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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eui was a garment used for women's outfits and rob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was a special gar-

ment that could only be worn by the class belonging to the royal family. Noeui was especially prepared as

a wedding dress, and was worn by the bride at the Chinyeong ceremony on the day of the wedding cere-

mony. Until now, Noeui did not have in depth research at the costume history despite its importance as a

royal costume in the Joseon Dynasty. Thus, based on Uigwe for the Royal Wedding Ceremony of King Injo

and Queen Jangryeol (which is the only material with a diagram of Noeui and its pattern) this study histo-

rically investigated and restored the Noeui set of Queen Jangryeol, which was arranged in 1638, when King

Injo and Queen Jangryeol were married. This academic study is the first to historically confirm and restore

Queen Noeui's set, and rigorously analyze the historical materials as well as provide new comments on the

shapes of Noeui's Git and the front side.

Key words: Noeui, Queen, Costume of wedding ceremony, Costume of royal family, Joseon Dynasty;

노의, 왕후, 혼례복, 궁중복식, 조선

I. 서 론

노의(露衣)는 고려말기부터 조선후기까지 부녀의 외

출복과 예복으로 사용된 옷이다. 조선전기까지는 사가

(私家)의 여인들도 입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왕실 신분만

입는 옷으로 제한되었다. 조선후기 노의는 특히 혼례복

으로 마련되었고, 혼례의 여러 절차 중 혼례 당일에 신

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친영(親迎) 행차에 착용되었다.

노의는 조선시대 왕실 복식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복식사 연구에서 깊이 있는 고찰이 진행되지 않았

고, 2000년대 이후에야 소수 논문에서 연구되었다. 노

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청연군주(淸衍郡主: 1754~

1821년) 출토유물 중의 대례복(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노의임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Lee, 2003). 이후 예복

연구에서 노의를 언급하거나(Kwon, 2009), 왕녀의 친영

행차에 사용된 노의를 도식(圖式)으로 구현하였고(A. R.

Kim, 2013), 조선후기 왕녀 혼례복 연구 중 고찰하기도

하였으며(G. Y. Kim, 2013), 최근 기성군부인 평양이씨

(1502~1579년)묘에서 출토된 예복이 노의로 명명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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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Song, 2016).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도 왕비

신분의 노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장렬왕후의 노의는 그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옷이 복원된 바 있다(Ewha Womans Univ-

ersity Museum, 1995). 그러나 최근 십여 년 사이 조선시

대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에 근거해 노의와 동일한 형태

변화를 거친 원삼(圓衫)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

되었고, 또 17세기 노의 형태 고증에 중요하게 참조할

수 있는 옷이 기성군부인 평양이씨묘에서 출토되었다

(Gyeonggi Provincial Museum [GPM], 2014). 따라서 원

삼의 연구성과, 평양이씨 노의, 기존에 학계에 알려진 노

의 관련 사료(史料) 등을 종합하여 조선시대 노의에 관

해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깃과

여밈방식에 있어 기존에 복원되었던 옷의 형태를 재고

(再考)할 필요가 생겼다. 또 노의는 예복이므로 그 안에

여러 벌의 옷을 받쳐입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겉옷 위주

로 복원되어 받침옷이 모두 재현된 경우가 없었다. 너울

의 형태에 있어서도 문헌의 내용이 실제 구성에서 의미

하는 바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 밖에, 조선전기

노의 이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태종12년 기사 내

용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오해가 누적되어 이에 대한 시

정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의와 그 무늬의 도식이 있는 유일한

자료인『(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仁祖莊烈王后)嘉

禮都監儀軌 [Uigwe for the royal wedding ceremony of

King Injo and Queen Jangryeol] (1638), 2012) 및 출토복

식을 기초자료로 하여, 1638년(인조16년) 인조(仁祖)와

계비(繼妃) 장렬왕후가 혼례를 올릴 때 마련한 장렬왕후

의 노의 일습(一襲)을 고증 및 복원하고자 한다. 고증 사

료는 문헌의 내용, 문헌에 수록된 도식, 17세기 분묘에

서 출토된 복식 유물 등이다. 유물은 17세기 자료가 없는

복식 품목의 경우, 조선시대 전(全) 시기 자료를 참조하

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장렬왕후가 혼례에 마련한 혼례복의

전체 목록을 파악하고, 그 중 노의를 입을 때 함께 입은

복식의 구성을 정리하며, 직물을 재료로 하는 너울, 노의,

중삼, 저고리, 적삼, 치마, 속곳의 형태를 품목별로 고증

한 후 일러스트 도식으로 구현한다. 이어 참조 유물에 나

타난 각 복식의 세부 형태, 바느질법, 치수 등을 조사하

여 복원품을 제작한 후, 속옷부터 겉옷까지의 착장 모습

을 재현한다. 복원품 제작을 위해 유물 소장기관의 협조

를 얻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순흥안씨 너

울 1점과 저고리 2점, 청주한씨 치마 2점, 경기도박물관

소장 동래정씨 단령형원삼 1점,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파평윤씨 저고리 3점과 적삼 1점을 실견하였다.

인조와 장렬왕후의 혼례는 양란(兩亂)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왕과 왕비의 국혼이었다. 따라서 장렬왕후의 노

의를 고증 및 복원하는 것은 조선후기 왕실 복식의 국속

화 과정 초반에 해당하는 과도기의 복식이 어떻게 변화

해갔는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노의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

후 의례복원 행사 등 각종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장렬왕후의 혼례 절차와 혼례복

인조와 장렬왕후의 혼례 기록은『조선왕조실록(朝鮮

王朝實錄)-인조실록(仁祖實錄)』(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5-2015),『(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

궤』,『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莊烈王妃嘉禮稽制司謄

錄 [Gyejesa-Denglok for the royal wedding ceremony of

Queen Jangryeol, 1638)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중 의궤에

는 조선시대 문헌 중 노의 도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

한 자료인 ‘노의양(露衣樣)’과 노의에 표현한 무늬 도식

인 ‘금원문(金圓紋)’이 채색으로 그려져 있고, 노의의 구

성과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본 장(章)에서

는 의궤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렬왕후의 혼례 절차와 혼

례복 물목을 정리한다.

1. 혼례 절차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는 권수 구분 없이 1책

으로 되어 있고, 표지를 포함해 총 396면이다. 이 중 도설

(圖說)이 9면, 반차도가 8면이다. 별도 목차는 없으나 내

용은 계사(啓辭), 감결(甘結), 예관(禮關), 의궤(儀軌), 논

상(論賞)의 순서로 되어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혼례 절차는『조선왕조실록-세

종실록』「오례(五禮)」와『국조오례의』의「가례(嘉禮)」‘납

비의(納妃儀)’에서 규정된다. 절차는 크게 사전의식, 본

의식, 사후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의식은 간택(揀

擇)과 택일(擇日)이고, 본의식은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명사봉영(命使奉迎: 왕이 신하

를 대신 보내 왕비를 맞아오게 함. 중종 이전까지 시행)

또는 친영(親迎: 왕이 직접 별궁으로 가서 왕비를 맞아

옴. 중종 때부터 시행), 동뢰(同牢)의 육례(六禮)이다. 사

후의식은 왕비조왕대비(王妃朝王大妃), 왕비수백관하(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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妃受百官賀), 전하회백관(殿下會百官), 왕비수내외명부

조회(王妃受內外命婦朝會)가 있다.

인조(仁祖)는 첫 번째 왕비인 인렬왕후(1594~1635년)

와 1610년에 혼례를 올린다. 1635년에 인렬왕후가 세상

을 떠나자 1638년에 계비 장렬왕후와 혼례를 올린다. 혼

례는 163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거행되었다.

10월 26일 인천(仁川) 부사(府使) 조창원(趙昌遠)의 딸을

왕비로 최종 간택하였고, 11월 4일 납채, 11월 16일 납징,

11월 30일 고기, 12월 2일 책비 등의 의례가 거행되었다.

혼례 당일인 12월 3일에 친영례와 동뢰연이 거행되었다.

친영례는 어의동 별궁에서 왕과 왕비가 산 기러기[生雁]

를 놓고 예를 치르는 전안례(奠雁禮)를 마친 후, 왕이 왕

비를 인도하여 궁으로 돌아오는 행차로 마무리되었다.

장렬왕후 가례의궤의 마지막 부분에는 <중궁전이 별궁

으로부터 궁궐에 이를 때의 반차도[中宮殿自別宮至闕時

班次圖]> 8면이 있다. 이 친영반차도는 왕비 행렬 위주로

그려졌는데, 왕비는 가마 안에 본고의 연구대상인 노의

를 입고 앉아있다. 인조는 이날 장렬왕후와 함께 창경궁

으로 돌아와 동뢰연을 치름으로써 국혼의 본의식을 마

무리한다.

2. 혼례복

인조와 장렬왕후의 혼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

은 후 정국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에 치러졌다.『인조

실록』의 인조16년 10월 16일 기록을 보면, 가례에 사용

할 사치스러운 물건은 감하였으나 은그릇 등이 남아 있

으니 더 감손하라는 도감의 청이 있으며, 천재(天災)가

몰려와 백성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장렬왕후의 혼례복은 이전보다 간소하게 마련되었을 것

이다.

