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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nking belts for Joseon dynasty officials that are based on references and relics are stud-
ied in this paper in terms of architecture, detailed names, and structural changes according to 
different time. Officials' uniforms consist of hats, clothes, belts, and shoes. Among these, the belt 
is an important sign that represents the wearer's ranking. The ranking belts of the Joseon dy-
nasty which were brought from Ming at the late stage of the Koryo dynasty became classified as 
the following four classes : Seo-dai(a rhinoceros´ horn, 犀帶), Gum-dai(gold, 金帶), Eun-dai(silver, 
銀帶), and Heug-gag-dai(black horn, 黑角帶). A ranking belt consists of a basic belt body(鞓) and 
a plaque that represents the wearer's rank. A plaque consists of 20 plates: three front-center 
plates that represent the Sam-tai(三台) constellation, six front-side plates that represent the 
Namduyug constellation(南斗六星), seven back plates that represent the Big Dipper(北斗七星), left 
side Bo(輔), right side Pil(弼), and a couple of Tamie at both ends. The architecture of the belt 
body; the basic frame for ranking belts, shows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
ter periods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former period, the belt had a pair of a buckle so that 
the wearers were able to adjust the belt size. But later, the belt didn’t have the buckles to adjust 
the belt size and consequently it only performed a locking or unlocking function. Therefore, the 
belts in the latter period were longer than normal and one size fit all. In addition to the func-
tional change of buckles, the shapes of the ranking belts show changes from the round shape to 
the square shape as time goes on. 

Key words: belt(허리띠), Joseon Dynasty(조선시대), Officials' uniforms(관복), terminolgy(용어), 
ranking belt(품대)1)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Eun-Joo Lee, e-mail: lej58@dreamwiz.com



服飾 第61卷 10號

- 136 -

Ⅰ. 서론
인간이 최초로 착용한 복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

는 허리띠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

어 왔다. 옷자락을 정리해 주는 실용적 기능만이 아

니라 장식적인 기능, 의례적인 기능, 주술적인 기능,

사회․정치적인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해 왔다.

조선시대의 품대(品帶)는 관리들이 관복에 착용하

는 허리띠로, 옷 매무새를 정리하는 실용적 기능 외

에 관리들이 참여하는 국가 의례의 성격을 드러냄은

물론, 관리의 품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신분 상징

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품계의 높낮이가 엄격

하게 구분되었던 계급사회에서 품대는 실용적 기능

보다는 오히려 사회․정치적 기능이 더 중요하였다

고 할 수 있다.

품대라는 용어는 관리의 품계를 나타내는 모든 종

류의 허리띠를 의미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의 백관들이 제복(祭服)이나 조복(朝服), 상복(常服)

에 사용하였던 품대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들 관복에 사용한 품대는 혁대(革帶)라고도 하였다.

왕이나 왕세자가 곤룡포(袞龍袍)에 착용하는 옥대

(玉帶) 역시 혁대의 일종이었다. 띠바탕의 색상과 띠

돈의 재료를 제외하고는 구조나 명칭, 제작 방식, 착

용자의 신분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런 점에서 왕이나 왕세자 등의 옥대는 백관의 품대

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간 조선시대의 품대에 대해서는 단독 주제1)로

연구되거나, 혹은 관복의 구성물2)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 또는 유물을 분석할 기회의 부

족으로 품대 구조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어려웠다. 새로운 구조의 품대 유물에 대한 보고3)

이후 새로운 문헌 자료들이 발굴되고 또 보존처리4)

되는 과정에서 품대의 세부 명칭이나 구조, 형태의

변화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요구되

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헌과 유물 자료,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조선시대 관리들의 품대 구조

와 구조의 변화, 품대의 세부 명칭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 연구의 결과는 품대 유물의 연대를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물 전시

나 유물 촬영 시, 품대를 정확하게 진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띠에서 분리된 띠돈들을 배열할 때도 도

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품대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도 통일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도를 높

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품대가 표현된 초

상화나 기록화 등의 수준 평가는 물론, 회화 제작 연

대나 묘사 대상의 시기에 대한 부수적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름하는 단서로도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
품대의 구조는 정(鞓)이라고 하는 띠바탕의 조합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품대의 유형은 띠의 끝장식인

타미[撻尾, 金宅尾]5)가 1개 사용되는 단타미형 띠와

1쌍의 타미가 사용되는 쌍타미형 띠로 분류된다. 단

타미형 띠는 공복용 품대로 사용되었으며 쌍타미형

띠는 상복과 조복, 제복용 품대로 사용되었다.6)

쌍타미형 띠는 늘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착용

이 단출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실제 구조에 있어

서는 단타미형 띠보다 훨씬 복잡하다. 쌍타미형 띠는

띠고리의 유무에 의해 분리형 구조와 일체형 구조로

나뉜다.7) 초기 양식에는 띠고리가 있었으나 후대에

띠고리가 없어짐에 따라 품대의 구조는 분리형 구조

에서 일체형 구조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나

라 신종(神宗, 1572-1620)의 정릉(定陵)에서 출토된

쌍타미형 띠 중에는 분리형 구조와 일체형 구조가

모두 존재하지만8) 조선에서는 19세기 전기까지 띠고

리가 있는 분리형 구조의 품대가 존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들을 더 확보하여 분석해 볼 필

요가 있다.

