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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1년 4월에 반환되어 7월에 공개된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라는 전시가 온 국민을 설레게 하

였다. 그 이유는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프랑스

가 외규장각에서 약탈해갔던 297책의 의궤(儀軌)가 

네 차례에 걸쳐 반환되었기 때문이다(National Museum 

of Korea [NMK], 2011). 의궤는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

에 주요 행사가 있을 때 행사의 전 과정을 기록한 자료

로, 행사의 행렬을 그린 반차도(班次圖)가 일부 수록되

어 있다. 반차도는 신분 위계인 반차(班次)에 따라 의식

에 참여하는 관원⋅악대⋅시위군사⋅의장과 기물, 행

사의 주인공인 왕실 인물의 가마 등 정해진 자리를 그

린 그림으로,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 행렬을 구체적으

로 묘사하였다. 의궤는 행사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종합 보고서로 조선 왕실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연구자료이다(Kim & Shin, 2005). 또 의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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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는 의궤에 기록된 내용과 반차도에 표현된 그림

을 서로 비교할 수 있어 왕실 복식의 연구범위를 확대

할 수 있다. 

의궤와 반차도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웹(Web) 검색이 가능하지는 

않다. 본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16∼2017년

에 진행한 ‘한국 기록유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자원 

개발’의 하나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과

정을 정리한 것이다. 다양한 기록유산 가운데, 왕실행

사에 대한 기록인 의궤와 행사도인 의궤 반차도의 가치

에 주목하여 조선 왕실의 의례와 복식에 대한 지식정

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하고자 한다. 왕실의례와 의례복식을 포함하는 550건

의 기사를 데이터(Data) 기반의 위키(Wiki) 문서로 작성

하고, 각 문서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온톨로지(Ontol- 

ogy)로 설계하였다. 위키 문서는 백과사전 형식으로 

의례와 복식을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

고자 전문적인 내용과 함께 출토 복식⋅전세유물⋅
초상화⋅사진 등의 자료를 종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고증 이미지 및 착장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웹 검색할 수 있

는 왕실 의례복식 콘텐츠 제작이 본 연구의 목적으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의례와 복식에 관한 새로운 디지

털 데이터 정리 방법론을 제시하여 사회⋅문화 등 다양

한 영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연구

의 의의가 있다.

II. 자료의선정과콘텐츠설계

1. 자료의 선정

조선시대는 당대의 모습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려

는 정신으로 많은 기록물이 남아 있다(Shin, 2010). 그 

가운데 의궤는 ‘의례(儀禮)의 궤범(軌範)이 되는 책’이

라는 뜻으로, 세부적인 행사의 준비나 진행 과정, 참여

자 명단, 행사 비용 등 한 행사를 위한 모든 과정을 총

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Han, 2005). 

왕실행사는 행사를 주관하는 임시 기구인 도감의 설

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즉시 의궤

청(儀軌廳)을 설치하고 그 행사의 내용을 기록한 ‘의

궤’를 편찬하게 된다.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고 관리하

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과정을 기록한 후 ‘의

궤’를 편찬하여 국왕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하면 행사가 

마무리된다. 의궤에 수록된 반차도는 ‘나누어진 소임

에 따라 차례로 도열하는 것’으로 행사의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Kim & Shin, 2005). 그러나 모든 

의궤에 반차도가 그려진 것이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반환된 외규장각 의궤를 포함한 총 651종의 의궤 중 

176종의 의궤가 반차도를 수록하고 있다(Jae, 2013). 

반차도는 행사 당일에 그린 것이 아니라, 행사 전에 미

리 참여 인원과 물품을 배치하여 당일에 발생할 수 있

는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기능을 하는 행사 배치도

이자 기념사진의 역할을 하였다(Kim & Shin, 2005).