장렬왕후의 혼례복은『(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의「중궁전의대물건소입질(中宮殿衣襨物件所入秩)」에

나타나있다. 적의(翟衣) 일습과 장삼(長衫) 3점, 세수장

삼 1점, 마리삭[首紗只] 2점, 노의(露衣) 1점, 중삼(中衫)

1점, 말군(袜裙) 2점, 대(帶) 1점, 저고리[赤古里] 6점, 호

수(胡袖) 2점, 치마[赤亇] 5점, 삼아(衫兒) 2점, 속곳[裏

衣] 2점, 너울[汝火] 1점, 입영(笠纓) 1점, 매듭[每緝] 1점,

이불[衾] 3점, 입영단추[笠纓月亇只] 1점, 노의대(露衣帶)

1점, 너울매듭[汝火每緝] 1점, 경의(景衣) 1점, 대요(帶腰)

1점, 면사(面紗) 1점, 립(笠) 1점, 흉배(胸背) 8척(隻), 혜

(鞋) 1점, 체발(髢髮) 68단(丹) 5개(箇), 그 외 빗과 비녀

등이다(Fig. 1).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머리장식, 쓰개, 예복, 상의,

하의,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머리장식은 체발, 소첩, 빗,

비녀, 마리삭, 대요, 쓰개는 너울과 립, 면사이다. 예복은

적의, 장삼, 노의이고, 상의는 중삼, 저고리, 호수, 삼아

이며, 하의는 말군, 치마, 속곳이다. 기타로 경의, 대(帶),

신[鞋], 흉배, 이불이 있다.

III. 노의 착용신분, 착용상황,

일습(一襲)의 구성

1. 착용신분 및 상황

현재 노의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자료는

Fig. 1. Costume list of Queen Jangryeol for the wedding ceremony (the portion of the list).

From (仁祖莊烈王后) 嘉禮都監儀軌 [Uigwe for the royal wedding ceremony of King Injo and Queen Jangryeol] (1638).

(2012). http://uigwe.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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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高麗史)』「형법(刑法)」2 ‘금령(禁令)’ 충렬왕14년

(1288년) 4월의 내용이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

story, 2009-2015).

“감찰사(監察司) 방문(榜文)에 이르기를, ‘……노의(露衣)와 첨

립(詹笠)은 양반의 처가 교외로 나갈 때 입는 옷인데 색부(嗇夫:

농부)와 노비의 아내가 모두 이것을 입고 다니니 높고 낮은 차별

이 없다. 이제부터는 이것을 일체 금지하고 위반하였을 때에는 범

죄자의 물품은 관가에서 몰수하고 그들을 엄중한 죄로 논할 것이

다.’”

양반 처의 외출복이 노의에 첨립(詹笠) 차림이고, 농부

와 노비의 아내는 본래 노의를 입을 수 없지만 충렬왕 당

시에는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노의는『조선왕조실록-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12년(1412년) 6월 14일 기록에 보인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였다. ‘……의관(衣冠)과 예도(禮

度)를 모두 중국 제도에 따르면서 여복(女服) 한 가지 일은 아직

예전 풍습을 그대로 따릅니다. 또 본조의 예복이 참람하고 사치하

여 절도가 없습니다. 노의(露衣) ·오군(襖裙) ·입모(笠帽)는 높은

자의 옷인데, 지금 장사아치[商賈]와 천한 여자가 모두 입으니 높

고 낮은 것이 다시 분별이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4품 이상

의 정처(正妻)는 노의 ·오군 ·입모를 착용하고, 5품 이하의 정처

는 다만 장삼(長衫) ·오군 ·입모를 착용하되 노의를 입는 것을 허

락하지 마소서.’”

본래 노의는 4품 이상 정처만 착용할 수 있는데, 조선

초기에 신분에 관계없이 노의를 착용하자 사헌부에서

신분별 제한을 둘 것을 상소하였다.

선행연구(A. R. Kim, 2013; Lee, 2003)에서는 위 태종

12년의 기사 중 사헌부의 상소만 인용되고 태종의 답변

이 인용되지 않으면서 이때 이후로 4품 이상의 정처만

노의를 입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헌부의 상소에 대

해 태종은 “예전대로 하라(女服之事, 仍舊).”고 명하였다.

이날 사헌부가 올린 여러 건의 사안(事案) 중 여복에 관

해서는 그대로 두고 다른 사안은 사헌부의 의견대로 시

정하도록 명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후로도 한동안 신

분에 관계없이 노의를 입는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世祖實錄)』세조6년

(1460년) 4월 9일에 예종(睿宗: 1450~1469년)과 장순왕

후(章順王后: 1445~1461년) 혼례 시의 납징 예물 중 명

복(命服)에 관한 기록에서 노의가 언급된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빈씨(嬪氏) 집에 납징(納徵)하

게 하였다.……명복(命服)은 대홍 단자 노의(大紅 段子 露衣) 1벌,

【부인들이 길을 가는 겉옷[表衣]이다. 형태가 남자의 원령(圓領)

과 같으나 헐렁하게 크고, 묶는 띠는 없다.】…….”

위 노의 착용신분은 왕세자빈이다. 주석의 내용을 통

해 노의가 부인들이 길을 갈 때 입는 겉옷 즉 외출 시에

입는 옷임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세조13년(1467년) 10월 22일

기사에는 구성군(龜城君) 이준(李俊: ?~1479년)의 혼례

에 군부인을 위해 “대홍단자노의(大紅段子露衣)”를 마련

하는 내용이 기록되었고,『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선

조36년(1603년) 3월 18일 기사에는 의창군(義昌君) 이광

(李珖: 1589~1645년)의 혼례 시에 신부의 노의에 쓸 화문

홍단(花紋紅段)의 기록이 있다.

조선후기에는 다양한 기록에서 여러 신분의 노의 관

련 기록이 나오는데, 착용신분과 착용상황에 있어 전기

와 다른 점이 나타난다.

먼저, 착용신분이 왕비, 후궁, 왕세자빈, 왕세손빈, 왕

자의 부인, 왕녀(공주, 옹주, 군주, 현주) 등 왕실 구성원

으로만 한정된다. 예외적으로,『예장청등록』(禮葬廳謄

錄 [Yejangcheong-Denglok], 1898) ‘목욕습(沐浴襲)’에

의하면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부대부인 여흥민씨 장례에

습의(襲衣)로 노의 일습이 사용되었다.

착용상황은 혼례복으로 축소되고 이 혼례복이 상례의

염습(斂襲)에도 쓰이지만, 일반외출복으로는 쓰이지 않

는다. 혼례의 육례 중 노의가 친영 행차에 착용된 점은

『정미가례일기』(丁未嘉禮日記 [Jeongmi-Garye-Yilgi],

1847)에 나타난다. 정미년인 1847년 헌종과 간택후궁 경

빈김씨의 혼례 관련 기록인 이 자료에는 조선시대 자료

중 유일하게 혼례의 세부 절차마다 착용된 옷이 나타나

는데, 그 중 노의에 관해서는 “가례일 입궐시 마리

노의 봉”라 명시하였다. 또 상례에서는 부대부인 민씨

의 기록에서 습의로 쓴 것이 확인되고, 1632년의『(인목

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仁穆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Uigwe for the royal funeral rites of Queen Inmok], 1632)

에는 인목왕후 상례 시 ‘대렴’ 절차에 “대홍광지아원문노

의(大紅廣池兒圓紋露衣)”를 쓴 사실이 나타난다. 또 앞서

서술한 기성군부인 평양이씨묘에서 출토된 노의는 습의

이며, 사도세자의 적녀(嫡女)인 청연군주(淸衍郡主: 1754

~1821년)묘에서도 노의가 출토되었다.『청연군주가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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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淸衍郡主嘉禮謄錄 [Denglok for the royal wedding

ceremony of princess Cheongyeon], 1765)에 의하면 청연

군주는 혼례에 노의 1점을 마련하였고, 이 옷이 상례에

도 쓰인 것으로 보인다.

2. 일습(一襲)의 구성

노의는 예복이므로 단벌만 입지 않고 쓰개부터 신까

지 예법에 맞게 일습을 착용한다. 위에 언급한 사료에서

고려시대부터 노의와 함께 언급되는 것은 립(笠)이다. 충

렬왕 때의 ‘첨립(詹笠)’, 태종 때의 ‘입모(笠帽)’가 그것이

다. 첨립이나 입모는 입자 위에 천을 덮어씌운 것으로,

얼굴을 가리기 위한 용도이다. 일반부녀의 기마(騎馬)가

허용되던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 외출복으로 노의

를 착용하고 입모를 쓴 것이다. 조선후기에 입모는 ‘너

울[汝火 ·羅兀]’로 불린다. 조선후기 왕실 여인들이 혼례

세부 절차 중 길을 가는 의례에서 노의에 너울을 썼을 가

능성은『상방정례』(尙方定例 [Sangbang-Jeonglye], 1750)

‘숙의간택(淑儀揀擇)’에서 원삼에 너울을 갖추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의 ‘숙의간택’

은 간택을 마친 후 별궁으로 갈 때의 복장을 규정한 것

으로 보기 때문이다(Kim, 2008). 즉 조선후기 혼례에서

길을 갈 때 원삼에 너울을 착용했다면, 조선전기까지 노

의에 너울을 착용하던 방식도 후기까지 유지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머리형태는 조선후기 경빈김씨의 혼례에서는 쓰개가

없이 ‘마리’ 즉 가래머리를 한다. 가래머리는 낭자

쌍계(娘子雙髻)로 보는데, 두 가닥 머리를 벌여놓은 형

태이며 관례 전의 머리이다(Kim, 2010).

