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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전하고 있는 선조대 공신 초상화를 임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초상화에 표현된 복식 양상을 초상화와 

관련 유물, 문헌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것이다. 공신초상은 공신 책록 당시에 그려진 공신화상도 있었으나 후대에 그리거

나 이모된 것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시기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신초상은 사모와 단령, 품대, 흑화로 구성되는 의례용 단령인 흑단령 차림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흑단령 관복을 분

석하기 위해 사모의 높이와 모정의 형태, 양각(兩角·사모뿔)의 형태와 문양, 단령의 문양과 무의 양식, 단령의 옆선 처리 

방식과 흉배·품대, 단령의 받침옷인 답호(褡 )와 철릭[帖裏]의 색상, 흑화 등을 살펴보았다.

임란 이전 광국·평난공신 초상화는 한응인(韓應寅) 초상화(1점)가 분석 대상이었는데 사모는 조선시대 사모 중 가장 

높은 높이였으며 사모뿔에서는 당상관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운보문(雲寶紋)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흑단령은 ‘밖주름무’

가 달린 만자운문(卍字雲紋)의 아청색 단령에 운안흉배(2품)가 달렸다. 허리에는 학정대(종2품)를 띠고 있었는데 학정대

는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기록되어 있는 자헌대부(정2품) 품계와 일치하지 않았다. 당상관용 홍색 답호와 녹색 철

릭의 단령 받침옷, 그리고 흑화 등을 확인하였다. 

임란 이후 호성·선무·청난공신 초상화는 이항복(李恒福) 초상화를 포함하여 18점을 분석하였다. 사모의 높이는 이전 

시기보다 낮아졌고 운보문의 사모뿔은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는 형태였다. 흑단령은 ‘뒤뻗침무’가 달린 만자운문의 아청

색 단령이었으며 흉배와 품대는 공신 책봉 당시의 품계와 거의 일치하였으나 2점(신잡·김새신)의 예외가 있었다. 따라서 

공신초상은 책봉 당시의 품계로 그리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흑단령의 받침옷 중 녹색 답호(11점), 남색 답호(4점), 다

홍색 답호(3점)가 확인되었으며 철릭은 남색(10점), 녹색(6점), 홍색(1점), 유청색(1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삼공신의 

흑단령 받침옷으로는 임란 전과 동일한 당상관용 홍색 답호와 녹색 철릭으로 표현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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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 건국 이후부터 영조대까지 이루어진 공신 책록

은 모두 28건이다. 공신 책록 시 공신들은 왕으로부터 맹

부(盟簿)와 공신교서(功臣敎書), 공신화상(功臣畫像)을 내

려받았다. 그 중 공신교서에는 교서의 반사 사유와 공신들

에 대한 포상 규정 및 특전, 그리고 공신 책록 당시의 녹훈 

등급과 품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공신들에 대한 포상 규

정은 등급별로 차이를 두었으나, 공신들의 화상은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그려 후세에 전하도록 하였다.1 공신의 초

상화인 공신화상은 도화서(圖畫署) 화사(畫師)에 의해 단

령 관복 중 의례용 단령인 ‘흑단령(黑團領)’2 차림으로 제작

되었다. 그러나 후대에 문중에서 그린 것도 있다. 

조선시대 공신 초상화에 대해서는 미술사3와 서지학 

분야4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신화상은 기록만

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당시의 흑단령 관복의 형태와 색

상, 문양, 착장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

대별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에 복식사 

분야에서도 대단히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표준 영정 등을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 선조대에 제

작된 공신 초상화5의 복식에 대하여 초상화6와 고문헌, 선

행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현존하는 공신교서와 『공신도감의궤』, 『국조인

물고(國朝人物考)』의 기록 등을 참고하여 공신 책록 당시

의 품계와 공신초상에 보이는 흉배와 품대 등을 비교·검

토할 것이다. 그리고 공신초상에 표현되어 있는 흑단령 

차림에서 사모의 형태, 단령의 색상과 문양, 무의 양식, 

단령의 트임선, 그리고 단령 받침옷인 답호(褡 )와 철릭

[帖裏]의 복색(服色), 문양 등의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개별 초상화의 차이점도 살펴볼 것이다. 물

론 공신의 현존 초상화이지만 공신 책록 당시 그려진 원

본이 아닐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복식사적 관점에서 연구자의 견해를 서술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선조대 임란 전후의 흑단령 관복 제도

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복식사 분야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

며 초상화의 시대 판정은 물론 초상화의 보존 처리나 표준 

영정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29일 을해. “洪可臣 爲一等, 圖形垂後, 超三階爵, 其父母妻子 … 仍賜伴倘十人·奴婢三十口·丘使七名·田一百五十結·銀子十兩·

內廐馬一疋. 朴名賢·崔湖 爲二等, 圖形垂後, 超二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二階 … 仍賜伴倘六人·奴婢九口·丘史四名·田八十結·銀子七兩·內廐馬一匹. 辛景行·林得義

爲三等, 圖形垂後, 超一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一階 … 仍賜伴倘四人·奴婢七口·丘史二名·田六十結·銀子五兩·內廐馬一疋”.

2 미술사 분야에서는 주로 ‘정장 관복’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후 ‘흑단령’ 등의 용어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권혁산, 2010, 「朝鮮 中期 『錄勳都監儀軌』와 功臣畵像에 관한 硏究」 『미술사학연구』 266(6), pp.63∼92; 권혁산, 2014, 「朝鮮時代 武官肖像畵와 胸背에 關한 

硏究」 『미술사연구』 26, pp.165∼191; 권혁산, 2015, 「光海君代(재위: 1608∼1623)의 공신화상과 이모본 제작: <조공근 초상>과 초본을 중심으로」 『미술자

료』 88, pp.64∼90; 윤진영, 2008, 「신경유의 靖社功臣像과 17세기 전반기 武官胸背 圖像」 『韓國服飾』 26, pp.95∼130; 趙善美, 1981, 「朝鮮王朝時代의 功臣

圖像에 관하여」 『考古美術』 151, pp.21∼37.

4 노인환, 2011, 「조선시대 功臣敎書 연구: 문서식과 발급 과정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9, pp.1∼34; 朴文烈, 2004, 「忠翼公 辛景行 〈淸難功臣錄券〉에 관한 

硏究」 『서지학연구』 27, pp.123∼149; 송일기·진나영, 2011, 「平難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연구」 『서지학연구』 50, pp.275∼315; 심영환·이진희, 2014, 「조선

시대 재발급(再發給) 공신교서(功臣敎書) 양식 연구」 『문화재』 47(2), pp.4∼19; 이진희, 2013, 「조선시대 改造本 功臣敎書의 粧䌙연구: 扈聖功臣敎書 및 靖社

功臣敎書를 중심으로」 『藏書閣』 29, pp.193∼227; 조경실, 2006, 「李忠元 扈聖功臣 敎書와 그 保存處理」 『동국사학』 42, pp.175∼195; 진나영·송일기, 2008, 

「朝鮮時代 『功臣錄券』의 編成體制에 관한 硏究」 『書誌學報』 32, pp.211∼256.

5 <공신화상>은 공신 징표 중 하나로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으로 보았다. 현존하는 공신초상 중에는 원본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지만, 이모본으로 추정되는 것

들도 전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본과 이모본으로 추정되는 것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에 ‘공신도상’, ‘공신화상’ 대신 공신을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로 

‘공신초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6 공신초상 자료는 연구자가 실견하고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소장처의 이미지를 제공받은 것, 도록 자료,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유근이

나 고희 등의 초상처럼 화질이 좋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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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7세기 초기까지의 흑단령 제도

조선시대 문무백관은 의례용 단령 관복으로 흉배가 

부착된 흑단령에 사모를 쓰고 품대를 두르며 흑화를 신었

다.7 흉배와 품대, 단령의 문양 등은 품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백관들의 관복 착장 형식은 동일하게 유지되었

지만 각 구성물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1. 사모

관복 단령에 쓰는 사모는 오사모(烏紗帽)라고도 하

였다. 시대에 따라 사모의 높이, 사모 양각(兩角·사모뿔)

의 너비와 길이, 그리고 사모 양각에 나타나는 무늬에 

변화가 있었다. 초상화에 표현된 사모 모습을 통해 시

대별 변화를 볼 수 있다(표 1). <표 1-①>8은 세조 13년

(1467)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적개공신(敵愾功臣) 2

등에 책록된 손소(孫昭, 1433∼1484)의 사모이다. 양각

은 시작과 끝이 좁고 중간이 넓은 타원형인데 무늬는 보

이지 않는다. 중종 1년(1506)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에 책록된 유순정(柳順汀, 1459

∼1512)의 사모(표 1-②)9는 모정 윗부분이 좀 더 좁고 앞

으로 굽은 형태를 보인다. 양각이 수평 상태로 길게 변

하였으며 운문(雲紋)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속대전

(續大典)』에 기록되어 있는 당상3품 이상의 문사각(紋紗

角) 오사모 제도10가 이 시기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짐작

된다.

선조 23년(1590) 평난공신 한응인(韓應寅, 1554∼

1614)의 사모(표 1-③)11는 조선시대 초상화 중 사모 높이

가 가장 높다. 사모의 높이에 비해 양각은 너비의 변화가 

적은 편이고 끝은 둥글다. 사모 양각에서 구름 사이에 서

각·법라·전보·방승 등이 있는 운보문(雲寶紋)이 처음으

로 확인된다. 임란 후 권응수(權應銖, 1546∼1608)의 사모

(표 1-④)12는 높이가 임란 전 공신초상보다 낮아졌고 모

정은 편평하되 각이 진 형태이다. 양각의 끝은 여전히 둥

글고 너비도 일정하지만 길이는 약간 짧아졌다. 권응수

의 사모 양각에도 여전히 운보문이 보인다.

