자옷을 습의로 쓰지 않

는다(李縡,『四禮便覽』, 권3『喪禮』1: “陳襲衣.” 注: “雜

記, ‘不襲婦服’. 備要, ‘女喪不襲男服’.” 이 내용은 조선후

기 유학자인 이재가 습의 진설에 관해 설명하면서, 습의

로 입힐 남자옷을 나열한 후 그 각주에서 ‘부인의 옷을

습에 쓰지 않는다’는『예기(禮記)』「잡기」편의 내용을

근거로 들고, 이어서 조선중기의 신의경(申義慶: ?~?년)

이 쓴『상례비요(喪禮備要)』의 ‘여자의 상에 남자옷을 습

의로 쓰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든 것임). 즉 습의는

묘주 본인의 옷만 착장하는 것이 기본 예법이다. 따라서

만일 4기의 묘에서 출토된 적삼이 습의로 사용되었는지

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착장 성별도 분명히 파악

할 수 있으나, 4기 모두 염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석남동과 강릉김씨는 묘주가 여자이지만, 석남동 유

물은 훼손이 심해 염습의의 구분이 어렵고, 강릉김씨 유

물도 이장 완료 후 널려있던 것이나 흙에 파묻힌 것을 수

습한 것이므로 염습의 구분이 어려운데, 다만 1차 보고서

에서 맞깃섶위접힘적삼을 습의용으로 추정하였다(Koh,

2007). 선성군은 남자이나, 이 분묘에서 나온 옷 역시 이

장 후 1차 재매장된 것을 수습한 것이므로 염습의의 구

분이 불가능하다. 단양우씨 유물로 추정되는 적삼 역시

함께 출토된 남편 및 아들의 옷과 섞였으므로 착장자를

분명히 알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맞깃섶위접힘적

삼이 본래 남자옷인지 여자옷인지를 확인할 길은 없다.

2) 이중거들치마

본 전주이씨묘에서 출토된 이중거들치마는 처음 보고

되는 것인데, 앞부분만 반달형으로 걷어올린 윗거들과

무릎부분 전체를 일자로 걷어올린 아랫거들로 이루어

졌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거들치마는 위쪽만 거들

을 잡은 치마와 아래쪽만 잡은 치마로 대별할 수 있다. 또

위쪽만 거들을 잡은 치마는 결국 앞이 짧고 뒤가 긴 전

단후장(前短後長)형으로 완성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거

들을 서양복식의 다트(dart)와 같은 방식으로 잡은 것도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쪽에 거들이나 다트를 잡은

전단후장형 치마와 아래쪽에 일자로 거들을 잡은 치마

로 나눠 분석한다.



가평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고찰

– 853 –

먼저, 위쪽에 거들이나 다트를 잡은 치마는 앞중심에

반달형으로 거들을 잡은 방식, 앞중심에 일자형으로 거

들을 잡은 방식, 양쪽 옆구리에 다트형으로 삼각형 거들

을 잡아 거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한 방식, 양쪽 옆구리에

다트형으로 삼각형 거들을 잡아 거들을 안으로 넣은 방

식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Heo(2013)는 전단

후장형 치마를 일자접음형, 사선접음형, 일자와 사선접

음형의 세 유형으로 나눈 바 있음). 그 출토현황은 <Fig.

5>와 같다.

맞깃섶위접힘저고리와 적삼이 출토된 위 4기 중 석남

동, 강릉김씨, 제주고씨 묘역(단양우씨)에서 거들치마가

함께 출토되었다. 선성군은 남자분묘이므로 치마가 없

으나 함께 발굴된 모친 기성군부인 평양이씨의 묘에서

거들치마가 출토되었다.

석남동묘에서는 거들치마 4점이 나왔다. 3점은 윗부분

의 앞중심만 가로로 길게 반달형으로 접었고, 거들을 접

어올린 최대 깊이는 2.0~2.5cm, 혹은 6.5cm이다. 나머지

1점은 앞중심은 거들이 없이 양쪽 옆구리만 접어 올렸다.

