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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가등록문화재는 개화기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근대문화유산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높

은 문화재이며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문화재이

다. 복식유물은 2008년이 되서야 그 중요성을 인지하

여 ‘면제갑옷’과 ‘한국광복군 군복’을 문화재로 지정

하였다. 2012년에는 근 · 현대 의생활분야 목록화 조

사를 실시하여 225건의 직물 및 복식유물을 정리하

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에 착용자와 제

작시기가 확실한 복식유물 11건만을 국가등록문화

재로 추가 · 지정하였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국가등록문화재 제609호 유림(柳林) 양복 

보존처리와 제작시기 고찰

이량미⋅안보연*†

서울공예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The Age Estim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of Suit Worn 

by Yu Rim (1898-1961),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Item No. 609

Ryangmi Lee⋅Boyeon An*†

Seoul Museum of Craft Art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ceived May 21, 2020; Revised (November 6, 2020; June 30, 2021); Accepted July 23, 2021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processes conducted in the analysis and conservation of suit worn by Yu Rim (1898-

1961). The suit consists of a jacket and pants and is a typical Mao-style suit for independence activists; it is not-

able in that it was made of domestic wool. Inside the jacket, there is a machine embroidery of the name “Danju,”

a label of synthetic resin which reads “Daegu citizen's tailor's shop,” and buttons engraved with “PUSAN 

SIN-HUNG.” According to our textile analysis, the outer layer is composed of worsted wool while the lining is

made from acetate. Damage to the garment from malodor and insects has been repaired, and the suit has been re-

stored to its original shape by a conservation treatment that has reinforced the textiles. This conservation case can

provide valuable research data on the preserv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lothing. In addition, this study

also attempts to estimate the date of suit worn by Yu Rim's production by comparing it with woolen suits produced

around the same time and examining the clues associated with the relics. This is significant since it enhances

the value of the cultural assets and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domestic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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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2012, n.d.).

본 연구에서는 독립운동가 단주 유림(旦洲 柳林, 

1898~1961, 본명 유화영(柳華永))이 생전에 착용한 양

복에 대한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물의 보

존상태 및 직물 분석 등의 유물 정보를 기술하고, 각 

단계마다 보존처리 기준과 재료에 대한 상세한 과정

을 정리하였다. 사실 국내외 모직물 양복에 대한 보

존처리 사례가 많지 않고, 유물에 대한 유의미한 연

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진 자료 및 현전하는 유

물 자료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림 양복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유림 양복과 유사한 유

자명의 중산복에 대한 유물 조사를 병행하여 독립운

동가의 중산복 소재 및 구성 등을 비교하고자 하였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분석과 보존처리뿐

만 아니라 유림 양복에 사용된 모직물 양복지와 단

추에 새겨진 제작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유림 양

복의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밝혀 국가등록문화재로

서의 가치를 찾고자 하였다. 유물의 보존력을 높이

고, 유림 양복에 대한 새로운 유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근⋅현대 복식 보존처리 사례

국내에 현전하는 근 · 현대 복식은 서양 복식의 유

입되면서 의복의 종류, 구성, 소재, 제직, 염색 등 조선

시대 이전의 복식유물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대부

분 금속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현대의 재료를 포함하

고 있어 보존처리 수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

기도 한다.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시

기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직물의 보존상태가 좋은 

편으로, 처리는 전시를 위한 주름 제거 등 경미한 수준

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근 · 현대 

복식 보존처리의 선행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며, 최근 

위안부 의복에 대한 보존처리(Choi et al., 2017) 연구

논문이 보고된 정도이다. 반면 근 · 현대 문화재를 대

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

지면서 보존관리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

porary History, 2021).

