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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traditional Wonsam and contemporary Wonsam in TV
historical drama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compare the shape, color and pattern of
middle and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s traditional Wonsam and modern Wonsam in 3 TV historial
dramas(King and I, Isan, Dongi) within the last 5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shapes of Wonsam in television dramas have not changed greatly from the traditional ones but they
were simplied than traditional ons. Secondly, the colors of Wonsam in television dramas wer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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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ul and varied than those of traditional ones. Thirdly, the patterns of Wonsam in television dramas
were the same as those of traditional ones but they were not used correctly according to the wear's social
status and symbols.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shape is a basic element of clothing, thus the shape can
not b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one, however, colors and patterns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apability of costume designer and fashion trends.
Key word: Wonsam(원삼), Drama(드라마), Chosun dynasty(조선시대)

사극 의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극 의상

Ⅰ. 서론

에 관한 일반적 연구(봉현숙, 이상은, 2000; 이금희,
남궁윤선, 2008), 특정 시대나 드라마, 인물을 중심으

1.. 연구의 목적
사극(史劇)이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게 제재(題
材)를 빌려온 희곡 또는 연극을 말하는 것으로(네이버
백과사전, 2011), 사극의 종류에는 영화를 포함하여 연
극, 드라마 등 여러 형태의 예술양식이 존재한다(안인
희, 2003). 이러한 사극 의상 가운데 TV드라마 의상
은 매체의 특성상 여타 대중매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쉬우며 영향력도 크므로 그 중
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한은희, 한자영, 유송옥, 2005).
사극 의상의 역할은 시청자에게 드라마의 리얼리티를
제공하고,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부분을 담당하며(봉현숙, 이상은, 2000),
나아가 한국 TV드라마가 한류(韓流)의 주된 매체로
성장하면서 산업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
게 되었다(이금희, 이혜란, 2010). 그러므로 사극 의상
은 시대의 흐름과 시청자의 기호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실에 입각하여 고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로 한 사극 의상에 관한 연구(원혜은, 2004; 조효순,
원혜은, 2004; 이금희, 이혜란, 2009; 이금희, 이혜란,
2010; 최원경, 김혜리, 조윤경, 2009; 안인희, 2003;
한은희, 한자영, 유송옥, 2005)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
으나 특정 복식을 중심으로 한 사극 의상에 관한 연구
(장민정, 2010)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사극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
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원삼의 조형적 특
징을 형태, 색, 문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드라마에 나
타난 원삼을 조선시대의 전통 원삼과 비교 분석하여
원삼의 고증 정도와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는 드라마 의상 중 원삼의 올바른 고증과 디자인의 현
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류 속 우리나라 대
표 혼례복중 하나인 원삼의 미적 우수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방법

사극 의상 가운데 원삼은 착용자의 신분에 따른 종

원삼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성의 예복으로 민가보

류가 다양하며, 왕실부터 민가에 이르기까지 혼례복으

다는 왕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여성의 예복(禮服)

로 두루 착용되었다. 혼례복은 신부의 역할을 성공적으

이 등장하는 빈도가 높다. 그러므로 드라마에 나타난

로 수행하게 할 뿐 아니라 전통적인 풍습과 관습, 그리

원삼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왕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고 민족의식을 잘 나타내어 주며 다른 복식보다 높은

가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대상은 최근 5년

가치를 두어 치장하므로 그 시대의 미의식을 알아볼

간(2007~2011) 공중파에서 방영되었던 사극 중 조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장문희, 홍정민, 2008). 특히

시대의 왕실을 배경으로 한 사극이며, 60회 이상의 대하

드라마 의상 중에서 원삼은 조선시대 여자복식 중에

드라마인 <왕과나(2007)>, <이산(2007)>, <동이(2010)>

화려한 색과 문양이 돋보여 인물의 역할을 충분하게

3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원삼의 이론적

보여준다.

배경을 위해 원삼에 관한 단행본 및 논문을 고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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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을 분석하기 위해 영상 자료를

고자 한다. 이는 연구대상이 되는 드라마 의상이 자료

수합한 후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조선시대 전통 원삼

수합 특성상 소재를 살펴볼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

과 비교 분석하였다.

기 때문이다.
1) 원삼의 형태
원삼은 무릎을 덮는 긴 길이에 앞길은 짧고 뒷길은

Ⅱ. 이론적 배경

긴 전단후장(前短後長)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길은 앞과
양 옆이 트여있어 크게 세 폭으로 나뉘며 길의 밑단은

