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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Chinyoung(親迎) is one of the detailed procedures of a wedding ceremony, of which the bride-
groom visits the bride’s home to receive and bring her to his home. And, Procession Illustration
(班次圖) is a type of drawing that shows how people of various social classes are arranged in 
their predetermined positions in a royal ceremony. Thus, ‘Chinyoung Procession Illustration(親迎
班次圖)’ refers to the drawing of the march in the course of Joseon’s royal wedding ceremony, in 
which the bridegroom receives and brings the bride to his home. This paper aims to reconstruct 
the Chinyoung Procession Illustration for a princess as an image, which has never been done. 
There are no drawings or pictures of the princesses’ Chinyoung Procession, but only written 
records. Thus, we completed the Procession Illustration by dressing the participants in accordance 
with their social classes and arranging them in the march. The arrangements were based on his-
torical records of social classes, positions, number, and costumes. As for the princesses’ weddings 
in the late Joseon period, a total of 18 wedding records remain. We selected Princess Bok-On’s
(福溫公主: 1818~1832) wedding as the subject of reconstruction as it had the greatest number of 
participants. In addition, due to the great number of participants, this study limits its focus to 
the female participants, with the male participants to be examined in future research.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Princess Bok-On’s Chinyoung Procession was 184, 
including the bride and bridegroom, and the number of female participants was 26 in total, in-
cluding the princess and women placed around her. The women participants wore Rip(笠), 
Neoul(羅兀), Jeonmo(氈帽), Garima(加里磨), Noeui(露衣), Hwaleui(豁衣), Dangeui(唐衣), Jeogori(赤
古里), Chima(赤亇), Malgun(袜裙), Daedae(大帶), Onhye(溫鞋), Dokhye(秃鞋).

Key words: Chinyoung(친영), princess(공주), Procession Illustration(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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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왕조는 유교이념에 입각한 사회로 혼례의식

또한 고대사회부터 유지되어 온 처가혼(妻家婚)의

관행을 고쳐 유교식 혼례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친영례의 시행이었다. 친영례는 신랑

이 친히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아 본가(本

家)로 돌아오는 의식이다. 유교식 친영례로 사회 풍

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왕실이 모범을 보여야 했고,

이에 따라 태종때 왕세자 친영이 거행되기 시작하여

조선후기에는 왕실에서 친영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

었다.

조선후기 왕실의 친영은 의궤나 등록 등에 기록되

어 있다. 이 중 의궤에는 왕이나 왕세자의 친영반차

도가 있어 행렬의 규모와 참여자의 복식 등에 대한

시각적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주로 등록에 기

록된 왕녀의 혼례는 반차도가 없이 문자로만 참여자

들의 위치, 인원, 복식 등이 간략히 명시된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왕녀 혼례의 친영반차 규모나 복식에

대한 시각적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복식학계에

서 의궤를 활용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등록을 활용한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1) 이에 왕녀의

가례등록(嘉禮謄錄)을 자료로 반차 참여자들의 복

식을 고증하고 도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 첫 번째 연구로, 여자참여자로 한정하여 고찰한다.

공주, 옹주, 군주, 현주를 포괄하는 왕녀의 가례등
록은 숙안공주(1650년)부터 영혜옹주(1872년)까지

총16건이 남아있고, 그 안에 총18인의 혼례가 기록되

어 있다. 이 중 본고는 복온공주(福溫公主: 1818~

1832년)를 사례로 선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선정기

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범위를 왕실 혼례가

좀 더 규범화되는 국혼정례(國婚定例)와 상방정
례(尙方定例) 편찬 이후로 한다. 둘째, 왕녀 중 최

고 신분인 공주의 혼례로 신분 범위를 설정한다. 셋

째, 반차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사례를 선정한다. 넷

째, 당사자의 유물 및 참조할 유물이 다수 남아있는

경우로 선정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온공주
가례등록을 통해 반차의 여자참여자 신분과 인원을

정리한다. 이어 주인공인 복온공주가 반차에 착용한

예복 일습을 확정하고 각 품목별로 복식을 고증하여

일러스트로 구현한다. 또 공주 이외의 참여자들은 겉

에 입은 옷을 기준으로 활의 착용신분과 저고리[당

의] 착용신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복식 일습을 확정

하고, 이 역시 품목별로 고증 및 일러스트로 구현한

다. 마지막으로, 기록에 근거해 각 신분을 행렬에 앉

혀 반차도를 완성한다. 복식과 반차도의 일러스트는

그래픽 작업이 용이하고 형태변화를 주어도 이미지

의 손상이 전혀 없는 Adobe Illustrator CS4를 사용

한다.

한편 복온공주가례등록에는 일부 반차참여자의

복식 및 인원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해

결할 참고자료가 필요하다. 다행히 장서각에 복온공

주 혼례시의 반차참여자와 같은 신분이 등장하는 
경빈가례등록(慶嬪嘉禮謄錄)(K2-2615)의 <예별궁반

차(詣別宮班次)>와 <예궐반차(詣闕班次)>(이하 두

반차도를 합쳐 ‘경빈 반차도’라 함)가 있어 이를 참

고할 수 있다. 또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삼간택

후예별궁반차도(三揀擇後詣別宮班次圖)>(유물

No.1573)와 <예궐반차도(詣闕班次圖)>(유물No.1574)

(이하 ‘고려대학교 반차도’라 함)는 주인공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빈 반차도와 참여인물 및 인원

이 비슷하여 후궁(後宮)의 혼례 반차도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또 복온공주가례등록에는 복식의 색과 재료가

상세히 기록되지 않는데, 국혼정례(1749년)와 상
방정례(1750~1751년)2)에는 왕녀의 혼례복에 관한

좀 더 상세한 규정이 담겨있다. 따라서 등록과 정례

를 비교하여 각 복식의 형태를 고증한다.

