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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explores women's Wonsam in the 18th century. Wonsam was women's wedding dress, one of 
the representative ceremonial garments of Korea. Wonsam began to appear in the excavated clothes around 
the 18th century, and we can find drawings and records of the period in Yongjae Collections by 
Kim-kunhaeng. 

The form of Wonsam after the 17th and 18th centuries showed the changes in which Seop and Mu dis-
appeared in Baeja form of Danryoung(團領) and the right and left symmetry and side slits were highlighted. 
The change also included wide and long sleeves and Sakdong(색동) colorful strips on the sleeves), Hansam 
ornaments, and the use of the belt, which means the change of Baeja composition into our traditional cos-
tume of the age. 

Through the Colletions, we notice that women wore Wonsam in different colors and with varying hair ac-
cessori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ceremony, the social status, and marital status. Concerning Wonsam, the 
color of clothing for the dead woman was green(喪禮), while that for marriage ceremony was red(婚禮). 
Wonsam with the light color was for ceremonial clothing(祭禮). The women who served in the palace wore 
green Wonsam and Geodumi, while a bride at the marriage ceremony wore red Wonsam or a red 
long-sleeved robe with Jokduri. At the ceremony of Hyeongunorye, women wore Wonsam with a wig. the 
dead woman wore Yemou.

Key words: collections(문집: documents of confucian scholars), Jokduri(족두리; coronet for bridal), 
Kim-Kunhaeng(김근행; one of confucian scholas in late-Chosun danasty), 
wonsam(원삼; Korean women’s wedding dress), yemou(여모, the hat for the dea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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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전통혼례복인 원삼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여자

예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삼은 언제 어떻게 착

용되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유래와 착용에 대하여 확

실히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그 유래가 외

래옷으로부터 유입된 옷인지 혹은 고유에서 전개된

옷인지도 불확실하다. 이처럼 원삼에 관한 연구가 미

진하였던 것은 여자의 일상예복인 원삼에 대한 기록

의 부재와 원삼의 실물자료 대부분이 조선시대 말기

와 근대이후의 전세유물인 까닭일 것이다. 이런 연유

로 원삼에 관한 연구는 근대이후 자료를 대상으로

한 민속연구로 혼례복으로서의 원삼 혹은 지역별 원

삼의 특징1) 등으로 제한되어왔다.

최근 출토원삼을 통하여 실물에 의한 조선시대 원

삼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송미경은 여자

단령과 출토원삼과의 관련성을, 이태옥은 홑겹에서

두겹 구성으로의 원삼구성의 전개과정을, 임현주는

여자단령에서 오늘날 원삼까지의 전개과정을 규명하

였다.2) 그러나 아직 원삼이 여자단령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떻게 착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는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기록과 실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록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文集)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조선후기 김근행의 문집인

용재집(庸齋集)에 기록된 글과 그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물은 출토원삼을 보고서와 실물을 대

상으로 하여, 기록과 실물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원삼

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와 18세기 원삼의 구성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대상을 통하여 첫째, 출토보고서와 실

물조사를 통하여 출토 여자단령에서 원삼에 이르는

구성변화를 통하여 전개과정을 파악하고 그 유래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용재집의 기록과 실물원삼

을 비교함으로써 18세기 원삼의 구성적 특징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셋째, 문집에 논의된 내용을 분석하

여 의례복으로서 원삼의 역할과 착용시의 일습과 구

성을 살펴 원삼의 착장 등을 규명함으로써 18세기

원삼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Ⅱ. 원삼의 유래
1. 원삼 구성의 시기별 변화
출토복식가운데 여자 단령과 원삼은 둥근 깃의 옷

이라는 점과 여자예복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옷

으로 유추되어 왔다. 연산군(1505)때 “…조하조참시

태반이 여자원삼을 착용한다.…”는 기록3)은 여자원

삼을 남자가 착용할 정도로 그 형태가 남자단령과

유사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또 “… 원삼이라는 것은

그 제도가 남자 단령과 매우 유사하며…4), 라는 윤

선의 기록 역시 여자단령이 ‘원삼’으로 불리기도 하

였음을 알려준다. 특히 윤선이 두 옷을 ‘同’이 아닌

‘大同’이라 한 것으로 보아, 단령과 원삼은 유사하지

만 다소 차이가 있음도 암시한다. 이에 대하여 송미

경은 출토실물을 통하여 여자단령과 남자단령은 소

매와 무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즉 남자

단령은 크고 긴 소매인 반면 여자단령은 짧고 넓은

소매로 구별5)된다고 하였다. 이에 이어 임현주는 원

삼의 구성양식에 따라 복합형원삼, 안정기의 배자형

원삼 그리고 정형화된 원삼6) 등으로 분류를 통하여,

초기 단령과 유사한 원삼을 복합형 원삼이라 하였다.

이러한 단령과 원삼의 전개시기를 추적하기 위하

여 출토보고서와 연구7)를 토대로, 여자단령과 원삼

의 구성요소와 피장자 생졸연대계를 통하여 원삼구

성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에

의하면 여자단령은 조선초기부터 장기정씨 단령에

이르는 중기묘역에서 출토되는 반면, 원삼은 동래정

씨(1567〜1683)원삼을 기점으로 출토되기 시작하여

후기 묘역에 집중되는 시기적 교차를 보인다. 이러한

출토시기의 교차는 두 옷이 서로 관련된 옷으로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시기는 17세기 중반임을 대변한다.

<표 1>에 의하면 여자단령과 원삼은 구성유형, 옷

길이, 깃, 섶, 무, 선, 여밈방식, 재질 그리고 띠(帶)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자단령은 앞길과 뒷길의 옷

길이가 같은 전후동장(前後同長)의 구성이다. 반면

원삼은 앞길길이가 뒷길길이보다 짧은 전단후장(前

短後長)으로, 여자단령과 옷길이에서 뚜렷하게 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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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원삼형태

