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 107 –

I. 서   론

아청(鴉靑)은 발효 쪽염으로 발색되는 검푸른 색

으로, 다양한 고문헌과 실록에 주요 복색(服色)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명(對明) 외교가 중시된 조선 성

종(成宗) 재위기(1469~1494)의 실록에 아청복색에 

한 언급이 여러 번 나타나며, 이는 성종 재위기의 

외교와 복식문화에서 아청의 의미와 비중이 상당했

음을 의미한다(Choi, 2017). 그러나 현존하는 관련 복

식유물이 매우 드물어, 현재까지 진행된 관련 연구

의 비중은 매우 낮고 복식사 교육 시에도 고문헌 위

주의 기록자료만 제시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더욱 

조선 전기 아청사여복식(鴉靑賜與服飾)의 고증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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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복식사 교육 관련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이 시기 아청복식의 특성 분석과 외형 추정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성종 재위기의 아청복식 중 사여복식은 가장 다양

한 품목명이 나타나는 분야로, 1469년부터 1493년까

지 성종 재위기 전반에 걸쳐 명의 사신과 공신에게 

사여되었고, 기록횟수도 다른 아청복식에 비해 월등

히 많다. 반면 성종 재위기의 다른 아청복식은 관복, 
명부(命婦)의 조잠복(助蠶服), 뇌물용 필단 등에 단

편적으로 나타나(Choi, 2017), 상 적으로 사여복식

에서 아청의 비중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Korea Creative Content Ag-
ency)을 비롯한 교육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2D와 3D 
고증복식 콘텐츠가 계속 제시되고 있으나, 성종 재

위기의 아청색 사여복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콘텐

츠는 아직 없다. 또한 현재까지 성종 재위기를 다룬 

미디어에서 아청색 사여복식의 형태가 확실하게 제

시된 경우도 찾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품목이 다양하고 비중이 컸던 

성종 재위기의 아청색 사여복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외형을 고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실물

자료가 적은 해당 시기 복식의 시각교육 콘텐츠를 보

강하고자 한다. 아청색의 의의와 아청색 사여복식의 
형태적 특성에 중점을 둔 연구이므로, 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아청사여복식(鴉靑賜與服飾)’을 사용하였

다. 관련 선행연구로 전통 아청염색 관련 연구(Cho, 
1995), 조선의 모피의류 관련 연구(An, 2005), 쪽의 

현 적 염색 관련 연구(Chung et al., 2005; Li & Ahn, 
2017; Yoo & Ahn, 2018), 15세기의 사 부 출토복식 

연구(Choi, 2003; Kweon & Kweon, 2009; Lee, 2010), 
고려 아청운수라질손에 한 연구(Choi, 2013), 15세
기 아청복색의 용도 관련 연구(Choi, 2017) 등이 있으

며, 아청사여복식의 특성과 의의 및 형태 추정에 중

점을 둔 연구는 아직 드물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을 위해, 관련 기록은 많으나 

현존유물은 극히 적은 성종 재위기로 본 연구의 범

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과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종실록및 관련 기록에 나타난 아청

색과 아청사여복식의 종류와 특성 및 의의를 분석한

다. 둘째, 현존하는 관련 출토유물을 참조하여 시

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품목을 중심으로 고찰

상을 선별하고, 형태와 주요 치수를 추정한다. 셋째, 

연구결과를 복식사 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현재 적용될 수 있는 시판 아청직물의 종류를 

조사하고 염색샘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치수, 참고자료, 적용직물을 비교표로 제시하고 주

요 실물샘플을 선별 제작하여 아청사여복식의 외형

과 관련된 복식사 시각교육 콘텐츠를 구축한다.

II. 이론적배경

1. 조선 전기 아청복색의 의의

아청라(鴉靑羅)는 조선 이전부터 고려의 상징직

물로 원(元)의 백관(百官) 질손 연회복의 재료였다

(Choi, 2013). 노걸 (老乞大)를 보면 고려에서 능

자(綾子) 1필을 아청으로 염색할 때 은 5냥이 들어(C
hung, 2004), 비교적 고급 염색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전록통고(典錄通考)에 의하면 상의원(尙衣院) 
청염장(靑染匠) 10명 외에도 제용감(濟用監)에 청염

장 20인이 소속되어(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
tory [NIKH], n.d.-b), 조선의 관영 아청염색의 비중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아청에 한 기록 수를 관찰하면 다른 실록의 1~14건
에 비해 세종실록 21건, 세조실록 25건, 연산군

일기 24건이 월등히 많고(NIKH, 2005-2019g), 성
종실록의 기록은 39건으로 다른 실록과 비교하여 

가장 많다(Choi, 2017). 그러나 조선 후기의 실록에 

아청 관련 기록은 현저히 적어, 상 적으로 조선 전

기의 실록에 아청의 의의가 부각되어 있다. 성종 재

위기의 아청사여복식은 품목명이 다양하고 참조할 

수 있는 유물도 현존하여, 비교적 자세한 형태 고증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상이다.
그러나 성종 재위기의 아청염색법에 한 정확한 

기록은 없어 소수의 출토유물 외에 문헌기록을 참조

할 필요가 있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쪽잎

을 발효시켜 봉호잿물을 넣은 염액으로 아청색을 얻

는다고 기록되었다(“반물염색 [Deep indigo dyeing]”, 
n.d.). 쪽잎액과 석회를 결합해 발효시켜 쓰는 반물염

색은 횟수에 따라 청(靑), 감(紺), 남(藍), 표(縹)가 된

다(“반물염색 [Deep indigo dyeing]”, n.d.). 상변통고

(常變通攷) 4권 관복염색(冠服染色)은 감을 깊고 어

두운 아청색[深底鴉靑色]이라고 기록했다(Institu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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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ITKC], 2009). 1446년
에 정인지는 동궁(東宮)의 천담복에 반아청색(半雅
靑色)인 천담흑색(淺淡黑色)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NIKH, 2005-2019d, para. 2). Moon(2012)은 아청색이 
쪽으로 표현되는 청색 중 중 가장 어두운 색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참조하면 아청색은 발효 쪽염으로 
표현되는 흑색 톤의 짙은 청색으로 정의된다.

2. 성종 재위기 아청사여복식의 특성

성종 재위기는 명(明) 성화제의 신뢰를 받던 조선 

공녀 출신의 한씨(韓氏)가 집요하게 토산방물을 요

구하던 것을 포함하여 지속되는 각종 요구를 피하고 
명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명 외교가 매우 중

시되던 시기였다(Choi, 2016).
<Table 1>은 성종실록에 기록된 아청사여복식

의 직물, 모피, 품목명과 수, 사여년월, 사여 상자를 

정리한 것으로, 계절별 재료와 사여품목을 순차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시  순으로 배열하였다. 품목명에

서 ‘아청’은 생략했으며, 처음 표기되는 의복과 재료

에는 영문명과 한자명을 병기하였다. 영문명은 Sim 
(2019)의 연구를 일부 참고했으며, 영문명이 긴 경우

에는 축약하여 sheer fabric gauze[羅]는 S.F.G., cotton 
or silk fabric[綿布]은 C.S.F., tabby with silk and ramie
[紵絲]는 T.S.R., 모피 중에 weasel fur[鼠皮]는 W.F., squi-
rrel fur[靑鼠皮]는 S.F.처럼 약자로 표기하였다. 사여, 
증여, 하사 외의 표현이 쓰인 예와 상자가 물품을 

거절한 예는 <Table 1>에 표시하였다. 여기에서 보이

듯 성종 재위기의 아청사여복식은 주로 명의 사신, 두
목, 명 외교관과 공신에게 하사되었다. 일부 명 사

신은 허흉과 원령 등을 거절하였으나, 다른 상자들

은 사여를 받아들였다.