Ⅱ. 친영반차 여자참여자의
신분 및 인원

복온공주는 순조의 제2녀로, 순조30년(1830) 4월

24일 창녕위(昌寧尉) 김병주(金炳疇: ?~1853년)와

혼례를 올렸다. 복온공주가례등록에는 공주궁에서

친영례를 마친 의빈(儀賓)이 공주를 인도해 자신의

집으로 가는 반차가 <그림 1>3)과 같이 문자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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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물 목 분 류 물 목

예복
노의 大紅廣的單露衣 1

수식

면사 織金藍紗前面紗 1

장삼 大紅廣的裌長衫 1
마리삭

紫羅首紗只 1

상의

활삼아 白綃濶衫兒 2 大紅羅首紗只 1

저고리
草綠紬襦赤古里 2

대요
紫羅帶腰 1

大紅羅帶腰 1藍紬裌赤古里 1

삼아 白鼎紬衫兒 2 볼끼 紫的廣的甫乙裏 1

개오 白鼎紬襦盖襖 2 립 靑綃笠 1部【除真珠】

호수 草綠紬襦胡袖 2 너울 皂羅裌羅兀 1次【紅絲每緝具】

속옷 속곳
白鼎紬裌裏衣 1

허리띠 대

紅羅金都多益帶 1

白鼎紬單裏衣 1
藍羅帶 1

하의

말군 白綾單袜裙 1

치마
藍紬襦赤亇 2

신 온혜 黑熊皮溫鞋 1部
藍紬裌赤亇 2

<표 1> 복온공주의 혼례복 물목

되어 있고, 의빈이 주인공인 ‘부마친영회환반차(駙馬

親迎回還班次)’와 공주가 주인공인 ‘공주예부마가반

차(公主詣駙馬家班次)’로 구성된다. 두 반차는 명칭

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사실 의빈이 앞에서 인도하여

가고 공주가 뒤에서 따르는 하나의 행렬이다.

<그림 1> 문장으로

서술된 반차행렬

- 福溫公主嘉禮謄錄

조선후기 왕녀 친영반차에는 다양한 신분이 참여

하고, 규모에 있어서는 의빈보다 공주의 행렬이 더

성대하다. 복온공주 혼례의 친영반차 참여인원은 주

인공인 공주와 의빈을 포함해 총184명이다. 이 중 여

자참여자는 공주 주위에 배치된다. 신분과 인원은 다

음과 같다. 궁녀들의 하녀로 각종 잡역을 맡은 본궁

비자4, 함을 받들고 걸어가는 봉함보비4, 보비(步

婢)2, 기비(騎婢)4, 향을 들고 걸어가는 집향보비2,

향로를 받들고 걸어가는 봉로보비1, 유모1, 보모1, 시

중을 드는 시녀2, 간단한 의술을 익혀 내의원과 혜민

서에서 심부름하던 집사의녀4 등이다. 따라서 복온공

주를 포함한 여자참여자는 총26명이다.

Ⅲ. 복온공주의 친영반차 복식
복온공주가례등록 ‘공주의복(公主衣服)’에는 혼

례에 사용된 공주의 복식물목이 있는데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예복으로 쓴 노의와 장삼을 비롯하여

활삼아, 저고리, 삼아, 개오, 호수, 속곳, 말군, 치마,

면사, 마리삭, 대요, 볼끼, 립과 너울, 대 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물목은 있으나 이들 복식을 혼례의

여러 절차 중 언제 입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왕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헌종의 간택후궁 경빈김씨의 혼례기록인 정미
가례시일기에서 세부 절차에 따른 예복이 확인된다.
경빈은 가례일에 입궐할 때 즉 길에서의 행렬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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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머리에 노의를 입고, 봉대(鳳帶)를 둘렀다.4) 따라

서 복온공주도 혼례 절차 중 길에서 행해지는 친영

반차에 가래머리를 하고 노의를 입고 대(帶)를 둘렀

을 것이다. 또 물목에 립과 너울이 보이는데 이 역시

길을 갈 때 착용하는 것이므로 노의와 함께 착용했

을 가능성이 크고, 상방정례에도 숙의 간택 후 별

궁으로 갈 때 즉 길을 갈 때 원삼과 함께 너울을 쓴

것이 나타난다.5) 따라서 공주는 가래머리 위에 립과

너울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 또 조선후기 왕실 여성

의 예복 착용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받침옷으로 상

의는 당의와 저고리, 하의는 홍색과 남색 치마를 입

었을 것이고, 신은 물목에 온혜만 보이므로 이를 신

었을 것이다.

1. 립(笠)과 너울[羅兀]
립은 너울의 받침모이다. 복온공주가례등록의

‘공주의복’ 물목에 청초립 1개가 있는데 ‘진주를 장식

하지 않는다’고만 했을 뿐 다른 형태에 관해서는 언

급이 없다. 한편 상방정례에서는 공주의 립은 너울
과 함께 빈궁(세자빈, 세손빈)의 경우를 참조하라

고6) 되어 있다. 빈궁의 립은 공주와 같이 청초립인

데, 청색 초(綃)로 겉을 하고 남색 주(紬)로 안을 한

다. 매듭은 대홍색 진사(眞絲)로 한다. 달마기[月亇

只]는 자적색 라로 하는데7), 이는 립 위에 씌우는

너울과 동일한 색과 재료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현재 립 유물 8개가 전해지는

데, 청색 사(紗)나 초(綃)로 씌워져 있다.8) 이 중 한

점은 <그림 2>9)와 같이 안쪽에 머리에 얹을 때 사용

한 것으로 보이는 사각의 나무틀이 있고, 여기에 자

적색 끈과 황색 드림[垂音]이 달려있다. 자적색 끈 2

가닥은 립을 쓴 후 턱 밑에서 묶는 용도로 보이고,

드림 2가닥은 <그림 21>10) 상궁 차림의 표현처럼 뒤

쪽으로 드리우는 용도였을 것이다.

상방정례에서 립의 부속으로 나타나는 ‘달마기’

는 ‘단추’의 고어(古語)이고, 단추는 무언가를 묶어주

는 역할을 하는 물건이므로 ‘달마기’는 턱밑에서 묶

어 립을 고정하는 끈 2가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복온공주의 립은 진주장식이 없

는 청초립인데 겉은 청색 초, 안은 남색 주, 매듭은

대홍색 진사, 달마기는 너울과 같은 검은색으로 볼

수 있다.

너울은 조선시대 상류층 여인의 폐면용 쓰개 중

하나이다. 립 위에 얹어 어깨를 가릴 정도의 길이까

지 내려오며, 착용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복온공

주의 너울은 검은색 라(羅)를 써서 겹으로 하고, 홍

색실로 된 매듭을 갖춘다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상세한 구성은 상방정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립과
마찬가지로 세부 재료는 빈궁의 물목을 보라고 되어

있다.11) 빈궁의 너울은 자적색인데, 겉은 라이고 안

은 초(綃)이다. 끈[纓子]은 자적색 라로 하고, 매듭

은 대홍색 진사로 한다.12) 따라서 공주의 너울은 빈

궁과 색만 다를 뿐 구성과 재료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너울은 현재 출토유물 4점13)과 전세유물 1점14)

총5점이 있어, 세부형태와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출토된 너울들은 <그림 4>15)의 순흥안씨 유물을 제

외하고는 아직도 검은색이 남아 있어 사용시 검은색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재는 모두 라(羅)이다. <그

림 3>16)의 파평윤씨 너울에는 실로 짠 끈목을 엮어

만든 매듭이 1개 부속되어 있는데, 이는 기록상의

‘매듭[每緝]’으로 볼 수 있다. 또 파평윤씨와 순흥안

씨 너울에는 2가닥의 끈이 부속되어 있는데 이는 드

림으로 보인다. 상방정례에 ‘영자(纓子)’로 기록된

부속은 상궁의 너울에서 후술하겠지만 이 ‘드림’을

말한다.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복온공주의 너울은 출토유

물과 색, 재료가 일치하므로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은 겹인데 겉은 검은색 라, 안은 검은색

초이다. 검은색 라로 만든 드림 2가닥이 있으며, 홍

색 매듭을 갖춘다.