즉 앞중심 2폭은 치마 길이를 짧게 하고 나머지는 길게

하는데, 길게 만든 폭 중 앞중심 2폭과 연결되는 폭만 조

금 걷어올려서 다트형 거들을 잡았고, 거들이 겉으로 드

러나게 했다(IMCM, 2005).

강릉김씨묘에서는 거들치마 8점이 나왔다. 모두 윗부

분 앞중심만 반달형 거들을 잡았고, 거들의 최대 깊이는

5.5~15.0cm이다(Koh, 2007).

적성이씨 치마 5점은 윗부분 앞중심만 반달형 거들을

잡았다. 거들의 최대 깊이는 가장 큰 것이 4.0cm이다(Kim,

2006).

남양홍씨 홍계강의 배위 원주원씨(16C 추정) 치마 3점

은 윗부분 앞중심만 거들을 잡았다. 스란을 댄 1점은 거

들이 반달형이고, 최대 깊이 6.0cm이다. 그런데 다른 묘

에서 출토된 치마가 앞뒤 길이를 똑같게 재단하여 앞쪽

만 반달형 거들을 접은 것에 비해, 이 치마는 앞의 중심

폭을 뒤쪽 폭보다 10.0cm 짧게 재단하고 그 양옆 폭의

아랫단을 사선으로 재단하여 앞에서 뒤로 가는 전체적

인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이에 비해 스

란이 없는 다른 2점은 반달형이 아닌 앞 3폭 전체에 같

은 깊이로 일자형 거들을 잡았고, 그 중 1점은 거들 깊

이 17.0cm이다(Park, 1996).

파평윤씨 치마 3점은 앞중심 폭은 짧게 재단하고 그 양

옆에 붙는 폭에 다트형 거들을 잡아 겉으로 드러나게 했

다. 거들의 최대 깊이는 9.0cm, 11.5cm, 14.0cm이다(KUM,

2003).

남양홍씨 홍몽남(1534~1574년)의 배위 연안김씨는 몰

년이 명확치 않아 1차 보고서에서 남편과 같은 연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거들치마 2점 중 1점은 앞

중심에 반달형 거들을 잡았고, 치마 뒷길이 130.0cm에

앞길이 105.0cm이므로 거들 최대 깊이는 12.5cm로 보인

다(1차 보고서에서 거들에 관해 “깊이 16.0cm를 접어 반

원형으로 잡았다”라 하였는데, 16.0cm를 접어서 거들의

깊이가 8.0cm가 되었다는 의미인지 명확치 않아 치마의

(앞길이-뒷길이)×1/2로 계산함)). 다른 1점은 양옆만 거들

을 잡아 겉으로 드러나게 했고, 거들 최대 깊이는 8.0cm

이다(GPM, 2005).

평양이씨묘에서는 거들치마 1점이 나왔다. 윗부분 앞

중심만 반달형 거들을 잡았고, 거들의 최대 깊이는 8.0cm

이다(GPM, 2014).

은진송씨 치마 3점은 앞중심 3폭을 짧게 하고 그 양

옆에 붙는 폭에 거들을 잡아 안쪽으로 넣어 겉에서 거

들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 다트는 14.0cm 깊이이다(Dan-

kook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 2000; Park,

1996).

문경 출토 평산신씨(1523~1593년) 치마 1점은 전체 금

선단을 썼고, 양쪽 옆만 거들을 잡아 겉으로 드러나게

했다. 거들의 최대 깊이는 3.0cm이다(Mungyeongsaejae

Museum, 2005).

이 외, 2008년 남양주 별내면의 묘주미상 여자분묘

(16C초반 추정. 여. 4-1지점 묘6)에서 출토된 치마 1점은

앞중심에만 거들을 잡았고, 거들의 최대 깊이는 17.5cm

이다. 또 같은 지역에서 출토된 의인(宜人) 고령신씨(16C

추정. 여. 4-5지점 묘13)묘에서 출토된 7점도 모두 앞중

심에만 거들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최대 깊이는 5.0~

13.0cm이다(Lee, 2011). 별내면에서 출토된 치마는 1차

보고서에서 상세한 언급이 없이 치수표와 작은 유물사

진만 제시되어 있어 <Fig. 5>에서 생략한다.