출토지

피장자생졸시기

구성부위 성격

17세기이전 출토여자단령 17·18세기 출토 원삼

석남동
의인

박씨

안동

김씨

순흥

안씨

장기

정씨

동래

정씨

해평

윤씨

청송

심씨

한산

이씨

전주

이씨

16세기초

이전

16세기

중반

17세기

중반

16세기

후17세기

1565〜

1614

1567〜

1683

1660〜

1701

1683〜

1718

1712〜

1772

1772〜

1791

구성

유형

2벌,2겹 ---- ---- -----

홑겹 ----- ----- ----- ----- ----- ----- -----

옷길이
전후동장 ----- ----- ----- ----- -----

전단후장 ----- ----- ----- -----

섶
유 ----- ----- ----- ----- ----

무 ----- ----- ----- ----- -----

깃
단령 ----- ----- ----- ----- -----

맞깃 ----- ----- ----- ----- -----

여밈

고름1 ----- ----- ----- ----- -----

매듭 ----- ----- ----- -----

고름2 --

띠
과대

띠 ----- ----- ----- ----- ----- ----- -----

무
사각형무 ----- ----- ----- ----- -----

삼각형 ----- ----- ----- -----

색동
유 ----- ----- ----- ----- -----

무 ----- ----- ----- ----- -----

소매
직선단수 ----- ----- ----- -----

곡선장수 ----- ----- ----- ----- ----- -----

흉배
유 ----- ----- -----

무 ----- -----

금직
유 ----- ----- -----

무

<표 1> 출토 여자단령과 원삼 구성요소의 시기별 변화

<표 1>에 의하면 깃은 장기정씨 출토단령까지는

좌우 비대칭의 단령깃이나, 동래정씨 원삼부터는 좌

우대칭의 원삼깃이다. 또 여밈에 있어서도 여자단령

은 섶이 구성되어 비대칭 여밈인 반면 원삼은 섶이

구성되지 않은 대칭 여밈구성이다. 단령의 사각형무

는 동래정씨 원삼에서는 작은 크기의 삼각형무로 구

성되었다. 이는 단령과 달리 원삼에서 무구성이 축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옆트임이 강조된 구성의 변화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출토원삼에서 보이는 짧은 소매와 더불

어 좌우대칭과 옆트임의 구성으로의 변화는 원삼이

전형적인 배자의 특징적 요소를 갖추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동래정씨 원삼은 배자구성의 대표적인 원

삼의 앞선 시기의 실예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원삼은 단령에서 벗어나 배자구성의 옷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삼의 배자구

성에 대하여

윤봉구는 “…세속의 원삼과 직령을 비교해 볼 때,

앞뒤의 3자락의 길이는 모두 같게 한다.… 배자는
좌우의 옷섶이 없고…”8)라 하였고, 정약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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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하피는 우리나라의 원삼인 듯하고 … 앞
의 옷자락과 뒷자락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다.…”9)라 하였으며, 성해응 역시 “…이 배자가 바

로 직피이다. 율곡선생(栗谷先生)이 <제의(祭儀)>
에서 …지금의 부인들이 상복(上服)으로 입는 당
의(唐衣)·원삼(圓衫)은 모두 피(帔)의 변형이다

.’10)

라 하여 윤봉구는 옆트임이 있는 세자락의 옷이라

하였고 정약용은 옆트임의 옷, 성해응은 섶이 없는

맞깃의 옷이라 하였다. 즉 조선시대 학자들은 당의와

함께 원삼을 직피 혹은 배자 혹은 하피의 일종이라

하였다. 직피는 명칭에서 말하듯 직선의 옷자락으로

섶이 구성되지 않고 옆트임으로 앞뒷자락이 나누어

진 배자구성임을 말한다. 이는 당시 학자들이 원삼의

유래를 구성에서 찾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원삼의 배자구성으로의 변화는 여자단령이

남자단령과 차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김근행은

남녀가 같은 의복을 입는 남녀동복(男女同服)의 중

국의복제도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 옷을 입는 남녀이

복(男女異服)의 우리나라 복식제도로의 변화, 즉 국

속화에 따른 결과로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윤봉구, 송문흠, 정약용, 성행응 등의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배자구성은 원삼과 중국옷과의 관

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이철보

는 “…오늘날 원삼당의는 모두 중국제도이다.…”11)라

할 정도로 원삼을 중국옷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원

삼은 옆트임과 맞깃의 배자구성으로의 변화를 통하

여 남자단령과 차별화는 이루었지만, 중국옷과의 연

관성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표 1>에 의하면 동래정씨 원삼까지의 짧고 넓은

배자형 소매에 이어 해평윤씨 이후 원삼부터는 길고

넓은 소매구성 원삼으로의 변화를 보인다. 이를 원삼

의 2차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삼의 큰 소매에

대하여 송문흠은

“…이로써 본다면 지금의 당의, 원삼, 대삼은 장의

나 배자의 부류이며, 모두 중국제도와 크게 비슷하
다. …” 또 “… ≪사물기원(事物紀原)≫에 ‘옷길이
는 삼과 같으며 대수가 된다.’고 한 것은 지금의 원

삼(圓衫)형태와 유사함을 짐작하게 한다. 원삼은
소매가 길고 양쪽 옷자락이 곧바로 내려온 것이
다르다. 원삼과 견주어 조금 짧게 하면 곧 대수예

의(大袖禮衣)가 된다.12)

라 하여 원삼이 대수라는 기록은 큰 소매의 옷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삼 소매에 대하

여 이형상은

“대의 또한 대수라한다….”…이의보록에 의하면 대수는 배자 아래 입는

옷이며, 몸체와 삼의 길이가 나란하였고 소매는 크다.…” ‘…오늘날 길이는

치마와 가지런하지만 소매는 삼보다 넓다.…“…대수란 초록원삼
이 여기에 해당된다…13)

라 하여 대수는 옷길이가 길고 큰 소매의 옷으로, 배

자와는 다른 종류의 옷임을 세주에서 설명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원삼이 대수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원삼이 중국예복인 대수에 해당되는 예복구성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표 1>에 의하면 원삼의 큰 소매구성이외에 색동

과 한삼 장식은 해평윤씨 원삼부터 나타나기 시작하

여 이후시기의 원삼에서 지속되는 변화를 보인다. 이

러한 원삼의 색동에 대하여 성해응은 “…국초에 세

속의 부인들이 원삼을 입고 수놓은 배자를 입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소맷부리에 잡채(雜

采)를 한다…14)”하여 색동이 자수를 대신하는 장식

임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원삼이 중국옷의 대

표적인 장식인 자수 장식에서 고유 장식인 색동으로

장식구성이 대체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불규칙하였던 띠(帶)구성이 지속적으로 출현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원삼일습의 일부로 정착되는

변화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원삼은 크고 넓은 소매구성으로의 변

화로 배자구성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색동과 한삼

그리고 띠 구성을 갖추어 중국옷구성과 달리 우리

고유옷 구성으로 완성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삼은

해평윤씨를 비롯한 18세기전후 원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18세기전후시기는 원삼구성이 우리

고유옷 구성의로의 완성 즉 시속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원삼의 국속화에 대하여 박광일의 물음에

“…우암은 우리나라 시속제도이며 깃이 둥글며 겨

드랑이 아래가 모난 것을 말하는가? 하니, ‘그렇
다’15)” 라고 하였으며, 윤봉구는 “원삼의 제도는
어느 책에 근거하였으며 그 제도는 또한 어떠합니

까? 라는 물음에 대답하기를 : “…이는 예서에 있
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세속의 제도일 뿐이다”16)라
하였으며, “원삼제도는 어는 시대에 나타나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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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에 이익은 “배자에 대해서는 고증한 경우
는 비록 많았지만 끝내 밝혀낸 경우가 없었다…
우리나라 풍속의 당의와 원삼이 예전의 어느 옷에

해당하는지? 혹 이 모두가 예전의 복식이 아닐 수
도 있을 것인저17)”

라 하여 송시열과 윤봉구 그리고 이익은 원삼제도를

시속의 것이라 하여 우리 고유옷 구성된 옷으로 그

유래를 언급하였다.