고찰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점은 기록에서 립과

너울에 각각 매듭이 1개씩 부속되는데, 전세유물에는

매듭이 없고 파평윤씨 너울에서는 1개만 확인된다는

점이다. 립과 너울에 각각 1개씩 부속되어 립 위에

너울을 씌우면 매듭 2개가 장식으로 달리는 구조였

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물에서 최대 1개만 확인되므

로 <그림 20>의 립과 너울 일러스트에서도 1개의 매

듭을 드림 위에 드리운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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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립(笠)

- 우리나라 여성의 머리양식사,

p. 150

<그림 3> 파평윤씨( ? ~1566) 너울

- 坡平尹氏 母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2, p. 281, p. 283

<그림 4> 순흥안씨(1551~1609) 너울

- 해남윤씨 귤정공파 광주출토 유물,

p. 119

2. 가래머리[ 마리; 가 머리]
공주가 노의를 입을 때의 머리모양은 경빈과 같이

관례 전 처녀의 성장(盛裝) 머리모양인 가래머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래’는 ‘갈래’17)의 옛말로 가래머리는 머리카락을

좌우 두갈래로 나누어 땋아 각각 둥글게 만들어 붙

인 후 칠보로 장식한 머리 형태로 추측한다.18) 정미
가례시일기의 사양 칠보 물목에 따르면 가래머리에

는 첩지가 부속된다. 벌여놓은 두 가닥 머리를 풍성

하게 하기 위하여 가래머리에 가체를 더했으며 댕기

를 드리웠다.19)

또한 규합총서(閨閤叢書)(1809년. 순조9)에는
가래머리의 형태와 용도에 대해 아래의 내용이 있다.

“녜 경운이란 미인이 머리털이 기러 탑우 셔셔
소쟝 오히려  치고로 쳐적영고

남은 두발을 좌우로 결속야 동심 드라 두
엇게예 드리오고 쥬를 자 뉴소쟝이라 니 그
 부가녀가 만히 효빈야 프른 실노 그 졔도

를 드다 니 금속 신부 소위 가머리가 필연
그 모양을 임내 낸 거시니라.”20)

위의 내용으로 보면 가래머리는 머리카락을 좌우로

묶어 매듭모양의 머리를 만들어 두 어깨에 드리우고

주취를 꽂아 장식한 형태이고, 신부의 머리모양이다.

따라서 가래머리는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나누어

묶은 후 각각 낭자머리와 같이 둥글게 만들어 좌우

두 어깨에 걸친 형태로 보고, <그림 5>21)의 재현한

가래머리 형태를 참고하여 땋아 얹은 윗부분을 제외

하고 아래부분으로 벌여놓은 두 가닥 머리를 <그림

20>과 같이 일러스트로 구현하였다. 가래머리에는 첩

지가 부속되므로 이를 표현했고, 칠보장식과 댕기를

드리우는 모양은 알 수 없어 표현하지 않았다.

3. 노의(露衣)
노의는 조선초기에 왕비 및 정4품 이상의 정처가

입던 예복이다.22) 왕실에서는 말기에 이르기까지 왕

비, 세자빈, 숙의, 왕녀가 혼례에 착용하였다. 역대

혼례 관련 의궤에는 노의의 용례에 대한 아무런 언

급이 없고, 유일하게 정미가례시일기에 경빈김씨가
별궁을 나와 입궐할 때의 복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별궁을 나와 입궐할 때라면 가례의 여러 절차 중 집

밖 즉 외출복의 용도로 착용한 것이어서, 조선 초기

실록에 나타난 부인이 길을 갈 때 입는 옷23)의 용례

와 같음을 알 수 있다.24)

복온공주가례등록에 기록된 공주의 노의는 대홍
색 광적 단노의(單露衣)인데25),상세한 의차(衣次)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방정례 ‘공주가례의
복’을 참고로 보면 공주의 노의는 겉감으로 대홍색

광적 1필, 안감으로 자적색 토주 35척, 태수로 남색

광적 4척을 쓰며26), 노의대에 관한 기록은 없다.

노의 유물은 현재 <그림 6>27)의 청연군주 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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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1점이 유일하다. 이 유물은 겉감과 내선은 공단

으로 되어 있고 기록에 보이는 안감[內拱]은 없는데,

학계에서는 본래 안감이 있었으나 장례 과정 혹은

유물 수습 과정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 유물에는 상방정례의 의차에 없는 색동
이 두 줄 들어가 있는데, 출토유물이므로 변색되어

색은 알 수 없다. 한편 왕녀 노의 기록에는 색동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여흥부대부인의 습(襲)에 사용

된 노의에는 남색과 황색의 색동을 대고 흰색 태수

에 부금으로 장식한 내용이 확인된다.28)

노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늬라 할 수 있는데, 청연

군주 노의 유물에는 둥근 원 안에 원앙 한 쌍이 들

어있는 무늬가 부금되어 있다. 왕비, 세자빈의 혼례

의궤에는 ‘금원문 노의’라 하여 노의에 금으로 원무

늬를 표현한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왕녀의 가례등
록에서 영조29년(1753) 화유옹주의 혼례 이전에는

모두 황사원문대홍필단단노의(黃紗[絲]圓文大紅匹段

單露衣)라 하여 황색 실로 둥근무늬를 직조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 화유옹주부터는 모두 복온공주와

같은 ‘대홍광적단노의’로만 기록되어 무늬에 관한 언

급이 사라진다. 그런데 영조41년(1765) 혼례를 치룬

청연군주의 노의에는 금원문이 부금되어 있다. 따라

서 왕녀 노의의 무늬는 황색실로 원문을 직조하다가

왕비, 세자빈과 같이 금원문의 부금으로 바뀌었는데,

다만 후술할 치마와 같이 기록에 부금에 관한 언급

만 빠져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의 유물은 아니지만 청연군주 노의와 같은

원앙문이 부금되어 있는 복온공주의 활옷이 있다. 이

유물은 무늬 때문에 활옷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29), 김유경의 글을 통해 복온공주 활

옷이 닳아서 제 감과 비슷한 다홍비단에 둥근 부금

무늬를 찍어 붙여 옷이 변형되었음이 확인된다.30) 이

는 50여년 전 활옷 수선 당시 원앙문 부금판이 있어

새로 무늬를 찍어서 붙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

앙문이 부금되어 있던 노의 일부를 잘라 붙였을 수

도 있다.31)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국외 유물

중 부르클린박물관 소장 활옷32)과 시카고필드박물관

소장 활옷33)은 복온공주 활옷과 반대로 원앙문이 부

금되어 있는 몸판에 수를 놓은 옷감 일부가 붙여진

형태로 남아 있어, 노의와 활옷의 일부를 합쳐 하나

의 옷으로 완성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부금의 무늬를 살펴보면 <그림 8>34)의 청연군주

노의 원앙문은 <그림 9>35)의 복온공주 활옷의 원앙

문보다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복온공주 활옷의 무

늬는 <그림 10>36)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원앙문 부

금판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어, 복온공주 활옷의

원앙문이 왕실에서 부금하여 만든 노의의 일부로 보

는 근거가 된다.