1. 분리형 구조
분리형 구조의 쌍타미형 띠는 1쌍의 띠고리를 사

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띠고리에 의해 분리되므로 착

용자의 허리둘레에 맞추어 허리띠 둘레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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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현보의 금서대(1542년 중종 하사)

- 필자 촬영, 1999

<그림 2> 분리된 이현보의 금서대

- 필자 촬영, 1999

<그림 3> 이경석(李景奭, 1595-1671)의 서대

- 경기도박물관 명품선, p. 259.

16세기의 대표적인 분리형 구조의 품대 유물은 한

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이현보(李賢輔, 1467-

1555)의 금서대(金犀帶)<그림 1>이다. 1542년(중종

36) 이현보가 정계를 은퇴할 때 중종(中宗, 1506-

1544)이 하사한 것9)이라고 한다. 이 유물은 일반 품

대의 띠돈과는 그 모양이나 개수가 다를 뿐만 아니

라 띠돈의 배열 방식도 특이하다. 모두 18개의 띠돈

이 사용되었으며 띠돈에 조각은 없고 모든 띠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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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형 띠집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5> 방형 띠집

- 服飾類名品圖錄, p. 163.

금테를 둘렀기 때문에 1품용 서대가 아니라, 종2품용

소금대(素金帶) 종류로 짐작된다.

<그림 2>를 보면 1쌍의 띠고리를 사용하는 분리형

구조의 품대가 지닌 조형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짧고 긴 5조각의 띠로 이루어졌다. 이 띠의 본래 명

칭을 알 수 없으므로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

구자가 임의로 ‘앞띠’, ‘속띠’, ‘뒤띠’로 명명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앞쪽의 좌우 겉으로 드러나

는 ‘앞띠’와 앞띠 안쪽에 포개지는 짧은 길이의 ‘속띠

(보조대)’가 한쪽 끝에서 결합되어 좌우의 앞띠를 이

룬다. 착용자 기준으로 볼 때 우측의 앞띠는 38cm이

고 좌측의 앞띠는 길이가 44cm이다. 이 길이의 차이

는 앞 중앙의 띠돈이 좌측 앞띠에 붙어 있기 때문이

다. 속띠는 겉띠보다 짧은데 우측 속띠는 29cm이고

좌측 속띠는 30cm이다.

등쪽의 ‘뒤띠’ 부분은 길이가 90cm 정도인데 양

끝에 띠고리를 달아 앞띠 안쪽에 고정시킨 속띠 구

멍에 끼워 연결한다. 구멍은 끝에서 12, 13cm 들어온

위치에 3개를 뚫었다. 띠고리에 의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품대는 착용

자의 허리 둘레에 맞추어 착용할 수 있었다. 앞띠의

끝 부분이 뒤띠와 묶이도록 하기 위하여 앞띠에 붙

인 띠돈에 가는 금속판을 달아 뒤띠를 끼워 정리하

였다. 하나로 완성된 띠의 양끝에는 탈착을 가능하게

하는 개폐장치를 달았는데 잠근 상태에서의 띠 둘레

는 124cm였다. 띠바탕은 가죽 위에 검은 색 평직의

견직물을 바르고 옻칠한 흑정(黑鞓)이며 그 위에는

니금(泥金)으로 5획(劃)의 금줄을 그렸다. 상하 가장

자리에 1줄씩, 그리고 중앙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3

줄을 모아 그렸다.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경석(李景奭,

1595-1671)의 서대<그림 3>10)와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모대(玳瑁帶)11), 그리

고 1820년대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김영

(金瑩, 1789-1868)의 품대 유물 모두 좌우 1쌍의 띠

고리가 존재하는 분리형 품대이다. 김영의 유물은 경

상북도 영주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띠바탕

은 검은 색의 어피(魚皮)로 싼 흑정이다. 갈색의 나

무 띠돈에 석류, 소나무, 난초 등을 조각하여12) 은색

의 금속테를 두른 일종의 삽은대이다. 이 유물을 보

면 품대에 사용되었던 좌우의 띠고리가 19세기 중엽

까지 존속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품대 유물

과 함께 소장되어 있는 관복함의 뚜껑에는 품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의 원형

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김영의 품대는 원형을 이루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일체형 구조
19세기 중기 이후에는 뒤띠의 양 끝에 달았던 띠

고리가 없어지면서 세 조각의 띠로 만드는 단순한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 139 -

<그림 6> 암수 날름쇠(띠꽂이)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7> 띠고리(버클)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구조로 변하였다. 흔히 보아왔던 품대 유물들이 대부

분 이 구조에 해당된다. 앞쪽 좌우에 사용하는 앞띠

1쌍과 뒤띠 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띠고리를 없애고

앞쪽의 속띠와 뒤띠를 하나의 띠로 통합하여 길게

만들었다. 이 방식은 제작이 훨씬 간편하다.

이처럼 앞띠와 뒤띠의 연결 방식은 품대 유물의

연대를 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또한 품대의

형태 역시 시기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대체

로 분리형 구조를 지닌, 초기 양식의 품대는 원형(圓

形)을 이룬다. 이후 단순한 일체형 구조로 변화되면

서 타원형(橢圓形)으로, 다시 방형(方形)으로 변화하

였다. 유성룡(柳成龍, 1542∼1607) 종손가 유물 중

서대13)는 일체형 구조의 타원형 서대이다. 19세기 이

후의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존하는 대부분

의 품대 유물은 방형이다. 1860년대에 그려진 흥선대

원군의 초상화14)에서 방형 품대가 처음 확인되므로

방형 품대의 출현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품대의 형태는 품대를 보관하는 띠집[帶家]의 형

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띠집 역시 품대의 형

태에 따라 원형<그림 6>에서 방형<그림 7>15)으로 변

화하였다고 하겠다.