Ⅲ. 기록과 실물을 통해 본
18세기 원삼구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삼은 18세기 전후에

이르러 고유옷 구성으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후기 원삼에 대하여

김근행은 “…우리나라의 제도는 남녀의 복식이 달

라서 경사대부(卿士大夫)의 아내는 관(冠)으로 여
모(女帽)를 사용하고, 옷[衣]은 원삼(圓衫)을 입어
서 …하나의 예의 제도가 되어 바꿀 수가 없게 되

었다.…”18)

하여 원삼이 사회적 예복으로 정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삼에 대하여 이화보는

“…목하(目下;현 상황)에 이미 안으로는 상복을
지을 손(사람)이 없고, 또 밖으로는 와서 문상할
사람이 없으며, 형세상 마땅히 몸소 상복을 지어야

하며 상복은 관례상 원삼을 입어야하나 만드는 방
법을 알지 못합니다…”19)

하여 원삼제작이 사회적 어려움이 되고 있음을 알리

고 있다. 이는 원삼에 대한 기록부재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김근행은 글과 그림

으로 원삼 구성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그 연유를 아

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또 그것을 만드는 제도는 본래 글로 남겨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나고·둥글고·넓고·좁음이 각

각 같지 않았으며, 먼 곳[遠方]의 선비들은 또한
식견이 좁아서 창졸간에 일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별도로 글을 짓고 또 모양을 그려

서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 일이 닥쳤을 때 고찰할
수 있게 하였으니, 앞으로 복요(服妖)의 기롱이 없
기를 바란다.20)”

그러나 이러한 원삼구성에 기록도 완전하지 않음

을 암시하고 있다.

1. 용재집에 나타난 원삼구성
원삼구성은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사례편람

(四禮便覽)21)에 언급되고 있으나, 용재집에서는
글(經)과 도면(圖)으로, 원삼의 재질과 크기 및 봉

제법 등을 기록하고 있다. 즉 도면은 앞뒷길의 형

태, 남색선의 색상, 선과 색동의 크기와 간격을 묘

사하였으며, 도면사이에 글로 설명을 삽입하고 있

다. 특히 도면에 삽입된 크기는 “…凡言尺寸 縫餘不

在數中…무릇 척촌을 말한 것은 꿰맨 나머지가 포

함되지 않는다…”하여 시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을 기록할 정도로, 앞의 예서들보다 정확하고 상세

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글에서는 원삼구성을 형

태와 봉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형태구성은

다음과 같다.

“…원삼은 ‘녹색의 단을 사용하며 자는 포백척을
사용한다. 자의 양식은 상례비요를 참고한다. ‘길

(衣)은 온전한 2폭이 사용되고, 그 길이는 앞은 몸
과 가지런한 길이이며, 뒤는 땅에 끌리어야 된다.
앞은 짧고 뒤는 길고, 단1폭을 사용한다. 중간을 접

어 아래로 늘어뜨린다(中屈). 전후 모두 2폭을 사
용하며 앞폭(길)은 나누어 재단하고, 뒤는 부승을
만들고 5촌정도 끌리게 한다. 소매는 4색을 사용하

고 단2폭을 사용하며 중간을 접으며 길이는 각1척
2촌이며 좌우에 잇는다, 그 기준은 각6촌쯤 한다.
그 아래를 봉합하여 소매를 만들다. 또 홍색단길이

1촌을 사용하고 중간을 접어 아래로 내리고, 나누
어 원소매좌우에 잇는다. 다음은 황색단 길이1촌을
잇고 다음을 백색단길이5촌을 잇고, 소매의 본원

(袂本부위)은 둥글게 깎으며 몌구(수구)는 죽이지
않고 벌인다. 겨드랑이 아래는 1촌반을 합봉한
다…”22)

상례비요와 사례편람과 용재집에 언급된 공
통된 원삼구성은 맞깃, 색동, 그리고 전단후장(前短

後長) 등이다. 이 가운데 원삼의 전단후장(前短後長)

에 대하여 김근행은 ‘앞길은 몸길이이며 뒷길은 약 5

촌정도 끌린다’고 하여 원삼길이를 구체적으로 기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18세기에는 원삼을 오늘날의

무릎아래 길이가 아닌 신체길이 즉 발등 혹은 치마

길이로 길게 착용하였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원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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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삼앞

- 容齋集 圓衫

<그림 2> 원삼뒤

- 容齋集 圓衫

이는 앞의 대수의 길이와도 일치한다. 이는 송미경이

제기한 ‘조선후기 피장자의 신체를 고려할 때 출토원

삼의 길이가 긴 것-23)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

을 수 있었다. 즉 출토원삼이 전세 원삼 혹은 오늘날

의 원삼보다 그 길이가 긴 이유는 조선후기는 오늘

날과 달리 원삼을 치마길이로 착장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 원삼의 재질은 사례편람에서는 ‘색견(色絹)’

혹은 ‘색주(色紬)’로 단순히 유색의 명주로 기록한

반면 용재집에서는 ‘녹색단(綠色緞)’이라 하여, 색

과 재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매 색

상은 소매와 2개의 색동 그리고 한삼이 각기 다른 4

가지 종류의 색상으로 구성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상

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외 소매를 수구(袂口)와 겨드

랑이 부위로 구분하여, 겨드랑이 부분을 ‘몌본(袂本)’

이라 하여 몌구와 구분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이

는 <그림 1, 2>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소매의 구성

어휘를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용재집에서는 이전

기록과 원삼실물에서 알 수 없었던 착장방식과 구성

부위의 어휘 등을 알 수 있다. 용재집에 기록된 원
삼의 구성부위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깃은 2개이다. 길(衣身)의 중앙에 접힌 곳에서

좌우로 횡으로 각 1촌6분을 자른다. 앞을 향하여
곧바로 아래로 5촌을 자르고, 다시 서로 향하게 해
서 잘라낸 부분을 향하게 하여 넓게 만든다. 녹색

단길이는 1척4촌 너비는 2촌자리를 사용하여 양쪽
끝과 좌변에 각각 반촌을 남기고 그 나머지는 잘
라낸다. 또 비단(앞의 장1척4촌 광2촌)을 사용하여

오른쪽과 같이 합봉한다. 활중에 봉합한다. 철계는
깃의 끝에는 실로 된 고리 2개를 연결한다. 하나는
가슴에, 하나는 위 부위에 옷깃은 잇다. 속임은 녹

색의 단 길이는 5촌이며 나비는 2촌을이며 사용하
는데, 대각선으로 의신의 뒷길(幅)땅에 끌리는 곳
에 좌우로 나누어 잇는다. 좁은 부분은 위를 향한

다. 가선은 넓이 2촌인데, 옷의 안 가장자리를 따
라서 궤맨다. 단 깃과 수구는 없다. 남색단을 사용
한다. 대대는 홍색단을 사용하는데 나비는 2촌이

며, 좁게 촘촘히 박는다(협봉). 그 긴쪽으로 허리를
두르고 앞쪽에 (兩耳)두귀처럼 묶는다. 나머지는
아래로 느려 뜨려 신을 만든다. 아래로는 옷과 가

지런한 길이로 한다. 장군은 자색단6폭을 이어서
매폭마다 3개의 주름을 잡는다. 길이는 5촌정도 땅
에 끌리게 한다. 별도로 배색단사용하여 나비는 사

오촌 되는 것으로 접어서 6폭치마에 이어 붙여 촘
촘히 궤맨다. 단출히 허리에 두르고 양끝에는 백색
의 작은 띠를 있게 한다…”24)

하여 용재집에 언급된 부위별 설명에서 색상과 크

기 및 재질과 바느질방식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언급

하였으나 크기와 봉제방식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다.

