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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은 높이 42㎝의 結跏趺坐
한 소형 불상이었는데 발원문과 저고리 외에, 후령통, 다라니 등의 복
장유물이 수습되었다.
복장 발원문과 왕비 유씨(광해군 부인 유씨, 1576- 1623)의 저고리
를 실견ㆍ조사한 결과, 1622년 5월 26일에 봉안되었다는 사실과 복장
저고리의 안깃 안감 쪽에 기록된 ‘丙子生王妃柳氏命衣’라는 묵서 9자
를 통해 왕비 유씨의 장수를 기원한 불사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들이 조사한 복장물에서는 네 종류의 직물이 확인되었다. 발
원문은 남색 紬였으며 저고리는 길에 청색 無紋綾을 사용하였고, 소매

ㆍ무ㆍ깃ㆍ섶ㆍ겉고름에는 紫色 吐紬를, 안고름에는 청록색 주, 그리
고 끝동에 청색 鳳花紋段을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조사ㆍ보고된 직물
유물 가운데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주가 수 점에 불과하므로 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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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소매와 무에 사용된 자색 토주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선찰사의 왕비 유씨 저고리는 佛事를 위해 새로 제작하여 복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뒷길이는 49cm이고, 앞길이 50cm, 화장 72cm, 뒷
품 51cm이다. 저고리는 길이에 근거하여 ‘短赤古里’라고 명명할 수 있
으며 색상의 조합에 의하면 ‘回粧赤古里’로도 명명할 수 있다.
이 저고리는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저고리 구성 방식으로 완성되었
다. 즉 겉감과 안감을 각각 저고리로 완성한 후 거죽이 맞닿도록 겹쳐
놓은 상태에서 좌우 수구를 박고 겉깃 가장자리부터 겉섶, 도련, 안섶,
안깃 가장자리를 박아 고대 부분에 남겨둔 창구멍으로 뒤집어 완성하
였다. 깃에는 풀솜을 얇게 두었으며 고운 홈질로 0.5cm 너비의 가장자
리 장식선을 만들었다. 저고리 가장자리에는 5∼7cm 들어온 지점에
세 땀 상침을 하여 안팎이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시켰다. 특히 도련 부
분의 시접은 2cm 내외의 너비로 균일하게 잘라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선찰사 저고리와 관련 있는 4점의 여자 상의류를 살펴보았
는데 선찰사 왕비 유씨의 저고리가 더 좋은 소재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색상도 더 다채로웠다. 그러나 왕비와 상궁 저고리의 형태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복장된 상의임에도 불구하
고 당의형 저고리 두 점은 모두 당코목판깃임에 반하여 왕비와 상궁
의 단저고리는 모두 목판깃이었다. 따라서 안에 입는 단저고리보다 겉
에 입는 당의형 저고리가 새로운 유행을 더 빨리 수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赤古里, 腹藏, 光海君 夫人, 王室

佛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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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6년 9월, 경상북도는 안동 仙刹寺 木造釋迦佛坐像을 도 유형문화

재로 지정하기로 하였다.1)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문화재로 선정된 ‘안
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 42㎝의 結跏趺坐한 소형 불상으
로, 불상의 복장공 속에서 청색 비단에 붉은 글씨로 쓴 조성 발원문을
비롯해 후령통, 다라니, 저고리 등 많은 복장유물이 발견됐다”2)고 보도
된 바 있다. 저고리 1점과 함께 수습된 발원문에 ‘大明天啓二年壬戌五
月二十六日’로 기록되어 있어, 1622년 5월 26일에 봉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선찰사의 목조석가불좌상의 복장 발원문과 ‘丙子生王妃柳氏
命衣’3)라는 9자의 묵서가 있는 왕비 유씨, 즉 광해군 부인의 것으로 추

정되는 저고리 1점을 통하여 17세기 전기의 직물과 저고리의 조형적 특
징을 살펴봄에 목적이 있다.4) 복장물 중 ‘박샹궁원불 뎐의나’라는
묵서 종이 조각(32.5×5.5cm)5)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저고리로
추정된다.6) 또한 문헌과 유물 자료들을 함께 비교하여 봄으로써 17세기
1) 박명한, ｢‘안동 서악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 경북도 문화재 지정｣,
2016. 9. 29. 불교방송 BBS NEWS, http://news.bbsi.co.kr/
2) 김용구, ｢경북도문화재,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2016. 9. 29. 국제
뉴스, http://www.gukjenews.com/
3) 저고리의 묵서에는 ‘왕비유씨’로 기록되어 있고 발원문에는 ‘章烈殿下’로 기
록되어 있다.
4) 귀중한 유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찰사 법진 스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5) 송은석, ｢1622년 慈壽寺⋅仁壽寺의 王后發願 佛事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
불좌상｣,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종합적 고찰, 동아대학교 석당
학술원 지역문화연구소, 2017, 6쪽.
6) 李恩珠ㆍ李明恩, ｢順天 松廣寺 木造觀音菩薩坐像 腹藏 服飾에 관한 考察｣,
文化史學 第37號, 157∼158쪽. 박상궁이 왕비 유씨를 위해 발원한 것은
분명하지만 시주자와 착용자의 일치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 저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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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왕실 복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미 학계에는 광해군과 광해군 부인 유씨의 불사에 의한 복식 유물
들이 보고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광
해군 내외 및 상궁 옷>7)(중요민속문화재8) 제3호) 4점이고 또 다른 사
례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광해군비 당의>(중요민속
문화재 제215호)9) 1점이다. 이 외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
고리10) 한 점을 더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복장 직물 분석
지난 12월 15일날 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던 ‘안동 선찰
사 목조석가여래좌상[그림 1]’의 복장유물 중 발원문과 저고리 1점에
대한 직물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육안으로 직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관찰하고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부분을 밀도경과 실체현미경(Nikon Shuttle Pix)으로 관찰하여
직물의 조직과 실의 꼬임 등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실체현
미경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image analysing software인 Matrox
Inspector ver. 4.1을 사용하여 수 회 측정하고 실의 직경과 직물의 밀
왕비 유씨의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니라고 볼 단서도 없기
에 이 원고에서는 왕비 유씨의 저고리로 기술하고자 한다.
7)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2006, 16∼23쪽.
8) 위 책에는 ‘중요민속자료’로 되어 있으나 2011년 2월 5일 문화재보호법 개
정 시 ‘중요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 글에서는 ‘중요민속문화
재’로 표기하였다.
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名選 下, 2005, 140쪽.
10) 안동대학교 박물관, 安東地域傳統服飾, 1996,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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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직물의 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광 측
색기(Minolta CR-10)를 사용하여 가능한 오염되지 않은 부위를 3군데
이상 측색하였다.

[그림 1] 광해군 부인의 상의와 직물이 발견된
경북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 http://www.gukjenews.com/

1. 발원문 직물 분석
발원문은 가로 70㎝, 세로 33.5㎝ 크기의 남색의 紬에 묵서로 기록되
어 있다[그림 2]11). 주는 평직으로 직조한 무늬가 없는 견직물의 일종
으로 가장 널리 쓰이던 직물이다. 발원문의 주는 식서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布幅은 파악이 안 되지만 세로방향이 식서방향으로 여겨지므로
70㎝ 이상의 폭으로 제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조에 사용된 실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꼬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실을 얼
11) 이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자료는 연구자들이 제시한 자료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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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에서 켤 때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꼬임은 있다. 경사의 직경은 0.25～
0.43㎜, 위사는 0.53～0.58㎜로 굵은 위사를 사용하여 제직하였으며, 직

물의 경위사 밀도는 32×18올/㎠이다.