2. 흑단령

조선시대 관복 중 둥근 깃의 단령은 옆트임이 있고 

옆선에 큰 무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세종대에 서민의 단

령 착용을 금함13으로써 단령이 온전한 관원의 관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초기의 소매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되

돌아올 정도로 긴 소매였으며 너비는 진동선 정도의 착수

(窄袖)였으나 16세기 후기부터는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

하였다. 무의 형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이 원고

에서는 무의 양식을 ① 안주름무 ② 안팎주름무 ③ 밖주

7 이은주, 2005, 「조선시대 백관의 시복(時服)과 상복(常服) 제도 변천」 『服飾』 55(6), p.38. 

8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초상화』, 눌와, p.460.

9 경기도박물관, 2008, 『초상, 영원을 그리다』, p.58. 진주류씨 종중에서 경기도박물관에 기탁한 이 초상화는 18세기 이모본이라고 한다.

10 『續大典』 卷三, 17후.

1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조선의 공신들』, p.92.

12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434. 

13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1월 9일 갑인. 

표 1 사모 형태와 양각의 문양 변화 

① 손소(1467) ② 유순정(1506) ③ 한응인(1590) ④ 권응수(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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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무 ④ 뒤뻗침무 등으로 분류14하고자 한다. 

조선 초기 관복 단령은 세종 28년(1446) 흑염조의

(黑染朝衣)를 입기 시작함으로써 ‘의례복’과 ‘집무복’의 

구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흑단령의 소재와 문양의 유

무로 당상관과 당하관을 구별하였다. 당상관 이상의 관

원은 단자(段子), 사(紗)·라(羅) 등 무늬 있는 좋은 소재

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당하3품 이하 관원은 우리나라 

옷감[本國布物]15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복식 소재에 따

른 당상관·당하관의 차등 원칙은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

되었다.16 

단령 제도는 명칭에서도 복잡한 변화 양상을 보인

다. 조선 초기에는 구별없이 상복(常服) 또는 시복(時服)

으로 불렀으나 세종대 이후 흑단령 제도가 생기면서 흑단

령을 특별히 ‘예복’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종

대 말기 이후부터는 흑단령을 ‘시복’이라고 지칭하였고 반

면에 집무복으로 정착한 홍단령은 ‘상복’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하였다. 선조대까지도 시복 흑단령, 상복 홍단령이

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공신 초상화 중 

중종 1년(1506) 정사공신 도상부터 이 연구에서 살펴보

기로 한 임란 후 선조 37년(1604) 공신도상까지 모두 의

례용인 ‘시복 흑단령’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1) 단령의 색상과 문양

조선 초기 잡색제도(雜色制度)에서 시작된 단령은 

세종 28년 흑염조의의 시작으로 아청색 흑단령으로 정착

되었다. 초상화 제작 시의 안료나 후대의 덧칠, 도록 인

쇄 시의 색 분해 문제 등에 의해 초상화별로 흑단령의 색

상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는 있다. 그러나 초상화의 흑

단령 색상이 현록색 등 녹색 계통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선조

대 공신초상의 흑단령이라면 아청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옳다.

고급 소재를 사용한 당상관의 흑단령 겉감에는 문양

이 있었다. 문양은 대체로 운문(雲紋)이나 운보문(雲寶紋)

을 사용하였으나 시대에 따라 화문(花紋)17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6세기 초 중종대의 공신 유순정 초상화의 단령

과 선조대 청난공신(1604)인 홍가신(洪可臣, 1514∼1615) 

초상화의 단령에서는 각각 <그림 1>18과 <그림 2>19의 

운문이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당상관으로 운문 등의 문직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유순정과 

함께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1506)으로 책록된 아

들 유홍(柳泓, 1483∼1551)의 초상화에서는 아청색 흑단령

이 확인되지만 무문(無紋)(그림 3)20이다. 무문 아청색 흑

단령은 ‘당하관’을 의미한다. 당상관 아버지 유순정과 당하

관 아들 유홍의 초상화는 후대 이모본이라 할지라도 16세

기 전기 당상관과 당하관의 흑단령을 비교할 수 있는 귀중

한 자료이다. 흑단령 안에 입은 답호와 철릭 색상도 당상

관과 당하관의 색상으로 짐작된다.

한편 변수(邊修, 1447∼1524) 묘 단령은 모두 2점인

데 그 중 1점(그림 4)21은 운보문사(雲寶紋紗)로 만든 것

이다. 색상은 탈색되었지만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흑

단령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응두(丁應斗, 1508∼1572) 묘

14 이은주, 1998, 「도포 양식의 발전에 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4, 76, 82, 85, 86. ① 안주름무(다중 안주름형 무) ② 안팎주

름무(대소 안팎주름형 무) ③ 밖주름무(대형 밖주름형 무) ④ 뒤뻗침무(뒤젖힘 대주름형 무)로 간략하게 수정하였다.

15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신묘.

16 이은주, 2005, 앞의 논문, pp.42∼43.

17 고부자, 2005, 「경기도 파주 출토 晉州姜氏(大虎, 1541∼1624년) 유물」 『韓國服飾』 23, p.51; 충주박물관, 2004,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p.181.

1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앞의 책, p.70.

19 국립중앙박물관, 2008, 『조선시대 초상화 Ⅱ』, p.14.

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앞의 책, p.71.

21 국립민속박물관, 2000,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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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토된 단령 역시 운보문단22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 

단령은 아청색의 흔적도 남아 있지만 문양이 있다는 것만 

보아도 당상관의 아청색 흑단령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변수나 정응두의 단령에서처럼 운보문이 확

인됨에도 불구하고 선조대까지의 초상화에서는 보문 없이 

운문만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실제 착용된 단령 문양과 초상

화의 단령 문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단령의 무 양식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령 무의 처리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16세기의 대표적인 양식인 ‘안팎주름

무’는 안쪽으로 접어 넣은 작은 주름과 밖으로 내놓은 큰 

주름으로 구성되는데 밖의 큰 주름무 윗부분은 주름 사이

에 삼각형을 접어 넣은 형태23이다. 

‘안팎주름무’는 이미 15세기 후기 『악학궤범』 도상24

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 후 정국공신(1506) 유순정의 초

상화(그림 5),25 신언식(申彦湜, 1519∼1582)과 신여관(申

汝灌, 1530∼1580년대) 묘 단령26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렇듯 ‘안팎주름무’는 15세기 이후 16세기 후기까지 상

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16세기 후기에는 ‘밖주름무’(그림 6)27라는 무 양식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안팎주름무’에서 안에 있던 작은 주

름이 없어지고 밖으로 큰 주름을 만든 후 무의 윗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 넣는 방식이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소장 신여관 묘 습용 단령28과 안동대학교 박물관 

2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名選 中』, p.64.

23 이은주, 1998, 「16세기 전기단령의 구성법 일례: 金欽祖(1461∼1528) 분묘 출토 단령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2), p.133.

24  『樂學軌範』 卷9, 7전.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앞의 책, p.70.

26 고부자, 1999, 「日迎 出土 高靈 申氏 遺物 小考」 『韓國服飾』 17, p.61. 이 보고서에서는 ‘쌍주름’으로 명시하였다.

2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앞의 책, p.92.

28 고부자, 1999, 앞의 논문, p.70.

그림 1   유순정 단령의 운문(장서각 

2012: 70).

그림 2   홍가신 단령의 운문(국립중앙

박물관 2008: 14).

그림 3   유홍 단령의 무문(장서각 2017: 

71). 

그림 4 변수 묘 단령과 소재 운보문사(국립민속박물관 2000: 52).

그림 5   안팎주름무(유순정 초상)(장서

각 2012: 70).

그림 6   밖주름무(한응인 초상)(장서각 

201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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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이응태(1556∼1586)의 습용 흑단령,29 경기도박물관 

소장 심수륜(沈秀崙, 1534∼1589) 묘 단령30 등에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유물 중에서는 1580년대 유물에

서 확인되었다. 

이후 ‘뒤뻗침무’ 양식이 나타났다. ‘밖주름무’가 넓

어진 소매에 의해 뒤로 젖혀지면서 소매와의 마찰을 줄

이기 위해 무의 끝을 뾰족하게 위로 향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1590년대 이후 보이기 시작하는 이 양식의 무

는 1993년 11월 12일 방송을 통해 소개된 ≪풍공유보도

략(豊公遺寶圖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선

조 23년(1590) 통신사 편에 풍신수길(豐臣秀吉)에게 전해

진 복식 등의 물품을 도상과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31 초

상화에서는 선조 37년(1604) 선무·호성·청난공신 초상(그

림 7)32에서 ‘뒤뻗침무’가 확인되고 유물에서는 조경(趙儆, 

1541∼1609) 묘 단령33에서 확인된다.

3) 흉배

문·무관의 관복 단령에는 품계 표시를 위한 흉배를 

부착하였다. 흉배 제도는 단종 2년(1454) 종친과 3품 이

상의 관원에게 흉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34 

문관들은 ‘날짐승흉배’를 사용하고 무관들은 ‘길짐승흉배’

를 사용하였다.35 

명나라 흉배 제도에 ‘이등체강원칙(二等體降原則)’

을 적용하되 3품까지만 흉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문관 

1품은 공작(그림 8),36 2품은 운안(그림 9),37 3품은 백한

(그림 10)38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무관 1품·2품은 호표

(虎豹)를 사용하고 당상3품은 웅표(熊豹)흉배를 사용하

도록 하였다.39

단종대의 흉배 제도는 명나라가 망할 즈음인 17세기 

전기까지 지속되었는데 무관 흉배 제도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15세기 적개공신(1467) 오자치(吳自治, 세종대∼

성종대) 초상화(그림 11)40와 16세기 후기 진주류씨 배위 박

씨의 단령(단삼·원삼)에서는 『경국대전』 제도와 동일한 호

표흉배(그림 12)41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추정의 용

인 영덕동 무연고 여자 묘에서는 호흉배단자(虎胸背段子) 

29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0,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280.