이상과 같이 옷길이로 착용하는 원삼길이와 허리

의 앞에서 쌍봉으로 매는 허리띠 의 착장방식과 장

군(長裙)과 대대(大帶)와 함께 예복으로서 원삼일습

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구제척인

바느질 방법과 봉제어휘 -제(齊), 중굴(中屈), 몌본

(袂本), 매구(袂口), 원살(圓殺), 환(環), 임(袵),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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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대

- 容齋集 圓衫

<그림 4>한산이씨

원삼(No.4)

- 2012 본인제도

<그림 5> 한산이씨 원삼

- 2012 본인촬영

<그림 6> 전주이씨 원삼

- 2006 본인촬영

<그림 7> 한산이씨 원삼띠

- 2006 본인촬영

봉(夾縫), 양이(兩耳) 등을 알 수 있었다.

2. 실물과 기록에 나타난 원삼구성
18세기 원삼의 형태는 김근행의 기록과 청주출토 한

산이씨 출토원삼(No.4)과 전주이씨 출토원삼(No. 32)

에서 살펴보면 <그림 1, 2, 4, 5, 6>과 같다. 이에 의하

면 원삼은 기록과 실물 모두 밑도련과 옆선이 곡선으

로 구성된 곡선 원삼이다. 그러나 용재집의 원삼도면
<그림 1, 2>에서와 같이 원삼앞길은 직선인 반면 뒷길

은 곡선으로, 앞뒷길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2>는 한산이씨와 전주이씨의 출토원삼과 용
재집에 기록된 원삼의 구성부위별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앞의 원삼길이는 용재집과 출토원삼 모두

전단후장(前短後長)이다. 이러한 원삼의 앞뒷길 길이

차이는 <표 2>에서와 같이 용재집의 원삼은 약 5

촌(寸)으로, 약 25㎝로 추산되며, 한산이씨 원삼은

약 16㎝, 전주이씨 원삼은 약 17.5㎝ 정도로, 실물원

삼의 앞뒷길 차이가 기록 보다는 다소 적게 나타난다.

한산이씨 원삼(No.4)과 전주이씨 원삼(No.32)은 2

벌 원삼25)이다. 안감의 선장식은 현재 변색되어, 길

부위 옷감색상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반면 용재집

기록에 보이는 선장식은 진한색으로, 길의 색상과 구

분이 뚜렷하다. 이다. 그러나 출토 원삼의 경우 색상

은 변퇴색되어 원색을 유추하기는 어려우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재의 선색상을 남색으로 추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선단크기

는 <표 2>에서와 같이 용재집에서는 2촌으로 약

10㎝ 전후로 기록된 반면 출토원삼 모두 약 5.5㎝로

구성되어, 기록과 실물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출토원삼 2벌 모두 깃은 맞깃구성이며 2개의 깃 -

겉깃은 겉원삼에, 안깃은 속원삼 -이 각기 따로 구성

되어 있다. 또 겉깃은 2장으로 재단된 2겹이나, 안깃

은 1장으로 재단된 2겹으로, 재단에서 차이를 보인다.

용재집에 그려진 원삼의 겉깃 깃머리는 <그림 12>

와 같이 직선(方)형태인 반면 한산이씨와 전주이씨

원삼의 깃머리는 <그림 8, 11>과 같이 원형으로, 기

록과 실물에서 형태 차이를 볼 수 있다. 또 겉깃 길

이는 용재집에서는 약 1척4촌으로 약 65.5㎝로 추

산되며 겉깃길이는 한산이씨 원삼은 약 77㎝이고 전

주이씨 원삼은 약 87.5㎝로, 기록과 실물사이에서뿐

아니라 두 실물사이에서도 차이가 나타낸다. 그러나

깃나비는 용재집에서는 2촌으로 약 10㎝ 전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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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구성부위
한산이씨(No.4) 전주이씨(No.32) 용재집

길

총길이 뒤 141 132.5 앞+5촌

앞 123.5 116.5 身齊

뒷품 60 62/58 幅

앞품 57 62/58

트임 61? (7.5)

선단나비 5.5 5.5 2촌, (10)

깃

고대 20 20 (16)

겉깃길이 77 87.5 13.2,(약 65.6)

겉깃나비 12/6.5 10.5/6.5 2촌 (10)

안깃나비 12 - -

안깃길이 80 - -

여밈매듭 2(깃) 2, 깃 2, 1(胸), 1(脘)

소매

화장 127 141 -

진동 6촌

소매나비 67 57 1척2촌 (60)

소매길이 약61.5 약69 폭

색동 1 5.7 5.5 1촌(홍색, 5)

색동 2 5.7 5.5 1촌(황색, 5)

한삼 24 29 5촌(백색, 25)

띠 띠 나비 2촌, (홍색, 10)

색상 녹(길),홍(띠, 색동),황(색동),남(선),백(한삼)

( ) 1촌은 약5㎝로 추산하였다

<표 2> 실물과 기록에 나타난 원삼구성

단위: ㎝

반면 한산이씨 원삼의 깃나비는 약 12㎝와 6.5㎝이며,

전주이씨 원삼의 깃나비는 10㎝와 6.5㎝로, 10㎝ 전

후로 출토원삼과 기록이 유사하다.

여밈은 <그림 8, 11>과 같이 기록과 실물 모두 2

개의 연봉매듭이다. 한산이씨 원삼의 매듭은 공단 끈

목이, 전주이씨 원삼의 매듭은 명주 끈목이 사용되었

다. 그러나 용재집에서의 원삼 여밈은 2개의 실고

리(絲環)로, 재질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여밈 위

치는 출토원삼의 경우 <그림 8, 11>과 같이 하나는

깃의 위쪽에, 다른 하나는 깃의 아래쪽으로 모두 깃

에 위치한다. 반면 용재집 원삼구성에서는 <그림

12>와 같이 하나는 깃에 다른 한 매듭은 길에 위치

하여 출토원삼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 숫매듭은 왼쪽

에, 암고리는 오른쪽에 배치한 매듭위치는 <그림 9,

10, 12>에서와 같이 기록과 실물이 일치한다.