노의의 띠[帶]는 세조6년의 기록에서 “묶는 띠가 없다.”

라고 했으므로, 조선전기에는 띠를 두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평양이씨와 청연군주의 경우도 노의대가 출토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후기 의궤, 등록, 정례(定例)의

혼례복 물목에는 ‘노의대’가 있고, 경빈김씨는 봉대(鳳

帶), 부대부인 민씨는 자마노대[紫璊瑚帶]가 기록된다.

따라서 전기에는 노의대를 두르지 않다가 후기에 두른

것으로 보인다.

받침옷은 태종12년 기록에 오군(襖裙)이 나오는데, 이

때의 오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는 명

확하지 않으나, 중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의 기록에서 노의 일습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드물다. 다만『예장청등록』에 부대부인 민

씨의 습의로 쓴 노의 일습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노의, 후수(後垂; 後綬), 패옥(佩玉), 대(帶), 당의(唐衣),

흉배, 규(圭), 웃치마[上裳], 치마[裳], 견마기[肩莫只], 단

삼(單衫), 바지[袴], 요대(腰帶), 여모(女帽), 과두(裹肚),

버선[襪], 석(舃)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여모와 과두는 상

례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평상시의 노의 구성품에

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석은 본래 적의의 일습으로 착

용하는 것인데 1718년 경종의 부인인 단의빈(單懿嬪) 상

례부터 습의로 쓴 장삼과 함께 사용하였고, 대한제국시

기에는 원삼 및 노의까지 착용이 확대된다(Choi, 2013).

즉 여흥부대부인 이전에는 노의에 석을 신지 않았을 것

이다. 후수, 패옥, 규 등의 구성품은 노의를 최고 예복으

로 입는 경우에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부대부인 이전의

기록에는 이러한 구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 역시 국

말(國末)에 변용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노의를 입을 때는 가래머리를 하고

립과 너울을 쓴다. 노의는 조선전기에는 신분에 관계없

이 입었는데 조선후기와 대한제국시대로 가면서 점차

신분적 제한이 엄격해지면서 예복화되고 격식화되는 경

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전기에는 허리띠를 두르지 않았

는데 후기로 가면서 봉대나 자마노대 등의 노의대를 두

르고(허리띠의 사용은 옷의 형태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우임으로 착장하던 방식이 맞깃으로 바뀌

면서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음.), 기본복인 당의나 견마

기, 저고리, 치마, 속곳, 버선, 신 등이 갖춰진다. 국말에

는 예복에 갖추는 후수, 패옥, 규, 석 등의 부속을 갖추는

경우까지 나타난다.

3. 장렬왕후 노의 일습의 구성

위에서 살핀 내용을 근거로 보면, 장렬왕후는 경빈의

착용례에 근거하여 혼례복 물목 중의 체발로 가래머리

를 하고, 노의와 노의대를 착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쓰개

는 물목에 립과 너울, 면사가 있는데, 이 중 립과 너울을

사용했을 것이다. 면사는『국혼정례』(國婚定例 [Guk-

hon-Jeonglye], 1749)와『상방정례』의 왕비와 왕세자빈

혼례복에서 2점씩 마련되고 그 중 1점은 법복(法服)인

적의 일습에 포함되므로 동뢰연에 적의와 함께 쓴다. 장

렬왕후는 면사 1점만 마련되므로 적의와 함께 썼을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의 안에는 중삼을 받쳐 입었을 것이다. 의궤에서 중

삼은 줄을 바꾸지 않은 채 노의에 바로 뒤이어 기록되고

있어, 노의의 받침옷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복은 저고리, 치마, 속옷을 입는다. 먼저 저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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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치마의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빈김씨와 부대부인

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빈김씨의 혼례복 물목에

는 많은 수의 저고리와 치마가 나타나는데, 당의+저고

리+저고리가 일작(一作)을 이루거나 견마기+저고리+저

고리가 일작을 이룬다. 부대부인 민씨는 습의로 “견마기

1작(作)”을 썼는데, 이는 견마기 1점과 저고리 2점으로

구성된다. 치마는 홍색과 남색 2점을 사용하였다. 부대

부인의 의례는 상례 시의 경우로 장렬왕후의 혼례 시의

경우와 맞지 않으나 노의 일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

록이므로, 노의 받침옷으로 저고리와 치마를 구성할 때

부대부인의 일습 구성을 따르고자 한다. 이에 장렬왕후

의 노의 받침옷인 저고리와 치마는 부대부인의 사례를

근거로 각각 3점과 2점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또

저고리 속에는 속적삼을 입는 것이 기본 예법이므로 적

삼 1점을 함께 입었을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 부녀의 하의속옷은 여러 벌을 겹쳐 입는다.

다리속곳, 속속곳, 속바지, 단속곳이 기본이고 그 위에

대슘치마나 무지기치마 등을 갖춘다. 장렬왕후 물목에

는 속곳이 2점 나타난다. 겹속곳[裌裏衣] 1점과 단속곳

[單裏衣] 1점이다. 다른 속옷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다

리속곳부터 단속곳까지 모두 갖췄을 것으로 본다.

신은 여흥부대부인의 경우 노의에 석을 신었지만, 이

는 후대에 노의가 예복화되면서 나타난 경향이고 그 이

전에는 석이 아닌 다른 신을 신었을 것이다. 장렬왕후

혼례복에도 석이 있으나 이는 적의와 일습을 이루는 것

이다. 이 외 물목에 흑웅피혜가 있으므로, 장렬왕후는 노

의에 흑웅피혜를 신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장렬왕후의 노의 일습은 머리장식으

로 가래머리, 쓰개로 립과 너울, 겉옷으로 노의와 봉대,

받침옷으로 중삼 1점, 저고리 3점, 적삼[삼아] 1점, 치마

2점, 속곳을 입고, 버선 1점과 흑웅피혜 1점으로 구성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

IV. 장렬왕후 노의 일습의 형태 고증

장렬왕후의 노의 일습에 대한 형태 고증은『(인조장렬

왕후)가례도감의궤』의 혼례복 물목별 세부 재료를 기본

으로 삼고, 이 외 각 복식과 관련한 사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분석자료의 시기는 장렬왕후가 혼례를 올린

1638년의 전후 50년씩 약 100년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

한 경우 시간적 범위를 좀 더 넓게 둔다.

형태 고증의 범위는 노의 일습 중 직물을 주재료로 하

는 너울, 노의와 노의대, 중삼, 저고리, 적삼[삼아], 치마,

속곳으로 한정한다.

1. 쓰개-립(笠)과 너울[汝火; 羅兀]

립과 너울은 조선시대 여인들의 폐면용 쓰개인데, 후

기로 가면서 왕실의 혼례(婚禮)와 상례(喪禮)에 의례복

으로 입거나 상궁과 기녀가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상례 관련 의궤의 발인반차도, 능행(陵幸)의 행렬, 가례

의궤의 친영반차도에는 상궁과 시녀 등의 너울 착용모

습이 표현되어 있다. 립을 머리에 얹은 후 너울을 덮었

는데, 너울의 길이는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고 뒤쪽에는

허리까지 드리운 두 자락 끈이 있다.

위와 같은 형태의 너울은『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

儀序例 [Gukjo-Oryeui-Seorye], 1474)「흉례(凶禮)」‘국휼

복제도설(國恤服制圖說)’과『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

補編 [Gukjo-Sangrye-Bopyeon], 1758)「성복(成服)」등

의 전례서에는 부녀의 상복(喪服)으로 마련되고, 명칭은

‘개두(蓋頭)’로 나타난다. 도식 <Fig. 2>를 보면 립 위에

너울을 덮었고, 정수리에는 꽃모양 장식이 있다. 속에

는 네 가닥 끈이 있다. 이 개두에 관해『국조속오례의서

례』(國朝續五禮儀序例 [Gukjo-Sok-Oryeui-Seorye], 1744)

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청죽(靑竹)으로 모(帽)의 틀을 만드는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

는 넓다. 안은 백색 주(紬)로 싸고, 또 조금 고운 생포(生布) 12척

을 6폭으로 재단해서 엇갈리게 잘라 12폭으로 만드는데 한쪽머리

는 넓고 한쪽머리는 좁게 하여, 좁은 머리가 위로 가게 해서 그 꿰

맨 곳을 연결한 후 모 위에 덮는다. 또 베(布) 3척으로 세 조각의

꽃잎모양[花葉形]을 만들어 모의 정수리에 붙인다. 속칭 ‘여입모

(女笠帽)’이다.”

위 내용을 통해 너울은 ‘개두’ 외에 민간에서 ‘여립모

(女笠帽)’라고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또 립은 대나무로

만들고, 정수리의 꽃모양은 세 장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도식의 형태와 일치한다.

그런데 세 장의 꽃모양 장식을 정수리에 단 너울은 최

근 십여 년 사이 조선시대 분묘에서 출토되어 그 구체적

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총 4점이 출토되었고, 인천 석남

동 묘주미상(16세기 초), 파평윤씨(?~1566년), 순흥안씨

(1551~1609년), 여흥민씨(1586~1656년) 등의 분묘 유물

이다. 이들 유물은 립 없이 너울만 있는데 파평윤씨는 드

림[垂音]과 매듭장식이 함께 나왔고, 순흥안씨는 드림장

식이 함께 나왔다. 드림의 위쪽에는 고정장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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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평윤씨는 매듭단추 2개가 달려있고, 순흥안씨는 작은

끈 2개가 달려있다. 4점 모두 소재는 라(羅)이고 홑이다.

