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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clothing prohibition modelling characteristics, this paper studies historical costumes through the

traditional Chinese historical dramas of the ‘Kang-Qian’ heyday during the ‘Qing Dynasty’; <Empresses in

the Palace> represents the research object as a representative Chinese historical drama. This paper system-

atically analyzed the utilization and reflection of royal women clothing prohibi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oyal women clothing prohibition of this drama shows three aspects of characteristics

found in traditional Chinese costume modeling. First, some special colors that integrated ancient and modern

styles were mainly used in this drama such as champagne color, wine color, and macaron color. Second, it

mainly utilized the modelling of modern artificial pigments and floral patterns that are different from Chi-

nese traditional female costumes of the ‘Qing Dynasty’. Third, stage costumes for this drama are focused

more on using a personality method to reflect the beauty of each actress by the application of individual ele-

ments. This study analyzed and studied the clothing prohibition of female costume from <Empresses in the

Palace> to show the traditional Chinese costume prohibition in a Chinese historical drama as well as reveal

a few aspects of traditional female costume characteristics in the ‘Kang-Qian’ heyday during the ‘Qing Dy-

nasty’. This study examined traditional female costumes characteristics in modern historical dramas based

on different figures and dynasties as well as discussed the factors at a deeper level and from varied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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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극(史劇)은 역사극의 준말로써 역사적 배경을 근거

로 전개되는 사회상(社會相)을 보여주게 되므로, 극의 의

상은 일차적으로 그 시대나 사회상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Lee, 2010).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극에 나타난 TV

드라마 의상은 역사왜곡과 고증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사극의 설정에 따

른 의상 디자인적 요소가 나타난다. 또한, 오늘날 사극

의상은 감상의 대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서

로 소통하면서, 전통적 계속성과 변화지향성이 공존하

는 미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Lee, 2010). 그리고 이러

한 배경에는 문화 주체의 변화를 비롯한 현대적 정서를

중시한 제작 의도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V

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입는 의상은 캐릭터의

신분과 역할, 가치관 등의 외재적 요소와 더불어 내재적

요소인 인물의 성격, 심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기에

이는 극을 이끄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et al., 2015).

이로 인해 사극 창작자들은 세밀한 인물 표현을 위해

전통 복식에 맞추지 않고 장식적 요소를 지나치게 활용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그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고증의 오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끊

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극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틀 내에서 복

식을 표현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퓨전 사극은

허위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정통 사극의 전통

복식 재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현대적으

로 표현된다.

중국 사회에서는 사극이 1986년 <누르하치>(努尔哈

赤: 천명제, 중국 후금의 초대 황제) 이후 방송사들의 경

쟁을 통해 꾸준히 대중에게 사랑을 받으며 발전해 왔고,

한국 사회에서 중국 사극이 처음 소개된 1998년 <환주

격격: 황제의딸>(還珠格格)을 기점으로 한국 대중들에

게 인기를 얻으며 널리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전쟁 사극,

정책 사극 등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사(正史)를

다룬 사극이 시청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Kim et al., 2015).

2010년대 이후 중국 사극은 문화 콘텐츠로서의 특성

이 부각되면서 대중과의 감성적 교감을 높이기 위해 전

통과 퓨전을 넘나들고 있다. 특히 타임 슬립(Time Slip)

드라마가 대중의 열광을 이끌어내는 비결은 과거의 사

실을 전하는 역사와 허구적 이야기를 전개하는 드라마의

이중적 특성을 교묘히 접합한다는 점에 있다(Yu, 2013).

기존의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온통 한곳으로 쏠리게

했던 로맨스 줄거리 라인의 퓨전 사극은 여성 취향을 자

극하면서 크게 흥행을 일으켰다(Kim et al., 2015).

이처럼 타임 슬립 드라마를 포함한 중국 사극 드라마

중에는 청나라 강건성세(康乾盛世: 1681~1796년) 시기

의 후궁 여성 참정의정(參政議政: 황태후, 황후 및 비등

궁정 여성이 조당의 정치에 참여하여 정무를 논하는 것

임)에 관한 제재 및 로맨스 스토리를 부각시킨 사극 드

라마가 많이 발전해 왔다. 그렇지만 강건성세 시기의 드

라마는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

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강건성세 시기에는 청나라의 영

토(領土)가 확장되고 과학, 문화, 예술이 부흥하는 등 나

라가 대내 ·외로 모두 안정(安定)되었던 중국 고대 황금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현대 역사적 영화

와 텔레비전 작품 중에 강건성세 시기에 관한 제재가 많

이 나타난다.

