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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bout bridegroom's wedding robe, da叫冲g（團領，a kind of official uniform） which can be found 
in the scenes of wedding ceremonies such as Chohaeng（初彳亍,a ceremony that the bridegroom goes to the bride's 
house for wedding） and Ho사/아/以e（回婚禮, a ceremony that celebrates the 60th wedding anniversary） in the genre 
paintings from the 18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In the documents of the 18th and the 19th centuries containing 

the wedding information of that period, danryung was described in various red tones ranging from 丿以紫，purple）, 
G"g（絳，crimson）, to Yeo沥如g（軟紅，pale pink）. Similarly, red 涉“ryzmg（紅團領）was seen most frequently at the 
Chohaeng sights of the genre paintings. On the other hand, it was often depicted that the bridegrooms put on 
various colored danryungs at Hoehonrye. This was because bridegrooms at Hoehonrye wore their full dress 
according to their official ranks. In the genre paintings of the 18th century, all bridegrooms wore simple danryungs 

without /也毬如。（胸背，official insignia panel） except those in Hoehonrye painting where officials used hungbae. 
On the contrary, hungbae was discovered in the 19th century Chohaeng paintings even though it was not precisely 

painted. This change of the bridegroom's danryung with hungbae attached was related to that of the official uniform 
system itself, in which black danryung with hungbae was exclusively used for officials. Afterwards it became the 
basis of the blue danryung of the present day.

Key words: d（mFyung（단령）, genre paintings（풍속화hungbae（흉녀耿 redding costume（혼례복土 wedding customs 
〈흔 인풍窃.

I. 서 론

오늘날 전통 혼례나 폐백 시에 신랑은 흉배（胸背） 

가 달린 단령（團領）과 함께 사모（紗帽） • 각대（角帶） • 

목화（木靴）를 갖춰 입으며, 이러한 차림새를 사모관

t 교신저자 E-mail : nyhong@ewha.ac.kr 

대（紗帽冠帶）라 한다. 이러한 신랑 예복의 중심을 

이루는 단령의 제도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신 

라 진덕여왕 2년（648년） 김춘추가 당의 공복을 받아 

와 습용하기 시작하였다，는「삼국사기』의 기록이 공 

식적인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 

후 고려 말 우왕 때 명（明）의 관복제도를 받아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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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복의 일종으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조선에 이 

어져 공복（公服） • 상복（常服） • 시복（時服）으로 사용 

되었다. 이렇게 관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복식이었 

던 단령은 조선시대에서는 사서인의 혼례복으로 사 

용되었으며,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신랑의 전통 혼례복은 흉배가 달린 남색 또 

는 북청색 단령이 일반적이며, 이것은 조선시대에 통 

용되었던 혼례복이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러나 18〜 19세기 경의 문집과 풍속화 등에서는 이와 

다른 혼례용 단령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재의 흉배달 

린 남색 단령이 신랑 예복의 전형으로 자리 잡은 것 

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음을 추측케 한다.

본 연구는 혼례용으로 사용된 단령의 형태와 변 

천 과정에 관한 것이다. 단령에 관한 연구는 한국복 

식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로써 공복 • 상복 • 

시복의 관복제도의 연구와 함께 형태의 역사적 변천 

및 구성방법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가 있어 

왔다. 반면 혼례용 단령에 관한 연구는 독립적인 연 

구 대상으로 취급되기 보다는 전체 혼례 복식의 일 

부로 여겨져 여자 혼례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흘 

히 다뤄지거나, 관복제도와 관련지어 해석한 것이 

대부분이다2）. 그 결과, 유송옥（1985）은 남［북청］색에 

품계에 맞게 흉배를 단 단령을 신랑 예복의 전형으 

로 보았고, 이순홍（1988）은 신랑의 예복으로 홍단령 

에 쌍학흉배가 달린 단령이 허용되었으나, 일반 서민 

은 청단령을 착용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경자（2003） 

는 자주단령에 쌍학이 달린 단령을 일반적인 형태로 

보았다. 이처럼 조선시대 혼례용 단령에 대한 혼란 

은 혼례용 단령을 독립된 연구 주제로 삼지 않고 관 

복제도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오 

류라고 본다. 따라서 혼례용 단령에 관한 연구는 관 

복용 단령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독립 

된 단령의 일종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시기는 18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시점을 18세기부터 시작한 것은 

18세기는 복식을 비롯한 우리 문화의 전통양식의 기 

본이 형성된 시기이기어】, 전통 혼례 복식의 기본 형 

식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20세기 초까지로 제한한 것은 서구 문명의 영향을 

덜 받았던 20세기 초까지는 기존의 전통 혼례 복식의 

형태가 비교적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혼례용 단령의 변천은 현재의 전통 혼례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 후기 혼례용 단령의 특징 

과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 

결과물이 전통 사극물이나 전통 혼례식 등의 전통문 

화 재현 행사시에 활용되어 시대에 맞는 혼례용 단 

령의 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n.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법전에 규정된 혼례 복식 

에대한 제도，를 살펴보고, 그 외실록 및 문집 •의 

례서 • 풍속기 등의 ''고문서에 나타난 실제적인 관행 

혼례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혼례용 단령의 제 

도와 관행되어온 풍습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문헌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시각 자료로는 18세기부터 20 

세기 초까지에 제작된 풍속화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 

였고, 보조적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사진 자료 및 유물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시각 자료로 사용된 풍속화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풍속화 중에 혼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것을 선정하였고, 그 종류는「평생도첩（平生 

圖帖）」과「초행도（初行圖）」및 혼인한지 60해를 기 

념하여 재현된 회혼례를 그린「회혼례도첩（回婚禮圖 

帖）」등이 있다.