이 외, 전세 유물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립과 너울

이 있다. 립은 머리 위에 얹을 때 고정해주는 나무틀이

속에 있고, 이 틀에 자주색 끈 두 가닥과 연두색 끈 두

가닥이 매어져 있다(Fig. 3). 너울의 재료는 황색 생모시

를 써서 겹으로 만들었는데, 앞쪽 눈이 위치하는 부분

은 직사각형 삼족항라를 홑으로 해서 투시할 수 있게 하

였다(Fig. 4). 기본 형태는 출토유물과 유사하지만, 세부

구성이 다르다. 출토유물이 동일한 형태의 사다리꼴 5~

6조각을 단순하게 붙여서 만들었음에 비해, 이 왕실 유

물은 직사각형 6폭 사이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조각 6개

를 끼워 만들었다. 삼각형 모양의 조각은 긴 것 3개와

짧은 것 3개가 있어, 긴 것과 짧은 것을 번갈아 배치하였

다. 직사각형 6개, 큰 삼각형 3개, 작은 삼각형 3개를 합

하면 총 12조각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앞서 인용한『국

조오례의서례』의 내용과 일치한다. 즉『국조오례의서

례』에서 “6폭을 재단해서 12폭으로 만든다.”는 내용은

12폭을 동일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

라 직사각형과 삼각형을 세 유형으로 재단해서 총 12조

각을 만든다는 의미임이 확인된다. 장렬왕후의 너울도

이 유물과 같은 형태일 것으로 추정한다.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립과 너울의

재료 및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겹너울(裌汝火) 1의 재료: 자적색 라(羅) 8척5촌, 안감 자적색

초(綃) 6척, 자적색 실 7분(分), 영(纓) 대홍색 진사 1전(錢).

립의 드림(笠纓) 1의 재료: 자적색 라 1척2촌.

대홍매듭 1의 재료: 대홍색 진사(真絲) 1량(兩)5전, 속심[槊]

홍색 향사(鄕絲) 3전.…….

립의 끈 달마기[笠纓月亇只] 1의 재료: 자적색 초 길이 2척 너

비 5촌5분.…….

너울매듭 1: 대홍색 진사 1량5전, 속심 홍색 향사 3전.…….

자초립(紫綃笠) 1: 자적색 라 1척5촌, 안감 자적색 토주 2척.”

장렬왕후 립은 ‘자초립(紫綃笠)’인데, 겉은 자적색 라

로 하고 안은 자적색 토주(吐紬)로 한다. 립을 쓸 때 턱

밑에서 고정하는 끈은 ‘달마기[月亇只]’로 표기되는데(A.

R. Kim, 2013), 립과 같은 자적색으로 하고 초(綃)를 쓴

다. 또 뒤쪽에 드리워서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게 하는

끈인 드림[垂音]은 ‘영자(纓子)’로 표기되는데(A. R. Kim,

2013), 자적색 라를 쓴다. 달마기와 영자는 위 기록에서

하나를 갖추는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1쌍을 의미

한다. 너울의 겉은 자적색 라로 하고, 안은 자적색 초로

한다. 끈[纓]의 재료인 대홍색 진사는 출토유물을 참고하

면, 립 위에 너울을 씌웠을 때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안쪽에 별도의 천을 대고 그 속에 실을 넣어 잡아당겨서

고정하도록 한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한 실로 추정

된다. 립과 너울에는 매듭이 하나씩 부속되는데, ‘대홍매

듭’과 ‘너울매듭’이라 표기된 홍색 매듭이 이를 말한다.

이상과 같이 장렬왕후의 쓰개는 자초립 위에 직사각형

6조각, 큰 삼각형 3조각, 작은 삼각형 3조각 등 총 12조각

Fig. 2. Gaedu (蓋頭).

From 國朝續五禮儀序例 

[Gukjosokoryeui-seorye].

(1474).

Fig. 3. Lip (笠) used in the palace.

From Ministry of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1981). p. 20.

Fig. 4. Neoul (너울)

used in the palace.

From You and Kim.

(1998). p. 260.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노의(露衣) 일습(一襲) 고증 제작

– 367 –

으로 구성된 자적색 겹너울을 쓰고, 여기에 자적색 끈[달

마기] 1쌍, 자적색 드림 1쌍, 홍색 매듭 1쌍이 부속된다.

2. 노의(露衣)와 대(帶)

1) 형태

조선전기 노의는 유물이 없어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

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인용한 세조6년 왕세자빈(훗날의

예종비 장순왕후) 노의 기록에서 대홍색 단(緞)으로 노

의를 마련하는데 “형태가 남자의 원령과 같으나 헐렁하

게 크고, 묶는 띠는 없다(制如男子圓領而寬大, 無束帶).”

라고 하였다. 주지하듯, 이 당시 남자의 원령 즉 단령(團

領)은 둥근깃에 우임(右衽)의 형태이다. 따라서 “형태가

남자의 원령과 같다.”는 것은 이러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조선후기 노의는 청연군주 유

물에서 보듯 품을 좁게 하여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형태이지만, 전기 노의는 “헐렁하게 크다.”고 했으므로

품이 큰 형태로 추정된다. 전기 남자 단령은 품이 좁고

착수(窄袖) 형태인데, 이와 달리 노의가 전체적으로 크고

넉넉한 형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설명한 것으로 보인

다.

세조6년 기록에 명시된 형태는 평양이씨묘 출토 노의

에서 확인 가능하다(Fig. 5). 유물은 둥근깃을 우임으로

착장하는 형태이고, 양옆에 접음무가 있어 남자의 단령

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품은 크고 넉넉하며, 끈은 출토되

지 않았다. 세조6년의 기록과 평양이씨 노의가 여러 면

에서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청연군주묘에서 출토된 조선후기 노의는 영조

41년(1765년)의 혼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배

자깃을 달고 맞깃과 맞길로 여며입는 형태이다(Fig. 6).

이 시기 좁아진 저고리 품으로 인해 노의의 품도 좁아졌

고, 소매는 광수(廣袖)이다.

이상과 같이 노의는 조선전기 둥근깃의 우임에서 후

기 배자깃의 맞깃으로 변화한다. 그런데『(인조장렬왕후)

가례도감의궤』에 ‘노의양’이라 하여 도식이 그려져 있

으나<Fig. 7>, 가장자리의 선만 간략히 묘사되어 있어 깃

의 형태나 길의 여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도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전단후장(前短後長)인데 뒷길이와 앞길이의 길이 차

이가 많이 난다. 품은 전기보다는 좁지만 후기보다는 넓

Fig. 5. Noeui (露衣)

excavated from

Pyeongyang-Lee's tomb.

From GPM. (2014). p. 10.

Fig. 6. Noeui excavated from

princess Cheongyeon's tomb.

From National Museum of Korea.

(2010). p. 121.

Fig. 7. Noeui of Queen 

Jangryeol.

From (仁祖莊烈王后)

嘉禮都監儀軌 [Uigwe for the

royal wedding ceremony of

King Injo and Queen Jangryeol]

(1638). (2012).

http://uigwe.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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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도기적 형태로 보인다. 소매는 진동에서 소매끝으

로 가면서 넓어진 두리소매이다. 깃은 뒷고대 중심이 꺾

어진 모양이다.

장렬왕후 노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깃 형태와 여밈방

식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의의 깃과 여밈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원삼이다. 최근

십여 년 사이 새로운 출토유물의 발굴과 보고로 인해 원

삼이 전기에 둥근깃의 우임에서 과도기적 변화를 거쳐

후기에 배자깃의 맞깃으로 정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

다. 둥근깃 우임에서 배자깃 맞깃으로의 변화는 노의와

동일한 변화양식이다. 또 청연군주 노의와 같은 시기의

원삼을 비교하면 양자(兩者)는 몸판의 무늬 유무(有無)

만 다를 뿐 기본 형태가 일치한다. 따라서 노의와 원삼은

동일한 형태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때문에 장렬왕후 노의 형태 파악을 위해 원삼의 형태 변

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17세기 전반기까지의 원삼은

25점이 조사된다. 인천 석남동 무연고묘(16세기 초 추정.

인천시립박물관), 용인 영덕동 무연고묘(16세기 초중반

추정. 국립대구박물관), 강릉김씨묘(?~1520년 추정. 단국

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적성이씨(1458~1538년. 단국

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청주한씨(1550년 추정. 단국

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파평윤씨(?~1566년 추정. 고

려대학교박물관), 기성군부인 평양이씨, 연안김씨(1590년

추정. 경기도박물관), 죽산이씨(임진왜란 이전 추정. 단국

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여흥이씨(임란이전 추정. 수

원박물관), 화성 동탄 출토 무연고묘(16세기 추정. 국립중

앙박물관), 고령신씨(16세기 추정. 국립민속박물관), 의인

박씨(16세기 중후반. 경기도박물관), 미발표된 무연고묘

(16세기 중후반), 평산신씨(16세기 말 추정. 문경새재박물

관), 안동김씨(16세기 말~17세기 초. 수원박물관), 순흥안

씨(17세기 초. 대전선사박물관), 전주최씨(17세기 초. 단

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해남윤씨 묘역 묘주미상

(17세기 초.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동래정씨(17세

기 초. 국립대구박물관), 순흥안씨(1551~1609년. 단국대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장기정씨(1565~1614년. 안동

대학교박물관), 동래정씨(1567~1631년. 경기도박물관),

전주이씨(1620~1663년. 경기도박물관) 등이다.