사실 유림 양복과 같은 모직물 코트나 재킷은 오염

과 주름뿐만 아니라 충해로 인해 모직물 손상<Fig. 1>

이 가장 큰 문제이다. 때문에 양복 유물이 많은 미국

과 유럽에서는 모직물 손상에 대한 보존처리 연구사

례가 보고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유림 양복의 보존처

리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Fig. 2>

는 색 슈트(sack suit) 보존처리 사례로, 양복지에 충해

로 발생한 결실된 부분을 원 유물과 유사한 모사(毛絲)

를 사용하여 직조하면서 복원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Carbone, 2015). 이는 서구의 직물 보존처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태피스트리(tapestry) 카펫의 

보존처리 기법을 양복 보존처리에 응용한 것으로, 원 

유물과 복원한 직물은 바느질로 고정되지 않고 원 유

물의 올 사이에 복원용 모직물의 경 · 위사를 감출 수 

있다. 또 다른 복원사례인 <Fig. 3>은 플라넬(flannel) 

양복에 발생한 구멍에 니들로 펀칭하여 기모(起毛)를 

직접 재현하여 복원하고(Getts, 2013), 보강직물은 바

느질로 연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결손부를 복

원하지 않고 구멍이 더 커지지 않도록 직물 보강을 하

는 방법도 있다. <Fig. 4>와 같이 모직물 코트에 유연

성이 높은 보존처리용 망사(soft mesh)를 사용하여 바

Fig. 1. Hole by clothes moth.

Adapted from Ahlstrom (2016). 

https://www.irishtimes.com

               Fig. 2. Restoration by weaving.

Adapted from Carbone (2015). 

http://www.museumtextil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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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질로 고정하는 방법이다(“A man's fragmentary 17th C 

coat”, 2012). 모직물로 된 근 · 현대 복식 보존처리가 

발달된 영국의 직물 보존처리 사례로, 보존처리용 직

물은 원 유물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

이지만, 유물의 결손부에 대한 직물 보강은 원 유물의 

손상 정도와 유물의 형태 및 크기 · 보존환경에 따라 

보강직물의 선택이 달라진다.

보강 및 복원용 직물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보존처리용 직물 제직과 염

색 재현은 보존 윤리적 측면이나 기술면에서 어려움

이 있다. 특히 염료 분석의 경우 파괴 분석으로 진행되

는 직물 시료의 양이 적지 않고, 국내 문화재 보존분야

에서 합성염료나 인조섬유에 대한 자료 구축이 불충

분한 상황이다.

2. 국내 중산복 착용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유림 양복은 중산복(中山

服)의 형태이다(CHA, 2012). 중산복은 중국의 정치가 

쑨원(孫文, 1866~1925)이 착용한 데서 유래된 옷으로

(Gi et al., 2017),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활동한 독

립운동가가 중산복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조선의용대나 한국광복

군의 군복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Kim 

& Hong, 2018). 이는 1938년과 1940년의 옛 사진 자료

<Fig. 5>‒<Fig. 6>를 통해 조선의용대의 군복을 착용

하고 있는 김원봉(金元鳳, 1898~1958), 김구(金九, 1876~ 

1949)와 민필호(閔弼鎬, 1901~1963)의 중산복 차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3. Restoration flannel.

Adapted from Getts (2013). 

https://unframed.lacma.org

          
Fig. 4. Support with soft mesh.

Adapted from A man's fragmentary 

17th C coat (2012). 

https://www.kategillconservation.co.uk

Fig. 5. Mao-style suit worn by the Kim Won-bong 

in the 1938 photo.

Adapted from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2016). p. 242.

     
Fig. 6. Mao-style suit worn by the Kim Gu and Min Pil-ho 

in the 1940 photo.

