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3, September 2020, pp.142~163.
Copyright©2020,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0.53.3.142

조선 전기 적개공신(1467, 1476 초상 제작)과 정국(1506)·정난공신(1507), 위사공신(1545) 초상까지를 아청색 흑

단령 차림이 등장하여 정착하는 ‘관복 제2기’ 공신 초상으로 규정하고 적개공신 손소, 오자치, 장말손 초상 3점, 그리고 

정국·정난공신 유순정과 홍경주, 정국공신 이우와 유홍의 초상 4점, 총 7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예복 흑단령’ 차림의 적개공신 초상의 사모는 성종 초 높아졌던 모체가 다시 낮아졌고 모정은 둥글게 표현되었다. 

너비가 넓은 타원형의 사모 양각에 무늬는 표현되지 않았다. 아청색 단령과 답호, 철릭에도 무늬가 표현되지 않았다. 단 

답호와 철릭의 색상이 각각 녹색과 홍색으로 통일되었으며 단령과 답호의 무는 ‘안팎주름무’로, 신발은 백화로 표현되었

다. 적개공신 초상은 책록 시의 품계가 아닌, 초상 제작 시의 품계로 그려졌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복 흑단령’ 차림의 정국·정난공신 초상은 사모의 경우, 적개공신 초상에서 낮아진 사모 모체의 형태는 그대로 유

지되었으나 모정 부분이 조금 좁아지고 앞으로 휜 형태로 변하였으며 사모 양각은 전체적으로 너비가 균일한 타원형으

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사모 양각에도 무늬가 표현되지 않았다. 당하관 초상의 복식에는 무늬가 

표현되지 않았으나 당상관 초상의 복식에는 운문(雲紋) 등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또 단령은 안감 없는 홑단령으로 표

현되었다. 당상관 초상에서는 홍색 답호와 녹색 철릭을, 당하관 초상에서는 녹색 답호와 남색 철릭이 표현되었다. 따라

서 당상·당하 신분에 따라 받침옷의 색상이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단령과 답호에는 ‘안팎주름무’가 그대로 유지되

었다. 신발은 흑화로 표현되었으며 흉배와 품대는 공신 책록 당시의 품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위사공신 초상은 확

인할 수 없었으나 명종대의 기록화를 통해 중종대의 단령 제도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 본 제2기 적개공신 공신 초상을 통해 흑단령 차림을 공신 초상의 관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공신 초상 제작 시기의 품계를 초상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국공신 초상 이후 복식에 무늬가 표현

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흑단령의 무늬 유무로 당상·당하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표현된 관복 모습은 당시의 

관복 규정이나 관행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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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대의 공신 초상은 오사모와 단령, 흑화 등으

로 구성된 관복 차림으로 표현된다. 공신 초상의 관복 개

별 구성품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

한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식사적 관점에서 공

신 초상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술사 분야에서는 공신 초상에 표현된 양식적 특징

을 기준으로 공신 초상을 단계별로 구분하였는데1, 공신

들의 초상에 나타난 전체적인 상용 형식을 비롯하여 표현 

기법상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초기·중기·후기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2

또 다른 연구3에서는 실물, 도판 자료 등으로 전해지

고 있는 공신교서 원본, 보존 처리된 공신교서 또는 개장

된 교서 등을 대상으로 변화 양상을 조사하여 1기(개국

∼좌명공신: 1392∼1401), 제2기(정난∼좌리공신: 1455∼

1472), 제3기(정국∼영국공신: 1507∼1646), 제4기(보사∼

분무공신: 1680∼1728)의 4기로 구분하고, 공신교서의 장

황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공신 초상에 표현된 복식 양상을 근거로 

복식사적 관점에서 공신 초상의 시기를 구분해 보고자 하

는 노력의 하나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공신 초상의 관복

이 잡색(雜色)으로 표현되는 시기를 관복 제1기로 규정하

고 공신 초상 연구를 진행하였다.4 이 연구에서는 공신 초

상의 관복이 아청색(鴉靑色) 흑단령으로 표현되기 시작

하는 적개공신(敵愾功臣)5, 그리고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

으로 전기의 복식 양식과 외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종대의 정국공신(靖國功臣)과 정난공신(定難功

臣)까지 공신 초상을 관복 제2기로 규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단,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명종대 위사공

신(衛社功臣) 초상에 대해서는 제외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실증 자료를 분석하여 

진행할 것이다. 문헌 연구에서는 고문헌을 비롯하여 전

례서, 개인 문집 등에 기록된 내용, 선행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고 실증 자료로는 공신 초상을 비롯하여 관련 유

물, 기록화 등을 활용할 것이다.