이들 원삼은 모두 둥근깃이고, 경기도박물관의 동래

정씨 유물을 제외하면 모두 우임이다. 소매는 진동과 너

비가 같은 통수(筒袖)가 대부분이지만 안동김씨, 전주최

씨,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무연고묘, 경기도박물관 동

래정씨 유물 등은 끝으로 가면서 넓어진 두리소매이고,

전주이씨는 진동부터 넓어진 광수이다.

위 25점 중, 생몰년이 명확하고 장렬왕후의 혼례가 있

었던 1638년과 유사한 시기의 유물은 마지막 4건인 순

흥안씨, 장기정씨, 동래정씨, 전주이씨 원삼이다. 이 중 순

흥안씨와 장기정씨 유물은 둥근깃의 우임인데, 소매가

통수이고 앞뒷길의 길이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장렬왕

후 노의 형태와 맞지 않는다. 또 전주이씨 유물은 소매

가 진동부터 넓은 광수이므로 장렬왕후 노의와 다르다.

따라서 장렬왕후 ‘노의양’ 도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앞뒷길 길이 차이 및 소매 형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동

래정씨 원삼이다. 또 후술하겠지만, 장렬왕후 노의 의차

(衣次)에 태수(笞袖)의 재료가 나오므로, ‘노의양’에는 표

현되지 않았으나 소매끝에 태수를 단 것을 알 수 있다.

동래정씨 유물 역시 태수가 달려있으므로 이 점도 장렬

왕후 노의와 같다.

동래정씨의 원삼은 둥근깃에 맞깃과 맞길로 여미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는 처음 보고되었는데, 15~16세기까

지의 우임으로 착장하던 둥근깃 원삼에서 조선후기 맞

깃 원삼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이다. 즉 이 유물을

통해 조선시대 원삼이 둥근깃 우임→둥근깃 맞깃→배

자깃 맞깃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 동래정

씨보다 뒷시기인 전주이씨 원삼이 둥근깃 우임이므로,

17세기 초반을 즈음하여 둥근깃 우임과 둥근깃 맞깃이

한동안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둥근

깃은 점차 길쭉한 형태로 변했다가 배자깃으로 바뀌는

데, <Fig. 8>의 해평윤씨(1660~1701년) 원삼에서 보듯

긴 배자깃으로 바뀐 초반에는 깃의 둥근 모양이 한동안

유지된다. 이후 조선말기는 <Fig. 8>의 덕온공주(1822~

1844년) 유물 및 다른 원삼 유물에서 보듯 깃머리에 좀

더 각(角)이 있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상과 같이, 장렬왕후 혼례 시기와 옷 형태에 가장 유

사한 유물은 동래정씨 원삼이다. 따라서 이 유물에 기초

해서 장렬왕후 노의를 복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의궤의 ‘노의양’에서 깃고

대 중심이 꺾어진 모양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데 이는 <Fig. 9>의 안동권씨(1664~1722년. 경기도박물

관) 원삼처럼 안감의 곧은깃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적

합하다. 이 원삼은 둥근깃 겉감과 곧은깃 안감을 따로

만들어서 고대, 섶, 길 가장자리 등을 실로 고정하였다.

겉감과 안감을 고정한 후 펼쳐놓으면 장렬왕후 ‘노의양’

과 같은 꺾어진 깃이 된다.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노의 재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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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문 노의(金圓紋露衣) 1의 재료: 대홍필단(大紅匹段) 1필,

안감[內拱] 대홍정주(大紅鼎紬) 2필, 태수 원문 남필단(圓紋藍匹

段) 3척6촌, 첩금(貼金) 3속(束)3첩(貼)3장(張).”

장렬왕후 노의는 겉감을 대홍색 필단(匹段)을 써서 둥

근깃 맞깃 형태로 하고, 안감[內拱]은 대홍색 정주(鼎紬)

를 써서 곧은깃의 우임 형태로 하며, 소매끝에 남색 태

수를 달고, 금박으로 무늬를 표현한다.

2) 무늬

장렬왕후 노의는 명칭 자체에 ‘금원문 노의’라 하여 원

문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노의양’ 도식에는 “앞뒤좌

우에 금원문 315개를 부금한다(露衣樣:前後左右付金金

圓紋三百十五)”라는 설명이 달려있고<Fig. 7>, ‘금원문’

도식이 별도로 있는데 “박달나무에 새겨서 부금한다(朴

達木刻成付金).”라는 설명이 달려있다(Fig. 10).

도식에 나타난 무늬는 둥근 원 안에 운봉문(雲鳳紋)이

있는 형태이다. 두 마리의 봉황이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

고 양쪽 옆에 운문(雲紋)이 하나씩 있다. 평양이씨 노의

에도 전체적으로 둥근 운봉문이 있는데, 원 안에 한 마

리의 봉황이 들어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무늬 표현방

식도 평양이씨 운봉문이 직조(織造)임에 비해 장렬왕후

는 ‘부금(附金)’이라 하였고, 부금의 재료로 첩금 소요

량까지 제시되어 있다. 청연군주 노의가 부금으로 무늬

를 표현했으므로 이를 참조할 수 있다.

무늬의 수는 평양이씨 361개, 청연군주 216개(원앙문)

임에 비해 장렬왕후는 315개이다. 평양이씨 노의가 접

음무를 단 품이 넓은 형태이고 청연군주는 무가 없이 품

이 좁은 형태이므로, 옷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무늬 수

가 줄어든 것이다. 형태적으로 두 노의의 과도기에 있는

장렬왕후 노의는 무늬 수도 중간에 해당한다. 노의가 전

기의 넓은 형태에서 후기의 좁은 형태로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이다. 무가 사각형접음무→삼각형무

→소멸로 변화하는 과정은 곧 품이 넓었다가 좁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장렬왕후 ‘노의양’은 동래정씨와 같은 삼

각형무가 있는 형태를 반영한 것이고, 때문에 품에 비해

도련이 넓다. 평양이씨 노의를 근거로 보면 무에도 무늬

를 표현하기 때문에 무의 크기는 무늬의 수에 직접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장렬왕후 노의의 무늬는 둥근 원 안에 두 마리

의 봉황과 두 개의 운문을 표현한 운봉문 315개를 부금

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한편, 장렬왕후 이후 왕비 신분으로 혼례를 올린 인현

왕후(1681년), 인원왕후(1702년), 순원왕후(1802년), 효현

왕후(1837년), 효정왕후(1844년), 철인왕후(1851년), 명성

왕후(1866년), 그리고 대한제국시기에 황태자비 신분으

로 혼례를 올린 순정황후(1906년)의 경우, 가례의궤에 기

록된 노의 명칭이 모두 ‘흉배금원문노의(胸背金圓紋露衣)’

이다. 노의에 흉배를 달아 장식한 것이다. 1627년 혼례를

올린 소현세자빈부터 1762년 혼례를 올린 효의왕후까지

Excavated from

Donglae-Jeong's tomb

(1567-1631).

From GPM.

(2008). p. 97.

Excavated from

Jeonjoo-Lee's tomb

(1620-1663).

From GPM.

(2011). p. 97.

Excavated from Haepyeong-

Yun's tomb (1660-1701).

From Seokjuseon Momerial

Museum of Dankook University

[SMMDU]. (2010). p. 34.

Princess Deokon

(1822-1844).

From SMMDU.

(2012). p. 18.

Fig. 8. Design change of Wonsam (圓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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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명의 왕세자빈이나 왕세손빈은 가례의궤에서 모두

‘금원문노의(金圓紋露衣)’라 하여 노의에 흉배를 부착하

지 않는다.『상방정례』에서도 왕비의 노의에서만 흉배가

나타난다. 따라서 노의에서 흉배의 유무는 다른 신분과

차별화되는 왕비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장렬왕후

는 왕비 신분 중 유일하게 흉배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는 현재까지 보존

된 왕비 가례의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이전의 의

궤와 비교할 수 없어 노의에 흉배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

단순한 기록상의 누락인지 혹은 조선전기부터 17세기

초까지는 노의에 흉배를 부착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는 흉배를 부착했으나 기록에 누락되었

을 가능성도 있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장렬왕후까지는

흉배를 부착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부착했을 가능성도

있고, 본래는 흉배를 부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임진왜

란과 병자호란 이후라는 혼란기에 과도기적으로 장렬왕

후만 흉배를 부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중

어떤 경우인지를 확언하기 어려우므로, 장렬왕후의 노의

는 기록에 따라 흉배가 없는 형태로 제작하고자 한다.

3) 대(帶)

장렬왕후 ‘노의대’의 재료는 “자적색 라 6척7촌, 금 도

다익 첩금(金都多益貼金) 7첩.”이다. 자적색 라에 금박으

로 무늬를 표현한 것이다.

무늬의 형태는 참고할 자료가 없으나, 왕비 신분이므

로 봉황을 표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미가례일기』

에 의하면 헌종의 간택후궁인 경빈김씨가 ‘가례일 입궐

시’ 즉 혼례 당일 궁궐에 들어올 때 마리(가래머리),

노의, 봉대(鳳帶)를 했다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도 노의

에 봉대를 두른 사실을 알 수 있다.