의궤는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국가 행사의 종류만큼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조선시대는 국가의 주요 의례

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해 시행하여 이를 ‘오례(五禮)’

라고 하였다. 오례는 각종 제사인 ‘길례(吉禮)’, 혼례 등

의 경사스러운 ‘가례(嘉禮)’, 상장례인 ‘흉례(凶禮)’, 외

교와 관련된 ‘빈례(賓禮)’, 활쏘기 등의 ‘군례(軍禮)’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정리되어 있다(Han, 2005). 

본 연구는 오례에 해당하고, 반차도가 포함된 의궤 가

운데 31종을 구체적인 대상 자료로 선별하였다. 구체

적인 선별 기준으로, 행사 참여자가 착용한 복식이나 

물품 등의 그림이 선명하거나, 참여 인원이 많고 성대

하게 치러 반차도의 길이가 길거나, 복식사적으로 중

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적용하였다. <Table 1>

은 선정된 의궤의 의례별 목록이다.

단, 헌종무신진찬의궤(憲宗戊申進饌儀軌)와 종묘

의궤(宗廟儀軌)는 반차도가 없지만, 전자는 흑백으로 

그려진 <정재도>를 수록하고 있고 후자는 제사에 사용

하는 제기와 착용하는 제복(祭服) 일습이 그려져 있다

(Han, 2005)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색상이 표현된 <무신

진찬도병(戊申進饌圖屛)>과 의례도가 그려진 <종묘친

제규제도설병풍(宗廟親祭規制圖設屛風)>을 포함하였

다. <문효세자책례계병(文孝世子冊禮契屛)>과 <화성능

행도병(華城陵幸圖屛)>은 행사의 중요 장면을 보여주

고 있어 행렬도만 있는 의궤를 보완해주고, <수교도

(受敎圖)>는 의례의 세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의궤

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은 <Table 2>와 같이 도병(圖屛) 

등의 회화로 보완하였다.

2. 콘텐츠 설계

왕실 의례복식 콘텐츠 제작은 위키 소프트웨어(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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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를 기반으로 하는 웹 사이트(Web site)에서 이

루어진다. 위키는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생

산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협업 환경을 지원하는 플

랫폼으로, 별도의 확장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위키 마

크업(Markup) 언어를 사용하여 쉽고 빠른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또 사진과 동영상 업로드(Upload) 및 다운로

드(Download)가 가능하며, 누구나 문서를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키 문서 제작을 위해서

는 위키 문서에 담고자 하는 지식의 범주를 정하는 클

래스(Class) 설계,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위키 문서에 

공통적으로 기록할 요소가 무엇인지 정하는 속성 설

계,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문서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 보여주는 관계성 설계 등의 온톨로지 설계 

과정이 요구된다(Kim et al., 2016).

왕실 의례복식의 콘텐츠는 <Fig. 1>과 같이 중심 클

래스(Core class)와 문맥 클래스(Contextual class)로 나

누어 설계하였다. 중심 클래스는 이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요소로 ‘의궤’, ‘회화’, ‘복장’, ‘복식’, ‘소장처’이며, 

클래스는 개별 위키 문서들인 ‘노드(Node)’로 구성된

다. ‘의궤’는 반차도가 있는 31종의 의궤 노드로 구성된 

클래스이고, ‘회화’는 의궤의 내용을 보완하는 5종의 

회화 노드를 모은 클래스이다. ‘복장’은 일습(Set) 복식

의 명칭으로, 착용 상황에 따라 신분별로 나뉜다. 온톨

로지는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나는데, ‘복장’은 ‘복식’

Ceremony Uigwe Qty 

Congratulatory Memorial Jongmyo Uigwe (1706) 1

Auspicious

Enthronements
Kyeongjong Saeja Chaekrye Dogam Uigwe (1690), Hyojang Saeja Chaekrye Do-
gam Uigwe (1725), Munhyo Saeja Chaekrye Dogam Uigwe (1784), Hyomyung 
Saeja Chaekrye Dogam Uigwe (1812), Sunbi Chaekbong Uigwe (1901) 