노의에 찍는 금원문의 갯수에 대한 기록은 (인조
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 봉황문 형태의 금원문을

315개 부금37)하는 내용이 전부이다. 청연군주의 노의

에는 원앙문 형태의 금원문 216개가 옷 전체에 어긋

나게 일정한 간격으로 부금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복온공주의 노의는 <그림 20>에

서 상방정례를 근거로 겉은 대홍색, 안은 자적색으
로 하고, 안감의 직령 깃과 동정을 표현하였다. 형태

는 청연군주 노의와 <그림 11>38)의 덕온공주 원삼이

비슷하여 왕녀의 예복이 종류별로 색이나 직물은 달

랐지만 모양은 유사했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

반까지 그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도 확인된

다. 따라서 복온공주의 노의도 원삼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동생인 덕온공주 원삼과

같게 하였다. 여밈 방법은 청연군주 노의나 복온공주

활옷에 고름이나 단추가 남아 있지 않아 덕온공주

원삼 유물을 근거로 칠보단추로 표현하였다.

색동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청연군주 노의와

덕온공주 원삼을 근거로 소매에 달렸을 것으로 보았

고, 색은 여흥부대부인의 노의 기록을 근거로 남색과

황색으로 하였다. 태수는 상방정례에 왕녀가 남색

을 쓰는 것으로 나오지만, 여흥부대부인의 기록 및

덕온공주 원삼 유물을 근거로 흰색으로 하였다.

바탕 직물의 무늬는 복온공주 활옷에서 부금무늬

가 있는 부분이 도류불수문이므로 이를 적용해 겉감

과 안감에 넣었다. 색동과 태수는 청연군주의 태수에

있는 연화당초문을 넣고, 색동은 직금으로 표현하였

다. 길과 소매의 원앙문 부금은 복온공주 활옷의 원

앙문과 무늬의 모양과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배열은

청연군주 노의와 같은 형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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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래머리

- 思悼世子와 惠慶宮 洪氏의 嘉禮服飾,

p. 60

<그림 6> 청연군주 노의

- 士農工商의 나라 조선,

p. 121

<그림 7> 복온공주 활옷

- 조선여인의 美,

p. 30

<그림 8> 청연군주

노의 부금

- 淸衍郡主 出土服飾 중

織金, 附金衣의 보존처리,

p. 75

<그림 9> 복온공주

활옷 부금

- 복온공주 활옷의 자수

문양과 침법에 관한 연구,

p. 22

<그림 10>

원앙문 부금판

- 활옷의 역사와

조형성 연구,

p. 69

<그림 11>

덕온공주 원삼

- 名選 下,

p. 100

4. 저고리[赤古里]와 당의(唐衣)
복온공주가례등록에 기록된 공주의 저고리는 초

록색 주로 만든 솜저고리 2점과 남색 주로 만든 겹

저고리 1점이다. 안감이나 소요량 등이 기록되어 있

지 않아 상방정례 ‘공주가례의복’을 참고해 보면

솜저고리의 겉감은 초록색 주, 안감은 번홍색 정주,

깃은 자적색 토주, 동정은 흰색 숙초이다. 겹저고리

는 겉감은 남색 주, 안감은 흰색 정주, 깃은 자적색

토주, 동정은 흰색 숙초이다.39)

복온공주의 저고리 유물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동생인 덕온공주의 유물이 있어 이를 통해

왕녀의 저고리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2>40)

의 덕온공주 저고리는 겉을 초록색으로 하고 안을

흰색으로 했으며, 깃은 자적색으로 하고, 몸판 전체

에 수복(壽福)자 무늬를 부금하였다. 겉감과 깃의 색

이 상방정례의 솜저고리 기록과 일치한다.
따라서 복온공주는 덕온공주 저고리 유물과 상방

정례의 기록을 근거로 초록색 솜저고리를 겉에 입

었을 것으로 보고 <그림 20>과 같이 저고리를 일러

스트로 구현하였다. 안감은 상방정례의 기록을 근

거로 번홍색으로 표현하였으며, 상방정례뿐 아니라
<표 2>의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의 저고리 기록에

도 다른 옷들과는 다르게 부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부금은 표현하지 않았다.

한편 여흥부대부인의 노의 일습에는 물목 순서에

서 노의 다음에 흉배를 부착한 당의가 나오고41), 명
온공주방상장례등록의 원삼 일습에도 당의를 갖추

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청연군주의 출토유물이나

덕온공주의 전세유물에도 여러 점의 당의가 있다. 이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왕녀는 예복을 갖출 때 당의

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복온공주도 혼례 때 노의

안에 당의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왕녀들의

혼례 등록과 상방정례에는 당의에 관한 언급이 없

고, 대신 ‘저고리’만 나타난다. 따라서 기록상의 ‘저고

리’는 일반 저고리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당의일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주의 복식은 아니지만 후

술할 궁녀들의 복식에서 가례도감의궤의 궁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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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덕온공주

부금곁마기

- 名選 下,

p. 145

<그림 13> 덕온공주 당의

- 名選 下,

p. 132

<그림 14>

청연군주대란단

- 淸衍郡主 出土服飾

중 織金, 附金衣의

보존처리, p. 68

<그림 15> 복온공주 치마

- 朝鮮王朝服飾史論,

p. 192

<그림 16> 영친왕비

대란치마

- 영친왕 일가 복식,

p. 80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예복
草綠織錦緞圓衫

眞紅雲紋大緞內的

당의 草綠緞金壽福字唐衣服【眞紅大貢緞內拱】

웃치마 藍桃榴緞上裳【膝按具】

흉배 鳳金繡胸背
치마

眞紅桃榴緞裳【白貢緞內拱, 膝按具】

藍桃榴緞裳【白貢緞內拱, 膝按具】폐슬 眞紅別紋大緞蔽膝

패옥 眞紅別紋大緞佩玉

저고리

荳綠桃榴緞赤古里【白貢緞內拱】

玉色桃榴緞赤古里【白貢緞內拱】

甫羅桃榴緞赤古里【白貢緞內拱】

후수 眞紅大緞鳳金繡後垂

대대 藍別紋緞大帶

대 藍別紋緞犀帶

<표 2> 명온공주 원삼 일습(明溫公主房喪葬禮謄錄 小斂諸具 . 1833년)