1. 원삼의 기원과 개념
원삼(圓衫)의 기원은 통일신라 문무왕 4년에 친당
정책에 따라 그들의 복식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비롯되
었으며(박자명, 2003),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색복
조(色服條)｣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에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숙경, 2001). 이후 명나라 홍무년에 성행
(盛行)한 옷으로 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조선시대 말
기까지 황후․비․빈의 소례복(小禮服)으로 내․외명
부의 대례복(大禮服)으로 착용되었다(고복남, 1986).
원삼은 단삼(團衫)이라고도 하는데 가례도감의궤
(嘉禮都監儀軌)에서는 단삼과 원삼이 혼용되었으며,
예종(睿宗) 이전에는 단삼을 사여(賜與)받았으나 이후
에는 원삼을 사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삼은 단삼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주연, 2001). 단삼이 처음
사여된 기록은 문종 즉위년(1450년)에 국왕의 면복
(冕服)과 더불어 왕비의 칠적관(七翟冠), 대삼(大衫),
배자(褙子), 하피(霞帔) 이외에 대홍직금운견해상사계
화저사단삼(大紅織金雲肩海裳四季花紵紗團衫)이 사여되
었다는 기록이 있다(김숙경, 2001). 원삼을 착용한 기
록은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상방정례(尙方定
例), 국혼정례(國婚定例)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왕
비의 의대에는 원삼이 들어있지 않으나, 왕세자빈, 세
손빈 의대에 노의(露衣), 장삼(長衫)과 함께 원삼이
기록되어 있어 가례 시 원삼을 예복으로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노주연, 2001). 이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혼례복으로 자리 잡았으며, 녹원삼은 활옷과 함께 서민
에게까지 혼례시 그 착용이 허용되었다.

귀가 나간 것과 직선인 것이 있다. 귀가 나간 것은 옆
선과 밑단이 당의와 비슷하게 둥근 곡선을 그리고 있
는데 초기에는 이렇듯 밑단의 귀가 나간 형태였으나
후기에는 서민용 원삼의 경우 밑단이 직선의 형태를
보인다(김숙경, 2001). 깃은 둥근 대금(對襟)형 깃에
안쪽에 동정을 덧대었으며, 여밈은 마주보고 있는 합임
(合任)이다. 소매는 광수(廣袖)에 겨드랑이 밑은 트여
있고, 길과 다른 색으로 좁은 두 줄의 색동을 들이고
소매 바깥쪽으로는 한삼을 달았다. 원삼의 착용방법은
속옷으로 상의는 속적삼, 속저고리를 입고 하의에는 속
속곳, 속곳, 바지, 단속곳, 무지기치마, 대슘치마를 입
는다. 그 위에 상의는 노랑저고리나 연두저고리를 입
고, 하의는 남색 스란치마, 홍색 대란치마, 남색 겹치마
를 차례로 입는다. 그 위에 신분에 맞는 보나 흉배를
달고 대를 띠는데 대는 7척 정도의 길이에 대부분 홍
색이고, 원삼과 같은 문양을 부금 또는 금박하였다(안
명숙, 김용서, 1998).
2) 원삼의 색과 문양
원삼은 착용자에 따라 색과 문양을 달리하였는데,
겉감의 색은 그 종류를 구분함과 동시에 착용자의 신
분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안감과 안단, 색동
의 색을 정하는데도 규칙이 있어 겉감과 겹치지 않도
록 다른 색을 사용하여 미적인 조화와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였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원삼의 겉감
은 황(黃), 홍(紅), 자적(紫赤), 초록(草綠)의 네 가지
색이 있으며, 안감과 안단, 색동에는 황, 홍, 청의 삼원
색(三原色)을 사용하였다. 황원삼은 황후의 원삼으로

2. 원삼의 조형적 특성

황색 길에 홍색 안감과 청색 안단을 두르고 홍색과 청

조형적 특성에는 크게 형태, 색, 문양, 소재로 구분

색 색동을 들였다. 황원삼이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말

되나, 본 연구에서는 원삼의 형태, 색, 문양만을 고찰하

기로 본래 황색은 중국 황제 복색이라 하여 금기(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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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 황후 황원삼

<그림 2> 동궁비 원삼

- 문화대재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편, p.39.

- 문화대재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편, p.33.

<그림 3> 광화당 원삼

<그림 4> 왕비 녹원삼

- 문화대재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편, p.43.

- 문화대재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편, p.63.

忌)하였으나 1987년에 국호(國號)를 대한제국이라 바

년)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의 자적원

꾸면서 왕비를 황후라 칭하였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삼은 고종의 후궁인 광화당 이씨가 착용하였던 것이고,

황후의 원삼으로 착용되었다(박동원, 1977). 홍원삼은

<그림 4>의 녹원삼은 봉흉배가 부착되어 있어 왕비의

황원삼이 있기 이전의 왕비의 원삼으로 홍색 길에 황

녹원삼이라 명명하였으나 원삼의 색이나 금박 문양이

색 안감과 청색 안단을 두르고 황색과 청색 색동을 들

왕통을 승계한 왕비용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된

였으며, 자적원삼은 빈궁의 원삼으로 자적색 길에 홍색

다(문화재청, 2006).

