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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 속 인물들의 
복식 고찰

주제어  희경루방회도, 관복, 향리, 방립, 황장삼

투고일자  2018. 07. 02  ● 심사일자  2018. 10. 30  ● 게재확정일자  2018. 11. 09

본 연구는 2015년 9월, 보물 제1879호로 지정된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 속 인물들의 

복식을 고찰한 것이다. <희경루방회도>는 1567년 6월 광주목(光州牧) 관아의 희경루(喜慶樓)에서 개최된 동방(同榜) 계회(契

會)를 그린 것으로, 방회(榜會)의 주인공인 관료 5인과 관아 소속의 향리(鄕吏), 아전(衙前), 나장(羅將), 조례(皂隸), 악공(樂

工), 여기(女妓), 동기(童妓) 등 다양한 신분의 남녀가 묘사되어 있다.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을 밝히기 위해 문헌자료와 

복식유물, 회화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범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두식(頭飾)과 포류(袍類), 그에 따른 부속품류로 한정하

였다.

현직에 있는 시임관료(時任官僚)는 사모(紗帽)·홍단령(紅團領)을 착용하였다. 그 외에 품계에 따른 품대(品帶)와 흑화

(黑靴)를 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직에서 물러난 원임관료(原任官僚)는 말총[馬尾]이나 사(紗)로 싼 흑립(黑笠)에 홍직령

과 도아(絛兒) 등을 착용하였다. 

향리는 흑죽방립(黑竹方笠)에 흰색 직령(直領)을 입고 도아를 띠었다. 고려시대에는 방립이 왕 이하 지식층에서 썼

던 관모였지만 조선전기에는 향리의 관모로 전락하였는데 그 착용 모습이 <희경루방회도>에서 확인되었다. 아전은 흰

색 직령에 흑립을 쓰고 도아를 띠었다. 나장은 조건(皂巾)을 쓰고 철릭 위에 반비의(半臂衣)를 착용하는 것이 규정이었

지만 <희경루방회도> 속 나장은 반비의를 착용하지 않고 조건과 철릭만 착용한 모습이었다. 또한 조례는 포(布)로 싼 흑

립에 홍철릭을 착용하고, 악공은 소모자에 홍철릭을 착용하였다. 나장 이하 하속은 허리에 모두 청색 계통의 도아를  

둘렀다.

여기(女妓)와 동기(童妓)는 주인공의 시중을 들거나 춤을 추고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들은 크게 부풀린 둥근 고계(高

髻)에  홍색 대요(臺腰)를 두르고 곧은 깃 또는 젖힌 깃의 황장삼(黃長衫)을 입고 허리띠를 둘렀다. 동기는 뒤쪽에 양 갈래로 

짧게 땋아 내린 머리에 교임형 홍색 포를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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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난 2015년 9월, 보물 제1879호로 지정된 동국대학

교 박물관 소장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1는 명종 1

년(1546)에 치러진 과거시험에 함께 급제한 동방(同榜)들이 

명종 22년(1567) 6월, 광주목(光州牧) 관아의 누정 희경루

(喜慶樓)에서 가진 모임을 그린 계회도(契會圖)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계회(契會)는 교제와 결속을 위

해 이루어졌는데2 모임을 기념하고 기록으로 남길 목적으

로 화원에게 참가자 수만큼의 계회도를 그려 나누어 가졌

다.3 계회도는 기록화의 일종으로, 그림과 내용이 비교적 사

실적이어서 역사적 고찰이나 조형적 고찰이 필요한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된다. 

최근 들어 각 지역의 관아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인식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18년 

10월 18일은,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희경루, 전주 전라감영, 나주목 관아 등 전라도 천년을 대표

하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높인

다.”는 계획을 발표4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희경루’를 

활용한 ‘제3회 누정문화제’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재를 활용

한 지역문화산업의 분권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5

<희경루방회도>는 지방 관아에 딸린 누정 ‘희경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그림 자료이므로 건축사적

으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방 관아의 행

사를 이해하는 사료적 가치는 물론, 복식사 연구에도 사료

적 가치가 크다. 그 이유는 흑죽방립을 착용한 향리나 황

장삼을 입은 지방 여기가 묘사된 사례는 보기 드문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그림 속 인물들을 신분별로 분류

하여 두식(頭飾)과 상복(上服), 그에 따른 부속품에 대하

여 회화 자료와 문헌 자료, 복식유물 자료 등을 비교·분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착장 모습을 도식화로 제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지방관아의 하속(下屬)에 속하는 

낮은 신분계층의 복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관아 문화재의 활성화 시점에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Ⅱ. <희경루방회도>의 이해

<희경루방회도><그림 1>6는 현전하는 16세기 방회도 2

건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계회도가 수묵화로 그려진 것에 

비해 드물게 채색화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

다. 또 지방 화사(畫師)가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물

묘사가 활달하고 꾸밈없는 필치라는 점, 그리고 계회도 형

식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7

비단 바탕에 그려진 <희경루방회도>는 가로 76.8㎝, 

세로 98.5㎝ 크기의 그림으로, 상하 4단으로 구분되어 있

다. 각 단마다 붉은 선으로 구획이 그어져 있다. 상단에 ‘희

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라는 전자체(篆字體) 표제를 쓰

고, 중단에 희경루에서 모임을 갖는 계회장면을 그렸는데 

희경루 위에는 동방(同榜) 관료 5인과 연주하거나 춤추고 

시중드는 다수의 여기들이 그려져 있고 누정 아래에는 향

리와 아전, 악공, 조례와 나장들이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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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계(品階)가 높은 이를 낮은 관직(官職)에 임명(任命)하거나 품계(品階)가 낮은 이를 높은 관직(官職)에 임명(任命)할 때 쓰인 호칭법(號稱法).

9 최응룡[2017. 11. 5.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10 강섬[2017. 11. 5.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11 임복[2017. 11. 5.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12 『國朝文科榜目』 卷7, 「明宗朝丙午元年 增廣試」.

13 국립중앙박물관, 2017,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 pp.160∼162. 이후 별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그림자료는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기간

에 연구자가 촬영한 것이다.

14 『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 6월 28일 신해.

계회도 하단에 있는 좌목에는 계회도 주인공 5인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당시 광주목사로 부임해 있던 최응룡과 전라도 관

그림 1.  보물 제1879호 <희경루방회도> 전체(좌)와 중단(우)부분(동국대학교 

박물관 2006:34).

그림 2.  희경루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관료들(①최응룡 ②강섬 ③임복 

④유극공 ⑤남효용).

표 1. 좌목 기록 순 참여자의 인적사항

순
서

참석자(나이) 생몰 연대 품계 및 관직

1
崔應龍

(54세)
1514∼1580 당상 정3품(시임)

通政大夫 
行光州牧使  
崔應龍 見叔

本全州    

2
姜暹
(52세)

1516∼1594 정2품(시임)

資憲大夫 兼 
全羅道觀察使 

姜暹 明仲
本晉州  

3
林復
(47세)

1521∼1576
당상 

정3품(추정)(원임)

前承文院副正字 
林復 希仁 
本羅州    

4 劉克恭 생몰 미상 당하 정3품(시임)

禦侮將軍
全羅道兵馬虞候 

劉克恭 敬叔
本忠州

5 南效容 생몰 미상 당하 정3품(원임)

通訓大夫 
前行樂安郡守 
南效容 恭叔

本宣寧

찰사로 부임해 있던 강섬, 전 승문원부정자 임복, 어모장군 

전라도병마우후 유극공, 전 낙안군수를 지낸 남효용이다. 