다음으로, 아래쪽 전체 폭에 일자로 거들을 잡은 치

마의 대표적인 출토상황은 아래와 같다.

안동 일선문씨(16C중반)의 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고,

거들의 깊이는 7.0cm이다(Ando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ANUM], 2000a). 천안시 유량동 묘주미상(16C

중반 추정. 여) 분묘에서는 2점이 출토되었고, 거들의 깊

이는 8.0cm이다(SMMDU, 2015). 연안김씨묘에서는 1점

이 출토되었고, 거들의 깊이는 8.0cm이다(GPM, 2005). 평

산신씨묘에서는 1점이 출토되었고, 거들의 깊이는 13.0cm

이다. 제주고씨 묘역에서는 단양우씨 유물로 추정되는

1점이 나왔고, 거들의 깊이는 7.0cm이다(Koh, 1997).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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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Quantity
Rolled up front-center by

half-moon shape

Rolled up

front-center by

linear shape

Rolled up

both side by

dart shape

(Visible Folding 

Part)

Rolled up

both side by

dart shape

(Invisible Folding 

Part)

Notes

Unknown tomb

from Incheon

Seoknam-Dong

(Before 16C.

Female)

4 pieces

-   

3 pieces

1 pieces (There are 

sewing marks on 

the lower part)

Gangneung

Kim's tomb

(?-1520.

Female)

8 pieces - -

Jeoksseong

Lee's tomb

 (1458-1538.

Female)

5 pieces - -

Wonju Won's

tomb

(16C Estimate.

Female)

3 pieces
-

1 piece 2 pieces

Papyeong

Yun's tomb

(?-1566.

Female)

3 pieces - -

Yunan Kim's

tomb

(?-1574

Estimate.

Female)

2 pieces

Excavated

rolled up

lower part

skirt at

once

Pyongyang

Kim's tomb

(1502-1579.

Female)

1 piece - -

Eunjin Song's

tomb

(1509-1580.

Female)

3 pieces - -  

Pyongsan Sin's

tomb

(1523-1593.

Female)

1 piece

Excavated

rolled up

lower part

skirt at

once

Fig. 5. Excavation list of skirt shaped short front & long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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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씨 귤정공파 묘역 순흥안씨묘에서는 1점이 나왔고,

거들의 깊이는 9.5cm이다(SMMDU, 2009). 장기정씨(1566

~1614년)묘에서는 3점이 나왔고, 거들의 깊이는 6.5~7.0cm

이다(ANUM, 2000b). 광주 양산동 묘주미상(16C중후반

~17C초반 추정) 분묘에서 1점이 나왔고, 거들의 깊이는

9.5cm이다(Enguard & Gwangju-Si Bukgu-Cheong, 2006).

한준민 배위 여흥민씨(몰년 17C전반)묘에서는 2점이 나

왔는데, 이중 1점은 누비치마이다. 거들의 깊이는 7.5cm와

11.0cm이다(SMMDU, 2013). 홍극가 모친 예안이씨(1584

~1655년)묘에서는 1점이 나왔고, 거들의 깊이는 8.0cm이

다(Park, 1996).

이상과 같이 거들형 치마는 위쪽에 거들이나 다트를 잡

으면 앞이나 옆의 일부분에만 잡고, 아래에 거들을 잡으

면 전체에 잡았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위쪽에 거들이나

다트를 잡은 전단후장형의 치마는 16C초반 이전부터 이

미 있었고 16C말기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전단후장형을

만들기 위한 방식도 다양하다. 아래쪽에 거들을 잡은 치

마는 16C중반부터 17C까지 나타난다. 이를 통해 위쪽 거

들이 16C 이전에 먼저 착용되다가 16C후반 이후 사라지

고, 아래쪽 거들이 16C중반 즈음해서 나타나 17C까지 지

속된 것으로 보인다.