한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 전통 복식에 반영된

사극 의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자들이

주로 명성황후(Cho, 2010; Han et al., 2005), 황진이(Sung,

2008), 장희빈 및 인현왕후(Cho, 2005; Kim et al., 2015)

등 조선시기 주요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사극에 나타

난 의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Kim, 2009)와 삼국시대(Kwon, 2011)를 배경으

로 한 현대 사극에 표현된 주요 등장인물의 의상 표현을

복식 미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가 고찰되었다. 복

식 색채 경향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상호연관성을

찾고자 하는 선행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까지는 복식 배색의 변화와 사극 의상의 상징성 측면의

가시적 부분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 Sung

(2008), Jun(2007), Cho et al.(2006)은 철학적 접근과 더

불어 개념의 이해를 기반으로, 개념적 측면에서 사극 의

상 색채 특성을 밝혔다. 이렇게 사극 의상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조선시대 복식의 조형 관점에서 한국

사극 의상 디자인 특성, 패션에 표현된 전통미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 전통 미학

관점에서 중국 사극 의상 현대적 조형 특성을 밝힌 연

구는 전무하다. 중국 역사 드라마는 청나라의 역사와 문

화를 대표로 하기에 청나라 시대의 여성 복식 문화를

반영한 드라마를 중심으로 당시의 복식 조형 특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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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나라 강건성세 시기 황족 여성 복식의 고찰을

통해 그 시대 사극에 표현된 여성 복식의 조형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앞의 분석을 통해 강건성세 시기 사극에 표현된

여성 복식의 새로운 특성을 파악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중국 청궁극(清宫戏)이라는 청

나라 퓨전 사극은 약 60편이다. 그중 역사상 희대의 긍

정적이면서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 중국 청나라

강건성세 시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약 35편으로 가장

많다.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은 강건성세 시기의 계급에

따른 복식 조형 특성이 뚜렷하게 두드러진 드라마, 즉

2012년 베스트셀러 소설을 극화한 드라마 <견환전>(甄

嬛传)으로 분석하였다. <견환전>은 중국 드라마 시장에

서 1회의 1위 수상, 시청률 1위 기록, 점수 1위를 기록

한 청궁극 드라마이다. 견환전에 표현되는 특징 및 차이

점을 밝히기 위하여 영상을 모두 보고 분석하되, 영상을

통해 얻은 사진 자료를 황태후(皇太后), 황후(皇后), 귀

비(贵妃), 비(妃) 및 빈(嫔), 명부(命妇: 중국 고대에는 천

자로부터 칭호를 하사받은 여성을 이르며, 청나라 때 주

로 군왕, 대신의 부인이나 그의 모친) 신분 계급으로 분

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복식 품목은 조복, 길복, 상복

위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을 통해 얻은 사진 자료를 58점을

수집하였고, 이 중 연구자의 사적 고찰을 통해 형태, 색

채, 문양 등 미학 조형 특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35점

을 최종 선정하여 연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청나라 강건성세 시기의 역사적 배경

Wikipedia(2015)는 강건성세 혹은 강옹건성세(康雍乾

盛世)가 중국 청나라의 최전성기로 제4대 황제 강희제

(康熙帝)가 삼번의 난을 평정한 1681년부터 시작하여 제

5대 황제 옹정제(雍正帝)를 거치고 제6대 황제 건륭제(乾

隆帝) 치세의 중반부까지 이른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Kang(2010)의 연구에 따르면 청나라의 강희제 후반기부

터 옹정제, 건륭제 연간은 소위 성세(盛世)의 번영을 구

가하던 시기였고, 특히 건륭제 전반기는 이러한 성세의

최고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문건들에는 전에 없이 걸

객(乞客: 몰락한 양반으로서 의관을 갖추고 구걸하는

사람) 문제에 관한 논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Kang,

2010). 청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문화, 예술이 부흥하

는 등 나라가 내 ·외로 모두 안정되었다. 청나라 당시

건륭 중기의 하남 순무인 아사합(阿思哈)은 “강희제의

60년 통치는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옹정제는 건전

한 기풍을 확립하고 변화를 통해 백성들의 질곡을 제거

하였으며, 건륭제는 전대를 계승하여 유종의 미를 화려

하게 거두었다”라고 3대의 관계를 정의하였다고 한다

(Wikipedia, 2015). 중국 청나라 강건성세 시기는 역사상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 중

하나이다. 예컨대 강희제의 9명의 황자(皇子)들이 황위를

이어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구자태적(九子夺嫡)

이라는 중국 고대의 중대한 역사 사건의 이름을 들어가

며 이야기한다.