대체로 직품보다 품계가 더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현

상은 행수법(行守法)8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은 명종 1년(1546) 증광시(增廣試)에서 함께 합격

한 동방이다. 최응룡은 이 시험에서 장원9을 했고 강섬은 

병과로 급제10하였으며 임복은 을과로 급제11하였다. 이들은 

『문과방목(文科榜目)』 12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유극공과 

남효용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유극공은 관직으로 보아 

무과에 합격한 자로 추정된다.

명종 22년(1567) 당시, 54세의 최응룡이 통정대부(정3

품 당상관)로서 광주목사(光州牧使)로 부임해 있었기에 광

주목 관아에 부속한 희경루에서 방회를 개최한 것으로 짐

작된다. 하단의 발문에는 “융경 원년 정묘(1567) 6월 16일 

완산 후인이 글을 짓다.”13고 명시되어 있는데 완산 후인이

란 광주목사 완산최씨 응룡을 말한다. 명종 22년(1567) 6

월 28일 명종이 승하하였으므로14 국상에 앞서 열린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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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162.

16 윤진영, 2015, 『조선 시대의 삶, 풍속화로 만나다』, 다섯수레, p.44.

17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2, 『국역 연려실기술』 권10, p.47. 

18 국립중앙박물관, 2002, 『朝鮮時代 風俗畵』, p.147.

19 『續大典』 卷3, 17전∼17후.

20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1월 9일 갑인.

임을 알 수 있다.

또 발문을 통해 주인공들의 위치 <그림 2>를 파악할 

수 있다.15 품계로 보면 정2품 강섬이 제일 상석에 위치해야 

하지만 좌목에도 최응룡이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듯이, 정

3품 최응룡이 중앙에 앉았다. 이는 방회에서 장원 급제자

를 특별히 대우하는 관행16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좌목

의 순서는 연치(年齒) 순일 가능성도 있다. “모범을 보이는 

곳에 차례가 있으니 나이대로 앉는다거나 세자가 입학하여

도 나이대로 앉던 성균관의 예법”17이라는 것이 있었다. 최

응룡은 장원이었으면서도 가장 나이가 많아 남향하여 중

앙에 앉을만 하였다.

Ⅲ. <희경루방회도> 속 남자복식

1. 관료복식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시험의 성격에 따라 문과와 무과 

등으로 나뉘며 시기에 따라서는 식년시(式年試)와 별시(別

試) 등으로 나뉜다. 과거시험에서 합격한 이들은 대체로 관

리로 진출하였으며 신분사회였던 만큼 본인의 품계에 따라 

복식 규정을 지켜야 했다.

<희경루방회도> 속에 등장한 관료<표 1>는 5명인데, 

착용한 포(袍)의 색상은 모두 동일한 홍색이지만 포의 종류

는 현직에 있는 시임관료(時任官僚)과 현직에서 물러난 원

임관료(原任官僚)가 구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 시임관료의 복식

(1) 사모

현직관리들은 사모(紗帽)를 쓰고 있다. 사모는 모정이 

둥근 2단 모자에 좌우로 뿔이 뻗쳐 있다. 모자의 높이와 둥

근 정도, 뿔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이 그림 

속 사모가 명종 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대인 명종 

5년(1550)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 보물 제870

호)>18에 보이는 관리들의 사모 형태와 유사하다. 

한편 영조대의 『속대전』에서는 사모뿔 무늬에 대해 명

확히 규정하고 있다. 당상관은 문사각(紋紗角), 당하관은 

단사각(單紗角)을 사용한다.19 그러나 조선전기 사모뿔 무

늬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초

상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종 1년

(1506) 정국공신화상(靖國功臣畫像) 중 당상관 유순정(柳

順汀, 1459~1512)과 당하관 유홍(柳泓, 1483~1551)의 관복

초상화를 비교해 볼 때 당상관은 운보문사 뿔을 사용하고 

당하관은 소사(素紗) 뿔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단령

희경루방회에 참여한 시임관원 3인<그림 3>은 관복 단

령을 착용하였다. 단령은 깃 모양이 둥근 포를 말한다. 단령

을 입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7세기경

부터지만 조선시대 관복으로의 단령은 고려 말 우왕 13년

(1387) 사모·단령이 명나라에서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세종 1년(1419)에 서민용 단령(團領)에 대한 금령이 내

려졌는데20 서민의 단령을 금했다는 것은 당시 세종 초까

그림 3. <희경루방회도>의 시임관료(④유극공·①최응룡·②강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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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서민이 단령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때  

비로소 단령이 진정한 의미의 관복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 초기 관복 단령의 명칭은 ‘상복’(常

服) 또는 ‘시복(時服)’으로 혼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용도에 

따라 색상이 분화되고 15세기 후기에 이르러서는 용도에 

따라 집무용인 ‘상복 홍단령’과 의례용인 ‘시복 흑단령’으로 

구별되었다.21 16세기~17세기 초 기록인 『미암일기(眉巖日

記)』22와 『학봉집(鶴峯集)』23, 『지봉유설(芝峯類說)』24에 “홍

단령은 상복이고 흑단령은 시복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존재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명종 22년 <희경루방회도>의 시임관원들이 착

용한 단령은 상복 홍단령이다. 앞서 언급한 『학봉집』에는 

“상복 홍단령은 견(絹)이나 면(綿)으로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다. 방회가 개최된 시기가 6월이므로 면포 외에 포(布), 사

저교직포(絲苧交織布)25, 모시26 등과 같은 여름철 소재의 

홍단령을 입었을 것이다. 

상복의 색상이 홍색이라고 해도 시대에 따라 짙고 옅

음의 염색 차이와 유행이 존재했는데 명종대의 <서총대친림

사연도>27나 <희경루방회도>의 관원들은 모두 심홍색 단령

을 입고 있다. 이 시기는 홍단령 색상이 짙었던 시기28에 해

당된다.

단령은 조선 전(全) 시대에 걸쳐 착용되었던 만큼, 구

성 요소별로 형태 변화가 있었다. 희경루방회 시점인 16세기 

후기 단령에는 앞이 짧고 뒤가 긴 전단후장형의 특징29과 

대소 안팎 주름 무30라는 특징이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살

았던 선성군 이흠(宣城君 李欽, 1522~1562) 묘에서 출토된 

단령<그림 4>31에서도 동일한 특징이 확인된다. 