풍속화란 인간의 풍속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풍 

속'이란 옛적부터 사회에 전해 내려온 의 • 식 • 주 

및 그 밖의 모든 생활에 관한 관습3）을 의미하므로,

1）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민속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98）, p. 1580., 석주선, 한국복식사, （서울: 

보진재, 1985）, p. 418.
2） 유송옥 ''사례복식” 한국의 복식,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 238.

이경자 우리옷의 전통양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pp. 181-183.
이순홍, ''한국혼례의식에 관한 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p. 306-313.

3）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74）, p.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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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성과 함께 기록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풍속 

화에 표현된 복식의 착장 형태와 모습은 당대의 복 

식을 고찰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료로 볼 수 있으며, 

문헌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복식의 구체적인 형태 

와 색상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 중에서 평생도는 벼슬을 지낸 사대부의 일생 중 

중요한 장면을 그려 권세를 나타내고 기념하는 기록 

화로서勺, 비교적 많은 수가 전세되고 있는 기록화적 

인 성격 이 강한 풍속화의 일종이다'. 그 내용을 크게 

평생의려)(平生儀禮)와 관직 생활로 나뉘며, 평생의 

례로는 돌 • 혼인 • 회혼례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혼인 장면은 주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초행을 떠나는 모습이, 

회혼례 장면에서는 혼례용 예복을 갖춰 입고 대례상 

앞에서 부부가 마주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 두 장 

면에서 신랑의 단령을 확인할 수 있다6). 반면에 단 

한 점만을 확인할 수 있는「회혼례도첩」에서는 신랑 

이 신부를 맞이하는 장면과 혼례식을 재현하는 장면 

에서 노신랑의 예복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자료에 

「평생도첩」에 수록된 회혼례도와「회혼례도첩」을 

포함한 것은 비록 회혼례가 정식의 혼례식은 아니나, 

부부가 혼례 복식을 갖추고 혼례를 재연한다는 회혼 

례의 성격상, 당시의 혼례 복식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풍속화의 목록은〈표 1〉과 같 

다.

분석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적인 자료로 

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사진 자료 및 유 

물을 참조하였다. 유물과 사진 자료가 보완적인 자 

료로 사용된 이유는 조선시대의 단령 유물들이 대개 

관복용으로 사용된 것이며, 혼례 단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제한된 유물 밖에 

사용할 수 없었고, 사진 자료는 시기가 20세기 전후 

에 집중되어 있으며, 색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 

이 있기 때문이다.

m. 조선 후기 문헌에 나타난 혼례용 단령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으로 알려진『경제육전』') 

을 인용한 성종 9년(1478)의 기록에 의하면 '옛 제도

〈표 1> 풍속화 작품 목록

풍속화 명칭 소장처 제작 시기

회혼례도첩 국립중앙박물관 18세기

모당 홍이상 평생도 국립중앙박물관 1781 년
傳 김홍도 평생도첩 국립중앙박물관 19세기 초~중엽

담와 홍계희 평생도첩 국립중앙박물관 18세기

고대박물관 평생도첩 고려대학교 박물관 19세기 초

작가미상평생도첩 국립중앙박물관 19세기 말~20세기 초

김홍도 초행도 국립중앙박물관 18세기말

기산 혼행 I 독일 함부르크 민속학박물관 19세기 말

기산 혼행 n 독일 함부르크 민속학박물관 19세기 말

4)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 439.,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서울: 일지사, 1999), pp. 402-403.

5) 최희선 ''조선후기 평생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8에는 모두 26점의 평생 

도첩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이 가능한 도판 중에서 도판의 크기가 작아 복식을 해석하기 

힘들거나 채색 상태가 불량한 것은 제외한 5점을 선정하였다.