복 물목에는 ‘저고리’라 기록했는데 반차도에는 당의

를 착용한 모습으로 표현된 것을 볼 때, 기록상의

‘저고리’는 때로 당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의 ‘초록단금수복자당의복’과

색이나 부금의 무늬가 같은 <그림 13>42)의 덕온공주

당의가 남아있으므로 복온공주가례등록에 기록된

초록주솜저고리는 당의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명온공주 원삼 일습의 당의와 저고리 기록,

덕온공주의 당의와 저고리 유물을 근거로 복온공주가

노의 안에 당의와 저고리를 입은 것으로 보고, 덕온공

주의 당의를 참고하여 수복자가 부금된 초록색 당의

를 <그림 20>과 같이 구현하였다. 안감은 명온공주방
상장례등록의 기록을 참고하여 진홍색으로 하였다.

5. 치마[赤亇]
복온공주가례등록에 기록된 공주의 치마는 남색

주(紬)로 만든 솜치마 2점과 겹치마 2점이다. 안감이

나 소요량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상방정

례 ‘공주가례의복’을 참고해보면 여기에도 모두 남

색 주로 만든 치마가 들어 있고, 솜치마와 겹치마 모

두 안감과 허리끈은 흰색 정주이다.43)

왕녀의 혼례복 기록에는 부금이나 직금을 한 치마

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유물에서는 볼 수 있다. 특히

복온공주 유물로 <그림 15>44)의 남색 스란치마 1점

이 있는데, 봉황무늬를 직금한 스란을 붙였다.45) 복

온공주보다 이른 시기의 청연군주 복식에도 <그림

14>46)의 꽃과 전자(篆字) 무늬를 부금한 대란단이

있다. 또 혼례 상황은 아니지만 왕녀의 스란치마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의 원

삼 일습에서 진홍색과 남색 도류단치마에 모두 스란

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왕녀의 혼례에 직

금이나 부금을 한 스란치마를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복온공주는 노의 일습에 조선후기 왕실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 남색 스란치마 위에 홍색 대란

치마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림 20>과 같이 구현하

였다. 남색 스란치마는 <그림 15>의 복온공주 스란치

마를 근거로 하였고, 무늬 역시 유물과 같은 봉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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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상의 하의 예복 기타

가래머리

립과 너울

저고리

당의

남색 스란치마

홍색 대란치마

노의

남라대

온혜

<그림 20> 복온공주 친영반차 참여시 복식 일러스트

- 저자그림

<그림 17> 복온공주 대대

- 朝鮮王朝服飾史論, p. 167

<그림 18> 남화대

- 名選 下, p. 109

<그림 19> 온혜

- 靴․鞋․履, p. 64

늬로 하였다. 홍색 대란치마의 무늬도 남색 스란치마

와 같은 봉황무늬로 하고, 난(襴)의 너비는 <그림

16>47)의 영친왕비 대란치마를 참고하였다.

6. 대대(大帶)
상방정례에는 왕비, 왕세자빈, 숙의의 노의 물목

에 노의대가 함께 있으나, 대군부인과 왕녀는 없다.

복온공주가례등록에도 노의대가 없으며, 이는 다른
왕녀들도 마찬가지이다. 또 여흥부대부인의 노의 일

습에도 없어 노의에 대대를 두르지 않은 것으로 이

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온공주의 혼례시 물목에

기록된 예복은 장삼과 노의 2점인데, 대 역시 홍색

라로 만들어 부금한 대와 남색 라로 만든 대 총2점

이 있다. 따라서 예복 1점과 대대 1점이 각각 짝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복온공주가 노의를 입을

때 대대를 착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복온공주의 유물 중에는 활옷과 함께 홍색 대대 1

점이 전해지고 있다. <그림 17>48)의 홍색대는 부금으

로 화려하게 무늬를 표현하여 기록상의 ‘홍라금도다

익대’와 일치한다. 학계에서 활옷을 홍장삼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장삼에 이 홍색대를

두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노의에는 남라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홍색 대대에는 ‘금도다익’이라 하여 부금으로 무늬

를 표현했음을 명시했고 유물에도 봉황이 부금되었

지만, 남라대는 부금이나 무늬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남색대 유물들은 <그림 18>49)

의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남화대와 같이 부금으로

화문을 표현했다. 따라서 복온공주 역시 화문 대대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남화대 유물을 참고하여

<그림 20>과 같이 남라대에 화문을 부금하였다.

7. 온혜(溫鞋)
온혜는 형태가 운혜나 당혜와 동일하나 앞뒤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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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수식 상의 하의 허리띠 신

騎婢, 乳母, 保母 靑箱笠【纓子具】 皂紬羅兀 鴉靑綿布裌豁衣 白綿布單袜裙 藍紬襦赤亇 藍綃帶 黑熊皮溫鞋

<표 3> 친영반차에서 활의를 착용하는 신분의 복식(복온공주가례등록)

장 장식이 없다. 때문에 ‘외코신’이라고도 한다.50) 복

온공주 혼례 물목에서 신은 ‘흑웅피온혜’만 나타나므

로, 노의를 입었을 때도 이 신을 신은 것으로 보인다.

복온공주가례등록에 온혜의 재료가 자세히 나오지

않아 상방정례를 참고해보면 그 재료는 ‘준절식’을

보라고 되어 있다. ‘준절식’에 의하면 재료는 겉은 검

은색 곰가죽, 안은 흰색 사슴가죽, 도리는 흰색 개가

죽, 발꿈치는 자색 담비 가죽, 과피와 휘는 초록색과

남색 필단이다.51)

형태는 복온공주와 비슷한 시기인 <그림 19>52)의

석주선기념박물관소장 온혜를 기본 형태로 하여 겉

은 검은색, 안과 도리는 흰색, 뒤꿈치는 자색, 휘는

초록색으로 하여 <그림 20>과 같이 구현하였다.

Ⅳ. 기타 여자참여자 복식
1. 활의[豁衣; 濶衣; 割衣] 착용신분
친영반차에서 활의 착용신분은 기비, 유모, 보모이

다. 이들의 활의는 모두 아청색이다. 또 <표 3>과 같

이 립과 너울을 쓰고, 남색 초로 만든 대를 두르고,

남색 치마와 흰색 면포로 만든 홑말군을 입고, 검은

색 곰가죽으로 만든 온혜를 신는다.

