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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승휴(李承休, 1224~1300)는 가리(加利) 이씨(李氏)

의 시조로 고려 고종 재위기부터 충렬왕 재위기까지 

활약한 문신이다(Lee, 1995). 그는 충렬왕 재위기에 정

치적 갈등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 국가의 자주성을 

강조한 �제왕운기(帝王韻紀)�를 비롯한 탁월한 저술

들을 남긴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Lee, 1995). 본 연구

는 이승휴의 영정복식 일습의 고증 및 재현 제작 연구

이며, 그의 업적과 성향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삼척

시의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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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produce the ordinary attire of Yi Seung-hyu, a civil official and writer of the

late Goryeo, which will be used to make a his portrait. The reproduced costume consists of a single-layered 

pyoui (表衣) and jungdan (中單), lined jeogori and baji, and geon (巾), created with reference to historical do-

cuments, materials, and portraits. The pyoui was made with samcheokbe, with an H-shaped neck-shoulder 

band, an oblique single collar, and rectangular gussets. Two skirts were attached on the inside at the back, simi-

larly to dopo. The jungdan also has an oblique single collar, but has an I-shaped neck-shoulder band and trian-

gular gussets. A flat felled seam stitch, whip stitch, and French seam stitch were used in the hemlines and seams 

of the pyoui and jungdan. The jeogori and baji were made with toju (土紬), and small ties were attached to sta-

bilize them. The geon is a long, oblique hat, which has folded side lines, and was made with flexible black 

hangra and using a French seam stitch and backstitch. The results include the elements of “restoration, histor-

ical research, and portrait costume”, and will be maintained as the cultural heritage of Samcheok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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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다. 본 연구는 삼척시와 강원도민일보의 의뢰

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과

를 구체적인 재현 제작 방법 및 구성요소 중심으로 분

석한 연구이다.

이승휴의 활동시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기의 사

대부 복식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고문헌

과 선행연구도 매우 적어(Choi, 2021), 복식 일습을 재

현하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 선행연구로 

원 간섭기 고려 복식의 유형 분석 연구(Kim, 2000), 천

연염직물 재현품을 이용한 고려 후기 복식 제작 연구

(Mun, 2009), 고려 칠사관모에 대한 연구(Park & Kwon, 

2013), 고려 학자 유방택의 영정복식 재현 연구(Kim & 

Lee, 2012), 고려 복식 유물과 관련된 사저교직포 연구

(Sim, 2016)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

분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13세기 말 고려의 복식 

변화 및 이승휴 영정의 제작 목적을 반영한 복식 고증

과 재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결

과보고서(Kim et al., 2020)에 수록되지 않은 영정복식

의 구체적인 고증 제작 방법, 도식화, 세부 형태특성 및 

프로젝트 완료 후 세부가 수정된 최종 영정복식의 구

성요소를 중점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휴의 영

정복식을 구성하는 품목 각각의 세부 추정과정을 밝

힌다. 둘째, 패턴 구성 후에 전문 제작자들에 의뢰해 제

작한 복식 실물샘플의 검토 및 수정방법을 밝힌다. 셋

째, 최종 수정된 결과물의 세부 형태와 각 품목의 도식

화 및 구체적인 재현 제작 방법을 제시한다.

 

II. 이론적배경

영정복식 재현 제작은 영정에 실물감과 시대성을 부

여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해당 위인이 생존한 시

기의 복식 문화를 고증해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지만, 영정 제작 의도에 따라 위인의 품격과 이미지가 

반영된 복식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고증을 크게 해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승휴의 업적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비해 복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고 관련 복식 유물도 적

어, 이승휴가 생존한 시기의 복식 특성을 여러 점의 유

물 분석과 비교를 통해 추출하기는 어렵다. 또한 현존

하는 고려 복식 유물은 대부분 포와 긴 상의(上衣)류의 

불복장이며, 상당수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형태 

추정이 필요하다. 충렬왕의 명령으로 전국의 의관(衣

冠)이 몽골식으로 변화한 것은 1278년경이며(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2009-2015), 이후 

이승휴가 사망한 1300년까지의 고려 복식 세부 변화

를 기록한 문헌과 관련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1300년 직전의 사대부 복식을 재현하려면 고

려 후기의 불복장 의복 파편, 해당 시기 전후의 고려 사

대부 초상, 원의 복식 자료 일부, 고문헌의 관련 기록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조합할 필요가 있다.

이승휴는 우정언, 우사간, 전중지사, 사림학사승지 

등의 관직을 지냈고, 충렬왕 재위기인 1280년에 간언

을 올리다가 파직되어 은거하며 1287년에 �제왕운기�

를 집필하였다(Lee, 1995). 1298년에 1차로 즉위한 충

선왕이 7월에 이승휴를 첨자정원사 판비서시사 숭문

관학사(僉資政院事判祕書寺事崇文館學士)로 임명했으

나 이승휴가 고령을 이유로 이를 사양했으며, 그가 치

사받은 관직은 밀직부사 감찰대부 사림학사승지(密直

副使監察大夫詞林學士承旨)였다(Lee, 1995). 이승휴의 

최종 품계를 중시한다면 관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

나 이승휴는 1280년에 파직되었으므로, 그가 1278년 

무렵부터 몽골풍으로 변화한 관복을 입을 기회는 적

었다. 또한 그 이전에 이승휴가  고려 원종의 사망을 알

리러 원에 파견되었을 때에도 세자였던 충렬왕에게 

고려식 상복을 권했던 사실이 있다(Lee, 1995). 따라서 

몽골풍 관복으로 이승휴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는 어렵

다. 1차 포럼에서도 이승휴의 자주적 성향을 표현하려

면 몽골풍 관복이 아닌 복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시되었다(Kim et al., 2020). 이는 사대부의 편복으로, 이

승휴가 �제왕운기�를 집필하던 시기에 착용했을 가능

성이 높은 복식이다(Choi, 2021).

이와 관련해, 이승휴와 생존기간이 가장 유사한 문

관 안향(安珦, 1243~1306)의 초상인 <Fig. 1>은 평정건

(平頂巾)과 이중깃의 홍의(紅衣) 차림이며, Korea Crea-

tive Content Agency [KOCCA](2002-2010)는 이를 몽

골풍 요선오자로 고증해 제시하였다(Fig. 2). 검교시중

(檢校侍中)을 지낸 이포(李褒, 1287~1373)의 초상인 <Fig. 

3>은 발립(鉢笠)과 깊은 여밈의 몽골풍 포 차림이며, 성

주 이씨 가문의 초상들을 참고하면 관리들이 이 몽골

식 포에 각대(角帶)를 더해 관복으로도 착용했던 것으

로 보인다. <Fig. 3>에서 본래 이포가 들고 있던 염주가 

조선의 숭유배불 풍조 때문에 지워졌다는 사실이 판

명되었는데(Kim, 2009). 이중깃, 깊은 여밈, 건과 염주 

등의 부속물로 보면 안향과 이포 초상의 복식은 14세

기 초중반의 보편적인 몽골풍 사대부 편복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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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그러나 이 역시 시대적으로는 타당하나 이승

휴의 자주적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아 포럼에서 반려되

었다(Kim et al., 2020). “몽골풍 복식 정착에 수십 년이 

걸렸을 것이므로 1300년에 사망한 이승휴가 몽골풍 

편복을 입었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1차 포럼에서 

제시되었다(Kim et al., 2020, p. 175). 이상을 고려하여,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집필했을 때 착용했을 가능성

이 높고 몽골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고려 스타일

의 편복 일습이 최종 영정복식으로 확정되었다.