발원문

발원문 확대

평직 조직도

[그림 2] 발원문과 조직도

2. 저고리의 직물 분석
1) 無紋綾
선찰사 저고리[그림 3]의 길은 3매 능직으로 직조된 청색의 무문능
이다. 무문능은 능직으로 짠 무늬 없는 직물로 조직의 접합점이 사선
혹은 능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斜紋織이라고도 한다.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각종 고문헌에는 무늬가 있는 것은 紋綾, 무늬가 없는 것은 무
문능으로 구분하였다.12) 3매 능직은 경사 3올과 위사 3올이 일순환을
이루는 조직으로 능직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이다. 경사는 Z방
향으로 꼬임이 있는 左撚絲이며 위사는 꼬임이 거의 없는 無撚絲를 사
용하였는데, 경사의 직경은 0.14～0.16㎜, 위사는 0.15～0.17㎜이며 직물
의 밀도는 68×56올/㎠이다[그림 4].

12) “玉色無紋綾中赤莫… 玉色綾長衣 甫羅無紋綾長衣…….”(영조실록 44권,
영조 52년(1776)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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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의
왕비 유씨 저고리 앞과 뒤

무문능

무문능 확대

3매능직 조직도

[그림 4] 저고리 길에 사용된 무문능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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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吐紬
저고리의 소매, 무, 깃, 섶, 그리고 겉고름은 자색 토주를 사용했다
[그림 5]. 토주는 紬絲로 직조한 견직물인데 주사는 누에고치로 늘려서

만든 眞綿을 방적하여 만든 실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견방적사로 직조
한 직물로는 토주 이외에 綿紬, 鄕紬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문헌 중
의궤와 등록에는 토주와 면주에 관한 기록이 많은데 의복뿐만 아니라
베개, 수건, 방석 등 사용처가 다양했다. 國婚定例에는 왕비의 串衣,
赤古里, 赤亇 등에 토주를 사용하였다13)는 기록이 보인다.

고문헌 가운데 방적사 직물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
로는 토주가 유일하다. 林園經濟志의 ｢展功志｣에는 토주를 직조하는
방법에 대해 “누에농가에서 고치를 풀어 물에 헹궈 풀솜으로 만드는
것을 세속에서는 설면자라고 한다. 꼬임을 주는 물레를 사용해 솜을 당
겨 실을 만들고 날실과 씨실 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짜는데 이를 토
주라고 한다. 질기고 따뜻하여 값이 일반 주의 2배이다.”14)라고 설명하
고 있어 주와는 다른 특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는 1900년대 중반에 전승이 단절되었으며 구체적인 제직기법에 대해
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토주는 솜을 길게 늘여 실로 만들므로 반드시 실에는 꼬임이 있어야
한다. 현전하는 토주 유물에는 대부분 경사와 위사에 모두 Z방향으로
꼬임이 있는데 상의의 토주도 Z방향의 紬絲를 사용하였다. 주사의 직
경은 경사는 0.13～0.46㎜, 위사는 0.19～0.43㎜로 굵기가 일정하지 않
은데 이것은 방적사로 짠 직물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또
한 표면에 잔털이 많은데 솜에서 실로 자았기 때문으로 방적직물인 무
13) “草綠吐紬串衣壹…, 草綠吐紬襦赤古里壹…,紫的吐紬襦赤亇壹”(國婚定例
｢王妃嘉禮｣‘中宮殿法服’衣襨.).
14) “蠶家退繭洴澼作絮, 俗呼雪綿子. 用燃綿軸, 引絮作縷, 經緯上機如常法, 是
名吐紬. 堅韌溫煖, 價倍常紬.”(林園經濟志 卷28, ｢展功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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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나 모직물도 유사한 표면적인 특성이 있다. 선찰사 토주는 식서를
확실히 볼 수는 없으나 소매의 폭을 고려한다면 포폭은 약 37㎝ 정도
로 추정된다. 경사의 밀도는 30올/㎝이며 위사는 26～36올/㎝인데 포폭
을 37㎝로 감안한다면 대략 14새[升] 정도에 해당되는 직물이다. 토주
의 두께는 0.19∼0.21㎜로 안감과 동정에 사용된 주보다는 약간 더 도
톰하다.

토주
토주 확대
[그림 5] 소매와 회장에 사용된 토주

3) 紋緞
문단은 수자직으로 직조한 직물 가운데 무늬가 시문된 직물을 뜻하
며, 무늬가 없는 것은 無紋緞 혹은 貢緞이라고 한다. 저고리의 끝동에는
청색의 鳳花紋緞을 사용했다. 5매2비 수자직의 바닥에 굵은 위사를 사용
하여 5매 위수자직으로 무늬를 시문한 직물로, 직물의 밀도는 110×48올/
㎠이다. 봉화문단은 봉황 한 쌍이 꽃 사이를 날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

인데 가로방향의 단위무늬가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으나 연꽃으로 추정되
는 꽃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사계절을 대표하는 꽃으로
구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끝동의 무늬를 조합해보면 가로 방향은 8.5㎝이
상이며 세로 방향은 20㎝이다[그림 6].

48 石堂論叢 67집

끝동(왼쪽)