1) 모피 아청사여복식의 특성

<Table 1>을 보면 아청사여복식 중에 초구, 허흉, 이
엄, 모관과 피관 등 모피의복의 비중이 매우 크다. 모
피의복은 철릭, 답호, 무기류와 함께 사여되어, 전체

적으로 방한을 겸한 융복(戎服) 형식을 지녔다(Choi, 
2017). 그러나 초피의류, 특히 초구는 고가였고 계절

에 관계없이 사여되어 방한용으로만 사용되었는지

는 확실하지 않다. An(2005)은 조선의 의례용 구(裘)
는 수렵이나 방한용이 아니라 중국의 구의(裘衣) 제

도처럼 예를 갖추는 수단이었다고 보았다. <Table 1>
의 아청 초피의류가 초구 외에도 ‘필단초피허흉’, ‘필
단초피이엄’, ‘초 초피이엄’을 중심으로 한정되고 1~
2점인 것도 이러한 상징성을 뒷받침한다. <Table 1>
에서 아청필단초구의 사여횟수는 매우 적고 색상 없

이 ‘초구’라고 기록된 예도 있어, 의례적인 면이 강한 
사여품으로 여겨진다. 초구보다 규모가 작은 옷으로 
추정되는 아청초피허흉의 사여횟수는 이보다 많고 

아청초피이엄의 사여횟수는 더 많으나, 역시 계절에 
관계없이 사여되었다.

모피 사여복식의 부재료로 가장 자주 언급된 것은 
아청필단(鴉靑匹段)이었다. 요사(遼史) 56권 의위

지(儀衛志) 상복(常服)에서 “귀한 자는 초구(貂裘)를 
입는데 자흑(紫黑)이 귀하고 청(靑)은 그 다음이다

(貴者披貂裘 以紫黑色爲貴 靑次之).”라 하여(NIKH, 
n.d.-a), 중세부터 초구와 청색의 조합은 비교적 지위

가 높은 자의 것이었다. 태종실록 34권을 보면 명 
외교를 담당한 황엄(黃儼)이 1417년에 아청채단호

의(鵝靑綵段胡衣)에 “초피로 속을 넣어 주소서(請以
貂皮爲裏).”라 요청하여(NIKH, 2005-2019f), 초피와 아

청단의 조합은 성종 재위기 이전부터 고관(高官)의 

의복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피보다 저렴

한 서피(鼠皮)는 초를 조합한 모관과 이엄으로 제작

되어, 정사와 부사보다 신분이 낮은 실무자인 두목

(頭目)에게 두루 하사되었다. 아청은 15세기 조선의 

국왕이 신분질서를 유지하며 외교관과 군신(君臣)에
게 정성을 표하기에 적합한 상징색이었다. 동시에 사

신을 만족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수입품

이었을 필단과 섬세한 초에 아청을 염색해 고가의 모

피와 조합했을 것이다. 성종실록을 참조하면 필단

과 초피는 사치성 의료(衣料)였으나 같은 시기의 아청

색 자체는 사치성 염색으로 지적된 예가 없고(Choi, 
2017), 1485년부터 아청, 감다갈, 압두록색이 관복색

으로 권장되었다. 백사별집(白沙別集)제 3권에 의

하면 성종 재위기의 승정원일기에도 조신복색(朝
臣服色)이 난잡하여 “아청(鴉靑), 초록(草綠), 목홍(木
紅) 색을 상용해 짓기 편하게 했다(常用鴉靑草綠木
紅 以便易造).”는 내용이 존재했다(ITKC, 1998, para. 
4). 아청과 초록은 국산 쪽으로, 감다갈도 국산 재료

로 염색되며, 목홍은 비교적 저렴한 소목(蘇木)으로 

발색된다. 따라서 색의 상징성 외에도 익숙한 염색

방식 및 재료입수가 쉬웠던 점을 이 시기 아청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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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Fur Item/Number Beneficiary Month/Year Note

Satin damask
[匹段]

Sable
[貂皮] 

Ieom [耳掩] 1

Cheongseung-seupssa December 1469 ‧Ieom & fur hat [耳掩幷毛冠] 1

‧ Lined wonryeong [裌圓領] 1

Satin damask Sable Ieom 1
Saeunsa

March 1470 ‧
S.F.G. [羅] ‧ Wonryeong [圓領] 1

Satin damask Sable Ieom 1
Vice-envoy 

S.F.G. ‧ Wonryeong 1

C.S.F. [綿布] ‧ Single-layered wonryeong [單圓領] 1 Ming envoy 

May 1470

Decline

C.S.F. ‧ Wonryeong 2 2 Ming envoys ‧

Satin damask Sable Heohyung [虛胸] 1 Ming envoy Decline

Satin damask Sable
Sable coat [貂裘] 1

Ming envoy

July 1470

‧
Ieom 1

Silk gossamer
[綃]

W.F.
[鼠皮]

Hat [冠] 1
Doomok ‧

Ieom 1

Satin damask
Sable Ieom 1

Seongjeolsa ‧
‧ Lined wonryeong 1 

T.S.R. [紵絲] ‧ Padded dabho [襦搭胡] 1 Sureunggwan/
Sireungnaesi August 1470 ‧

Satin damask ‧ Lined wonryeong 1 Seongjeolsa June 1474 ‧

Satin damask
Sable Ieom 2

Jumunsa

August 1474 ‧
‧ Lined wonryeong 1

Satin damask.
Sable Ieom 1

Vice-envoy
‧ Lined wonryeong 1

Satin damask
Sable

Ieom 1

Saeunsa
December 1474 ‧

Gamto-ieom [甘吐耳掩] 1 

Fur hat [毛冠] 1

‧ Lined wonryeong 1

Satin damask Sable Ieom 1 Vice-envoy

‧ Sable Sable coat: The color was not mentioned.

2 Ming envoys February 1476

Decline

String ‧ Gwangjoa [廣絛兒] 1
Present
[人情]Satin damask

[段子] ‧ Embroided satin damask for making skirt [繡裳] 1

Satin damask
Sable

Ieom 1

Jumunsa

August 1476 ‧

Ieom hat [耳掩帽具] 1

‧ Lined wonryeong 1

Satin damask
Sable Ieom 1 

Vice-envoy
‧ Lined wonryeong 1

S.F.G.: sheer fabric gauze, C.S.F.: cotton or silk fabric, T.S.R.: tabby with silk and ramie, W.F.: weasel fur, S.F.: squirrel fur

Table 1. Indigo clothing gifts in Seongjong-sil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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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된 이유로 볼 수 있다.

