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늘을 든 손,  

천 조각에 혼을 불어넣다

한국 바지의 허리춤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누가 입어도 되도록 융통성을 부여

한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몸이 불어나면 좀 덜 조이면 되고, 마르면 더 조여 입

으면 된다. …(중략)… 옷은 사람이 입기 위해 있는 것이다. 양복은 사람이 벗어놓아

도 입체적인 자기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옷걸이에 걸어놓아야만 한다. 그러나 한

국의 옷은 입으면 인체와 마찬가지로 3차원의 형태를 하고 벗으면 2차원의 평면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한국 옷은 걸지 않고 개켜둔다. 한국의 바지저고리는 그리고 치

마는 사람이 입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자기 형태라는 것을 따로 갖고 있지 

않다. 치수가 잘못되면 사람이 옷에 맞추어야만 하는 주객전도의 양복문화 그것이 인

간소외현상을 낳은 것이라면, 넉넉한 한국의 괴춤은 끝없이 인간을 감싸주는 융통성 

있는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령, 『우리문화박물지』, ‘바지, 치수 없는 옷’ 中

지정번호 89.

침선장 | 왕실·사대부 등 특수층의 옷을 만들던 장인.

전통기술

침선장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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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살림 솜씨

어느 큰 부잣집에서 며느리를 구할 때가 되었다. 재산을 잘 관리하

고 늘릴 수 있는 규모 있는 며느리를 구하려니 걱정이 많았으므로, 방

을 걸고 며느리 되기를 자청하는 처녀를 모집하여 따로 살림집을 내

어 주고 일정량의 양식을 주어 한 달을 살게 하였다. 많은 처녀들이 

재산을 탐내어 지원하였으나 양식이 터무니없이 적었으므로 배가 고

파서 견디지 못해 번번이 물러났다.

그때 마을의 한 처녀가 자청하여 들어와 시집에서 준 한 달치 양식

으로 먼저 배불리 밥을 지어먹고는 나머지 쌀로 떡을 하여 마을사람

들에게 고루 돌렸다. 시중드는 하녀가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느냐고 

걱정하니, 처녀는 하녀에게 마을사람들에게서 삯바느질할 것이 있으

면 모두 거두어 오라고 하였다. 

떡으로 인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다투어 일감을 가져왔

으므로 그 처녀는 한 달 내내 배불리 먹고도 더 많은 양식을 모아둘 

수 있었다. 부잣집에서 크게 만족하여 기꺼이 며느리로 맞아들였고, 

며느리는 재산을 잘 관리하여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바늘에 실을 꿰다

“아깝다바늘이여,어여쁘다바늘이여.네미묘한품질과재질을가졌으

니물중(物中)의영물(靈物)이요,철중(鐵中)에쟁쟁(錚錚)이라.민첩하고

날래기는백대(百代)의협객이요,굳세고곧기는만고의충절이라.능라

와비단에난봉공작(鸞鳳孔雀)을수놓을제.그민첩하고신기함은귀신

이돕는듯하니,어찌인력이비칠바리오.…(중략)…누비며호며감치

며박으며공그를때에겹실을꾀었으니봉미(鳳尾)를두르는듯땀땀이

떠갈적에수미(首尾)가상응하고솔솔이붙여내매조화가무궁하다”

조선순조때유씨부인의『조침문(弔針文)』中

바느질은 인류의 생활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바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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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한 것은 선사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평안남도 온천군 운하

리 궁산마을에 있는 신석기 시대 조개더미 유적에서는 바구니나 삿자

리를 수선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삿바늘과 베실이 꿰여 있는 뼈

바늘이 출토되었다. 뼈바늘이 출토되는 유적은 신석기 시대에 동북 

지방과 남해안 동부 지방 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였으며, 청동기 시

대부터는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철기시대에서 초기 국가시대에 해당하는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는 

비단 조각과 가락바퀴, 실감개, 베틀 등 복식 관련 유물이 발견되었

다. 또한 신라시대 분황사 석탑 안에서 발견된 석함 속에는 금·은바

늘 및 침통, 가위 등이 나왔고, 고구려시대의 유물에도 금바늘이 발견

된 바 있다.

침선은 고려와 조선시대 복식의 발달과 함께 하였다. 특히, 조선시

대 경공장(京工匠)에는 10명의 침선장이 공조(工曹)에 소속되어 있었

고, 외공장(外工匠)에도 2개소에 64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옷을 만드는 일은 바느질 기술은 물론 여러 공정을 거쳐 완성되

는 복잡한 작업이다. 실을 만드는 제사장(制絲匠), 실이나 천에 물을 

들이는 청염장(靑染匠)·홍염장(紅染匠)·옷감을 짜는 직조장(織造

匠)·능라장(綾羅匠), 천을 다듬고 손질하는 도련장(擣練匠), 옷감을 

재단하는 재작장(裁作匠), 금박이나 자수 등 무늬를 놓는 금박장(金箔

匠)·자수장(刺繡匠) 등 여러 장인의 협업에 의해서 옷은 완성된다. 

그러나 옷의 맵시나 품위, 효용성 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장인은 

바느질을 직접 담당하는 침선장이다.

분황사석탑 사리장엄구

신라,국립경주박물관소장.