3. 중삼(中衫)

중삼은 중단(中單), 중의(中衣)와 같은 의미이며, 예복

의 바로 안에 입는 받침옷이다. 장렬왕후 혼례 물목에는

노의 바로 뒤에 줄을 바꾸지 않고 ‘황사중삼(黃紗中衫)’

1점을 기록하고 있어, 노의 안에 중삼을 받쳐입었음을

알 수 있다.

재료는 황색 사(紗) 대신 황색 견(絹) 1필을 썼고, 백색

사로 동정을 달았다(黃紗中衫壹次, 黃紗代黃絹壹匹 同正

白紗長壹尺5寸廣壹寸伍分 黃真絲捌分). 이를 통해 동정

이 달린 중삼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 중단 형태는『악학궤범』(樂學軌範 [Akhak-

Gwebeom], 1493) 권9 ‘관복도설(冠服圖說)’과 ‘무동관

복(舞童冠服)’에 나타난다. ‘관복도설’의 ‘백주중단(白紬

中單)’은 녹초삼(綠綃衫), 홍초삼(紅綃衫), 비난삼(緋鸞

衫), 조주난삼(皂紬鸞衫)의 받침옷이다. 광수인 겉옷에

맞게 중단도 소매가 넓고, 옷의 가장자리와 소매끝에 검

은색 가선을 둘렀다. 깃은 가선과 따로 구분되지 않고,

고름은 없다. ‘무동관복’의 ‘중단’은 무동이 정재에 입는

‘상의(上衣)’의 받침옷이다. ‘상의’가 착수이므로 중단도

소매가 좁다. 흰색으로 몸판을 하고 가장자리만 검은색

가선을 두른다. 깃[衿]은 따로 구분되어 황색, 녹색, 자주

색, 남색, 도홍색의 오색을 쓰는데, 상의의 색도 이 오색

을 써서 상의와 깃의 색을 같게 한다. 즉 황색 상의를 입

는 무동은 황색 깃을 단 중단을 받쳐입고, 녹색 상의를

입는 무동은 녹색 깃을 단 중단을 받쳐입는 등이다. 고

름은 없다.

조선후기 중단은 현재 자료가 없고, 대한제국 순정효

황후와 영친왕비의 중단이 남아있다. 순정효황후의 중단

은 12등 적의(翟衣) 받침옷으로, 흰색 길에 붉은색 가선

을 둘렀다. 영친왕비의 중단은 9등 적의 받침옷으로, 청

회색 길에 붉은색 가선을 달았다. 깃에는 금박으로 불문

(黻紋)을 표현했는데, 두 점 모두 11개씩이다. 소매는 모

두 광수이고, 고름이 달려있다(Fig. 11).

위의 중삼 참고자료 4건 가운데 무동관복의 중단을

제외하면 모두 광수이다. 장렬왕후의 노의는 광수이므

로, 안의 중삼도 광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매를 제

외한 나머지 형태는 4건이 유사하다. 이 중, 대한제국 황

태자비의 복제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왕비의 복제와 같

으므로, 장렬왕후의 중삼은 황태자비 복제를 따른 영친

왕비의 유물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따

라서 황색으로 몸판을 하고, 조선전기 도식과 대한제국

시대 유물에 모두 가선이 있으므로 이를 따라 가선이 있

는 형태로 하는데 그 색은 대한제국 황태자비와 같은 붉

은색으로 한다. 영친왕비 유물에 동정은 없으나 장렬왕

후 기록에 흰색 동정이 있으므로 동정을 단다. 또 유물에

는 불문이 있으나, 장렬왕후 중삼에 무늬에 관한 기록이

나 금박의 재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늬는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저고리[赤古里]

장렬왕후의 혼례복 가운데 저고리는 모두 6점으로 단

저고리[短赤古里] 2점, 겹저고리 1점, 솜저고리 3점이다.

저고리는 청색, 남색, 자적색, 백색, 심초록색이며, 옷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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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선, 필단, 초, 토주를 겉감, 숙초와 정주를 안감으로

썼다. 아래는『(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의 저고리

내용이다.

“청금선 단저고리(靑金線短赤古里) 1의 재료: 청금선 10척, 섭

(攝) 재료 홍금선(紅金線) 반골(半骨) 6척6촌, 안감 황숙초(黃熟綃)

10척5촌, 중면자(中綿子) 10량(兩), 초록사(草綠絲) ·대홍사(大紅

絲) 각 8분, 남진사(藍眞絲) ·황주사(黃紬絲) 각 2분, 저주지(楮注

紙) 10장, 깃[衿] 자적필단(紫的匹段) 길이 2척3촌5분 너비 2촌5분,

깃 안감 자적토주(紫的吐紬) 길이 2척3촌 너비 2촌5분.

능 겹저고리(綾裌赤古里) 1의 재료: 백릉(白綾) 1필, 안감 백숙

초 1필, 중면자 10량, 백진사(白真絲) 5분, 동정(同正) 백초(白綃)

길이 1척5촌 너비 1촌5분, 저주지 4장.

솜저고리(襦赤古里) 1의 재료: 자적화문필단(紫的花紋匹段) 15척,

안감 대홍정주(大紅鼎紬) 1필, 중면자 10량, 동정 백초 길이 1척5촌

너비 1촌5분, 저주지 4장, 자적진사(紫的真絲) 7분.

11승 솜저고리(襦赤古里) 1의 재료: 심초록토주(深草綠吐紬) 1

필, 안감 번홍정주(磻紅鼎紬) 1필, 중면자 1량, 초록사 7분, 대홍

사 7분, 동정 백초 길이 1척5촌 너비 1촌5분, 초주지(草注紙) 9장.

단저고리(短赤古里) 1의 재료: 남금선(藍金線) 10척, 안감 대홍

정주 1필, 중면자 1근4량, 남진사 ·홍진사 각 2분, 초주지 10장.

솜저고리(襦赤古里) 1의 재료: 자적초(紫的綃) 17척, 안감 백정

주 1필, 중면자 1근4량, 자적사(紫的絲) ·백주사(白紬絲) 각 7분,

초주지 10장.”

단저고리는 금선단으로 만든 화려한 저고리이다. 길

이가 50~60cm 전후이고, 깃, 섶, 곁막이, 끝동 등을 길과

다른 금선단(金線緞) 즉 직금(織金) 직물로 장식한다. 현

재의 삼회장저고리와 닮은꼴이며, 저고리 중 가장 화려

하다. 대개의 유물이 단형(短形)임에도 불구하고 저고리

품이 가장 넓으며, 옆이 막혀있다(Park, 1992).

현재 16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의 분묘 중 여자 저

고리 유물은 묘주 약 20인의 150여 점이 보고되었다. 인

천 석남동 출토유물부터 문화유씨(1617~1685년. 단국대

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까지이다. 이 시기는 목판깃저고

리와 목판당코깃저고리가 주를 이루는데 목판깃에서 목

판당코깃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길과 소매는

직선형에서 사선으로, 무는 접은삼각형무와 사다리꼴무

에서 곡선형무로 변해간다. 대체로 목판깃 짧은저고리

(50cm 내외)는 도련이 거의 일자형이고 무도 사다리꼴무

와 접은삼각형무인 반면, 목판깃 긴저고리(80cm 내외)

는 처짐이 많은 곡선형 도련이고 무도 곡선형이다. 중저

고리(60~70cm 내외)는 두 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다량의 저고리 유물을 통해 16~17세기 형태적

Fig. 9. Wonsam excavated

from Andong-Kwon's tomb.

From GPM.

(2008). p. 102.

Fig. 10. Noeui's pattern

of Queen Jangryeol.

From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Uigwe for the royal wedding 

ceremony of King Injo and

Queen Jangryeol] (1638). (2012).

http://uigwe.museum.go.kr

Fig. 11. Joongsam (中衫) of

crown princess Yeongqin.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0).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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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할 수 있으나, 약 20인의 묘주 중 몰년이 확실하

면서 저고리 착장 순서를 알 수 있도록 염습 절차에 따

른 구분이 명확한 것은 파평윤씨(?~1566년)와 순흥안씨

(1551~1609년)에 불과하다. 파평윤씨는 습의(襲衣)로 저

고리 4점을 입었는데 가장 안쪽에 <Table 1>의 ①번 홑

적삼을 속저고리로 입었고, 그 위에 차례로 깃, 끝동, 무

를 금선으로 장식한 ②번 금선단 단저고리, ③번 토주

장저고리, ④번 화문단 장저고리를 입었다. 순흥안씨도

습의로 저고리 4점을 착용했는데, 가장 안쪽에 ①번 주

(紬) 겹저고리를 입었다. 그 위의 ②번 화문단 저고리는

길이 60cm로 단저고리보다는 길이가 조금 길지만, 깃

과 끝동, 섶, 무를 다른 색으로 장식했으므로 일반적인

저고리보다는 고급임을 알 수 있다. 이 위에 ③번 공단

장저고리와 ④번 화문단 장저고리를 차례로 입었다. 즉

파평윤씨와 순흥안씨는 적삼 혹은 속저고리 위에 금선

단 단저고리나 회장장식을 한 길이가 조금 짧은 고급 저

고리를 입고, 다시 그 위에 토주나 주로 만든 장저고리

를 입으며, 가장 겉에 화문단 장저고리를 입은 공통점이

나타난다.