(3) 품대

한편 단령에는 품계를 드러내는 품대(品帶)를 띠었는

데, <희경루방회도>의 관료 모습에서는 소매에 가려져 품대

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관복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품대

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국대전』 권3 「예전」의 

규정에 1품은 서대(犀帶)를 띠고, 정2품은 삽금대(鈒金帶)

를, 종2품은 소금대(素金帶), 정3품은 삽은대(鈒銀帶), 종3

품~4품은 소은대(素銀帶), 5품 이하는 흑각대(黑角帶)를 

띤다고 하였으니32 <희경루방회도>의 시임관료들 3인 중 가

장 품계가 높은 정2품의 ②강섬은 삽금대를, 당상 정3품 ①

그림 4.  선성군 이흠 묘 출토 단령 도식화(경기도박물관 2014:67, 연구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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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룡과 무과 출신의 당하 정3품 ④유극공은 삽은대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4) 흑화

관복 단령에는 신목이 긴 화(靴)를 신고 안에는 ‘정

(精·淸)’이라는 화자(靴子) 전용 버선을 신었다. <희경루방

회도> 인물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보이지는 않는다. 동시기

의 <호조낭관계회도>33에 홍단령 차림의 관원이 전각 내에

서 흑화를 신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이므로 희

경루에 앉아 있는 관복 차림의 인물들도 흑화를 신고 있었

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국대전』에 “1품에서 3품까지 협금화(挾金靴)를 신

는다.”34고 하였다. 협금화는 글자 그대로 보자면 ‘쇠를 끼

운 화’라는 의미가 된다. 신발 바닥에 징을 박은 것35이라는 

견해도 있고 조선 전기 상류층에서 신었던 흑사피나 백록

피로 만든 신발36이라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현재로서

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대명회전(大明會典)』 권60 장자관복

(長子冠服) 중에 상복용 신발인 조피동선화(皂皮銅線靴)37

가 보이므로 협금화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

서 솔기 선이나 특정 부위에 금속장식을 한 흑화일 가능성

이 있다. 

2) 원임관료의 복식

원임관료는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의 관원을 말한다. 

희경루에 동참한 원임관료는 2인인데 품계나 나이 순서에 

따라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③임복은 승문원 부

정자(정5품) 관직을 지냈으나 남향한 좌차나 좌목의 순서

를 볼 때, 당상 정3품이거나 3번째의 연장자일 것이다. 그리

고 ⑤남효용은 희경루에서 동향하여 남단에 앉아 있는데, 

그는 당하 정3품 통훈대부로, 5인 중 가장 낮은 품계이거나 

가장 연소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당시 사대부가 착용하였던 편복 차림으로 참

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홍색이 유행하던 시기이므

로 홍색 옷을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대인 명종 5년

(1550)의 <호조낭관계회도>에도 중앙에 앉아 남향하고 있

는 인물이 정자 장식이 있는 흑립에 홍직령을 입고 있는 모

습<그림 6>38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1) 흑립

흑립은 조선 500년의 대표적인 남자관모였다. 『경국대

전』에는 품계별로 입식(笠飾)의 재료에 차등을 두어 모정에 

정자를 장식하는 규정이 있다. 중종 32년(1537)경에 그려진 

경상도 관찰사 이현보(李賢輔, 1467~1555)의 초상화(보물 

제872호)<그림 7>39에는 모정이 높고 둥근 흑립의 모정에 

그림 5.  <희경루방회도>의 원임관료 

(③임복·⑤남효용).

그림 6.  <호조낭관계회도>의 

관리(국립중앙박물관 

20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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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장식이 확인되며 가슴까지 내려오는 영자(纓子)를 드

리웠다. 선조 5년(1572) 김진(金璡, 1500~1580) 초상화(보

물 제1221호)에서도 흑립<그림 8>40을 볼 수 있는데 이현보 

시기의 높이보다 약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희

경루방회도> 인물의 흑립은 이현보와 김진 초상화의 흑립 

중간 정도의 높이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흑립은 다양한 계층에서 착용하였는데 신분에 따라 

죽사(竹絲)의 굵기나 재료에 차이가 있었다.41 『농포문답(農

圃問答)』에는 신분에 따른 갓 재료가 기록되어 있는데 “관

질(官秩)이 높은 자는 말총[馬尾]으로 죽립(竹笠)의 밖을 

감싸며 관질이 낮은 자는 사(紗)로 싸고, 선비[士]는 포(布)

로 싼다.”고 하였다.42 즉 신분에 따라 죽사(竹絲)로 엮어 만

든 입자(笠子)의 겉을 싸는 재료가 달랐던 것이다. 따라서 

희경루에 동참한 원임관료 2인은 모두 정3품 이상이므로 

말총을 씌운 종립(鬃笠)이나 사립(絲笠)을 썼을 것이다.

(2) 직령·도아

16세기 전기 『여씨향약언해(呂氏鄕約諺解)』에 “개인적

인 의례[私禮]43에 유관자(有官者)는 사모·단령·품대·화를 

착용하고 무관자(無官者)는 입자[笠]·단령·조대(絛帶)·화

를 착용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희경루에서의 모임은 

의례라기 보다는 편한 자리였으므로 앞서 <호조낭관계회도> 

<그림 6>에서 보았듯이, 원임관료들이 입고 있는 홍색 포는 

단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직령(直領)이 더 유력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직령이 사대부들의 대표적인 편

복이자 통상예복이었기에 원임관료들이 직령을 착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직령은 깃 모양이 곧아서 생긴 명칭인데 깃을 제외

한 다른 부분들은 단령과 거의 유사하다. 특히 소매나 무

의 변화과정이 비슷한데 당시 직령의 형태는 16세기 전단

후장형44인 이언충(李彦忠, 1524~1582) 묘 직령 유물45을  

참고할 수 있다. 

직령에는 광다회(廣多繪)나 세조대(細絛帶) 등의 도

아, 즉 사대(絲帶)를 둘렀다. 『경국대전』에 1~3품은 사복(私

服)에 홍도아[紅絛兒]를 띠는 것46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원임관료 2인 모두 홍직령에 붉은 색이나 자색 계통의 도

아를 띠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7.  1537년경 이현보  

초상화의 흑립(호암

미술관 1996:99).

그림 8.  1572년 김진 초상화의 

흑립(한국국학진흥원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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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巽窩謾錄』 奎古 819.53-Y57s, 1후.

48 송혜주, 2004, 「조선시대 중인 복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0∼44.

49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1월 10일 계축.

50 鄭東愈, 1806, 南晩星 譯, 1971, 『晝永編 下』, 乙酉文化社, p.63.

51 『三綱行實圖』 鄭李上䟽. 공민왕 15년(1366), 이존오(李存吾)와 정추(鄭樞)가 신돈의 잘못을 탄핵하는 내용이다.

52 『高麗史』 卷72, 志26 輿服, “二十一年 五月 命代言班主以上皆戴黑草方笠”.

53 鄭東愈, 1806, 앞의 책, p.63.

54 沈從文, 1999, 『中國古代服飾硏究』, 香港: 商務印書館, p.444.

2. 하속 복식

1) 향리 복식

 조선시대 지방 향리(鄕吏)는 지방의 토호로서, 외아

전(外衙前)에 속한 지방 관아의 하급관리였다. 고려시대에

는 중앙 관리로도 진출하였으나 조선조 태조 즉위 후에 고

려의 권문귀족을 향리로 강등시키고 5대에 걸쳐 과거를 보

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향리의 신분은 낮아졌다.47 

(1) 방립

<희경루방회도>에서 희경루 아래의 중앙에 앉아 있는 

5명의 인물<그림 9>은 머리에 방립을 쓰고 곧은 깃의 소색

(素色) 포를 착용하고 있다. 『경국대전』에 향리의 상복용 관

모로 흑죽방립(黑竹方笠)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머리에 

쓴 방립을 통해 이들이 향리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48에

서도 향리의 방립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지

금까지 실제 방립을 착용한 향리의 모습은 확인되지 못한 

상태였다.