부족한 실물유물을 보완하고 시대적 특징을 반영

하기 위해, �고려사�(NIKH, 2009-2015)에서 이승휴의 

편복 재현에 참조할 수 있는 사항을 선별해 <Table 1>

Fig. 1. Portrait of An Hyang. 

Reprinted from Sosuseowon (2017).

https://www.yeongju.go.kr

Fig. 2. Yoseon-oja of An Hyang. 

Reprinted from KOCCA (2002-2010).

https://terms.naver.com

Fig. 3. Portrait of Yi Po. 

Reprinted from Kim (2009).

https://www.yna.co.kr

Sources Characteristic of costumes and fabrics  Note

Goryeosa Gwon 22,

1221, August 13

Fine-textured silk [細紬] 3,000 rolls / Fine-textured ramie[細苧] 2,000 rolls

Red-root gromwell [紫草] 5 geun, safflower [葒花] / indigo shoot[ 藍筍] / 

scarlet[朱紅] 50 geun each

Require of 

Mongolia 

Goryeosa Gwon 23, 

1231, December 23
Genuine purple ra [眞紫羅] 10,000 rolls

Require of 

Saridaγ

Goryeosa Gwon 23,

1232, April 12 
Ra (羅), gyeon (絹), neung (綾) and ju (紬) 10 rolls each Gift to Mongolia

Goryeosa Gwon 28,

1274, December 15
Jaechu (宰樞) changed hair into mongolian pigtail. 

Pigtail of

officials

Goryeosa Gwon 28,

1274, December 18

The court officials in the King Wonjong's Honchimjeon (魂寢殿) and 

Gukjagam (國子監) were ordered to wear the uniform of previous style.

Previous

Goryeo style 

Goryeosa Gwon 85,

Ji Gwonje 39,

1275, June unknown

According to Taesaguk (太史局)’s opinion that it is against feng shui, 

white ramie clothes that people like to wear were prohibited.

Prohibit 

white clothes 1

Goryeosa Gwon 28,

Sega Gwonje 28, 

1278, February 23 

The king ordered all over the country to wear  costume (衣冠) of Yuan.
King's 

command

Goryeosa Gwon 29,

Sega 29, 

1281, June 19

Monks were called raseonsa (羅禪師) and neungsujwa (綾首座) 

because of the bribery offered to the king's close aides. 

Preference for 

neung and ra

Goryeosa Gwon 85,

Ji Gwonje 39,

1299, September unknown

25 years of King Chungnyeol 's reign: 

Wearing white clothes and white rip [白衣笠] were 

prohibited again in September. 

Prohibit 

white clothes 2

Table 1. The chacteristic of costumes of Goryeosa in 1221-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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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하였다. �고려사�의 구분에 따라 음력 기준으

로 제시한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 몽골 사신이 고려에 요구

한 품목에 세주(細紬), 세저(細苧), 진자라(眞紫羅) 및 

다양한 염료가 있었고 고려가 전달한 직물은 라(羅), 

견(絹), 능(綾), 주(紬)였으며, 충렬왕 재위기에 승려들

이 뇌물로 능, 라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복식에도 이러

한 재료를 쓸 수 있으나, 이승휴의 편복은 사치스럽지 

않은 이미지로 구현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Table 1>을 보면 충렬왕이 몽골풍 복

식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은 단기간이 아니었으며, 먼

저 재추들이 변발을 하고 일부 관원에게 옛 복장을 허

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왕이 전국에 원의 의관을 입도

록 명령한 1278년부터 본격적으로 몽골풍 복식의 영향

이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승휴가 관직에서 

물러난 1280년과 �제왕운기�를 집필한 1287년은 충

렬왕의 1, 2차 백색 의복 금지령이 내려진 시기(1275~ 

1299년)에 포함된다. 은거 중인 이승휴가 왕명인 백색 

의복 금지령을 지켰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역사상 

국가의 복식 금지령이 전국에서 확실하게 지켜진 적

은 없었다는 분석도 1차 포럼에서 제시되었다(Kim et 

al., 2020). <Table 1>과 현존 자료에 나타난 특성을 참

조하는 한편, 고증의 의미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포럼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III. 이승휴영정복식의특성분석

1. 이승휴 영정복식의 품목과 치수 설정

이승휴의 영정복식은 몽골풍의 영향을 가급적 배

제한 사대부 편복이며, 영정묘사에 필요한 표의(表

衣), 밑받침옷, 저고리, 바지, 신발로 구성되었다. 편의

상 편복의 밑받침옷은 관복의 밑받침옷처럼 ‘중단(中

單)’으로 명명한다.

복식 고증 단계에서 영정모델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치수를 알기 어려웠으나, 연령대는 이승

휴가 �제왕운기�를 집필한 노년이며 체구는 단단하

되 특별히 크지 않았던 것으로 설정되었다(Kim et al., 

2020). 그러나 영정복식의 특성상 품격을 표현할 수 있

는 풍채도 중시되었다(Kim et al., 2020). 이를 고려하

고 Kim(2000), Haeinsa Museum [HM](2008), Nation-

al Museum of Korea [NMK](2018)의 현존 고려 복식 

연구를 참조하여, 영정복식의 치수는 현대의 표준 체

형에 해당되는 신장 170~175 cm의 성인 남성에 맞추

어 설정되었다. 현존 고려 복식 유물은 대부분 상의이

며 상당수가 길고 넓으므로, 결손된 부분을 보완하면 

풍성한 태를 연출할 수 있다. 노년 남성의 실제 체형을 

보면 몸에 비해 다리가 굵은 체형과 가는 체형, 어깨가 

처진 체형과 처지지 않은 체형이 모두 존재한다(Cha, 

2019). 그러나 일반적인 영정은 품격을 표현하기 위해 

곧은 자세로 제작되며 고려 복식 유물들의 크기가 커

서 여유가 많으므로, 노년 남성의 세부 신체 변화와 관

련된 치수조정은 생략하였다.