이 외 참여자 중 시녀의 복식이 기록되지 않았는

데,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이후의 가례의궤

반차도에서 기행나인과 시녀가 동일한 복식을 착용

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복온공주 혼례 당시 시녀

의 복식은 기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립(笠)과 너울[汝火; 羅兀]

립(笠)은 끈을 갖춘 청상립이고, 그 위에 검은색

주(紬)로 만든 너울을 씌운다. 립과 너울의 상세한

재료는 상방정례를 참고할 수 있다. 정례에서는 숙
의 혼례시 기비가 쓰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53), 숙의

의 기비[기행나인]와 유모의 립은 남색 주로 겉과

안을 하고, 너울은 검은색 주로 하고, 유청색의 무늬

가 없는 필단으로 끈[纓子]을 하고, 목홍색 실로 매

듭을 한다.54)

나인이 착용한 너울의 색과 구성은 아래의 ‘한양

가’5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쳐쇼 인들은 ……윤쥬라 모단 너울 두록
단 드림이며 홍융 유쇼돕 빗 죠케 느러지
고…….”

이 가사에는 나인들이 윤주라 모단으로 만든 너울

을 착용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두록색 대단으로

된 드림은 상방정례의 유청색 민무늬 필단으로 만

든 끈56)을 말하며, 홍색 융사로 만든 유소매듭은 상
방정례의 목홍색 실로 만든 매듭을 말한다. 이를 통
해 ‘영자(纓子)’가 갓끈뿐만 아니라 ‘드림’의 의미로

도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4>의 파평윤

씨와 순흥안씨의 너울은 직사각형의 2가닥 끈이 함

께 출토되었는데, 이들 끈이 문헌에 나타나는 영자

혹은 드림으로 판단된다. 또 파평윤씨의 너울에 딸려

있는 매듭장식은 상방정례와 ‘한양가’의 홍색 실로

만든 매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온공주 친영반차의 기비, 유모, 보모의

청상립은 앞서 살펴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청색

립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형태를 따른

다. 너울은 복온공주와 동일한 형태에 검은색으로 하

고, 드림은 유청색으로 하며, 끈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립에 달려있는 끈을 참고하여 자적색으로 하였

다. 매듭은 목홍색으로 하는데, 공주와 마찬가지로

드림 위에 1개만 늘어뜨린다. 이상의 형태는 <그림

34>와 같이 청상립 위에 너울을 씌운 모습으로 구현

하였다.

2) 활의[豁衣; 濶衣; 割衣]

활의는 기비, 보모, 유모 모두 겉에 아청색 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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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겹옷이다. 상방정례에는 재료와 소요량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겉은 아청색 면포 1필, 안은 백색

면포 1필, 동정은 흰색 주이다.57) 그런데 이 기록만

으로는 활의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58) 따라

서 가례도감의궤를 참고해 보면 상궁, 시녀, 유모

가 아청색 할의(割衣)를 착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 또 아청색 할의와 함께 상궁은 아청색 단장삼,

시녀와 유모는 흑색의 단장삼이 기록되다가, (영조
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부터 할의는 사라지고 장삼

만 남는다.59)

복온공주와 가장 비슷한 시기에 혼례를 올린 (헌
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1837년)의 시녀는 흑장삼

을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나60), 반차도를 보면 <그

림 21(좌)>과 같이 시녀의 자리에 나인이 있고 짙은

녹색의 소매가 넓은 포를 입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

다. 이는 이전 의궤에 할의가 기록되어 있는 시녀의

반차도에 그려진 모습과 같다. 또한 7년 후의 (헌종
효정왕후)가례도감의궤도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
의궤의 시녀와 기록이 같고 <그림 21(우)>에서 보

듯 반차도 그림의 표현도 같은데, 소매 끝에 색동이

표현된 점만 다르다.

가례도감의궤에는 궁녀들 뿐 아니라 비빈 어머

니의 예복으로도 할의가 기록된다. 그 중 사도세자
가례도감의궤의 세자빈 어머니 예복은 아청색 필단

할의인데61), 혜경궁 홍씨가 지은 한중록에는 모친

이 원삼을 입고 큰머리를 얹었다고 하였다.62) 이를

통해 원삼과 할의를 동일시했음을 알 수 있다. 할의

는 ‘큰옷’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두어 표기법이고, 원

삼은 큰옷[大衣]이라고도 하였다.63) 따라서 할의와

원삼은 동일한 의복에 대한 다른 표기일 수 있다.64)

한편 왕녀의 가례등록에서 정례 편찬 이전에는

‘할의(割衣)’로 되어 있으나, 정례 편찬 이후에는 ‘활

의(豁衣)’로 되어있다. 활의와 할의는 표기상의 차이

일 뿐 동일한 옷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온공주 반차

참여자의 활의는 원삼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신분이 입은 활의의 형태와 색은 의궤에 표

현된 나인의 옷과 색이 같은 <그림 22>65)의 미국 브

루클린박물관 소장 원삼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유물

은 홑이지만, 상방정례의 기록에 의하면 아청색 겉

감과 흰색 안감이 있는 겹옷일 것이다. 여밈법은 유

물로 전해지는 원삼에 고름이나 단추가 남아 있지

않아 참고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궁녀의 신분이므로

보석이나 칠보장식 등으로 된 단추보다는 작은 고름

으로 여몄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그

림 38>과 같이 구현하였다.

3) 하의(下衣)

(1) 치마

기비, 유모, 보모의 치마는 모두 남색 주로 된 솜

치마이다. 이 세 신분은 상방정례에도 치마가 나오
는데 겉은 남색 주, 안은 흰색 주, 허리끈은 흰색 주

이다.66)

치마의 형태는 재료나 시기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그림 23>67)의 1898년에 박상궁이 입었던 남

색 홑치마를 참고하여 겉은 남색 주로 하고, 흰색 주

로 안감, 허리말기, 끈을 하여 <그림 39>와 같이 일

러스트로 구현하였다.

(2) 말군(袜裙)

복온공주가례등록에는 기비, 유모, 보모의 복식

에 말군이 들어있는데, 모두 흰색 면포로 된 홑말군

이다. 의궤에서는 말을 타는 궁녀들의 기록에 말군이

포함되나 반차도에는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

되어 기록과 그림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그

러나 경빈과 고려대학교 반차도에서 기비와 유모가

말군을 입고 있으므로 복온공주의 반차에서도 착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군은 <그림 24>68)의 인천 석남동 출토 유물이

유일하다. 이를 통해 바지통이 풍성하고 부리와 허리

에 주름을 잡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 말군은 허

리끈이 제거된 상태로 출토되었지만 <그림 25>69)의

안능신영도 기녀 말군을 통해 허리끈의 형태를 짐

작할 수 있다.

