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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focused on Silla's gold crown, typical relics in the era of the Silla Kingdom, to
compare it with gold crown and relics that reappeared at soap opera named ‘Queen Seondeok'.
The examination of difference between gold crown of soap opera named ‘Queen Seondeok' and
gold crown excavated showed that characteristics of the forms at appearance of gold crown
excavated in the 6th century was produced in simila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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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the gold crown consisted of 出-shaped erection and two of antler type erection. 出
-shaped erection's branches were perpendicular and the gold crown had similar type with
Geumryeongchong gold crown considering one pair of ornamentation and antler type of erection.
Secondly, the relics of official robe was decorated with decorations as well as curved jade to
very much splendid and cubic: On the other hand, Queen Seondeok's gold crown put golden
sheet moulding to express it in three dimensional way and to have smart and neat form being
different from the relics.
Thirdly, the decoration of Queen Seondeok's gold crown connected both sides of official robe
by using one pair of ring having curved jade at its end to be similar with type of gold crowns of
Seobongchong and Geumgwanchong.
Fourthly, golden decoration of Queen Seondeok's gold crown was assumed to be similar with
that of Cheonmachong considering intervals of both wings and forms of outlines, and it had great
difference at decorations.
Fifthly, decorations and curved jade of Queen Seondeok's gold crown quite different form and
number of decorations from those of the relics to make use of curved jade rarely and to show
very much moderated form.
Key words : Silla's gold crown(신라금관), Queen Seondeok(선덕여왕), drama(드라마)

Ⅰ. 서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신라시대는 우리나라 장신구
발달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유산

최근 드라마 시장은 사극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을

인 금관은 한국 장신구 문화의 원류로 알타이 문화권

정도로 정통사극, 퓨전사극 등 공중파 방송 3사를 비

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롯하여 수많은 사극이 방영되고 있다(김월계, 2009).

형식으로 재창조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독창적인

또한 한국의 TV드라마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서경석, 2010). 이에 본 연구에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방송 프로그램 중

서는 신라시대의 화려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물인

전체 수출액에서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신라금관에 중점을 맞추어 드라마에서 재현되고 있는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알리는 계

신라금관에 대해 알아보고, 7세기에 출토된 유물이 존

기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의 사극 드라마에서

재하지 않아 동시대 유물과의 비교가 어렵다는 아쉬운

의 사실적인 재현이 해외에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데

점이 남지만 현존하는 유물을 바탕으로 드라마에 재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고려되어 그 재현에 대한 연

된 금관과의 조형적인 특징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연구

구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동안 방영되었던 사극

의 범위는 덕만이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하는 장

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시대와 인물을 배경으로 대중들

면이 나오는 52회로, 방송에서 제시된 금관의 조형적

에게 그 시대의 생활 풍습이나, 문화, 역사적인 사건들

인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출토된 신라금관과 비교하여

이 많이 알려진 반면, 삼국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대표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신라의 고

할 수 있는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드라마나 영

분에서 출토된 현존하는 대표적인 금관을 중심으로 신

화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2009년 5월부터

라금관의 시대적, 사상적 배경을 알아보고, 그 조형적

12월까지 방영된 ‘선덕여왕’으로 인해 신라시대의 사회

특성을 관련 문헌자료와 서적, 선행연구를 참고로 고찰

상을 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왕족들의 의상

하였다. 드라마에서 재현된 금관은 드라마 홈페이지

과 장신구를 통하여 화려한 신라시대의 문화를 접할

(MBC)의 제시자료 및 여러 기사들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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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있었는데 천상에서 지상의 현실세계로 내려와 살다
가 사후 다시 천상으로 간다는 것을 뜻한다(곽은정,

1992). 또한 금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 교역의 수

1. 신라금관에 대한 고찰

단이기도 하지만, 착용자의 권위나 명예, 부귀 또는 미

1) 신라금관의 시대적, 사상적 배경

적요소를 상징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특히

금관이 주로 사용되던 시기는 5세기로 이 시기의 신

지배계층이 금의 생명력을 신앙화한 사회심리가 짙게

라의 종교는 알타이계 무속이었으며, 영혼불멸, 사후세

깔려 있었다(이혜영, 2008). 이는 곧 불로장생의 의미

계를 믿었다(신정희, 2000). 신라인에게는 천상타계관

와 불가사의한 생명력을 지닌 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

<표 1> 금관의 조형성
명칭

금관

시기

특징

교동고분
수지형 금관
(출처:국립경주박물관
도록, 1993, p.32)