 

2. 형태 추정의 주안점

원 세조 쿠빌라이 칸은 충렬왕의 부왕 원종과 맺은 

불개토풍(不改土風)의 약조를 지켜 고려 관리에게 고

려 복식 차림의 알현을 허가하였다(Lee, 2015). 따라서 

1287년경에 관직 없이 은거하던 고려 사대부의 편복

이라면, 아직 고려 스타일이 강하게 남아있었을 가능

성이 높다. 이승휴와 생존년대가 비슷한 안향의 초상

에 묘사된 이중깃의 표의가 몽골풍 복식이었을 가능

성도 있으나, 은거하던 무렵의 이승휴가 안향처럼 진

한 홍색 의복을 착용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

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으로 1319년에 충선왕이 진

감여(陳鑑如)에게 의뢰한 <Fig. 4>의 이제현(李齊賢, 

1287~1367) 초상은 감투형 관모와 백색 심의 차림인

데(NMK, n.d.), 충렬왕 재위기 이후에 왕명으로 제작

된 사대부 초상화에 몽골풍이 아닌 복식이 표현된 예

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 후기 천문학자인 류방택(柳方

澤, 1320~1402)의 영정복식은 처음에 조선 초기의 단

령을 참조하여 설계되었으나(Kim & Lee, 2012), 금헌

류방택기념사업회가 소유한 류방택의 최종 표준 영

정인 <Fig. 5>는 동파관 형태의 관모와 밝은색의 심의 

차림으로 완성되었다. 이승휴의 영정복식으로 이러

한 심의 차림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가 관직 없이 은거

해 집필하는 모습을 표현하려면 더 소박한 태의 의복

이 요구된다. 또한 이미 심의 차림으로 제작된 <Fig. 5>

와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이승휴의 편복이 몽골풍 도입 이전의 형태를 지녔

고 관직에서 물러난 인물의 의복임을 가정하면, �선

화봉사고려도경�권 19의 서민(庶民)복식도 참조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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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진사(進士)는 사대문라건(四帶文羅巾)과 

흑색 주(皂紬)로 만든 갖옷(裘), 농상(農商)은 모두 백저

(白紵)로 만든 포와 사대(四帶)가 달린 오건(烏巾), 민장

(民長)은 문라(文羅)로 만든 건(巾)과 흑색 주로 만든 

갖옷을 입었다”고 하며(Xu, 1124/2005, pp. 250‒253), 

고려 초중기의 서민 남성 표의에 흑색 주와 백저가 쓰

였고 서민 남성들이 건을 즐겨 착용했음을을 알 수 있

다.

 

3. 이승휴 편복의 형태 추정

1) 표의

표의는 가장 겉에서 이미지를 좌우하는 의복이며, 

관직에서 물러난 이승휴의 집필복에 적합한 소박한 

태, 몽골풍 복식 요소 배제, 심의 차림인 <Fig. 5>와의 

차별점이 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선오자류의 

몽골풍 복식과 구분되는 특성을 지녔고 고려 후기의 

유물로 추정되는 해인사 성보박물관의 대적광전 비로

자나불복장 직령포를 표의의 참고 유물로 선정하였다

(Fig. 6).

참고 유물은 모시 재질이며 앞무와 뒷무를 연결해 

옆선에서 주름을 잡아 넣었는데,  왼쪽 길과 뒷길 반쪽

의 형태는 답호와 유사하지만 뒷길 안쪽 양옆으로 안

자락을 덧대 뒷트임을 만든 방식은 도포에 가깝다

(HM, 2008).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도포형 직령’이

라고 부를 수 있다. 사라진 깃과 소매의 본래 형태는 알 

수 없으므로, 뒤 안자락의 형식을 중시해 도포에 가깝

게 재구성하려 한다. 참고 유물의 깃둘레는 완만한 곡

선이며, 겉섶에 파인 곳이 없어 내어달린 깃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연구설계 단계에서 표의의 재료는 고증과 착용 태

를 고려해 참고 유물의 재료인 모시, 또는 수덕사에 소

장된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복장 답호의 재료

이며 현재 춘포(春布)라는 명칭으로 생산되는 사저교

직포로 설정되었다(Sim, 2016). 그러나 주관기관의 요

청에 따라 표의의 주재료는 삼척베로 변경되었다. 이

는 삼척베가 강원도의 지역 특산품인 점과,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집필하던 시기에 강원도 지역에 은거

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Kim et al., 2020).

삼척베는 소색이며 폭은 약 36 cm이다.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되는 특산 직물이어서 한 필의 가격이 65~ 

100만 원을 호가하지만, 강직하고 소박한 표면감을 지

녀 자주적인 문인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남옥정의 작품인 <Fig. 7>의 삼척베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Table 1>의 백색 의복 금지령을 생

각하면 소색도 백색에 가깝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

를 요한다. 이로 인해 옅은 염색도 거론되었으나, 은거

하던 이승휴에게 어울리는 소박한 태와 삼척베의 특

성이 더 중시되었다. 또한 삼척베가 순백색과 구분되

는 비교적 짙은 소색(素色)이므로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1차 포럼에서 도출되었다(Kim et al., 

2020). 

Fig. 4. Portrait of Yi Je-hyeon. 

Reprinted from NMK (n.d.).

https://www.museum.go.kr

                          Fig. 5. Portrait of Ryu Bang-Taek.

Reprinted from Geumheon Ryu Bang-Taek 

Memorial Society (2013).

http://www.ryubangtae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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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단

중단은 표의보다 규모가 다소 작으며 위화감 없이 

조합되는 형태여야 한다. 해인사 불복장 유물 중에 백

저(白紵) 두루마기형 직령포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

므로 중단의 참고 유물로 선택하였다(Fig. 8). 이는 옆

무의 외형이 삼각형이며 트임은 없는 두루마기 형태인

데(HM, 2008), 중단으로 응용하려면 현존하지 않는 안

길과 소매와 깃의 형태를 추정해야 한다. <Fig. 8>은 목

둘레 끝이 겉섶 쪽으로 파여있어 본래 들여달린 깃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의의 참고 유물인 <Fig. 

6>의 목둘레가 본래 내어달린 깃이었던 것으로 보이

며 표의의 재료가 비치는 재질이므로, 표의와 중단의 

깃 형태에서 통일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익재난고(益齋亂藁)�의 이제현 판화 초상인 <Fig. 

9>은 단일깃의 포 차림이다. �익재난고�의 간행년도는 

1363년으로 이승휴의 몰년보다 약 60년 후이지만(Lee, 

1997), 이제현이 충선왕 재위기에도 활약한 문신임을 

고려하면 이승휴의 표의와 중단의 깃에 이러한 형태

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중단 참고 유물의 재료는 백저이지만(HM, 2008), 표

의의 재료가 강직한 태를 가진 삼척베이므로 중단도 강

직한 모시로 제작하면 겹쳐 입었을 때 실루엣이 들뜰 염

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백저보다 더 유연한 태를 

가졌고 실제 고려 불복장에도 사용된 직물이 필요하다.

 

3) 건

가급적 몽골풍 도입 이전의 형태를 따르기 위해, �선

화봉사고려도경�권 19 서민에 기록된 건의 종류와 재

료를 참조한다. 앞서 밝혔듯 진사는 사대문라건, 농민

과 상인은 오건, 민장은 문라건을 썼고(Xu, 1124/2005), 

건 자체는 보편적인 남성 복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화봉사고려도경� 권 19 주인(舟人)에서 “고

려는 두건을 만들 때 문라를 중시하고 건 1점 가격이 

쌀 1석에 달해 가난한 백성[細民]은 이를 살 재물이 없

는데(高麗頭巾 唯是重文羅 一巾之價 准米一石 細民無

貲可得)....”(Xu, 1124/2005, p. 254)라고 밝혔듯, 문라건

은 상대적인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이는 ‘서민’인 진

사와 민장이 착용한 건이기도 하므로, 관직에서 물러

난 사대부에게도 적합한 품목으로 판단된다.