30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륜 묘 출토복식』, p.216.

31 朴聖實, 1994, 「『豊公遺寶圖略』에 나타난 宣祖朝 王室服飾」 『韓國服飾』 12, pp.105∼114.

3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앞의 책, p.128. 

33 서울역사박물관, 2003, 『趙儆 墓 出土遺衣』, p.18.

34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일 정축. “賜順平君 羣生以上宗親·坡原尉 尹泙以上駙馬·議政府堂上·六曹判書·親功臣二品以上·承政院堂上·知敦寧宋玹壽·金世

敏·中樞院使黃致身·知中樞院事金聽·延慶·南景祐等七十二人段子各一匹, 以將初着胸背團領也”.

35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3월 19일 을사.

3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앞의 책, p.106. 

37 위의 책, p.134. 

38 위의 책, p.105. 

39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 병술.

40 이강칠 외, 『역사인물초상화대전』, 현암사, p.69.

41 경기도박물관, 2004, 『경기도박물관 명품선』, p.257.

그림 7   뒤뻗침무(조경 초상)(장서각 201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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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립대구박물관, 2013, 『조선 반가의 여인, 용인에 잠들다』, p.55.

4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앞의 책, p.129. 

44 『大明會典』 卷61, 21전.

45 『三才圖會』 衣服二卷, 33후∼34전.

46 『연산군일기』 57권, 연산군 11년 4월 10일 을축. “傳曰: "凡宴享及一應擧動, 堂上內官則穿著大紅塔胡, 堂下內官勿拘品秩, 團領則用鴉靑段子 塔胡帖裏用草綠藍柳靑段子”.

47 이은주, 2018, 「세조 태실 가봉(加封)을 위한 내향맞이 의례[迎內香儀]와 참여자 복식 고증」 『韓服文化』 21(2), p.82.

48 고부자, 2005, 앞의 논문, p.51.

49 이상은, 2004, 『이응해 출토복식,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박물관, p.117.

50 『중종실록』 87권, 중종 33년 5월 7일 기묘. “己卯/傳曰: "世子服色, 在祖宗朝, 未知其爲某色也, 近來則常服戎服, 皆用鴉靑, 而金謹思、金安老等議之曰: ‘東方屬靑, 

宜尙其靑’, 改以草綠爲戎服, 而草綠則宰相皆服其色. 若郊外則衆瞻所關, 不可不異其服. 宜還以鴉靑爲之”.

원삼42이 출토되었고 17세기 초 공신초상에서도 호흉배

(그림 13)43가 확인된다. 초상화나 유물, 기록을 볼 때 16세

기 후기에 호표흉배가 호흉배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명나라의 경우도 16세기 후기 『대명회전(大明會典)』

에는 호표흉배(무관 3·4품)44가 확인되지만 17세기 초 『삼

재도회(三才圖會)』에는 3품 호흉배[虎補, 무관 3품], 4품 

표흉배[豹補, 무관 4품]로 변경된 제도45가 보인다. 

3. 답호와 철릭

조선 전기에 사대부는 평상복으로 답호와 철릭을 흔

히 입었으나 왕 이하 관원들은 곤룡포나 단령의 받침옷으

로도 착용하였다. 답호의 형태는 직령과 비슷하지만 소

매가 짧은 옷이다. 단령과 마찬가지로 옆트임과 무가 있

는 반소매 옷[半袖衣]인데 철릭과 단령 사이에 답호를 입

었다. 연산군 11년(1505) 연향(宴享)과 거동(擧動) 시 당

상내관에게 대홍색 답호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당하내

관은 답호와 철릭에 초록색과 남색, 유청색 등을 사용하

도록 하였다.46 

17세기 전기 이후 답호가 사라지면서 단령 안에는 

도포나 직령을 입게 되었다.47 현재까지는 강대호(姜大虎, 

1541~1624) 묘에서 출토된 답호가 단령 받침옷으로 사

용된 마지막 답호48이다. 결국 1620년대 이후에는 이응해

(李應懈, 1547~1626) 묘에서처럼 단령 받침옷으로 직령

이 답호를 대신하게 되었다.49 

한편 철릭은 조선 전기 사대부의 평상복으로 가장 

널리 착용되었던 옷이지만 거둥 시에는 관원들이 융복으

로도 착용하였다. 중종 33년(1538)에는 대신들의 건의로 

세자의 융복을 초록색으로 하였으나 재상들의 복색과 같

다는 이유로 다시 아청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50 따라서 

16세기 당상관들은 아청색 유문 단령 안에 주로 대홍색 

답호를 입고 초록색 철릭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

진왜란이 발발한 후에는 왕 이하 백관 모두가 융복 철릭

그림 8   공작흉배(문관 1품)(장서각 

2012: 106).

그림 9   운안흉배(문관 2품)(장서각 

2012: 134).

그림 10   백한흉배(문관 3품)(장서각 

2012: 105).

그림 11   호표흉배(무관 1∼2품)(이강

칠 2003: 69).

그림 12   호표흉배(진주류씨 배위 박

씨 묘)(경기도박물관 2004: 

275).

그림 13   호흉배(무관 2품) (장서각 

2012: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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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었으나 색상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51 

정국공신(1506) 당상관 유순정 초상화에서 아청색 운

문 단령 안에 다홍색 유문 답호와 녹색 철릭이 확인된다(그

림 5). 반면에 유순정의 아들이자 당하관이었던 유홍의 초

상화52에서는 무문(無紋)의 아청색 단령 안에 초록색 답호와 

남색으로 짐작되는 어두운 색 철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록들과 초상화로 볼 때 당상관은 아청색 유문 단령에 다

홍색 답호, 녹색 철릭을 입고, 당하관은 아청색 무문 단령에 

녹색 답호, 남색이나 유청색 철릭을 입은 것으로 정리된다. 

4. 품대 

품대 역시 흉배와 함께 착용자의 품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품대가 흉배보다 품계

를 더 세분화해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품계에 따라 띠

바탕[鞓] 위에 배열되는 띠돈의 재료가 달랐다. 품대에 관

한 논의는 태종대53에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제도는 명나

라의 조복과 품대 제도에 이등체강원칙을 적용한 것이었

다. 1∼2품은 금(金)을, 3∼4품은 은(銀)을 사용하고 5∼9

품은 동(銅)으로 정하였다.54 

그러나 성종 16년(1485)에 완성된 『경국대전』에서는 

명나라 제도에 이등체강원칙을 적용하되 1품은 서대(犀

帶)(그림 14)55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정2품은 삽금대(鈒

金帶)(그림 15),56 종2품은 소금대(素金帶)(그림 16)57를, 

그리고 정3품은 삽은대(鈒銀帶)(그림 17),58 종3품과 4품

은 소은대(素銀帶), 5품 이하 9품까지는 흑각대(黑角帶)

를 사용하도록 구체화하였다. 

5. 흑화

조선시대 문·무관들은 단령 관복에 흑화를 착용하였

다. 『경국대전』에 당상관은 협금화(挾金靴)를 신는다고 하

였는데 그 이하 품관의 신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59 공

복과 같은 흑피화를 신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상(國喪)

이 있을 때는 백화를 착용하였지만 공복에 백화를 신고 조

51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4일 계묘. “命百官戎服【不定服色黑笠貼裏衣廣絲帶帶劍】”.

52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121. 

53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3월 30일 임술. “禮曹上朝官冠服之制”.

54 이은주, 2011,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服飾』 61(10), p.136. 

5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앞의 책, p.105.

56 위의 책, p.128.

57 위의 책, p.93.

58 위의 책, p.153.

59 『經國大典』 卷3, 16후∼17후.

그림 14 1품 서대 (장서각 2012: 105).

그림 16 종2품 소금대 (학정대) (장서각 2012: 93).

그림 15 정2품 삽금대 (장서각 2012: 128).

그림 17 정3품 삽은대 (장서각 2012: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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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朝參)에 참여한 관리를 좌천시킨 사례60가 있고 “대사례

에서 백화를 신었으니 대죄(待罪)한다”61는 기록을 볼 때 흑

단령에는 흑화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조실록』에 백화[白鹿皮靴]를 사여한 기록62

이 있고 세조대의 공신 중 손소(그림 18)63를 비롯한 적개공

신의 초상에서도 관복 아래 백화를 착용한 모습이 보인다. 

이후 공신의 초상화에서는 <그림 19>64와 <그림 20>65 

처럼 흑화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형태의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인다.

Ⅲ. 선조대 공신초상의 복식 분석

조선시대는 전란과 반란 등의 혼란을 겪으면서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총 28건의 공신 책훈이 있었다. 그 중 

선조대(재위 1568∼1608)에는 다섯 차례의 공신 책훈이 

있었는데 인조대의 책훈과 함께 가장 많은 공신 책훈이 

있던 시기이다. 

선조대의 임란 전 책훈은 2건으로 태조(太祖, 1335∼

1408) 이성계(李成桂)의 종계(宗系) 수정과 관련된 종계

변무(宗系辨誣)의 공이 있는 광국공신(光國功臣)과 전라

도에서 발생한 정여립(鄭汝立, 1546∼1589)의 난을 평정

한 평난공신(平難功臣)이다.

임란 후의 3건은 임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공

이 있는 호성공신(扈聖功臣)과 전쟁에서 공을 세운 선무

공신(宣武功臣), 그리고 충청도에서 발생한 이몽학(李夢

鶴)의 난을 평정한 청난공신(淸難功臣)이다. 이들 공신초

상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복식 변

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임란 전 광국공신과 평난공신 초상의 복식 분석 

1) 광국공신과 평난공신

(1) 광국공신

조선의 건국 초부터 계속된 종계변무는 선조대에는 

최대의 외교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66 종계변무는 명나라

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태조 이성계의 

종계가 고려 권신인 이인임(李仁任)의 후사이자 네 명의 

왕을 시해한 자로 잘못 기록67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청한 일이다.