2. 청나라의 복식 제도(服飾 制度) 및 복식 조형 특

성

중국 1969년에 발간된『중국복장사강』(中國服裝史纲)

(Wang, 1969)에 의하면 황후, 명부 등 황족 여성이 포함

된 후부(後妇) 관복 제도는 중국 주나라 시기(B.C.1046

~B.C.256년)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 중국 마지막 전면적

봉건(封建) 군주제 왕조 청나라에 들어서 전대(前代) 명

나라 한인(汉人) 중심적인 복식 제도를 폐지하고 십종

십불종(十从十不从)을 바탕으로 만인(满人) 중심적인 복

식 제도를 세운다. 청나라 황족 여성 복식 제도는 누르

하치가 여진족(女眞族)을 통일한 시기부터 청나라 역대

제왕의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서 건륭제 통치시기에 최

종적으로 확정되었다(Song, 2008). 이는 성조황제(聖祖

皇帝)의 명에 의하여 편찬(編纂)한 청나라의 제도(制度)

와 전례(典禮)를 모은『대청회전』(大清会典)에 등재된 것

이다.

청나라 황족 여성의 복식 제도는 대개 남자와 비슷한

데 황후(皇后), 황태후(皇太后)는 조복(朝服), 길복(吉服),

상복(常服: 일상복)을 입었고, 후비와 명부는 대개 길복과

상복을 입었다. Im(1988)의 연구에 따르면 청나라 여성

의 복식 구성은 포(袍), 괘(卦), 군(裙), 삼(衫), 고(裤)였다.

1) 조복(朝服) 및 조관(朝冠)

중국 2006년에 발간된『중국복식통사』(中國服饰通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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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 2007)에 의하면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의 조관

은 다음 <Fig. 1>에 효현순황후(孝宪纯皇后)가 착용한

것과 동일하다. 조관은 두상을 따라 둥근 모자 형태로

쓰고, 그 위에 진주(珍珠)와 묘안석(猫眼石) 등으로 고정

하고 주위(朱纬: 빨간색 노끈 장식물)로 장식하였다. 동

계 조관은 훈초(薰貂: 청나라 황족 복식에 많이 이용된

모피)을 쓰고 하계 조관은 청융(青绒: 중국 고대 모직물)

으로 사용하였다(Huang, 2007).

황후의 조복은 다음 <Fig. 1>과 같다.『중국의경』(中

国衣经)(Mao, 2000)에 의하면 청사고(清史稿) 기록에서

조복의 피령(披領: 어깨에 둘러메는 삼각형 옷깃 양식,

옷과 떨어지는 옷깃 형 장식물)은 석청(石淸)색으로 행

룡(行龍: 수평이동 상태의 용) 2마리를 수놓았다. 뒤에

는 밝은 황색의 끈을 드리워서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했

다. 황후의 조포(朝袍)는 곡금(曲襟: 구불구불하는 옷섶

양식)에 우임(右衽) 형태이고 좌우에 트임이 있다(Mao,

2000). 소매는 말굽수(马蹄袖: 청나라 황족 복식의 말의

발톱 형태의 소매) 형태이고 밝은 황색의 단을 대었다.

문양은 단룡(单龙: 용 한 마리) 아홉 마리를 앞뒤와 양 어

깨에 각 한 마리씩, 행룡을 전후 양 무릎 부분에 각 한

마리씩 수놓았다. 나머지 한 마리는 옷깃 안에 수놓아져

서 겉에서 보이지 않으며 옷깃을 열어야 볼 수 있다(Lee,

2000). 옷단에는 단룡 한 마리가 있고 소매가 이어져 있

는 부분에서는 행룡 두 마리가 수놓아져 있고 양쪽 겨드

랑이 앞에는 조괘(朝褂)가 접하는 곳에 금사로 끝동을

두르고 하폭(下幅: 옷의 아랫단, 하단)은 팔보입수(八寶

立水: 팔보문양과 입수문양의 총칭. 팔보문양은 산호, 서

각, 잔, 동전, 여의, 서, 화, 영지 등. 입수문양은 강, 바다

의 물결문양임) 문양으로 되어있다(Huang, 2007).

<Fig. 2>와 같은 조포는 석청색으로 편금연(片金緣:

청나라 복식 옷단의 파이핑 방식)을 두르고 앞뒤, 좌우

에 각 행룡 한 마리씩 수를 놓고 그 사이에 오색운(五色

云) 문양을 수놓았다. 허리에는 주름이 없고 하폭은 팔

보입수 문양이다. 겨드랑이 밑에는 끈을 달아서 뒤에서

조여 몸에 맞게 묶는다(Lee, 2000).