소매나비는 <표 2>에 의하면 용재집에서는 1척2
촌으로 약 60㎝전후이며, 한산이씨 원삼은 약 67㎝이

고, 전주이씨 원삼은 약 57㎝로 유사하다. 이러한 차

이는 사용직물의 폭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색동나비는 용재집에서는 1촌으로 약 5㎝전후이며,
한산이씨 원삼은 약 5.7㎝이고 전주이씨 원삼은 약

5.5㎝로 유사하며, 트임은 겨드랑이아래의 약 1촌반

이 연결되어 있어 기록과 일치한다.

소매색상은 용재집기록과 출토원삼 모두 길과

동일한 색상이다. 소매길이는 용재집에서는 ‘幅’이

라 하였으며, 한산이씨 원삼은 약 61.5㎝이고 전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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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No.4,

깃형태․상침․여밈매듭

- 2010 본인촬영

<그림 9> No.4 윗

매듭과 4땀상침

- 2010 본인촬영

<그림 10> No.4

아랫매듭과 4땀상침

- 2010 본인촬영

<그림 11> 원삼 앞면

- 2006 본인촬영

<그림 12> 원삼앞

- 容齋集 圓衫

씨 원삼의 소매나비는 약 69㎝로 약간의 차이를 보

인다. 이는 원삼에 사용된 옷감 나비에 따른 차이로

유추된다.

대(帶)는 용재집에서는 홍색단이 사용되었으며

나비는 2촌이나 길이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주이씨

원삼띠(帶, No. 48)는 현재색상은 진한 갈색을 띄고

있으며, 띠의 길이는 약 383㎝이며 나비는 약 5.5㎝

의 2겹 구성이며 골로 재단되었으며 <그림 7>과 같

다. 용재집에서의 홍색은 현재 출토된 띠의 진한

갈색색조가 원래 홍색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용재집에서는 <표 2>에서와 같이 안깃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요소에 대한 언급을 볼 때, 김근행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크기에 있어서 옷길이는 ‘身齊’로, 또 품 그

리고 소매나비는 ‘幅’으로 기록하여 착용자의 신체크

기나 사용하는 옷감의 폭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착용

자의 신체크기를 고려하여 획일적인 크기가 아닌 융

통성 있는 구성법을 사용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출

토유물연구에 있어서 색상은 발굴이후 변퇴색으로

인하여 원색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실정에서 용
재집에 기록된 각 구성부위의 색상은 원색을 추정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용재집기록 가운데 색동과 원삼의 깃형

태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는 색동

크기이다. 용재집에서는 색동크기를 장1촌(長一寸)

이라 하였다. 여기서 ‘長’이란 아마도 색동나비를 언

급한 것으로 유추된다. 김근행은 ‘廣’ 대신 ‘長’이라

하였으며, 그 크기도 ‘1촌(一寸)’이라 하였다. 그러나

대대(大帶)에 있어서는 나비를 ‘廣’이라 언급하였으

며, ‘2촌(二寸)’크기라 하였다. 여기서 의문은 색동을

1촌이라 한 점이다. 색동나비를 ‘長’이라 한 이유는

소매의 어깨에서 손목까지의 길이를 소매길이로 인

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색동나비를 길이 즉 ‘長’으

로 표기한 반면, 띠에서는 올방향을 길이로 인식하여

띠의 나비는 ‘廣’으로 표기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

한 길이와 나비 어휘의 구분은 의복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체와 옷을 동일하게 보는 당시의 복식관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출토원삼 안감에 장식된 남색선 크기는 색

동 크기와 유사하게 표현되었으나, 남색선은 ‘2촌’으

로, 색동은 ‘1촌’으로 달리 기록하였다. 또 <표 2>에

의하면 띠나비도 실제 유물에서는 약 5㎝내외로 1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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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깝다. 그러나 용재집에는 ‘2촌’으로 기록되었

다. 그러나 <그림 1>에 의하면 용재집 도면에 그려
진 색동과 남색선이 유사한 크기임을 고려할 때, 남

색선과 띠를 ‘2촌’으로 기록한 것은 색동에서의 ‘1촌’

을 오록(誤錄)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보다는 선

의 경우는 선단과 밑도련 모두 곡선 형태임을 고려

할 때 재단하기 위하여 ‘1촌’이 아닌 더 넓은 옷감 ‘2

촌’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아울러 띠의 경

우도 2겹 구성의 1촌 나비의 겉감과 안감을 1장으로

골로 재단하기 위하여 ‘2촌’이 필요하였을 것이란 추

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구성부위의 크기뿐 아니라 재

단하기 위한 옷감분량까지도 고려한 기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를 통해 볼 때, 김근행이

원삼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Ⅳ. 원삼의 착용
조선시대 여러 학자들의 문집에서 원삼에 대한 언

급을 볼 수 있다. 이를 문집 저자의 생졸연대로 그

시기를 추정하면 <표 3>과 같으며, 이러한 원삼에 대

한 언급은 17․18세기에 집중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원삼의 착용과 구성 및 형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원삼에 대한 기록은 당시 원삼이 사회적으로 논의의

대상되고 있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원삼착용
<표 3>에 의하면 원삼은 예복으로 착용되고 있으

며, 예복 원삼에 대하여

윤봉구는 “…또 근래의 풍속에 입는 원삼이 있는
데, 이 두 옷은 남자들의 옷에 견주어 볼 때, 심의·

직령·도포와 같다…”26) 하였으며, 또 “…제사 및
웃어른을 찾아뵐 때 대의 혹은 원삼을 착용하는
것이 마땅하다…27)”하였다. 또 성해응은 “…부인의

예복으로는 원삼이 있다…”28)고 하였으며, 이형상
은 “…우리나라 풍속에 … 초록원삼…은 내명부의
예복(上服)이며…”29)

라 하여 원삼은 남자들의 심의나 직령 혹은 도포와

같은 다양한 예복(上服)에 준하는 여자들의 일상예

복(上服)이며, 착용자 역시 일반 서민뿐 아니라 내명

부에 이르는 상류층도 함께 착용한 일상 예복이었음

을 알려준다. 또 의례에 있어서 원삼착용에 관하여

장현광은 “…계례하는 날…옷깃은 동쪽으로 하고,

의복은 원삼(圓衫)을 사용한다.…”30)하였고, 이재는 “…근래
부인의 혼례와 상례에 모두 원삼을 사용하는데, 이

것이 과연 예의에 맞는 것인가?하였으며, 또 송시
열은 “…근래 부인의 혼례와 상례에는 모두 원삼
을 사용한다…”31) 하였고, 홍직필은 “…원삼은 근

래 풍속에서 혼례와 상례에서 통용하는 것이나…
‘32)라 하였다. 또 정약용은 "…우리나라 부인들은
상의에 긴 자락을 입지 않고 오직 결혼할 때에 그