현존 자료 중 이승휴와 생존시기가 가장 가까운 사

대부의 편복 건 형태는 �익재난고(益齋亂藁)�의 이제

현 판화 초상인 <Fig. 9>와 안향의 반신 초상인 <Fig. 

10>에서 관찰된다. 이와 비교해 1319년에 제작된 <Fig. 

11>의 심의와 관모는 충선왕의 지시로 제작된 초상의 

복식이므로(NMK, n.d.), 은거하는 사대부가 집필 시

에 착용했을 의복보다 더 격식있는 차림새로 판단된

다. Park and Kwon(2013)은 여기에 묘사된 흑색 복두

형 관모를 건이 아니라 복두사(幞頭紗)로 제작해 옻칠

을 한 칠사관모(漆紗冠帽)로 추정하였다.

<Fig. 9>의 흑건은 고려의 고유 형식으로 여겨지는 

단일깃의 포와 함께 착용되었는데(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n.d.), 건 윗부분의 일부가 앞이

마 쪽으로 접혀서 유연하게 드리워진 모양이다. 반면 

<Fig. 10>의 흑건은 위가 늘어진 평정건(平頂巾) 형태

이지만 이중깃의 홍색 포와 함께 착용되어서, 전체적

으로 몽골풍 복식의 영향을 다소 받은 차림새로 보인

Fig. 6. Jingnyeong, Goryeo. 

Reprinted from HM (2008). p. 76.

         
Fig. 7. Samcheokbe.

Worked by Nam Ok-Jeong

(2020, June 17).

          
Fig. 8. Jingnyeong of

Durumagi type, Goryeo.

Reprinted from HM (2008).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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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과 함께 착용된 포의 깃이 앞서 구상된 중단처럼 

단일깃인 점을 중시하여, <Fig. 9>를 이승휴의 건 고증 

중심 자료로 참조하였다.

 

4) 저고리

저고리는 중단 아래에 착용하는 밑받침용 상의이

다. 현존하는 고려의 저고리 유물은 많지 않고 형태가 

온전한 것도 적다. 현존 유물 중 비교적 형태가 분명하

며 이승휴의 몰년보다 약 2년 후의 유물로 추정되는 

1302년의 아미타상 복장 저고리를 주요 참고 유물로 

선정하였다(Fig. 12).

이는 완만한 곡선인 목둘레에 내어달린 겉깃이 달

린 착수(窄袖) 저고리이며,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지만 

안길 부분이 없어 재구성 작업이 필요하다. 이 저고리

의 깃에 “재신 유홍신의 처 이씨가 바칩니다(宰臣俞弘

慎妻李氏).”(NMK, 2018, p. 148)라고 적혀 있어 여성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길이가 매우 길고 품도 넓

어서 두루마기에 가깝고 성인 남성도 넉넉하게 착용

할 수 있는 크기이다. 그러나 표의와 중단의 참고 유물 

치수와 비교하면 이 저고리의 진동과 품이 다소 크므

로, 필요에 따라 일부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저고리 참고 유물의 재료가 소색 평조직 주(紬)인 점

을 고려하여(NMK, 2018), 저고리와 바지에도 표의의 

재료보다 더 유연한 직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착

장 시에 차분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바지

표의와 중단 아래에 착용하는 밑받침용 하의(下衣)

이다. 현존 유물 중 고려 남성 사대부의 바지로 추정되

는 유물 또는 파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고려불화

에 부분적으로 부리가 좁은 바지 형태가 묘사되었으

나 격식이 부족한 죄인, 아동, 또는 무장(武將)의 복장

이어서 문인의 영정복식에 참조하기 어렵다. 이를 감

안하여 원대의 바지 유물을 관찰했으나, 부리가 좁은 

기마형 바지인 <Fig. 13> 및 원대의 여성용 유물로 여

겨지는 비교적 좁은 개당고 외에 적합한 형태의 바지 유

물은 찾기 어려웠다. 조선 전기 변수(邊脩, 1447~1524) 

묘의 유물에 개당형 너른바지도 있으며<Fig. 14>, 이 

시기의 바지는 “밑이 막힌 오른여밈의 합당고형 바지

와 뒤에서 여미는 개당고형 바지를 겹쳐 입는” 형식이

었다(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FM], 2000, 

p. 58). 김흠조(金欽祖, 1461~1528)의 유물에 6벌이 합

쳐 꿰매어진 바지도 있다(NFM, 2000). 그러나 고려의 

바지 유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정복식

의 밑받침 바지에 겹쳐 입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지

에 대한 의문이 제작 과정에서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승휴의 바지는 <Fig. 14> 및 고운(高雲, 1479~1530)과 임

백령(林百齡, 1498~1546) 묘에서 발견된 세 가닥 바지

인 <Fig. 15>의 형태도 참조하여, 밑이 막힌 너른바지로 

설정되었다. <Fig. 15>는 용변용 트임을 막아 방한 효과

를 내는 덧단을 붙인 너른바지이다(Hwang, 2019). 비

교적 오래 형식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풍성한 실

루엣이어서, 고려 말 사대부의 풍채를 표현하는 바지 

형태로 일부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덧단이 고려 

말의 바지에도 존재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영정복식은 

방한용 복식이 아니므로, 솜누비와 덧단을 제외한 형

태를 참고하였다.

Fig. 9. Geon of Yi Je-hyeon.

Adapted from AKS (n.d.).

https://terms.naver.com

Fig. 10. Geon of An Hyang. 

Adapted from Sosuseowon (2017).

https://www.yeongju.go.kr

Fig. 11. Hat of Yi Je-hyeon. 

Reprinted from NMK (n.d.).

https://www.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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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승휴영정복식의재현제작방법

앞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승휴 영정복식

인 편복 일습은 연구자의 고증 및 패턴 작업과 전문 제

작자의 봉제 작업으로 재현되었다. 완성된 의복은 사

진과 함께 세부 제작 방법 및 도식화를 함께 제시하였

다. 솔기를 이을 때는 제작 시간을 고려해 재봉틀을 사

용했으나, 바대, 단, 시접 등 주요 부분에는 참고 유물

의 특성을 따른 손바느질 기법을 사용하였다. <Fig. 16>

‒<Fig. 17>, <Fig. 20>, <Fig. 27>, <Fig. 30>은 의복의 

형태를 잘 드러내기 위해 실제 색상보다 다소 어둡게 

촬영되었으며, 전면사진 외의 세부 사진은 2021년 5월 

3일에 영정복식이 보관된 삼척시 박물관에서 연구자

에 의해 촬영되었다.