청봉화문단 확대
조직도
[그림 6] : 끝동에 사용된 청봉화문단

봉화문

봉황은 상상의 조류로, 용, 기린, 거북이와 더불어 四靈獸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고대부터 사용되던 무늬이다. 직물에 사용된 鳳紋은 시대
에 따라 변하였는데 고려시대에는 봉황의 특징적인 머리의 벼슬과 꼬
리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시대에는 점차 세밀하면서
화려하게 묘사되었다. 봉황은 구름이나 꽃과 함께 구성되는 경우가 많
은데 선찰사 상의의 봉화문과 유사한 무늬는 주로 조선 중기에 나타나
고 있으며, 이중에는 金絲를 緯入하여 무늬를 덧 짠 중조직의 織金緞
혹은 錦線段도 있다.
현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광해군비의 당
의15)도 봉화문단[그림 7]으로 지었는데, 선찰사 상의와는 약간 다른 구
조를 보여주고 있다. 봉황이 C자형 넝쿨이 휘감고 있는 꽃들 사이를
날고 있는 구도로, 꽃은 매화․모란․연꽃․국화의 사계절 꽃과 함께
도안되었고16), 선찰사의 봉화문단에 비해 여백이 많은 편이다.
15) “광해군비 당의”는 중요민속문화재 제215호로 지정되었으며 겉깃의 안쪽
에 ‘丙子生王妃柳氏願命衣’라는 묵서가 적혀있어 사찰 불상에 봉헌되었던
불복장품으로 전해진다. 2006년 4월 21일에 ‘광해군비단배자(光海君妃短褙
子)’에서 ‘광해군비당의(光海君妃唐衣)’로 지정명칭이 변경되었다. 문화재
청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
mc=NS_04_03_01&VdkVgwKey=18,0215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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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동래정씨(1567～1631)묘에서
출토된 치마17)와 평해황씨(1637～1718)의 것으로 추정되는 장옷18), 완
산최씨(1650～1732) 묘 출토 저고리19) 등에서도 유사한 무늬의 단직물
이 사용되었다. 평해황씨의 장옷은 1979년에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37
호로 지정되었다가 2004년에 지정명칭과 유물명칭을 변경할 때에 ‘난
봉화문단 겹장옷’으로 변경되었다. 이 유물은 꼬리 모양이 다른 두 마
리의 봉황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주된 모티프로 하고 그 주변에는
몇 가지 꽃을 배치한 형식이다. 鸞鳥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황과 비
슷한 상상의 새로 봉황의 일종이거나 적어도 봉황과 유사한 상서로운
상상의 새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봉황과 난새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
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0)
조선시대에 봉황과 꽃이 어우러진 무늬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鳳
花紋’, ‘花鳳紋’, ‘穿花鳳紋’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1628년에 기록된 昭
顯世子嘉禮都監儀軌와 1652년에 기록된 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1671), 景宗端懿王后嘉禮都監儀軌(1696),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1727)에는 저고리의 제작에 ‘草綠鳳花紋匹段’
이 물록으로 명시되었으며21), 莊烈王后尊崇都監儀(1651)에는 輦轝의
落纓에 草綠鳳花紋大段을 사용한다22)고 기록되어 있다.
16) 국립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눌와, 2006, 278∼279쪽.
17) 경기도박물관,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2007, 42쪽.
18) 이승해, ｢학성 이천기 일가 묘 출토복식 연구｣, 鶴城李氏 일가 묘 출토 유
물, 울산박물관, 2013, 138∼139쪽.
19)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06), 282쪽.
20) 이승해, 앞의 논문(2013), 138∼139쪽.
21) 赤古里三所入 一次草綠鳳花紋匹段十一尺三寸代六花紋 內拱紅熟綃十一尺
三寸(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 一房 物目秩,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
儀軌 一房 物目秩, 景宗端懿王后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孝章世子嘉
禮都監儀軌 上 一房)
22) 落纓八次 草綠鳳花紋大段各長二尺一寸廣六寸五分式(莊烈王后尊崇都監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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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당의 직물
직물 도안
[그림 7] 광해군비 당의
-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278∼279쪽

동래정씨 묘 출토 치마 문양
-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42쪽

평해황씨
완산최씨 묘
장옷 문양
출토 저고리 문양
- 鶴城李氏 일가 - 우리나라 전통무늬1
묘 출토 유물,
직물, 282쪽
139쪽

[그림 8] 조선중기의 봉화문단

純宗純貞皇后皇太子嘉禮都監儀軌에는 황태자비의 법복에 綠織金
彩花鳳紋匹段이 소용된다23)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옷감은 금사로 무

늬를 나타낸 직금단을 뜻한다. 조선왕실에서 편금사로 봉황과 꽃무늬
軌 三房)
23) 緣襈次綠織金彩花鳳紋匹段七幅七尺 縫作大紅真絲二錢五分 白真絲一錢(純
宗純貞皇后皇太子嘉禮都監儀軌 尙方司 皇太子嘉禮敎是時 妃宮法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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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문한 직금단은 의복뿐만 아니라 옥책의 粧䌙24)에도 사용되었다.
1623년에 제작되었던 인조비 인렬왕후 봉왕비 옥책을 비롯하여 100여

년간 여러 옥책에 이와 유사한 무늬의 직금단이 사용되었는데, 관련 의
궤에는 무늬에 대한 언급은 없이 ‘錦線’, ‘錦線段’으로만 기록되어 있
다.25) 조선시대의 외국어 학습서였던 노걸대에는 ‘穿花鳳’이라 하고
‘천화봉문’으로 언해되었으며, 역어유해에는 ‘봉이 꽃에 나드는 문’이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26),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에는 기록되지 않은
명칭이다.
선찰사 저고리는 광해군비의 것으로 궁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궤의 명칭을 따라 ‘鳳花紋’으로 구분하고 ‘靑
鳳花紋緞’으로 명시하고자 한다.

4) 紬
주는 평직으로 직조된 견직물을 일컫는데 상의의 안감과 동정에 素
色의 주가 사용되었고 안고름에는 청록색의 주가 사용되었다[그림 9].

각 부분에 사용된 주는 실의 직경이나 밀도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
으나, 동정의 밀도는 32×36올/㎠이고 안감은 29×36올/㎠로 동정이 조
금 더 치밀한 편이다. 안감에는 군데군데 붉은색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상의 겉의 소매부분인 토주의 자색이 移染되었기 때문이다.

24) 장황이란 서화(書畵)․서지(書誌)류를 형태와 용도에 맞게 두루마리․족자
․첩․책․병풍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보강하고 장식하는 일련의 과정 전
체를 말한다. 국립고궁박물관,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2008, 226쪽.
25) 박윤미, ｢17～20세기의 어책 장황직물에 관한 연구｣, 고궁문화 제9호,
2016, 84∼87쪽.
26) 심연옥,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2006,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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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확대

동정 확대

안고름 확대

[그림 9] 안감, 동정, 안고름의 주
[표 1] : 선찰사 불복장 직물의 특성
유물명

부분

직물
종류

직물
조직

발원문

전체

주

평직

길

무문능

3매
능직

소매
무ㆍ깃ㆍ섶 토주
ㆍ겉고름
저고리

실의 특성

밀도 포폭
구분 직경(㎜) 꼬임 (올/㎠) (㎝)
경사 0.25-0.43 무연

32

위사 0.53-0.58 무연

18

경사 0.14-0.16

68

Z

위사 0.15-0.17 무연

56

경사 0.13-0.46

Z

30

위사 0.19-0.43

Z

26-36

평직
110

무연
무연
무연
무연
무연
무연

29
35
32
36
28
28

문단

안감

주

평직

동정

주

평직

안고름

주

평직

70이상 0.10-0.12
0.15-0.16

37

5매2비 경사 0.19-0.21 Z
수자직 위사 0.18-0.19 무연

끝동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0.27-0.75
0.33-0.54
0.16-0.26
0.15-0.35
0.17-0.24
0.21-0.32

48

두께

0.19-0.21

0.24-0.28
0.14-0.17
0.18-0.19
0.15-0.16

3. 색채 분석
선찰사의 발원문과 상의는 납입 당시의 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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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들의 색채 분석을 위하여 측색한 데이터의
L*,a*,b* 값과 먼셀의 물리적인 H, V, C 값27)으로 표시하였으며, 색상

일람표인 Pantone Color Specifier를 사용하여 각 색의 고유번호를 찾
아 가장 근접한 컬러칩으로 인지색을 선정하였다.
분광 측색기의 데이터는 육안으로 보는 색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
으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유물의 각 부분에
대한 색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원문은 흐린 파란색으로 중명도, 중채도의 남색 계열이며, 색채값
은 0PB 5/4이므로 색상명은 남색으로 하는 것이 분석결과에 가깝다고
본다. 상의의 길은 탁하고 밝은 청옥색으로 저명도와 저채도의 파란색
계열이며 색채값은 3B 4/3으로 측정되었다.
소매, 무, 깃에 사용된 토주는 검은 색이 약간 가미된 자주색 계통으
로 저명도와 저채도의 자주색 계열이며 색채값은 9RP 2/3이다.