러한 옷을 입는데 큰 것을 원삼(員衫) 작은 것을 당의(唐衣)라고

한다.…33)하며 또 “…우리나라 풍속에…부인의 복색
은…하피(霞帔) 방언의 원삼(圓衫)이다. 대대(大帶) 붉은 치

마를 입을 때이다. 지금 풍속을 따른 것이다… 34)”라 하
여 부인들의 예복이 원삼임을 세주에서 구체적으
로 설명하였다. 이형상은 “…우리나라 풍속에 …

초록원삼은 여상주의 예복(上服)이고… 홍장삼은
신부의 예복(上服)이며, …원삼은 신부 혼례시 유
모의 예복이며, …원삼으로 시부모를 뵌다…”35)하

였다. 또 김장생은 상례 가운데 초종(初終)의 옷으
로 “…부인은 대수(大袖)를 쓰는데, …대수는 곧
원삼(圓衫)이며…”라 하였고, 이익도 “…여자상례

복은 …우리나라 풍속의 당의 원삼과 같다…”36)하
였으며, 권상하 역시 “…부인상에는 원삼·…을 국
속에서 모두 사용한다…”37)하였고, 또 송능상은

“…원삼은 우리나라 혼례시 복장이다. 예(禮)에 의
하면 ‘복(復)’의 옷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마땅히
평시 제사의 복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38)

고 하여 장현광은 원삼이 계례 예복으로도 착용되었

음을, 이재, 송시열, 홍직필은 혼례와 상례의 예복임

을, 이익과 정약용은 혼례시 예복이라 언급하였고 김

장생, 이익, 권상하는 내상(內喪)의 옷임을, 송능상은

제사때에도 예복으로 착용하였다고 하였다. 이로서

원삼은 계례, 혼례, 상례, 제례 등 모든 통과의례의

여자예복으로 착용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관례와

제례에서의 원삼착용에 대하여 장현광과 송능상만

언급한 것으로, 그 빈도도 매우 낮다. 여기서 장현광

(1554명종9년~1637, 인조15년)은 생졸연대로 살펴보

면 16·17세기 인물이다. 원삼이 관례 예복으로 착용

되었던 시기는 비교적 앞시기에 한정되었을 가능성

을 암시한다. 반면 원삼이 혼례와 상례 예복으로 착

용된 언급은 김장생과 송시열뿐 아니라 이익, 권상하,

정약용, 홍직필 등으로, 앞시기 인물뿐 아니라 후기

인물들까지 이어지고 있어, 원삼이 혼례와 상례 예복

으로 지속적으로 착용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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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기

(세기) 저자(생졸연대) 문집

기

원

착용(예복) 구성, 형태

예

복

관

례

혼

례

제

례

염

습

의

현

구

고

존

장

배

자

착

장

구

성

소

매
연 띠

머

리

장

식

색 계

16․17

김장생(1548〜1631) 사계전서,31, 상례비요 〇 1

장광현(1554〜1637) 여헌집,7,잡저 〇 1

윤선(1559〜1639) 추담집,4 〇 〇 2

17 송시열(1607〜1689) 송자대전,118,서 〇 1

17․18

권상하(1641〜1721) 한수재집,18,서 〇 1

이형상(1653〜1733) 병와집,5,서 〇 〇 〇 〇 ○ 5

박태보(1654〜1689) 정재집,8, 〇 1

박광일(1655〜1723) 손재집,5,잡저,예송 〇 ○ 2

이세구(1646〜1700) 양화집,7 〇 1

이익(1681〜1763) 성호전집,11,서 〇 〇 〇 〇 4

윤봉구(1681〜1767) 병계집,26,33,23,서 ○ 〇 〇 〇 〇 〇 6

이철보(1691-1770) 지암유고,5 〇 1

송능상(1710〜1758) 운평집,10 〇 1

송문흠(1710〜1752) 한정당집,7 〇 〇 〇 3

임성주(1711〜1788) 녹문집,8,서 〇 〇 ○ 〇 4

김근행(1713〜1784) 용재집,6, 〇 〇 2

이화보(1714〜1781) 유심재집,3 〇 1

임정주(1727〜1796) 운호집,4

18․19

조유선(1731〜1809) 나산집,4 〇 1

박지원(1737〜1805) 연암집,3,서. 열하일기 〇 〇 ○ 3

정조(1752〜1800) 홍재전서,43,비답2

성해응(1760〜1839) 연경재전집,10,43,47 〇 〇 2

정약용(1762〜1836) 여유당전서,3,6,21,23,43 〇 〇 〇 〇 ○ 5

홍직필(1776〜1852) 매산집,15, 〇 〇 〇 ○ 4

송래희(1791〜1867) 금곡집, 9 〇 〇 2

서종화(미상?) 약헌유집,7 〇 1

현상벽(미상) 관봉유고,5,서 〇 1

19
임헌회(1811〜1876) 고산집,19, 〇 1

이진상(1818〜1886) 한주집,20 〇 〇 2

19․20
송병예(1836〜1905) 연재집5

김광(1896〜1978) 면우집52 〇 〇 2

7 4 1 5 2 12 2 1 6 5 9 1 4 1 1 61

<표 3> 문집에 언급된 원삼에 관한 내용

이는 일상과 통과의례의 예복으로 착용되었던 원

삼은 점차 혼례와 상례의 중심의 예복으로 변화되었

음을 시사한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형상의 기록에

의하면 원삼은 혼례시 신부는 물론 신부의 유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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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구고례에 있어서 시모에이르기까지 여러 역할의

사람들의 예복이기도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원삼

이 혼례의 상징적 옷으로 정착되었음을 반영한다. 이

러한 혼례의 상징적인 의복으로의 변화로 인하여 원

삼은 계례의 복장에서의 착용이 감소하게 된 원인임

을 말하고 있다. 즉 송능상은 혼례예복인 원삼을 계

례에 착용하는 것은 혼례와 계례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그 착용을 금하는 것이며, 아울러 혼례 복장

인 원삼을 ‘복’의 옷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

도 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복원삼은 착용에 있어서

정약용은 아들 학가39)의 질문에 “… 지금은 상복
(上服) 1벌만 입힌다. …부인은 겹저고리(袷襦) 위

에 다만 원삼(혹은 당의) 2벌만 입힌다. 이는 삼천
양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40)라 하였고, 박태보
는 “…또 원삼이 있는데 고을 사람들이 혼례때 사

용한 것으로 보이나, 훼손되어 알 수 없다…”41)

하여 예복 원삼은 겹저고리위에 입으며 이는 여자

예복으로 삼천양지(參天兩地)의 논리에 따라 여자의

옷인 원삼은 겹저고리와 같이 음의 수인 2벌 입게

된 연유를 밝히며, 또 원삼은 한 마을 사람들이 공동

으로 사용하였음을 알려준다.

2. 원삼착장
앞의 착용에 이어 원삼은 머리장식과 색상 그리고

띠로서, 일습을 갖추어 착장함을 알려준다.