 

1. 표의

가장 겉에 입는 규모가 큰 포이며, 품, 겉깃길이, 진

동길이, 이중 겉섶과 직물폭 등의 기본형태는 해인사 

불북장인 직사각무 직령포 파편을 참고하였다. 목둘

레의 형태 및 도포와 유사한 무의 처리방식을 중시한

다면 이 표의를 ‘고려식 도포형 직령’ 이라 부를 수 있다.

삼척베는 고가의 특산 직물이지만 이승휴의 영정복

식에 어울리는 태와 지역 문화 콘텐츠로서의 의의를 

지녀 표의의 재료로 선정되었다. 연구설계 단계에서 

표의는 겹옷으로 설정되었으나, 재료인 삼척베의 올

이 굵고 태가 투박한 편이어서 안감을 대면 실루엣이 

들뜰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보완하고 자연스러운 실

루엣이 나타나도록 제작자와 상의를 거쳐, 표의를 홑

옷으로 변경하고 밑받침 옷으로 더 부드러운 사저교

직포 홑중단을 추가하였다(Kim et al., 2020). <Fig. 16>

은 완성된 표의이다.

표의의 치수는 HM(2008)과 Kim(2000)의 연구를 참

고했으며, 길이 약 135 cm, 화장 113 cm, 앞섶 밑단너비 

약 28 cm, 앞중심에서부터 잰 길의 폭이 33 cm인 홑겹 

포 이다. 풍성한 참고 유물의 치수를 가급적 중시하여 

다양한 체형의 모델에게 맞도록 효용성을 높였으나, 

총길이는 앞서의 설정대로 신장 175 cm 전후의 남성

이 착용했을 때의 치수, 즉 발목이 보이는 길이인 135 

cm로 수정되었다. <Fig. 5>의 유방택 영정에 묘사된 

심의와의 차별화를 위해, 표의는 참고 유물의 무 형태

를 중시해 도포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사각무를 옆으

로 접어넣고 뒷무를 이어 뒷중심에 돌려 고정시켰으

며, 뒷길 안 양쪽에 무를 한 폭씩 더 붙여서 뒤트임이 있

는 안자락을 만들었다(Fig. 17). 접혀 들어간 옆무는 옆

선의 형태를 지탱하는 역할을 겸한다(Fig. 18).

현존하지 않는 깃과 소매는 시대와 용도에 맞게 재

구성하였다. 소매는 집필을 위한 소박한 차림새라는 

설정 및 현존하는 고려 긴저고리류를 참조해, 진동보

다 끝동이 미세하게 좁은 직배래 통수로 재현하였다. 

몽골풍 의복을 제외한 고려의 현존 포 유물들에 깃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깃 모양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완만한 곡선인 참고 유물의 목둘레와 유사한 목둘레

를 지닌 <Fig. 12>의 저고리, 해인사에 소장된 장수의

(HM, 2008),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자의(Kim, 2000) 

등 긴저고리의 깃 형태를 일부 참조하여 표의의 깃을 

Fig. 12. Jeogori from the 

Amitabha Buddha, 1302.   

Reprinted from 

NMK (2018). p. 148.
 

Fig. 13. Trousers with 

twill (Collection of 

Rossi & Rossi Ltd).

Reprinted from 

Zhao and Jin (2005). p. 64.

 

Fig. 14. Trousers of Byun Su.

 Reprinted from

NFM (2000). p. 58.  

Fig. 15. Trousers of Im 

Baek-ryeong.

Reprinted from Seok Juseon 

Memorial Museum of 

Dankook University (2019).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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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달린 목판깃으로 재현하였다. 몽골풍 도입 이후

의 고려 복식에 이중깃이 자주 나타나므로 설계 단계

에서 표의의 깃을 이중깃으로 설정했으나(Choi, 2021), 

제작 과정에서 몽골풍 도입 이전의 형식이 더 중시되

어 단일깃으로 변경하였다. 겉깃 길이는 59.8 cm, 안깃 

길이는 48.5 cm이며, 깃너비는 고려 저고리 유물 깃보

다 넓은 8.5 cm이다. 안깃 끝 너비를 미세하게 줄여 여

밈이 자연스럽게 겹쳐지도록 구성했다.

겉섶은 직물의 폭을 모두 쓰면서 끝을 더 이어 만든 

넓은 이중섶이다. 참고 유물의 안길 부분은 현존하지 

않아서, 안섶이 겉섶과 좌우대칭형이었는지 또는 안

섶이 더 좁았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

려 긴저고리들의 안섶이 대부분 더 겉섶보다 좁은 점

을 일부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표의의 재료인 삼척베의 

태가 강직하기 때문에, 안길이 겉길과 같은 너비이면 

여민 부분의 부피감이 과도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안

깃과 안섶의 규모를 겉깃과 겉섶의 규모보다 다소 줄

였다.

참고 유물에 본래 어떤 여밈 부속이 있었는지 확인

하기 어려웠으나,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영정복식이

므로 제작자와 상의해 작은 겉고름과 속고름을 넣어 

착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재구성하였다. 겉고름의 크

기에 차이가 있어 긴 겉고름은 3.5 × 50 cm, 짧은 겉고름

은 3.5 × 47 cm이며, 속고름은 2.5 × 32cm이다. 고름의 

단은 접어 감침질로 마무리했고 시접은 0.5 cm이다.

<Fig. 19>는 표의 및 바대 부분의 도식화이다. 홑겹 

직령인 참고 유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사각형인 어

깨바대와 뒷중심이 뾰족한 산자(山字)형 목바대를 연

결한 H형 바대를 대었다(Choi, 2021). 길이가 긴 등솔

과 섶의 시접은 0.5 cm 너비의 쌈솔 기법을 사용해 견

Fig. 16. Pyoui.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Soon-Hwak (2020, September 1).

Fig. 17. Badae of neck & center back.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Soon-Hwak 

(2020, September 1).

              
Fig. 18. Inside parts: slit of center back (left) & side gusset (right).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Soon-Hwak 

(2020, Septe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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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게 정리하고, 배래의 시접은 0.5 cm 너비의 통솔 

기법으로 정리하여 비침 효과를 고려하였다. 무 고정 

및 섶단과 밑단 정리에는 수직감침질 기법을 사용하

였다. 섶단너비는 1.5 cm이며 밑단너비는 0.5 cm이다.

삼척베의 폭이 좁고 고가격이어서 규모가 큰 표의

를 1필 분량으로 모두 제작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제작자와 상의하여 삼척베와 비슷한 태의 

대용 삼베를 선별했으며(Choi, 2021), 겉에서 보이지 

않는 안섶 및 뒷길의 안쪽 덧단에 대어 외형을 고려하

고 비용 효율을 높였다.

 

2. 중단

중단은 삼척베 표의의 밑받침 옷이며 사대부의 격

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옆트임이 없는 두루마기 형

태이고 표의처럼 홑겹이다(Fig. 20). 삼척베보다 더 매

끄러우며 문수사 답호에도 사용된 사저교직포를 재료

로 설정해, 착용 시 실루엣을 지나치게 들뜨지 않도록 

구성하고 직물의 시대적 특성도 고려하였다. 표의의 

재료가 소색이어서, 중단의 재료로도 표백되지 않은 

소색 춘포(春布)를 사용하였다.