Adapted from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2016). pp. 246,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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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1937년 미나미(南次郞, 1874~1955) 

총독의 부임 이후,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으로 1940년

대에는 중산복 스타일의 양복 착용을 강요하기도 하였

다(Kim, 1990). 또한 1942년의 경성상공회의 행사에 

참석한 상공업자<Fig. 7>의 양복 착용모습을 보면, 테

일러드 칼라(tailored collar) 스타일의 양복 사이로 중

산복 스타일도 확인된다. 중산복 스타일의 양복은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전쟁이나 독립운동

과 상관없는 일반층까지 보편화되면서, 스탠딩 칼라

(standing collar) 형식으로 된 양복 스타일의 한 종류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산복 스타일은 실용적

이었기 때문에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도 1955년의 

‘재건복’과 1961년 제정된 ‘표준 간소복’<Fig. 8>과 

같은 형태로 지속될 수 있었다(CHA, 2012; National Ar-

chives of Korea, 1963).

 

III. 유물상태조사와보존처리

1. 유물의 구성과 손상 진단

1) 재킷

유림 양복의 재킷<Fig. 9>‒<Fig. 10>은 앞중심선을 

따라 5개의 단추가 달리고 뒤트임이 없다. 칼라는 턴

다운 칼라(turn-down collar)로 스탠딩 칼라 안쪽에는 

Fig. 7. Mao-style suit worn by the businessmen of Seoul in 1942. 

Adapted from Kim (1990). p. 151.

        Fig. 8. Jaegunbok (Reconstruction 

suit) worn by Kim Jong-pil in 1961. 

Adapted from Kang (2018). 

https://www.joongang.co.kr

Fig. 9. Schematization the composition of suit worn by Yu Rim.

Illustrated by the author (2019, February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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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칼라를 달기 위한 고정용 스냅 5개도 달려 있다. 

앞길 가슴과 허리 쪽에 뚜껑이 달린 플랩 포켓(flap poc-

ket)이 좌우 두 개씩 달려 있는 중산복 형태이다(CHA, 

2012, n.d.). 

재킷의 왼쪽 안주머니에는 황색 실을 사용하여 초

서체로 유림의 호(號)인 ‘旦洲’를 수놓았다. 반대편에

는 당시 대구시 중앙통에 위치했던 ‘시민양복점(市民

洋服店)’의 라벨이 붙어있다. <Fig. 11(A)>는 합성수지

에 압인(壓印)한 라벨이며, 진동 안쪽으로도 <Fig. 11 

(B)>와 같이 양복점 상호와 주소가 붉은색 도장으로 

찍혀 있는 가죽 심지도 있다. 

재킷 겉감의 주요 손상은 접어 보관하면서 생긴 주

름, 어깨 패드로 인한 어깨 실루엣의 변형, 충해로 인한 

구멍이다. 특히 구멍 및 파열은 <Fig. 11(C)>와 같이 오

른쪽 소매 상단이 가장 심각하여 파열부의 지속된 올

풀림으로 결손부가 확대될 수 있다. 이외 부분적으로 

진갈색 얼룩과 변색이 나타나며, 칼라의 금속제 후크

와 스냅단추에도 부식이 확인되었다. 또한 검은색 면

실을 사용하여 새발뜨기(catch stitch)하여 겉감과 안감

을 연결했으며, 이것은 0.3~1 cm 정도의 보수 흔적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바느질 실이 끊어지거나 유실된 상

태이다. 특히 왼쪽 하단 양복지 안감의 결손되어 있다. 

 

2) 바지

바지<Fig. 9>, <Fig. 12>는 앞면 좌우로 각각 2개의 

주름(tuck)이 있고 밑단이 접힌 커프스형 바지이다. 주

머니는 옆선 좌우에 옆주머니(side pocket), 뒷주머니

(welt pocket)가 2개씩 달려 있다. 허리 밴드 좌우에 단

추 2개씩 남아 있어 서스펜더(suspender)를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지 여밈(fly)은 오늘날의 지