27) 먼셀(Albert Henry Munsell,1858-1918)은 색상(hue), 명도(value), 채도의
(chroma) 기호를 H, V, C로 표기하며 H V/C의 순서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순색은 5R 4/14인데, 5R은 색상이고, 4는 명도이며, 14는 채도를 나
타낸다. 색상에는 빨간색(R), 노란색(Y), 녹색(G), 파란색(B), 보라색(P),
청록색(BG), 남색(PB), 자주색(RP), 주황색(YR), 연두색(GY)의 10색상을
기준으로 한다. 빨간색(R)을 1R-10R로 나누고, 대표적 빨간색은 5R이다.
10R은 다홍색이며, 1R은 연지색에 속한다. 명도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하는
데, 고명도는 10도-7도(4단계, 흰색 포함)이고, 중명도는 6-4(3단계)이며,
저명도는 0-3도(4단계, 검정색 포함)이다. 채도는 동일한 색상 중에서 채
도가 가장 높은 색을 순색(full color)이라고 하고, 순색에 무채색을 혼합하
면 혼합할수록 채도가 낮아진다. 가장 낮은 단계의 채도를 1이라고 하고,
가장 높은 단계의 채도를 14로 하여 14단계로 분류한다. 박현일ㆍ최재영,
색채학 사전, 국제, 2006, 52∼53, 58, 19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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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선찰사 불복장 직물의 색차와 색상명
색
유물명

구분

인지색

색상명

L

a⁺

b⁺

H

V

C

38.1

-9.9

-9.7

3.46B

3.7

3.07

청색

22.8

16.5

-0.8 8.91RP

2.22

3.33

자색

끝동

48.5

-5.9 -14.6 9.55B

4.70

3.85

청색

안감

78.2

6.3

16.0 6.45YR 7.68

2.95

소색

안고름

36.7

-6.7

0.6

0.31BG 3.57

1.40

청록색

동정

76.6

9

17.4

4.8YR

7.51

3.49

소색

-5.2 -16.1 0.39PB 4.76

4.18

남색

길

소매
무

저고리

발원문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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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동은 회색을 띤 청색으로, 중명도와 중채도의 청색 계열이고 색채
값은 10B 5/4을 나타내고 있다. 안감은 유백색에서도 탁한 고명도, 저
채도이며 연한 노란분홍색 계열이고 색채값은 6YR 8/3이다. 동정은 유
백색을 띠는데 고명도와 저채도의 연한 노란분홍색 계열이며 색채값은
5YR 8/3으로 안감과 유사한 값을 보여준다. 그런데 안감과 동정의 경

우 바깥부분의 자색이 이염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피하여 측색하였
다 하더라도 뒷면으로 자색이 감지되어서 분홍색이 측색되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안고름은 어두운 회녹색으로 중명도, 저채도의 청록
색 계열이며 색채값은 0BG 4/1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저고리
의 길과 끝동은 청색, 소매와 무는 자색, 안감과 동정은 소색, 안고름은
청록색으로 규정하였다.

Ⅲ. 저고리의 명칭과 조형적 특징
1. 왕비 유씨 저고리의 구체적 명칭
조선시대 남녀의 상의류를 지칭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赤
古里’이다. ‘赤古里’라는 기록은 1420년(세종 2) 9월 13일에 거행된 元
敬王后의 薦奠儀에 사용된 明器 물목28) 중에 처음 보인다.

그러나 저고리라는 용어는 다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휘인 만큼,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다. 樂學軌範 권9의 女妓服飾 중에는 ‘藍赤古
里’가 있다. 이 남저고리는 黑長衫의 받침옷으로 입는 저고리이다.29)

악학궤범은 임란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蓬左文庫 소장 악학궤
28)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29) 박가영, ｢악학궤범 복식의 착용에 관한 연구｣, 國樂院論文集 제16권, 국
립국악원, 2004,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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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30)과 1610년(광해군 2) 판본의 악학궤범31)이 전해지고 있다. 이
두 본에 보이는 남저고리를 비교해 보면 명칭은 같아도 도상과 소재
등에서 다른 옷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임란 전 판본의
남저고리
- 樂學軌範 卷9, 21전

[그림 11] 1610년 판본의
남저고리
- 樂學軌範 卷9, 20후

[그림 10]의 남저고리 도설에는 ‘赤古里以藍段或羅綾綃爲之裏用紅紬’

즉, 남단이나 라, 능, 초 등으로 만드는데 안감은 홍주로 한다고 하였
다. 반면에 [그림 11]의 남저고리는 藍綃로 만드는데 안감은 白紬로 하
고 깃과 수구, 겨드랑이 부분에 金線으로 장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저고리 길이가 1자 5치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길이는 대략
70cm 정도가 된다.

두 자료 중 [그림 10]의 남저고리는 안감에 홍주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양 옆이 트인 당의형 저고리일 가능성이 크고 [그림 11]의 남저고
리는 금선 회장 장식이 있는 길이 70cm 정도의 저고리이므로 肩亇只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구조와 성격이 다른 옷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저
고리’로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왕비 유씨의 저고리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30) 樂學軌範 卷9, 21전, 藍赤古里(일본 蓬左文庫 소장본).
31) 樂學軌範 卷9, 20후, 藍赤古里(국립국악원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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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이나 의궤에는 ‘赤古里’라는 명칭 외에 ‘唐衣’, ‘長唐衣’, ‘短
赤古里’, ‘回粧赤古里’, ‘腋亇只’, ‘肩亇只’, ‘胡袖’, ‘串衣’, ‘小串衣’, ‘串衣’,
‘唐串衣’, ‘單衫’, ‘汗衫’, ‘唐汗衫’, ‘赤衫’ 등, 다양한 상의류 명칭이 등장

한다.32) 문헌에 등장하는 복식 명칭에는 색채와 소재, 홑ㆍ겹 등의 구
성법 등이 함께 명시되기도 한다.
저고리 유물은 1차적으로 뒷길이와 품, 화장과 같은 크기에 의해 분
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깃 형태와 옆트임의 유무, 그리
고 그 길이, 겨드랑이 무의 구조, 그리고 소재와 색상 배열 등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33) 특히 17세기 전기까지의 상의류 유물은 길이에 따라
단저고리형(50cm 전후), 중저고리형(60∼70cm), 장저고리형 저고리
(80cm 전후)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단저고리형 상의는 ‘短赤古里’ 혹은 ‘回粧赤古里’ 등으로 분류되
고 있으며 중저고리형 상의는 옆이 막힌 견마기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장저고리형은 옆이 겨드랑이 아래로 길게 트인 저고리인데, 장저고리,
당고의, 또는 당의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고리
유물에 적합한 명칭을 찾는 데에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
에서 명칭에 따른 구체적인 형태를 밝히는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풀
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찰사 복장 저고리[그림 5]는 단순히 ‘저고리’라고 명명하는 것도 가