안감과 청색 안단을 두르고 황색과 청색 색동을 들였

원삼의 문양은 크게 금박(金箔)기법을 사용한 것과

다. 녹원삼은 공주․옹주의 원삼으로 초록색 길에 홍색

자수(刺繡)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금박

안감과 청색 안감을 두르고 황색과 홍색 색동을 들였

기법을 사용한 문양은 원삼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

다(김숙경, 2001; 정경희, 2007). 한삼은 원삼의 종류

이는 있으나 주로 소매와 색동을 중심으로 한 겉감에

에 관계없이 모두 백색으로 하였다. 겉감의 색에 따른

화문(花紋)과 길상어문(吉祥語紋)이 표현되었으며, 자

원삼의 종류를 현전(現傳)하는 유물로 제시하면 <그림

수기법을 사용한 문양은 보(補)와 흉배(胸背)에 용문

1~4>와 같다.

(龍紋), 봉문(鳳紋), 화문이 표현되었다. 보와 흉배의

<그림 1>의 황원삼은 현재 유물로 남아있는 유일한

문양은 각각 신분에 따라 달리 하였는데, 황후와 왕비

황원삼으로 1922년에 순정효황후(純正孝皇后)가 착용

가 대례복으로 착용할 때는 오조룡(五爪龍)의 운용문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림 2>의 홍원삼은 역시

을 금수(金繡)한 보를 전후와 양 어깨에 달았고, 소례

순정효황후의 것으로 황후로 책봉되기 전 가례시(1906

복으로 착용할 경우에는 쌍봉문(雙鳳紋) 흉배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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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원삼의 종류에 따른 착용자의 신분과 색, 문양 구분
구분

종류

황원삼

홍원삼

자적원삼

녹원삼

황후

왕비

빈궁

공주․옹주

겉감

황색

홍색

자적색

연두색

안감

홍색

황색

홍색

홍색

안단

청색

청색

청색

색동

홍색/청색

황색/청색

황색/홍색

용문 직금/금박

봉문 금박

화문, 길상어문 금박

착용자의 신분

원삼의 색

원삼의 문양
보/횽배의 문양

대례복 - 오조룡의 운룡문 보
소례복 - 쌍봉문 흉배

대대의 색

홍색

대대의 문양

용문

봉문 흉배

화문 흉배

홍색

홍색

홍색/청색
봉문

화문

에만 달았다. 세자빈은 사조룡(四爪龍)의 보를, 빈궁은

복식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상위의 색으로 삼국시대

봉문 흉배를, 공주․옹주는 화문 흉배를 달았다(전순

이래 왕의 복식에 사용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명의 관

영, 1986).

복제도 적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일부 여자의 복

원삼의 종류에 따른 착용자의 신분 및 각각의 세부
적인 색과 문양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식에서만 사용되었다(김영숙, 1988). 자색은 음(音)의
색과 양(陽)의 색 사이에서 만들어진 간색(間色)으로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며(이해영, 1982), 간색은 정색

3. 원삼의 상징적 특성

보다는 하위개념의 색으로 정색은 처(妻)를 상징하고,

전통복식은 형태, 색, 문양 등에 나타나는 조형적

간색은 첩(妾)을 하므로 자적원삼은 빈궁이 착용하였

특성을 통해 당 시대의 생활양식과 사상 및 가치관을

다(민예리, 2000). 초록색은 자연의 색으로 풍요로움,

표출하기 때문에(이혜진, 2010) 각각의 복식에는 상징

젊음, 신선함 등을 상징하며, 청색과 황색의 간색으로

적 특성이 담기기 마련이며, 원삼의 상징적 특성은 특

정색보다는 낮은 서열을 상징하여 공주․옹주의 원삼

히 색과 문양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에 사용되었다.

시대보다 의례관념이 엄격했던 조선시대 관복제도는

원삼의 안감은 홍원삼을 제외하고 홍색의 안감에

신분계급의 확립이 주목적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성

청색의 안단을 둘렀다. 홍색과 청색은 강한 양의 색으

복식에 있어서도 색, 문양 등의 제한이 심하였다(박동

로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강력한 벽사(辟邪)의

원, 1977).

의미로 사용되었다(양은희, 윤형건, 김경자, 2003). 이

원삼의 겉감은 황색, 홍색, 자적색, 초록색이 있다.

는 경사스러운 혼례식에 궂은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

황색은 오행 중 토(土)에 해당하며 중앙이라는 뜻으로

라는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두 색의 조합은

우주의 중심에 해당되고 밝게 빛나는 가장 고귀한 색

오행중 목생화(木生火)에 해당하여 서로 상생(相生)하

이므로 황제와 황후의 복식에만 사용 할 수 있었다. 홍

는 의미로 부귀와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색은 적(赤)색계로 오행 중 화(火)에 해당하며 만물이

색동과 한삼의 색은 황․청․적․백색이 사용되었는

무성한 남쪽을 상징하여 생명력이 풍부한 강력한 양의

데 이는 오방색을 사용함으로써 오행을 두루 갖추어

색이다. 또한 황색 다음 가는 최상의 색으로 왕과 왕비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자 하였다(나승미, 1995). 그러