2) 길복(吉服) 및 길관(吉冠)

황후, 황태후의 길관은 조관과 똑같은 둥근 모자 형태

로 착용하였다(Huang, 2007). 황후, 황태후, 및 후비의 길

복은 대개 황제와 비슷한데 용포(龍袍)이고 명부의 길복

은 신분마다 계급에 따라 망포(蟒袍) 혹은 사포(蛇袍)였

다(Lee, 2000). 대청회전(大清会典) 기록에 따르면 용포

길복의 색은 황후, 황귀비, 귀비, 비의 경우에는 황색(黃

色)이고, 빈의 경우는 향색(香色)을 사용한다(Mao, 2000).

Chinese Five Thousand Cultural Relics([CFTCR], 1987/

1995)의 전문 저작에 의하면 <Fig. 3>과 같은 황후의 조

포(朝袍)는 곡금(曲襟)에 우임이고 좌우로 터져 있으며

말굽수 소매의 밝은 황색 주단 포에는 둥근 용문(龍紋)

아홉 개를 수놓았고 불꽃에 싸인 운문(雲紋)을 사이에

두었다. 가슴과 등 및 양 어깨에는 정면을 보는 용 한 마

Fig. 1. Pao, court attire of empress Xiaoxianchun.

From Huang. (2007). p. 193.

Fig. 2. Pao, court attire of empress (I).

From Huang. (2007).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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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씩을 수놓았으며 가슴과 등 아래에는 옆으로 가는 용

두 마리씩을, 옷섶에도 용 한 마리씩을 수놓았다. 그밖에

도 수구(袖口)는 정면을 보는 용 한 마리씩을, 그리고 소

매가 이어지는 곳에는 옆으로 가는 용 두 마리씩을 수놓

았다(CFTCR, 1987/1995). 또한, 치마 아래 하단에는 팔

보입수 문양을 수놓았다.

명부의 길복은 <Fig. 4>와 같다. 명부의 길복은 석청

색 바탕에 용과 봉황(鳳凰) 및 불꽃에 싸인 구슬을 수놓

았고, 선학(仙鹤), 박쥐 등 상서로운 새와 구름을 사이에

두었으며 아래 폭은 세운 물결무늬이다. 대금에 좌우 겨

드랑이 아래를 바느질하지 않았으며 양 앞단은 아래가

넓고 뾰족하며, 주렴을 드리워 수식하였고 가슴과 등에

는 흉배(胸背: 왕족과 백관이 입는 복식의 가슴과 등에

부착하는 사각형의 장식품)를 달았다. 흉배의 무늬가 선

학인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일품(一品: 관직명) 문 ·무관

의 명부의 예복 가운데 하나이다. 명부의 흉배는 남편이

나 아들을 좇아서 정해진다. 다만 무관 명부의 흉배는

길짐승무늬를 사용하지 않고 날짐승의 문양을 사용하였

다(CFTCR, 1987/1995).

3) 상복(常服): 일상복

중국 대다수의 문헌에 따르면 고대 일상생활에서 일

상적으로 입는 복식은 주로 상복이라고 하며 상중에 있

는 상제나 복인이 입는 상복(喪服)은 주로 효복(孝服)이

라고 호칭하였다. 상복이라는 용어는 현재까지도 중국

에서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일상

복을 의미하는 상복을 사용하기로 한다.

청나라 황족 여성의 상복은 주로 둥근 옷깃의 장포(长

袍: 중국 고유의 긴 옷)로 착용하였다. 상복은 단일화 조

복과 길복보다 색이나 문양이 다양하고 자유롭다. 장포

위에 문양 장식을 화려하게 하여 봉황, 모란 등 길상(吉

祥)문양을 하였다. 또한 상복의 소매는 <Fig. 5>−<Fig.

6>과 같은 말굽수이고, 옷깃과 소매, 소매가 접해지는

부분에 화려한 문양을 수놓았다(Lee, 2000). 또한 Lee

(2000)에 의하면 상복 장포는 주로 밝은 청색의 겹으로

된 단에 복수(福壽)문양을 수놓고 그 사이에 복(福)문양

을 수놓았다. 소매와 깃에는 꽃문양을 수놓은 석청색의

선을 둘렀고 소매는 좁다. 상복은 상포의 양식과 같고

날씨가 추워지면 포 위에 <Fig. 7>과 같은 감견(坎肩: 청

나라 때 황족 복식 포 위에 입는 허리까지 오는 짧은 조

끼)을 착용한다(Zhou, 1984).