32) 이은주, ｢16세기 중엽의 上衣類에 대한 조형적 고찰: 경북 안동시 정상동
一善 文氏 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아시아 民族造形學報 第1卷 1號,
2000, 121쪽.
33) 이은주, ｢李應台(1556∼1586) 묘 출토 상의류의 분류와 구성법｣, 韓服文
化 제5권 2호, 2002, 20쪽 참조.
34) 朴聖實, ｢回粧赤古里와 肩亇只 再考｣, 美術資料 第54號, 國立中央博物館,
1994, 63쪽.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조선전기 저고리의 유형을 50㎝ 전후의
단저고리형과 60～70㎝ 전후의 중저고리형, 그리고 80㎝ 전후의 장저고리
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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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명칭을 찾아본다면,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cm 전후의 ‘단저고리’에 해당된다. 또한 소재의 색상 조합
차원에서 본다면 청색 능직물 길에 자색 토주 깃과 섶, 무, 고름을 달
고 소매 끝에 청색 봉화문단 끝동을 댄 ‘회장저고리’라고도 할 수 있다.
회장저고리는 흔히 길과 구별하여 깃과 섶, 무, 끝동에 길과 다른 색
상의 소재를 사용한 것을 말하는데 이 유물은 색상 조합에 있어 일반
적인 회장저고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유사한 배합의 저고리
유물은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진주류씨의 부인인 의인(宜人, 6
품) 박씨 묘에서 출토된 저고리[그림 12]35)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
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에서 출토된 이 저고리는 왕실이나 반가 여
성 저고리의 조형적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그림 12] 선찰사 왕비 유씨 저고리와 진주류씨 부인 박씨 묘 출토 저고리
색상 조합 비교
-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 2006, 24쪽

2. 저고리의 조형적 특징
1) 묵서
왕비 유씨 저고리의 안섶 쪽 깃 안쪽에는 깃 끝에서 6.8㎝ 위쪽으로
9자의 묵서가 보인다. 전체 길이 9cm 가량의 ‘丙子生王妃柳氏命衣’라고
35) 경기도박물관,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 2006,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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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묵서이다[그림 13].

[그림 13] 왕비 유씨 저고리의 묵서 위치와 묵서 정보

복장물로 수습된 복식에는 불상 등을 조성할 때 관여하는 인물들이
그들의 염원을 담아 남긴 묵서가 확인되는 경우가 흔하다. 온양민속박
물관 소장의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 중 紫衣 등, 세 점의 상의 안깃에
는 ‘∼氏往生極樂願次腹藏入內紫衣及綃脊衫等等施納’, ‘納宰臣兪弘愼妻
李氏’, ‘腹藏入敎是綃脊衫施納宰臣兪弘愼妻李氏’ 등의 묵서가 있다.36)

재신 유홍신의 부인 이씨가 왕생극락을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350년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금동비로자

나불 복장 腰線帖裏에는 ‘年十五宋夫介長命之願’이라는 묵서가 있다.
송부개의 장수를 염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복장물의 묵서를 통하여 施納者나 옷의 주인의 염원을 알 수
있는데 선찰사 저고리 역시 묵서를 통해 병자년 생인 왕비 유씨(광해
군 부인 유씨, 1576. 7. 21-1623. 10. 8)의 장수를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22년 왕비 유씨가 많은 불사를 행하고 장수를 염원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인 1623년에 사망하고 말았다.

36) 성보문화재연구원,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1999,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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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고리의 세부 치수와 구조
이 옷은 당대의 다른 상의류와 마찬가지로, 어깨솔기 없이 만든 저고리
이다. [표 3]과 [그림 4]은 저고리의 세부 치수와 구조를 보여준다. 저고
리의 구조를 뒷길이는 49cm, 앞길이 50cm, 화장 72cm, 뒷품 51cm이다.
[표 3] 광해군 부인 유씨 저고리 세부 치수
세부 명칭

길

소매

섶

목판깃
동정

무

고름
묵서

치수(㎝)

뒷길이/앞길이

49/50

화장

72

뒤품

51

고대

19

진동

28.5

소매너비(內/中/外)

28.5/25.5/23.5

수구

23.5

겉섶 너비(上/下)

11.6/16.5

겉섶 길이(內/外)

37.5/21

안섶 너비(上/下)

7.5/12

안섶 길이(內/外)

32/14.5

너비

9.5

길이

88.8

너비(內/外)

2/5

길이

57.5

형태

ㄱ자형

너비(上/中/下)

11/5/7.8

길이

18

겉고름(너비/길이)

2/28.5

안고름(너비/길이)

1.4/28

너비/길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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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선찰사 복장 저고리 실측도(앞ㆍ뒤)

깃은 겉깃ㆍ안깃 모두 내어 달린 목판깃으로, 깃 너비는 9.5cm이고 길
이는 88.8cm이다. 그리고 동정의 전체 길이는 57.5cm인데 겉깃 끝에서
15cm 올라온 지점부터 동정이 달렸다. 겉으로 드러난 동정의 너비는
5cm이고 안감 쪽으로 넘어간 동정의 너비는 2cm이다.

선찰사 복장 저고리는 광해군 부인 유씨의 저고리로 생각되지만 실
제 착용했던 옷은 아니다. 앞뒤 길과 소매 등에 좀에 의해 손상된 부분
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조사된 저고리의 동정 안쪽은 여전히 깨끗한
상태이다. 착용했던 옷이라면 오랜 시간을 불상 속에 있으면서 갈변했
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상의는 착용했던 옷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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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를 위해 새로 제작하였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 놓은 옷 중에서
하나를 골라 복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겉섶은 너비 16.5cm, 길이 37.5cm, 안섶은 너비 12cm, 길이 32cm 정도
이며 남색 봉화문단 끝동 너비는 8.5cm이다. 좌우 겨드랑이에는 ‘ㄱ자
형 무’가 달렸는데 너비 7.8cm이고 길이 18cm이다. 겉고름은 28.5cm
길이에 너비 2cm이고 안고름은 28cm 길이에 1.4cm 너비로, 겉고름보
다 안고름이 작은 편이다. 저고리의 세부적인 치수는 [표 3]과 같다.
3) 구성법

저고리 구성법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세부적인 순서는 바뀔 수 있다.
본 연구자의 방식으로 저고리의 제작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인 구성법
① 겉감 구성 : 좌우 앞길 겉감의 중심선에 섶을 단다. → 좌우 길 진

동선에 끝동을 단 소매를 단다. → 좌우ㆍ앞뒤 겨드랑이 부분에 무를
각각 단다. → 뒷중심선을 박는다.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을 향하도록
한다. → 겉감 길에 깃을 단다. → 배래와 옆선을 박는다.
② 안감 구성 : 안감의 앞길 중심선에 섶을 단다. → 길의 섶 반대편

에 끝동을 단 소매를 단다. → 좌우 저고리 겨드랑이 부분에 무를 각각
단다. → 뒷중심선을 박는다. 시접은 겉감처럼 입어서 오른쪽으로 둔다.
→ 안감 길에 깃을 단다. → 배래와 옆선을 박는다.
③ 안팎 끼워 완성하기 : 겉감과 안감이 모두 완성되면 안감의 거죽