의 복식을 상징하였다(이혜진, 2010). 자적색은 전통

나 흑(黑)색은 오방색 중 죽음과 겨울을 의미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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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제외한 것으로 추정된다(박상미, 1978). 색동과

조선 제 22대 왕 정조(正祖)시대를 배경으로 한 MBC

한삼의 배열에도 원칙이 있어 길과 색동 사이에 최대

드라마로, 정조의 어린 시절을 시작으로 아버지 사도세

한 상생의 원리가 담기도록 배열하였으며, 백색은 가장

자의 죽음, 할아버지 영조의 제왕학 공부, 노론의 폐

바깥쪽에 사용함으로써 삼원색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

위․암살 음모를 견뎌낸 세손 시절과 등극 이후의 정

였다(김정희, 2003).

치, 경제, 문화, 국방 그리고 정조의 죽음 등 다양한 부

원삼의 문양은 용문, 봉문, 화문, 길상어문이 사용되

분을 다룬 대하드라마이다(위키백과사전, 2011). 드라

었다. 용은 권위와 길상의 대표로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마에서 원삼은 45회, 52회, 62회, 72회에 등장하였다.

능력을 갖춘 가장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형태의 길상자

드라마 동이는 조선 제 19대 왕 숙종(肅宗)시대를 배

(吉祥者)였다(전현경, 1998). 때문에 용문은 황제나

경으로 한 MBC 드라마로, 궁인에서 빈으로까지 올라

왕을 상징하며 위엄과 존엄을 의미하여 왕가의 문양으

아들(영조)을 조선 성군으로 이끈 숙빈 최씨와 역시

로 자리 잡았다(전진영, 2003). 용문은 착용자의 신분

궁인에서 입궐하여 왕비의 자리에 오르나 결국 사약을

에 따라 용의 발톱 수를 달리 하였는데, 황후와 왕비는

받고 죽게 되는 희빈 장씨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

오조룡을, 세자빈은 사조룡을, 세손빈은 삼조룡 문양을

다(위키백과사전, 2011). 드라마에서 원삼은 17회, 38

사용하였다. 봉문은 봉황을 표현한 문양으로 봉황은 영

회, 47회, 51회, 56회에 등장하였다.

조(靈鳥)중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새이다. 또한 자

드라마에서 원삼이 나타난 장면을 캡처하여 사진자

비의 새로서 용문이 남성적인데 반하여 봉문은 여성적

료를 분석한 결과 왕과 나는 5명의 인물이 4벌의 원

인 문양으로 비․빈의 복식에 사용되었다(정현주, 1985).

삼을 착용하였으며, 이산은 8명의 인물이 7벌의 원삼

화문은 모란문(牧丹紋)과 연화문(蓮花紋)이 주로 사용

을 착용하였다. 동이는 3명의 인물이 4벌의 원삼을 착

되었다. 모란문은 화중왕(花中王)이라고도 하며, 식물

용하였다. 그러나 이산과 동이는 3벌의 동일한 원삼이

문 가운데 최대의 길상적 의미를 지닌 화문으로 부귀

등장하는데 이는 같은 방송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제작

와 화목을 상징하였다(전진영, 2003). 연화문은 불교

된 드라마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합된 자료의 특성

에서는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상징하나 조선시대에는

상 드라마에서 보이는 부분만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한

억불정책으로 인해 종교적인 의미보다 장수, 건강, 명

계를 가지므로 동일한 원삼은 전체적인 형태와 문양의

예, 불사, 행운, 군자의 상징적인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

관찰이 용이한 동이의 원삼을 중심으로 하며, 이산에서

었다(정혜린, 2006). 길상어문에는 수자문(壽字紋)과

는 동일한 원삼을 제외한 나머지 원삼을 고찰하고자

복자문(福字紋)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수’와 ‘복’은

한다.

부귀와 장수를 누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
인 소망을 표현한 길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허정화,

1.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의 형태

1985).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의 형태는 크게 깃과 여밈, 소
매, 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깃은 깃머리 바깥쪽
이 모두 둥글게 굴려진 배자형 맞깃으로 전통원삼과

Ⅲ.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

같이 동정이 깃 안쪽에 덧대어진 형태이다. 깃머리 안
쪽은 왕과 나의 원삼<그림 5-8>은 곡선을 그리고 있어

드라마 왕과 나는 조선 제 9대 왕 성종(成宗)시대

전통원삼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이산과 동

를 배경으로 한 SBS 드라마로 환관(宦官)인 김처선의

이는 각이 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9-16>. 전통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며, 환관과 궁중여인들의 권력다

원삼은 동정의 너비가 깃과 비슷하며, 목 뒷부분이 가

툼으로 인해 희생되는 폐비윤씨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

장 넓고 앞쪽은 약간 좁아 위치에 따라 너비차이를 보

마이다(위키백과사전, 2011). 드라마에서 원삼은 8회,

이고 있는 반면 드라마에 나타난 동정은 원삼마다 약

23회, 24회, 48회, 52회에 등장하였다. 드라마 이산은

간의 차이를 보이나 모두 저고리의 동정보다 폭이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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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밈은 모두 합임이며, 왕과 나는 깃머리 쪽에 두