본 전주이씨 묘역에서 출토된 거들치마는 이중으로

거들을 잡았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데, 위쪽과 아래쪽

거들은 지금까지 보고된 두 방식을 합친 형태이다. 즉 위

쪽 거들은 앞에만 잡고, 아래쪽 거들은 일자형으로 전체

에 잡았다. 또 위쪽 거들은 반달형으로 접은 형태인데,

이 방식은 16C초반부터 흔히 확인되고 현재까지 출토된

치마 중 1579년에 사망한 평양이씨의 유물이 마지막이

다. 아래쪽 전체 폭에 일자로 잡은 거들의 너비 6.5~7.0cm

는, 다른 분묘의 출토유물과 유사하다.

이상을 토대로 보면, 전주이씨 치마는 늦어도 16C후

반을 넘지 않는다. 한편 16C초 이전(주 활동시기는 15C

일 것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남동묘에서 출토

된 양옆 다트형 거들치마 1점은 아래쪽에 부분부분 시

침한 실밥이 남아있다(IMCM, 2005). 단언하기는 어렵지

만, 이 유물도 이중거들치마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2. 시기 및 묘주 추정

전주이씨 묘역에서 발굴된 본 분묘의 묘주는 여자이

다. 맞깃섶위접힘저고리가 출토된 점과 거들치마의 위쪽

접음방식을 근거로 보면 시기는 16C를 지나지 않는다.

특히 맞깃섶위접힘저고리의 출토사례가 적어 비교에 한

계는 있지만,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바로는 16C초반까지

만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보면 전주이씨 묘역의

묘주는 16C초반 이전에 생존한 인물일 것이다.

한편, 본 묘는 덕흥군(德興君) 이존숙(李存肅: 1480~

1538년)의 묘역을 보수하던 중 그 상단에 고총(古冢)이

있어 이를 허무는 과정에서 발굴되었다고 한다. 덕흥군

은 태종의 제4왕자 성령대군(1405~1418년)의 증손이다.

성령대군은 14세에 아들이 없이 사망하여, 사후 효령대

군의 아들 원천군(原川君) 이의(李宜: 1433~1476년)로 양

자를 들였고, 그 아들이 가은군(加恩君) 이빈(李份: 1453

~1506년)이며, 가은군의 둘째 아들이 덕흥군이다. 덕흥

군은 가은군의 형인 기성수(岐城守) 이정(李偵: 1452~

1478년)에게 양자로 들어간다. 성령대군파 종회에서는

유물과 함께 A4 1장으로 된 <출품내력>을 소장자에게

이관하였고, 이에 의하면 본 묘가 덕흥군묘의 상단에 있

었는데 덕흥군에게 고모가 한 명 있었으므로 그의 고모

가 묘주가 아닌가 추정하였다(Fig. 6).

『전주이씨성녕대군파보(全州李氏誠寧大君派譜)』<Fig.

7>에 의하면, 성령대군의 양자 원천군과 부인 한양조씨

사이에 아들 기성수, 가은군 외에 딸 금명(金命)이란 인

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령대군파 종회에서는 덕흥

군의 고모 즉 이금명을 본 분묘의 묘주로 추정하는 것

이다.

기성수가 1452년생이고 가은군이 1453년생이며, 이들

이 생존했던 시기는 15C후반이다. 따라서 묘주가 이들의

동생인 이금명이라면, 15C중반에 태어나 후반을 살았던

인물이고, 몰년은 16C초반을 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 본 묘역에서 출토된 저고리와 거들치마

의 형태 분석을 통해 묘주가 16C초반 이전에 생존했던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이금명의 생존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복식의 형태를 근거로 보면, 전주이씨

성녕대군파 종회에서 추정한대로 덕흥군의 고모인 이금

명일 가능성이 높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경기 가평 전주이씨 묘주미상 여자분묘에

서 출토된 복식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 후 다른 출토

복식과 비교하여 시기 및 묘주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본 분묘가 처음 발굴된 당시 몇 점의 유물이 수습되었

는지 알 수 없으나, 본고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총 9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저고리 4점, 치마 2점, 이불 1점,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5, 2017

– 856 –

구의 1점, 명정 1점이다.