2) 모피 외 아청사여복식의 특성

모피 외의 성종 재위기 아청사여복식 재료는 필

단, 라, 목면, 면포, 저사, 사 등이다. 가장 비중이 큰 

의복은 관복인 원령(圓領)이고 소수의 직령(直領)도 

있다. 계절에 관계없이 사여된 모피류와 달리, 원령

(단령)과 직령은 겹옷과 홑옷이 각각 겨울과 그 외의 

Fabric Fur Item/Number Beneficiary Month/Year Note

Satin damask
Sable

Ieom 1 

Saeunsa
December 1476 ‧

Gamto-ieom [甘吐付耳掩] 1 

‧ Lined wonryeong 1

Satin damask Sable Ieom 1 Vice-envoy 

Satin damask Sable Ieom 1 
Ming envoy

October 1479

‧
Cotton [木綿] ‧ Single-layered jigryeong [單直領] 1

Silk gossamer W.F. Ieom 1 each
Doomok

Cotton ‧ Jigryeong [直領] 1 each

‧ ‧ Single-layered wonryeong 1 Dosaseonwuisa ‧

C.S.F. ‧ Single-layered jigryeong 1 Ming envoy ‧

‧ Sable Sable coat: The color was not mentioned.
Ming envoy

Decline

Satin damask Sable Heohyung 1 Present

C.S.F. ‧ Single-layered wonryeong 1 each Relatives of envoy
& Jung Dong April 1480 ‧

Cotton ‧ Danryeong [團領] 1 each 2 Ming envoy May 1480 Present

Satin damask Sable
Heohyung 1 each

2 Ming envoy August 1480 Present
Ieom 1 each

 C.S.F. ‧ Wonryeong 1 each 3 nephew of Jung 
Dong April 1481 ‧

Cotton ‧ Single-layered wonryeong 1 each 2 Ming envoy May 1481 Present

Satin damask Sable
Heohyung 1 each

2 Ming envoy

August 1481

Present
Ieom 1 each

Silk gossamer W.F.
 Fur hat [毛冠] 1 each

27 doomok ‧
Ieom 1 each

Cotton ‧ Wonryeong 1 each 2 Ming envoy July 1483 Present

Satin damask Sable
Heohyung 1

2 Ming envoy

October 1483

PresentIeom 1

Cotton ‧ Danryeong 1

Silk gossamer S.F.
[靑鼠皮]

Fur hat [皮冠] 1
Doomok Present

Ieom 1

Twin women 
pattern ‧ Skirt [雙女裙] 1 roll Sireunggwan April 1485 ‧

Silk gauze 
[紗] ‧ Danryeong Yeongdonnyeong May 1493 Gift for

Banquet 
S.F.G.: sheer fabric gauze, C.S.F.: cotton or silk fabric, T.S.R.: tabby with silk and ramie, W.F.: weasel fur, S.F.: squirrel fur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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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사여되어 차이를 보인다. 다만 모피 외 사여

복식의 1회당 사여 수도 많지 않아 의례적인 성격이 

강하다. 차거환구아청광조아(硨磲環具鴉靑廣絛兒), 
아청단자수상(鴉靑段子繡裳), 아청저사유답호(鴉靑
紵絲襦搭胡)도 드물게 사여되었다.

성종 재위기 초반의 사여용 아청원령의 재료는 필

단, 라, 면포로 다양하지만, 후반에는 필단겹원령이 

다수이며 드물게 사 단령도 있다. 1479년의 3건 외에 

다른 사여 예가 없는 직령은 단기간 사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필단 아청원령은 명의 사신과 관리에게, 목면 아

청직령은 두목에게 사여되어 직물과 의복의 종류에 

따라 사여 상의 지위도 달랐다(Choi, 2017). 다만  미
암집제 6권을 보면 1568년 10월에 왕이 명 사신을 

위해 준비했던 목면으로 지은 아청단령, 즉 아청원

령을 미암에게 하사했다(ITKC, 1989). 따라서 사여

용 아청원령의 재료는 필단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시기의 직물사정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정
동(鄭同)은 성종 재위기의 외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

했던 인물로, <Table 1>을 보면 친족 조카에게도 아

청면포원령이 사여되었다. 이는 관리 본인의 위세가 
사여 상에도 영향을 끼친 예로 판단된다.

III. 성종재위기아청사여복식의고증

1. 고증품목과 사여 예 선별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종 재위기 아청사

여복식의 품목은 다양하지만 모두 한 번에 사여된 

경우는 없다. 따라서 가급적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

도록 기준이 될 사여 예를 선별하여 구체적인 콘텐

츠로의 활용가능성을 높였다.
<Table 2>는 선별된 사여 예에 나타난 아청복식의 

재료, 품목, 사여시기를 상자와 함께 정리한 것이

다. 1470년과 1483년의 사여는 품목이 가장 다양한 

예이다. 1469년의 사여는 관복인 원령이 포함되었

고, 1470년의 사여는 가장 의례적인 아청필단초구가 
포함되어 있다. 1480년의 사여는 현존복식유물의 주

인인 변수(邊脩)가 등장하는 예이다. 1493년의 사여

는 성종 재위기 아청사여복식 중 마지막 품목인 사 

Fabric Fur Item Beneficiary
Year 

1469 1470 1480 1483 1493
Satin damask
[匹段/段子] ‧ Lined wonryeong ‧

S.F.G. [羅] ‧ Wonryeong Saeunsa, Vice-envoy ◯
Silk gauze [紗] ‧ Danryeong Yeongdonnyeong ◯

C.S.F. [綿布] ‧
Single-layered wonryeong ‧

Wonryeong ‧
Cotton [木綿] ‧ Danryeong 2 Ming envoys ◯

Cotton ‧
Single-layered jigryeong

Envoy
Jigryeong

Satin damask Sable Sable coat Envoy ◯
Satin damask Sable  Heohyung 2 Ming envoys ◯ ◯
Satin damask Sable  Ieom Saeunsa, Envoy, Vice-envoy ◯ ◯ ◯ ◯

Silk gossamer [綃]

W.F. Ieom
Doomok

◯ ◯
S.F. Ieom

W.F.  Fur hat
Doomok

◯ ◯
S.F.  Fur hat

T.S.R. [紵紗] ‧ Padded dabho Sureunggwan, Sireungnaesi

S.F.G.: sheer fabric gauze, C.S.F.: cotton or silk fabric, T.S.R.: tabby with silk and ramie, W.F.: weasel fur, S.F.: squirrel fur

Table 2. Items of indigo clothing gift in the selecte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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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령이 나타난 예이다. 사여복식 중 원령(단령)은 다

양한 직물로 제작되었고 직령과 답호의 참고유물도 

현존하므로, 다양한 개체를 분석하기 위해 5건의 사

여 예에 나타나지 않은 원령, 직령, 답호도 <Table 2>
에 포함하였다.