관복 2기에 해당하는 공신 초상을 대상으로 관복 구

성품별 표현 양상을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선시대 

흑단령 관복 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

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복식사 관점에서 보는  
 제2기 공신 초상

1. 세조대 적개공신 책록과 공신 초상

적개공신은 세조(世祖, 재위: 1455∼1468) 13년

(1467)에 이시애(李施愛, 미상∼1467)가 일으킨 난을 평

정하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내린 공신 칭호이다. 적

개공신 초상은 다른 공신의 초상과 달리, 공신으로 책록

되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공신 초상으로 제작된 것6이 다

른 공신 초상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세조 13년(1467) 8월에 1등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2등 정충포의적개공신(精忠布

義敵愾功臣), 3등 정충적개공신(精忠敵愾功臣)이 정해졌

다.7 9월에는 공신들의 공적에 따라 1등(10인), 2등(23인), 

3등(11인)으로 등급을 나누어 <표 1>과 같이 44인의 공

1 趙善美, 1983, 『韓國의 肖像畵』, 悅話堂, p.190.

2 조선미, 2004, 『초상화 연구: 초상화와 초상화론』, 문예출판사, pp.147∼148.

3 김나형, 「조선시대 공신교서 장황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4.

4 김미경·이은주, 2020, 「조선시대 공신초상(功臣肖像)의 관복(제1기) 고찰」 『文化財』, 53(2), pp.180∼203.

5 적개공신의 책록은 세조 13년(1467)에 이루어졌으나, 공신 초상의 제작은 성종 7년(1476)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2기 공신 초상의 범위에 두고자 한다. 

6 윤진영, 2019, 「손소(孫昭) 적개공신화상(敵愾功臣畫像)의 특징과 사료적 가치」 『韓國服飾』 42, p.81.

7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8월 26일(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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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책록하였으며, 10월에는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가

운데 목숨을 잃어 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포상을 명

하였다.8 각자 공적에 따라 품계를 추증하고 상전을 내려 

주었는데, 이시애의 형제인 이시합(李施合)을 잡다가 적

병에게 해를 당한 차운혁(車云革, 1393∼1467)을 3등 공

신으로 추록하여 적개공신은 총 45인으로 책록되었다. 

같은 달에 세자가 6공신9을 거느리고 북단에서 회맹하였

으며, 11월 공신연(功臣宴)을 베풀고 공신들에게 교서를 

반사하였다.10

현전하는 적개공신 초상은 4점으로 확인되었다. 적

개공신 2등인 손소(孫昭, 1433∼1484) 초상과 장말손(張

末孫, 1431∼1486) 초상, 오자치(吳自治, 생몰 미상) 초상, 

그리고 김관(金瓘, 1425∼1485) 초상이다. 이 중 김관의 

초상은 관복 표현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적개공신 2등에 책록된 손소는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에 가자(加資)되고 정3품에 해당하는 내섬시 정(內

贍寺 正)에 제수되었다.11 이후 성종 7년(1476) 1월에는 가

선대부(嘉善大夫) 계천군(溪川君)에 제수되었으며, 동년 

11월에는 가선대부 행 진주목사(行晉州牧使)에 제수되었

다.12 손소의 개인 문집인 『양민공유사(襄敏公遺事)』13에

는 손소의 나이 44세 되던 성화(成化) 12년, 왕이 충훈부

(忠勳府)에 명을 내려 모든 공신들의 화상을 그리도록 하

였다14는 기록이 있다. 성화 12년은 성종 7년, 즉 1476년

이므로 적개공신들의 초상이 책록 후 10년 만에 그려졌음

을 알 수 있다. 경주 손씨 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손소 초

표 1 적개공신 명단(1467. 9)

등급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등

(10인)

이준(李浚) 1441∼1479 조석문(曹錫文) 1413∼1477 강순(康純) 1390∼1468
어유소(魚有沼) 1434∼1489 박중선(朴仲善) 1435∼1481 허종(許琮) 1434∼1494
윤필상(尹弼商) 1427∼1504 김교(金嶠) 1428∼1480 남이(南怡) 1441∼1468 

이숙기(李淑琦) 1429∼1489

2등

(23인)

김국광(金國光) 1415∼1480 허유례(許惟禮) 미상∼미상 이운로(李雲露) 미상∼미상

이덕량(李德良) 1435∼1487 배맹달(裵孟達) 미상∼미상 이형손(李亨孫) 1418∼1496
이종생(李從生) 1423∼1495 이서장(李恕長) 1423∼1484 김순명(金順命) 1435∼1487