매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17-24>. 그

개의 매듭단추를 달아 양쪽 깃이 마주치게 하였고<그

러나 색동의 너비가 <그림 19>의 원삼을 제외하고 모

림 5-8>, 이산과 동이는 단추가 없어 대 위쪽까지 깃

두 전통원삼에 비해 넓으며, 전통 원삼의 소매는 진동

머리가 서로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트임과 연결되어

선 아래쪽이 둥근 형태인데 비해 드라마의 원삼은 모

깃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보이도록 하였다<그림 9-

두 직선의 형태로 소매가 큰 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어

16>. 전통원삼은 섶이 없어 여며지지 않아 단추를 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그림 24>.

용하여 여몄는데, 단추는 주로 은을 사용하였고 그 위

길의 형태 역시 앉아있거나 상반신 위주의 장면이

에 칠보로 꾸미기도 하였다(네이버지식사전, 2011).

많아 모든 원삼을 살펴 볼 수 없으나, 앞과 양 옆이 트

이를 통해 드라마의 원삼은 단추가 없거나 간소화됨을

인 세 폭의 길에 섶과 무가 없고<그림 26, 27>, 앞길이

알 수 있다.

뒷길에 비해 짧아 전통원삼과 비슷하다<그림 25, 28>.

소매는 이산의 경우 앉아있는 장면이 대부분이라

그러나 전통원삼은 밑단이 둥글고 옆선이 귀가 나온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왕과 나, 동이를 살펴보면

것이 반해 옆선과 밑단은 모두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

손을 덮는 대수에 소매 바깥쪽에 두 줄의 색동을 들이

다. 드라마에 나타나는 원삼의 깃과 여밈, 소매, 길의

고 한삼을 달았으며, 배래는 직선배래로 전통원삼의 소

형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드라마에 나타나는 원삼의 형태
사진자료

왕과
나
<그림 5> 공혜왕후 원삼,
8회 캡처

<그림 6> 숙의 윤씨
원삼, 23회 캡처

<그림 7> 숙의 엄씨
원삼, 23회 캡처

<그림 8> 숙용 정씨
원삼, 23회 캡처

<그림 9> 혜경궁 홍씨
원삼, 45회 캡처

<그림 10> 영조의 후궁
원삼, 45회 캡처

<그림 11> 영조의 후궁
원삼, 45회 캡처

<그림 12> 정순왕후
원삼, 72회 캡처

<그림 13> 희빈 장씨
원삼, 17회 캡처

<그림 14> 숙원 최씨
원삼, 38회 캡처

<그림 15> 숙의 최씨
원삼, 47회 캡처

<그림 16> 숙빈 최씨
원삼, 51회 캡처

깃
/

이산

여밈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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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나

소매

<그림 17> 인수대비
원삼, 23회 캡처

<그림 18> 숙의 윤씨
원삼, 23회 캡처

<그림 19> 숙의 엄씨
원삼, 23회 캡처

<그림 20> 숙용 정씨
원삼, 23회 캡처

<그림 21> 희빈 장씨
원삼, 17회 캡처

<그림 22> 숙원 최씨
원삼, 56회 캡처

<그림 23> 정순왕후
원삼, 56회 캡처

<그림 24> 숙빈 최씨
원삼, 51회 캡처

동이

왕과
나

길

<그림 25> 인수대비 원삼, 52회 캡처

<그림 26> 성종의 후궁 원삼, 48회 캡처

<그림 27> 희빈장씨 원삼, 17회 캡처

<그림 28> 숙빈 최씨 원삼, 51회 캡처

동이

2.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의 색

다르게 색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같은 색명을 가지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의 색은 캡처한 장면에서 색을

고 있다 하여도 색조(色調)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으

추출한 뒤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발표한 ‘한국 전

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원삼은 길의 색에 따

통 표준 색명 및 색상’에 근거하여 가장 유사한 색으로

라 원삼의 명칭을 정하였으며,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내

색명과 색 계열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길과 색동, 한삼

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드라마의 원삼은 신분과 관

의 색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원삼의 주조색인 길

계없이 색이 사용되었는데, 왕과 나의 숙의 엄씨의 원

의 색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원삼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삼과 동이의 숙빈 최씨의 원삼은 빈의 신분임에도 불

나타나고 있는데 왕과 나는 홍색, 자색, 적색, 명황(明

구하고 적색이 사용되었다. 숙용 정씨의 원삼은 황색계

黃)색이 나타났으며, 이산은 포도(葡萄)색, 자주색, 뇌

의 색인 명황색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청록색계의 연두

록(磊綠)색, 하엽(荷葉)색이, 동이는 청색, 선홍(鮮紅)

색과 유사한 색으로 황원삼이라 여기기에는 무리가 따

색, 남(藍)색, 적색이 나타났다. 이는 황색, 홍색, 자적

른다.