복온공주 반차 참여자의 말군은 흰색 면포 홑말군

에, 유물과 그림을 참고해 바지통이 풍성하고 허리끈을

뒤에서 여며 앞에서 묶는 <그림 41>의 형태로 하였다.

4) 대대(大帶)

대대는 기비, 유모, 보모가 모두 남색 초(綃)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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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그림 21> 말을 타는 나인

- (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

<그림 22> 상궁 원삼

- www.brooklynmuseum.org

<그림 23> 치마

- 名選 下, p. 160
<그림 24> 말군

-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p. 146

<그림 25> 말군을

입은 기녀

<안능신영도> 일부

- 朝鮮時代 風俗畵,

p. 42

든다.

남초대는 앞서 살핀 복온공주의 남라대와 형태가

같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들의 신분을 고려하여 부

금은 제거하고 <그림 42>와 같이 일러스트로 구현하

였다.

5) 온혜(溫鞋)

신은 기비, 유모, 보모 모두 온혜이다. 이들의 온혜

는 복온공주와 같은 흑웅피온혜로 기록되어 있어, 공

주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된다. 그러나 엄격한 신분제

하의 조선에서 이들이 공주와 동일한 장식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따라서 <그림 19>의 석주선기념

박물관 소장 온혜와 같이 모든 장식을 흰색으로 한

것으로 보고, <그림 43>과 같이 구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비, 보모, 유모, 시녀가 친영반

차 참여시 립과 너울을 쓰고, 활의에 남초대를 두르

고, 남색 치마와 흰색 면포로 만든 홑말군을 입고,

흑웅피온혜를 착용한 모습을 일러스트로 구현하면

<그림 45>와 같다.

2. 저고리[당의] 착용신분
복온공주 친영반차 참여자 중 저고리를 겉옷으로

입는 신분은 보비이다. 보비는 초록색 주로 만든 저

고리에 남색 주로 만든 치마를 입고, 검은 곰가죽으

로 만든 독혜를 신는다.70) 수식에 대한 기록은 없는

데, 경빈과 고려대학교 반차도를 참고하면 가리마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친영반차에 걸어서 참여하는 인물인 본궁

비자, 집향보비, 봉로보비, 봉함보비는 복식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경빈과 고려대학교 반차도에서 당의

에 치마를 입고 가리마를 쓴 모습으로 표현되므로

보비와 같은 복식을 착용했음이 파악된다.

말을 타는 여자참여자 중 집사의녀도 복식의 기록

이 없다. 그런데 경빈과 고려대학교 반차도를 보면

전모, 가리마, 초록색 당의, 황색 치마를 입어 기타

참여자와 조금 다른 차림이다. 복온공주 반차의 집사

의녀도 같은 차림일 것이다.

1) 수식(首飾)

(1) 가리마(加里磨; 加里亇)

복온공주가례등록에 가리마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26>71)과 같이 경빈과 고려대학교 반차

도에는 보비가 모두 가리마를 썼고, 의녀들도 전모 안

에 가리마를 착용하였다. 또 경빈가례등록의 ‘삼간

택후예별궁’에는 본궁비자의 수식으로 가리마(加里

亇)72)가 기록된다. 따라서 복온공주 친영반차에서 보

비와 집사의녀는 가리마를 착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리마의 재료는 실록의 의녀 가리마 기록73)을 통

해 모단(冒緞)으로 했음이 파악된다. 형태는 <그림

32>74)의 기녀가 착용한 모습을 참고하여, 앞부분은

나비장( ) 모양에 뒤는 직사각형 판 모양인 <그림

35>와 같이 구현하였다.

(2) 전모(氈帽)

전모는 경빈과 고려대학교 반차도에서 <그림 2

8>75)과 같이 집사의녀가 가리마 위에 얹은 모습에서

확인되고, 색은 황색이다. 이렇게 의녀가 가리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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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보비

- 慶嬪嘉禮謄錄(좌),

<詣闕班次圖>(우)

<그림 27> 봉로보비

- 慶嬪嘉禮謄錄

<그림 28> 집사의녀

- 慶嬪嘉禮謄錄(좌),

<詣闕班次圖>(우)

<그림 29> 보행나인

- (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

<그림 30> <여속도첩>

가리마와 전모를 쓴 여인

부분

- 朝鮮時代 風俗畵, p. 169

<그림 31> 전모

- 名選 下, p. 35

<그림 32> <청금상련>

가리마를 쓴 기녀 부분

-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p. 244

<그림 33> 당의

- 名選 下, p. 130

에 황색 립을 얹은 모습은 <그림 30>76)의 풍속화에

서 기녀로 추정되는 여인이 가리마를 쓰고 전모를

얹은 모습과 유사하다. 따라서 반차에서 의녀가 쓴

황색 립은 전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전모의 형태는 <그림 31>77)의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유물을 참고하여 <그림 36>과 같이 유지로 된

전모를 일러스트로 구현하였다. 전모의 끈[纓子]은

유물을 참고하여 자적색으로 하였다.

2) 저고리[당의(唐衣)]

복온공주가례등록에서 보비는 초록색 주로 만든
저고리를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없고, 상방정례에도 보비의 기록은

없다. 한편 국혼정례에 의하면 보비의 저고리는 겉
은 초록색 주로 하고, 안은 번홍색 정주이다. 소요량

은 4개의 저고리를 만드는데 겉감 총3필과 안감 총3

필이 쓰인다.78) 이는 비슷한 시기에 출토된 저고리

유물의 형태와 비교하면 매우 많은 양이다.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저고리보다 큰 형태의 다른 옷일 가

능성이 있다.

이 추정에 대한 해답은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
의궤와 (헌종효정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의궤의 궁녀 중 저고리를 겉옷으로 입는 보

행나인을 보면 겹저고리이고, 겉은 초록색 주에 안은

번홍색 정주로 만드는데 한 벌 감으로 겉감과 안감

각26척 2촌씩 쓰이는 것으로 기록된다.79) 이 역시 저

고리로 보기에는 소요량이 지나치게 많다. 그런데 같

은 자료의 반차도에서 보행나인은 <그림 29>80)와 같

이 엉덩이를 덮는 긴 길이에 옆이 트여있는 당의를

입고 있다. 또 경빈과 고려대학교 반차도 의녀와 보

비들의 상의 역시 <그림 26>, <그림 27>81), <그림

28>과 같이 옆이 트여 있는 당의의 형태이다. 경빈
가례등록의 기록에 의하면 집향보비와 본궁비자가

삼간택후 별궁으로 가는 반차에 흑의(黑衣)를 착용

한다.82)

이상을 근거로 기록상의 ‘저고리’는 때로 당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태는 <그림

33>83)의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덕온공주 혼례

때 항아가 착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당의를 따랐다.