5

Marriages

Injo-Jangryeol Wanghu Garye Dogam Uigwe (1638), Hyunjong-Myeongseong 
Wanghu Garye Dogam Uigwe (1651), Sukjong-Inhyun Wanghu Garye Dogam Ui-
gwe (1681), Kyeongjong-Danui wanghu Garye Dogam Uigwe (1696), Hyojang 
Saeja Garye Dogam Uigwe (1727), Sado Saeja Garye Dogam Uigwe (1744), Yeo-
ngjo-Jeongsun Wanghu GaryeDogam Uigwe (1759), Cheoljong-Cheolin Wanghu 
Garye Dogam Uigwe (1851), Sunjong-sunjung Hwnaghu Garye Dogam Uigwe 
(1906) 

9

Ascension to the throne Kojong Daerye Uigwe (1897) 1

Visit Wonhaeng Ulmyo Jeongri Uigwe (1795) 1

Banquet Heonjong Musin Jinchan Uigwe (1848) 1

Military Archery Daesarye Uigwe (1743) 1

Greet Greet Yeongjeop Dogam Sajechong Uigwe (1609) 1

Funeral rites State funeral 

Hyojong Gukjang Dogam Uigwe (1659), Inhyun Wanghu Gukjang Dogam Uigwe 
(1701), Sukjong Gukjang Dogam Uigwe (1720), Kyeongjong Gukjang Dogam Ui-
gwe (1724), Sunui Wanghu Gukjang Dogam Uigwe (1730), Jeongjo Gukjang Do-
gam Uigwe (1800), Hyoui Wanghu Gukjang Dogam Uigwe (1821), Sunjo Gukjang 
Dogam Uigwe (1834), Myeongseong Hwnaghu Gukjang Dogam Uigwe (1895) 

11

Dnnuibin Yejang Dogam Uigwe (1718), Euiso Saeson Yejang Dogam Uigwe (1752)

Table 1. List of protocol by ritual ceremony Uigwe

Ceremony Painting Qty 

Congratulatory Jongmyo Chinje Gyuje Doseol Byeongpung (late 1860s) 1

Auspicious

Enthronements Munhyo Saeja Chaekrye Gyebyeong (1784) 1

Coming-of-age Sugyodo (the first half of the 19C) 1

Visit Hwaseong Neunghaeng DoByeong (the late 19C) 1

Banquet Musin Jinchan DoByeong (1848) 1

Table 2. List of painting by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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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물’의 관계에서 화살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자 만든 클래스이다. ‘복식’은 조선시대 다양한 복식 가

운데 의례에 착용하는 요소로 구성된 클래스로, 관 및 

쓰개, 수식, 의복, 대, 신, 기타로 나누었다. 남자는 왕과 

왕세자의 왕실 남성과 백관을 구분하였고, 여성은 왕

실 여성으로 노드명을 표기하였다. ‘소장처’ 는 선정된 

의궤나 복식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박물관 등을 

정리한 클래스이다. 문맥 클래스는 중심 클래스의 관

계 설정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로, 용어설명과 신분, 의

례의 종류와 세부 절차로 구성된 ‘개념’, 의례를 담당

하는 ‘기관’, 의례를 행할 때 사용하는 ‘물품’, 의례의 주

인공과 행사를 주관한 백관인 ‘인물’, 의례를 시행한 

공간인 ‘장소’로 구성하였다. 중심 클래스는 31건의 의

궤를 중심으로 5건의 회화, 41건의 복장, 136건의 복식, 

8건의 소장처로 모두 230건이다. 문맥 클래스는 98건

의 개념, 15건의 단체, 120건의 물품, 55건의 인물, 33건

의 장소로 모두 320건이다. 중심 클래스와 문맥 클래스

의 총 550건으로 추출된 노드를 위키 문서로 작성하

였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2017a).