이 중에서 파평윤씨는 문정왕후와 관련되는 인물로,

그의 옷은 왕실과 직접 연관되는 신분의 형태를 보여준

다는 점에서 장렬왕후 옷의 고증 및 복원에 중요하게 참

고할 수 있다. 또 장렬왕후의 저고리 중 금선단 단저고리

가 있는데 파평윤씨의 저고리에도 직금으로 만든 단저

고리가 있으므로, 장렬왕후의 저고리 형태와 착장 순서,

구성방식 등은 파평윤씨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장렬왕후는 적삼→금선단 단저고리→장저고

리→장저고리의 순서로 착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렬왕후 저고리는 청금선 단저고리, 백릉 겹저고리,

자적색 화문필단 솜저고리, 심초록색 토주 솜저고리, 남

금선 단저고리, 자적색 초 솜저고리이다. 이 중, 청금선

단저고리부터 토주 솜저고리까지 4점은『(인조장렬왕

후)가례도감의궤』에 노의 다음에 연속으로 기록되었고,

남금선 단저고리와 자적색 초 솜저고리는 다수의 다른

물목이 나온 다음 뒤쪽에 기록되었다. 앞 4점 중 3점을

일작(一作)으로 입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장렬왕후 저고리 총 6점의 색은 자적색, 남색, 초록색,

백색이고, 직물은 금선단, 화문필단, 토주, 초이다.『상방

정례』에 의하면, 자적색 저고리는 왕비 ·왕세자빈 ·왕세

손빈만 썼고 숙의, 군부인, 왕녀는 남색과 초록색을 쓴다.

따라서 자적색은 왕실 내에서도 최고 신분을 상징하며,

초록색과 남색은 그 아래로 인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옷

감은 금선단이 가장 고급이고, 다음은 화문필단이 장렬

왕후 적의에도 사용한 사실로 미뤄볼 때 다른 직물보다

상등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의궤 기록과 파평윤씨 저고리 착장 방식

을 종합하여 장렬왕후가 노의를 갖출 때 입는 저고리 3점

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장 겉에 자적색 화문필단 장

저고리, 그 안에 심초록색 토주 장저고리, 가장 안쪽에 청

금선 단저고리를 입는다. 청금선 단저고리는 청색 길에

자적색 필단으로 깃을 하고, 홍금선으로 섶을 한다.

5. 적삼(赤衫)

장렬왕후 혼례복 중 적삼은 ‘삼아(衫兒)’로 기록된다.

왕실 기록에서 ‘적삼’ 명칭은 1880년 완화군(完和君) 장

례 시 소렴에 “백색공단적삼”을 쓴 것을 제외하면 발기

[件記]에서만 보이고, 기타 기록에서는 ‘삼아’와 ‘한삼’

만 나타난다. 왕실에서는 저고리 안에 받쳐 입는 속저고

리를 주로 ‘적삼’ 대신 ‘삼아’라 했음을 알 수 있다(G. Y.

Kim, 2023).

장렬왕후 적삼은 백초(白綃)를 썼고, 소요량은 활삼아

(闊衫兒)까지 합쳐서 총 25척이라 하였다(衫兒壹次, 闊衫

兒壹次, 幷白綃25尺). 백초 25척으로 삼아 한 벌과 활삼

아 한 벌을 만든 것이다. 형태는 <Table 1>의 파평윤씨

①번 속저고리를 기본으로 한다.

6. 치마[赤亇]

장렬왕후의 혼례복 치마는 솜치마 3점과 겹치마 2점

으로 총 5점 마련된다.

“솜치마 1의 재료: 자적필단 28척, 스란(膝蘭) 8척【첩금(貼金)

2속 반(半). 도감에서 쌍룡(雙龍)을 직조함】, 안감 백정주(白鼎紬)

1필, 허리 및 끈의 재료 백초 길이 8척4촌 너비 2척4촌, 자적사(紫

的絲) 1전6분, 백주사(白紬絲) ·백진사(白真絲) 각 4분, 중면자 1근

4량.

겹치마 1의 재료: 대홍화문필단 1필, 안감 백정주 1필, 허리 및

끈의 재료 백초 길이 8척4촌 너비 2척4촌, 홍진사 ·백주사 각 8분,

백진사 4분.

솜치마 1의 재료: 남숙초 17척5촌은 남육화문필단(藍六花紋匹

段) 1필로 대신하고, 안감은 백초 17척5촌, 허리 및 끈의 재료는

백초 길이 4척2촌 너비 1척2촌, 중면자 1근4량, 남진사 ·백주사

각 8분.

11승 주(紬) 솜치마 12폭짜리 1의 재료: 초록토주 1필, 안감 백

정주 1필, 초록주사 ·백주사 각 9분, 중면자 1근4량, 초주지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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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cavated Jeogori [赤古里]                                                    (Unit: cm)

Tomb
Wearing

order

Possession

No.
Length Width

Sleeve

length
Jeogori Origin

Excavated

from

Papyeong-

Yun's tomb

① No.55 76.5 70.5 102.0

From Korea 

University

Museum.

(2003).

pp. 232-252.

② No.54 51.5 68.0 66.5

③ No.53 78.5 68.8 89.5

④ No.52 81.0 70.0 94.0

Excavated

from

Sunheung-

An's tomb

① No.9494 61.5 65.0 73.5

From SMMDU.

(2009).

pp. 76-82.

② No.9493 60.0 58.0 75.0

③ No.9492 72.5 58.0 87.0

④ No.9491 72.5 58.0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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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승 주 겹치마 14폭짜리 1의 재료: 자적토주 1필, 안감 백정주

1필, 끈 백정주 8척, 자적사 ·백주사 9분, 중면자 5근.”

솜치마는 자적색 필단에 쌍룡(雙龍)무늬 스란을 표현

한 치마 1점, 남색 육화문필단 1점, 초록색 11승 토주 1점

이고, 겹치마는 대홍색 화문필단 1점과 자적색 11승 토주

1점이다. 이 중 자적색 스란치마의 용무늬는 재료가 ‘첩

금’으로 기록된 점에 의하면 금박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또 “도감에서 직조한다.”라고 되어 있어 첩금을

재료로 쓴 금사(金絲)를 넣어 짠 직금 직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스란의 무늬 표현방식이 금박인

지 직금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현재 보고된 출토유물 중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의

치마는 17건의 사례에서 약 90여 점 보고되었다. 인천 석

남동 무연고묘 6점부터 여흥민씨(1586~1656년)묘 6점까

지이다. 이 시기 치마는 평상용과 의례용으로 대별되는

데, 평상용은 길이가 짧고 주름간격은 넓다. 이에 비해

의례용은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데 유물에 따라 일반치

마보다 길이가 긴 형태가 있고, 앞중심 부분을 짧게 한 전

단후장 형태도 있으며, 직금으로 스란무늬를 표현한 경

우도 있다. 총 17건의 출토사례 중 스란치마는 청주한씨

(16세기 후반 추정.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행주

기씨(17세기 초. 국립민속박물관), 남양홍씨(1584~1654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의 유물이 있다.

노의는 혼례 당일에 입는 예복이므로 장렬왕후가 노

의에 받쳐입은 치마는 의례용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용

무늬를 표현한 자적색 필단 스란치마를 겉에 입었을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후기 왕실 여인들이 예복을 갖춰

입을 때는 두 벌의 치마를 겹쳐입는 것이 기본 예법이었

다. 노의를 입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여흥부대부인의 상

례를 기록한『예장청등록』‘습’ 절차에서는 노의와 함께

홍색 공단치마와 남색 공단치마를 겹쳐입었다. 장렬왕

후는 자적색 치마에 스란이 있으므로 이 치마가 가장 귀

한 것이고, 따라서 홍색 대신 자적색 스란치마를 입고 그

안에는 남색 화문필단 솜치마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렬왕후의 스란치마와 일반치마는 출토유물 중 왕실

과 관련있는 신분인 청주한씨의 유물을 참조할 수 있다

(Fig. 12). 청주한씨는 중종(中宗) 2녀인 의혜공주(懿惠公

主)의 손녀이다. <Fig. 12>의 왼쪽은 의례용 직금 스란치

마이고, 오른쪽은 평상용 솜치마이다. 스란치마는 파손

되어 일부만 수습되었으나 남아있는 부분을 통해 본래

약 560.0cm 너비의 9폭 치마였음을 알 수 있다. 길이는

앞뒤 차이가 없고, 함께 출토된 평상용 치마보다 길다.

치마의 안쪽에는 허리말기를 제외한 옆과 도련 가장자

리에 별도의 선단을 둘러 치마와 대비되는 색을 통해 장

식적인 효과를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스란은 두 줄인

데, 치마 중간 부위에 약 28.0cm 너비의 넓은 난(襴)을 직

금하였고, 도련에는 6.0cm 너비의 난을 직금하였다. 무

늬는 청주한씨 스란치마에 포도동자문이 표현되어 있는

데 장렬왕후의 스란치마는 쌍룡무늬이므로, 왕실 유물

중 쌍봉(雙鳳)을 표현한 영친왕비 대란치마의 무늬와 같

은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영친왕비 스란의 쌍봉은

서로 마주보는 형태이고, 사이사이에 운문이 있다.