송효상(宋效商: 1430~1490), 변수(邊修: 1447~1524), 
김흠조(金欽祖: 1461~1528), 고운(高雲: 1479~1530), 
정담(丁聃: 1476~미상)의 유물에 비교적 양호한 상

태의 성종 재위기 및 직후의 원령(단령), 직령, 답호

가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 아청

사여복식 고증요소를 추정하였다. 성종 재위기는 
1494년까지이나, 사 부의 복식 형태가 이후에도 한

동안 보존되었을 것을 가정하였다. 제작 난이도를 

고려하여 특수기술이 필요한 관모와 화는 제외하고, 
착용 시에 아청색이 잘 드러나며 일반적인 복식제작

기술이 필요한 포 류와 이엄을 중심으로 상을 선

별하였다.
앞서의 <Table 1>을 보면, 초피와 서피 사여복식

에는 필단과 초가 조합되었고 원령은 필단, 라, 사, 면
포로 제작되었다. 사여복식 명칭 중 직물문양의 종

류가 기록된 예는 찾기 어렵고, 초는 ‘綃’라고 기록되

어 생초(生綃)와 숙초(熟綃)의 구분이 없다. 다만 변

수 단령의 재료 중에 숙초가 있다(Choi, 2003). <Table 
2>와 관련해 아청사여복식 외에 부속복식으로 사여

된 철릭은 홍면주(大紅綿紬), 자적면주(紫的綿紬), 
초록주(草綠紬)로 지은 유철릭(襦帖裏), 유청주(柳靑
紬)로 지은 겹철릭, 도홍라(桃紅羅)로 지은 요선철릭

과 백저포 철릭이다.

1) 아청원령(아청단령)

성종실록에 깃이 둥근 포의 명칭은 주로 ‘원령

(圓領)’으로 기록되었고 ‘단령(團領)’이 간혹 나타나

지만, 출토복식 선행연구에 ‘단령’이 많이 쓰여 본문

에서는 단령으로 칭한다. 성종 재위기에 아청 겹단령

과 홑단령이 모두 사여되었으나, 이 시기의 관리용 

아청단령의 온전한 실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Fig. 1>은 삼재도회(三才圖會)의 도판 중 좁은 

소매의 단령이다. Noh(2008)는 이를 예로 들어 공복

(公服) 단령보다 상복(常服) 단령의 소매가 좁음을 

밝혔다. 연산군일기 13권을 보면 우량카이의 김두

란 (金豆難代)가 1460년에 하사받은 아청겹단령(鵝
靑裌團領)의 소매가 착수(窄袖)라는 이유로 이를 찢

은 일도 있다(NIKH, 2005-2019e, para. 6). 즉 15세기의 
사여용 아청단령은 좁은 소매의 상복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1476년 작인 <Fig. 2>의 오자치(吳自治: 1426 
~미상) 초상에 아청색 착수단령(窄袖團領)이 보이며

(Cho, 1998), <Fig. 3>의 원천군 변수 영정에 운문(雲紋)
이 있는 아청색 착수단령이 묘사되었다(Cultural Heri-
tage Administration [CHA], 1993). <Fig. 2>‒<Fig. 3>과 
형태가 유사한 변수, 송효상, 김흠조의 단령유물은 퇴

색되어 원래의 색상을 알 수 없다. 송효상의 단령 2점
은 앞길이가 각각 112, 120cm이고 뒷길이는 8~10cm 
길어 <Fig. 4>처럼 전단후장이며 진동 40~45cm, 수구 
35~40cm의 좁은 소매이고 사다리꼴 무에 안팎주름

Fig. 1. Danryeong:
official robes.

Adapted from Wang and Wang
(2014). p. 1524.

Fig. 3. Portrait of Woncheongun 
Byeon Su, 16C.

Reprinted from CHA (1993). 
http://www.heritage.go.kr

Fig. 2. Portrait of
Oh jachi, 1476. 

Reprinted from Cho (1998).
https://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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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잡았다(Daejeon Prehistoric Museum [DPM], 2009). 
변수의 홑단령 2점의 재료는 숙초와 운문사이며 길

이는 각 148, 141cm, 화장은 123cm, 무길이는 각 81.5, 
82cm이다(Choi, 2003). 변수의 홑단령 중 <Fig. 5>에 

관복재료로 보이는 운보문사(雲寶紋紗)가 사용되었

다(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FM], 1970a). 송
효상보다 뒤에 사망한 변수의 단령은 <Fig. 5>처럼 전

후길이가 같고 소매와 무 형태가 다소 다르나 다른 

부분은 송효상의 것과 유사하다.
생몰연 가 변수와 비슷한 김흠조의 단령은 형태

는 유사하나 길이 153cm, 화장 126cm, 무길이는 67.5
cm이며(Moon, 2004), 이는 신체에 따른 치수 차이로 

보인다. 변수와 유사한 시기에 사망한 고운의 단령에 
사다리꼴이 아닌 무도 나타나므로 시 구분이 필요

하다. 사여용 아청단령에 흉배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 이는 분석 상에서 생략하였다.

2) 아청직령

성종 재위기의 아청목면단직령(鴉靑木綿單直領)
과 아청면포단직령(鴉靑綿布單直領)은 사신에게, 아
청목면직령(鴉靑木綿直領)은 두목에게 사여되었다. 
직령의 사여 예는 단 3건이지만 사신과 두목에게 골

고루 전달되었고 목면과 면포가 재료여서, 비용부담

이 적고 접근성이 높은 사여복식이었다고 볼 수 있

다. 다만 현존하는 이 시기의 직령유물 수는 단령에 

비해 많지 않다.
<Fig. 6>은 성종 재위기의 사 부 송효상의 견면

교직물 홑직령으로, 앞길이 126cm, 뒷길이 134cm인 

전단후장형이다(DPM, 2009). 또한 반목판형 칼깃 형

태의 이중깃, 진동 38cm에 수구 29cm인 좁은 소매, 

안팎주름형 직사각형 무를 지녔고 품은 76cm이다

(DPM, 2009). 사여용 아청직령의 형태는 이를 참고

하였다.

3) 아청초구

성종 재위기의 사여용 초구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실록에 아청색이라고 확실히 기록된 사여품

은 필단초구이다. 1689년경의 송서속습유부록 제

2권 중에서 초산일기(楚山日記)제 3의 기록에 의하

면 효종이 하사했던 송시열의 초구에서 명주안감을 

떼어 습을 할 단의(單衣)를 만들었다 하며(ITKC, 1993), 
성종 재위기 직전인 1459년에 한명회에게 초피를 안

에 넣은 백초첩리[貂皮內白綃帖裏]가 하사되었다(NI-
KH, 2005-2019c). 아청의 상징성과 모피의 보온효율

을 고려하면 성종 재위기의 사여용 아청필단초구는 

겉감이 아청필단이고 안감이 초피이며, 초피를 보호

할 명주안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종실록 64권을 보면 1476년에 명의 정사(正

使)가 “한겨울에 북경에서 올 때 친구가 양구 1벌을 

주어서 추위를 족히 막을 수 있는데(離京時方盛寒 友
人贈我一羊裘 此足禦寒)....”라고 하며 사여된 초구를 
거절하였다(NIKH, 2005-2019b, para. 3). 초구와 양구

는 일차적으로 방한용 외투이므로 기본구조는 비슷

했을 것이다. <Fig. 7>은 삼재도회의 새끼양털 외

투인 고구(羔裘)로, 깊은 여밈에 이중깃이고 안에 모

피를 댄 포이다. 깃머리는 15세기의 유물특성을 고

려하면 칼깃으로 추정되며, 옆트임 또는 무가 존재

한다. 겉옷인 초구는 다른 옷보다 진동, 길이, 품이 최

소 2~3cm 커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성종 재위

기 아청필단초구를 고증하도록 한다.