조선 후기의 방립은 상주가 외출 시에 사용하는 관

모였다. 그 형태는 삿갓과 비슷하지만 입첨의 형태가 삿갓

과는 반대로 꽃잎처럼 볼록하게 돌출하였다. 『효종실록』에

는 “지난 고려조의 사대부들은 사각립(四角笠)을 썼는데 지

금의 상인(喪人)들이 쓰는 방립(方笠)이다.”49라는 기록이  

보인다. 방립이 사면(四面)으로 되어 있어 ‘사각립’이라고도 

한 듯하다. 또한 모정의 사각 모양이 뚜렷했던 조선전기 방

립의 형태를 잘 표현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전기 방립의 기원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다. 고려시대의 방립은 흉복(凶服)도 아니었고 천복(賤服)

도 아니었다.50 왕 이하 관료들이 사용하던 관모였다. 『삼강

행실도』 <그림 10>에는 공민왕과 신돈이 방립을 쓰고 나

란히 앉아 있는 모습51이 보인다. 이후 공민왕 21년(1372)

에는 상류층 신분인 대언(代言)·반주(班主) 이상에게 흑

초방립(黑草方笠)을 착용하도록 하였다.52 그 후 우왕 원년

(1375)에는 서리들에게 백방립(白方笠)을 착용하게 하였

는데53 서리들이 고위층에서 사용하는 흑방립을 모방하자 

위계질서를 잡기 위하여 서리가 쓴 흑방립을 금하고 백방

립을 쓰도록 한 것이다. 

고려만이 아니라 원나라나 명나라에서도 방립을 사

용하였다. 원대(元代)의 문헌인 『사림광기(事林廣記)』에는 

쌍륙놀이를 하고 있는 개체변발의 두 인물이 보이는데 좌

측 인물은 곁에 서 있는 시자(侍子)가 주인의 것으로 보이

는 소색 방립은 들고 있고, 우측 인물의 흑색 방립은 평상 

위에 놓여있다<그림 11>.54 높은 신분의 인물들이 흑색·백

색 방립을 모두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원대(元代) 

시문(詩文)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우집(虞集, 1272~1348) 

그림 9. <희경루방회도>의 향리. 그림 10.  방립을 쓴 공민왕과 

신돈(『三綱行實圖』 
鄭李上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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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郭磬·廖東, 2002, 『中國歷代人物像傳 二』, 濟南: 齊魯書社, p.1407. 안지원·홍나영, 2017, 「토환(吐環)에 대한 연구」, 『服飾』 67(5), p.63. 안지원·홍

나영의 논문(2017)에서 토환대를 사용한 인물로 이 초상을 소개한 바 있다.

56 『新編對相四言』, p.13.

57 『經國大典』 卷3, 13전. 

58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25일 병오.

59 『經國大典』 卷3, 13전·15전·17후.

60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5일 임진.

초상화55에서도 쓰고 있는 방립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명(明) 정통제(正統帝) 때(1436) 간행된 명나라 

어린이용 어휘 교재인 『신편대상사언(新編對相四言)』에는 

‘儒’자 풀이 그림으로 방립을 쓴 인물이 그려져 있다. 즉 명

나라에서는 15세기 전기에도 여전히 선비가 방립을 사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립(幔笠)’ 항목에도 원나라 

인물<그림 11>이 썼던 방립<그림 12>56이 그려져 있다. 당시 

방립을 ‘만립’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명칭과 

우리의 관모 명칭이 비록 다르다고는 해도 동일한 관모임은 

분명하다. 

이렇듯 중국 원나라와 명나라에서도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에서도 왕 이하 상류층 관모로 방립이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개국 후 흑방립의 지위가 

하락하여 향리만이 유일하게 방립을 사용하다가57 임진왜

란 이후에는 향리조차도 방립의 사용을 꺼리게 됨에 따라 

상주(喪主)의 외출용 관모로만 사용하게 된 것이다.

(2) 직령·도아

세종대에 향리에게 직령을 착용하도록 하였다.58 이 제

도를 이어받은 『경국대전』에는 향리의 상복으로 방립 외에 

직령·도아·가죽신[피혜(皮鞋)]59을 제시하였다. <희경루방회

도>에 나타난 향리의 흰색 포는 하급관속의 관복 직령이며 

여기에 푸른색 계통의 도아를 두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대

부도 직령을 착용하였으나 향리와는 달리, 색상은 자유로운 

편이었다. 이는 평복인 통상예복으로 착용하였기 때문이다. 

향리의 직령 관복은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직령

의 형태는 원임관료 항에서 살펴 본 직령과 같은 형태이지

만 소재와 색상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향리에 대한 사

치 규제를 볼 수 있다. 교(交)·기(綺)·초자(綃子)를 금하고 

팔승(八升) 이하의 목면(木綿)·면주(綿紬)·저포(苧布)를 사

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갓 장식 중에는 진수정영자[眞水

晶]나 산호영자(珊瑚纓子), 운월아(雲月兒) 등을 금했다.60 

따라서 <희경루방회도>의 향리 역시 이 기준에서 크

게 벗어나질 않았을 것이다. 허리띠 도아는 광다회나 세조

대 모두 무난하지만 3품 이상이 사용하는 홍색 계통을 제

외한 색상의 허리띠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2) 아전 복식

아전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하급관리이다. <희경루방회도>의 아전은 지방의 

외아전으로, 희경루 아래의 좌우에 앉아 있거나<그림 13> 

또는 서서 방회의 시중을 들고 있다. 이들은 삼베[布]로 

싼 포립(布笠)을 쓰고 웃옷으로는 향리와 같은, 직령·도아

그림 11.  원나라 관리의 방립 

(沈從文 1999:444).

그림 12.  ①방립을 쓴 명나라 유자  

②만립(『新編對相四言』 

143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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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착용하였다. 흑립에 직령을 착용하는 아전 복식은 조선  

후기까지도 변함이 없었다.61

3) 나장 복식

<희경루방회도>에는 오장(烏杖)을 들고 있는 두 부류

의 인물들이 있다. 옆트임이 있는 푸른 색 포를 입고 있는 

인물들<그림 14>과 동일한 형태의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인

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인물 중에서 중종대(1514)의 『속삼강

행실도(續三綱行實圖)』의 나장<그림 15>62처럼 오장을 들고 

있으면서 뾰족한 검은 관모를 쓰고 있는 인물을 나장으로 

분류하였다. 희경루 아래와 주변, 문 밖에 같은 차림의 인물

이 총 17명이나 늘어서 있다. 

조선시대 나장(羅將)은 죄인을 문초하거나 압송하는 

일을 하며 소속 부서에 따라 소유, 사령, 갈도 등 다양한 명

칭으로 불리었다.63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유사한 일을 

하는 나장이 있었다. 『속삼강행실도』에는 뾰족한 고깔형의 

관모를 쓰고 포를 입은 나장이 죄인의 상투를 잡아끌고 가

는데 정조대의 『상서기문(象胥紀聞)』에도 “손에 장(杖)을 들

고 다니는 나장이 사람을 잡아 올 때는 상투를 잡고 끌고 

온다. 관품(官品)있는 사람들은 명주 끈을 목에 걸어 끌고 

온다.”64라고 하였다. 