선조는 선조 6년(1573)에 종계변무를 위한 사신을 

60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5일 정미. “右正言鄭次恭於朔日朝參, 乃以公服著白靴, 爲憲司所劾, 左遷奉常注簿”.

61 『연산군일기』 59권, 연산군 11년 9월 14일 을미.

62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9일 임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8일 경오.

6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앞의 책, p.59.

64 위의 책, p.70.

65 이강칠 외, 2003, 앞의 책, p.103.

66 신명호, 2003,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p.133.

67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6일 갑오. “『大明會典』以我太祖, 乃李仁任之後, 弑王氏四王而立云”. 정조사가 새로 사온 『대명회전』 「조선국조(朝鮮國條)」의 주

에 태조가 이인임의 후예로서 왕씨의 사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다고 잘못 기록되어 있음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림 18   손소 백화 (1476)(장서각 2012: 59). 

그림 19   유순정 흑화(1506)(장서각 

2012: 70). 

그림 20   권응수 흑화(1604)(이강칠 

외 200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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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으나68 선조 17년(1584)이 되어서야 개정69되는 결실

을 보게 되었다. 선조 22년(1589)에는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윤근수(尹根壽, 1537∼1616)가 황제의 칙서와 『대

명회전』 전질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후 선조는 종계변무

에 공이 있는 신하들을 광국공신으로 책록하도록 명하였

다.70 1등 3인, 2등 7인, 3등 9인, 총 19인(표 2)을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19인 중 광국공신 초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2등

에 책록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3호 한응인 초상뿐이

다. 이산해(李山海, 1539∼1609)의 초상화71가 현전하지

만 사모와 단령 등의 세부 모습이 광국공신 시기의 도상

으로 보기 어렵기에 논외로 하였다. 또한 황정욱(黃廷

彧, 1532~1607)의 반신상72이 있으나 공신초상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2) 평난공신

평난공신은 선조 22년(1589) 전라도에서 발생한 정

여립의 난을 평정한 사람들에게 내린 공신의 칭호이다. 

정여립의 자결로 난은 평정되었지만, 선조는 정여립의 

역변을 고변한 안악군수 이축(李軸, 1538∼1614), 재령군

수 박충간(朴忠侃, ?∼1601), 신천군수 한응인 등을 공신

으로 삼고73 이듬해인 선조 23년(1590) 공신들에게 포상74

하였다. 

같은 해인 2월에 광국·평난 두 공신의 녹훈을 명하

였으며75 8월에는 광국공신과 평난공신들에게 녹권을 반

사하였다. 그리고 고유제(告由祭)와 회맹제(會盟祭)를 거

68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2월 28일 기묘. “己卯/奏請使李後白·尹根壽·書狀官尹卓然, 發向中國 燕京”.

69 『선조실록』 18권, 선조 17년 11월 1일 계유. “宗系及惡名辨誣奏請使黃廷彧, 書狀官韓應寅等奉勑而還, 皇帝錄示《會典》中改正全文. 上迎于慕華館, 告宗廟, 受賀. 

加百官階, 宥殊死以下. 廷彧·應寅及上通事洪純彦等加資, 賜奴婢·田宅·雜物有差”.

70 『선조수정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일 갑술. “命錄光國勳”.

71 국립중앙박물관, 2008, 앞의 책, p.65.

72 이강칠 외, 2003, 앞의 책, p.87.

73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9일 임인. “壬寅/傳曰: "以朴忠侃·李軸·韓應寅·閔仁伯·李綏·姜應祺爲功臣, 與大臣商議, 有功人, 參酌錄勳, 大臣以下推官, 竝錄勳”. 

74 『선조실록』 24권, 선조 23년 1월 1일 갑진. “朔甲辰/傳曰: "今次逆賊之變, 前古所無, 而其擧事, 只隔數月, 若非朴忠侃等協謀措捕, 伐義討賊, 宗社之事, 豈忍言哉? 

雖是臣子職今, 而固不可尋常褒賞. 褒忠報功之典, 不可不擧. 依祖宗朝故事, 元勳朴忠侃·李軸·韓應寅·閔仁伯·李經·姜應棋先爲功臣, 與大臣商議, 有功人參酌錄勳. 

大臣以下推官, 竝錄勳事, 下議政府”.

75 『선조수정실록』 24권, 선조 23년 2월 1일 계유. “命錄光國【改宗系之功】 平難【討逆賊之功】 兩勳, 特命竝錄監鞫諸臣”.

표 2 선조 23년(1590) 광국공신 명단

등급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등(3인) 윤근수(尹根壽) 1537∼1616년 황정욱(黃廷彧) 1532∼1607년 유홍(俞泓) 1524∼1594년

2등(7인)

이후백(李後白) 1520∼1578년 홍순언(洪純彦) 1530~1598년 한응인(韓應寅)※ 1554∼1614년

윤두수(尹斗壽) 1533∼1601년 홍성민(洪聖民) 1536∼1594년 윤형(輪刑) 1549∼1614년

윤섬(尹暹) 1561∼1592년

3등(9인)

기대승(奇大升) 1527∼1572년 이산해(李山海) 1539∼1609년 황림(黃琳) 1517∼1598년

이양원(李陽元) 1526∼1592년 최황(崔煌) 1529∼1603년 정철(鄭澈) 1536∼1593년

윤탁연(尹卓然) 1538∼1594년 김주(金澍) 1512∼1563년 유성룡(柳成龍) 1542∼16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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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뒤 공신들의 공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등급별로 

물품을 하사하였다.76 1등 3인, 2등 12인, 3등 7인, 총 22인

(표 3)을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22인의 공신 중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1호로 지정된 

이준(李準, 1545∼1624, 평난공신 2등) 초상이 경기도 양

주시 남면 이준 사당에 모셔져 있으나77 사모와 단령의 무 

양식이 임란 이후의 것으로 파악되므로 역시 논외로 할 

것이다. 또한 3등에 책록된 강신(姜紳, 1543∼1615) 초상

화가 경북 상주시 경덕사에 현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

모와 흉배 등이 당시 제도와 맞지 않으므로78 제외하였다.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전신 초상이 최근에 공개

되었는데 이 도상 역시 임란 후의 것이므로 논외로 하면 

결국 광국공신이기도 한 한응인의 초상만이 복식 분석의 

대상이 된다. 

2) 광국·평난 공신초상의 복식 분석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광국·평난공신 초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응인의 초상(그림 22)뿐이다. 한응인은 종계

변무청사(宗系辨誣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선조 

23년에 종계변무와 정여립의 모반을 고변한 공로로 광국

공신 2등과 평난공신 1등에 각각 책록되어 자헌대부(資

憲大夫, 정2품)79에 봉해졌다. 

(1) 사모

광국·평난공신 한응인의 사모(그림 21-A)는 조선시

대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높이의 사모이다. 높

은 사모의 모습은 이원익(李元翼, 1547∼1634) 초상화와 

안동 운장각 소장 사모 유물에서도 확인된다.

충현박물관 소장의 평양 생사당의 구장(舊藏) 이원

익 초상화(그림 22-A)의 사모는 한응인 초상화의 사모보

다 약간 낮은 듯하지만 상당히 유사하다. 이원익의 초상

화가 여러 점 현전하지만 특별히 이 초상화는 평양 서리

들이 이원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생사당에 모셨

던 것으로 1595년 우의정에 임명된 때를 전후해서 그린 

76 『선조수정실록』 24권, 선조 23년 8월 1일 경오. “頒光國·平難兩勳臣券, 祭告·會盟如儀, 賜賚有差, 大赦國內”. 

77 평난공신[2019.1.10 검색],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78 이강칠 외, 2003, 앞의 책, pp.98∼99.

79 『國朝人物考』 卷3, 「相臣」 66전. “庚寅叙前授功置光國二等平難一等晋階資憲仍授都承旨盖宣祖雅才公不欲雉难近密也”.

표 3 선조 23년(1590) 평난공신 명단

등급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등(3인) 박충간(朴忠侃) ?∼1601년 이축(李軸) 1538∼1614년 한응인(韓應寅)※ 1554∼1614년

2등(12인)

민인백(閔仁伯) 1552∼1626년 정철(鄭澈) 1536∼1593년 김귀영(金貴榮) 1520∼1593년

이수(李修) 1548∼1601년 홍성민(洪聖民) 1536∼1594년 유홍(俞泓) 1524∼1594년

남절(南截) 생몰년 미상 한준(韓準) 1542∼1601년 이산해(李山海) 1539∼1609년

유전(杻田) 1531∼1589년 조구(趙球) 생몰년 미상 이준(李準) 1545∼1624년

3등(7인)

이헌국(李憲國) 1525∼1602년 이정립(李廷立) 1556∼1595년 이증(李增) 1525∼1600년

김명원(金命元) 1534∼1602년 최황(崔煌) 1529∼1603년 강신(姜紳) 1543∼1615년

이항복(李恒福) 1556∼16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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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는 후대에 그려진 이모본일 가

능성80도 있으나 사모의 높이로 볼 때 1590년대 모습으로 

짐작된다.

또한 경북 안동 의성김씨 운장각(雲章閣)에 학봉 김

성일(鶴峯 金誠一, 1538∼1593)의 유품으로 전해지는 사

모(그림 23)81가 있다. 대오리와 종이로 모체를 만든 후 

흑포(黑布)를 바른 것으로 지름 18.5㎝에 높이가 29㎝나 

된다.82 

한편 한응인의 사모 양각에는 4종류의 보문이 있는 

운보문(그림 21-B)이 있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원

익 초상화의 사모 양각은 훼손이 심해 문양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운장각 소장의 사모뿔은 하나가 소실된 

상태인데 하나 남은 뿔에 무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단령

한응인의 단령은 아청색이며 문양은 보문이 없는 우

향 사합여의두형 운문(그림 21-C)이다. 이와 유사한 운문

은 17세기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여주 출토의 

동래정씨 대렴금의 길 부분 문양(그림 24)83에서 볼 수 있

다. 한응인 초상화의 운문 묘사가 직물 문양과 거의 같아 

보여 직물 문양이 정확하게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원익 초상화의 아청색 단령에도 가칠이 되어 있기는 해도 

간간이 운문의 흔적이 확인된다(그림 22-C). 