색, 연두색의 4색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원삼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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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의 색을 살펴보면 왕과 나는 송화(松花)색, 황

색, 적색, 감(柑)색, 청색이 나타났으며, 동이는 포도색,

3.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의 문양

적자색, 청색, 황색, 춘유록(春柳錄)색, 청록(靑綠)색,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의 문양은 크게 길, 색동과 한

송화색이 나타났다. 색동의 색 계열을 살펴보면 황색계

삼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길의 문양으로는 왕과

6색, 청록색계 5색, 자색계 3색, 적색계 2색으로 황색계

나는 봉문, 복자문, 화문과 길상어문의 혼합문을 사용

와 청록색계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는 길의 색으로

하였고 보가 달린 원삼에는 용문이 나타나고 있다<그

적색계와 자색계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통원삼

림 29-32>. 이산은 수복문과 용문을 사용하였으며<그

의 색동 배열 원칙을 반영하여 황색계와 청록색계의

림 33-36>, 동이는 보상화문과 용문, 봉문이 사용되었

배색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왕과 나의 배색

다<그림 37-40>. 문양은 색과 함께 착용자의 신분을

은 길과 두 번째 색동이 진한 색이면 첫 번째 색동은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으나 드라마의 원삼은 착용자의

연한 색을 사용하였고, 길과 두 번째 색동이 연한 색이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문양이 사용되었다. 원삼의 착용

면 첫 번째 색동은 진한 색을 사용하여 길과 색동을

자 신분을 살펴보면 왕과 나의 인수대비와 이산의 정

서로 분리하여 선명한 색감(色感)을 표현하였다. 동이

순왕후만이 대비의 신분을 가지며, 나머지 인물들은 세

의 배색은 길과 첫 번째 색동은 진한 색을 사용하였고,

자빈이나 빈궁들로 빈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색동은 연한 색을 사용하여 길부터 한삼의 색

보를 제외한 길의 문양은 비빈이 사용하였던 봉문이

까지 색의 농담이 밝아지면서 자연스러운 색감을 표현

적당하다. 그러나 드라마의 원삼에 사용된 문양을 살펴

하였다.

보면 전체 12개의 원삼 중 용문이 4개, 봉문이 3개, 화

한삼의 색은 모두 백색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삼이

문이 2개, 길상어문이 2개, 화문과 길상어문의 혼합문

원삼과 활옷 등 예복에서만 사용되는 특징이 있기 때

이 1개로 착용자의 신분보다 상위의 문양인 용문의 사

문에 색의 변화 없이 전통원삼의 한삼 색과 같은 색으

용이 비교적 많다<그림 34, 35, 36, 38>. 반대로 빈의

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드라마에 나타나는 원삼의

신분임에도 공주와 옹주의 원삼에서 사용하였던 화문

길과 색동, 한삼의 색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과 길상어문만을 사용하여 착용자의 신분에 비해 문양

<표 3> 드라마에 나타나는 원삼의 색
왕과 나

이산

동이

길


겉
감


홍색

색 송화색

자색

적색

명황색

송화색

황색

적색

적색

청색

송화색

동

감색
한

포도색

자주색

뇌록색

하엽색

-

-

-

-

백색

백색

백색

선홍색

남색

적색

포도색

포도색

적자색

청색

황색

-

삼

청색

-

백색

-

-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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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유록색 청록색 송화색

백색

백색

백색

<표 4> 드라마에 나타나는 원삼의 문양
사진자료

왕과
나
<그림 29> 인수대비
원삼, 23회 캡처

<그림 30> 숙의 윤씨
원삼, 24회 캡처

<그림 31> 숙의 엄씨
원삼, 24회 캡처

<그림 32> 숙용 정씨
원삼, 23회 캡처

<그림 33> 혜경궁 홍씨
원삼, 72회 캡처

<그림 34> 영조의 후궁
원삼, 45회 캡처

<그림 35> 영조의 후궁
원삼, 45회 캡처

<그림 36> 정순왕후
원삼, 72회 캡처

<그림 37> 희빈 장씨
원삼, 17회 캡처

<그림 38> 숙원 최씨
원삼, 38회 캡처

<그림 39> 숙의 최씨
원삼, 47회 캡처

<그림 40> 숙빈 최씨
원삼, 51회 캡처

<그림 41> 인수대비
원삼, 23회 캡처

<그림 42> 숙의 윤씨
원삼, 24회 캡처

<그림 43> 숙의 엄씨
원삼, 23회 캡처

<그림 44> 숙용 정씨
원삼, 24회 캡처

<그림 45> 희빈 장씨
원삼, 17회 캡처

<그림 46> 숙원 최씨
원삼, 38회 캡처

<그림 47> 정순왕후
원삼, 56회 캡처

<그림 48> 숙빈 최씨
원삼, 51회 캡처

길


겉

이산

감


동이

왕
과나
색동
/

한삼

동이

의 격차가 나타나기도 하였다<그림 31, 32, 33, 37,

으며, 화문과 길상어문은 길 전체에 일정한 간격을 두

39>. 문양이 표현된 위치는 용문과 봉문은 양어깨와 소

고 어긋하게 나타났다. 색동과 한삼의 문양을 살펴보면

매 윗부분, 배래부분의정해진 위치에 조밀하게 나타났

왕과 나는 모란문과 복자문을 사용하였으며, 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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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표 5> 전통 원삼과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의 비교