에 겉감의 거죽이 맞닿도록 안팎의 두 옷을 끼운다. → 좌우 수구를 홈
질한다. → 겉깃 안쪽 면에 풀솜을 얇게 깐다. → 고대부분을 제외한
겉깃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겉섶선, 앞도련, 뒷도련, 안섶선, 안깃까지
연속적으로 박아서 깃 중앙에 동정 길이보다 짧은 창구멍을 남겨둔다.
→ 창구멍으로 뒤집은 후 창구멍을 막고 안감이 밀려 나오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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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에 상침을 한다. → 깃 가장자리에 고운 홈질로 솜을 고정시키
면서 장식선을 두른다. → 동정을 단다. → 겉ㆍ안고름을 단다.
(2) 부위별 구성법

[그림 15] 도련선 상침
(안감쪽)

[그림 18] 깃 중간
세땀 상침(안감쪽)

[그림 16] 깃 풀솜
(안감쪽)

[그림 17] 깃 가장자리
장식선과 겉고름 바느질
(안감쪽)

[그림 19] 안고름바느질 [그림 20] 안고름 바느질
(좌측)
(우측)

① 길 : 겉감 길의 뒷 중심선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시접이 되어 있고

저고리가 완성된 상태에서의 안감은 시접이 겉감 시접과 겹치지 않도
록 바느질되어 있다. 도련은 1㎜의 땀으로 4∼5㎜ 간격으로 홈질하였
고 도련을 따라 시접을 2cm 정도로 모두 잘라 냈다. 겉감과 안감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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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쪽 도련과 뒤쪽 도련, 깃, 섶. 수구선 등, 가장
자리의 5㎝ 안쪽으로 7㎝ 간격을 두고 세 땀 상침[그림 15]을 둘렀는데
상침의 크기는 0.5㎝ 내외이다.
② 섶 : 겉섶은 식서가 길에 달렸고 섶 쪽으로 시접 0.7㎝를 섶 방향

으로 시접을 보냈으며 길과 깃과 섶이 만나는 점에서 길이 37.5㎝이고
바깥 섶선의 길이는 21.5㎝이다. 섶과 길이 닿는 점에서 너비 11.6㎝이
고 밑 섶 도련의 너비는 16.5㎝이다. 앞도련선 2.5㎝ 윗점에서 섶코를
따라 밑 곡선을 만들었다. 안섶은 길 쪽 길이 32㎝이고 바깥쪽 길이
15.5㎝이며 너비는 상 7.5㎝, 하 12㎝로 식서는 섶 쪽을 향하였으며 중

심선에서 상 2.7㎝, 하 1.7㎝ 안쪽으로 들여서 안섶을 달았다.
③ 소매 : 소매는 진동 28.5㎝, 수구 23.5㎝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일자형이다. 자색 주 35㎝ 한 폭에 같은 옷감 8㎝ 폭을 덧이어 소매 길
이를 맞추었고 그 끝에는 남색 봉화문단 끝동을 연결하였다. 끝동 연결
부위의 시접은 수구 쪽을 향하였으나 그 외의 소매 시접은 모두 길 쪽
을 향했다. 소매 배래의 시접은 뒤쪽을 향하였다.
④ 무 : 진동 아래 ‘ㄱ자형 무’로 높이 18㎝, 윗 너비 11㎝, 아랫너비
7.8㎝이며 무의 가장 잘록한 부분은 진동에서 3㎝ 내려온 부분의 너비

는 5㎝이다. 무 밑선 도련은 길과 닿은 부분에서 직선으로 3.5㎝ 올라
간 점에서 곡선을 이루었다.
⑤ 깃 : 깃의 형태는 안팎 모두 내어 달은 목판깃으로, 깃 너비는 9.5
㎝이고 총길이는 88.8㎝이다. 겉섶 끝에서 좌측 고대점까지는 33㎝, 고

대 19㎝, 우측 고대점에서 안섶 끝에 36.8㎝이다. 깃에 얇은 풀솜[그림
16]을 얇게 두었고 깃 가장자리 0.5㎝ 되는 곳을 돌아가면서 고운 홈질

로 솜을 고정시키면서 장식선을 두었다[그림 17]. 깃너비 중간에도
7cm 간격을 두고 세 땀 상침을 하였다[그림 18].
⑥ 동정 : 겉깃에서 보이는 동정 너비는 5㎝이다. 겉깃 끝에서 15㎝

위 지점에서 시작하여 고대점까지 20㎝, 고대길이 19㎝, 고대점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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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으로 18.5㎝로 총 57.5㎝이다. 안감 깃에 시접 1㎝를 두고 2㎝ 너비로
접어 달았으며 안감 쪽에서 깃 선을 따라 0.5㎝ 안쪽에 0.5㎝ 간격으로
2 ㎜ 땀으로 숨뜨기 하였다.
⑦ 고름 : 겉고름은 소매와 섶과 같은 자색 토주로 만들었다.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겉깃의 끝부분의 너비중심에 시접 0.5㎝로 이중

박음질로 부착되어 있으며 왼쪽 고름은 왼쪽 길과 겉깃의 닿는 부분에
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부착되어 있다. 너비 2㎝, 길이 28.5㎝로, 양
쪽이 같은 크기이다. 안고름은 청록색 주로 만들었다. 오른쪽 안감 겨
드랑이 부분에 일자형으로 달려 있으며[그림 19] 왼쪽 안깃에는 바깥
쪽 모서리 부분에 대각선으로 달려 있다[그림 20]. 너비 1.4㎝, 길이 28
㎝로, 좌우 고름의 크기는 같으며 길에 0.5㎝로 접어서 이중 온박음질

로 부착하였다. 겉고름과 안고름의 봉재선은 모두 아래쪽을 향하였다.

2. 왕비 유씨와 관련된 상의류 유물들
선찰사 복장 저고리 외에 왕비 유씨나 상궁의 것으로 알려진 상의류
유물이 몇 점 더 있다. 이들 여성 상의류의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선찰
사 복장 저고리의 특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해인사 소장의 상의류37)
해인사 성보박물관에는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광
해군 내외 및 상궁 옷> 4점이 소장되어 있다. 1965년 국보 제32호 팔
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藏經板殿을 再重修하던 중 남각 중앙 중도
리 받침 아래쪽에 길이 130cm, 너비 9cm, 길이 7.5cm 크기로 파여진
공간 속에서 上樑文과 함께 발견된 복식 4점이다. 天啓 2년(1622)에 장

37) 문화재청, 앞의 책(2006), 1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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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판전을 중수하면서 그 때 복식 4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정된 4점의 유물 중 3점에 착용자를 알 수 있는 묵서가 있다. 지정
당시의 명칭이 옳지 않다는 전공자들의 견해를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
졌고 현재 광해군의 중치막(1점), 광해군비의 장저고리(2점), 상궁 을유
생 권씨의 단저고리(1점)라는 명칭으로 수정되었다. 이중 여성용 상의
류인 홍색 토주 장저고리 1점과 단저고리 1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홍색 토주 겹장저고리