6) 김인경 혜원 신윤복 풍속화에 표현된 복식미의 연구,'' 복식 25호 (1995), pp. 5-20.
최은주 “17C말〜 18C초 풍속화에 나타나는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6호 (2000), pp. 915-929. 
정현숙, 김진구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1권 2호 (1993), pp. 
221-232.
조효순 "조선조 풍속화에 나타난 여자의 기본복식연구(I),” 한복문화 1권 2호 (1998), pp.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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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육전］에 의하여 벼슬이 있는 자는 시산（時散） 

을 물론하고 모두 사모와 품대를 쓸 것을 허락하고, 

벼슬이 없는 자는 사모와 오각대를 쓰게 하자跖고 

품신하는 내용이 있어, 조선 초부터 사모와 각대는 

혼례복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의 

끝에 결정된 내용은 '벼슬이 없는 사람은 사모와 각 

대를 없애고, 입자（笠子）와 조아（條兒）를 착용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관직에 있는 사서인의 혼례 시에 

만 사모와 관대가 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성 

종 5년（1474）에 간행된『국조오례의』에도 '관직이 

있는 사람은 시산（時散沪에 관계없이 공복（公服）을 

입으며, 문무양반의 자손과 생원들은 사모（紗帽）와 

각대（角帶）를 착용하고, 서인은 입자와 조아를 착용 

한다%는 내용이 있고,「경국대전』에는 '관직에 있 

는 사람은 시산（時散）을 막론하고 사모와 품대를 사 

용하고 관직이 없는 자는 입자와 조아를 착용한다、 

하여, 벼슬이 없는 서인（庶人）들은 공식적으로는 사 

모관대를 혼례복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혼례 시 관직의 유무에 따라 사모관대의 사용을 제 

한하는 내용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현종 11년（1670）의 

「비변사금제사목」과 숙종 14년（1688）,「삼법사 금 

제절목」에서도 평민 남자가 취처할 때 사모관대를 

입는 것을 금하는 대용을 확인할 수 있다'2）. 그러나 

1788년의「정조실록』에는 '시정의 서민들이 장가갈 

때 가차（仮借）를 핑계로 사모 • 관복 • 품대를 서슴 

없이 착용하는 것이 근래의 풍속'”，이란 내용이 있 

어, 지속적인 금제에도 불구하고 관직과 신분에 상 

관없이 사서인의 혼례복으로 사모관대가 통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혼례 시만은 신분의 제약 없이 성장（盛裝） 

을 할 수 있다는 관념을 차길（借吉） • 섭성（攝盛）이 

라 하며, 이러한 개념은 조선의 지도적 근본이념이 

었던 유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주자가례』에도 

혼례를 행할 때는 신랑은 복장을 성대히 한다는 내 

용이 있으며'气 고대에는 이것을 섭성이라 하였다”）. 

이처럼 혼례 시에 만은 잠시나마 고귀한 신분의 예 

복을 빌어 입음으로써 성대함과 위의를 비는 차길 

（借吉） • 섭성（攝盛）의 관념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 

였던 조선사회에도 영향을 주어顺, 조정의 지속적인 

금제에도 불구하고 사모관대가 관습적으로 사서인 

의 혼례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卩）.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복 • 상복 • 시복 등 

의 다양한 관복 중에서 어떠한 종류의 관복이 신랑 

의 혼례복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이다.『국조오 

례의」와「경국대전』등에는 혼례복으로 사용되는 

단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단지 관직이 있 

는 사람은 자신의 품계에 맞는 공복（公服）을, 문무양 

반의 자손과 생원들은 사모（紗帽）와 각대（角帶）로 

되어 있다. 즉, 같은 사대부 내에서도 관직에 있는 경 

우에는 품계（品階）에 맞게 공복을 입고 관직에 오르 

지 못한 경우는 사모와 오각대를 두르도록 하여, 관 

직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 나 공복과 사 

모 • 오각대의 제도가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를 확인할 길이 없 

다.

반면에 18세기 이후에 쓰여 진 문헌에는 법전에 

서 규정한 것과는 달리 관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 

정한 형태의 단령이 혼례복으로 사용되고 있다.

7） 1397년（태조 6） 12월 26일 영의정 조준（趙浚）의 책임 하에 편찬 • 반포된 법전으로 오늘날 원문이 전해지 

지 않는다. 이들 경제육전은 조선 초기 태조의 법치주의 이념이 담긴 것으로서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되 

어 성종 때《경국대전（經國大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법전의 초석이 되었다.

8） 성종실록. 9년 5월 16일 丁丑.

9） 일정한 직임（職任）이 없는 하산한 관직을 일컫는 말.

10） 國朝五禮儀’卷之四「嘉禮」.

11） 經國大典,卷三禮典「婚嫁」.

12） 增補文獻備考,卷一百三十二禁制二雜禁.

13） 정조실록, 12년（1788）. 10월 3일 辛卯.

14） 朱子家禮.卷三1■哀公問」.'爵弁而績裳玄冕之次，大夫以上親迎'.'朱子曰婚禮用命服乃是古禮如士乘墨車而 

執雁皆大夫之禮也冠帶只是燕服非所以重正婚禮不若從古之爲者'.

15） 鄭玄 • 賈公彦 注疏, 儀禮, 吳江原 譯註, （서울: 청 겨）, 2000）, p. 232.
16） 李滇（1681〜1763）, 星湖僅說 제 18권「經史門」冠昏下達 士以下至於庶人皆得用）僞亦攝盛之意也安鼎福 

（1712-1791）, 順菴集 제14권「婚禮酌宜」婚禮攝盛.