<Fig. 8>의 두루마기형 직령 구성법을 참조하여, 중

단의 무는 표의의 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삼각무로 제

작하였다. 중단의 길이는 127 cm이고 진동은 35 cm로, 

표의의 밑으로 빠져나오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참고 

유물의 규모보다 다소 작게 제작하였다. 그러나 표의

의 품이 64 cm로 넓은 편이어서, 중단의 품은 참고 유

물처럼 62 cm로 설정해 착용 시의 풍채를 고려하였다.

중단의 겉깃 길이는 47 cm, 안깃 길이는 43 cm이며 

단일깃이다. <Fig. 9>의 이제현 초상을 보면 표의의 깃

선을 따라 밑받침 옷의 깃이 약간 보인다. 이 모양을 표

현하기 위해 제작자와 상의해 중단의 깃너비를 표의

Fig. 19. Diagram of pyoui.

Worked by the author (2021, July 20). 

Fig. 20. Jungdan.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Soon-Hwak (2020, Septemb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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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깃너비보다 1.5 cm 넓혀 10  cm로 설정하였다. 중단 

참고 유물인 <Fig. 8>은 겉깃선 끝부분이 겉섶 안쪽으

로 파여있어, 들여달린 깃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승휴의 표의와 중단이 모두 비치는 재질의 

홑옷이므로, 중단의 깃둘레를 표의처럼 내어달린 깃

으로 변경하여 통일감을 부여하였다. 안깃 끝부분 너

비는 미세하게 좁혀 여밈이 겹쳐질 때의 부피감을 줄

였다. 참고 유물과 비슷한 형태의 온전한 고려 직령포 

유물은 현존하지 않아, 사라진 안길과 안섶을 재구성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표의의 경우처럼 현존하는 고

려 긴저고리류의 안섶이 겉섶보다 작은 점을 참조하

였다.

참고 유물의 기법 및 홑겹 중단의 특성을 살려 등솔

과 섶의 시접은 0.5 cm 너비의 쌈솔 기법으로, 소매 배

래 시접은 형태가 단단하게 잘 고정되는 0.5 cm 너비의 

통솔로 마무리해 정리하였다. 섶단너비는 2 cm, 밑단너

비는 0.5 cm이며, 단은 수직감침질로 고정하였다(Fig. 

21).

<Fig. 22>는 중단 및 바대 부분의 도식화이다. 중단

의 바대는 참고 유물의 바대처럼 일자형이며, 표의보

다 다소 좁은 직배래 통수 소매를 부착하였다(Choi, 

2021). 바대길이는 62 cm, 앞쪽 바대너비는 5 cm, 뒤쪽 

바대너비는 9 cm이다.

참고 유물에 여밈 부속은 남아있지 않았고, 다른 고

려 포 유물에서도 여밈 부속이 온전히 남은 예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참고 유물이 고름으로 여미기 편한 두

루마기 형태를 지녔고 고려 저고리 유물에 간혹 고름

이 보이므로, 영정모델이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중단

에 작은 겉고름과 속고름을 부착하였다. 겉고름의 크

기에 차이를 두어 긴 겉고름은 3 × 60 cm, 짧은 겉고름

Fig. 21. Jungdan: badae of neck, inside of gusset, hemline (from left).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Soon-Hwak (2020, September 7). 

Fig. 22. Diagram of jungdan.

Worked by the author (2021, May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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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 × 55 cm이며, 속고름은 2.5 × 47 cm이다. 표의의 고

름처럼 중단의 고름단도 접어 감침질로 마무리했고 

시접은 0.5 cm이다.

 

3. 건과 대

이승휴의 건은 앞서 서술한 �선화봉사고려도경�의 

기록을 참조해 문라건으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시중

에서 항라 이외의 문라는 구하기 어렵다. 앞서의 <Fig. 

9>에 묘사된 건은 부드러운 재질로 보이는데, 사방건

을 항라로 제작하면 이와 비슷한 태가 나타나고 �선화

봉사고려도경�의 문라건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형

식이 된다.  이승휴의 건은 유연한 흑색 항라로 만든 긴 

사방건 형태이며, 자연스럽게 앞으로 넘겨 착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처음에 실험적으로 제작된 건

은 길이가 다소 짧아서 윗부분이 자연스럽게 드리워

지지 않아, 이후 길이를 늘려 수정하였다. <Fig. 23>‒ 

<Fig. 24>는 수정 완성된 건의 전체와 뒤 밑단모습이

다. <Fig. 9>의 이제현 초상에 턱끈이 묘사되지 않았으

므로, 머리 뒤로 건의 끈을 돌려묶는 방식으로 제작하

였다.

<Fig. 25>는 건의 도식화이다. 치수는 20 × 41 cm이

고 재단 시의 치수는 가로 66cm, 세로 41cm이며, 옆선 

부분을 약 6 cm씩 접어넣어 입체감을 부여하고 머리

둘레에 여유를 두어 8cm 길이의 뒤트임을 넣었다. 시

접과 건 윗부분은 통솔로 바느질하고 밑단은 박음질

로 고정했으며, 밑단너비는 약 3.5 cm이다. 끈의 너비

는 3.5 cm, 길이는 약 77 cm이다.

표의의 참고 유물에서 대를 묶었던 흔적은 관찰되

지 않았으나, 영정작업을 위해 앉은 자세를 취할 때 안

정적으로 실루엣을 유지할 수 있도록 <Fig. 26>의 삼

베 포대를 추가로 제작하였다. 대의 너비는 5.5 cm, 길

Fig. 23. Geon.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Soon-Hwak

(2020, November 1). 

                      
Fig. 24. Pleats & back slit of geon.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Soon-Hwak 

(2020, November 1). 

 

Fig. 25. Diagram of geon.

Worked by the author 

(2021, May 25). 

                                Fig. 26. Belt. 

Worked by Lee Soon-Hwak

(2020, Septe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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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05 cm이며, 가장자리를 0.5 cm 너비로 접어넣어 

박음질로 마무리했다.

 

4. 저고리

저고리는 밑받침용 상의이므로, 의복 일습을 모두 

입었을 때 들뜨는 것을 방지하려면 중단보다 좁은 실

루엣에 부드러운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참고 

유물의 재료와 유사한 시판 직물을 선택하여 고증 신

뢰성을 더할 수 있다. 저고리의 참고 유물인 1302년 아

미타상 복장 저고리는 “겨드랑이와 연결되는 좁은 삼

각 옆무가 달렸고 소매가 좁으며 소색 평조직 주(紬)로 

제작되어서”(NMK, 2018, p. 332), 다소 넓은 품과 긴 

화장을 제외하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참고 

유물은 홑저고리이므로, 이승휴의 저고리는 사대부

의 품위를 표현하기 위해 겹저고리로 변경하였다. 또

한 참고 유물에 쓰인 주의 부드러운 재질감과 함께 소

박한 이미지를 더 반영하여, 다소 투박한 토주를 재료

로 사용하였다.