5세기
초

- 지름 14cm, 소년용으로 추정
- 가지는 한 단으로 되어있으며 각 가지와 중심 줄기의 끝은 보주형
으로 마무리
- 영락장식

황남대총
북분 금관
(출처:국립경주박물관
도록, 1993, p.22)

5세기
후반

- 왕비의 금관으로 추정
- 세 개의 出자형 입식(3단)과 두 개의 녹각형 입식으로 구성, 보주
형 장식, 관대에 6개의 태환으로 연결된 수식 대칭구조.
- 영락 187개, 곡옥 77개

5세기
후반

- 왕 및 왕족남성의 것으로 추정
- 세 개의 出자형 입식(3단)과 두 개의 녹각형 입식으로 구성, 관대
양쪽에 1쌍으로 세환 연결
- 신라금관중 가장 정제된 형태
- 영락 133개, 곡옥 57개

5세기
후반

- 왕족 여성의 것으로 추정
- 出자형 입식과 녹각형 입식으로 구성
- 내면에 금판을 십자형으로 교차시킨 모자형태로 교차된 지점에 3개
의 수지형 입식위에 봉황 3마리를 장식, 수식은 태환 1쌍이며 태환
에 길쭉한 사슬모양의 중간식과 펜촉모양의 수식 장식
- 영락 122개, 곡옥 51개

천마총 금관
(출처:국립경주박물관
도록, 1993, p.31)

6세기
초반

- 왕 및 왕족 남성의 것으로 추정
- 입식 가지의 단이 3단에서 4단으로 변화, 수엽이 많이 달려있는 세
환수식 1쌍이 장식
- 다른 금관에 비해 화려하고 금판이 가장 두껍다.
- 영락 382개, 곡옥 58개
- 곡옥은 관대에서 위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져 금관전체에 안정감

금령총 금관
(출처:국립경주박물관
도록, 1993, p.29)

6세기
초반

- 지름이 16.5cm, 15세 전후의 왕자의 것으로 추정- 기본 형태에서
다른 금관들과 거의 같으나, 出자형 입식의 단수가 4단, 녹각형 입
식 중 일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접합
- 영락 154개, 곡옥 달려있지 않음

금관총 금관
(출처:국립경주박물관
도록, 1993, p.25)

서봉총 금관
(출처:국립경주박물관
도록, 1993,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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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이에게 전이된다고 믿었던 것에

녹각형(鹿角形) 입식이 있다. 직각주지형이란 산자(山

기인하며, 신라금관의 제작에 있어 그 재료를 금으로

字)형 입식이 직각형태로 도안화 되어 나타난 것이고,

선택하게 된 근원이며 상징적 조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연수지형은 山(산)자형 입식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을 알 수 있다(이혜영, 2008). 신라금관은 북방 샤머니

나타난 것을 말한다. 여기에 사슴뿔을 상징하는 녹각형

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알타이 문화 속에 숭

입식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다(유희경 외, 1998). 출토

배되었던 사슴, 나무, 새가 고도로 단순화, 정형화 된

된 금관의 조형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상징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경석,

2010).

또한 관모와 관식은 머리에 쓰는 관모류 중 하나로
금관과 함께 고찰되어야할 중요 유물로, 금관과 함께
착용된 용품일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조형요소에서

2) 신라금관의 조형특성

도 공통점이 있다. 신라의 관모는 두 손을 편 채 서로

신라의 순금제관은 삼국 중 출토 예가 가장 많으며

마주 붙인 것과 같은 정도의 좁은 폭을 가진 일종의

지금까지 출토된 금관은 총 6점으로 황남대총 북분,

고깔형 모자이고, 관식은 새 날개 형상의 관모장식으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천마총에서 출토된 5점의 금

로, 금제의 것은 왕 및 왕족 남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관은 관의 제일 아래쪽에 관대가 원형으로 돌려져 있

황남대총남분, 금관총, 천마총에서만 출토되었다. 그

으며 그 위에는 직각수지형(直角樹枝形) 입식(立飾)과

조형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정은유, 2007).