3. 여성 인물의 신분 계급별 구성

<궁쇄심옥>(宫锁心玉)(2011), <보보경심>(步步惊心)

(2011)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사극 작품에서 구자태적

(九子夺嫡)을 배경으로 한 사극 작품이 빈번하게 반복되

어 나타난다. 특히 중국 사극의 대표 작품 <견환전>은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방영되고 있다. <견

환전>은 강희제 말기(末期) 구자태적 사건 후 우승자 강

희제의 사황자(四皇子) 애신각라 ·윤진(爱新觉罗 ·胤禛),

즉 옹정제가 즉위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 작

품은 건륭제가 즉위하기 후까지 후궁의 암투(暗鬪)를 바

탕으로 각색한 사극 드라마이다. 견환(甄嬛)이라는 여

주인공이 후궁으로 뽑히고 궁정에 들어가서 청순한 소

녀로써 후궁들과 치열한 경쟁을 한 뒤, 황태후까지 오르

Fig. 3. Jifu, court attire of empress (I).

From Huang and Chen. (1999). p. 451.

Fig. 4. Pao, court attire of Mingfu (I).

From Huang. (2007).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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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생을 그려낸 사극 작품이다. 이 중에 신분 계급의 변

화에 따라 각 인물의 엄격한 복식 양식은 크게 달라졌다.

즉 동일 인물은 신분에 변화에 따라 복식 양식이 변화했

다. 역사를 배경으로 <견환전>에 등장한 각 주요 여성 인

물의 신분 계급별 구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III. <견환전>에 나타난 황실 여성 복식의

종류 및 고증 특성

1. 조복 및 조관

극중 조복과 조관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황태후와

황후의 조관은 모두 고증과 통일하여 두상을 따라 둥근

모자 형태로 착용하였다. 조관 위에는 진주와 주위로 고

정하고 장식하였다. <Fig. 8> 황태후의 조복은 당시의

복식 제도에 따라 곡금에 우임 형태이고, 소매가 말굽수

이고 밝은 황색의 단을 대었다. 황태후의 조괘도 고증에

따라 앞뒤, 좌우에 각 행용 한 마리씩이 수놓고 석청색

편금연을 두르고, 피령 부분에는 석청색 행룡문양의 수

를 놓았다. 또한 황태후의 조복은 허리에 주름이 없고,

하폭에 팔보입수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Fig. 9> 황후의 조복은 황태후의 조복과 구별되는데

이는 조괘가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을 제외하고

는, 다른 것은 따로 큰 차이가 없다. 황후의 조복도 좌우

에 트임이 있는 곡금에 우임 형태이다. 소매 부분은 고증

에 따라 말굽수이고 밝은 황색의 단을 대었다. 조복은

Fig. 5. Pao, court

attire of Mingfu (II).

From Lee. (2000). p. 258.

Fig. 6. Pao, court

attire of empress (II).

From Huang. (2007). p. 201.

Fig. 7. Kanjian, court

attire of empress.

From Huang. (2007). p. 224.

Table 1. The changes of roles of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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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그리고 어깨 전후 양면 무릎 부분에 행룡을 각 한

마리씩 수놓았다. 옷단에는 행룡 한 마리가 있고, 전수

소매가 이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행룡 두 마리씩 수놓아

져있다. 하폭에 팔보입수 문양이 수가 놓아져 있고 허

리 부분에 주름이 없다.

2. 길복(吉服) 및 길관(吉冠)

극중 황태후와 황후는 길관을 착용하지 않았다. 당시

일상생활에서의 머리 양식은 기두(旗头: 청나라 만족 여

성을 가리키는 머리 양식)의 형태이었다. 황태후의 길복

<Fig. 10>과 황후의 길복<Fig. 11>은 대개 황제와 비슷

한데 용포이고 명부의 길복은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

다. 극중 황태후와 황후의 길복은 많이 나오지 않아, 주

로 조복과 비슷하게 용포로 착용하였다. 황태후와 황후

의 길복은 고증과 동일하게 곡금이 우임 형태이고, 좌우

로 터져 있으며, 말굽수 소매의 밝은 노란색 주단 포에

는 둥근 행룡문양을 수놓았고 불꽃에 싸인 운문을 사이

에 두었다. 그밖에도 말굽수 수구(袖口) 부분은 정면을

보는 행룡문양을 수놓았다. 또한 양 겨드랑이의 앞에는

편금연이 괘자(褂子: 중국 청나라 때 상의류의 통칭)와

연결되는 곳이 있으며 치마 하단에 팔보입수 문양을 수

놓았다.

<Fig. 12>−<Fig. 13>과 같이 귀비, 비 및 빈 등 후궁 여

성 인물들의 길복은 고전 자료에 많이 언급되지 않았고,

극중에서는 황태후와 황후의 길복보다 더 다양하고 화

려한 특징으로 구별되었다. 극중에 후비의 길복은 주로

곡금이 우임이고 좌우로 터져 있으며 전수 소매가 없는

형태이다. 치마 아래쪽은 이 시대 궁중 여성복에서 보편

적으로 나타나는 팔보입수 문양을 수놓았다. 길복의 색

은 극중 각 인물의 나이 및 신분에 따라 다양한 배색으

로 녹색, 청색, 다갈색(茶褐色), 등색(橙色) 등이 많이 사

용되었다.