17） 順菴集 제 14권「婚禮酌宜」壻行儀 昏用命服. 今俗必用一品章服亦爲有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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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말의 혼례 풍습과 혼례복이 자세히 묘사 

된『동상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 희곡으로 일 

명「사혼기（賜婚記）」라고도 한다. 1791년（정조 15） 봄 

에 왕명으로 혼기가 차도 가난하여 성혼하지 못한 

서울 장안의 50쌍을 맺어줄 때, 고아 김도령（金道 

令）과 신처녀（申處女）가 빠져 호조판서 조정진（趙 

鼎鎭）과 선혜당상（宣惠堂上） 이병모（李秉模）가 양 

쪽 부모 역을 맡아서 성대한 혼사를 치렀다는 내용 

을 왕명으로 이 덕무가 기록한 것이 원전이라 한다囲

여기에는 초례 시의 신랑 차림새로 '복사각아오 

사모（複紗角兒烏紗帽）와 자지색사관대（紫芝色紗冠 

帶）'가 나와 있다. '紫芝'는 자초（紫草）의 다른 말로, 

자초는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자주색 염료로 사용된 

염료이다噸. 이미 사모와 각대가 언급되어 있고, '관 

대（冠帶）'라는 명칭이 후대에는 단령 형식의 관복 

명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자지색사관대（紫芝色 

紗冠帶）는 사직물로 만든 자주색 단령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1841년（헌종 7）에 완성 

된『거가잡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는 '혼례 시에 오사모（烏紗帽） • 서속대（犀束帶） • 

자라원령포（紫羅圓領袍）를 입는 풍속은 대군과 왕 

자가 조제（朝祭）시 착용하는 법복이므로, 대부（大 

夫）나 선비가 입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는 당시에 자색의 단령［圓領袍］이 일반인의 혼례복 

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반증한다. 또한, 1844년（헌 

종 10）에 간행된『사례편람』에는 단령 색상에 대한 

언급 없이, 단령 • 사모 • 품대 • 목화祯를 신랑의 예 

복으로 제시하였고, 후대에『사례편람』을 기본으로 

한글로 다시 편찬된『현토주해 사례편람』"）의 부록 

에는 관행혼인 풍습으로 '絳紗袍, 즉 軟紅團領（분 

홍관듸）로 初婚에는 絳色이고, 再婚이상이면 黑色 

을 입으며, 신발은 목화를 신는다功'는 내용이 있어 

20세기 초까지도 신랑의 단령은 붉은 색［紫 • 紫芝 • 

絳色 • 軟紅］ 계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혼의 풍습이 성행하였던 조선시대에는 10세 안 

팎의 나이에 혼례를 치르는 것이 양반가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음을 생각하면为）당시의 대부분의 어린 신 

랑들은 관직에 오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 었을 것 

이며, 이런 경우 어린 신랑은 사모관대가 아닌 입자 

（笠子）를 쓰고 조아｛條兒）를 두른 차림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혼의 풍습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사용된 신랑의 혼례복은 붉은색 단령이었다. 또한, 

『동상기』의 주인공인 김희집（즉, 김도령）은 몰락한 

양반의 서출로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상태였기에 

사모관대를 착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혼례 

를 관장하는 관아（官衙）에서 조차 법전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자주색 단령을 혼례복으로 준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 후기에는 신분과 

품계에 상관없이 신랑의 혼례복으로 사모관대가 사 

용되었으며, 혼례용 단령으로는 붉은 색［紫 • 紫芝 • 

絳色 • 軟紅］ 계통이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혼례 시에 신랑이 홍단령을 입는 풍습은, 

홍색을 귀하게 여겼던 당시의 관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홍색을 귀히 여겼던 전통은 오래된 것으로 

일반인의 홍색 착용에 대한 금제는 조선 초기부터 나 

타나고 있다. 세종 9년（1427）에는 진상하는 의대와 

궁에서 소용되는 외에는 자색（紫色）을 금하였고, 홍 

색으로 물들인 안감의 사용은 문무의 각 품관과 사 

대부의 자제 외에는 사용을 금하였다24）. 또한, 세종 

28년（1446）에는 혼례 및 평상시에 대소 남녀가 모두

18） 동상기는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편의 이본이 생겨났으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되고 원전에 가까운 것으 

로 추정되는 것이 문양산인이 쓴 필사본 贞廂記이다. 汶陽散人 著, 束廂記 舞天학술부 驛 • 編, （대구: 중 

문출판사, 1990）, pp. 13-17.
19） "지 치", 엠파스 백과사전, ［2007년 3월 24일 검 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100.empas.com 

/dicsearch/pentry.html?s=K&i=264538&v=47
20） 이재, 四禮便覽, 卷之二 婚禮「親迎」. '諸具（壻盛服） 紗帽 團領 品帶 墨靴 我國俗用此'.

21） 懸吐註解란 한글 해석을 달은 것으로 1900년에 간행된「增補四禮便覽」의 附錄으로 여러 종류의 慣行婚 

禮를 싣고 있다,

22） 한국정산 문화연구원, 朝鮮時代 冠婚喪祭 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懸吐註解 四禮便覽」奠 

雁.. p. 176（原文）.