노드의 속성 설계는 위키에서 제공하는 틀(Temp-

late) 기능을 사용하였다. 중심 클래스와 문맥 클래스

에 속하는 노드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속성은 

‘사진’, ‘사진출처’, ‘대표명칭’, ‘한자표기’ 등이 있다. 

각 클래스의 성격이 다르므로 <Fig. 2>와 같이 특징적

인 속성 정보를 부여한 틀을 사용하여 위키 문서 작성

의 양식을 통일하였다.

중심 클래스와 문맥 클래스에 담긴 개별 노드들의 

관계성은 위키 문서의 본문 내용에서 특정 단어에 부

여된 하이퍼링크(Hyperlink) 기능을 통하여 다른 문서

로 연결되지만, 그 관계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관계성 설계는 ‘지식관계망’이

라는 항목을 만들어 ‘관계정보’와 ‘시간정보’, ‘공간정

보’를 보여주고 있다. ‘관계정보’는 노드(Domain: 정의

역)와 노드(Range: 치역) 간에 정의된 관계서술어를 정

리하여 관계를 표로 나타내었다(Kim et al., 2016). 예

를 들면 ‘복장’ 클래스의 ‘왕의 대례복’은 어떤 신분이 

착용하였는지, 어떤 의궤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어떤 

기관에서 제작되었는지 등의 ‘의궤’, ‘기관’ 등의 클래

스에 해당하는 노드와 일습에 해당하는 ‘복식’ 클래

스의 면관, 면복 상의, 면복 하상 등의 노드와 관련이 

 Fig. 1. Core and contextual class plan.
Reprinted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2017a). http://dh.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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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므로 ‘복장’ 클래스와 ‘복식’ 클래스의 관계

는 “‘왕의 대례복’은 ‘면관’을 일습으로 갖춘다.”라는 

서술어를 부여하여 그 관계성을 알 수 있으며, 하이퍼

링크 기능으로 해당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러한 관계서술어는 각 노드와 노드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서술되어, 관계어는 정제작업을 거쳐 

총 51개의 표준화된 형태로 규정하였고, <Fig. 3>이 

그 일부이다. 시간과 공간정보는 <Fig. 4>와 같이 노

드에 따라 연도 등의 시간과 위도와 경도 등의 공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Fig. 3. Part of ontology relation.
Reprinted from AKS (2017a). http://dh.aks.ac.kr

 Fig. 2. The examples of clothes template. 
Reprinted from AKS (2017f). http://dh.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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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궤반차도를통한콘텐츠제작

31종의 의궤 중에서 가례에 해당하는 왕실의 혼례

식 기록인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
嘉禮都監儀軌)의 반차도를 대상으로 국왕 혼례의 절

차, 참여 신분과 착용 복식, 소용되는 물품 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예시를 보이고자 한다.

1.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분석

1759년 6월, 창경궁에서 66세의 영조(英祖, 1694∼
1776)와 15세의 신부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

의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영조는 조선의 제21대 왕으로, 

숙종과 숙빈 최씨(淑嬪 崔氏)의 아들이다. 1699년(숙

종 25) 연잉군(延礽君)에 봉해졌고, 1721년(경종 1)  왕

세제로 책봉되었으며, 1724년에 왕위에 올랐다. 1757년

(영조 33) 원비인 정성왕후(貞聖王后, 1692∼1757)와 

혼례를 올리고,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상기(喪期)

를 마친 후 정순왕후 김씨(金氏)를 계비로 맞아들였

다. 영조에게는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를 낳

은 정빈 이씨(靖嬪  李氏, 1693?∼1721?)와 사도세자(思
悼世子, 1735∼1762)를 낳은 영빈 이씨(暎嬪  李氏, 1696

∼1764) 등의 후궁이 있었다. 당시 사도세자가 대리청

정을 하였고, 후에 정조(正祖, 1752∼1800)가 될 원손

까지 있어 영빈 이씨는 왕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희

빈 장씨(禧嬪 張氏, 1659∼1701)의 횡포를 경험한 숙

종(肅宗, 1661∼1720)이 후궁이 왕비가 되는 길을 제도

적으로 막아 후궁인 영빈 이씨는 왕비가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영조는 66세의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왕비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정