깃/
여밈

전통 원삼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

▪ 둥근 대금형 깃에 안쪽으로 깃과 비슷한 너비
의 동정을 덧댐
▪ 마주보고 있는 합임이고, 깃머리 아래쪽에 단추

▪ 대금형 깃에 안쪽으로 깃보다 좁은 동정을
덧댐
▪ 여밈은 모두 합임이나 드라마에 따라 단추가

를닮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됨

▪ 대수이며, 손목 쪽에 좁은 두 줄의 색동을 들이

형태

소매

길

길

고 소매 바깥쪽으로 한삼을 들임
▪ 배래는 직선배래이나 진동선 아래쪽은 곡선이
나타남

이고 소매 바깥쪽으로 한삼을 들임
▪ 배래는 직선배래이고 진동선 아래쪽이 직선
으로 전체적인 소매의 형태가 사각형으로 표
현됨

▪ 길이가 길며, 전단후장형을 띠고 있음

▪ 길이가 길며, 부분적으로 전단후장형을 확인

▪ 앞과 양 옆이 트여 있어 세 폭의 길로 구분됨
▪ 밑단과 옆선의 형태가 직선인 것과 곡선인 것
두 가지로 나타남

할 수 있음
▪ 앞과 양 옆이 트여 있어 세 폭의 길로 구분됨
▪ 밑단과 옆선이 모두 직선으로 나타남

▪ 신분에 따라 황, 홍, 자적, 초록의 네 가지 색으
로 구성 됨
▪ 안감과 안단은 겉감의 색과 삼원색(황, 홍, 청)
의 구성을 맞춤

색

문양

▪ 대수이며, 손목 쪽에 넓은 두 줄의 색동을 들

▪ 전통 원삼에 비해 다양한 색이 나타나며, 같
은 색에서도 색조를 달리하여 표현함
▪ 안감과 안단의 색을 확인 할 수 없음

색동

▪ 길의 색에 맞추어 삼원색으로 구성되었으며, 오
방색의 상생원리에 따라 배열됨

▪ 길의 색과 한삼의 색을 구분하는 배색을 사용
하거나 길의 색부터 한삼의 색까지 점진적으
로 밝아지는 배색을 사용함

한삼

▪ 백색으로 나타남

▪ 백색으로 나타남

길

▪ 신분에 따라 용문, 봉문, 화문, 길상어문으로 구
분되며, 보와 흉배의 문양에도 제약이 따름

▪ 착용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용문과 봉문이 비
교적 많이 나타남

색동/
한삼

▪ 모란과 보상화의 혼합문이 나타나거나 길상어
문이 나타남

▪ 모란과 보상화의 혼합문, 길상어문이 나타나
거나 원형의 보상화문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
며 표현됨

Ⅳ. 결론

모란문, 보상화문, 모란과 보상화의 혼합문을 사용하여
길의 문양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비해 화문과 길상
어문에 한정된 문양으로 나타났다. 길의 문양과 색동,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공중파에서 방영된 TV사극

한삼에 나타난 문양의 관계를 살펴보면 길의 문양으로

드라마 중 조선시대 왕실을 배경으로 한 영상물을 분

봉문이 사용된 원삼은 색동과 한삼 전체에 화문이 나

석대상으로 하였으며, 60회 이상으로 구성된 3편의 드

타났으며<그림 41, 42, 46, 48>, 길에 화문이나 길상어

라마를 선정하고 드라마에 나타나는 원삼을 형태, 색,

문이 사용된 원삼은 색동과 한삼에도 같은 문양이 간

문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헌과 유물을 통해 고찰

격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그림 43, 44, 47>. 드라마

한 전통 원삼과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의 고증 정도와

에 나타나는 원삼의 길과 색동, 한삼의 문양을 정리하

변화양상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 <표 4>와 같으며, 전통 원삼과 드라마에 나타난 원

첫째,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의 형태는 전통 원삼의

삼을 형태, 색, 문양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표 5>와

형태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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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통 원삼이 형태와 드라마에

대한제국 이후 자주성의 표현으로 황후만이 입을 수

나타난 원삼의 형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통 깃의 형

있었으므로,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인 조선 중․후기에

태는 대금형 맞깃에 깃 안쪽으로 동정을 덧대었으나

는 맞지 않는 색이기 때문에 황색을 제외한 다양한 색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은 동정의 너비가 현저히 좁고,