퍼 대신 단추 5개와 이를 덮을 수 있는 덮개로 구성되

어 있다. 바지 밑단과 옆선 그리고 옆주머니 양쪽 시접 

부분에는 ‘ALL WOOL “ORIENTAL TEX” DONGYANG 

KOREA 500’의 글자가 제직된 식서가 있다. 바지 단추

에도 ‘PUSAN SIN-HUNG’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를 통해 유림 양복의 모직물과 부자재가 국내에서 생

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지의 주요 손상은 재킷과 마찬가지로 곰팡이 냄

새와 접어 보관했던 굵은 주름이다. 역시 충해로 인한 

작은 구멍이 많고, 뒷주머니 부분부터 무릎 안쪽까지 

A B C

Fig. 10. Suit worn by Yu Rim jacket (A: Front image, B: Inside of a collar, C: Embroidered ‘Danju’ on the insid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rch 20).

A B C

Fig. 11. Inside detail and damage by insects of suit jacket (A: Labels and a button engraved 

with ‘PUSAN SIN- HUNG’, B: Lining of the armhole, C: Scattered small holes & wrinkl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rch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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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얼룩이 진하게 남아 있다. 특히 바지의 날 선 다림

질 선을 따라 모직물이 갈라진 부분도 확인된다. 또한 

바짓단(cuffed bottom)은 발목의 안과 밖에서 징궈서 

고정하였으나 일부 고정된 바느질 실이 뜯어져 있다. 

바지 안감은 재킷의 안감 보수에 사용된 검은색 실로 

오른쪽 여밈 쪽을 원 바느질과 동일하게 재바느질한 

것을 확인하였다. 허리와 주머니 안감을 고정한 바느

질도 일부가 뜯어져 있다. 또한 안감 중심선에 이염으

로 추정되는 푸른색 오염이 있고, 겉면에 드러날 정도

로 바지의 안주머니는 구김이 심한 상태였다.

 

2. 직물 분석

1) 현미경 조사

보존처리 대상 유물에 대한 적합한 세척 및 보수 방

법을 설계하기 위하여 섬유 재질과 조직을 분석하였

다. 유림 양복의 겉감<Fig. 13(A)>은 평직으로 짠 모직

물로, 0.52 mm의 두께를 가지며 밀도는 경 · 위사 각각 

20 올/cm, 15 올/cm이다. 아세테이트 안감<Fig. 14(A)>

은 0.23 mm 두께를 가지며 경사 60 올/cm, 위사 40 올

/cm이다. 분석 대상인 유림 양복의 겉감과 안감의 시

료는 직물이 파열되어 탈락되거나 바느질이 뜯어져 

시접이 노출된 부분에서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의 

단면 분석은 금속현미경(DM R, Leica, Denmark)으로, 

측면 분석은 광학현미경(Eclipse Ni-E, Nikon, Japan)

으로 관찰하였다. 단면과 측면의 분석 결과, 유림 양복

의 겉감은 <Fig. 13(B)>‒<Fig. 13(C)>와 같이 원형과 

타원형의 단면을 가지고 측면에 뚜렷한 스케일이 있

는 모직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조섬유로 추정되는 

안감은 <Fig. 14(B)>‒<Fig. 14(C)>와 같이 구불구불

한 단면을 가지며 측면에 줄이 관찰되어 아세테이트

로 확인되었다(Kim, 2000;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FMK], 2005).

 

2) 적외선 분광 분석

적외선 분광(FT-IR, Vertex70, Bruker optics, Germa-

ny)은 겉감과 안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 범

위는 4000~580 cm-1, 분리능 4 cm-1, 스캔 횟수는 32회

A B C

Fig. 12. Suit worn by Yu Rim pants (A: Front image, B: Stains and trace of the suspender, 

C: Selvage with ‘ORIENTAL TEX’).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rch 20).