참고 유물인 저고리는 “길이 110 cm, 화장 142 cm, 품 

42 cm이며”(NMK, 2018, p. 148),  상당히 크고 화장도 

길어서 신장 175 cm 가량의 성인 남성이 착용한다고 해

도 두루마기에 가깝다. 이 때문에 저고리의 크기를 대

폭 줄이는 방안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저고리의 긴 소

매를 접어올려 중단 밑에 착용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풍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제작자의 의견을 중시해

(Kim et al., 2020, p. 227), 가능한한 참고 유물의 화장 

치수를 유지하였다. 다만 저고리의 품이 중단보다 넓

으면 착용 시에 저고리가 구겨질 수 있으므로, 저고리

의 겉길 품을 약 36 cm로 변경하고 길이를 106 cm로 줄

여 중단과 충돌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하였다. <Fig. 

27>은 완성된 저고리의 전체 형태이며, <Fig. 28>은 안

섶 부분과 옆무 부분이다.

참고 유물을 보면 매듭단추와 별도의 허리띠가 있

던 흔적이 있다(NMK, 2018). 그러나 이승휴의 저고리

는 허리띠 없이 밑받침으로 착용하기 위한 의복이므

로, Kim(2000)의 연구에서 고름이 남아 있는 또 다른 

불복장 긴저고리들을 참조해 <Fig. 28>처럼 작은 겉고

름과 속고름을 추가하였다. 겉고름의 크기는 각각 3 × 

40 cm, 3 × 37 cm이며, 속고름의 크기는 2.5 × 34 cm이다.

<Fig. 29>는 저고리 및 무 부분의 도식화이다. 옆트

임 길이는 약 37.5 cm로, 앉는 자세를 취할 때 편안하게 

밑단이 벌어지는 분량이다. 재현된 저고리의 겉섶 윗

너비는 약 8.7 cm이고 밑너비는 27 cm이며, 참고 유물

에 현존하지 않는 안섶 밑너비는 16.5 cm로 설정해서 

상당수의 고려 불복장 저고리들의 안섶이 겉섶보다 작

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겉깃 길이는 42.9 cm, 안깃 길이

는 46.5 cm이다. 표의와 중단의 깃을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도록 저고리의 깃너비와 고대는 각각 9 cm, 20 cm

로 제작하였다.

 

5. 바지

밑받침 상의인 겹저고리에 맞추어 밑받침 하의는 

겹바지로 제작되었다. 고려의 현존 유물이 없으므로 

앞서 밝혔듯 고려불화 및 원의 바지 유물들을 관찰했

으나, 신분과 연령이 맞지 않는 자의 바지, 몽골 유목형 

바지, 또는 여성용으로 판단되어 자주적인 성향의 고

Fig. 27. Jeogori.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Soon-Hwak

(2020, September 10).

    Fig. 28. Inside part & gusset of jeogori.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Soon-Hwak 

(2020, Septemb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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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문인 사대부에게 적합한 형태는 아니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앞서 밝혔듯 조선 전기 사대부의 바지 유

물에서 겹쳐 입는 방식을 생략하고 덧단도 제외한 후 

형태 및 바대 형식을 참조해, 밑이 막힌 너른바지로 제

작하였다.

재현된 바지는 바지길이 97 cm, 바짓부리 너비 41 cm

의 너른바지이다(Fig. 30). 밑이 막힌 바대와 마루폭이 

있고 좌우 허리에 각각 2개의 깊은 주름을 잡았다(Choi, 

2021). 최초의 패턴으로 제작한 바지를 마네킹에 착용

시켰을 때 바대길이와 허리주름 깊이가 충분하지 않

아, 바대길이를 늘리고 <Fig. 31>처럼 허리주름을 더 

깊게 잡아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조정하였다. 바지 출

토유물은 오른여밈인 경우가 많은데, 이 바지는 앞뒤

의 모양을 같게 하여 착용자인 모델의 편의에 따라 돌

려 입어서 여밈 방향을 오른여밈과 왼여밈으로 적절

히 바꿀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Fig. 32>는 바지의 전체 형태 및 주름 치수를 표시

한 도식화이다. 바대는 사다리꼴이며 길이 48 cm, 아랫

너비 11 cm다. 바대 좌우의 주름 간격은 16, 7, 4 cm와 4, 

7, 15 cm이며 속주름은 7 cm이고, 옆트임으로 인해 왼

쪽의 가장 넓은 주름 간격이 오른쪽보다 미세하게 줄

어들어 약 15 cm이다. 옆트임 길이는 약 26 cm이며, 길

이가 각각 다른 끈 2개를 부착하였다.

 

6. 신발

신발은 의복과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는 소품이므로 

간단히 재현 방법을 밝힌다. �선화봉사고려도경�권 19 

서민을 보면 진사는 혁리(革履), 민장은 오혁구리(烏革

句履)를 신었고(Xu, 1124/2005), <Fig. 33>에서 심의와 

Fig. 30. Baji.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Soon-Hwak

(2020, September 11). 

  
Fig. 31. Pleats & side slit of baji.

Worked by the author and Lee Soon-Hwak

(2020, September 11). 

Fig. 29. Diagram of jeogori.

Worked by the author (2021, Ma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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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된 신발은 무늬로 보아 남성용 흑색 운혜로 추정

된다. 온전한 고려 신발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

나, 이승휴의 표의가 심의보다 소박한 이미지로 재현

되었으므로 그의 신발도  무늬가 없고 흑색보다 옅은 

색의 양가죽 리로 재현되었다. 은거 중인 이승휴의 신

발임을 고려하면 양가죽은 고가의 재료이지만, 제작

자와 상의해 형태보존성과 착용감을 중시하였다. 신

발의 치수는 여유를 두어 280 mm로 설정했으며 발등

을 덮는 형태이다(Fig. 34). <Fig. 33>의 심의 밑단에 신

발의 발등이 가려지는 점을 참조하였다. 

7. 영정복식의 구성요소

<Fig. 35>‒<Fig. 36>은 세부 수정 중이었던 신발을 

제외한 영정복식 일습을 3차 포럼에서 신장 175 cm 가

량의 남성모델이 착용한 모습이며, 이승휴의 이미지 

구현과 고증 적합성 및 전체적인 태에 대한 호응을 얻

었다.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늘이기에는 건의 길이가 

다소 짧다고 판단되어 앞서의 <Fig. 23>처럼 길이를 

늘려 새로 제작했고, 세부를 정리하여 이승휴의 영정

복식 일습을 완성하였다.

이승휴의 영정복식 고증 작업은 가급적 고려 말 충

렬왕 재위기의 복식 변화와 시대특성에 맞는 현존 유

물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련 현존 유물이 

없거나 유물의 일부분이 사라진 경우, 부득이 형태적 

유사성이 있거나 시대가 다소 다른 유물의 특성을 일

부 참조하였다.