Ⅲ. 품대의 세부명칭
품대는 여러 가지 구성물의 조합으로 이루져 있다.

띠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정(鞓)이라고 하는 띠바탕

과 띠바탕 위에 배열되어 착용자의 품계를 드러내는

띠돈이 가장 중요한 구성물이다. 그 외에 개폐장치나

두 가닥의 띠바탕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묶음쇠

[束兒] 등 다양한 부속품이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띠바탕[鞓]과 부속품의 명칭
품대의 기본틀을 이루는 띠바탕이 있다. 띠바탕은

띠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 주는 가죽에 부드러운 양

피나 어피(魚皮), 또는 비단으로 감쌈으로써 완성된

다. 이 때 띠의 겉을 싼 소재의 색상은 착용자의 신

분을 나타내는 단서가 된다.

고려시대의 관리들은 오정(烏鞓)이나 흑정(黑鞓)

보다 홍정(紅鞓)을 귀하게 여겼다. 4품 이상이 사용

할 수 있었다.16)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비만이

홍정(紅鞓)을 사용할 수 있었다.17) 왕세자는 흑정(黑

鞓)을 사용하였으며18) 신하들은 흑정 혹은 청정(靑

鞓)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기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자정(紫鞓)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채용신이

그린 20세기 이후의 관복본 초상화에는 자정이 흔히

보인다.

이유원(李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
에는 왕은 홍정을 사용하고 세자는 자정을 사용하며

신하들은 칠색 정(柒色鞓)이나 청정을 사용하는데

당시 사치풍조가 성하여 품대를 자정으로 하는 자가

있는데 오랫동안 세자의 복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19)

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인다. 순종이 1874년 생이므로

1870년대 초에 이미 자정이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자정 품대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883년에 그려진 민태호(閔台鎬)의 초상화20)에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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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삼태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9> 삼태의 열린 모습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10> 띠돈 종류과 세부 부착물: 남두육성, 좌보, 화형 장식판, 타미,

북두칠성, 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11> 품대 세부 명칭(앞띠·속띠·뒤띠로 구성되는 분리형 구조)

- 定陵,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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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볼 수 있다.

쌍타미형 품대의 띠바탕은 다섯 조각 혹은 세 조

각 등, 여러 조각이 결합되어 하나의 띠를 이루게 된

다. 앞띠 1쌍, 속띠 1쌍, 그리고 뒤띠로 구성되거나

앞띠 1쌍과 뒤띠로 구성된다. 한편 띠에는 허리에 두

르기 위한, 열고 닫는 개폐장치가 있다. 앞중심에는

‘날름쇠21)[雀舌兒]22)’ 또는 ‘띠꽂이’<그림 6>라고 하

는 장치가 달린다. 돌출한 수날름쇠와 이를 꽂을 수

있는 암날름쇠로 구성된다. 또한 품대의 둘레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장치가 있

는데 흔히 띠고리(버클)<그림 7>라고 한다.

2. 띠돈[帶錢]의 명칭
1) 띠돈의 위치별 명칭

품대의 띠바탕에는 품계를 나타내는 장식판 띠돈

이 달리게 된다. 띠돈은 장식되는 위치에 따라 형태

가 다르고 명칭도 다르다. 1758년 국조상례보편(國
朝喪禮補編)에 왕의 습용(襲用) 옥대에 대한 설명

이 보인다. 니은(泥銀)으로 띠돈[銙]를 그리는데 크

고 작은 띠돈[帶錢]이 20개[每]23)라고 하였다. 현존

하는 품대 유물에서도 보통 20개의 띠돈이 사용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개의 띠돈은 대략 5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그

형태에 따라 부착되는 위치가 다르고 명칭도 달랐다.

간혹 품대를 설명할 때, 세부 명칭이 언급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띠돈의 일부가 없어진 경우,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

부적인 명칭이 있으면 보다 쉽게 품대의 설명이 가

능할 것이고 이해 역시 용이할 것이다.

1794년 정조 때 대마도의 통사(通事)였던 오다 이

쿠구로우(小田畿五郞)가 조선의 문물과 제도를 기술

해 놓은 상서기문(象胥紀聞)에 ‘대(帶)는 삼대(三

臺), 칠성(七星), 28수[宿]를 본뜬다’라고 한 기록24)

이 보인다. 또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를 통하여

실생활에서 품대의 세부 묘사에 별자리 명칭을 사용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통사(朴通事)가 대략

14세기 중엽, 원나라 말기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

다25)고 하므로 일찍이 띠돈을 별자리 이름으로 불렀

음을 알 수 있다. 삼태(三台) 판아(板兒)와 남두육성

(南斗六星) 판아, 좌보(左輔) 판아, 우필(右弼) 판아,

후면에 북두칠성(北斗七星) 판아 등의 띠돈 명칭이

다.26)

띠돈은 한자 ‘帶錢’이라는 명칭 외에, 판아(板兒)