A B C

Fig. 13. Microscopic images of worsted wool of suit worn by Yu Rim

 (A: Textile structure, B: Cross section, C: Appearanc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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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유림 양복의 겉감의 모섬유는 역시 단백질로 구

성된 동물성 섬유로 분석 결과 <Fig. 15(A)>의 피크곡

선이다. 펩티드 결합 및 아민기 결합(N-H)이 특징으로, 

3,271 cm-1 부근(N-H/O-H Stretching), 1,633 cm-1와 1,531 

cm-1 부근에서 두 번의 굴곡(amide(-CONH-))이 나타났

다. 한편 <Fig. 15(B)>는 유림 양복의 안감의 IR 피크이

다. 목재펄프를 녹여 만든 아세테이트 섬유로, 면․마섬

유 등의 셀룰로오스계 섬유와 유사한 3,342 cm-1 부근

의 O-H 결합 및 1,018 cm-1 및 995 cm-1 대의 C-O 결합이 

확인된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

tage [NRICH], 2018; Peets et al., 2019).

3. 보존처리

1) 세척 및 형태 보정

유림 양복의 모직물 겉감과 인조섬유인 아세테이

트 안감으로 제작되었다. 이 외 진동 안쪽에는 가죽과 

면직물 등이 덧대어져 있다. 양복의 주요 손상인 냄새, 

얼룩 및 주름 제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이나 

유기용매 등 습식 세척이 유리하다. 그러나 물 세척 시 

주요 재료인 모직물과 입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진

동 주변의 가죽이 축융 현상으로 형태 변형을 초래되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유기용매 세척법을 적용하더

A B C

Fig. 14. Microscopic images of acetate of the suit lining worn by Yu Rim 

(A: Textile structure, B: Cross section, C: Appearanc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y 8).

A

B

Fig. 15. FT-IR peaks of worsted wool (A), lining of acetate (B) from suit worn by Yu Rim.

Graphed by the author (2018, Octob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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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재킷 안감 내부의 합성수지 라벨이나 가죽 안감

에 희미하게 찍힌 도장 등이 퇴색 및 제거될 수 있어 습

식 세척을 배제하고 건식 세척과 오염물을 흡착시켜 

제거하는 부분 세척을 실시하였다.

건식 세척 작업은 훈증 소독 후 유물용 진공청소기

와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여 양복의 표면에 고착된 이

물질과 먼지 등의 오염물을 제거하였다. 동시에 직물

에 짙게 배어있는 냄새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활용하

여 반복적으로 배출하였다. <Fig. 16>과 같은 얼룩 등

은 면흡습지(cotton blotter)를 두고 유물 상단에 레이

온지(rayon paper)로 덮어 탈이온수를 간접적으로 분

사하여 오염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부분 세척<Fig. 

17>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유림 양복의 굵은 주

름을 제거하기 위해 실리콘 비즈로 만든 문진으로 압

력을 주어 접힌 주름을 완화하고 왜곡된 형태를 보정

하였다. 특히 바지의 왜곡된 형태의 주요 원인이 구김

이 심한 호주머니 안감을 집중적으로 완화하여 바지

의 왜곡된 형태를 보정하였다. 또한 재킷 안쪽 단추에 

부착된 스티커도 보존관리 측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접착성분이나 스크래치가 남지 않도록 주의

를 기울여 분리해 제거하였다.

 

2) 보강 및 보수

유림 양복의 결손부 보강은 전술한 <Fig. 4>의 보강

방법을 응용하여 보강직물을 선정하였다. 양복의 겉

감에는 파열된 모직물을 연결해주고 노출된 올을 잡

아줄 수 있으며, 겉감이 가지는 유연함을 살려주기 위

해 평조직의 견직물(organdy, 두께 0.10 mm)을 보강직

물로 선택하였다. 마치 페이싱과 같은 역할을 하며 모

직물의 구멍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강직물과 실 염색은 청회색의 유물 색상과 유사

한 색을 재현하기 위해 숯과 코치닐 염료에 명반, 철, 

구리 등의 매염제를 추가하여 사전에 염색 실험을 실

시하고, 그 중 코치닐(염액비율 1:50)에 철(Fe, 250 mg) 