Fig. 4. Danryeong of Song Hyosang, 15C.
Adapted from DPM (2009). p. 20.

Fig. 5. Danryeong. minsok 020961, early 16C.
Reprinted from NFM (1970a). http://www.nf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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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구용 아청직물은 관복재료인 운문단이었을 가

능성이 높다. 변수의 유물 중에 연화단 철릭이 있으므

로, 연화단 및 화문단도 초구의 재료로 고려할 수 있

다. 성종실록 57권을 보면 1475년경에 “...젊은 부

녀도 모두 초구를 입으며 이것이 없으면 모이기를 부

끄럽게 여겨(而年少婦女, 皆服貂裘, 無此則羞與爲會)
....”라 하여 일반여성에게도 초구가 유행했으며(NI-
KH, 2005-2019a, para. 16), 화문단은 남녀 초구에 모

두 적용할 수 있는 직물이다. 이와 관련해 Choi(2016)
는 여성용 초구와 모피신발을 한 조로 해석했으나, 남
성용인 사여용 초구와 한 조인 신발은 함께 사여된 

화(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아청허흉

성종 재위기의 허흉(虛胸)도 온전한 현존유물이 

없어 참고유물과 기록으로 추정하였다. 아청허흉에

는 서피가 쓰이지 않고 초피만 조합되어, 고위급 관

리의 복식으로 보인다. 허흉의 형태는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Park(1992)은 허흉을 털배자와 

관련짓고 ‘흉’은 가슴이며 ‘허’는 여며지지 않는 

금 형식이라 해석했으며, An(2005)은 허흉을 맞닿는 

깃에 짧은 소매인 털옷으로 추정했다. 초피가 포함

된 아청허흉은 비교적 급이 높은 사여복식으로서, 
초구보다 작고 포 류 위에 입었던 옷으로 보인다. 이
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허흉의 형태는 앞여밈이 거

의 없고 소매가 짧으며 모피를 댄 반비 및 관두의(貫
頭衣) 형식이다.

<Fig. 8>은 경기도박물관의 심수륜(沈秀崙: 1534~
1589) 배자로, 겉감은 생초이고 상태가 낡아 실제 착

용한 것으로 추정된다(Gyeonggi Provincial Museum 
[GGCF], 2009). 이는 배자여서 허흉으로 보기는 어려

우나, 짧은 소매를 부착하여 15세기 이후 사 부의 

맞깃형 덧옷이라는 특징을 응용할 수 있다. <Fig. 9>
는 도쿄국립박물관의 14세기 목단문 금란 료토[禰
襠]이다. 모피가 아닌 견사를 두른 의식용 관두의이

지만(Tokyo National Museum [TNM], n.d.), 의복의 구

조, 아청색 바탕직, 문양 형식을 참조할 수 있다. <Fig. 
10>은 정사공신 무관 신경유(申景裕: 1581~1633)의 

방령 괘자이다(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
orial Museum [DUSMM], 2008). 성종 재위기보다 후

의 유물이지만 여밈이 적고 소매가 짧아 허흉의 

형태를 참고할 만한 의복이다. 허흉이 초구와 한 조

였다면 허흉에도 안감으로 초피, 겉감으로 운문단과 
연화단을 적용하고 보조안감을 사용할 수 있다.

5) 아청이엄

<Table 1>을 보면 성종 재위기의 사여용 아청이엄

에 필단, 초, 초피, 서피가 모두 쓰였으나 ‘아청필단초

피이엄’이 가장 많다. 머리에 착용하는 상징적인 복

식이며 고가의 재료가 적게 소요되는 소품이어서 여

러 명에게 선물하기 쉬웠던 점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성종실록 57권에 의하면 1475년경 조사(朝士) 

4품으로 승진한 자가 종 3품과 어울리려고 반드시 

초피이엄(貂皮耳掩)을 착용해 풍습이 사치했다(NI-
KH, 2005-2019a, para. 16). 온전한 15세기의 이엄 유

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려실기술(練藜室
記述)(Lee, 1806/1967)에 16세기 이전 모피이엄의 

특징이 다음처럼 묘사되었다:

Fig. 6. Jigryeong of Song Hyosang, 15C.
Adapted from DPM (2009). p. 30.

 Fig. 7. Lamb's fur coat.
Adapted from Wang and Wang (2014). p.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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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모이엄의 제도는 명묘조(明廟朝) 이전에는 

모두 본국의 입이엄(笠耳掩)과 같았으며, 넓고 두터워 초피

(貂皮)는 4~5장, 서피(鼠皮)는 13~14장을 사용하여 만들었

다. 좋은 단추로 앞이마를 여미고 끈은 뒤에 늘였는데, 쓰면 

매우 무거우나 사실은 귀도 가리지 못했다(我國紗帽耳掩
體制 明廟朝以前 皆略如本國之所謂笠耳掩者 而甚爲濶
大豐肥 故貂皮則用四五領 鼠皮則十三四領 然後可作 有
好紐而合前頂 有纓緌而垂後頂 戴之甚重 而實不蔽耳).... 

(p. 888)

위를 참조해 성종 재위기의 아청이엄에 모피를 충

분히 사용하며 끈을 부착하고, 고관용 이엄에는 보석

단추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초구처럼 아청단 겉

감, 모피안감으로 색의 상징성과 방한성을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안감을 사용한다. 해당시기의 유물

은 현존하지 않으므로, 위의 기록 및 소유자가 사

부이며 상태가 온전하고 크기가 큰 편인 <Fig. 11>의 

국립민속박물관 신광헌(申光憲: 1731~1784) 공단이

엄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이엄의 치수는 너비 
43.5cm, 길이 42cm이다(NFM, 1970d). 현  성인남성

의 머리둘레 평균치수는 57~58cm 가량이며, 부피감

이 있는 모피를 넣기 위해 크기에 다소 여유분을 둘 

수 있다.