또는 과(銙), 구(鉤)라고도 하였다. 품대의 앞 중앙

에는 세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삼태(三台)<그림

8>라는 띠돈이 있다. 삼태는 중앙에 직사각형 띠돈과

좌우에 붙는 작은 직사각형 띠돈으로 완성되는데 개

폐장치인 날름쇠를 가리는 역할을 하였다. 대체로 좌

우에 달리는 작은 띠돈의 바깥쪽 모서리는 모나지

않게 다듬었다. 삼태 중앙 띠돈의 안쪽으로 우측 끝

2.5cm 정도에 암날름쇠를 단다. 그리고 삼태 오른쪽

띠돈 끝에 수날름쇠가 달린다<그림 9>. 암수 날름쇠

는 삼태의 오른쪽 띠돈 쪽으로 위치하는데 이는 날

름쇠를 주로 오른손으로 누르기 때문에 이를 배려한

것이다. 날름쇠의 위치는 품대 유물 촬영이나 진열

때 품대를 놓는 방향의 기준이 된다. 이런 원칙을 파

악하지 못하면 흔히 품대를 뒤집어 놓는 오류를 범

하게 된다.

삼태를 중심으로 좌우의 앞띠에는 남두육성이라는

이름의 심엽형 띠돈을 단다. 띠돈 6개를 좌우에 3개

씩 나누어 단다. 앞중심에서 왼쪽으로 달리는 띠돈을

남두육성 <좌1>, <좌2>, <좌3> 등으로 명명하고 우측

으로 달리는 것은 남두육성 <우1>, <우2>, <우3>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남두육성 뒤에는 가는 직사각형의 띠돈이 좌우로

각각 달리는데 좌측에 달리는 것은 좌보(左輔), 우측

에 달리는 것은 우필(右弼)이라고 한다. 좌우에서 보

필한다는 의미이다. 좌보․우필 안쪽에는 묶음쇠[束

兒]라고 하는 가는 금속판을 달아 뒤띠를 끼워 고정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앞띠와 뒤띠를 하

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한다. 좌보․우필 다음에는

각각 1쌍의 화형(花形)이나 원형(圓形)의 작은 금속

장식판이 달린다. 금대 이상은 금장식판을 달고 은대

이하는 은장식판을 사용한다. 1820년대 사용한 김영

의 삽은대에는 은색의 화형 금속장식이 달려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유물에는 대부분 원형 금속장식판

이 많이 달린다. 화형 장식판에서 원형 장식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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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시기는 대략 19세기 중후기 정도로 짐작된다.

앞띠의 좌우 가장 끝에는 타미가 달린다. 타미는 ‘띠

끝 장식판’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전방후원(前方後

圓)의 형태를 띤다. 타미의 안쪽 중간에는 좌보․우

필과 마찬가지로 묶음쇠를 달고 뒤띠를 끼워 앞띠와

묶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뒤띠에는 홀수의 띠돈이 장식된다. 띠돈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7개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북두

칠성 띠돈이라고 하였다. 시계침의 역방향인 착용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각각 1번에서 7번으로 명

명하고자 한다.

단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대모대의 뒤띠 안쪽

에는 한지를 접어 녹색 비단으로 싸서 고정시킨 부

분을 볼 수 있다. 다른 유물에서도 흔히 확인할 수

있다. 뒤띠에 띠돈을 금속사로 달면 안쪽 거죽에 철

사가 나오므로 그냥 착용하기는 어렵다. 옷이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툼하게 보충물을 만들

어 달았다. 탁지정례(度支定例)의 금대와 오서대

재료를 나열한 부분에 ‘배과차(北裹次) 초록무문필단,

소[槊] 초주지(草注紙)’라는 기록이 보인다.27) 초주

지를 싸는 배과차가 초록무문필단이라는 말이므로

완성된 것은 ‘배(北)’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10>에 보이는 석주선박물관 소장의 품대 유물을

통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띠돈이나 부속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부명칭들을 정릉(定陵)
보고서에 보이는 품대 도식화28)에 담아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2) 띠돈의 재료별 명칭

띠돈의 재료는 품대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품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엄격하게 구분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개국 이후 1416년(태종

16) 3월에 비로소 제복용 품대를 논의하였는데 홍무

예제(1381)29)의 조복과 제복 품대제도에 이등체강원

칙을 적용하여 금(金, 1-2품), 은(銀, 3-4품), 동(銅,

5-9품)30)으로 정하였다. 이 때 논의된 품대제도는 세
종실록(世宗實錄) 오례의(五禮儀) 31)와 국조오례
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1474)32)와 같은 전례서에

명시되었다.

1485년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1393

년 조복과 제복, 상복에 동일한 품대제도를 적용한

명나라 제도33)에 이등체강원칙을 적용하되, 현실성을

고려하여 이등체강원칙에 따르면 사용할 수 없는 국

속(國俗)의 1품용 서대를 국가의 제도로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서대(犀帶, 1품), 삽금대(鈒金帶, 정2품),

소금대(素金帶, 종2품), 삽은대(鈒銀帶, 정3품), 소은

대(素銀帶, 종3품-4품), 흑각대(黑角帶, 5품 이하 9품

까지)라는 품대제도가 완성되었다. 그 후 전례서에는

홍무예제에 근거한 태종때의 제도가 기록되었으나

법전류에는 시속을 반영한 경국대전 제도를 담았

다. 이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변함없이 실제적인 품

대제도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실제 조선시대에 사용된 띠돈의 재료는 서,

금, 은, 흑각 등 4종이며 띠돈 표면에 가한 조각의

유무에 따라 6종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금대와 은

대에는 띠돈의 테두리에 금테와 은테를 사용하는 제

도였으므로 띠돈 바탕에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 흔히 사용하였던 재료로는 침향(沈香)과 학

정(鶴頂), 대모(玳瑁)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유사

품들이 많았지만 주요 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각과 흑각

서각과 흑각은 품대제도에서 가장 상위층의 것과

가장 하위층의 것으로 사용되었다. 사용자의 신분 차

이는 크지만 나름 유사한 점이 있어 함께 살펴보려

고 한다.