1) 머리장식

장광현, 이형상, 권상하, 김근행, 정약용, 김광, 송

래희 등 여러 학자들은 원삼의 머리장식에 대하여

장광현은 “…여자가 계례(계례)하는 날… 관은 엽모

(葉帽)를 사용한다…”42)하였으며, 정약용은 “…우리나

라…신부복장은 화관방언은 족두리이다.…”43)라 하였으
며, 이형상은 “…여모와 초록원삼…여상주의 예복
(上服)이고…거두미와 신부의 예복(上服)이다…개

두와…신부 혼례시 유모의 예복이다…가체원삼으
로 시부모를 뵌다…”44)하였으며, 또 김근행은 “…
시속에는 부인상에는 여모와 원삼을 사용한다

…45)”하였고, 이진상도 “…여모·원삼·화관은 세속
의 제도이기에 일찍이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46)

하였고 김광도 “…오늘날 시속에 여상에는 예모와

원삼을 사용한다…”47)

하여, 원삼은 족두리(화관) 가체, 여모 그리고 개두

등 다양한 종류의 머리장식을 하였음을 알려준다. 이

러한 다양한 머리장식은 의례에 따라, 혼례시 신부와

제례에서는 족두리(화관)로 장식하며, 내명부는 가체

를, 계례와 내상(內喪)에서는 여모로 사용하여 그 종

류를 달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혼례후에서는 신부와

현구고례시 시부모는 원삼에 가체를, 또 유모는 개두

로 장식하여 혼례절차와 혼례에서의 역할에 따라 머

리장식을 달리하였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족두리와

가채의 사용에 대하여

송래희는 “…관을 대신하여 족두리 혹은 화관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으로는 화관과 결혼 전

에 가체를 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홍장삼과 주리군을
착용하고 혼례를 행하며, 가체와 이미 혼례를 치른 후에

관자를 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원삼과 배자이다. 또한 이때 하

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48)이라 하였고, 이형상은 진
북계의 말을 빌어 “…진북계가 말하기를 ‘관을 쓰
지 않고 비녀로 채를 고정할 뿐이다.’라고 하였으

니, 아마도 출가후를 말하는 듯하다…”49)

라 하여 송래희는 혼례 전에 가체를 하는 것은 불가

하며, 또 혼례 후에 관 즉 족두리(화관)를 쓰는 것

역시 불가하다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형상은 진

북계의 말을 빌러 가체는 출가이후를 의미하는 것으

로, 혼례에는 관인 족두리를 사용할 것은 제시하였다.

따라서 신부는 혼례시 족두리를 사용하며, 혼례이후

현구고례에서는 가체로 머리장식을 달리하는 연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여상(內喪) 원삼에 여모를 사용하

는 것에 대하여

이진상은 “…여모원삼화관제도 : …여상(女喪)의

옛제도(古制)… 화관은 너무 크고 화려하며 더욱
이 죽은 자에게 관을 씌우지 않는다‘는 말과도 합
치하지 않는다…50)”하였으며, 지금 또한 생시에도

착용하지 않는데 장차 어디에서 취하여 정종의 도
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하는 김광의 질문에 우암
은 ‘…생시에도 관을 쓰지 않는 부인들이 죽은 뒤

에 관을 쓰는 것은 남자 상(喪)보다 중하게 하는
것으로, 예가 아니다.…’하였다. 하물며 부인들이 관
을 쓰지 않고 있다가, 죽은 뒤에 모자를 쓰는 것은

도리어 장부(丈夫)의 상(喪)보다 중하게 하는 것
이다…51)

라 하여, 여상(內喪)에 여모를 착용하는 것은 이진상

은 사자부관지례(死者不冠之禮)에 의한 것이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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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송시열은 부인상에 관을 사용하는 것은 남자의

상(喪)보다 중하게 하는 것으로, 예가 아니기 때문이

라 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조선후기 출토원삼

과 함께 여모가 출토되는 경향도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띠(帶)

원삼일습을 착용하는데 있어서 송시열은 “…근래

부인의 혼례와 상례에 모두 원삼을 사용하는데, …띠

는 어떤 제도를 써야 하는가…”52)라 하여 원삼에 띠

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

하여 이세구는

“… 가례(家禮) 습조(襲條) 에 부인들의 대
(帶)에 대한 명문(明文)이 없고, 지금 풍속에서 부

인들이 살았을 때 대(帶)를 하지 않으니 궤연(几
筵)에 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라는 질문에 “…
답하기를 …옛날 부인의 상(喪)에 염을 할 때에는

대(帶)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질문 :“… 가례
(家禮)에서 부인의 대에 대하여 논하지 않은 것
은 문헌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시속

에 부인들이 원삼(圓衫) 종류(類)를 입을 때 대대
(大帶)를 하니, 또한 상생(象生)53)에 따라 대를 하
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54)하였으며 박광일은

“… 비요(備要)에 ‘부인들의 대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른 것이며, 어
느 시대에 쓰인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를 “… 고례(古禮)에 명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을 한 것이며, 대대(大帶)를 사용하였다. 예전에 부
인들도 심의(深衣)를 입었으니 부인의 상(喪)에

대대(大帶)를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55)라
하였고, 현상벽은 “…부인(婦人)의 대(帶)에 대하
여 …그러나 고례(古禮)로 말하면 곡례(曲禮) 에

‘여자는 띠를 실로 한다.’ ‘심의는 남녀가 함께 입어
도 괜찮다’ 등의 말이 있으니, 실로 띠를 매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지금 원삼 종류도 또한 반드

시 대(帶)를 사용하니, 내 생각에 옛 것을 근거로
지금에 활용하여 쓴다면 얻는 것이 있을 듯하
다…”56)

하여 송시열은 원삼 착용시 띠의 사용의 옳고 그름

과 띠의 종류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였고 이에 대하

여 이세구는 시속에서 원삼 착용시 띠를 하는 것은

상생의 의미로, 박광일과 현상벽은 심의의 예를 들어

원삼에 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라 하였다.

이러한 원삼의 띠(帶)의 구성에 대하여 송문흠은 다

음과 같이

“…중단의 겨드랑이아래에 있는 양쪽 띠걸이(구
멍)는 서로 뚫은 것은 쌍환배자와 같다. 오직 겨드
랑이아래를 연결한 것만 다르다…”57)고 하였고 임

성주는 “…대(帶)는 또한 세속을 따라서 붉은색
대대(大帶)를 사용하며, 소대(小帶)로 묶는 것(고
정시키는 것)이 좋다…다만 세속의 예에 따라 원

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하였으니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였고…”58), 정약용은
“…우리나라……신부복장은 대대로 홍치마를 입는

다”59)

고 하여, 원삼 대대의 위치와 색상 그리고 착용법을

언급하였다.