6) 아청답호와 부속복식

성종 재위기의 사여복식은 초구, 허흉, 이엄, 관, 관
복 외에 철릭, 답호, 신발 류의 소품으로 구성되었다. 그
러나 아청사여복식 목록에 아청철릭은 없고, 1470년

에 사여된 아청저사유답호(鴉靑紵絲襦搭胡)를 제외

하면 아청답호도 드물다. 이를 고려해 철릭은 부속

복식으로 분류하고 한 조로 착용되는 답호와 함께 

분석하였다.
송효상의 답호는 전단후장형이지만 그 이후의 유

물은 일반적으로 앞뒷길이가 같다. 변수의 답호 중 

<Fig. 12>는 문양이 뚜렷하게 보이는 연화당초문사 

답호이다(NFM, 1970b). 끝이 잘린 이중 겉깃과 이중 

겉섶이 달렸고 무에 큰주름과 작은주름이 공존하는

데, 총길이 136cm, 뒷품 58cm, 화장 45.5cm, 소매길이 
16.5cm, 무 76cm였다(Choi, 2003). 변수와 몰년이 유

사한 고운의 갈색명주 겹답호에도 이중 칼겉깃, 목판

형 안깃, 이중 겉섶, 큰 겉주름과 작은 안주름이 잡힌 

무가 부착되었다(Kim & Yoon, 2007). 이러한 무의 주

름은 김흠조(金欽祖: 1461~1528)의 답호에서도 나타

난다(Kim & Yoon, 2007). 위의 특성을 사여용 아청답

호의 고증요소로 참고하였다.
아청복식과 함께 사여된 철릭의 재료는 주로 면주

(綿紬), 라(羅), 백저(白紵)이고 홍색, 녹색, 백색이 주

를 이룬다. 사여되는 초구, 허흉, 관복, 이엄이 아청색

인 경우 색상조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다른 부속복식

의 색을 달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성종 재위기에는 조선 전기까지 존재한 요선첩리

(요선철릭)의 사여 예도 있다. Choi(2003)에 의하면 변

수의 요선철릭 3점의 평균 치수는 총길이 125cm, 뒷품 
59cm, 화장 115cm, 상의길이 22cm, 치마길이 63cm, 
겉주름너비 0.2cm, 요선너비 13.7cm 가량이다. <Fig. 
13>은 변수 묘에서 출토된 모란만초문단 요선첩리

Fig. 8. Baeja, 16C.
Reprinted from GGCF

(2009).
http://musenet.ggcf.kr

Fig. 10. Bangryeong of
Shin Gyung-yoo, 17C.

Adapted from DUSMM
(2008). p. 42.

Fig. 9. Navy golden brocade Ryoto 
with peony pattern, I-2269, 14C. 

Reprinted from TNM (n.d.). 
http://webarchives.tnm.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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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NFM, 1970c), 넓은 요선이 허리선에 있어서 상

의길이는 비교적 짧다. 반면 요선이 없는 정담(丁聃: 
1476~1540년경 추정)의 솜철릭과 주 겹철릭은 상의

가 하의보다 약 12~17cm 길어(Lee, 2010), 상의가 더 

긴 조선 초기의 철릭 형태가 성종 재위기 이후에도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직물 선별과 염색방법

다음으로 아청사여복식에 적용될 색 농도, 직물, 
염색방법을 고찰하였다. 온전한 유물이 많으면 색도

계로 평균색을 측정할 수 있으나 성종 재위기의 아

청유물은 수가 적고 변색이 있는 출토유물이어서 색

도계를 적용하기 어렵고, Lab 측정 복원방식은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며 재현 난이도가 높다. 본 연

구의 목적은 교육 참고용 복식자료 도출이므로, 유
물색과 변색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판염료와 직물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Fig. 14>의 15세기 송효상 

방령 상의에 아청색이 보이며(DPM, 2009), 몰년이 

부정확한 정담의 소모자 겉감과 허리띠인 <Fig. 15>
에 아청색이 남아(Ando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ANUM], 2010), 이를 참고하였다.

2019년 11월부터 4월까지의 시장조사 결과, 관복

재료인 운문단과 운문사는 수요가 적어 아청색 제품

을 안정적으로 구하기 어려웠고 일반복식에 많이 쓰

이는 연화단의 공급사정이 더 원활한 편이었다. 시판

되는 직물을 조사하여 단자와 필단은 운문단과 연화

단, 라와 사는 항라와 운문사, 면포와 목면은 일반적

인 면직, 초는 생초와 숙초, 저사(紵紗)는 춘포(春布)
로 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분의 시판직물이 백

색이어서 간단한 염색샘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혔듯 성종 재위기의 아청염색은 조정의 관

복용 염색으로 권장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사치성 염색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염색횟수를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한다. Chung et al.(2005)은 전

통 쪽으로 명주를 염색하는 연구에서 간편함을 위해 
꼬막껍질을 태운 가루, 잿물, 전분을 사용했다. 시판

되는 쪽분말 염료의 경우 더 간편하게 쪽 100:소석회 

60:가성소다 60을 혼합한다(황토학교 [Hwangto-hak-
gyo], n.d.).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후자의 방식으로 

시판직물 각 1마에 쪽분말 12.5ml:소석회 7.5ml:가성

소다 7.5ml, 물 2.2L, 물온도 약 70oC를 적용했으며, 
거품을 걷어내고 15분 염색한 후 중성세제로 헹구었

다.
연화단, 생초, 항라, 춘포는 이 조건에서 초염만을 

거쳐 짙고 어두운 청색을 나타냈다. 그러나 운문단, 
운문사, 면은 더 옅게 염색되었는데, 직물의 조직, 직
물생산 시의 후처리방식, 미세한 염색온도 차이에 의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다시 짙게 물들이기 위해 

쪽분말 25ml, 가성소다 15ml, 소석회 15ml로 농도를 

2배 이상 높인 재염이 필요했다. 다만 면은 재염에서

도 짙게 염색되지 않았으므로, 초염부터 농도를 높

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16>은 연화단, 생초, 항라, 춘포의 초염 색상

을 비교한 것이다. <Fig. 17>은 운문단의 초염과 재염 
색상, <Fig. 18>은 면의 재염 색상이다. 이보다 더 어

Fig. 11. Ieom.
minsok 077585,

18C.
Reprinted from NFM (1970d).

http://www.nfm.go.kr

Fig. 12. Dabho.
minsok 020959,

early 16C.
Reprinted from NFM (1970b).

http://www.nfm.go.kr

Fig. 13. Yoseon-cheopri.
minsok 020937,

early 16C.
Reprinted from NFM (1970c).

http://www.nf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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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운 색을 내려면 흑색계열 염료와의 혼합염이 필요

하다. <Fig. 19>는 염색과정의 예시이다. <Fig. 20>은 

시판되는 아청계열 연화단과 운문단으로, 연화단은 

어두운 톤과 다소 밝은 톤의 직물이 모두 출시되어 

있었다. <Fig. 21>은 아청사여복식의 부속인 철릭 재

료의 염색 예이다. 성종실록의 기록에 의거해 라, 
명주, 모시를 사용하고, 철릭 색 중에 홍색과 녹색은 

2일간 우린 소목액을 사용한 약 60o의 온수염색과 생

쪽잎 분말을 사용한 얼음냉수 염색으로 구현하였다.

IV. 성종재위기아청사여복식의
고증 콘텐츠 제작

1. 실물샘플 선별을 위한 비교 콘텐츠

성종 재위기에 생존한 사 부의 복식유물 간에 형

태적 차이가 있으며, 현존유물이 없어 다른 자료로 

추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실물샘플 선

별을 위해 먼저 아청사여복식 및 부속복식의 특성과 

 Fig. 18. Cotton: redyeing.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 11).