매염한 것이 원 유물과 가장 이질감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보강직물을 원 유물과 연결할 때는 바

늘로 인한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잘 휘고 가는 바늘(굵

기 0.41 mm, 길이 42.4 mm, Clover社 16호, Japan)을 사

용하여 복원 · 보수를 진행하였다. 보강직물 연결 시

에는 경 · 위사의 각 올의 수평과 수직을 맞추고, 바느

질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해야 원 유물에 바느질로 인

한 장력을 줄일 수 있다(Fig. 18). 특히 결손부가 넓은 

재킷의 안감 하단 부분은 손상 지도를 그려 손상 면적

을 확인하고, 재단한 보강직물을 결손부 안쪽에 대어 

보수하였다(Fig. 19). 안감 하단에 겉감과 안감을 연결

한 과거 보수 부분을 제거하고, 남아 있는 원 유물의 

밑단 접힌 선과 바느질 흔적을 근거로 재연결하여 복

원하였다. 한편 칼라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제 후크와 

스냅단추는 표면의 부식물과 이물질을 알코올로 세

척하고, 금속 부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후크 표면에 

강화제(Paraloid B-72 5%, in acetone)를 도포하였다

(Fig. 20).

바지의 복원 및 보수도 재킷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

행하였다. 바지의 경우 충해로 인한 구멍의 크기가 

1 cm가 넘지 않아 원 유물의 직물이 보강직물과 자연

스럽게 연결되도록 보강직물의 올을 풀어 사용하였

다. 또한 바지의 뜯어진 오른쪽 바짓단은 왼쪽 바짓단

을 기준으로 바짓단 안쪽 1.5 cm 아래에 바느질하여 고

정하였다. 허리 부분과 주머니 안감을 연결한 새발뜨

기는 원래 실과 후대에 보수한 실로 되어 있었는데, 이

미 끊어진 상태의 보수 실을 제거하고 원래 실의 색상

과 바느질 간격으로 재연결하였다(Fig. 21).

Fig. 16. Stains in the back 

of the jacket.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8, July 19). 

   

Fig. 17. Partial wet cleaning 

of the stains.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8, July 19).

   

Fig. 18. Restoring the part 

of the jacket's collar.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8, Augus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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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및 포장

유림 양복과 같이 입체구성으로 제작된 유물을 눕

혀 보관할 경우, 재킷의 어깨나 소매가 점차 쳐져 변형

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유림 양복도 평면상태의 수납

시설에 보관하므로 유림 양복을 눕혀 보관하더라도 

원 유물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충전재의 제

작이 필요하다.

재킷의 칼라에서 어깨와 소매, 바지의 접힌 선이 꺾

이거나 주름이 재발하지 않도록 <Fig. 22>‒<Fig. 23>

과 같이 타이백(Tyvek)과 목화솜을 활용한 충전은 예

방 보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양복의 입체

감을 유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 등으로 인한 

이동에도 상자 내부의 충돌로부터 손상을 줄이는 기

능도 한다.

IV. 유림양복의제작시기고찰

1. 유림 양복의 국산 양복지와 단추

유림 양복은 복식사적 측면에서 국산 모직물 양복

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지아

백화점의 일본인 양복점이나 종로양복점, 화신백화

점의 양복점에서 수입산 모직물에 의존하여 양복을 

제작했다. 1956년 국내산 모직물이 제작되기 전까지 

마카오와 홍콩을 거쳐 들어온 영국산 양복지가 대부

분이었기 때문이다(Kim, 1990). 국내산 모직물은 1956년 

대구의 제일모직과 경남모직에서 생산되었으며(CHA, 

2012),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도 수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amsung C&T, n.d.).

Fig. 19. Restoring the part 

of the jacket's lining.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8, July 19).

     
Fig. 20. Reinforcing treatment 

of metal hooks of collar.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February 13). 