3) 색(色)

원삼의 색은 옷과 소매의 색동에서 다양하게 구성

된다. 이러한 원삼은 옷의 색상에 따라 홍원삼과 녹

원삼 황원삼으로 분류되어 궁중여인들의 지위를 상

징하였으며, 원삼은 색동으로 인하여 연향수(燕香袖)

라 불리기도 하였다.60) 원삼의 색상은 착용자의 지위

를 상징하는 반면 색동의 색상은 옷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이러한 원삼의 색상에 대하여

윤봉구는 “기제에 착용할 때는 첨담의 엷은 색을

사용한다… 61)” 하였고, 또 이형상은 배자는 “…
대수란 초록원삼이 여기에 해당된다. …배자라는
것은 홍장삼이 해당된다.….62) 하고 또 “.…초록원삼과…

여상주의 上服이다.…以…紅長衫 … 爲昏女上服…거두미와 홍장삼과 주리군

은 신부의 상복이다.
63)”라하여 정약용은 “오늘날 원삼은

혼례 때의 상복(上服)이다. 그러나 채색이 현란하

니 반드시 옛 제도는 아니며,… 경처는 황색을, 대
부의 처는 적색을 선비의 처는 흑색을 착용하지만,
모두 흰 명주로 하는 것이 옛제도이다.…”64)라 하

였다. 임헌희는 “송종의 옷으로 정색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인의 원삼은 남색을 녹색으로 바꾸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선생께서 대답하시기를

’말한 바가 진실로 옳다.”65)

하여 윤봉구는 내명부와 존자를 뵐 때의 외명부와

사녀 혼례시의 유모의 원삼 및 염습원삼은 초록색이

며, 혼례시 신부의 옷은 홍색임을, 정약용은 혼례시

원삼은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색을 황색, 적색, 흑색

으로 달리하여 착용되었음을 알려준다. 특히 임헌희

는 염습 원삼이 녹색인 것은 송종(送終)의 의미를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색동에 대하여

김광은 “우암(尤庵)이 말하기를 …’…원삼에 잡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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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매를 마름질하는 것은 순일(純一)의 덕과
어긋나는 것입니다…66)”라 하였다. 윤봉구는 “…원
삼은 제도가 속복(俗服)의 것과 같은데 다만 순색

(純色)으로 소매를 만들고, 붉은색, 황색, 백색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삼으로 쓸 수 있다…” 67)라
고 하였고, 또 “물음… 세속에서는 모두 원삼의 길

즉 원체(元體)를 초록으로 하며, 소매는 붉은색, 황
색, 흰색 순서로 꾸미는데, 붉은색과 황색은 넓이가
각각 1촌, 흰색은 5촌 남짓된다…”68) 대의 사용에

대하여 임성주는 “대(帶)는 … 대대(大帶)를 사용
하며… ”69) 정약용은 “…대대로 붉은 치마를 입는
다…”70)

하여 김광은 원삼의 색동은 순일의 윈리에서 벗어난

것이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윤봉구는 시속으로 색

동장식이 없는 원삼도 사용할 수 있으나, 윤봉구의

기록에 보이는 초록소매에 붉은색과 황색 흰색은 소

매와 색동 그리고 한삼의 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

으며, 또 대는 홍색이며 때에 따라서 치마로 대신하

기도 하였음을 알려준다.

Ⅴ. 결 언
본 논문에서는 출토원삼과 조선시대 문집에 언급

된 원삼에 관한 기록을 분석하여 원삼의 유래와 그

전개과정 및 변화시기를 밝힐 수 있었으며, 더 나아

가 원삼의 착장과 착용방식을 통하여 조선후기 원삼

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단령으로부터 비롯된 원삼의 유래는 송미경과 임

현주의 연구에 이어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록과

실물을 통하여 원삼의 전개과정을 2차의 변화를 통

하여 밝힐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삼의 소매

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았다. 원삼의 1차변화는 좌

우대칭과 짧고 넓은 소매로, 단령에서 배자구성으로

의 변화이며, 2차 변화는 넓고 큰 소매와 머리장식

그리고 색상과 색동 및 띠장식으로 배자구성에서 고

유옷구성의 변화이다. 이러한 원삼의 1차변화는 여자

단령을 남자단령과 차별화하기 위한 형식에 의한 국

속화라 할 수 있으며, 2차변화는 조선후기 고유옷 구

성으로 완성된 것으로, 의복구성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한 내용의 국속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형식과 내용의 국속화를 통하여 원삼은 18세기

이르러 우리 고유의 예복으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전후 원삼은 전단후장의 옷길이, 크고 긴

소매, 색동과 한삼 그리고 띠 구성으로 오늘날의 원삼

과 유사하였으나, 홑겹원삼 2벌로 구성된 불완전한 2

벌 원삼으로 구성된 점과, 치마길이의 원삼의 옷길이

그리고 허리의 앞에서 쌍봉(雙峰)으로 매는 띠의 착

장방식에서 근대와 오늘날 원삼과의 차이를 보인다.

원삼은 일상과 의례의 여자의 대표예복으로 착용되

었으나, 점차 관혼상제 특히 혼례와 상례 중심의 예복

으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혼례

복 인 원삼을 일상에서 착용함으로써 일상과 혼례와

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의례의 예복인 원삼은 머리장식과 원삼의

색상으로 의례의 종류와 절차를 상징하고 있었다. 원

삼은 혼례에는 홍색을, 내상(內喪)에는 녹색을, 제례

에는 연한 담색으로 의례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였다.

또한 머리장식은 혼례와 제례는 화관 혹은 족두리와

같은 관을 사용하고, 내명부와 혼례후 기혼녀는 원삼

에 가채로 장식하였으며, 내상(喪)에는 여모를 착용

함으로써, 의례에 따라 머리장식을 달리하였다.

혼례시 원삼에 족두리를 착용하는 것은 가체가 기

혼(旣婚)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내상에 모자를 사용

하는 이유는 ‘사자부관지례(死者不冠之禮)’와 상을 무

겁게 지내는 과례(過禮)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원삼의 색상과 머리장식은 의례의 종류와 착용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기호적 역할을 통하여 조선사회의

윤리적 의미를 상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원삼은 남녀유별에 의한 유교 이념의

틀에 의하여 유래되었을 뿐 아니라 구성과 착장에서

도 조선사회의 생활철학인 예(규범)의 틀에 수용되

어 형성된 옷으로, 유교사회의 부산물임을 알 수 있

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18세기 고유옷으로 완성된

원삼은 조선사회에 있어서 유학의 이념이 생활철학

으로 정착된 의생활의 일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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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見上冠禮筓陣服條… 이재는 원삼의 형태에서 대해

서 ‘세속에서 만드는 원삼(圓衫)은 맞깃(對衿)이며

뒤는 길고 앞은 짧다. 또 소매 끝에는 채색 비단을

여러 겹으로 대는데 이를 일러 연향수(燕香袖)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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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前幅 後幅作負繩 曳地五寸 袂四色 用段二幅 各中屈

之 長各尺二寸 屬於左右 其本 各六寸許 縫合其下以爲

袂 又用紅段長一寸 中屈下垂 分屬於原袂左右 次屬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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