23） 조혼의 풍습은 왕실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도 1703년 당시 10세였던 연잉군（후에 영조） 

과 1761년 당시 10세였던 왕세손（정조）의 가례가 기록되어 있어 왕실에서도 조흔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서울: 가람기획, 2004）,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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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大紅）을 의상（衣裳）으로 만들어 입으며, 가난 

한 사람도 이를 본받는다는 내용과 함께 다시금 홍 

색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2'.

이처럼 계속되는 금제에도 불구하고逾, 자색과 홍 

색을 선호하는 풍습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으며, 신 

랑의 혼례복으로도 홍단령이 선호되어, 조선 후기 

신랑의 혼례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IV. 풍속화에 나타난 혼례용 단령

1. 풍속화에 나타난 단령의 색상

조선 후기에 제작된 풍속화 중에 혼례에 관 

한 장면이 묘사된 것으로는「평생도첩（平生圖 

帖）」과「초행도（初行圖）」및 혼인한지 60해를 

기념하여 재현된 회혼례식을 그린「회혼례도 

첩（回婚禮圖帖）」등이 있다. 이 중에서 평생도 

는 벼슬을 지낸 사대부의 일생 중 중요한 장면 

을 그려 권세를 나타내고 기념 하는 기록화로서, 

출생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중요한 장면을 그린 것이다. 그 내용은 

크게 돌• 혼인 • 회혼례 등의 평생의례（平生儀 

禮）와 관직생활로 나뉜다. 평생도에서 각 장면 

의 배경인 가옥이나, 등장인물들의 의복, 그리 

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용구들은 많은 생활사 정 

보를 담고 있어 회화사적 인 가치뿐만 아니라 역 

사적 사료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斗

〈표 2〉는 혼례용 단령 분석에 사용된 풍속화의 

목록과 수록된 내용, 시기 등을 정리한 것이다.〈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된 평생도첩 중에 신 

랑의 초행 장면이 남아있는 것은 '모당 홍이상 평생 

도첩'과 '傳 김홍도 평생도첩2跖 및 고려대학교박물 

관에 소장된 '평생도첩'이 있고, 회혼례도가 남아있 

는 것은 모당 홍이상 평생도첩，과，담와 홍계희 평 

생도첩，, 고려대학교박물관의，평생도첩，과 19세기 

에서 20세기 초에 제작된，작가미상 평생도첩'이 있 

다

평생도첩에 나타난 초행시의 신랑은 홍색 단령29） 

에 사모와 각대를 두르고, 목화를 신은 모습이었고

〈표 2> 풍속화의 내용과 제작시기

풍속화 명칭
수록된 장면 단령의 색상과 흉배 유무

제작 시기
초행 （初行） 회혼례 초행 （初行） 회혼례

회혼례도첩 - O - 검정+흉배 18세기

모당 홍이상 평생도 0 O 자주十흉배 없음 분홍+흉배 없음 1781 년
傳 김홍도 평생도첩 O O 자주+흉배 없음 현록+흉배 없음 19세기 초

담와 홍계희 평생도첩 X O X 자주+흉배 없음 18세기

고려 대 학교박물관 평 생 도첩 O O 다홍+흉배 없음 현록+흉배 없음 19세기 초

작가미상 평생도첩 신랑편복 O - 검정+흉배 없음 19세기 말〜20세기 초

김홍도 초행도 O - 검정색+분홍안감

+흉배 없음
- 18세기 말

기산 혼행 I O - 녹색+흉배 - 19세기 말

기산 혼행 n O - 두록+흉배 - 19세기 말

洪 표의 내용 중에。은 수록된 내용을, X는 원래는 있었는데 소실된 것, - 는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한다.

24） 세종실록, 9년 2월 19일 丁丑.

25） Ibid, 28년 5월 25일 壬辰.

26） 그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 7년 2월 12일 병술, 중종 3년 3월 15일 임자, 같은 해 11월 6일 경자, 

중종 7년 2월 10일 을유, 같은 해 2월 17일 임진, 중종 23년 8월 18일 정사 등 계속하여 홍색에 대한 금제 

가 언급되고 있다.

27）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풍속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2）, p. 88.
28） '慕堂 洪履祥 平生圖，와 '傳 김홍도 평생도，에는 초행과 회혼례 가 모두 있으나,，淡窩 洪啓禧 平生圖，에는 

초행부분이 소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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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혼례 시에 홍색 단령을 입은 경우는 '모당 

홍이상 평생도첩（그림 4），과 '담와 홍계희 평생도첩 

（그림 5），이 있다. 그림으로 표현된 단령의 색상은 자 

주에서 분홍까지 다양하여,〈그림 1, 2〉와〈그림 5> 

는 자주색에 가깝고,〈그림 3〉은 다홍에 가까운 붉

〈그림 1> 初行 홍단령 I,〈그림 2> 初行홍단령n,『傳

"慕堂平生圖帖金瓦道平生圖帖A 

은 색이며,〈그림 4〉는 담홍색으로 보인다. 특히〈그 

림 2〉와〈그림 3〉에서는 단령의 무 안쪽에 다홍색 

의 안감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겉감은 자색（紫 

色）의 사직물을 사용하고 안감은 다홍색 명주를 사 

용한〈그림 6〉의 김병익（1818〜1875）의 장손인 김 

승진（金升鎭）이 혼례 때 착용하였던 단령과 유사성 

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回婚禮 홍단령 I, 
t淡窩平生圖帖A

〈그림 3> 初行 홍단령皿,〈그림 4> 回婚禮 홍단령

高大博物館质平生圖帖A. n, H慕堂平生圖帖A
〈그림 6> 고대박물관 소장 홍단령, 星服飾 

類名品圖錄』.