이 유물은 1965년 지정 당시 중궁유씨 ‘紅衫’이었으나, 이후 ‘대홍배
자저고리’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다시 홍색 토주 겹장저고리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후기 당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지정된 문화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저고리 길이는 78cm로 길고 화장은 96cm, 품은 59cm이다. 양옆에는
긴 옆트임이 있다. 자색 당코목판깃에는 흰 동정이 달렸으며 자색의 작
은 고름이 달린 겹장저고리이다. 소재는 홍색 토주인데 부분적으로 변
색되었다[그림 21].
안깃 안감 쪽에 ‘丙子生中宮柳氏命衣無病萬歲身如金剛千靈雪消萬福永
昌所願如意心神安寧聖神孫繼繼承承’이라는 40자의 긴 묵서가 있다. 병

자생 중궁유씨가 쇠처럼 단단하여 무병만세하고 나쁜 일은 눈처럼 녹
아버리고 만복은 영원히 번창하여 소원하는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
지고 심신이 편안하고 훌륭한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이다.38)

38) 위의 책,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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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광해군 부인 홍색 토주 장저고리와 묵서
-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21∼22쪽

안감은 소색을 사용하였는데 겉감의 색상이 약간 이염된 상태이다.
트임 부분과 섶 부분에는 겉감과 동일한 옷감을 사용하여 움직임에 따
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홍색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저고리는 선찰사 저고리와는 다른 구조의 옷이다. 선찰사 저고
리는 이러한 옆트인 장저고리 안에 입을 수 있는 옷이다. 장저고리는
당코목판깃이지만 선찰사 저고리는 목판깃이다. 모두 같은 해에 복장
된 왕비 유씨의 저고리 유물이지만 깃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여자
상의류의 깃 형태가 목판깃에서 당코목판깃으로 바뀌었음을 볼 때 안
에 입는 저고리보다 겉에 입는 저고리의 깃 모양이 먼저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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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색 토주 솜단저고리

이 저고리는 지정 당시 ‘자주저고리’로 명명되었던 유물인데, 4점의
복식 유물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고리 안
감 안깃 부분에 ‘권시을유’이라는 한글 묵서가 있다[그림 22].

[그림 22] 자색 토주 솜단저고리와 안감 안깃 쪽의 묵서 ‘권시을유ᄉᆼ
’
-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23쪽

[그림 23] 해인사 장경판전 상량문 속 명단
- 韓國服飾史, 462쪽

이 유물들과 함께 발견된 상량문 중 ‘尙宮金氏’ 곁에 ‘權氏’39)라는 기
록[그림 23]이 있어 이 유물이 ‘권씨’ 姓을 가진 상궁의 저고리로 보고
39)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晉齋, 1980, 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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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재조사 시 회장저고리와 비교될 수 있도록 ‘자색 토주 솜단저
고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유물은 목판깃이 달린 단저고리인데 옆트임이 없으며 옷 전체에
솜을 얇게 둔 솜저고리의 일종이다. 겉감은 자색 토주이며 안감은 소색
주를 사용하였다. 현재는 자색이 이염되어 약간 붉은 빛이 돈다.
길이 59㎝, 화장 74㎝, 품 57.5㎝인 16세기의 특징을 지닌 단저고리로
보고되었다. 왕비 유씨의 홍색 장저고리에는 당코목판깃이 달렸으나
이 저고리에는 안팎 모두 내어 달린 목판깃이 달렸다. 동정은 백색 細
紬이며 깃머리 중간에 자색 고름이 달려있고 겨드랑이 아래 사다리꼴

무와 사각접음무, 두 조각이 좌우에 각각 달려 있다.
이 자색 단저고리는 자색 한 가지 색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제외하
면 선찰사의 왕비 유씨 저고리와 가장 형태가 비슷하다. 길이가 10cm
정도 더 길고 품이 넓지만 이는 저고리 주인의 체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재나 색상 배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형태
ㆍ구조면에서는 왕비나 상궁의 저고리가 다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단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광해군비 당의
단국대학교 박물관에는 광해군비 당의(중요민속문화재 제215호)[그림
24]40)가 소장되어 있다. 당의로 명명되어 있는 이 장저고리는 짙은 녹

색 봉화문단으로 만든 당코목판깃의 옆 트인 저고리이다. 선찰사 저고
리의 끝동 문양과 비교해 보면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하다.

40) 문화재청, 앞의 책(2006), 105∼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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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광해군비 당의와 동정 안쪽의 묵서
-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105∼107쪽

당의의 길이는 75cm이고 화장 91cm, 품 52cm이다. 해인사 소장의
홍색 장저고리보다 약간 작은 치수이다. 겨드랑이 아래로 32cm 트임이
있으며 고름은 길이 36cm, 너비 2cm의 자색 세주로 만든 것이다. 이
유물 역시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1622년 광해군비 장저고리(중요
민속문화재 제3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41)
이 당의에는 겉깃 쪽 화문단 동정 안쪽에 ‘丙子生王妃柳氏願命衣’라
는 묵서가 있다. 선찰사 저고리의 묵서와 비교해 볼 때 ‘願’이라는 글자
하나가 더 추가되어 10자로 되어 있는데 ‘命’자는 묵서의 열에서 벗어
나 있다. 글자의 위치로 볼 때 9자의 묵서를 먼저 쓴 후 다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선찰사의 왕비 유씨 저고리는 해인사의 홍색 토주 장저고리 안에도
입을 수 있으나 소재나 문양의 격으로 보아 이 당의 안에 입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4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앞의 책, 140쪽. ‘광해군비 장저고리’로 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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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동대학교 소장 자색 저고리

[그림 25] ‘權氏乙酉生’ 자색 저고리

[그림 26] ‘權氏乙酉生’ 묵서

안동대학교 박물관에는 자색 주에 소색 주로 안을 받친 저고리 한
점이 있다. 1995년 <안동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박물관 특별전을 열
었고 이 때 이 저고리가 처음 공개되었다.
이듬해 安東地域傳統服飾이라는 도록에서 간략히 이 저고리[그림
25]42)를 소개하였다. 안섶의 안감 쪽에 ‘權氏乙酉生’이라는 묵서[그림
26]가 있고 해인사 소장의 상궁 저고리와 형태와 색상, 소재, 크기,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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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이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다. 해인사의 자적색 단저고리에는 한글
묵서가 있다면 이 저고리에는 한자 묵서가 있다.
이번에 재조사한 결과, 겉감과 안감 모두 오래된 紬 종류였으나 손바
느질과 미싱 바느질이 함께 사용된 복제품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해
인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상궁 저고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유물
이 아니므로 그 저고리를 재현했을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안동 지역에
이 저고리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복장 유물이 있었고 그것을 재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동정이 달린 깃 부분에만 솜을
얇게 두었고 솔기 너비와 방향 등도 17세기 전기의 것과는 달리, 가름
솔로 처리하였다.