     
Fig. 21. Re-catch stitch for connec-

ting with pocket and lining.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8, September 17).

Fig. 22. Customed filling 

of suit worn by Yu Rim.

Photographed Photo by the author 

(2018, October 4). 

           
Fig. 23. Schematization the state of filling (gray colored part) 

of Yu Rim's suit jacket and pants.

Illustrated by the author (2020, March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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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부터는 대형 양복점뿐만 아니라 천

막 양복점까지 생겨나면서 양복이 급속히 대중화되었

고(Kim, 1990), 대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중앙로 일

대를 중심으로 양복점 거리가 형성될 정도였다. 특히 

국산 양복지를 출시한 제일모직과 더불어 서문시장

을 중심으로 양복지 유통이 활발하였다(NFMK & DTC 

Textile Museum, 2016).

유림 양복을 만든 ‘대구시 중앙통’의 ‘시민양복점’

도 바로 서문시장과 인접한 오늘날의 대구 중앙대로

(中央大路) 일대에 위치한 것으로 짐작된다. ‘통(通)’은 

1911년에 개정한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으로, ‘중앙통

(中央通り)’은 일제에 의해 1914년에서 1919년 사이에 

개통된 계획도로였다. 1920년대 후반까지 계속 확장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대구 시내의 중심공간으로서 

성장하였다(Lee, 2010). 해방 이후 일본식 동명(洞名)

을 우리식 동명으로 재개정(1947년)한 이후에도 ‘중

앙통’의 명칭은 한 동안 통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라벨에는 ‘高級 羅紗’, ‘高級紳士服’이라고 강조하고 있

어, ‘시민양복점’이 당시 대구에서 가장 번화했던 중

앙로에 위치한 고급 양복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63년만 해도 순모직물 양복을 소비를 억제하거나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63), 1970년대의 양복

에는 혼방 소재의 모직물 양복지가 사용된 점(CHA, 

2012; Kim, 1990)을 고려해 볼 때, 유림 양복의 순모직

물은 상당히 고급 양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고급 양복지는 ‘ORIENTAL TEX DONGYANG 

KOREA’의 양복지로, 이것은 1950년 부산에서 설립

된 ‘동양실업’(현 ‘태광산업’)이 1958년에 만든 첫 자

체 양복지 브랜드였다. 동양실업의 설립자 이임용(李

壬龍, 1921~1996)의 지시로 양복지 식서에 오리엔탈 

텍스의 영문명을 새겨 넣었다고 전한다. 당시 하루에 

양복 500벌을 지을 수 있는 50필을 생산하였으며, 판

매총판이었던 부산진시장의 점포는 전날 생산량이 

아침에 품절될 정도로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우수한 

양복감이었다(Memorandum Compilation Committee, 

2014).

또한 유림 양복의 ‘SIN-HUNG’의 단추에 대한 직접

적인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1960년

을 전후로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의 플라스틱 제조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956년 부산에서는 이

미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에서 플라스틱 제

품을 제조하였다(LG, n.d.). 한편 현재 국내의 대표 플

라스틱 제조업체인 ‘내쇼날 푸라스틱 신흥’이 1965년

에 부산에 공장을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장 설

립 이전부터 이미 ‘신흥’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

로 추정된다(National Plastic Co., Ltd., n.d.).

부산에서 제작한 ‘SIN-HUNG’의 단추는 독립기념

관 소장 김세영(金世榮, 1889~1979)의 의복<Fig. 24>‒

<Fig. 25>에서도 확인된다(CHA, 2012). 김세영의 양

복은 양복점 정보를 알 수 있는 재킷이 남아있지 않아 

제작처를 알 수 없지만, 김세영도 경북 출신의 독립

운동가라는 점을 미루어 대구 일대에서 맞춤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김세영의 양복에는 유림 양

복에는 유실된 서스펜더의 형태<Fig. 26>를 살펴볼 

Fig. 24. Kim Se-yeong's vest 

with woolen cloth 

like Yu Rim suit. 