<표 2> 관모, 관식의 조형성
명칭

관모, 관식

시기

특징

금관총출토 금제관모
(출처:국립경주박물관
도록, 1993, p.57)

5C
후반

- 내부에 금판의 두께가 얇아 형태를 유지하거나 머리에 착용시 걸
리지 않도록 자작나무 껍질이나 섬유를 안쪽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측 - 문양 : 안상문, T자형문, 마름모문 투각
- 고기비늘 모양을 타출한 판 덧댄 형태

천마총출토 금제관모
(출처:국립경주박물관
도록, 1993, p.57)

6C
초반

- 정교한 투각 금판 6개를 결합시킨 절풍형
- T자형문, 능형문, 반고리문, 당초문 투각
- 투각된 여백에 직선과 곡선으로 점선문 타출하여 제작

황남대총남분
금제관식
(출처:국립경주박물관
도록, 1993, p.59)

5C
초반

- 새날개형 - 양 날개의 각도가 후대에 비해 수평에 가까움
- 바탕면 : 투각이 없는 금판 - 꽂이부를 제외한 전면에 영락 달림.
- 중심부 형태 : 5각형 - 4개의 호선, 전체적으로 산형 이룸

금관총 금제관식
(출처:국립경주박물관
도록, 1993, p.60)

5C
후반

-

천마총 금제관식
(출처:국립경주박물관
도록, 1993, p.60)

6C
초반

- 천마총 유물 중 대표적인 유물 - 새 날개를 도식화한 형태
- 당초와 용문을 전체적으로 투조
- 2개 호선, 거의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볼록

3매의 금판으로 사실적인 새날개형 도식화 - 당초와 용문 투각
전체적으로 영락을 달아 화려함 더해줌
투각 가장자리 : 한줄의 점열문을 타출, 얇은 판 구조
중심부의 형태 : 역마름모꼴, 4개의 호선, 아래로 볼록한 반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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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라금관의 상징성

인하는 ‘낭도 덕만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천명

신라금관은 상징적 형태의 구성을 통해 그들의 사후

의 죽음으로 인해 스스로 왕을 선언하고, 정적 미실과

세계와 미적 감각을 나타내고 내재된 생명력을 표현하

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드디어 왕위에 오르는 ‘공주 덕

고 있다(이혜영, 2008). 그 조형요소에 따른 상징적 의

만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왕위에 오른 덕만이 유신, 알

미는 <표 3>과 같다.

천, 춘추 등의 인재를 키워 삼한 일통의 대의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연인이자 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비담을
척살하고 병으로 세상을 뜨기까지의 ‘여왕 덕만의 이야

2. 드라마 ‘선덕여왕’
<선덕여왕, MBC>은 2009년에 총 62회로 제작, 방

기’로 구성된다(이수미, 2010).

영되었다. 이 드라마는 오천년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

Ⅲ. 드라마 ‘선덕여왕’의 금관 특성

성임금인 선덕여왕의 이야기로, 남성들만이 전유하던
왕의 자리를 공주의 신분으로 도전하여 최초로 차지하
게 된 신라 제 27대 선덕여왕의 극적이고 재밌는 이야
기로 구성되어있다. 이야기는 덕만의 출생에서 여왕이

선덕여왕은 신라 제 27대 여왕(632～647)으로 신라

되기까지 4가지의 구성으로 전개된다. 쌍음(여자 쌍둥

최초의 여왕이다. 극중 유일하게 52회에서 여왕으로

이)으로 태어난 신라의 공주 덕만이 미실 일파의 음모

즉위시 금관을 착용하게 되는데 그 금관에 대한 특징

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 진평왕으로부터 버려져 유모

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소화와 함께 멀리 중국의 사막으로 도망가 성장하나,

전체적인 형태는 중앙과 양옆에 세 개의 4단으로 된

미실의 심복 칠숙에게 다시 쫓겨 서라벌로 돌아오는

出(출)자형 입식과 뒷 부분에 두 개의 녹각형 입식으

‘소녀 덕만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어린 시절을 낭도로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끝에는 보주형 장식이 있고 입

성장한 덕만이 유신과 함께 쌍둥이 언니 천명을 도우

식형 곁가지의 좌우는 거의 90도 각을 이루고 있다.

며, 미실과 대적하다 살아 돌아온 칠숙과 소화로 인해

입식과 관대에는 전체적으로 같은 크기의 영락이 매달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유신과의 사랑을 확

려 있으나 곡옥은 달려있지 않다.

<표 3> 금관의 조형요소에 따른 상징적 의미
조형요소

그림

상징적 의미

조형요소

그림

상징적 의미

추구

山(出)자형
(출처:국립경주
박물관도록,
1993, p.25)

-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
녹각형 입식
원하는 우주목이자 통 (출처:국립경주
로
박물관도록,
- 농요와 재생의 의미
1993, p.27)

- 신과 인간의매개체
- 샤머니즘

보주형
(출처:국립경주
박물관도록,
1993, p.25)

새
- 죽은 자의 천도를 기원
(출처:국립경주
- 새로운 불교문화 유입
박물관도록,
- 불로장생
1993, p.27)

- 하늘과 지상을 연결 사후세계
염원
시켜주는 매개물
- 영혼의 운반자

곡옥
(출처:국립경주
박물관도록소장)

- 원초적 생명체 의미
- 부활, 생명의 탄생
- 다산

영락
(출처:국립경주
박물관도록,
1993,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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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과 편안함의 의
미
- 원의 상징
- 벽사의 의미

<표 4> 드라마 ‘선덕여왕’의 금관

관
모

정면

측면

후면

관식

곡옥

영락

관
대

관
식

관대의 아래 가장자리에는 1줄의 점문이 타출되어

고 있다.