『경국대전』에 나장의 관복은 “조건(皂巾)·청반비의(靑

半臂衣)·도아”65로 명시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한양가』에

서 “나장이는 알도에 눈을 박아 상투 끝에 젖혀 쓰고 철

릭 위에 아청작의<그림 16> 흰 실로 줄을 놓아 임금 왕(王) 

자 써서 입고...”66라고 한 나장의 모습은 헌종 7년(1841) 『헌

종효정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에 보이는 나장 모습<그림 

17>67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선 후기 나장의 모습은 16세기 

중기 <희경루방회도>의 나장 차림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61 이은주, 2013, 「장자백 <춘향가>에 묘사된 조선후기 남자복식에 관한 고찰」 『韓服文化』 제16권 2호, p.25.

62 『續三綱行實圖』 上, 孝子圖, 32전.

63 송혜주, 2004, 앞의 글, p.29.

64 小田幾五郞, 1794, 栗田英二 譯註, 2005, 『象胥紀聞: 對馬島 通事가 본 18世紀 韓半島文化』, 이회, p.89.

65 『經國大典』 卷3, 13전·15후.

66 강명관, 2008, 『한양가』, 신구문화사, pp.52∼53.

67 『헌종효정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장서각 소장본), p.75.

그림 13. <희경루방회도>의 아전.

그림 15.  죄인의 상투를 잡아끌고 가는 

나장 (『續三綱行實圖』 上 孝

子圖, 32전).

그림 14. <희경루방회도>의 나장. 그림 16. 조선 후기 작

의(국립문화재연구소 

2013:188).

그림 17. 1841년 나

장(『헌종효정왕후가

례도감의궤』 반차도 

75).

그림 18. 조선 후기 조건(알도) 

뒷면(좌)·앞면(우) (국립문화재

연구소 201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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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189.

69 『연산군일기』 62권, 연산군 12년 4월 13일 임술, “密威廳 … 羅將服色, 着半臂ㆍ黑帖裏, 以雷吏稱號”.

70 강명관, 2008, 앞의 책, p.53.

71 김용숙, 1977, 「朝鮮朝後期 地方官衙의 服飾」 『淑明女子大學校 論文集』 第17輯, p.14.

72 이은주, 1994, 「한국 전통 복색에 있어서의 청색과 흑색: 청색의 범주문제를 중심으로」 『韓國衣類學會紙』 제18권 1호, pp.121∼127.

7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앞의 책, p.189.

74 박윤미·임소연, 2016, 「조선 말기 나장복에 관한 연구」 『服飾』 제66권 1호, p.10.

75 성현, 1525, 김남이 외 역주, 2015, 『용재총화』, 휴머니스트, p.496.

76 『연산군일기』 62권, 연산군 12년 4월 13일 경술, “羅將服色 着半臂黑帖裏 以雷吏稱號”.

(1) 조건

『경국대전』 이후 조선 말기까지 나장이 사용한 관모

는 조건(皂巾)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양가』에는 상투 

끝에 젖혀 쓴 조건을 ‘알도’라고도 하였다. 헌종 7년 이후의 

나장들은 뾰족했던 윗부분이 잘린 조건을 쓰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의 조건<그림 

18>은 위가 잘린 형태이므로 1840년대 이후의 유물로 짐

작되는데 유지로 조건의 틀을 만든 후 검정색 삼베로 쌌다. 

턱에 매어 고정할 수 있도록 조건 아래 부분에 명주실을 꼬

아 만든 실끈을 달았다. 조건의 뒷면에는 직경 12㎝ 크기의 

황동으로 만든 둥근 눈을 세 개의 작은 못을 사용하여 좌

우에 고정시켰다.68

그러나 16세기 <희경루방회도> 속 나장이나 『속삼강

행실도』의 나장은 조선 후기의 조건과는 달리, 끝이 뾰족한 

형태의 조건을 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반비의

나장이 착용한 『경국대전』의 반비의(半臂衣)는 ‘반

비’,69 ‘작의’70 또는 ‘까치옷’71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색상의 

경우, 『경국대전』에는 청색이라고 하였고 『한양가』에는 아청

색이라고 하였다. 『경국대전』의 청색은 아청색이었을 것으

로 짐작된다.72 후기의 작의<그림 16>73에는 흰 실로 ‘王’ 자

를 장식하였는데 점차 선이 늘어났다. 독일의 라이프치히그

라시민속박물관의 나장복은 9~10새 정도의 아청색 무명으

로 만든 것인데 길이는 101.8㎝, 화장은 36.2㎝, 그리고 품

은 44.3㎝ 정도이다. 작은 체구의 남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

정되었으며 흰 줄 장식이 많은 것으로 보아 1800년대 중기 

이후에 제작된 것74으로 보고된 바 있다. 

조선 전기의 반비의에 흰 실 장식이 있었는지 현재로

서는 파악이 안 된다. <희경루방회도> 속 나장이나 『속삼강

행실도』의 나장은 끝이 뾰족한 조건을 쓰고 있는 것은 분명

한데 아청색의 반비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반비 없이 검

푸른 색 철릭만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국대전』의 

반비가 그림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앙과 지방의 차이인

지, 시대적 차이인지도 알 수 없다.

(3) 철릭

『용재총화』에는 세조(世祖, 재위 1455~1468) 때의 나장 

모습을 “반비(半臂)와 청의(靑衣) 차림”75이라고 묘사한 대목

이 보인다. 『연산군일기』76에는 “밀위청(密威廳) 소속 나장에

게 반비(半臂)와 흑철릭[黑帖裏]을 입히고 ‘뇌리(雷吏)’라고 

부르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 『경국대전』에는 반비의의 받침

옷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철릭 차림이 기본이었

기 때문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철릭은 고려 말 원나라를 통해 전래된 옷으로, 곧은 

깃이 달린 상의에 치마형 하의가 연결된 옷이다. 관리들

의 융복(戎服)으로는 물론, 하리(下吏)들의 관복으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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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왕 이하 사대부의 평상복으로도 입혀졌다.77 반비

의 안에 철릭을 착용하는 방식은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반비의 안에 철릭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료로는 신윤복의 

<주사거배(酒肆擧盃)><그림 19>78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

관 소장의 <대한제국동가도>79가 있다. 