Adapted from CHA (2012). p. 351.

       Fig. 25. Button engraved with ‘PUSAN 

SIN- HUNG’ of Kim Se-yeong's pants.

Photo by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2021, March 2). Adapted with permission. 

Fig. 26. Kim Se-yeong's 

suspender not left 

in Yu Rim's suit.

Adapted from CHA (2012). 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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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유자명의 중산복 비교

독립운동가의 중산복 유물로는 유림 양복 외에 유림

과 함께 아나키스트로 활동했던 유자명(柳子明, 1894~ 

1985)의 중산복<Fig. 27>‒<Fig. 29>이 전한다. 유자

명은 유림과 달리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내로 귀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중산복은 중국에서 제작된 것이

다. 유림 양복과 마찬가지로 해방 후 착용한 중산복으

로 추정된다. 다만 중국의 중산복과 우리나라에서 제

작된 중산복을 비교할 수 있는 유물로서 의미가 있다.

현재 충주박물관에 소장된 유자명의 중산복은 2벌

로, 모직 펠트(felt)로 된 동절용 중산복과 소모사로 만

든 춘추용 중산복이다. 그중 모직 펠트의 중산복이 실

제 유자명의 노년기에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자명의 중산복은 칼라 부분에 유림 양복과 견주어 외

관상 구성 및 디자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산복 안쪽을 비교해 보면, 보조 칼라를 달았던 고정

용 스냅이나 서스펜더가 없고 바지의 뒷중심선에 트

임이 둔 점이 다르다. 또한 재생섬유로 된 유림 양복의 

안감보다 광택이 심해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

한 것으로 추정되며, 길과 소매의 구분 없이 한 종류의 

안감만을 사용했다. 양복점 상호의 라벨이나 착용자

의 이름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자명의 중산복

은 당시 일반 사람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고급 양복이

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Chungju Museum, 2007).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중산복 형태의 유림 양복은 유물 

조사를 통해 겉감은 모직물로, 안감은 아세테이트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손상은 곰팡이와 충해

로 인한 얼룩과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세척과 복원 ·

보수 등의 보존처리 작업을 진행하여 보관과 전시 활

용 시 유물의 보존성을 높였다. 사실 문화재의 범위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근 · 현대 복식연구와 보존처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보존처리에 대한 선행연

구나 국내 모직물 복원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근 · 현대 보존처리 및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향후 문화재 현장에

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복식사적 측면에서도 유림 

양복의 특기할 만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유사시기

 Fig. 27. Mao-style suit worn 

by Yu Ja-myeong 

of Chungju Museum.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June 12). 

       Fig. 28. Inside of the Mao-style suit 

jacket and pants worn 

by Yu Ja-myeong.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1, February 24). 

       

A

B

Fig. 29. Microscopic images of wool

felt (A) and synthetic fiber lining 

(B) of Yu Ja-myeong’s suit.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1, Februar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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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자명의 중산복과 비교하고, 김세영의 의복을 참

고로 하여 유림 양복의 복식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 특히 유림 양복에서 확인되는 대구 ‘시

민양복점’의 라벨, ‘ORIENTAL TEX’ 및 부산 ‘SIN- 

HUNG’의 단추를 통해 해방 후 우리나라 양복 산업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ORIENTAL 

TEX’가 1958년 동양실업에서 생산한 양복지라는 점

과 유림의 생몰연대를 토대로, 유림 양복이 1958년부

터 1961년 사이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새롭게 도출된 유물 정보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

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유림 양복은 중산복 스타일의 양복이 해방과 한

국전쟁 이후에 1955년의 ‘신생활복’을 거쳐 1961년 제

정된 표준 간소복인 ‘재건복’과 같은 형태로 지속되어 

우리나라 현대 남성복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

한 유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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