1품용 서대의 띠돈 재료인 서(犀)는 물소뿔을 말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가 아니었으므로 중국

을 통하여 남방의 것을 수입하는 형식으로 조달되었

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재료였다. 탁지준절(度支準
折)34)에 서대[犀角帶]와 오각대[黑角帶]의 가격이

제시되어 있는데, 오각대 1부(部)의 가격이 2냥이었

던 것에 반하여, 서각대 1부의 가격은 무려 오각대

가격의 75배에 해당되는 150냥이나 되었다. 비싼 정

도를 짐작할 수 있다.

질 좋은 서각은 중국 복주(福州)에서 생산되는데

옥처럼 단단하고 무늬가 특이하였다고 한다. 통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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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흑각대(무테)

- 단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13> 흑각대(은테)

- 단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14> 삽금대 유물

- 朝鮮時代 品帶에 關한 硏究, p. 79.

<그림 15> 광금 띠돈의 소금대

- 韓國傳統繪畵, p. 30.

(通天犀)는 상품(上品)의 서각으로, 통서(通犀)35)라

고도 하였는데 흰줄이 있으며36) 옆에서 보면 묶은

머리를 자른 듯하고 물에 넣으면 괴이한 것을 잘 비

춘다37)고 한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하응의 조복본이나 흑단령본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서대<그림 12>38)의 서각이 통천서로 추정된다. 띠돈

중앙에 밝은 빛이 돌고 그 주위에 작은 원형의 짙은

갈색 무늬가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

다. 이러한 서각의 문양을 납색(蠟色) 포도문(葡萄

文)39)이라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883년의 민태호(閔台鎬) 초상화<그림 13>40)나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1895년 신정희(申正熙,

1833-1895)의 초상화41)에서도 서각의 유사한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서대는 특히 19세기 후기의 초

상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서대로 판별되기 위해서는 띠돈의 재료가 서각임

을 확인해야 한다. 밝은 갈색 바탕에 검정에 가까운

짙은 갈색 무늬가 있는데 대체로 세 종류로 나뉜다.

<그림 12>이나 <그림 13>의 서각처럼, 중앙에 포도송

이처럼 묘사되어 있는 통천서 종류가 하나이고, 중앙

에 검게 응집되어 번진 형태<그림 14>42)로 표현된

것, 그리고 띠돈 아래쪽으로 무늬가 치우쳐 있는 것

<그림 15>43)이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서각의 무

늬를 아래쪽으로 치우치게 배열하는 것은 초상화에

서 흔히 확인된다. 서대 유물을 진열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대의 띠돈에는 기본적으로 금속테를 두르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 삼태와 보·필, 타미와 같은 서대의

일부 띠돈에 금속테를 두른 경우가 있지만 남두육성

과 북두칠성 띠돈에는 두르지 않았다. 만약 남두육성

이나 북두칠성에 금속테가 있다면 서대라고 할 수

없다. 초상화에서는 삼태에 금테를 두른 것<그림 13>

과 두르지 않은 것<그림 12․14․15>이 확인된다. 삼

태에 금테를 두르지 않은 것은 보․필이나 타미에도

테를 두르지 않지만 삼태에 금테를 두른 경우는

보․필과 타미에도 반드시 테를 둘렀다. 서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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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흥선대원군 초상화의 서대

- 흥선대원군과 운현궁 사람들, p. 16.

<그림 17> 민태호 초상화의 서대

- 韓國傳統繪畵, p. 33.

<그림 18> 領府事鹿川李公 초상화의 서대

- 湖巖美術館名品圖錄 Ⅱ, p. 75.

<그림 19> 박문수 초상화의 서대

- 韓國의 刺繡 어제와 오늘, p. 12.

중에는 테를 두르지 않은 것보다는 테를 두른 경우

가 더 많이 보인다. 이는 마찰이 심한 부위에 사용되

는 서각 띠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후기의 서대 유물을 분석한 결과, 황동에 도금한 금

테를 사용44)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흑각대에도 서대의 금속테를 두르는 방식이 동일

하게 적용되었다. 흑각대의 띠돈에도 금속테를 사용

하지 않는 것(무테)이 원칙이다<그림 16>. 삼태와

보·필, 타미와 같은 일부 띠돈에는 금속테를 사용하

기도 하였지만 남두육성과 북두칠성 띠돈에는 두르

지 않았다. 금속테를 두른 이유는 서대에 금테를 두

른 이유와 마찬가지로 마찰이 심한 부위의 띠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속테를 두른다면 삼태와

보․필, 타미에만 테를 둘렀다<그림 17>. 흑각대는 5

품 이하의 관리가 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금테가 아

닌, 은테를 두른다. 남두육성이나 북두칠성에 테를

둘렀다면 그것은 띠돈의 색상이 검다고 해도 흑각대

가 아니다. 만약 금테를 둘렀다면 소금대로 보아야

하고 만약 은테를 둘렀다면 소은대라고 보아야 한다.