순왕후는 김한구(金漢耉, 1723∼1769)의 딸로, 51세 연

상인 영조와 혼례를 치르고 왕비가 되어 영조와 정조 

사후에 국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영조는 서민 군주를 

지향하고 사치 방지를 국정의 최대 과제로 설정하여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를 제정

하고 사치 방지를 강조하였다. 반면, 규정집의 제정으

로 의궤의 체재와 내용은 정비되어 가례의 절차는 체

계적이고 상세해져 기존의 1책에서 2책으로 분량이 

증가되고, 반차도는 기존에 왕비의 행렬만 그려지던 

것에서 왕의 행렬이 추가되면서 총 50면으로 제작되

었다(Han, 2005).

2. 네트워크 그래프 제작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는 모든 지역에 금혼령(禁
婚令)을 내려 국모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금혼령은 조선 팔도의 모든 처녀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령으로, 금혼 대상 연령과 처녀단자의 제출 기한, 단

자를 작성하는 규칙, 금혼과 허혼 규정 등을 정하여 전 

지역에 통보하고, 첫 번째 간택인 초간택(初揀擇)이 

끝나면 법령이 해제된다. 1759년 6월 2일 초간택, 6월 

4일 재간택(再揀擇), 6월 9일 삼간택(三揀擇)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순왕후가 정해졌다. 간택의 과정이 끝나

고 나면 본 의식인 육례(六禮)를 거행한다. 1759년 6월 

13일 약속한 혼인을 받아들이는 ‘납채(納采)’, 6월 17일 

혼인할 사주단자의 교환을 증거로 혼인이 성립되었음

을 알리는 ‘납폐(納幣: 納徵)’, 6월 19일 혼인일자를 왕

비의 집에 알리는 ‘고기(告期)’, 6월 20일 왕비임을 봉

하는 의식인 ‘책비(冊妃)’, 6월 22일 예비 왕비를 데리

고 오는 친영(親迎), 6월 22일 왕과 왕비가 혼인함을 알

리는 ‘동뢰(同牢)’의 의식을 치렀다. 혼인의식을 마친 

왕비는 왕실의 웃어른에게 알현하는 의식인 ‘조현례

(朝見禮)’를 행해야 하나 정순왕후의 경우 왕실의 웃어

른이 없어서 이 의식은 건너뛰고, 종묘와 사직에 혼인

을 고하는 ‘묘현례(廟見禮)’를 마지막으로 혼례식을 마

쳤다(AKS, 2017e). 영조와 정순왕후가 육례에 착용하

는 복식과 거행장소는 <Table 3>과 같고, 이 관계를 보

여주는 네트워크 그래프(Network graph)가 <Fig. 5>이

다. 네트워크 그래프로 의례의 주인공과 의례순서, 착

 Fig. 4. The examples of time and space information.
Reprinted from AKS (2017b). http://dh.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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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복식, 거행장소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

의 지식요소는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상세한 정보를 

담은 위키 문서로 이동할 수 있다. 이미지 아이콘 또는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나타나는 글자를 클릭

하면 해당 위키 문서로 이동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

3. 반차도 파노라마 VR 영상 제작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수록된 반차도는 

왕이 별궁에 가서 예비 왕비를 데리고 오는 친영의 모

습이다. 친영 반차도에는 왕과 왕비의 가마를 비롯하

여 실제 행사를 주관했던 도제조 및 의식에 참여하는 

관원⋅악대⋅시위군사, 의장과 기물을 든 군사 등이 

그려져 있다. 반차도는 당시 친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렬도지만 책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Fig. 6(a)>와 같

이 한 면씩 분할되어 수록되었다. 본래 행렬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포토샵(Photoshop)을 이용하여 <Fig. 6

(b)>와 같이 분할된 면을 모두 연결한 하나의 이미지

로 만들었다.