<희경루방회도>의 나장 철릭은 『연산군일기』에 보이는 

흑철릭[黑帖裏]으로, 검푸른 색의 면포(綿布) 철릭일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옆트임이 있는 철릭으로 보이는데 해인

사 비로자나불복장 중의 요선철릭[腰線帖裏]에도 왼편 옆

트임이 있고80 신경유(申景裕, 1581~1633) 묘 출토 철릭81에

서도 좌우 옆트임이 확인되므로 <희경루방회도> 속 철릭에

도 옆트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희경루방회도>의 철릭

은 동시기의 선성군 이흠 묘 출토 주(紬) 철릭<그림 20>82과 

실루엣이 유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4) 조례 복식

<희경루방회도>에는 누정 아래에 흑립에 짧은 길이의 

홍색 포를 착용하고 오장을 들고 줄지어 있는 인물 3명<그림 

21>이 보인다. 이들은 경호·경비 등 잡역을 담당하는 하속 

조례(皂隷)이다. <희경루방회도>의 조례 복식이 철릭을 입

은 나장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철릭의 가능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태종대에 “조례를 갈도로 개칭(改稱)하고 그 관대(冠

帶)를 오건(烏巾)·혁대(革帶)·담주색 옷[담주색의(淡朱色

衣)]을 입게 하였다.”83고 하고 『경국대전』에는 다시 ‘조건’과 

‘청단령’을 조례복으로 규정하였다. 또 고종대에는 “조례의 

철릭을 전복(戰服)으로 변경하라.”84고 한 기록이 보인다. 또

한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는 “관서와 영남 등 지방의 조

례들이 붉은 철릭을 입었다.”85고 한 기록이 보인다. 특정지

역의 조례 복색을 언급하는 것은 조례 복식이 지방에 따라 

77 이은주, 2001, 「17세기 전기 현풍 곽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服飾』 제51권 3호, p.32.

78 韓國民族美術硏究所, 2011, 『澗松文華』 제81호, p.66.

79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14, 『근대회화』, p.22.

80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p.6. 

8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정사공신, 신경유(1581-1633)公 墓 출토 복식』, 단국대학교출판부, p.91.

82 경기도박물관, 2014, 앞의 책, p.84.

83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1일 임자.

84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1월 28일 경술.

85 『林下筆記』 卷25, 西北吏隸服色.

그림 19.  신윤복  

<주사거배>의  

나장(간송미술관 

2011:66).

그림 20.  선성군 이흠 묘 철릭(경기도박물관 

2014:84).

그림 21. <희경루방회도>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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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립고궁박물관, 2014, 『왕실문화도감 궁중악무』, p.155.

87 『三才圖會』 衣服1卷, 23후.

88 『五洲衍文長箋散稿』 卷4, 「古今冠巾制度辨證說」.

89 光州民俗博物館, 2000, 『霞川 高雲 출토유물』, p.117.

90 『인조실록』 5권, 인조 2년 3월 23일 정축.

달랐음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나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악공(樂工) 복식

악공은 제례과 연향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복식을 착

용하였다. <희경루방회도> 속 6명의 악공<그림 22>은 희경

루 아래 왼편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대금86으로 추정되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보이며 홍색 포에 챙이 없는 작은 

모자를 쓰고 있다.

(1) 소모자

<희경루방회도> 속 악공들의 관모는 챙이 없어 소모

자(小帽子) 혹은 감투[甘土], 모자(帽子)일 것으로 짐작된

다. 『삼재도회(三才圖會)』의 모자<그림 23>87처럼 6개의 삼

각형 조각으로 만든 것은 ‘육합모(六合帽)’ 혹은 ‘육합일통

모(六合一統帽)’라고도 하였다.88 조선 전기에 흔하게 출

토되는 관모이다.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출토된 고운(高雲, 

1479~1530) 묘에서 출토된 관모 중에는 육합모형 소모자 

외에 솔기 없이 펠트로 만든 감투도 있다.89

(2) 철릭

세종 31년(1449)의 복식 금제에 악공은 차비일 때 단

령을 입고 평소에는 액주름[脥注音]이나 철릭[帖裏], 직령

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인조 때에는 악공(樂工)에게 홍주의

(紅紬衣) 대신 융복을 착용하도록 한 기록90도 보인다. 상

황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희경

루방회도>의 악공들이 착용한 포는 조례와 동일하게 홍색 

철릭을 착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희경루방회도>의 남자복식 착장도

는 <표 2>와 같다.

그림 23. 帽子(『三才圖會』 衣服1卷, 23전).그림 22. <희경루방회도>의 악공.

표 2. <희경루방회도> 속 남자복식 착장도

시임관료(사모·홍단령·품대·흑화) 원임관료(흑립·홍직령·도아·혜)

향리(방립·흰색직령·도아) 아전(포립·흰색직령·도아)

나장(조건·철릭·도아) 조례(포립·홍철릭·도아) 악공(소모자·홍철릭·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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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성종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1일 갑진. 

92 『연산군일기』 48권, 연산군 9년 2월 13일 경술.

93 서인화·윤진영, 2001, 『조선시대 연회도』, 민속원, pp.56∼57.

94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10월 3일 신묘.

Ⅳ. <희경루방회도> 속 여자복식

조선시대에는 중앙과 지방 관아에 기녀들을 배치하였

으니 일명 관기(官妓)이다. <희경루방회도>에는 나이든 여기

(女妓)와 어린 동기(童妓)가 있다. 그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기 복식

<희경루방회도>에는 춤을 추는 여기와 연주하는 여기, 

흥을 돋우고 시중드는 여기 등이 보인다<그림 24>.

1) 수식

15세기 후기인 성종대91과 연산군대92에 고계(高髻)가 

크게 성행하였다. <희경루방회도> 속 여기들도 머리를 높게 

장식하였는데 이것 역시 고계의 일종이다. 그림으로만 확인

될 뿐 그 외의 자료를 찾기 어려워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가체를 활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둥근 고

계는 20세기 초 영친왕비의 대수 형태에서도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둥근 가체의 아랫부분에 원형의 대요(臺腰)

를 끼워 장식한 점 역시 그러하다. 

『악학궤범』의 대요<그림 25>는 피발기(被髮妓)가 사용

하는 원형의 흑단(黑段) 대요인데 “대요 위에 진주나 잡색 구

슬 등을 장식한 7~9개의 금·도금 꽃장식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희경루방회도> 속 여기들은 홍색 대요를 둘렀는데 

앞부분에 1개 정도의 금색 장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개

인 소장의 <종친계회도(宗親契會圖, 1570년경)><그림 26>

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기영회도(耆英會圖, 1584)><그

림 27>93의 여기 수식을 보면 머리 위에 두 봉우리의 체발

을 올리고 밑동에 붉은 색 또는 황색 대요를 둘렀다. 대요

에 여러 개의 장식이 붙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조실록』에도 “내외명부의 머리장식에 대요반자

[大維盤子]가 신분에 따라 9개에서 1개까지 있다.”94고 하였

그림 24. <희경루방회도>의 여기.

그림 25.  『악학궤범』 대요(『樂學軌範』 卷9, 18후).

그림 28. 영친왕비의 대요(국립고궁박물관 2010:206).

그림 26.  1570년경 <종친계회도>의  

여기(개인 소장).

그림 27.  1584년 <기영회도>의  

여기 수식(서인화·윤진영 

2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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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국립고궁박물관, 2010, 『영친왕 일가 복식』, p.206.

96 조선미, 2009, 『한국의 초상화』, 돌베개, p.532.

97 국립고궁박물관, 2011, 『하정웅 기증전: 순종 황제의 서북순행과 영친왕·왕비의 일생』, p.71.

98 『樂學軌範』 卷9, 18후, “臺腰用金或鍍金爲花或九或七以眞珠及雜色剌珠飾之或用假珠黑段爲抹付之被髮妓首飾”.

99 『樂學軌範』 卷9, 20전.

100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8월 6일 정미.

101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3일 신미.