그리고 단령의 무 양식은 앞서 언급한 신여관(1530

년대∼1580년대) 묘 습용 단령과 이응태(1556∼1586)의 

습용 흑단령, 심수륜(1534∼1589) 묘 단령 등에서 볼 수 

있는 양식이다. 지금까지 주로 1580년대 단령 유물에서 

볼 수 있었던 ‘밖주름무’이다. 

한편 이원익 초상화의 단령 무는 한응인의 것보다 

높이가 높아졌다. ‘뒤뻗침무’로 발전하는 과도기의 무 형

태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임란 후 선무공

80 충현박물관, 2005, 『追憶, 李元翼』, p.60.

81 溫陽民俗博物館, 1988, 『朝鮮時代의 冠帽』, p.13.

82 위의 책, p.89.

83 고부자, 2001,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p.10.

그림 21   A: 한응인 전신상, B: 사모뿔(운보문), C: 단령 운문, D: 운안흉배, E: 

단령 하단 부분(밖주름무·다홍색 답호·녹색 철릭)(홍색 답호·녹색 철

릭) (장서각 2012: 92).

A B D

C E

그림 22   A: 이원익 전신상, B: 사모뿔(문양 미확인), C: 단령 운문 흔적, D: 운학

흉배, E: 단령 하단 부분(초기 뒤뻗침무·녹색 답호)(충현박물관 제공).

A B D

C E

그림 23   운장각 소장 사모(溫陽民俗

博物館 1988: 13).

그림 24   운문(여주 출토 동래정씨 묘 

대렴금)(고부자 2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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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초상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높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한응인과 이원익 초상을 통해 1590년과 1595년 

사이에 무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흉배와 품대

공신초상의 흉배와 품대는 공신 책록 시의 품계에 

의해 결정된다.84 『국조인물고』에서 확인하였듯이, 한응

인은 공신 책록 시 정2품 자헌대부에 봉해졌다고 하는데 

<그림 21-D>에서는 2품 운안흉배와 종2품 소금대의 일

종인 학정대를 두르고 있다. 공신 책봉으로 정2품 자헌대

부가 되었으므로 운안흉배에 삽금대를 띠는 것이 옳은데 

왜 학정대로 그려졌는지 알 수 없다. 

한편 이원익 초상화(그림 22-D)에는 운학흉배와 삽

금대가 보인다. 서로 맞지 않는 조합일 뿐만 아니라 운학

흉배는 아직 사용하지 않던 흉배이므로 후대에 변형된 것

으로 짐작된다. 품대는 정2품용 삽금대인데 화문(花紋)

이 새겨진 침향금대로 묘사되어 있다. 품대는 원본인 듯

하다. 그렇다면 운학흉배 대신 2품이 사용하던 운안흉배

로 묘사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답호와 철릭

한편 한응인 초상화에서 단령의 트인 옆선 사이로는 

홍색 답호와 녹색 철릭(그림 21-E)이 확인된다. 연산군대 

이후의 기록과 정국공신 초상에서 확인되는 당상관의 홍

색 답호와 녹색 철릭 착장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답호와 철릭 사이에는 접선 또는 

장도로 추정되는 끝 부분과 염낭, 다회 일부가 확인된다. 

정국공신상에서 볼 수 있었던 장식물이다.

그러나 이원익 초상화에는 앞·뒤길 옆선 사이에 철

릭은 보이지 않고 녹색 답호만 길게 직선으로 보인다. 공

신도상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칠로 인

해 답호의 전체적인 문양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운문이 

묘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접선을 들고 있는 

손이 드러나 있다. 접선 끝에는 누비 장식물로 보이는 선

추가 달려 있다.

 

2. 임란 후 호성·선무·청난공신 초상의 복식 분석

1) 호성·선무·청난공신

선조 37년(1604)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운 

자들에게 호성공신, 선무공신, 청난공신의 공신호(功臣

號)를 내려주었다.85 호성공신은 임진왜란 때 의주까지 선

조를 호종한 사람에게 내려준 공신의 칭호이며, 선무공신

은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웠거나 군사와 군량미를 청하러 

명나라에 다녀온 관원들에게 내려준 공신 칭호이다. 그

리고 선조 29년(1596) 충청도 홍산에서 일어난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사람들에게는 청난공신이라는 공신의 칭호

를 내려주었다. 

책록된 공신은 호성공신 86인, 선무공신 18인, 청난

공신 5인으로 모두 109인이었으며, 생존해 있는 공신 64

인 중 2인은 상중에 있었다.86 선조 34년(1601)에 이르러

서는 공신의 이름을 공신 명부(名簿)인 맹부(盟簿)에 올

리도록 하였으며87 공신화상은 살아 있는 공신에 대해서

만 논의가 이루어졌다.88 

84 윤진영, 2008, 앞의 논문, p.117.

85 『선조수정실록』 38권, 선조 37년 6월 25일 갑진. “扈聖一等賜忠勤 貞亮 竭誠 効節 協策之號, 二等減竭誠二字, 三等又減効節 協策四字. 宣武一等賜効忠 仗義 迪

毅 協力之號, 二等減迪毅二字, 三等又減協力二字. 淸難一等賜奮忠 出氣 合謀 迪毅之號, 二等減合謀二字, 三等又減迪毅二字”.

86 『扈聖宣武淸難原從三功臣都監儀軌』(奎 14923), pp.47∼48. “三功臣正勳一百九員內 作古四十五員 生存六十四員 在喪二員”. 공신 인원이 많기에 구체적인 명단은 생략하였다.

87 『扈聖宣武淸難三功臣圖鑑儀軌』(奎 14924), p.79. “以臣料之 錄功在先 籌邊居後 聖念雖切於報功 人心恐至於解體 參錄者 非一人獨受之恩 不果言 傍觀者 已所不

得參 亦不敢言 若以爲成命不可收 則但令書名盟府 至於畵像等不急之事 姑待來年 亦何晚之有”.

88 『扈聖宣武淸難三功臣圖鑑儀軌』(奎 14924), p.143. “都監啓曰 錄勳時 應行諸事 初因國計蕩竭 俱待年擧行事 啓下矣 其中畵像一事 爲費不甚浩大 而荏苒 十餘年

間 參錄之人 半歸泉壤 無緣尋模 似係欠典 已故者則已矣 餘存者 及時模寫 始不失古昔圖盡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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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맹제(會盟制)89 실시 후 공신교서를 반사하였으

며 공신들의 등급에 따라 물품을 나누어주었다.90 병중

(病中)에 있는 유성룡(柳成龍, 1542∼1607)과 정탁(鄭琢, 

1526∼1605)에게는 회맹제가 임박해서 화상을 그리기 위

해 충훈부에서 화사를 내려보냈으나 유성룡은 훈적에서 

사퇴했기에 화상 그리기를 거절하였고91 정탁의 초상은 

그려간 후 2개월 뒤인 선조 37년(1604) 11월에 내려주었

다.92 호성·선무·청난 삼공신의 화상 제작 시기에 대한 정

확한 기록은 없으나 정탁이나 유성룡 초상화 관련 기록들

을 볼 때 선조 37년(1604) 10월의 회맹제를 전후하여 시

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취합된 호성·선무·청난공신 관련 초

상화는 21점(표 4)이다. 그러나 21점의 초상을 모두 공신 

책록 당시의 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통적으로 확

인되는 모습을 통해 선조 37년(1604)의 모습을 담고 있

다고 판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의 구분은 가능

89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28일 갑술. “三更一點, 上自時御所動駕, 詣神武門外會盟壇所, 五更一點, 行事如, 罷漏時還宮”.

90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29일 을해. “淸難功臣敎書頒給時, 宣讀別敎書” “宣武功臣敎書頒給時, 宣讀別敎書” “扈聖功臣敎書頒給時, 別敎書”.

91 『西厓集』 「西厓先生年譜」 卷2, 만력 32년 갑진, 先生 63歲 9월. “再召 辭謝遣忠勳府畫師 忠勳府送畫師來 請圖像 先生以方辭勳 謝遣之”.

92 『藥圃集』 「藥圃集年譜」, 선조 32년(1604), 先生 79歲 9월. “忠勳府送畫師圖像”; 11월. “畫像軸、敎書軸來自京師”.

표 4 현존하는 임란 후 호성·선무·청난공신의 초상화

호성 1등
이항복

호성 1등
정곤수 [제외]

호성 1등
정원군 이부 [제외]

호성 2등
이원익

호성 2등
이호민

호성 2등
유근

호성 2등
이충원

호성 2등
홍진

호성 2등
신잡

호성 3등
정탁

호성 3등
고희

호성 3등
임우

호성 3등
김새신

호성 3등
이공기

선무 2등
권응수

선무 3등
권협

선무 3등
조경

선무 3등
이운룡[제외]

청난 1등
홍가신

청난 3등
신경행

청난 3등
임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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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삼공신 초상과는 다른 호성공신 정곤수(鄭崑壽, 

1538∼1602)93와 정원군 이부(定遠君 李琈, 1580∼1619),94 

선무공신 이운룡(李雲龍, 1562∼1610)95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호성공신 초상은 1등(1인) 이항복(李恒福, 1556∼

1618)96과 2등(6인) 이원익(李元翼, 1547∼1634)97·이호

민(李好閔, 1553∼1634)98·유근(柳根, 1549∼1627)99·이

충원(李忠元, 1537∼1605)100·홍진(洪進, 1541∼1616)101·

신잡(申磼, 1541∼1609),102 3등(5인) 정탁(鄭琢, 1526∼

1605)103·고희(高曦, 1560∼1604후)104·임우(林祐, 1562∼

1599)105·김새신(金璽信, 1555∼1633)106·이공기(李公沂, 생

몰년 미상)107의 초상화 12점을 살펴볼 것이다.