Details
Ceremony

Napchae
(13nd June)

Nappye
(17nd June)

Gogi
(19nd June)

Chaekbi
(20nd June)

Chinyoung
(22nd June)

Dongroi
(22nd June)

Attire
King Daeryebok Chobok Chobok Chobok Daeryebok Daeryebok

Queen - - - Daeryebok Soryebok Daeryebok

Ceremony place
Myeongjeong-

jeon
Myeongjeong-

jeon
Myeongjeong-

jeon
Myeongjeong-

jeon
Euigung

(Eui palace)
Tongmyungchun

Table 3. Details ceremony based on attire and place

Fig. 5. Network graph : The marriage process of Yeongjo and Jeongsun wanghu. 
Reprinted from AKS (2017b). http://dh.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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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이미지는 최종적으로 <Fig. 7(a)>와 같이 파

노라마(Panorama) 제작 기술을 통해 ‘반차도 파노라

마 VR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이 반차도는 총 50면으

로 모두 연결하면 약 17m의 길이이다. ‘반차도 파노라

마 VR 영상’은 의도적으로 주인공인 왕의 행렬부터 

보이게 만들었지만, <Fig. 7(b)>와 같이 여백이 있고 

왼쪽 위에 책 아이콘(Icon)이 나오면 본래 행렬의 시작

점이다.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은 왕의 행렬의 모습으로 가

마만 보인다. 반차도는 왕과 왕비 등의 왕실 인물을 존

귀한 존재로 여겨 모습을 그리지 않아 가마로 위치만 

표시하였다. 왕의 가마 위에 책 아이콘을 클릭하면 <Fig. 

8>과 같이 왕과 왕의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구역으로 

나눈 이미지가 나타난다. 여기에 적힌 번호 안에 인물

들의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직책과 맡은 일, 착

용 복식을 표로 정리하여 각각의 설명을 담은 위키 문

서와 연동하였다. 특히 왕과 왕비가 착용한 복장 및 복

식 정보는 문헌의 기록, 출토 복식, 전세유물, 조선시

대의 초상화, 대한제국 시대의 사진 등의 자료를 종합

하여 정리하였다. 조선 왕실 복식은 자료와 설명이 복

합적으로 제공되어야 이해하기 편하다. 조선왕릉은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발굴할 수 없어 공주나 옹

주의 묘에서 출토된 왕실 복식만 존재하고, 대한제국 

시대의 전세유물은 수량이 적은 단점이 있다. 출토 복

(a)

(b)

 Fig. 6. Banchado of Yeongjo & Jeongsun wanghu.
Reprinted from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하)(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下))

[Yeongjo-Jeongsun Wanghu Garye Dogam Uigwe (Volume 2)] (1759). http://www.museum.go.kr

(a)

(b)

 Fig. 7. Banchado panorama VR I.
Adapted from AKS (2017c). http://dh.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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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복식의 시기별 형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이지

만,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복식 유물이 발굴되어 지하

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지상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

면 급속한 산화작용이 일어나 변색이나 탈색 등 유물

의 열화가 일어나게 된다(Lee et al., 1999). 그림 자료인 

의궤 반차도는 간략하게 그려져 있고, 왕의 어진과 왕

세자의 예진은 대부분 불에 타서 몇 점 남아 있지 않

다. 문헌은 의례에 착용하는 복식이 기록되어 있지만, 

현대에 착용하지 않는 복식의 형태를 글만으로 유추

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단점으로 조선 왕실복식은 다

양한 자료를 종합해야 비로소 그 원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본 콘텐츠는 복장 및 복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분

산된 시각자료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증 이미지로 제작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Table 

4>는 가마 안에 있는 영조가 착용한 복식 일습을 입는 

순서를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을 이용하여 고증 

이미지로 만든 것으로 위키 문서에서 동영상까지 확

인할 수 있다. 