<Fig. 14>에 나타난 명부의 길복은 고증에 따라 석청

색 바탕에 봉황과 불꽃을 수놓았고, 학(鶴), 박쥐 등 상

서로운 새와 구름을 사이에 두었으며 치마의 하단에는

물결문양이 있다. 가슴과 등에는 흉배를 달았고 행룡 혹

은 선학으로 조신(朝臣) 남편을 따라 동일한 문양이 사

용되었다.

3. 상복(常服): 일상복

<Table 2>와 같은 극중 황족 여성의 상복은 당시의 만

족(滿族) 황실 착용된 기장(旗裝)의 우임, 곡금 형태와

좌우에 트임이 있는 방식이고, 배색이나 문양이 단일화

조복과 길복보다 더 다양하고, 엄격한 계급에 따른 특징

이 없었다. 소매는 말굽수가 많이 없고 행동의 자유를 위

해 옷깃과 소매가 여유 있고 헐렁하였다. 일상복의 소매

Fig. 8. Chaofu, court attire of

empress dowager Renshou.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1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1]. http://www.le.com

Fig. 9. Chaofu, court attire of

empress Xiaojingxian.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29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29]. http://www.le.com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3, 2017

– 414 –

는 두 겹인데 안쪽 부분에는 대나무, 난초, 모란 등 자연

스러운 도안의 자수문양이 수놓아져있다. 좌우에 트임

부분은 국화, 모란, 연꽃 등 자수문양으로 장식하였다.

또한 춘추(春秋) 계절의 상복은 모두 둥근 옷깃 위에 반

령(盘领: 백색의 깃 장식)이 있다. <Fig. 31>, <Fig. 34>,

<Fig. 37>과 같이 동계(冬季) 상복은 춘추 계절의 상복

과 같은 기본 포의 양식이며 뿐만 아니라 보온을 위해

포 위에 가죽으로 안감을 댄 감견을 착용한다. 포 위에는

화려한 봉황, 여의 등 길상문양으로 장식하였다. 또한 극

중 상복은 고증 자료에서 상세한 기록 없는 흰색 비단 목

Fig. 10. Jifu, court 

attire of empress 

dowager 

Chongqing.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76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76]. 

http://www.le.com

Fig. 11. Jifu, court 

attire of empress 

Xiaojingxian.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13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13]. 

http://www.le.com

Fig. 12. Jifu, court 

attire of highest-

ranking X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55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55]. 

http://www.le.com

Fig. 13. Jifu, court 

attire of 

concubine Wan.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13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13]. 

http://www.le.com

Fig. 14. Jifu, court 

attire of Mingfu 

Guo Junwang 

Fujing.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66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66]. 

http://www.le.com

Table 2. The Informal dress, Changfu

Informal dress

Empress

dowager

Fig. 15.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dowager 

Renshou (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1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1]. 

http://www.le.com.

Fig. 16.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dowager 

Renshou (I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30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30]. 

http://www.le.com

Fig. 17.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dowager 

Renshou (II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11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11]. 

http://www.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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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를 많이 착용하여 표현되었다.

<Fig. 15>−<Fig. 17>과 같이 황태후의 상복 색은 주로

어두운 갈색, 진녹색, 검은색을 사용하고, <Fig. 18>−<Fig.

23>와 같이 황후의 상복, <Fig. 24>−<Fig. 29>과 같이 황

귀비의 상복 색은 주로 짙은 붉은색, 등색(橙色) 등을 착

용한다. <Fig. 30>−<Fig. 42>과 같이 다른 황족 여성의

상복 색은 각 인물의 나이 차이가 있어서 나이에 따라

배색을 사용한다. 연소배(年少輩)의 비빈은 주로 밝고 선

명한 녹색, 청색, 분홍색 등을 사용하고, 중년 비빈은 주

로 다갈색, 등색 등 선명한 색을 착용한다.