선무공신의 초상화는 2등(1인) 권응수(權應銖, 1546

∼1608),108 3등(3인) 권협(權悏, 1553∼1618)109·조경(趙儆, 

1541∼1609)110·이운룡(李雲龍, 1562~1610) 4인의 초상화

가 있는데 그 중 이운룡 초상화는 선조대 초상화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고 3점의 초상을 살펴볼 것이다. 선

무공신 1등에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 등이 포함되어 있

으나 당대의 초상화는 전하지 않는다. 현재 아산 현충사

에 소장되어 있는 이순신의 단령본 초상은 1953년에 월

전(月田) 장우성(張遇聖)이 그린 것으로 1973년 표준 영

정으로 지정111된 것인데 이 표준 영정의 관복은 선조 37

년 당시의 단령 관복 제도와 다른 점이 많다. 1950년대 제

작 당시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기에 고증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청난공신 초상은 1등(1인) 홍가신(洪可臣, 1541

∼1615),112 3등(2인) 신경행(辛景行, 1547∼1623)113과 임득

의(林得義, 1558∼1612)114 초상 3점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호성공신 초상화 12점, 선무공신 초상화 3점, 

청난공신 초상화 3점, 총 18점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살

펴보되 공신화상 제작 대상이 아닌 원종공신이지만 도감

의 착오로 초상을 그려 보냈다는 송언신(宋彦愼, 1542∼

93 정곤수 초상, 국립춘천박물관, 2014, 『강원의 인물』, p.20.

94 정원군 이부 초상,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95 이운룡 초상, 이강칠 외, 2003, 앞의 책, p.132.

96 이항복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던 전신상이 새로이 공개되었다. 이항복 초상[2018.12.28 검색], 조선일보 http://goo.gl/9xLgB2.

97 이원익 초상,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465.

98 이호민 초상, 이강칠 외, 2003, 앞의 책, p.113.

99 유근 초상화는 충북 괴산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었으나 1999년 도난당했다. 조선미, 1983, 『韓國의 肖像畵』, 悅話堂, p.221; 문화재청 https://goo.gl/RxsuZc.

100 이충원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앞의 책, p.104.

101 홍진 초상,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인의 얼굴』, p.87. 

102 신잡 초상, 충청북도·충청북도문화재연구소, 2016,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Ⅰ』, pp.454∼455. 

103 정탁 초상,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422.

104 고희 초상, 위의 책, p.436.

105 임우 초상, 경기도박물관 소장, 연구자 촬영(2019).

106 김새신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앞의 책, p.108.

107 이공기 초상[2018.12.3 검색], 문화재청 http://www.cha.go.kr/.

108 권응수 초상,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434.

109 권협 초상, 위의 책, p.127.

110 조경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2008, 앞의 책, p.19.

111 문화체육관광부, 2015, 『1973∼2015년 표준영정』, pp.4∼5.

112 홍가신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2008, 앞의 책, p.14.

113 신경행 초상, 충청북도·충청북도문화재연구소, 2016, 앞의 책, p.619.

114 임득의 초상, 충남역사박물관 제공.



135  Lee, Eun-joo  선조대(宣祖代) 공신초상(功臣肖像)의 복식 고찰

11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앞의 책, p.130.

116 이준 초상[2019.2.10 검색],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grandculture.net/.

117 서울역사박물관, 2003, 앞의 책, p.18.

1612) 초상화,115 선조 23년(1590) 평난공신이지만 오히려 

삼공신 초상화와 유사한 이준(李準, 1545∼1624) 초상화116

를 참고할 것이다. 

2) 호성·선무·청난공신 초상의 복식 분석 

(1) 사모

<표 5>에서 확인되는 사모의 높이는 광국공신(1590)

(표 1-③) 때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모정의 좌우가 각이 지면서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모의 

양각 형태는 넓고 곧은 편인데 양각의 너비는 임란 전 광

국·평난공신의 초상화에 비해 더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초상화의 사모 부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확인이 

어렵지만 확인 가능한 초상화의 경우에는 양각에서 운보

문을 확인할 수 있다. 초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당상관

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국공신(1506) 초상화 이후 지속

되는 양상으로 짐작된다. 

(2) 단령

당시 단령의 형태는 선무공신 출토 단령을 통해 알 

수 있다. 소매는 넓지 않고 옆선에 ‘뒤뻗침무’가 달려 있

다. 광국공신의 흑단령 무인 ‘밖주름무’에서 약간 위로 올

라가 뻗치기 시작한 1595년 이원익의 평양 생사당 초상

화를 거쳐 이제 완전히 뒤로 뻗친 ‘뒤뻗침무’로 정착하였

다. 이 형태와 관련된 유물로는 조경 묘 단령(그림 25)117

이 있다. 평난공신 이준 초상에서는 ‘밖주름무’가 아닌 ‘뒤

뻗침무’가 확인되는데, 이는 평난공신 책록 당시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표 6>은 18점 공신 초상의 단령 색상과 문양을 정

리한 것이다. 도록의 인쇄 상태나 인터넷상의 색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아청색 흑단령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호성·선무·청난공신 초상화의 사모

호성 1등
이항복

호성 2등
이원익

호성 2등
이호민

호성 2등
유근

호성 2등
이충원

호성 2등
홍진

호성 2등
신잡

호성 3등
정탁

호성 3등
고희

호성 3등
임우

호성 3등
김새신

호성 3등
이공기

선무 2등
권응수

선무 3등
권협

선무 3등
조경

청난 1등
홍가신

청난 3등
신경행

청난 3등
임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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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호성·선무·청난공신 초상화의 흑단령 색상과 문양

호성 1등
이항복

호성 2등
이원익

호성 2등
이호민

호성 2등
유근

호성 2등
이충원 (운보문)

호성 2등
홍진

호성 2등
신잡 (운보문)

호성 3등
정탁

호성 3등
고희 (운보문)

호성 3등
임우

호성 3등
김새신

호성 3등
이공기 (운보문)

선무 2등
권응수

선무 3등
권협

선무 3등
조경

청난 1등
홍가신

청난 3등
신경행

청난 3등
임득의 (운보문)

표 7 호성·선무·청난공신 초상화의 단령 뒤뻗침무와 받침옷

호성 1등
이항복

호성 2등
이원익

호성 2등
이호민

호성 2등
유근

호성 2등
이충원

호성 2등
홍진

호성 2등
신잡

호성 3등
정탁

호성 3등
고희

호성 3등
임우

호성 3등
김새신

호성 3등
이공기

선무 2등
권응수

선무 3등
권협

선무 3등
조경

청난 1등
홍가신

청난 3등
신경행

청난 3등
임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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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점 중 13점은 운문 단령이고 이충원·신잡·고희·이

공기·임득의 초상 5점은 운보문 단령으로 확인된다. 임란 

전 광국·평난공신 한응인 초상에서도 운문이 확인되었으

며 도화서에서 잘못 보냈다고 하는 송언신의 단령 문양 

역시 보문 없는 사합여의두형 운문(그림 26)을 묘사한 것

으로 볼 때 삼공신 역시 운문 단령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송언신 초상의 운문 형태가 다른 초상화에 비

해 비교적 출토 직물 문양과 유사하게 표현되어 안정적으

로 보이는데 그 외의 초상화는 대체로 단령의 운문 표현

이 실제 직물 문양보다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선조대 정응두 묘 출토 단령처럼 운보문 흑단령 유물

도 현전하지만 공신초상은 운보문 단령보다 운문 단령으

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어설프게 표현된 운보문 

흑단령의 초상화는 당시 그려진 도화서 도상은 아닐 것이

다. 후대에 이모되거나 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본다. 

한편 <표 7>의 호성·선무·청난공신 초상 18점의 단

령에서는 ‘뒤뻗침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호성공신 중 2

점의 무가 예외적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충원 초상인데 

뻗침형 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앉을 때의 무 처리 방식

에 따라 ‘뒤뻗침무’가 안 보일 수는 있으나 당시의 공신도

상 표현 양식과 다른 것은 사실이다. 정탁 초상의 단령무

는 아래로 처진 뻗침형 무로 보이지만 접힌 상태로 묘사

해서 그런지 낮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평난공신인 이

준 초상에서는 운문이 시문된 아청색 단령에 ‘뒤뻗침무’가 

확인되었다. 

(3) 흉배·품대

흉배와 품대는 착용자의 품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관직보다는 품계가 중요하다. 기록으로도 대

상의 품계를 알 수 있지만 역으로 초상화를 통해 품계를 

유추할 수도 있다.

『호성선무청난삼공신도감의궤』118과 『호성선무청난

원종삼공신도감의궤』 등에 기록되어 있는 공신들의 직함

(職銜)을 근거로 <표 8>에 공신의 품계를 제시하고 초상

화의 흉배·품대 모습과 이를 통한 품계까지 정리하였다. 

관직명 중 ‘행(行)’ 자가 붙은 경우는 행수법(行守法)

에 따라 그보다 높은 품계의 인물임을 의미하므로 관직의 

품계보다 한 단계 올려 ‘∼ 이상’의 품계로 제시하였다. 

『경국대전』에 제시되어 있는 흉배와 품대 규정119은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며 무관의 호표흉배만 16세기 후

기에 호흉배와 표흉배로 분리되었음을 확인했던 것처럼 

임란 후 삼공신 역시 호흉배를 사용하고 있었다. 18점의 

삼공신 초상화 중 날짐승흉배를 부착한 문관은 모두 14인

이고 호흉배를 부착하고 있는 무관은 호성공신 고희, 선

무공신 권응수·조경, 청난공신 임득의 등 4인이다.