Clothes 

① 
Baji 

[把持]+
Jeogori 
[串衣]+ 

Jeok
mal 

[赤襪]+ 
Haen
gjeon 
[行纏]

② 
So

changui 
[小氅衣]

③ 
Chang

ui 
[氅衣]

④ 
Jung
dan

[中單]

⑤ 
Sang 
[裳]

⑥ 
Ui 

[衣]

⑦ 
Daedae
[大帶]+ 
Okdae
[玉帶]

⑧ 
Pyeseul
[蔽膝]+

Su
[綏]

⑨ 
Myeon
gwan

[冕冠]+
Gyu
[圭]+

Jeokseok
[赤舃]

Illustration 

Adapted from AKS (2017d). http://dh.aks.ac.kr

Table 4. The process by which the king dresses - Daeryebok (Court dress) of King

Fig. 8. Banchado panorama VR II: An attire information of participant. 
Adapted from AKS (2017c). http://dh.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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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는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신

분과 복식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혼례의 주

인공인 ‘왕의 행렬’, ‘왕비의 행렬’과 행사를 주관한 

도제조 신만(申晩, 1703∼1765)을 비롯한 ‘도감 관원

의 행렬’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고, 이들의 주위 참

여자를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또 반차도에는 행사를 상징하는 다양한 물품이 등

장하는데, 특정 인물이 들고 있거나 가마 안에 실려 있

다. 물품의 형태는 의궤에 그려져 있어 물품의 상세 그

림과 설명을 담은 위키 문서로 작성하였다. <Fig. 9>와 

같이 각각의 물품 위에 아이콘 모양을 클릭하면 하이

퍼링크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 수 있다. 반

차도에서 확인되는 주인공 주위의 인물과 사용되는 

복식 물품에 하이퍼링크 기능을 부여하여 상세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위키 문서로 연결하였다. 

IV. 맺음말

다양한 대중매체와 재현, 전통문화 체험 등 여러 가

지 경로를 통해 현대인들은 조선시대 왕실문화를 접

하게 된다. 이때 대중들은 왕실 복식을 보고 관심과 궁

금증을 갖게 되며, 이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러나 웹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과 100여 년 전이라면 직접 행

하고 착용하였겠지만, 조선시대 왕실의례와 복식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학

문 영역이었다. 

왕실 의례복식 콘텐츠는 의궤와 의궤에 수록된 반

차도의 가치에 주목하여 31종의 의궤와 5종의 회화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550건의 위키 문서를 작성하여 

누구나 쉽게 웹에서 검색하고 문서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키 문서를 활용하여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하고, 하이퍼링크 기능으로 연관된 다

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온톨로지 설계로 

문서 간의 관계정보를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간 및 공간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시각자료로 구현한 ‘반차도 파노라마 VR 영상’은 

왕실의례 주인공 및 참여자의 복장과 복식, 사용 물품 

등에 대한 설명을 의궤 반차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특히 왕실 복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복장

과 복식 클래스는 복식에 대한 설명과 일습의 목록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시각자료를 담고자 하였으며, 부

족한 부분은 고증 이미지와 착장 동영상을 제작하였

다. 왕실의례복식 콘텐츠는 다양한 현대의 대중매체

를 통하여 시각자료를 접한 일반인에게 왕실의례와 착

용하는 복식에 대한 정보를 웹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31종의 의궤에 한정되고, 모든 복식을 다

루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지속하여 자료를 보완한다

면 디지털 왕실 의례복식 사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달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콘

텐츠 개발이 자유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다. 본 콘텐츠

는 왕실의례와 복식 간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

Fig. 9. Banchado panorama VR III: Objects information.
Adapted from AKS (2017c). http://dh.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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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 재현 행사, 사극 제작, 

전통의상 체험, 전통복식을 응용한 현대 의상 제작 등 

다양한 문화산업의 소재 및 개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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