2. 금(金)과 은(銀)
금대에는 정2품이 사용하는 조각 장식의 삽금대

<그림 18>45)와 종2품이 사용하는 조각 없는 소금대

가 있다. 명나라에서는 삽금을 화금(花金)이라 하고

무늬없는 소금을 광금(光金)이라고 하였다.46) 광금

띠돈은 띠돈의 테만 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띠돈

표면 전체를 금색으로 칠한 경우, 빛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광금 띠돈을 사용한 소금대는

드물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민백상(閔百祥, 1711-1761)의 초상화<그림 1

9>47)는 광금 띠돈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이다.

은대에도 정3품이 사용하는 삽은대와 종3품 이하

4품까지 사용하는 소은대가 있었다. 명나라에서는 이

를 화은(花銀), 광은(光銀)이라고 하였다. 1409년(태

종 9) 올량합(兀良哈) 상만호(上萬戶)에게 광은대

(光銀帶)를 하사48)한 기록이 보인다. 테와 띠돈의 바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 145 -

탕을 모두 은색으로 장식한 소은대를 하사한 것이다.

당시 금대와 은대의 사용은 중국의 조공문제와 밀

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 초에는 금은을 중국에 조

공물로 보냈는데 1429년(세종 11)에 함녕군(諴寧君)

이인(李裀)을 명나라에 보내어 금은 세공(歲貢)을

면제받기를 청하여49) 비로소 면제되었다고 한다. 이

보다 앞선 1420년(세종 7)에도 명나라에 금과 은의

공납을 면제하여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다. 그 과정

에서 순금대나 순은대[純金銀帶]를 금하자는 논의50)

가 있었고 이듬해인 1421년(세종 3)에 순금대(純金

帶)나 순은대를 사용하는 대신, 금이나 은으로 테

[釦]를 두른 금대와 은대[釦金銀帶]를 사용하는 제

도를 만들었다.51) 금테나 은테만 두르는 절약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삼태는 물론, 남두육성이나 북두칠성

띠돈까지 모든 띠돈에 금테, 혹은 은테를 두르게 되

었다. 따라서 남두육성과 북두칠성에 금테가 있으면

금대이고 은테가 있으면 은대라고 보아야 한다.

연산군대에는 순금은대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연산군은 금대와 은대에 띠돈 바

탕[質]과 가장자리[緣] 모두 순금은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광대(廣帶)라고 하였다.52) 이 광대는 빛

난다는 의미의 광대(光帶)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그 이후에는 다시 금테나 은테를 두르는 방식의

금대와 은대가 사용되었다. 금테도 순금이 아니라 도

금한 것을 사용하였다.53) 은테 역시 도은(鍍銀)한 것

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금대와 은대에는 다양한 띠돈을 사용할 수 있었다.

띠돈의 재료와 상관 없이 금과 은, 그리고 조각한 것

과 조각하지 않은 것으로 품계를 구별하였다. 띠돈의

조각에 사용된 무늬도 다양하다. 모란, 국화, 소화(小

花), 만초(蔓草), 사자나 사슴, 십장생 등, 화문(花紋)

이나 서수(瑞獸) 동물문, 자연문 등의 무늬가 즐겨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각 위에 금칠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물 중에는 침향(沈香)이나 학정(鶴頂), 대

모(玳瑁), 다양한 뿔[角] 등의 재료가 확인된다.

1) 침향

침향은 짙은 갈색을 띠는 향기나는 목재이다. 침

향대는 띠돈의 재료 이름으로 만든 이름이다. 침향대

도 띠돈 가장자리에 무슨 테를 둘렀느냐에 따라 사

용할 수 있는 신분이 달라졌다. 침향에 조각을 하여

금테를 둘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산군대에는 재상과 승지, 조관, 내관 등에게 자

주 ‘침향대(沈香帶)’와 ‘침향금대(沈香金帶)’를 하사

하였다. 국산이 아니므로 절약하지 않으면 재료를 대

기 어렵다54)는 기사가 보인다. 침향은 외국에서 들여

오는 귀한 물건 중의 하나였다. 침향은 중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왜인들이 가지고 오

기는 했지만 왜에서도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었다.55)

침향은 섬라(暹羅, 지금의 타이)에서 중국에 바치는

방물 중의 하나였다.56)

조각이 있는 침향대가 금테를 둘렀으면 삽금대이

다. 세조 1년(1455)에는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도금

변침향대(鍍金邊沈香帶)’를 하사한 기록57)이 보인다.

이는 침향대에 도금 테[邊]를 두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침향대이지만 엄밀하게는 정2품이 사용하는

삽금대를 하사한 것이다. 국립진주박물관에는 권응수

(權應銖, 1546-1608)의 유품이라고 하는 품대가 있는

데, 이는 삽금대의 일종인 침향금대이다. 석주선기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20>의 띠돈이 삽금대

용 침향 띠돈이다.