29） 平生圖帖에 나타난 홍색의 단령은〈그림 1, 2, 5〉는 紫的團領에 가깝고〈그림 3〉은 大紅色,〈그림 4〉는 

淡紅色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으로 표현된 단령의 색상은 표현방법상 농담이나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넓게 홍단령으로 분류하였다.

30） 고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홍단령은 김병익（金炳翼）의 장손인 김승진（金기•鎭）이 25세 때의 재취（再娶） 

혼례 시 착용한 것으로 단학흉배가 달린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편（하）,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6）, p. 28. 도판설명. 현재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전시중이 유 

물은 흉배없이 전시되고 있으며, 흉배를 달았던 흔적이 없어 후손들이 다른 곳에 사용된 흉배를 혼동한 

것이 아닌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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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정색 계통의 단령은〈그림 7〉의 초행도의 

와〈그림 8, 9〉의 회혼례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비교적 후대에 제작된〈그림 10〉의，작가미상 평 

생도첩，의 회혼례에서도 흑단령 차림이다.

그러나 회혼례 시에는 흑단령을 착용한〈그림 8, 

9〉의 경우에도 초행 시에는〈그림 2, 3〉에 확인할 수 

있듯이 홍단령을 입고 있고 있어 초행 시에는 홍단 

령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초행 시와 회혼 

례시의 단령색에 변화가 있는 것은 관직에 오르기 

이전인 초행 시에는 민간에서 신랑의 예복으로 전해 

내려온 홍단령을 입었으나, 이미 관직에 오른 지 오 

래된 회혼례 시에는 자신의 품계에 맞는 관복을 착 

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그림 7〉은 혼례를 치르러 신부 집으로 

떠나는 초행길의 신랑을 그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헌과는 다르게 흑색의 단령을 입고 있다. 그러나 

〈그림 8〉의，傳 김홍도 평생도첩，에서 흑단령의 안 

감이 청색인 것에 비하여〈그림 7〉에서는 분홍의 안 

감이 확인되어 두 종류의 단령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汕.

혼례용 단령의 색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혼례복과 혼구를 빌려 쓰는 풍습과 관련이 있어 보 

인다. 혼구를 빌려 쓰는 조선의 풍습은 여러 문헌에 

서 확인할 수 있어『동상기』에는 혼구와 신부의 혼 

례복, 장신구 등 빌려온 물건들의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고,『동국여지비고』에는 혼례나 상례에 

쓰이는 물건을 빌려주는 세물전과 가마를 빌려주는 

금교세가(金轎貰家)가 기록되어 있다均. 또한, 19세 

기 중엽에 편집된「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혼구 중 

에서 빌릴 수 있는 항목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어%), 이러한 풍습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관복으로 사용 

되던 단령은 관직에 오르지 못한 일반인들에게는 쉽 

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자력으로 마 

련할 수 없는 경우는 혼구와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빌 

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선조실록』에도 다른 

사람의 흑단령을 빌려 혼례를 치렀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負 이 경우에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 

는 단령은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관복이었을 것이며, 

18세 기 의 관복용 단령 에는 홍단령과 흑단령［또는 현 

록색］。〕있었으며*), 실록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흑

〈그림 7> 初行 흑단령, 김〈그림 8> 回婚禮 흑단령 I ,
홍도，初行圖* 傳 김홍도 s'平生圖帖a

〈그림 9> 回婚醴 흑단령 口,〈그림 10> I미婚禮 흑단령 H
高大博物館 T平生圖帖% 작가미상 T푸生圖帖4

31) 또한,〈그림 13〉과〈그림 14〉의 흉배달린 흑단령에서도 안쪽으로 청색의 안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차후 흑단령에 관한 후속연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면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자 한다.

32) 束國輿地備放, 제2편 舖肆.

33)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5. 風俗 四司六局辨證設.

34) 선조실록, 39년 8월 9일 을사(乙巳). '…둘째 아우가 장가들 때 妻父의 黑團領을 가져다가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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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령보다 홍단령이 보다 일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36).