•사진출처:국립중앙박물관,

『불사리장엄』,국립중앙박물관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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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느질을 담당하였던 침선장들은 옷감을 장만할 때 춘하추동 어느 

때 입을 옷인지, 옷 임자의 나이와 신분은 어떠한지, 일상 옷인지 나

들이 옷인지, 현재의 유행은 어떠하며 옷 임자의 성품은 어떠한지, 어

디에서 난 물건이 좋은지, 옷감은 얼마나 들며 물건에는 흠이 없는지, 

빛깔이 변하는지, 줄지나 않는지, 안감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을 심

사숙고 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침선장은 혼자 힘으로 디자이너·재

단사·패턴사 겸 재봉사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기에 야무진 솜씨와 

천성적인 미의식과 색감 등이 갖추어져야만 침선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들어와 재봉틀의 등장으로 그때까지 수공으로 유

지되어 온 바느질은 변화하여 마침내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체계로 

넘어 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바느질 담당자였던 여성들이 일에

서 해방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촉진시켜 준 계기가 되기도 했지

만, 전통 침선 기법의 맥이 끊어지는 위기를 낳기도 했다.

바느질을 하는 사람들

침선이란 바늘에 실을 꿰어 꿰맴을 말하는 것으로 복식의 전반이라 

할 수 있다. 복식이란 의복과 장식을 총칭하므로 그 범위는 바늘에 실

을 꿰어 바느질로써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침선기

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침선장이라 한다.

예의를 숭상하는 우리 조상들은 의복을 정갈하게 갖추어 입는 것에

서부터 예(禮)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여인들에게 바느질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여겨졌다. 옷을 지을 때는 

바늘 한 땀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때를 가려서 옷 마르기 좋은 날과 

피해야 하는 날을 정해 두었고, 동짓날의 양기를 받으면 유익하다고 

하여 동짓날 시어른의 버선을 지어 그 양기를 밟기도 했다. 바느질 할 

금바늘

고구려,길이4.8㎝,지름0.2㎝,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출처: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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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옷에 때가 묻거나 일하던 중간에 도구나 재료가 떨어지는 일

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했다. 그래서 바느질 한 땀 한 땀에는 여인

의 정성과 사랑, 소망이 깃들어 있었다. 

대부분 가정에서 옷을 만드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왕

실과 사대부를 비롯한 특수층의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의복 제작활동

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씨가 뛰어난 장인을 고용하여 조달하였

다. 또한 서민층의 옷이라 하더라도 평상복이 아닌 관혼상제(冠婚喪

祭) 등에 필요한 특수복은 솜씨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였다.

근대 이후 복식에서 서구화가 촉진되면서 침선 기술의 전통이 끊어

질 위기에 처하자, 정부에서는 침선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8년  

8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로 지정하였고, 고(故) 정정완을 기능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정정완은 열일곱 살에 광평대군 가문의 외아들 이규일과 혼인하게 

된다. 이로써 사대부 가문과 함께 왕실 가문의 침선기법까지 함께 배

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그녀는 열심히 바느

질을 하여 전통기술을 널리 알려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었다가 2007년 

타계하였다. 

정정완의 뒤를 이어 맏며느리인 구혜자가 2007년 7월 침선장 보유

자로 인정되어 대를 이어 침선 기능을 전수하고 있다.

“한복은옷입은사람이움직여야비로소감춰져있던아름다운선이드

러나게됩니다.한복은치마를입어야입체성이살아나고움직일때몸

의곡선이만들어지죠.그래서한복의멋은부드러운선에있는겁니다.”

한복의 매력에 반해 한복을 짓는 길을 택한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기능 보유자 구혜자는 한복의 매력은 부드러운 선에서 완성된

다고 강조한다. 치마는 저고리에서 시작해 아래로 일직선으로 흐르지

만 동시에 입은 사람의 몸이 만들어내는 곡선으로 순간순간 살아난다

는 것이다.

한복과의 인연은 1970년 결혼과 함께 시작됐다. 맏며느리로 시집온 

구혜자는 침선장 1대 기능보유자였던 시어머니(고(故) 정정완)를 모시

고 살면서 단지 가족들을 위해 옷 몇 점을 지을까 하는 생각에 바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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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다가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님 댁을 찾아 바느질을 배우던 어느 날, 

어머님이 향교에서 도포 열 벌을 주문 받으셨다면서 만들어 보라고 

하셨다. 밤새워 만든 도포를 보고는 “웬만큼 흉내는 냈구나.”라는 이

야기를 들은 게 최고의 칭찬이었다고 회상한다. 2007년 국가무형문화

재 보유자로 인정될 즈음 “구 선생이 알아서 다 하고 있으니 나는 괜

찮소. 우리 큰 며느리가 최고다.” 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님의 말씀이 

두고두고 잊혀 지지 않는다고 한다.

스승이자 침선장 대선배이기도 한 시어머니 정정완이 전통복식을 

그대로 구현하고 계승했다면, 구혜자는 이를 체계화하고 개량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복 제작뿐 아니라 조선시대 복식사 연구와 재현 작

업도 꾸준히 이어 왔다. 

침선장 구혜자 보유자 

•사진출처:국립무형유산원

침선장 구혜자 보유자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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