있고 관대의 중심에는 둥근 모양의 장식이 두 개로 겹
쳐져 장식되어 있다. 그 양 옆으로 구름 모양의 장식이

Ⅳ. ‘선덕여왕’에 재현된 신라금관과

입체적으로 덧붙여 있고 이 무늬 바로 아래와 관대의
윗 가장자리를 따라 두 줄의 선이 덧대어 있다. 그리고

유물의 비교

수식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고리가 수식 옆에 한 쌍
이 더 위치해 있으나 위치를 바꿔 장식한 장면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관대의 끝부분에는 착용자의 머리
둘레에 따라 관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연기자가 착용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되어있다. 관
대에는 2개의 태환으로 연결된 수식이 대칭으로 달려
있으며 수식 끝에는 곡옥이 달려있다.
금관의 안쪽에는 새날개형금제관식을 썼으며 전형적
인 V자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면을 용

선덕여왕이 왕권을 갖던 시대는 632～647로 7세기
에 해당된다. 드라마에서 재현된 금관과 출토된 금관을
비교해 보면 出(출)자형 입식이 4단, 두 개의 녹각형
입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出(출)자형 입식의 곁가지가
직각을 이루고 있으며, 한 쌍의 수식을 관대에 드리우
고 있는 것으로 보아 6세기 초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령총 금관과 천마총 금관의 외관과 유사한 형태라고

문과 당초문으로 투각하여 제작하였으며 금관에 부착
된 것과 같은 크기와 재질의 영락이 군데군데 달려있

<표 5> 드라마 ‘선덕여왕’의 금관의 외형

다. 또한 머리에 착용시 걸리지 않도록 직물로 제작된
모자를 머리에 쓴 후 금관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금관에 장식된 영락은 도톰한 입체형의 원형으로 각
각 금관과 관식에 둥근 고리로 바로 부착이 되어 있으
나 관대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수식의
가장 끝에 달려있는 곡옥은 등쪽이 반원형이며 쉼표의
모양처럼 머리부분이 보다 넓으며 꼬리부분으로 갈수
록 차차 가늘어지는 형태의 정형곡옥으로 비취색을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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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의 정면

금령총 금관

천마총 금관

추측할 수 있다. 이 중 정면에서 보았을 때 선덕여왕

이는 한 쌍의 수식으로 연결된 여러 금관 중 태환으로

금관의 경우 금관 뒤편의 녹각형 입식이 보이지 않는

수식이 연결되었다는 부분에서 5세기 후반의 것으로

부분을 고려해보면, 금령총 금관보다 천마총 금관에 가

추정되는 서봉총 금관과 가장 흡사한 형태라 할 수 있

까운 형상이라 말할 수 있으나 선덕여왕 금관의 입식

으나, 수식의 가장 아래에 곡옥이 달린 것은 5세기 후

과 관대에 곡옥이 부착되지 않은 부분은 금령총 금관

반의 금관총 금관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표 5> 금관의 관대의

선덕여왕 금관의 곡옥과는 달리 금관총 금관의 수식에

경우는 출토된 금관 모두 관대에 영락이나 곡옥의 장

달려있는 곡옥에는 금모(錦帽)가 씌워져 있어 드라마

식이 부착되어 화려하면서 입체적인 형태인 반면 선덕

속의 금관과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표로 정리하면

여왕 금관의 관대에는 문양의 금판 조형물을 부착하였

<표 6>과 같다.
드라마 속의 금관은 금관 안에 V자형의 금제관식을

거나 타출한 입체적인 형태로 화려함 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하게 표현되어 유물과 차이를 보인다.