침향대 중에는 은테를 두른 경우도 있다. 경기도

박물관 소장의 64세(1716) 때의 김유(金楺, 1653-

1719) 초상화<그림 21>58)에서 볼 수 있다. 실제 재료

는 확인할 수 없다. 외간상 비슷하므로 침향으로 추

정할 뿐이다. 1715년 황해도관찰사를(정3품) 거쳐 이

조참판(종2품) 겸 양관(兩館, 홍문관과 예문관) 대제

학(정2품)을 지냈는데59) 그림에 변색이나 오류가 없

다고 하면 이 품대는 정3품용 삽은대가 된다. 삽은대

라고 하면 이 그림은 김유가 이조참판이 되기 이전

에 그려진 것으로 짐작된다.

침향이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유사 침향대

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존하는 품대 유물이

나 기록 중에는 침향과 유사한 갈색의 황양목(黃陽

木), 백단향(白丹香)과 같은 유사 재료들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삽

은대는 황양목 띠돈에 조각을 하고 은테를 둘렀다60)

고 한다. 소수박물관의 김영 유물 역시 유사 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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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침향금대(삽금대, 유물)

- 朝鮮時代 品帶에 關한 硏究, p. 78.

<그림 21> 침향은대(삽은대, 초상화)

- 경기도박물관 명품선, p. 114.

<그림 22> 학정대(소금대, 유물)

- 朝鮮時代 品帶에 關한 硏究, p. 87.

<그림 23> 학정대(소금대, 초상화)

- 초상, 영원을 그리다, p. 22.

사용한 삽은대이다. 따라서 침향대는 금대와 은대가

모두 가능하므로 종2품은 침향금대를 사용하였으며

종3품-4품은 침향은대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2) 학정

학정 띠돈은 노란색 바탕에 독특한 형태의 빨간

무늬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5세기

말, 연산군대에 이미 신하들에게 학정금대(鶴頂金帶)

를 하사하였음61)을 알 수 있다. 17세기 초, 이수광

(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類說)에 남번(南蕃)의

큰 바다 속에 사는 학정어(鶴頂魚)라는 물고기가 있

는데 이마 속 뼈의 붉기가 핏빛 같아 빨간 것이 곱

고 깨끗하여 보기 좋은데 요즈음의 학정금대는 거짓

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학정 띠돈이 물고기 뼈에서

시작되었으나 당시 사용하던 것은 학정어의 뼈를 모

방하여 만든 유사품임을 알 수 있다. 쇠뿔을 얇게 펴

서 뿔종이를 만든 후 안쪽에 채색을 하여 무늬를 만

든 화각 종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62)

초상화나 현존하는 유물 중에서 학정대를 흔히 볼

수 있다. 널리 사용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전이

나 전례서에는 학정대를 명시한 경우가 없다. 단지

19세기 초 정약용(丁若鏞)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
書)63)나 송간이록(松澗貳錄) 등에 종2품이 학정

대를 띤다64)고 한 기록이 보이는 정도이다.

<그림 22>는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체형 구조의 방형 학정대이다. 띠바탕은 자색 비단

으로 싼 자정이고 자정의 금획은 생략되어 있다. 띠

바탕에 금획을 생략하는 것은 19세기 후기 이후 나

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띠돈은 각 위치에 질서

정연하게 잘 달려 있으며 등 안쪽에는 초록색 비단

으로 싼 배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좌보와 타미 사이

에 원형 금장식판이 달렸다. 그러므로 19세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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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대모금대(소금대, 유물)

- 朝鮮時代 品帶에 關한 硏究, p. 99.

<그림 25> 대모금대(소금대, 초상화)

- 초상화의 비밀, p. 40.

<그림 26> 대모은대(소은대, 초상화)

- 초상화의 비밀, p. 149.

<그림 27> 대모은대(소은대, 복제 초상화)

- 장용영, p. 20.

이후의 유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이중로(李重老, 1577-

1624) 초상화<그림 23>65)을 비롯하여 17세기 초 이

후 많은 초상화에서 학정대를 볼 수 있다.

학정 띠돈에는 조각이 없으며 반드시 금테를 둘렀

다. 따라서 학정대는 금테를 둘렀으니 금대라고 할

수 있고 띠돈 바탕에 조각이 없으니 소금대인 것이

다. 소금대는 종2품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으므로 학정대의 용도와도 일치한다.

3) 대모

대모는 띠돈의 재료 외에 비녀나 살쩍밀이, 장도,

풍잠, 관자, 안경집과 안경테 등, 실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던 장식 재료이다. 대모는 대모라고 하

는 거북이의 등껍질을 말한다. 광재물보(廣才物譜)
에 대모는 깊은 바다에서 사는 거북이의 일종인데

등껍질이 12조각으로 이루어졌는데 흑백이 섞인 무

늬[斑文]가 있다66)고 하였다.

1438년(세종 20)에 지방 향리의 공복용 품대로 서

대 대신 대모대나 흑각대[玳瑁黑犀帶]를 사용하도록

하자67)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오각대를 띠는 사람이

참람되게 대모대를 띤다68)고 한 세종대의 기록을 보

면 조선 초부터 대모대는 오각대보다 상위자가 사용

하는 것이다. 적어도 4품 이상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대모대 유물이다. 속띠와 뒤띠를 띠고리로

연결한 분리형 구조의 원형 대모대이다. 상하가 바뀌

어 촬영된 이미지이다. 앞띠는 소색(素色) 가죽에 남

색 비단을 싼 청정인데 가장자리의 훼손이 많은 편

이다. 금색의 5획은 뚜렷하게 남아 있다. 뒤띠 안쪽

에는 한지를 초록 비단으로 쌌던 배(北)가 있지만

배과차(北裹次)가 심하게 훼손되어 거의 한지 소

[槊]만 남아 있다. 대모 띠돈은 모두 20개를 사용하

였으며 가장자리에는 두꺼운 금테를 둘렀다. 띠돈은

각각 제 위치에 잘 고정되어 있으나 북두칠성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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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감아 고정시켜 놓은 상태이다. 보․필과 타미