‘영정복식’이라는 특성에 따라 의복 고증 외에도 주

Fig. 32. Diagram of baji. 

Worked by the author (2021, October 25).

Fig. 33. Shoes of Yi Je-hyeon. 

Adapted from NMK (n.d.).

https://www.museum.go.kr

                                 Fig. 34. Shoes of Yi Seung-hyu. 

Worked by the author and Kim Je-kwon

(2020, Novemb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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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처가 요구한 ‘강직하고 자주적인 문인’으로서의 이

미지 및 신체조건, 지역 문화상품 콘텐츠로서의 가치

가 중시되었다(Choi, 2021). 또한 본래 참고 유물에 존

재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장시간 의

복을 입고 앉은 자세를 취했을 때 실루엣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대와 작은 고름이 추가되었다. 이는 일반적

인 복식 복원 작업과 다른 영정복식 재현 작업의 특이

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Table 2>는 이승휴 영정복식의 구성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참고 유물을 재현한 부분인 재현 요소(The ele-

ments of restoration), 현존하지 않으나 시대특성을 반

영해 고증하여 추정한 부분인 고증 요소(The elements 

of historical research), 영정복식의 제작 목적에 따른 

용도특성 및 오랜 앉은 자세에 적합하도록 변용된 부

분인 영정복식 요소(The elements of portrait costume)

로 구분하였다. 삼척베 외의 재료는 가급적 고려 불복

장 및 �고려도경�에 묘사된 직물에 가까운 시판 직물

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해당시기와 완전히 같은 방식

Fig. 35. Wearing appearance (I).

Photographed by Cha Jang-sup  

(2020, September 23).

           Fig. 36. Wearing appearance (II).

Photographed by Park Mi-hyeon 

(2020, September 23).

Items The elements of restoration The elements of historical research The elements of portrait costume

Pyoui
Panel of left-front & back,

Projecting collar

Single collar,

Narrow sleeves, 

Panel of right-front

Full length, 

Samcheokbe,

Hemp belt & small ties 

Jungdan Panel of left-front & back

 Single collar,

Sajeogyojikpo (絲苧交織布),

Narrow sleeves, 

Panel of right-front

Full length,  

Projecting collar,

 Small ties

Geon Color & length of portrait Black hangra

Back slit,

Side pleats,

Length of ties

Jeogori

Panel of left-front &  back,

 Shape of sleeves,

Projecting collar

Panel of right-front,

Toju (土紬)

Full length, 

 Breast width, 

 Small ties

Baji
Width of hems, 

Waist pleats

Strip out a flap,

 Toju (土紬)

 Full length,

Number of the layers,

Direction of the closure

Table 2. The elements of recreating costume of Yi Seung-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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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조된 직물을 구하기 어려웠으므로, 이후 더욱 

다양한 고려 직물 재현과 관련된 연구도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강원도 삼척시에서 의뢰한 프로젝트의 

일부분에서 파생되었으며, 고려 후기의 문신인 이승

휴의 영정복식 일습 재현 방법을 중점적으로 제시한 

연구이다. 복식 선정 과정에서 이승휴의 자주성과 강

직한 이미지, 복식의 시대성, 다른 고려 말 영정과의 차

별화가 중시되었고, 집필 시에 착용했을 것으로 여겨

지는 편복 차림이 선정되었다. 이는 홑표의, 홑중단, 겹

저고리, 겹바지, 건, 대 및 신발로 구성된다. 당시의 시

대적 변화였던 몽골풍 복식 요소는 이승휴의 자주성

을 고려해 최대한 배제되었고, 해당 시기의 고문헌, 불

복장, 고려 말 사대부의 초상화에서 특성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의

의 기본형태는 해인사의 도포 형 직령을 참조했으며, 

총길이 135 cm, H형 바대, 깊은 여밈, 뒷길에 안자락을 

덧대 뒤트임과 덧자락을 생기게 한 도포 형식으로 재

현하였다. 현존하지 않는 깃, 소매, 안길은 부득이 고

려 긴저고리 유물들의 깃과 섶을 일부 참고하여 내어

달린 목판형 단일깃과 통수 형식으로 설정하였다. 주

관처의 요청에 의해 지역 특산품인 삼척베를 표의의 

재료로 사용하여 소박한 이미지와 지역 특색을 표현

하였다.

중단은 해인사의 삼각무 직령포를 참조했으며, 표

의와의 통일감을 위해 목둘레를 변형해 내어달린 목

판 단일깃의 직령포로 재현하였다. 총길이는 표의보

다 짧은 127 cm이며 일자형 바대를 대었고, 표의와 충

돌하지 않도록 품을 다소 줄여 제작하였다. 착용 시에 

실루엣이 들뜨지 않도록 중단은 삼척베보다 얇고 매

끄러운 사저교직포(춘포)로 제작되었다. 표의와 중단

의 솔기와 밑단은 쌈솔, 통솔, 수직감침질로 마무리했

으며, 고름을 보완하는 부속인 표의의 포대는 삼베로 

제작되었다. 표의, 중단과 함께 문인 사대부의 이미지

를 좌우하는 건은 길고 검은 항라 사방건 형태로 제작

되었다. 건의 옆은 접어넣었고 뒤트임을 넣었으며, 단

을 감침질로 처리하였다.

중단 안에 착용하는 겹저고리와 겹바지의 주재료는 

토주이다. 겹저고리는 추정 시대가 이승휴의 몰년과 

유사하고 규모가 커서 남성이 착용할 수 있는 1302년 

아미타 복장 저고리의 형태를 참조했고, 중단과 마찰

되지 않도록 본래의 넓은 품을 다소 축소하였다. 현존

하는 고려 유물이 없는 겹바지는 조선 15세기 사대부 

바지들의 구조를 일부 참조했으며, 양쪽 허리에 각각 

7 cm 분량의 주름들을 잡았다. 표의 안에 입는 중단과 

저고리 및 바지에는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해 함께 착

용했을 때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나타나도록 했으며, 

현존 유물과 유사한 태의 직물로 시대성을 부여하였

다. 신발은 무늬가 없고 소박한 가죽 리이며 사대부의 

편복에 적합한 형태이다.

연구자가 복식들의 고증 및 패턴 제작과 수정 보완

을 담당했으며, 전문 제작자에게 재단과 봉제 작업을 

위탁해 완성하였다. 솔기 이음에는 재봉틀을 사용했

으나, 그 외의 부분에 가능한한 참고 유물에 사용된 바

느질법을 적용하여 시대성을 살렸다.

이승휴의 영정복식 작업은 시대특성을 반영한 고

증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영정복식’이라

는 특성 및 온전하게 보존되지 않은 참고 유물의 상태

로 인해, 주관처가 요구한 이승휴의 이미지, 소실된 부

분의 보완 작업, 지역 문화상품으로서의 특성도 포함

되었다. 이로 인해 최종 결과물은 재현요소, 고증요소, 

영정복식 요소를 모두 포함한 상태로 재현되었다. 결

과물인 이승휴의 편복 일습은 이승휴의 영정 제작 및 

삼척시의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융합연구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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