다. 즉 대요의 반자 수는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20세기 전기 영친왕비의 

수식[大首]용 대요<그림 28>95는 11개의 옥판 장식이 붙은 

띠 형태이다. 알려진 자료 중에서 반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대요의 형태는 조선 전기에 원형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일

자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연(河演, 1376~1453) 부인 이씨의 초상화

<그림 29>에 보이는 장잠(長簪)96은 정수리에 꽂아 돌출되

어 있다. 그리고 1922년 영친왕비의 적의 착장 사진97에서

도 장잠이 수식 정수리 부분에 높게 꽂혀 있다. 그러나 <그

림 26·27>에서 볼 수 있듯이, 16세기 후기 여기들은 머리에 

두른 대요 뒤쪽에 장잠을 세로로 꽂아 장식하였다. 장잠을 

꽂는 방식이 시기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짐작된다. 

<희경루방회도> 속 여기들의 수식은 『악학궤범』98이나 

다른 <계회도>에 보이는 여기들의 수식과는 달리, 앞 중앙

에 반자 1개가 장식된 홍색 대요를 둘렀다. 또 머리 뒤의 장

잠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적인 차이이거나 재정적인 이유에

서 간소하게 장식하였을 수도 있다.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장신구 사용이나 세부적인 형태면에

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 황장삼

장삼(長衫)이란 명칭은 글자 그대로는 ‘길이가 긴 삼

(衫)‘을 뜻한다. 그러나 특정 형태의 복식을 의미하기도 한

다. 『악학궤범』에는 여기복식 중 흑장삼(黑長衫)<그림 30>의 

도설99이 있다. 왼쪽 깃이 젖혀지는 번령(飜領)이며 또 소매 

끝에 남색 초[남초(藍綃)]를 대어 접어 올린 소매[권수(捲

袖)]가 특징이다. 

한편 세종 27년(1445)의 기록에는 흑장삼이 고려 때

의 옷임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보인다. “고려의 기생들이 황

장삼(黃長衫)을 입었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는 중국 사신의 

지적에 따라 조장삼(皂長衫)으로 변경했다.”100는 것이다. 그

래서 세종 때에는 내연(內宴)에서 흑장삼을 착용하지 않고 

회색 장삼을 착용한 여기를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101

그림 29.  장잠·젖힌 깃 장삼  
차림의 하연 부인 
(조선미 2009:532).

그림 30.  여기의 흑장삼 (『樂學軌範』 卷9, 
20전).

그림 31.  <기영회도>의 황장삼 여기  

모습(서인화·윤진영 

2001:57).

그림 32.  젖힌 깃 장삼 차림의 경신

공주 초상화(경기도박물관 

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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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한국국학진흥원, 2013, 「만날수록 정은 깊어지고」, p.106.

103  서인화·윤진영, 2001, 앞의 책, pp.56~57.

104  경기도박물관, 2008, 『초상, 영원을 그리다』, p.120.

105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0,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조사 보고서』, p.247.

106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대전시립박물관, 2016, 『대전 금고동 출토 안정나씨 일가 墓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29, p.36.

107  『樂學軌範』 卷9, 18전∼20후.

10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5, 『분홍단령의 비밀』, 민속원, p.148.

그러나 15세기의 흑장삼 규정이 16세기에는 지켜지

지 않은 듯하다. 여전히 고려시대의 황장삼이 착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희경루방회도>를 비롯하여 <화산양로연도

(1519)>102와 <기영회도><그림 31>103 등 대부분의 <계회도> 

여기들은 소매 짧은 황색의 긴 포를 입고 허리에 띠를 맸는

데, 앞을 여미지 않는 ‘젖힌 깃 황장삼’을 입고 있다.

<희경루방회도>의 여기 복식은 『악학궤범』의 흑장삼과

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흑선을 두른 것처럼 보이는 ‘곧

은 깃 황장삼’과 앞을 벌려 입는 ‘젖힌 깃 황장삼’을 입었다. 

두 종류의 황장삼이 확인되는 것이 그림 상의 오류인지, 지

역적 특징인지는 알 수 없다. 

젖힌 깃 장삼은 여기뿐만 아니라 반가 부인들도 착용

하였다. 세종대에 고위관직을 역임한 하연 부인의 초상화 

<그림 29>와 태조의 장녀인 경신공주(慶愼公主, 미상

~1426) 초상화<그림 32>104는 ‘젖힌 깃 장삼’의 형태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젖힌 깃 끝에는 매듭단추가 달려있

다. 1998년 처음 발표된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일선문

씨(一善文氏, 1550년대 사망 추정) 묘 젖힌 깃 장삼105은 바

느질이 섬세하지 않아 수의용으로 추정된 바 있다. 따라서 

평상시의 실제적 사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

러나 2011년 대전 지역의 용인이씨 묘에서 ‘젖힌 깃 흑장삼’

이 2점106이나 출토됨으로써 젖힌 깃 장삼이 16세기에 실제 

착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반가부인의 초상화와 유물로도 젖힌 깃 장삼

이 확인되었는데 반가부인과 여기가 동일한 형태의 예복을 

함께 착용한 점에서 주목된다.

2. 동기 복식

여기들 중에 어린 여기를 동기(童妓)라 한다. 방회의 

주인공 최응룡의 왼편에 앉은 동기<그림 33>는 머리를 올리

지 않고 뒤로 땋아 내린 듯 보이며 교임형의 홍포를 착용하

고 허리띠를 묶고 있다. 만력 38년(1610)에 간행된 『악학궤

범』에는 연소기(年少妓)가 전단후장형의 홍색 단의(丹衣)<

그림 34>에 홍색 대를 두르고 유문홍단(有紋紅段) 신[鞋

兒]을 신었다.107 그러나 <희경루방회도>의 동기는 짙은 색 

선장식이 있는 교임형 홍색 포에 짙은 색 띠를 두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악학궤범』에 제시되어 있는 단의의 가능성

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동기의 뒷모습은 볼 수 없지만 동시대의 <호조낭

관계회도>에 뒷모습이 묘사된 동기<그림 35>108의 머리모양

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두 갈래로 땋은 머리가 등까지 내

려오고 그 끝에 넓고 긴 검은 빛 댕기를 드리운 모습이다. 

<희경루방회도>의 동기 머리모양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

로 짐작된다. 

그림 33. <희경루방

회도>의 동기.

그림 34. 『악학궤범』의 단의 

(국립국악원 2011: 443).

그림 35. <호조낭관계

회도>의 동기(국립중

앙박물관 200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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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희경루방회도>의 여기와 동기의 복

식 착장도는 <표 3>과 같다.

 Ⅴ. 결론

2015년 9월, 보물 제1879호로 지정된, 동국대학교 박물

관 소장의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에 묘사되어 있는 

인물들을 신분별로 구분하고 문헌 자료, 회화 자료, 복식유

물 자료 등을 활용하여 명종 22년(1567) 6월의 지방 관아 관

련 인물들의 복식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시 복식

제도를 참고하여 등장인물들의 전반적인 복식의 특징과 중

앙과 지방의 복식 차이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희경루방회도>에 나타난 주인공 5인 중 시임관료 3인

은 사모에 집무용 상복 홍단령을 착용하였다. 흑화와 품대는 

명확히 보이지 않으나 <호조낭관계회도> 관원 모습에 근거하

여 착용한 것으로 살펴보았다. 품대는 정2품 강섬은 삽금대

를, 정3품 최응룡과 유극공은 삽은대를 두른 것으로 가정하였

다. 신발은 3품 이상이므로 협금화(挾金靴)를 신었을 것이다. 