같이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금제관식의 경

관대에 부착된 수식을 살펴보면 선덕여왕의 금관의

우 금관총과 천마총에서 출토된 새날개형 금제관식과

경우 관대 양쪽에 한 쌍의 태환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비교해 볼 수 있다. 금관총 금제관식과 천마총 금제관

<표 6> 드라마 ‘선덕여왕’의 금관의 수식

금관의 관대

금관의 수식

서봉총 금관

금관총 금관

<표 7> 드라마 ‘선덕여왕’의 금제관식

금제관식

금관총 금제관식

천마총 금제관식

영락

금령총 금관의 영락

천마총 금관의 영락

곡옥

신라곡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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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호선의 수가 네 개와 두 개로 차이를 보이는데

고 있으며, 한 쌍의 수식을 관대에 드리우고 있어 금

선덕여왕 금관의 경우 호선부분이 입식에 가려져 확인

령총 금관과 천마총 금관의 외관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없으나, 두 날개의 간격이 가까운 것과 금제관식

추측할 수 있었으며, 정면의 모습에서 녹각형 입식의

안쪽 외곽선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천마총 금제관식에

위치로 보아 금령총 금관과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

더 유사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물에서

었다.

는 전체적으로 영락 장식이 되어있어 매우 화려해 보

둘째, 관대의 경우 출토된 유물은 관대에 영락이나

이는 반면 드라마 속의 금제관식은 입식으로 가려지지

곡옥의 장식으로 매우 화려하고 입체적인 반면, 선덕여

않는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영락을 매달아 장식적인 부

왕 금관의 관대에는 구름 문양의 금판 조형물을 부착

분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화려함 보다는 깔끔하

선덕여왕 금관과 출토된 금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 단정한 형태로 유물과 차이를 보였다.

영락이라 할 수 있다. 금관에 부착된 영락은 나무에 달

셋째, 관대에 부착된 수식은 선덕여왕 금관의 경우

린 나뭇잎 모양으로, 둥글고 납작한 영락이 교동금관에

관대 양쪽에 한 쌍의 태환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봉총

부착된 영락을 제외하고 입식과 관대에 길고 짧은 가

금관과 가장 흡사한 형태라 할 수 있으나, 수식의 끝에

느다란 선에 의해 입체적으로 매달려 있다. 반면에 선

곡옥이 달려있어 금관총 금관과도 유사한 형태라 할

덕여왕의 금관에서는 영락을 둥글고 볼록하게 만들어

수 있었다.
넷째, 금제관식의 경우 선덕여왕 금관은 두 날개의

가느다란 고리로 입식과 금제관식에 바로 부착하여 입
체적인 표현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간격과 금제관식 안쪽 외곽선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선덕여왕 금관에서의 곡옥은 수식 끝에 달려있는 두

천마총 금제관식과 유사한 형태로 추측해 볼 수 있었

개의 쉼표모양과 같은 정형곡옥으로 유추되며 이는 곡

다. 그러나 유물에서는 전체적으로 영락 장식이 되어

옥의 발전된 형태로 삼국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

있는 반면, 드라마 속의 금제관식은 부분적으로 영락

며, 출토된 금관들 중 금령총 금관을 제외한 모든 금관

을 매달아 장식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에서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정형곡옥이 나타나 가장

있었다.
다섯째, 금관에 부착된 영락은 나무에 달린 나뭇잎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형태의 곡옥을 사용한 것으로 추
측되는데 표로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모양으로, 둥글고 납작한 형태로 입식과 관대에 길고
짧은 가느다란 선에 의해 입체적으로 매달려 있는 반
면, 선덕여왕의 금관에서는 둥글고 볼록하게 만들어져

Ⅴ. 결론 및 제언

작은 고리로 입식과 금제관식에 바로 부착하여 입체적
인 표현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곡옥은 정형

본 연구는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신라금관에

곡옥의 형태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곡옥을 사용한

중점을 맞추어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유물과 달리 드라마에서는

금관과 유물을 비교해 보았다. ‘선덕여왕’ 드라마에서

영락의 형태와 갯수가 유물과 매우 다르고 곡옥의 사

나타낸 금관과 출토된 금관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

용이 거의 없어, 유물에서 볼 수 있는 금관의 화려함보

과, 드라마의 시대적인 배경인 7세기를 고려하여 6세

다 매우 절제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유물을 고증하

기에 출토된 금관의 4단 出(출)자형 입식에 녹각형 입

는 부분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드

식의 큰 외관에서 보이는 형태적인 특징은 비슷하게

라마의 제작비와 소품 준비 기간과 연관이 깊을 것으

연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로 판단되며 가능한 한 정확한 고증으로 국내 시청자

첫째, 선덕여왕 금관과 출토된 금관을 비교해 본 결
과 4단의 出(출)자형 입식과 두 개의 녹각형 입식으로

뿐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나라를 홍보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구성되어 있었다. 출자형 입식의 곁가지가 직각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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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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