저고리는 모두 솜저고리이고, 옆트임이 있다. 저고리

1, 4, 5는 일반적인 옆트임장저고리 형태이며, 이 중 저고

리5는 겉과 안이 뒤집어진 형태로 출토되어 전통 상장예

법상의 ‘전(顚)’의 방식을 확인하게 한다. ‘전’을 한 옷은

습의로 쓰지 않으므로, 이 저고리는 염의나 보공의로 쓰

였을 것이다.

저고리에서 형태적 특징을 보이는 것은 저고리3이다.

겉섶과 안섶의 위쪽에 주름을 잡아 모양을 내고 겉길과

안길, 겉깃과 안깃, 겉섶과 안섶을 동일하게 제작하여 양

쪽이 대칭되는 형태를 완성하여, 입을 때 깃 너비만큼 조

금만 우임으로 겹쳐 입도록 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맞

깃섶위접힘저고리’라 명명한 형태이고, 기존에 2기의 묘

에서 같은 저고리가 출토된 사례가 있었다. 기존 출토저

고리는 1520년대까지만 나타나고 있어, 본 묘주가 살았

던 시기도 16C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마는 2점이 수습되었는데, 1점은 일반적인 솜치마

이고 도련에 눈썹단을 댔다. 형태적 특징을 보이는 것은

다른 1점의 겹치마인데, 치마 위쪽 앞중심에 반달형 거

들을 잡았고 아래쪽에는 일자형 거들을 전체 폭에 잡았

다. 기존에 보고된 치마는 모두 위나 아래 중 한 곳에만

거들이 잡혀있어서 이러한 이중거들의 형태는 처음 보고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형태적 특징을 드러낼 수 있도

록 ‘이중거들치마’라 명명하였다. 지금까지 출토된 거들

치마를 분석한 결과, 위쪽 반달형 거들은 몰년이 1579년

인 평양이씨 치마에서 마지막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치

마를 근거로 보면, 본 묘주는 16C후반 이전에 생존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맞깃섶위접힘저고리와 위쪽 반달형 거들치마

를 분석한 결과 본 분묘의 묘주는 16C초반까지 생존했

던 인물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인 인물은 분묘의

위치, 족보를 통한 가족관계 분석, 복식의 형태를 통해

파악한 시기 등을 종합한 결과, 15C중반에 태어나 15C

후반~16C초반에 생존했을 덕흥군의 고모 이금명(李金

命)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외, 맞깃섶위접힘형 저고리와 적삼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섶 윗부분을 접는 방식이 16C초까지는 저고리와 적

삼에 모두 적용되다가 16C중후반을 즈음하여 점차 적삼

에만 적용되고, 17C전반기를 지나면서 이마저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저고리는 현재 여자분묘에서만 출토되

었고, 적삼의 착장자는 남녀 분묘에서 모두 출토되었다.

거들치마는 위쪽에 거들을 잡은 방식이 15C에 이미 착용

되다가 16C후반 이후 사라지고, 아래쪽 거들이 16C중반

즈음해서 나타나 17C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저고리와 치마의 충전재를 분석한 결과, 솜저고리에

는 모두 한지가 함께 넣어졌고, 충전재를 넣은 순서는 안

감-풀솜-목화솜-한지-겉감임이 확인되었다. 직물은 평직

과 수자직의 2가지 기법이 조사되었다. 특히 평직에서

토주[면주]의 사용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2가지 유형의

토주가 조사되었다. 그 중 한 유형은 경 ·위사에 풀솜을

Fig. 6. Excavated background. Fig. 7. Genealogy of Jeonju Lee'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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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아서 만든 면사(綿絲)를 사용하였고, 한 유형은 경사에

생사, 위사에 면사를 사용하였다. 또 저고리4의 토주는

밀도가 43×32올/cm
2
로 비교적 치밀하여 세주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본 전주이씨묘 출토유물은 저고리와 치마에서 분명한

형태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향후 유사유물이 수습될 경

우 시기 파악을 위한 비교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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