Ⅳ. 결론
지난 2016년 12월 15일, 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경상북
도 안동시 仙刹寺 木造釋迦佛坐像의 복장 발원문과 왕비 유씨(광해군
부인 유씨, 1576-1623)의 저고리를 실견ㆍ조사하였다. 발원문에 의하여
1622년 5월 26일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함께 복장되어 있던 저

고리의 안깃 안감 쪽에 ‘丙子生王妃柳氏命衣’라는 9자의 묵서가 있었기
에 저고리의 주인이 왕비 유씨임을 알 수 있었다.
선찰사 복장 발원문과 저고리 한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물은 4종
류로 분류되었다. 無紋綾, 吐紬, 紬, 그리고 鳳花紋段으로 확인되었다.
상의의 길은 탁하고 밝은 청옥색으로 저명도, 저채도의 파란색 계열이
며 소매, 곁마기, 깃에 사용된 토주는 검은 색이 약간 가미된 자주색
계통으로 저명도와 저채도의 자주색 계열이었다. 그리고 끝동은 회색
42) 안동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1996),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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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띤 청색으로, 중명도와 중채도의 청색 계열이었다. 안감은 유백색에
서도 탁한 고명도, 저채도이며 연한 노란분홍색 계열이었으며 동정은
유백색을 띠었는데 고명도와 저채도의 연한 노란분홍색 계열로, 안감
과 유사하였다. 안고름은 어두운 회녹색으로 중명도, 저채도의 청록색
계열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원문에는 남색주가 사용되었고
저고리의 길에는 청색 무문능, 소매ㆍ무ㆍ깃ㆍ섶ㆍ겉고름에는 자색 토
주, 안고름에는 청록색 주, 끝동에는 청색 봉화문단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ㆍ보고된 직물 유물 가운데 색상을 확인
할 수 있는 토주는 몇 점에 불과하므로 저고리의 소매와 무에 사용된
자색 토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직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왕비 유씨 저고리는 새로 제작하여 복장한 것인데 길이로 보면 ‘短赤
古里’라고 할 수 있고 색상 조합으로 보면 ‘回粧赤古里’라고 할 수 있

다.
저고리의 뒷길이는 49cm이고, 앞길이는 50cm, 화장 72cm, 뒷품은
51cm였다. 깃은 겉깃과 안깃 모두 내어 달린 목판깃으로, 깃 너비는
9.5cm이고 길이는 88.8cm이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동정의 너비는
5cm이고 안감 쪽으로 넘어간 동정의 너비는 2cm이며 그 길이는
57.5cm인데 겉깃 끝에서 15cm 올라온 지점부터 동정이 달렸다. 겉섶

은 너비 16.5cm, 길이 37.5cm, 안섶은 너비 12cm, 길이 32cm 정도의
크기로 달렸으며 남색 봉화문단 끝동 너비는 8.5cm이다. 좌우 겨드랑
이에는 ‘ㄱ자형 무’가 달렸는데 너비는 7.8cm이고 길이는 18cm이다. 겉
고름은 28.5cm 길이에 너비 2cm이고 안고름은 28cm 길이에 1.4cm 너
비로, 겉고름보다 안고름이 작았다.
겉감과 안감을 각각 완성하고 거죽이 맞닿도록 끼워 좌우 수구를 박
고 겉깃 가장자리부터 겉섶, 도련, 안섶, 안깃 가장자리를 박되, 고대
부분에 창구멍을 남겨두고 그 곳으로 뒤집어 완성하는 전형적인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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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저고리 제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깃에는 풀솜을 얇게 두었으며
고운 홈질로 0.5cm 너비로 가장자리 장식선을 둘렀다. 저고리 가장자
리에는 5∼7cm 들어온 지점에 세땀 상침을 하여 안팎이 분리되지 않
도록 고정시켰다. 특히 도련 부분의 시접은 2cm 내외의 너비로 균일하
게 잘라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선찰사 저고리와 관련 있는 해인사 소장(중요민속문화재 제3
호) ‘中宮柳氏’ 묵서의 홍색 토주 겹장저고리와 ‘권시을유’ 묵서의 자
색 솜 단저고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광해군비 당의
(중요민속문화재 제215호)>, 그리고 재현품으로 판명된 안동대학교 박

물관 소장의 ‘權氏乙酉生’ 자색 저고리를 조사ㆍ비교하였다. 선찰사 왕
비 유씨 저고리는 해인사 소장의 홍색 장저고리와 단국대학교 소장의
당의 안에 입는 상의로서, 해인사 소장 상궁의 자색 단저고리와 안동대
학교 소장의 저고리와 동일한 구조의 저고리임을 확인하였다. 선찰사
왕비 유씨의 저고리는 상궁의 저고리에 비해 좋은 소재를 사용하였다
는 차이는 있으나 형태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당의형 저고리 두
점은 모두 당코목판깃이었으나 왕비와 상궁의 단저고리는 모두 목판깃
이 달렸다. 따라서 겉에 입는 장저고리 또는 당의가 안에 입는 저고리
에 비해 새로운 유행을 더 빨리 받아들여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2017년 1월 29일에 투고 되어,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3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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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loths and Queen
Yu’s Jeogori from Wooden Statue of
Buddha in Temple of Sunchal
Lee, Eun-Joo․Park, Yoon-Mee
As a result of the study on BokJang BalWon Memo(腹藏發願文)
and Queen Yu’s (Gwanghaegun’ wife, 1576-1623) from the Wooden
Statue of Buddha in Sunchal-sa Temple, Andong city, Gyeong
Sang Buk-province, Korea, the BalWon Memo shows that the
statue was installed on May 26, 1622 and the owner of the Jeogori
is Queen Yu revealed from the 9 letter memo, ‘Byung-Ja-Sang
Wang-bi Yu-ssi Myung-yui(丙子生王妃柳氏命衣)’, found inside the
inner sup of the Jeogori.
The study also reveals that the cloths can be classified largely
into 4 groups : light blue Ju(紬) for Balwon Memo, blue twill
damask with no-pattern(無紋綾) for bodice of jeogori, purple
To-Ju((吐紬) for sleeve’s end, gussets, collar, sup, fastening strings,
greenish blue Ju(紬), and blue satin damask with phenix and floral
pattern on the end of sleeve. Note that the purple To-Ju(吐紬) can
be considered as a valuable historical material because it is very
rare to identify the colors of To-Ju found so far.
The Queen Yu’s jeogori is inferred as a newly made clothes or

78 石堂論叢 67집

one of her clothes for the statue enshrinement. We propose the
name of jeogori as Dan-jeogori(短赤古里) for its length or
HoeJang-Jeogori(回粧赤古里) for its special combination of colors.
The jeogori has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on various lengths:
49cm in back length, 50cm in front length, 72 cm in Hwa-jang, and
51cm in back width. The way how the jeogori was constructed
follows the typical jeogori construction method of Joseon Dynasty
period.
This study also reports on 4 outer garments for women related
with the jeogori of Temple of Sunchal-sa. While the Queen Yu’s
jeogori uses higher quality textiles with various colors when
compared with others, the jeogori of the Queen and court ladies
uses the same purple color and has the same shape. Even though
these are from the same period, the two Jang-jeogori are with
Dangko-mokpan collar while the Dan-jeogori of the Queen and
court ladies are with mokpan collar. We may make a conjecture that
the outer wear, Jang-jeogori, accepts the new trend in collar while
the inner ware, Dan-jeogori, does not at that time.
Key Words : Temple Sunchal, Wooden Statue of Buddha, Jeogori,
Buddhist statue Enshrinements, King Gwanghaegun’
Wife, Buddhist rites of the royal cou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