7. 속곳[裏衣]

장렬왕후의 속곳은 단속곳과 겹속곳이 있다. 단속곳

은 백정주 1필, 겹속곳은 겉감을 11승(升) 백토주 1필로

하고, 안감을 백정주 1필로 한다.

형태는 앞서 치마를 참조한 청주한씨의 유물을 기초

Fig. 12. Chima excavated

from Cheongju-Han's tomb.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2, September 6).

Fig. 13. Sokkot [裏衣] excavated

from Papyeong-Yun's tomb.

From Korea University Museum.

(2003).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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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청주한씨묘에서 속곳이 수

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고리와 적삼을 참

조한 파평윤씨의 속곳을 참조하고자 한다.

파평윤씨의 속곳은 겹과 홑 두점이 수습되었다. 이 중

홑으로 된 유물 <Fig. 13>는 묘주가 가장 안쪽에 입고 있

었다. 밑이 막히고, 바지부리가 넓으며, 허리말기와 끈이

달린 형태이다. 가랑이를 똑같은 형태로 2개 만들어서 겹

쳐 넣은 뒤 하나의 허리말기를 달이 이어지게 하였다. 약

33.0cm의 옷감 4폭을 식서를 살려서 홈질로 연결하였

다. 무와 끈에는 바대를 사용하였고, 주름은 중심을 향하

도록 하였으며, 주름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V. 노의 일습 복원 및 착장 재현

본 장에서는 제IV장의 형태 고증에 근거하여 장렬왕

후 노의 일습의 형태와 치수를 도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 제작한 후 속옷부터 겉옷까지 착장을 재현

하고자 한다.

1. 일습 복원

너울은 자주색이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실 너울

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치수는 총길이 82.0cm로, 가로

세로 24.0×56.0cm 6폭과 밑변 23.0cm 높이 34.0cm의

3장, 23.0×47.0cm 3장의 삼각형을 폭과 폭 사이에 연결

하여 겹으로 만들었다. 꽃잎은 지름 9.0cm 2장이며, 꽃

판은 지름 7.0cm 1장으로, 정수리에 장식하여 마무리한

다. 눈이 위치하는 부분에 가로 24.0cm, 세로 3.0cm의 삼

족항라를 사용하여 투시할 수 있게 하였다.

노의는 홍색이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동래정씨 원삼

을 기본으로 하되, 장렬왕후 ‘노의양’의 치수를 비례 산

정하여 정하였다. 즉 앞길이 120.5cm, 뒷길이 159.0cm,

뒤품 60.0cm, 진동 34.0cm, 화장 132.0cm, 수구 65.0cm,

고대 22.0cm, 깃너비 4.5cm, 겉깃길이 70.5cm, 깃파임

12.5cm, 바대 8.5×41.0cm, 선단너비 6.0cm는 동래정씨의

유물 치수를 따른다. 도련너비는 동래정씨 원삼과 ‘노의

양’의 앞뒷길 길이 및 도련너비의 비례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동래정씨 원삼의 뒷길이 159.0cm를 장렬왕

후 노의 뒷길이에 그대로 적용하고, 도련너비는 ‘노의

양’이 원삼 유물보다 넓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비례

를 감안하여 앞길의 밑단은 약 128.0cm, 뒷길의 밑단은

약 144.0cm로 적용하였다. 노의 안감의 형태와 치수는

전체적으로 겉감과 같으며, 깃만 안동권씨 원삼을 따른

다. 겉감과 안감을 각각 완성하여 고대, 섶, 길 가장자리

를 고정해서 한 벌로 완성하였다. 무늬는 운봉문을 표현

하는데, 일러스트로 도식을 그린 후 동(銅)으로 금박판

을 제작한 후 금박을 찍었다. 노의대는 안동권씨 원삼에

부속된 유물을 기본으로 하여 길이 264.0cm, 너비 8.5cm

로 하고, 봉문을 부금하였다.

중삼은 홑으로 한다. 황색 몸판에 붉은색 가선을 대고,

무늬는 없다. 치수는 노의보다 조금 작게 한다. 앞뒷길이

119.0cm, 뒤품 60.0cm, 진동 33.0cm, 화장 98.0cm, 수구

63.0cm, 깃너비 9.0cm이다.

저고리는 3점을 복원하였고, 속에서부터 입는 순서대

로 저고리1, 저고리2, 저고리3으로 명명하였다. 저고리

1은 청금선 단저고리, 저고리2는 심초록색 토주 저고리,

저고리3은 자적색 화문필단 저고리이다. 저고리1의 뒷길

이는 51.5cm, 뒤품 68.0cm, 진동 27.0cm, 수구 23.5cm, 화

장 66.5cm이다. 저고리2의 뒷길이는 78.5cm, 뒤품 68.8cm,

진동 32.0cm, 수구 30.5cm, 화장 89.5cm이다. 저고리3의

뒷길이는 81.0cm, 뒤품 70.0cm, 진동 31.5cm, 수구 30.0cm,

화장 94.0cm이다. 적삼은 파평윤씨 속저고리를 기본으

로 한다. 좁은 깃이고, 도련은 말아감쳐서 안쪽으로 오

므라들게 하였다. 뒷길이는 76.5cm, 뒤품 70.6cm, 진동

30.0cm, 수구 29.0cm, 화장 102.0cm이다.

치마는 의례용 스란치마 1점과 일반솜치마 1점이다.

스란치마는 자적색이고, 길이 127.0cm, 허리말기 길이

93.5cm, 끈길이 85.5cm이다. 솜치마는 남색이고, 기본 치

수는 스란치마와 같되 길이만 99.0cm로 짧다. 속곳은 흰

색이고, 바지길이 91.0cm, 바지통 66.0cm, 허리말기 길이

96.0cm, 허리끈 78.0cm이다(Fig. 14).

2. 착장 재현

장렬왕후 노의 착용순서는 속옷으로 가장 속에 적삼

과 속곳을 착용한다. 그 위에 아랫도리는 남색 평치마를

입은 후 자적색 스란치마를 입고, 저고리는 청금선 단저

고리 위에 심초록색 토주 저고리, 자적색 화문필단 저고

리의 순서로 착용한다. 위에 중삼을 입고, 노의를 입은 후

단추로 여미며, 노의대를 두른다. 마지막으로 립을 쓴 후

너울을 덮어 차림을 완성한다(Fig. 15).

VI. 결 론

본 연구는 17세기 초에 신부인 조선의 왕비가 신랑인

왕을 따라 궁궐에 들어갈 때 입었던 노의와 받침옷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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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restorated shape and size of Noeui set of Queen Jangryeol.

Illustrated and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5, March 1-2016, Jun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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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고증하여 복원하였다. 연구를 통해 사료에 대한 오해

를 바로잡고,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유물을 통해 구체적

으로 확인하였으며, 고증을 통해 왕비 노의 일습의 형태

를 복원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종12년 사헌부에서 노의 착용신분에 관해 상소한

내용은 그동안 학계에서 바로 시행되었고 따라서 이때

이후에는 사대부가의 부녀를 제외한 신분이 낮은 사람

들의 노의 착용문화가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상

소에 대해 태종은 당분간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도록 답

변을 내리므로, 이후로도 한동안 착장 신분에 변화가 없

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의에 관한 여러 기록과『(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

궤』의 기록을 통해 추정한 장렬왕후 노의 일습은 립과 너

울, 노의와 대, 중삼, 저고리 3점, 적삼[삼아] 1점, 치마

2점, 속곳, 버선, 흑웅피혜이다. 이 중 본 직물을 주재료

로 하는 너울, 노의와 대, 중삼, 저고리, 치마, 적삼, 속곳

을 복원하였다.

립은 자초립이고, 너울은 자적색 겹너울이며, 자적색

끈[달마기] 1쌍과 드림 1쌍, 홍색 매듭 1쌍이 부속된다.

너울은 문헌에서 12폭으로 만들도록 명시하는데, 왕실

너울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동일한 형태의 12폭이 아니

라 직사각형 6조각, 큰 삼각형 3조각, 작은 삼각형 3조각

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사각형을 중심에 두고 그 사이사

이에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을 번갈아 배치해서 완성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노의는 둥근깃 우임→둥근깃 맞깃→배자깃 맞깃으로

의 변화가 원삼과 동일하므로 원삼을 참조하여 고증하

였다. 세부 형태상 장렬왕후 노의와 가장 유사한 것은

동래정씨 원삼이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대홍색으로

둥근깃 맞깃, 두리소매, 삼각형무, 남색 태수가 있는 형

태를 복원하였다.『(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노의

양’의 꺾어진 깃중심은 곧은깃 안감을 묘사한 것으로

보았고, 겉감 안에 곧은깃 안감을 징거서 펼쳤을때 꺾어

진 깃중심의 형태로 완성되는 것은 안동권씨 원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안감은 안동권씨 원삼에 근거

해 대홍색 곧은깃으로 복원하였고, 겉감과 안감을 각각

완성한 후 고대, 섶, 길 가장자리를 징거 고정하였다. 무

늬는 금박으로 둥근 운봉문[金圓紋] 315개를 찍었다.

중삼은 곧은깃을 달고, 황색 길에 붉은색 선을 가장자

리에 둘렀다. 기본복은 속에 적삼[삼아]과 속곳을 입고,

그 위에 청금선 단저고리→심초록색 토주 장저고리→자

적색 화문단 장저고리와 남색 평치마와 자적색 스란치

마를 입는 것으로 고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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