IV. 신분별 복식 특성

본 연구자는 상기의 영상을 통해 얻은 여성 인물의 신

분별 복식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사적 고찰하였

다. 영상을 통해 중국 사극에 반영된 청나라 강건성세 시

기 복식 고증의 사실적 요소를 재현하였다. 드라마 <견

환전>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계급별 복식은 전통 미의

식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 시대 복식 체계를 엿볼 수 있

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청나라 강건성세 시기 황족 여성

복식은 그 시대의 사실적 조형미를 청궁극 만의 사극 표

Table 2. Continued I

Informal dress

Empress

Fig. 18.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Xiaojingxian (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1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1]. 

http://www.le.com

Fig. 19.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Xiaojingxian (I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8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8]. 

http://www.le.com

Fig. 20.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Xiaojingxian (II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11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11]. 

http://www.le.com

Fig. 21.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Xiaojingxian (IV).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15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15]. 

http://www.le.com

Fig. 22.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Xiaojingxian (V).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63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63]. 

http://www.le.com

Fig. 23.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Xiaojingxian (V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72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72]. 

http://www.le.com

Empress

Fig. 24.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Xi (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56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56]. 

http://www.le.com

Fig. 25.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Xi (I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61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61]. 

http://www.le.com

Fig. 26.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Xi (II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62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62]. 

http://www.le.com

Fig. 27.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Xin.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22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22]. 

http://www.le.com

Fig. 28.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Duan.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56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56]. 

http://www.le.com

Fig. 29. Changfu, 

court attire of 

empress Xi (IV).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66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66]. 

http://www.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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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II

Informal dress

Concubine

Fig. 30. Changfu, 

court attire of 

concubine Hua (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2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2]. 

http://www.le.com

Fig. 31. Changfu, 

court attire of 

concubine Hua (I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4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4]. 

http://www.le.com

Fig. 32. Changfu, 

court attire of 

concubine Hua (II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7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7]. 

http://www.le.com

Fig. 33. Changfu, 

court attire of 

concubine Hua (IV).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18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18]. 

http://www.le.com

Fig. 34. Changfu, 

court attire of 

concubine Hua (V).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22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22]. 

http://www.le.com

Fig. 35. Changfu, 

court attire of 

concubine Hua (V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36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36]. 

http://www.le.com

Fig. 36. Changfu, 

court attire of 

concubine Wan (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8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8]. 

http://www.le.com

Fig. 37. Changfu, 

court attire of 

concubine Wan (I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22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22]. 

http://www.le.com

Fig. 38. Changfu, 

court attire of 

concubine Wan (II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14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14]. 

http://www.le.com

Fig. 39. Changfu, 

court attire of 

concubine Wan (IV).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11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11]. 

http://www.le.com

Fig. 40. Changfu, 

court attire of 

concubine Wan (V).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10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10]. 

http://www.le.com

Fig. 41. Changfu, 

court attire of 

concubine Wan (VI).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27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27]. 

http://www.le.com

Mingfu

Fig. 42. Changfu, 

court attire of 

Mingfu Guo 

Junwang Fujin.

From Zheng. (2012). 

甄嬛传 第69集 

[Empresses in the 

Palace Episode 69]. 

http://www.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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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식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는 현대적인 재해석을 동

반하여 청궁극만의 차별적인 의상 디자인을 지향한다.

특히, 극중 주요 등장 여성 인물들을 보여주는 복식을

신분별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인수황태후(仁寿皇太后)의 경우 상복이 갈색(棕

色)과 다갈색을 기본으로 한 암울(暗鬱)한 배색이 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고증 사실에서 볼 수 있듯 극중에서

는 통일된 우임과 곡금, 조복이 주로 착용되었다.

둘째, 효경헌황후(孝敬宪皇后) 의수(宜修)의 경우는 극

중 전개 내내 하나의 신분에 머무르는 주요 인물이기 때

문에 길복과 상복은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조복과 길복

의 시대적 복식 제도 특성 표현에서 고증의 사실보다 더

화려한 것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등색과 다

갈색을 기본으로 한 고귀한 배색이 그의 기본 상복 양식

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셋째, 극중 여주인공 견환의 복식은 처음 등장할 때 청

순한 청색과 분홍색 등 순진한 소녀의 배색을 주로 진

행되었다. 우임 곡금 복식 형태도 매끈하고 시원시원하

다. 희귀비(熹贵妃)와 이후 숭경황태후(崇庆皇太后) 시기

에는 악역복수(惡役復讎)를 할 때 화려한 복식을 착용

하여 대조적으로 큰 차이를 표현했다. 여주인공 견환은

황궁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에 청순하고 순진한 소녀의

모습, 희귀비의 모습과 후반부에 숭강황태후 시기의 복

수(復讎)를 하는 악역의 모습으로의 변화가 대조적으로

표현되었다. 희귀비 시기 견환의 복식은 흑(黑)색, 다갈

색과 주홍색을 이용한 고귀한 배색을 기본으로 하여, 복

식 양식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존귀한 다차원적 감견,

말굽수 양식을 주로 차용하여 인물 특징을 과시하는 조

형미가 표현되었다.