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통 원삼의 색동

이로 인해 목선이 드러나는 차이가 있다. 여밈은 전통

은 종교적 의미를 반영하여 길과 색동사이에 삼원색의

원삼과 같이 모두 합임이나 단추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규칙을 지키며 상생의 방향으로 배색을 하였으나, 드라

으로 구분되며, 단추가 있는 것은 길의 색과 같은 매듭

마에 나타난 원삼의 색동은 배색의 미적 특성을 고려

단추를 달았다. 이는 전통 원삼에서 칠보단추나 은단추

하여 한삼과 길 사이를 분리하는 배색과 길에서 한삼

로 여밈으로써 뿐만 아니라 장식성을 강조한 것에 비

으로 점차 색이 밝아지는 농담법을 이용한 배색을 하

해,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은 단추의 기능적인 면만을

였다. 한삼의 색은 모두 백색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백

강조한 것으로 장식성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색 한삼이 여성의 예복에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한삼의

소매는 모두 손을 덮는 대수에 손목 쪽에 두 줄의 색

색은 변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동을 들이고 소매바깥쪽으로 한삼을 달았다. 소매배래

셋째,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의 문양은 전통 원삼의

는 모두 직선배래이나 전통 원삼은 진동선 아래쪽을

문양을 그대로 차용하였으나, 착용자의 신분에 합당하

곡선으로 표현한데 반해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은 직선

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조선시대의 각 문양에는 상징하

화하여 소매의 형태를 사각형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전

는 바가 달라 용문은 왕실에서도 품계이상의 위치에

통 복식에서 나타나는 곡선미를 배제하고 선을 간소화

있는 특정 신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

한 결과로 사료된다. 길은 전통 원삼에서는 길의 옆선

다. 그러나 드라마에 나타나는 원삼의 문양을 살펴보면

과 밑단이 완만한 곡선으로 표현되었으나, 드라마에 나

원삼을 착용하는 등장인물 16명 중 10명이 빈의 신분

타난 원삼은 밑단과 옆선의 귀가 사라지고 직선으로

임에도 불구하고 용문이 사용되고 있어서 신분에 관계

표현되었다. 이러한 선의 변화는 전통 원삼 또한 조선

없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봉문은 왕비와 빈의

시대 후기로 갈수록 밑단과 옆선의 선이 직선으로 변

원삼에 사용되는 문양이므로 드라마에서 보이는 원삼

하므로 잘못된 고증이라 할 수는 없으나 소매배래와

의 문양으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반대로 공주

마찬가지로 곡선미를 배제하고 선을 간소화 한 결과로

와 옹주의 원삼에 사용되었던 화문과 길상어문의 사용

사료된다. 따라서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의 형태는 전통

이 빈의 원삼에 많이 사용되어 이 또한 착용자의 신분

원삼의 형태를 바탕으로 한 고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과 문양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드라마 의상의 디자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인적 요소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색동과 한삼의

둘째,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의 색은 전통 원삼에 비

경우 모란문과 보상화문을 포함한 화문의 사용이 두드

해 다양하고 화려해졌다.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엄격

러지며, 일부 길에 길상어문이 나타난 원삼의 경우 색

하여 신분을 상징하는 복색 사용에도 제약이 따랐다.

동과 한삼에서도 길상어문이 나타났다. 문양은 금박과

전통 원삼은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겉감의 색을 달리

보의 자수를 통해 나타나는데 금박된 문양은 전통 원

하였고, 겉감의 색이 곧 원삼의 명칭이 되었다. 따라서

삼의 문양의 모양과 크기, 구성을 그대로 모티브화 하

황, 홍, 자적, 초록의 네 가지 색이 제한적으로 나타났

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 원삼은 보와 흉배가 모

다. 그러나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은 전통 원삼에서 볼

두 존재하나 드라마에 나타나는 원삼은 보와 흉배의

수 없는 다양한 색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착용자의 신

사용이 한정되어 있어 문양의 분석이 어려웠다. 그러나

분에 관계없이 색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황원삼의

사용된 보의 경우 착용자의 신분이 대비이므로 이를

등장은 찾아볼 수 없고, 황색 계열인 명황색이 나타나

감안하여 용문양의 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 있으나 이는 황원삼 보다는 녹원삼에 가까운 것으

드라마에 나타난 원삼과 전통 원삼을 비교하였을 때

로 여겨진다. 황원삼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황색은

형태는 고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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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미가 간소화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색과 문양은

안인희(2003), 조선후기 춘향전과 영화 춘향전의 복식

전통 원삼과 달리 다양하고 화려해 지는 경향을 보였

과 화장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

다. 이는 형태는 복식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되므로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우나 색과 문양은

원혜은(2004), 사극 드라마 의상제작에 관한 연구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한복문화학회 학술대회.

드라마 의상 디자이너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이금희, 이혜란(2010), TV 사극 <이산>의 현대적 감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각의 의상디자인 개발 : 주요 여자 등장인물들
의 의상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8(1), 44.
이금희, 이혜란(2009), TV 사극 <이산>의 현대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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