호성공신 이항복, 이원익, 정탁, 이충원, 홍진, 이호

민 5인은 모두 정1품으로, 초상화에 공작흉배가 부착된 

아청색 흑단령을 입고 서대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

어 있다. 실제 품계와 초상화의 흉배·품대가 일치한다. 

주목할 것은 청난공신 임득의 초상이다. 호흉배에 

삽은대를 두르고 있으니 정3품에 해당한다. 『호성선무청

난원종삼공신도감의궤』에 관직이 행사맹(行司猛, 정8품 

이상 가능)으로 기록120되어 있다. 그러나 운문이 그려져 

있는 단령으로 볼 때 당상관이어야 한다. 공신 책봉으로 

그림 25   조경(1541∼1609) 묘 뒤뻗침무 무문 

단령(서울역사박물관 2003: 18).

그림 26   송언신 초상의 단령 

운문(경기도박물관 

소장).

118 『扈聖宣武淸難三功臣都監儀軌』(奎 14924), pp.252∼257.

119 『經國大典』 卷3, 9후∼11전; 13후∼14전.

120 『扈聖宣武淸難三功臣都監儀軌』(奎 14924), p.246.



13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1

평성군(平城君)에 봉해졌다121는 기록이 옳다고 보면 호흉

배·삽은대로 묘사되는 것이 옳다. 

기록의 품계와 초상화의 품계가 다른 경우는 다음

과 같다. ① 호성공신 신잡은 교서에 숭정대부(종1품)122

로 기록되어 있으나 초상화는 운안흉배·삽금대로 정2품

에 해당하는 모습이다. 공신 책록 전 지중추부사(知中樞

府事, 정2품) 모습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절

충장군(당상3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호성공신 고희는 상

태는 좋지 않아 호흉배·금대 정도로만 확인된다. 제대로 

표현되었다면 호흉배·삽금대이어야 한다. 『호성선무청난

삼공신도감의궤』에는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 종3품)으

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호흉배·소은대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③ 호성공신 김새

신은 가선대부(종2품)로 기록되어 있으나 초상화에서는 

백한흉배(3품)·삽금대(정2품)로 확인된다. 가선대부라면 

운안흉배·소금대로 표현되는 것이 옳다.

(4) 답호와 철릭

당시 답호와 철릭의 형태는 선무공신 조경 묘 출토 답

호와 철릭 유물123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정국공신

(1506) 유순정의 초상화에서 흑단령 안에 다홍색 답호를 착

용하였음을 보았고 광국·평난공신(1590) 한응인의 초상화

에서도 다홍색 답호를 착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당상관이 다홍색 답호를 입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런데 <표 7>의 선조 삼공신 초상화 중 다홍색 답

호로 추정되는 것은 호성공신 김새신과 이공기, 선무공신 

표 8 호성·선무·청난공신록의 직함(품계)과 초상의 흉배·품대(품계) 비교

호성 1등 이항복
대광보국숭록(정1품)

호성 1등 이원익
보국숭록대부(정1품)

호성 2등 이호민
보국숭록대부(정1품)

호성 2등 유근
숭록대부(종1품)

호성 2등 이충원
완양부원군(정1품) 

호성 2등 홍진
보국숭록대부(정1품)

공작·서대(1품) 공작·서대(1품) 공작·서대(1품) 공작·서대(1품) 공작·서대(1품) 공작·서대(1품)

호성 2등 신잡
숭정대부(종1품)

호성 3등 정탁
대광보국숭록(정1품)

호성 3등 고희(武)
절충장군(당상3품)

호성 3등 임우
가선대부(종2품)

호성 3등 김새신
가선대부(종2품)

호성 3등 이공기
가의대부(종2품)

운안·삽금대(정2품) 공작·서대(1품) 호·금대(불확실) 운안·소금대(종2품) 백한·삽금대(불일치) 운안·소금대(종2품)

선무(2등) 권응수(武)
花山君(정2품)

선무(3등) 권협
가선대부(종2품)

선무3등 조경(武)
豐壤君(정2품)

청난(1등) 홍가신
寧原君(정2품)

청난(3등) 신경행
前牧使(정3품 이상)

청난(3등) 임득의(武)
行司猛(정8품 이상)

호·삽금대(정2품) 운안·소금대(종2품) 호·삽금대(정2품) 운안·삽금대(정2품) 백한·삽은대(정3품) 호·삽은대(정3품)

121 林得義[2018.8.17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goo.gl/zWPGe8.

122 『扈聖宣武淸難原從三功臣都監儀軌』(奎 14923), p.134.

123 서울역사박물관, 2003, 앞의 책, p.2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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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응수 초상화 3점뿐이다. 남색 답호로 보이는 것은 이항

복·이충원·홍가신·임득의 초상 4점과 권협의 또 다른 초

상화124가 있다. 이원익·이호민·유근·홍진·신잡·정탁·고

희·임우·권협·조경·신경행 등 11점에 녹색 답호가 표현되

어 있다. 평난공신 이준이나 원종공신 송언신의 초상화

에도 녹색 답호가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선조 삼공신이 왜 녹색 답호를 입게 되었을

까, 이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광해군일기』 광

해군 11년(1619)의 기록 때문이다. 11월 26일 예조에서 당

상관은 아청색(鴉靑色)에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된 단령(團

領)과 다홍색 가문라[加文刺]를 입는 것이 전부터 정해진 제

도였으니, 지금에 한때의 견해로 인하여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광해군은 관원의 다홍색 가문라를 절대 착

용하지 못하도록 엄금하였다125는 기록이 보인다. 광해군 11

년까지도 여전히 당상관이 다홍색 가문라를 입고 있었다. 

가문라는 곧 답호이기 때문에 선조대 삼공신은 여전히 아청

색 단령 안에 다홍색 답호를 입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가문라는 ‘더할 가(加)’, ‘글월 문(文)’, ‘어지러울 랄

(剌)’이므로 ‘더그레’라고도 하였다.126 17세기 전기 『상례

언해(喪禮諺解)』에는 “답호는 더그레다. 단령이나 심의 

안에 입으며 『오례의』의 반비의(半臂衣)다”127라는 기록이 

있다. 또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도 ‘아청수사화직금

라답호(鴉靑繡四花織金搭護)’를 ‘아청빗체四花ᄅᆞᆯ繡노코

織金ᄒᆞᆫ羅더그레’128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17세기 전기의 

‘가문라’와 ‘더그레’, ‘답호’는 동일한 옷임을 알 수 있다. 

광해군 11년 11월 26일 기록에 따르면 다홍색 답호

가 세자의 복식이 됨에 따라 당상관들은 다른 색상의 답

호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광해군 11년(1619) 광해군이 

세자의 다홍색 가문라 착용을 위해 신하들의 다홍색 가문

라 착용을 금하였기 때문이다.129 광해군대에 당상관들은 

흑단령 안에 녹색 답호와 남색 철릭을 착용하게 되었는데 

이전의 당하관 복색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답호와 철

릭의 색상 변화는 광해군대 공신초상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선조 삼공신 초상에 어떻게 녹색 답호가 

묘사되어 있는지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연구자는 당

대에 그린 공신도상이라면 추후 수정을 가하거나 이모 시

에 수정하거나 개작하였다는 등의 가정을 해본다. 이에 

대해서는 미술사 분야나 보존 처리 분야와의 학제 간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답호 안에 입어 무릎을 감싸고 있는 철릭의 색

상은 좀 더 자유롭게 사용된 듯하지만 청색 계열의 철릭

으로 묘사된 초상화는 10점으로, 호성공신 이원익·이호

민·유근·홍진·신잡·정탁·임우, 선무공신 권협·조경, 청난

공신 신경행 초상 등이다. 

그 외에 고희 초상에는 자적색 계통의 철릭이 보이

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권응수 초상화에

서는 황색 또는 유청색 철릭이 보인다. 조선시대에 명나

라 황제의 색이라 하여 황색을 금했으므로 황색보다 약간 

옅은 유청색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청색은 녹색 기미

가 있는 연한 노란색으로, 광해군대에 노란 국화, 뽕나무 

잎이 처음 생겨날 때의 색 등을 떠올리면서 왕비 친잠복

의 색상으로도 거론130되었던 색상이다. 경빈김씨의 홍장

124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123.

125 『광해군일기[중초본]』 146권, 광해 11년 11월 26일 을사. “堂上官雅靑有紋匹段團領 大紅匹段加文刺, 自前常着無禁, 今不可因一時所見而有所變改, … 今與世子

服色, 相當朝臣大紅加文刺, 十分嚴禁”.

126 유송옥, 1998, 『韓國服飾史』, 修學社, p.161.

127 『家禮諺解』 卷2, 38전∼후.

128 『朴通事諺解』 上, 25후.

129 『광해군일기』 146권, 광해군 11년 11월 26일 을사. “禮曹啓曰: "議于大臣, 則左右相以爲: ‘上下章服, 自有定制, 而堂上官鴉靑有紋匹段團領 大紅匹段加文刺, 自

前常着無禁, 今不可因一時所見而有所變改, 惟在該曹酌處.” … 答曰: “依啓. 今與世子服色, 相當朝臣大紅加文刺, 十分嚴禁”.

130 『광해군일기[중초본]』 109권, 광해 8년 11월 14일 신사. “傳曰: "此服色, 若無可據明文, 則或用柳靑、或用翟衣事, 更爲議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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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의 안감 색상131으로도 사용되었으며 궁인들의 너울 영

자(纓子)(그림 27)132에도 유청색 비단류133가 사용되었다. 

원립(圓笠)으로 명명되었던 창덕궁 소장 청상립(靑箱笠) 

부속인 영자(그림 28)134에서 유청색을 확인할 수 있다. 