사이에는 1쌍의 화형 금속장식판이 달려 있다. 남두

육성과 북두칠성 띠돈이 조각 없는 대모이고 가장자

리에 금테를 둘렀으니 이 유물은 종2품용 소금대이

다. 학정대만큼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품

계의 관리들이 사용하던 품대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8세기 중엽의

전일상(田日祥) 초상화<그림 25>69)나 등준시무과도
상첩(登俊試武科圖像帖)에 실린 이국현(李國賢)의

초상화70)에서 볼 수 있다. 두 점 모두 대모 띠돈에

금테를 두른 소금대이다.

대모대 중 은테를 두른 경우도 있다. 이익정(李益

炡, 1699-1782)의 아들인 이성규(李聖圭, 1732-1799)

의 조복본 초상화<그림 26>71)에서 대모은대를 볼 수

있다. 또한 해풍김씨종중 소장본인 1796년 김후 초상

화의 복제본<그림 27>72)에도 남두육성 부분에 은테

의 대모대가 보인다. 서각의 포도문처럼 보이기도 하

지만 비교적 골고루 퍼져 있는 무늬가 대모의 문양

이 분명하다. 남두육성에 은테를 둘렀으니 은대이며

대모에 조각을 하지 않았으니 소은대가 된다.

따라서 대모대는 금대와 은대가 모두 가능하므로

종2품은 대모금대를 사용하고 종3품-4품이 대모은대

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Ⅳ. 결론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조복과 제복, 상복에서 사

용한 품대를 중심으로 품대의 구조와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신분 구별에 사용된 띠돈 명칭을 포함한

품대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의 세부 명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에 실제 활용된 품대제도는 경국대전(經
國大典)의 서대(犀帶, 1품), 삽금대(鈒金帶, 정2품),

소금대(素金帶, 종2품), 삽은대(鈒銀帶, 정3품), 소은

대(素銀帶, 종3품-4품), 흑각대(黑角帶, 5품 이하) 제

도에 근거한 것이었다. 품계별로 차등을 둔 이 제도

는 품대의 띠돈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상복이나 조복, 제복에는 정(鞓)이라

고 하는 띠바탕에 띠돈[帶錢]을 장식하여 만든 쌍타

미형 품대가 사용되었다. 이 품대는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 반면, 실제 구조에서는 단타

미형 품대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품대의

구조는 띠고리 사용 여부에 따라 분리형 구조와 일

체형 구조로 나뉘었다. 분리형 구조의 품대는 앞띠 1

쌍, 속띠 1쌍, 뒤띠 1개로 복잡한 구조로 제작되었으

나 19세기 후기에는 간편하게 앞띠 1쌍과 뒤띠 1개

로 이루어지는 일체형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서 품

대의 형태는 원형(圓形)에서 타원형(橢圓形)으로, 다

시 방형(方形)으로 변화하였다.

띠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띠바탕의 색상은 착용자

의 신분을 나타냈는데 신하들은 흑정(黑鞓) 또는 청

정(靑鞓)을 사용하였다. 19세기 후기에 사치스러워지

면서 자정(紫鞓)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띠바탕에는

여러 형태의 띠돈이 달리게 되는데 장식되는 위치에

따라 별자리 이름을 사용하였음을 14세기의 박통사
(朴通事)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삼태(三台), 남두육

성(南斗六星), 좌보(左輔)와 우필(右弼), 북두칠성

(北斗七星) 띠돈 명칭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 품대를

구성하는 타미[撻尾], 묶음쇠[束兒], 개폐장치인 날

름쇠[雀舌兒, 띠꽂이], 배(北) 등의 명칭을 찾았다.

앞띠나 속띠, 뒤띠, 화형(花形)이나 원형(圓形)의 작

은 금속장식판 처럼 적절한 기존 명칭을 찾지 못한

경우는 세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임의로

명명하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하였다.

또한 서각의 무늬 종류와 무늬 사용상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서대나 흑각대의 경우, 삼태나 보필, 타

미에는 금테와 은테를 각각 둘러도 남두육성과 북두

칠성에는 테를 두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한편 금대와 은대는 세종대 이후, 띠돈에 두르는 테

의 종류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띠돈이 사용

되었음을 확인하고 각 재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

히 침향(沈香)은 조각을 하여 금테나 은테를 둘러

정2품용 삽금대와 정3품용 삽은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학정(鶴頂)은 조각없이 금테만을 둘러

종2품용 소금대로 사용하였으며 대모(玳瑁)는 조각

없이 금테나 은테를 둘러 종2품용 소금대나 정3품용

소은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가 접했던 품대 유물과 초상화 일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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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추후 새로운 자료가 발굴된

다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상의 연구결과는 품대 유물의 연대를 추정하

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품대 유

물 전시나 유물 촬영 시 도움이 될 것이며 품대에

대한 기술을 할 때에도 통일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도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품대가 표현된 초상화나 기록화 등의 작품 평가

는 물론, 회화 제작 연대나 모사 시기 등에 대한 부

수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름

하는 단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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