넷째, 다른 황족 여성의 상복은 기본 우임 곡금 형태 등

에는 많은 차이가 없고, 극중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인물

과 성격 차이에 따른 배색과 조형 방식의 차이가 많이 고

찰되었다. 즉, 극중 여성 인물의 복식이 고증을 통하여

신분과 등급, 그리고 성격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하듯

이, 인물 차별화 방식에 여성 복식의 배색, 문양 등은 스

토리와 무대 의상과 잘 어울러져 표현되었다. 특히 드라

마에서 등장한 결정적인 주요 인물 년세란(年世兰)은 스

토리가 펼쳐짐에 따라 용진왕측부진(雍亲王侧福晋), 화

비(华妃), 년빈(年嫔), 화귀비(华贵妃), 년비(年妃), 년답

응(年答应) 등 6개 신분 품계를 오간다. 이중에 특히 화

비 및 화귀비 시기에는, 높은 품계에 있는 년세란이 교만

하고 무례해질수록, 대부분 농염한 붉은색, 노란색, 자주

색의 길복과 상복을 착용하였다. 또한 모란꽃 문양과 모

피 감견(坎肩)의 사치스러운 인물 모습을 표현하였다.

V. 결 론

중국 개혁개방(1978년) 이후, 특히 21세기에 들어 중

국 현대 사회의 대중 문화는 소통, 변화, 퓨전, 교류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이 중에 퓨전 사극의 복식

은 전통 사극보다 역사적 진위 여부 표현으로부터 비교

적 자유로울 수 있어 현대적으로 연출된다. 특히 청나라

시기를 배경으로 한 청궁극은 새로운 트렌드를 탄생시

켰다. 중국 현대의 사극 문화는 청궁극의 유행으로 영향

을 받으며, 대중들은 항상 똑같이 고증된 의상이 아닌 현

대적 감성이 녹아내린 새로운 디자인의 사극 의상을 원

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퓨전 사극의 등장인물의 복식은

현대화되고 패션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 중국 2012년 베스트셀러 소설을 극화

한 드라마 <견환전>에 나타난 복식 조형 특성을 분석하

였다. 이 극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신분 변화와 다른 주

요 황족 여성 인물의 의상을 영상을 통해 분석하며 살펴

보았고, 각 인물들의 의상이 각 신분과 시기에 따라 어

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는지, 고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나라 강건상세 시기 황족 여성 복식에 비해 사

극에 나타난 여성 인물 복식은 형태, 색상 및 문양 측면

에서 고증을 따르기 위해 기본적 전통 요소를 채택하고

있었다. 극중 이러한 복식 조형 특성은 주로 조복, 조관,

길복에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당시에 여성 복식의 대표

적인 말굽수, 반령 등이 조형 요소로 두드러지게 재현되

었다. 영상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화질의 HD 드라마가

보급되었고, 그로 인해 복식에 있어서 더욱 화려한 배색

요소, 선명한 문양 요소, 다양한 장식 요소가 가능하게 됨

으로써 보다 명확한 고증의 조형 특성이 표현되었다.

둘째, 사극의 상복은 색상과 문양에서 고증을 따르기

보다 현대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형 특성

은 주로 상복에서 크게 나타났는데, 단일화 조복과 길

복보다 상복을 더 자유롭게 표현했다. 극중 여성 인물의

복식은 문헌에서 기재된 청나라 시기 황족 여성 복식보

다 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더욱 화려하게 표현되었

다. 사극 의상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샴페인색(Champa-

gne Color), 와인색(Wine Color), 마카롱색(Macarons Co-

lor)을 사용하여 더욱 대담한 디자인으로 화려하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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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중국 당나라 시기 시작되는

수공납염(手工蜡染)과 구별되는 세계 산업 혁명의 산물

인 기계 날염한 견직물 작품은 극증에 전통 문양을 강조

하는 형식으로 많이 나타났다. 기존 청나라 복식 제도의

황족 여성 복식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나팔꽃 문양, 자

귀나무 문양, 대칭 기하 문양 등이 많이 착용되었다. 이

는 상복에 매우 현대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생동

감 있는 구체적 표현의 날염문양이다. 직물원단은 고증

보다 더욱 아름답고 화려한 복식의 미의식을 표현하고

패션화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극중 인물의

신분 변화가 크고 그에 따른 성격 및 환경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를 의상을 통해 표현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중국 청나라 강건성세 시기 황족 여

성 복식을 중심으로 사극 의상의 조형적, 미학적 상관

관계를 고찰하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중국 현대 여성

사극 의상의 조형 특성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청나라 사극 궁정 여성 복식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리고 전통과 현대가 갖는 조형의 시각적 요소들이 융합

함으로서 창출해 내는 새로운 사극 의상의 특성을 고찰

하였다. 앞으로도 중국 전통 복식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

양한 전통 복식을 활용한 현대 사극 의상 디자인의 조

형 특성에 관한 다각도의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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