호성공신 홍진 초상(녹색 답호·남색 철릭)과 선무공

신인 권협 초상(남색 답호·녹색 철릭)135에서는 철릭 위의 

허리에 장도나 접선 등의 장식물과 염낭이 보인다. 이는 

정국공신인 유순정·유홍 초상과 광국·평난공신 한응인 

초상에서 확인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선조대 다른 공신

초상을 볼 때 이런 장식물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5) 흑화

임란 후 선조대 삼공신의 흑화 모습은 <표 9>와 같

다. 영주 소수박물관 소장 김영(金榮, 1789∼1868)의 것

으로 전해지는 흑화 유물을 조사한 결과, 당시 흑화는 밑

창까지 합해서 모두 8조각(그림 29)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발등 2조각, 뒤축 1조각, 신울 좌우 2조각, 흑화깃 

좌우 2조각, 밑창으로 이루어졌다. 

삼공신 초상화의 흑화와 19세기 전기 흑화의 형태

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18세기 이후 흑화에 비해 공신초

상의 흑화 밑창이 덜 들려진 것이 특징이다. 공신 초상의 

흑화 중 호성공신 정탁의 흑화(그림 30) 휘(揮)136 장식이 

다른 초상화의 흑화에 비해 두드러져 보인다.

131 황문환 외, 2010,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83.

132 李成美 외, 1994, 『奎章閣所藏 嘉禮都監儀軌』, 韓國精神文化硏究院, p.189.

133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왕세자가례시일기』(奎 13071), p.137.

134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1, 『朝鮮時代 宮中服飾』, p.20.

135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123.

136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 『靴·鞋·履』, p.68.

그림 27   1844년 궁인 너울 속에 드리

워진 유청색 영자(李成美 외 

1994: 189).

그림 28   창덕궁 소장 청상립 속 부

속 유청색 영자(문화재관리

국 1981: 20).

그림 29 흑화의 조각수(밑창까지 8조각)(연구자 촬영).

그림 30   호성공신 정탁 초상의 흑화 휘 장식(국립춘천박물관 201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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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조선 건국 이후부터 영조대까지 이루어진 공신 책록

은 모두 28건이다. 그 중 선조대에는 모두 다섯 차례의 공

신 책록이 있었다. 선조 23년(1590)에 책록된 광국공신과 

평난공신, 그리고 선조 37년(1604)에 책록된 호성공신, 

선무공신, 청난공신이다. 공신으로 책봉 시에는 공신 자

신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많은 특전이 주어졌으며, 특히 

왕으로부터 공신의 징표라 할 수 있는 공신교서와 공신화

상을 내려받았다. 

현존하는 공신들의 초상화 중에는 원본으로 추정되

는 것도 있지만 이모되어 전해져오는 것들도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선조대 공신의 초상화와 공

신교서, 2종의 『공신도감의궤』와 『국조인물고』, 그리고 선

행 연구 등을 토대로 공신 책록 당시 품계와 흑단령 관복

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선조대 공신 초상은 사모와 단령, 품대, 흑화로 구성

되는 당상관의 의례용 단령인 흑단령 차림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흑단령 관복을 분석하기 위해 사모의 높이와 모

정의 형태, 양각(兩角·사모뿔)의 형태와 문양, 단령의 문

양과 무의 양식, 단령의 옆선 처리 방식과 흉배·품대, 단

령의 받침옷인 답호(褡 )와 철릭[帖裏]의 색상, 흑화 등

을 살펴보았다.

임란 이전 광국·평난공신 초상화는 한응인(韓應寅) 

초상화(1점)가 분석 대상이었는데 사모는 조선시대 사모 

중 가장 높은 높이였으며 사모뿔에서는 당상관 이상만 사

용할 수 있는 운보문(雲寶紋)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흑단

령은 ‘밖주름무’가 달린 만자운문(卍字雲紋)의 아청색 단

령에 운안흉배가 달렸다. 허리에는 학정대(종2품)를 띠

고 있었는데 학정대는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기록

되어 있는 자헌대부(정2품) 품계와 일치하지 않았다. 당

상관용 다홍색 답호와 녹색 철릭의 단령 받침옷, 그리고 

흑화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철릭 위에는 정국공신(1506) 

초상에서 확인되는 장식물과 염낭이 확인되었다.

표 9 현존하는 임란 후 호성·선무·청난공신 초상의 흑화

호성 1등
이항복

호성 2등
이원익

호성 2등
이호민

호성 2등
유근

호성 2등
이충원

호성 2등
홍진

호성 2등
신잡

호성 3등
정탁

호성 3등
고희

호성 3등
임우

호성 3등
김새신

호성 3등
이공기

선무 2등
권응수

선무 3등
권협

선무 3등
조경

청난 1등
홍가신

청난 3등
신경행

청난 3등
임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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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란 이후 호성·선무·청난공신 초상화는 이항복(李

恒福)을 포함하여 18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모의 

높이는 이전 시기보다 낮아졌고 운보문의 사모뿔은 상대

적으로 넓어 보이는 형태였다. 흑단령은 ‘뒤뻗침무’가 달

린 만자운문의 아청색 단령이었으며 흉배와 품대는 공

신 책봉 당시의 품계와 거의 일치하였으나 2점(신잡·김새

신)의 예외가 있었다. 따라서 공신초상은 책봉 당시의 품

계로 그리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흑단령의 받침옷 중 

답호는 녹색 답호(11점), 남색 답호(4점), 다홍색 답호(3

점)로 확인되었으며 철릭은 남색(10점), 녹색(6점), 홍색

(1점), 유청색(1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광해군 11년

(1619) 기록을 근거로 삼공신의 흑단령 받침옷인 답호와 

철릭은 임란 전과 동일한 당상관용 홍색 답호와 녹색 철

릭으로 표현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답호와 철릭 사이 허리 부분에서 확인되는 염낭 

등의 장식물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 공신 초상화에서는 사모 모체의 높이와 양각의 

너비, 길이 등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책록된 

공신초상의 복식 양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앉은 자세나 

공신초상의 제작 시기와 이모 시기가 다르기 때문일 것으

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해당 시기의 올바른 흑

단령 제도의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초

상화의 제작 연대 규명이나 진위 파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표준 영정 등의 제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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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언해(家禮諺解)』

•『경국대전(經國大典)』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중초본]』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단종실록(端宗實錄)』 

•『대명회전(大明會典)』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上

•『삼재도회(三才圖會)』 衣服二卷

•『서애집(西厓集)』 「西厓先生年譜」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속대전(續大典)』 

•『숙종실록(肅宗實錄)』 

•『악학궤범(樂學軌範)』 

•『약보집(藥圃集)』 「藥圃集年譜」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종실록(中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왕세자가례시일기(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日記)』 奎 13071

•『호성선무청난삼공신도감의궤(扈聖宣武淸難三功臣都監儀軌)』 奎 14924

•『호성선무청난원종삼공신도감의궤(扈聖宣武淸難原從三功臣都監儀軌)』 奎 14923

•경기도박물관, 2004, 『경기도박물관 명품선』, p.257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륜 묘 출토복식』, p.216

•경기도박물관, 2008, 『초상, 영원을 그리다』, p.58

•고부자, 1999, 「日迎 出土 高靈 申氏 遺物 小考」 『韓國服飾』 17, p.61, 70

•고부자, 2001,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p.10

•고부자, 2005, 「경기도 파주 출토 晉州姜氏(大虎, 1541∼1624년) 유물」 『韓國服飾』 23, p.51

•국립대구박물관, 2013, 『조선 반가의 여인, 용인에 잠들다』, p.55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인의 얼굴』, p.87

•국립민속박물관, 2000,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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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divided the portraits in the reign of  King Seonjo into those which were created before an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We then examined various aspect of  costumes expressed in the portraits of  meritorious 

vassals.

To analyze official uniforms (Heuk-Danryeung), we examined the Samo height; the side wings’ type and pattern; 

the Danryeung pattern; the Mu style; the processing method of  lateral lines in Danryeung the rank badge and rank 

belt, the color of  Dabho and Cheolrik, which were undergarment of  Danryeung and Heuk-wa.

The meritorious vassals’ portraits, prior to Imran, were analyzed with a portrait of  Han Eung-in, a Gwang-

kuk·Pyeong-nan meritorious vassals. The Samo was the highest of  the Choson dynasties, and the cloud and treasure 

pattern was identified on the side wings. The Heuk-Danryeung was a dark blue(acheongsaeg) Danryeung of  

manja-shaped cloud patterns with a large outward wrinkled Mu , and it had a wild goose badge (second rank) and a 

Sabgeumdae. It did not coincide with the Pumgye(Jaheondaebu) recorded in Gugjo-inmulgo. Reddish Dabho for 

Dangsang-kwan, green Cheolrik which was undergarment of  Danryeung, and Heuk-wa. were identified. 

After the invasion of  Japan, portraits of  Hoseong, Seonmu, and Cheong-nan meritorious vassals were analyzed 

through eighteen portraits, including Lee Hyeon-bok. After the invasion of  the Japanese, the height of  the Samo’s 

top was much lower and the width of  the side wings was wider than before the invasion of  Japanese. The Heuk-

Danryeung was a dark blue (acheongsaeg) Danryeung of  manja-shaped cloud patterns with a stretching backward 

Mu . Rank badge and rank belts were almost identical with the record, but there were two exceptions (Sin-jab and 

Kim, Sae-sin). Therefore, it was reaffirmed that the meritorious vassals’ portraits were drawn by the Pumgye at the 

time of  appointment. Among the undergarments of  Heuk-Danryeung, green Dabho(11), blue Dabho(4), reddish 

Dabho (3), and blue Cheolrik (10), green Cheolrik (6), reddish Cheolrik (1), and yucheongsaeg Cheolrik (1) were 

identified,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the Dabho of  Hoseong, Seonmu, and Cheong-nan meritorious vassals should be 

the reddish Dabho of  Dangsang-kwan, which is the same as the previous Imran, and a green Cheol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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