Fig. 17. Cloud patterned satin damask
[雲紋緞 ]: first dyeing & redyeing.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 11).

Fig. 16. Lotus patterned satin damask [蓮花緞 ], sheer silk [亢羅 ], silk gossamer [綃 ],
union fabric with silk and ramie [春布 ] (from left): first dyeing.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 11).

Fig. 19. Indigo powder dyeing.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May 1). 

Fig. 15. Somoja and belt of Jung Dam, 16C.
Adapted from ANUM (2010). p. 27.

Fig. 14. Bangryeong of Song Hyosang, 15C.
Adapted from DPM (2009).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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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간단한 비교 콘텐츠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Table 3). 참고자료는 몰년 순으로 송효상(1490년), 
변수(1524년), 김흠조(1528년), 고운(1530년)의 유물

이다. 실루엣, 무, 깃의 형태에 시 특징이 확실히 나

타나는 유물을 위주로 정리하였고, 몰년이 부정확한 
정담의 답호는 끝이 잘린 이중깃과 소안팎주름형 

무 등에 공통점이 있어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Lee, 
2010). Choi(2003), Kim and Yoon(2007), DUSMM(2008), 
DPM(2009), Lee(2010), GGCF(2009)의 연구를 참고

하여 총길이 또는 앞뒷길이, 상하길이, 화장, 무길이 

중심으로 간략한 주요 치수를 표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판직물의 종류를 밝혔다.

2. 실물샘플 콘텐츠 제작

앞서의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아청사여복식과 관

련된 교육용 실물샘플 2점을 선정해 제작하였다. 실제

로 만져보거나 착용하기 위한 샘플들이므로 견뢰도

를 고려해 유물 및 염색샘플과 가장 유사한 시판직물

이 사용되었고, 연구자의 세부 분석과 한민국 명장

의 작업을 거쳐 제작되었다. 샘플 제작 시에 참고유물

의 형태를 최 한 따랐으나, 현재 판매되는 직물의 종

류와 수급사정 및 교육 체험용이라는 목적을 따라 일

부분에 매우 미세한 변형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1) 단령샘플

첫 번째 샘플은 운반 편의를 위해 관복인 단령을 1/2
로 축소한 형태 관찰용 샘플이다(Fig. 22). 성종 재위

기 후반인 1490년에 사망한 사 부의 유물이며 전단

후장형으로 시 적 특징이 강한 송효상의 홑단령 형

태를 참조하였다.
단령을 비롯한 송효상의 복식유물은 부분 전단

후장형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 부의 복식유물과 확

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샘플의 참고유물인 송

효상의 홑단령 재질은 견면교직이어서 사여복식의 

재료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시판직물 중에서 유

사한 태의 직물도 찾기 어렵다. 반면 송효상의 몰년

과 가까운 1493년에 사(紗) 단령이 사여되었고 변수

의 유물 중에 운보문(雲寶文)이 직조된 사로 만든 홑

단령이 있어, 이를 참고해 샘플의 직물을 운문사로 

교체하였다.
DPM(2009)과 Lee(2009)의 분석을 참조하여 샘플

의 안섶에 제물단을, 겉섶과 도련에 덧단을 넣고, 좁은 
무가 겉쪽으로 나온 안팎주름형 무, 간접부착형 겉고

름을 적용하였으며, 소요형 옆바 , 산자(山字)형 고  
부분 바 , 사각형 어깨바 를 넣었다. 유물에서 정확

한 위치와 형태를 판별하기 어려운 속고름은 샘플에

서 생략하였다. 겉깃, 안깃, 무와 고름, 무 안쪽 부분의 
형태는 <Fig. 23>과 같으며, 본래 유물의 겉깃이 완전

Fig. 21. Sheer silk (sappan wood dyeing), plain silk (indigo leaf dyeing), ramie (undyed).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April 20).

Fig. 20. Lotus patterned satin damask (dark), cloud patterned satin damask, lotus patterned
satin damask (light) of Naraesol.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Apri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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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둥글지 않고 다소 네모난 형태인 점을 반영하였

다. 현재 생산되는 운문사가 드물어, 시 에 따른 문양

의 종류 및 의복의 크기에 따른 문양의 크기를 선택

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추후의 해결과제로 남았다.
형태를 관찰하기 위한 교육용 샘플이므로 제작시

간을 절약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이음선은 재봉틀로 
작업했으나, 덧단, 제물단, 바느질선이 보이는 바  

부분에는 고운 홈질과 감침질을 사용하였다. 본래 유

물의 덧단과 제물단의 나비는 3.5~4cm이다(Lee, 2009). 
이를 참조하여 1/2 단령의 덧단과 제물단의 나비를 

모두 약 1.8cm로 설정하였다. 겉섶 시접을 미리 다린 

후 겉섶 덧단을 어 늘어나지 않게 하고, 안섶 제물

단은 약 1.8cm 너비가 되도록 하고 끝 0.5cm를 남겨 

접어 감침질하여 작업하였다. 이와 함께 <Fig. 23>처

럼 단추의 연결 부분 및 여밈고리와 간접부착형 고

름의 연결 부분에 꼬은 견사를 사용하여 고정성과 

형태안정성을 고려하였다.
1/2 단령은 세부가 복잡한 편이므로, 도식화에 치수

를 함께 표시하여 보기 쉬운 형태로 제시하였다(Fig. 
24). 도식화에 표기되지 않은 치수 중 긴 고름은 1.1×
26.8cm, 짧은 고름은 1.1×23.4cm이다. 무 부분의 소

요형 옆바 는 1.3×2cm, 고  부분의 산자형 바 는 

11.6×1cm(중앙높이 2cm), 이와 연결된 앞어깨바  

치수는 7×4cm, 뒤어깨바  치수는 7×6cm이다.

Item Commercial fabrics References of estimated shape Dimensions

Danryeong

Silk gauze
(cloud pattern)

Sheer silk [亢羅]
Cotton

Shape of Song Hyosang's relic, 15C
Length of front/back 112-120/122-128

Neckpoint-cuff 127-129
Length of gusset ±74/82

Shape of Byeon Su's relic, early 16C 
Shape of Kim Heumjo's relic, early 16C 

Shape of Go Woon's relic, early 16C

Total length 141-158
Neckpoint-cuff 123-126
Length of gusset 67.5-82

Jigryeong Cotton Shape of Song Hyosang's relic, 15C
Length of front/back 126/134

Neckpoint-cuff 130
Length of gusset 89-90

Sable coat Satin damask
(cloud/lotus pattern) Shape of gogu and po, 15-16C Tota length ±161

Neckpoint-cuff ±133

Sable heohyung Satin damask
(cloud/lotus pattern)

Shape of ryoto and baeja with 
short sleeves, 14-16C

Total lenth ±128
Neckpoint-cuff 30

Ieom of sable,
W.F.,& S.F. 