색은 기록과 반차도에 그려진 보행나인의 당의색을

참고하여 짙은 녹색으로 하였고, 고름은 유물을 참고

해 자적색으로 하여 <그림 37>과 같이 일러스트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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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립과

너울

- 저자그림

<그림 35> 가리마

- 저자그림

<그림 36> 전모

- 저자그림

<그림 37> 당의

- 저자그림

<그림 38> 활의

- 저자그림

<그림 39> 남색 치마

- 저자그림

<그림 40> 황색 치마

- 저자그림

<그림 41> 말군

- 저자그림

<그림 42> 남초대

- 저자그림

<그림 43> 온혜

- 저자그림

<그림 44> 독혜

- 저자그림

기비, 시녀 유모, 보모

<그림 45> 친영반차에서 활의를 착용하는 인물 일러스트

- 저자그림

보비, 본궁비자 봉함보비 집향보비 봉로보비 집사의녀

<그림 46> 친영반차에서 당의를 착용하는 인물 일러스트

- 저자그림

3) 치마[赤亇]

치마는 보비가 남색 주로 된 솜치마를 입는다. 앞

서 살펴본 활의를 착용하는 신분과 치마의 재료 및

색이 같으므로 <그림 39>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

집사의녀는 치마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경빈과

고려대학교 반차도에 황색으로 나타난다. 형태는 남

색 치마와 같게 하여 <그림 40>과 같이 구현하였다.

4) 독혜(禿鞋)

보비는 흑색 곰가죽으로 만든 독혜를 신는다. 그

러나 독혜가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독

(禿)’이 ‘무늬가 없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이를 근거

로 온혜와 유사하지만 휘에 선장식이 없는 형태로

<그림 44>와 같이 구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보비, 본궁비자, 봉함보비, 집향보

비, 봉로보비가 가리마, 초록색 당의, 남색 치마, 흑

웅피독혜를 착용한 모습과 집사의녀가 전모와 가리

마, 초록색 당의, 황색 치마, 흑웅피독혜를 착용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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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고증을 통해 구현된 여자참여자 부분

- 저자그림

<그림 47> 여자참여자 부분

- 慶嬪嘉禮謄錄

습은 <그림 46>과 같다.

Ⅴ. 여자참여자 반차행렬 구현
복온공주 친영반차의 여자참여자 총26명(공주 포

함)이 행렬에 서는 위치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었다.

“……다음 본궁비자가 좌우로 나뉜다. 다음 봉함보
비 2쌍이 좌우로 나뉜다. 다음 보비 1쌍이 좌우로

나뉜다. 다음 기비 2쌍이 좌우로 나뉜다. 다음 집향
보비 1쌍이 좌우로 나뉜다. 다음 봉로보비 1명이다.
다음 공주의 가마이다. 다음 유모, 다음 보모, 다음

시녀, 다음 집사의녀 2쌍이다.……”84)

이 중 본궁비자와 시녀는 인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본궁비자는 경빈과 고려대학교 반차도에 모

두 4명이 나타나므로 이를 따를 수 있고, 시녀는 복
온공주가례등록 각사소장물목질 의 ‘외사복시’에 2

명으로 나타나므로 그 인원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기록대로 참여자들을 배열하면 좌우로

나뉘어 두 줄로 길게 가는 행렬의 형태가 나온다. 이

에 비해 <그림 47>85)의 경빈 반차도를 보면 여러 신

분이 교자(轎子)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위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온공주의 친영반차 역시 기

록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되 공주의 주변은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궁비

자4, 봉함보비4, 보비2, 기비4, 시녀2, 집사의녀 4명을

좌우로 나누어 세우고, 봉함보비와 보비의 사이 안쪽

에 집향보비 2명을 좌우로 나누어 세우고, 그 뒤 가

운데에 봉로보비 1명을 세운다. 그 뒤에 공주의 가마

가 위치하고, 뒤에 유모와 보모가 좌우로 나누어 따

르게 한다.

앞서 고찰한 신분별 복식을 착장하고 각자의 위치

에 배열한 복온공주 친영 반차도를 <그림 48>과 같

이 완성하였다.

Ⅵ. 결론
본 연구는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었던

왕녀의 혼례 기록인 가례등록을 주자료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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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친영반차 여자참여자의 복식과 행렬도를 일러스

트로 구현하였다. 조선후기 등록에는 왕녀 18인의 혼

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등록에는 왕과 세자의 혼

례를 주로 기록한 의궤와 달리 반차도가 그려져 있

지 않고 참여자의 순서, 인원, 복식 등만 일부 기술

되어 있다. 때문에 반차 행렬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

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본고에서 반차도를 완성

하여 조선후기 공주의 친영 행렬을 복원하였다. 반차

도의 구현은 총18인의 왕녀 중 복온공주를 사례로

하였다.

복온공주와 김병주의 혼례는 복온공주가례등록
으로 남아있고, 이 기록과 다른 참고자료를 확인한

결과 친영반차 참여인원은 주인공인 공주와 의빈을

포함해 총184명이다. 이 중 공주 주위에 배치되는 여

자참여자는 본궁비자4, 봉함보비4, 보비2, 기비4, 집

향보비2, 봉로보비1, 유모1, 보모1, 시녀2, 집사의녀4

등으로, 공주를 포함해 총26명이다.

먼저 신분별 복식을 고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영 반차에서 복온공주는 노의 일습을 입었는데, 경

빈의 혼례 기록인 정미가례시일기와 여흥부대부인

의 예장청등록 등에 근거해 립과 너울, 노의, 당의,
저고리, 치마, 남라대, 온혜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각각 일러스트로 구현하였다. 공주를 제외한 여자참

여자들은 수식은 립과 너울, 전모, 가리마, 상의는 활

의, 저고리[당의], 하의는 치마, 말군, 대대는 남초대,

신은 온혜, 독혜를 고증하여 일러스트로 구현하였다.

고증을 통해 구현한 복식은 각 신분별로 구성을

정리하여 인물에 착장시켰다. 인물의 표현은 경빈과

고려대학교 반차도에 그려진 방식을 참고하여 좌우

측면도와 후면도로 말을 타거나 걸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인물을 반차 행렬에 앉히고 각

인물 옆에 신분을 명시하여 복온공주의 채색반차도

중 여자참여자 부분을 완성하였다. 주인공인 복온공

주는 교자에 타고 있으므로 반차도에는 복온공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기타 여자참여자 총25명을 묘

사하였다.

본고에서 최초로 구현되는 왕녀의 친영반차 및 복

식에 대한 도상 자료는 향후 왕실문화 및 의례문화

와 관련해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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