이러한 두 종류의 단령은 계미년(숙종 29년)에 태 

어난 동갑내기들의 초상화를 17기년에 그린〈그림 

11, 12〉의「癸未同更小眞帖」에서도 확인할 수 있 

으며〈그림 11〉은〈그림 4〉의 홍단령과〈그림 12> 

는〈그림 7, 8〉의 흑단령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 후기의 신랑의 단령 

은 단 하루만이라도 관리의 위엄을 '섭성(攝盛)，하여 

관복을 입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관복 중 

에서도 자주 • 강색 • 분홍 등의 붉은색 계통의 홍단 

령 이 선호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혼례용 단령 

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힘들 경우는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관복을 빌려 입기도 하였으며, 이 경우 관복 

의 일종인 흑단령을 입기도 하였다.

2. 혼례용 단령과 흉배

앞에서 살펴 본 풍속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8 

세기경에 그려진 풍속화의 신랑들은 흉배 없는 단령 

을 입고 있으며, 그 당시의 문헌들에서도 흉배에 대

한 언급은 없다初 흉배 달린 단령은 18세기에 그려 

진「회혼례도첩」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흑단령 

위에 쌍학의 흉배가 달려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할 

수 있다(그림 13). 다른「평생도첩」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흉배를「회혼례도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은,「회혼례도첩」에서는 노신랑이『경국대전』에 언 

급되어 있듯이 당시의 자신의 품계에 맞는 흉배 달 

린 상복(常服)을 착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영조 20년(1744), 백관의 공복을 재정비하는 논의 

중에為) 흑단령 흉배(黑團領胸褚)이라는 내용이 나오 

며, 정조 10년(1786)에는 상복으로 사용되는 흉배달 

린 흑단령과 흉배를 뗀 두 종류의 흑단령이 제시되 

고 있어气 흑단령은 흉배가 달린 것과 흉배가 달리 

지 않은 두 종류의 관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의 흑단령은 흉배가 없는 것에 비하여 비 

슷한 시기에 그려진〈그림 14〉의 채제공(1720〜1799) 

의 초상화에는 흉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평 

생도첩」중에 포함되어 있는〈그림 8~10〉에서는

〈그림 11〉관리의 홍단령,〈그림 12〉관리의 흑단령,

T癸未同更小眞帖A 只癸未同更小眞帖a
〈그림 13〉흉배 흑단령 I,〈그림 14〉흉배 흑단령n,『역

『回婚禮圖帖¥ 사인물초상화대사전』.

35) 영조실록, 17년 4월 8일 王寅. '무릇 服色은 청색과 흑색을 함께 쓰지만, 黑團領은 紅團領에 비교하여 더 

중하므로, 중한 곳에는 흑단령을 입고 경한 곳에는 홍단령을 입으니, 朝臣뿐만 아니라 儒士도 그렇게 하 

였습니다'.

36) 숙종실록, 8년 10월 27일 更子. '全翊戴가 供招하는 내용에서 '…그대 의 집에 紅團領이 있느냐 관직을 

잃고 얻는 것은 일정하지 않으니, 만약 뜻밖에 벼슬을 얻게 되면 團領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우니, 어찌 

준비해 두지 않는가.'라고 내용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관복으로 黑團領보다 紅團領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7) 신랑 복식의 세세한 점까지 묘사된 동상기에도, 현토주해사례편람에도 흉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38) 영조실록, 20넌 8월 5일 己酉.

39) 정조실록, 10년 6월 15일 丁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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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단령임에도 불구하고 흉배가 없으며, 홍단령을 입 

고 있는〈그림 4, 5〉에도 흉배는 없다. 또한, 혼례식 

을 재현한「평생도첩」회혼례 장면의 단령들도 색 

상과는 관계없이 모두 흉배가 없는 형태인 것을 보 

면, 당시에는 혼례용 단령에는 흉배가 없는 것이 일 

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단령색의 변 

화와 함께 흉배 달린 단령이 일반적인 형식으로 나 

타난다. 19세기 말에 김준근이 그린 초행길을 떠나 

는 장면을 묘사한〈그림 15, 16〉의 신랑은 흉배 형 

태가 달린 녹색 계통의 단령을 입고 있으며,〈그림 

17, 18〉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세기 초 민간에 

서 사용된 혼례용 단령도 흉배가 달린 것이 일반적 

이었다.

혼례용 단령의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관복제도 

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고종 21년(1884), 조 
정은 홍단령을 없애고 흑단령에 흉배를 달아 위의를 

가르도록 관복제도를 개정 하였고的, 다시 고종 32년 

(1859)에 다시 대례복으로는 흑단령 • 사모 • 품대 • 

화자를, 소례복으로는 흑반령 • 착수포 • 사모 • 속대 • 

화자로 하여*) 단령은 흑색 일색으로 변하였다. 고종 

연간(1864〜1907)에 간행된『오례편고(五禮便孜)』 

에 의하면 문관 당상관은 쌍학, 당하관은 단학, 무관 

당상관은 쌍호, 당하관은 단호의 흉배 제도가 기록

〈그림 15> 19C 신랑모습〈그림 16〉19C 신랑모습

I,『刀산풍속도』,婚行. n,『기산풍속도』,婚行.

〈그림 17〉『민족의 사집〈그림 18〉『민족의 사집 
첩 3』. 첩 3』.