Satin damask
(cloud/lotus pattern)

Silk gossamer

Shape of Shin Gwanghun's relic and
fur ieom, 15-18C

Total length ±42
Width ±43

head girth ±58

Dabho U.F.S.R. [春布]

Shape of Song Hyosang's relic, 15C
Length of front/back 126/134

Neckpoint-cuff 59
Length of gusset 64-76

Shape of Byeon Su's relic, early 16C 
Shape of Go Woon's relic, early 16C

Total length 129-136
Neckpoint-cuff ±46

Length of sleeves 14-16.5

Additional 
clothes:

Yoseon-cheopri 
[腰線帖裏]

& cheopri [帖裏]

Sheer silk
Tabby silk

White ramie

Shape of Song Hyosang's relic, 15C Length of upper/skirt 57/56
Neckpoint-cuff 120

Shape of Byeon Su's relic, early 16C Length of upper/skirt 43-45/59-61
Neckpoint-cuff 114-116

Shape of Byeon, Su's relic, early 16C
Shape of Go Woon's relic, early 16C

Length of upper/skirt 67-68/51-55
Neckpoint-cuff 121-127

Detailed dimens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wearer's body dimensions.

U.F.S.R.: Union fabric with silk and ramie, W.F.: weasel fur, S.F.: squirrel fur

Table 3. The estimated characteristic of indigo clothing gifts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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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엄샘플

두 번째 샘플은 성종 재위기에 다수에게 사여된 아

청필단초피이엄을 1/1 크기로 착용할 수 있게 제작

한 체험용 샘플이다(Fig. 25). 앞서 밝힌 신광헌의 이

Fig. 23. Details: collor, inner collar, gusset and tie, inside of gusset.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January 16).

Fig. 22. Sample of Danryeong.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Yoon Sook (2019, December 27).

Fig. 24. Flat drawing of Danryeong.
Worked by the author (2020, Januar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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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크기를 참조하여 겉감과 끈을 운문단으로 제작하

고, 문헌기록을 참조해 앞이마 이음 부분에 장식단

추를 부착하였다. 명장과의 협의를 거쳐, 착용 체험

자들의 머리에 더 잘 맞도록 이엄 윗부분에 0.8×4cm
의 작은 다아트 4개를 넣고 광목심지를 어 형태를 

보강하였다(Fig. 26).
환경보호를 위해 초피와 유사한 페이크 퍼(fake 

fur)를 사용하고, 천연 초피와 다소 형태가 다른 페이

크 퍼의 절단면을 가리기 위해 연쪽색 홍두깨명주를 
보조안감으로 넣어 제작하였다. 다양한 상을 위한 
체험용 샘플이므로 두께와 무게를 덜기 위해 페이크 
퍼를 밖으로 2.5cm 나오도록 한 후 접어넣어 가장자

리에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천연 초피를 사용하여 
무게감과 초피의 존재에 중점을 두고 복원하는 경우, 
안쪽 전체에 초피를 넣고 보조안감은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치수를 첨부한 도식화와 패턴<Fig. 27> 및 밑단 세

부와 안감 작업<Fig. 28>은 아래와 같다. 겉감인 운문

단은 폭이 넓어 한 장으로 재단하고, 안감인 홍두깨

명주의 폭이 좁아 안감에 뒷중심선을 넣어 재단하였

다. 가장자리를 따라 0.3cm 나비의 파이핑을 넣어 착

용 시에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Fig. 
28>처럼 광목심지와 페이크 퍼를 감침질로 연결한 

후 안감도 고정해 감침질로 부착하였다.

V. 결론및제언

발효 쪽염으로 발색되는 아청은 고위급 군신의 복

색으로서 15세기 외교관과 공신을 위한 사여복색으

로 권장되었다. 본 연구는 성종실록에 비중있게 기

 Fig. 25. Sample of Ieom.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Yoon Sook

(2019, December 27).

Fig. 27. Flat drawing of Ieom.
Worked by the author (2020, January 25).

 Fig. 26. Interlining and darts.
Photographed by Lee, Yoon Sook

(2019, December 20).

Fig. 28. Lining work.
Photographed by Lee, Yoon Sook

(2019, Decemb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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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아청사여복식의 특성을 고찰하여 복식사 교육

을 위한 고증 콘텐츠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아청사여복식 중 가장 많은 형식은 모피에 필단 

또는 초를 조합한 의복이며, 특히 아청필단초구는 

고관 복식으로서의 상징성이 강하다. 모피 외의 아

청사여복식의 재료는 필단, 라, 목면, 저사 등이며 주

로 겹원령과 홑원령의 재료였다. 성종 재위기의 아

청색은 사치성 복색이 아닌 외교관과 군신에게 적합

한 복색으로 권장되었는데, 쪽이 국내에서 생산 가

능한 염료였던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
성종 재위기의 아청사여복식은 현존하지 않으므로, 

송효상(1430~1490), 변수(1447~1524), 김흠조(1461~
1528), 고운(1479~1530), 정담(1476~미상)의 유물 및 

기타 참고유물 중에서 품목이 유사한 의복의 특성을 
관찰하여 고증요소를 추출하였다. 아청단령은 좁은 

소매에 안팎주름형 무가 달렸으며, 전단후장형과 앞

뒷길이가 같은 형이 모두 존재한다. 아청초구는 아

청필단 겉감, 초피안감, 보조안감을 적용하고 삼재

도회의 고구 도판을 참조해 깊은 교차여밈, 이중 칼

깃, 좁은 소매의 긴 포로 설정하였다. 아청허흉은 관

련 자료를 참조해 앞여밈이 없고 소매가 짧은 형태로 
추정하고, 아청초구와 같은 겉안감을 적용하였다. 
아청이엄에 모피를 충분히 사용하고 초구처럼 아청 

겉감, 초피안감, 보조안감을 넣어 상징성과 방한성

을 고려하도록 한다. 아청답호는 짧은 소매에 이중 

칼겉깃, 목판형 안깃, 이중 겉섶, 큰주름과 작은주름

의 무가 있는 형태이다. 그 외의 부속복식으로 시

성이 강한 요선첩리와 15세기형 철릭을 선정하고, 
실물유물 특성을 관찰해 형태를 구성하였다.

유물재료와 종류가 유사한 시판직물을 선별하고, 
간편한 현 식 분말 쪽, 소석회, 가성소다 염색방식

을 적용해 염색샘플을 제시하였다. 초염으로 얇은 단, 
생초, 항라, 춘포에 짙은 색이 나타났으나 두터운 단

과 면은 옅게 염색되어, 염료의 양을 다르게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부속복식인 철릭의 색상은 소목과 

생쪽잎 분말 염색으로 재현할 수 있다.
위의 과정을 거쳐 먼저 실물샘플 선별을 위한 성

종 재위기 아청사여복식의 간단한 특성 비교용 콘텐

츠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더 세부적인 분석을 거쳐 
시 적 형태특성이 강한 전단후장 홑단령의 1/2 실
물샘플 및 사여 수가 많았던 필단초피이엄의 1/1 실
물샘플이 교육용 콘텐츠로 제작되었고, 각각의 도식

화와 형태가 제시되었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실물

샘플을 제시하기 어려워, 이는 후속연구 과제로 제

언하도록 한다. 추후에도 고문헌에는 존재하나 현존

유물이 부족한 복식들에 한 지속적인 외형 고증 및 
실물제작에 필요한 직물 생산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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