원임관료 2인은 그림 상에는 직령의 모습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사대부 통상예복인 흑립·홍직령을 착용하

였을 것으로 보고 품계에 따라 정3품인 임복이나 남효용 모

두 홍색 도아를 둘렀을 것이다. 흑립은 고위관료 뿐만 아니라 

하급 이서까지 여러 계층에서 두루 착용하였는데 죽립 겉에 

싸는 재료에 차이가 있었다. 원임관리들은 고급 흑립인 종립

(鬃笠)이나 사립(紗笠)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향리는 흑색 방립에 흰색 직령을 착용하고 청색이나 녹

색 계통의 도아를 둘렀을 것이다. 특히 방립을 통해 착용자

가 향리임을 알 수 있었다. <희경루방회도>의 복식사적 가치 

중의 하나는 바로 방립을 쓴 향리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방

립은 14세기 원·명의 상류층 인물들과 고려의 왕 이하 사대

부, 지식층의 관모로 사용되었으나 조선 전기 향리의 관모로 

하락하였다. 

한편 아전은 포(布)로 싼 저급한 흑립에 향리와 같은 

흰 직령을 입고 청색 계통의 도아를 둘렀다. 나장은 뾰족한 

형태의 조건을 쓰고, 반비의 없이 검푸른 흑철릭을 입었으며 

조례는 흑립에 홍철릭을 착용하고 악공은 소모자에 홍철릭

을 입었으며 나장 이하 허리띠는 모두 남색이나 녹색 등의 도

아[絛兒]를 허리에 둘렀다.

여기들은 가체를 얹어 부풀린 고계(高髻)에 반자(斑子) 

하나를 장식한 홍색 대요(臺腰)를 둘렀다. 여기들은 곧은 깃 

황장삼과 젖힌 깃 황장삼을 착용하였는데 특히 젖힌 깃 황장

삼은 앞을 벌려 입었다. 반면에 동기(童妓)는 단의를 착용하

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림 상으로는 흑선 장식의 교임형 홍

색 포를 입고 짙은색 띠를 둘렀다. 동기의 머리모양은 <호조

낭관계회도>를 참고하여 짧게 양 갈래로 땋아 내린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외에 <희경루방회도> 속에 보이는 인물들 중 높은 신

분들은 중앙의 규정을 따른 복식을 착용하였으나 신분이 낮

을수록 중앙의 복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고위관

료의 받침옷이 일부 관속의 겉옷으로 착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 관아 자료나 하속(下屬) 신분에 대한 자료가 부족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 상의 표현이 상세하지 않아 복식 

고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중앙의 

복식규정과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성이 존재했

을 가능성과 함께, 지방의 느슨한 복식 규제의 가능성, 또는 

중앙과 지방의 경제적인 차이에 의한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풍속이나 생활상을 기록

한 문헌이나 회화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방 계회도인 <희경

루방회도>를 복식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 점, 그리고 

중인 이하 여기들과 같은 하층민 복식 고찰로 범위를 확대한 

점 등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추후 계회도를 활용

한 지방 또는 중인계층에 대한 복식 연구가 이루어져 전통문

화 콘텐츠 발굴과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표 3. <희경루방회도>의 여기·동기 복식 착장도

여기(고계·젖힌 깃 황장삼) 동기(짧게 양 갈래로 땋은 머리·홍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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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국대전(經國大典)』

●●● 『고려사(高麗史)』

●●● 『고종실록(高宗實錄)』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명종실록(明宗實錄)』

●●● 『미암일기초(眉巖日記草)』

●●● 『삼재도회(三才圖會)』

●●● 『선조실록(宣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성호사설(星湖僿說)』

●●● 『세종실록(世宗實錄)』

●●● 『속대전(續大典)』

●●●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 『손와만록(巽窩謾錄)』 奎古 819.53-Y57s

●●● 『송와잡설(松窩雜說)』

●●● 『순조실록(純祖實錄)』

●●● 『신편대상사언(新編對相四言)』

●●● 『악학궤범(樂學軌範)』

●●● 『여씨향약언해(呂氏鄕約諺解)』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영조실록(英祖實錄)』

●●● 『예종실록(睿宗實錄)』

●●● 『인조실록(仁祖實錄)』

●●● 『임하필기(林下筆記)』

●●● 『정조실록(正祖實錄)』

●●● 『주영편(晝永編)』

●●● 『중종실록(中宗實錄)』

●●● 『지봉유설(芝峯類說)』

●●● 『태종실록(太宗實錄)』

●●● 『학봉집(鶴峯集)』

●●● 『헌종효정왕후가례도감의궤(憲宗孝定王后嘉禮都監儀軌)』 장서각 소장본

●●● 『효종실록(孝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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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stumes of the Characters of 
Higyongru Banghwoedo

This study examined the costumes of the characters in the painting titled Hig yongru Banghwoedo, which was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No. 1879 in September 2015, and is currently kept in the Dongguk University 

Museum. The painting depicts a social gathering of Joseon aristocrats held at the hig yongru, or watch tower, of the 

Gwang jumok, a government office, in 1567. It is characterized by the delicate illustra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s, 

the main characters of the gathering, and the hyangri, ajeon, najang, chorye, akgong, and yeogi, the lower-class employees 

of the offic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ostumes they wore, diverse materials including literature, costume artifacts, 

and paintings were used as reference sources.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characters' headdress and 

gown, and the accessories attached to the former.

The study of men's clothing revealed that officials wore a samo and a red dalryeong as  basic attire. In addition, it 

is presumed that they wore a belt indicating their official rank in the hierarchy, and a pair of black shoes. Retired 

officials wore a heuklip wrapped in horsehair or silk fabric with a red jing-nyeong and a doah. 

The hyangri wore a heukjukbanglip on their head, as well as a white jing-nyeong and a belted doah. In the Goryeo 

period, the banglip was a type of official headdress worn by members of the aristocratic elite ranked immediately 

below the king, but in Joseon it was demoted as the official headgear of the hyangri class, which was confirmed 

through Hig yongru Banghwoedo. The ajeon wore a heuklip on their head, and a white jing-nyeong and a doah at the waist. 

As a rule, the najang wore a chogun on the head, and a banbieui on cheolrik and chungmokdai, but the najang in Hig yongru 

Banghwoedo are depicted wearing a chogun and a cheolrik without a banbieui. Also, the chorye wore a heuklip wrapped in 

hemp cloth with a red cheolrik, whereas  the akgong wore a somoja and a red cheolrik. 

Female entertainers, both adults and children, are depicted in the painting as either serving the aristocrats, 

dancing, or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wearing their hair in a voluminous, round, high bun, and dressed in a 

red daiyo, a hwang jangsam with a straight or reclined collar, and a belt. Notably, the donggi, i.e. young gisaeng, are shown 

wearing their hair in two short braids, and ddressed in a red gown with a y-shaped collar, or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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