되고 있어物 개정된 흑단령에는『오례편고』와 같은 

형태의 흉배를 달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9, 20〉은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말의 단령이다. 사용된 시기는 1880〜1890년 

대로, 1884년의 복제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두 벌 모두 북청색 비단에 남색 안을 넣은 것이 

다.〈그림 19〉의 대례복은 검은 빛이 약간 돌고 있으 

나,〈그림 20〉의 소매가 좁은 소례복은 흑색이라기 

보다는 남색에 가까우며, 현재 전통 혼례에서 신랑 

의 혼례복으로 사용되고 있는 흉배가 달린 남색 단 

령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국말의 관복제도의 변화는 혼례복은 '관복을 가 

차하여 관리의 위의를 빈다，는 가차 • 차길 • 섭성의 

관념과 결합하여 점차 흉배 없는 홍단령에서 새로운 

관복제도로 채택된 흉배달린 흑단령(혹은 남색 단 

령)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국말의 정치적 혼란과 

관복제도의 문란으로 민간에서는〈그림 16〉의 연두 

색 단령처럼 제도에 없는 색상의 단령을 착용하거나 

〈그림 17, 18〉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흉배를 다는 

등의 오류도 적지 않았다喚

반면에 국말에 촬영된〈그림 21, 22〉처럼 흉배가

40) 고종실록, 21년 윤5월 24일.

41) Ibid, 22년 8월 10일.

42) 유희경, 韓國服飾史硏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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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武官 堂下 대례복（1880）,『衣』.

〈그림 20〉武官 堂上 소례복（1890）,『衣j.

〈그림 21＞흉배없는 단령 〈그림 22〉흉배없는 단령

I, 月사진엽서로 떠나 丄『속 생활과 풍속』. 

는 근대기행A

없는 단령을 사용한 경우도 제법 보이며, 19세기 말 

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그림 6〉의 혼례용 단령 

도 흉배를 단 흔적 이 없는 홍단령 인 것으로 보아, 신 

랑의 단령은 흉배 없는 홍단령이라는 생각이 일부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관복（官服）으로 사용된 단령에 비하여 

연구가 부진하였던 신랑의 혼례복으로 사용된 단령 

에 관한 것이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 

신랑의 혼례복은 관복에서 기원한 사모관대였으며, 

이러한 풍습은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 신부는 신분 

의 제약 없이 성장（盛裝）을 할 수 있다는 유교적 관 

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렇게 혼례 시에 나마 고 

귀한 신분의 예복을 빌어 입음으로써 성대함과 위의 

를 비는 풍습을 섭성（攝盛） • 차길（借吉）이라 한다.

조선의 법전에서는 신랑의 단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으나, 18〜19세기의 문헌에는 

신랑의 단령으로 자지색（紫芝色）나 자（紫）, 강（絳）, 

연홍（軟紅） 등 홍색 계 열의 단령이 기록되어 있으며, 

풍속화에서는 홍단령을 입고 있는 신랑이 대부분이 

었다.

당시의 풍속화와 문헌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민 

간의 풍습에서는 홍색이 신랑 단령으로 선호되었음 

이 분명하나, 부득이한 경우 흑단령을 착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신랑의 단령은 홍색이 선 

호되었으나, 홍단령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색상의 단령을 입어서라도 관리의 위의를 빌린다는 

섭성（攝盛） • 차길（借吉）의 의미를 더 중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흉배 달린 단령이 신랑의 혼 

례복으로 사용되었다的는 일반적인 이론과는 달리 

조선 후기 신랑의 단령 에는 흉배가 사용되지 않았다. 

풍속화에 나타난 신랑들은「회혼례도첩」의 노신랑 

을 제외하고는 모두 흉배 없는 단령을 입고 있으며, 

그 당시의 문헌들에서도 혼례복에 사용되는 흉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43） 〈그림 17〉은 품대 위에 흉배를 달고 있으며,〈그림 18〉의 흉배에는 수파문이 빠져 있다. 또한, 흉배를 

거꾸로 붙인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44） 유송옥（1982）, 이순홍（1988）, 이경자（2003） 등에 의하면 단령 색상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모두 흉배 

달린 단령을 신랑의 예복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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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시각 자료에는 

흉배 없는 홍단령 대신에 흉배가 달린 남색 단령이 

새로운 형태의 혼례용 단령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혼례용 단령의 변화는 홍단령의 제도를 폐지하여 흑 

단령으로 관복의 제도를 통일하고 흉배를 달아 품계 

를 표시했던 국말의 관복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남색 단령에 쌍학흉 

배를 단 전통 혼례복은 관복을 섭성(攝盛)하여 혼례 

복으로 입 던 조선의 풍습과 조선 말기 의 관복제도가 

결합되어 19세기말에 형성된 것으로 이것이 현재까 

지 전해져 전통 혼례복의 기본을 형성한 것이라 하 

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통 사극물이나 전통 혼례식 

등의 전통문화 재현 행사에서 시대에 맞는 혼례용 

단령의 올바른 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한 이를 계기로 혼례용 단령과 관복용 단령과의 제 

도적 • 형태적 특징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한 후속 

연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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