김관(金瓘) 1425∼1485 구겸(具謙) 미상∼미상 박식(朴埴) 미상∼미상

김백겸(金伯謙) 1429∼1506 어세공(魚世恭) 1432∼1486 오자치(吳自治) 미상∼미상

정숭로(鄭崇魯) 미상∼미상 장말손(張末孫) 1431∼1486 손소(孫昭) 1433∼1484
오순손(吳順孫) 미상∼1467 심응(沈膺) 1433∼1504 윤말손(尹末孫) 미상∼미상

김면(金沔) 미상∼미상 맹석흠(孟碩欽)  1429∼미상

3등 

(12인)

이부(李溥) 1444∼1470 이종(李徖) 1433∼1476 한계미(韓繼美) 1421∼1471
선형(宣炯) 1434∼1479 민발(閔發) 1419∼1482 오자경(吳子慶) 1414∼1478

최유림(崔有臨) 1426∼1471 우공(禹貢) 1415∼1473 정종(鄭種) 1417∼1476
정준(鄭俊) 미상∼1467 이양생(李陽生) 1423∼1488 차운혁(車云革) 1393∼1467

총 45인(초록색으로 표시한 초상화 3점 분석, 주황색 표시는 초상화가 있으나 시대에 맞지 않음을 의미함)

8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9월 20일(임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0월 14일(병오). 

9 6공신은 조선 초기의 삼공신(三功臣)인 개국(開國)·정사(靖社)·좌명(佐命)공신을 비롯하여 정난공신(靖難功臣), 좌익공신(佐翼功臣), 적개공신(敵愾功臣)을 말한다. 

10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0월 27일(기미); 11월 2일(갑자). 

11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일(갑자). “敎精忠出氣敵愾功臣通訓大夫內贍寺正孫昭 …… ”. 

12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6일(신미);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7일(정사).

13 『양민공유사(襄敏公遺事)』는 손소의 10대손인 국제(國濟)와 11대손인 성덕(聖德) 등이 손소의 유문(遺文)과 유사(遺事)를 모아 간행한 책이다.(양민공유사

[2020.03.23 검색],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14 孫昭, 1791, 『襄敏公遺事』, 10후. “成化 十二年 丙申, 公四十四歲 上命忠勳府圖畵諸功臣影像 賜給藏于本家”.



145		조선시대 공신 초상(功臣肖像)의 관복(제2기) 고찰

상15은 2000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되었다

(그림 1).16 화폭 좌측 하단부에는 ‘正祖 十九年 乙卯 改摹’

라고 적혀 있어 정조 19년(1795)에 이모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찰방(察訪)으로 있었던 이명기(李命基, 생

몰 미상)가 이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7

적개공신 2등에 책록된 오자치는 책록 당시 어모장

군(禦侮將軍, 당하 정3품)에 가자되었으며 이듬해인 세조 

14년(1468) 4월에 통정대부(당상 정3품), 동년 9월에는 

가선대부(종2품)에 가자되었다. 이후 성종 7년(1476) 9월

에 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사직하였으며, 노모가 돌아가

신 후 오자치 또한 50세라는 나이에 졸하였다.18 나주 오

씨 종손가에 전해져 오던 오자치 초상19은 현재 국립고궁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보물 제1190호로 지정되어

져 있다(그림 2).

적개공신 2등에 책록된 장말손은 강순(康純, 1390∼

1468)의 종사관으로 조봉대부(朝奉大夫, 정4품)에 가자

되고 내섬시 첨정(內贍寺僉正)에 제수되었다.20 성종 2년

(1471)에는 절충장군(折衝將軍, 당상 정3품) 행 부사직

(行副司直)에 올랐으며, 성종 7년(1476)에는 종2품에 해

당하는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사직(行司直)에 올랐다.21 

장말손의 초상22은 보물 제502호로 지정되어 인동 장씨 

종택에 소장되어 있다(그림 3).23

적개공신 2등에 책록된 김관은 이시애의 난 때 구성

군 이준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였으며, 공신 책록 시 정3품

에 해당하는 통훈대부(通訓大夫)에 가자되고 종부시 정 (宗簿寺正)에 제수되었다.24 이후 통정대부와 가선대부에 

그림 1  적개공신 손소 초상(문화재청 

2007: 460).

그림 2  적개공신 오자치 초상(국립고

궁박물관 전시 촬영).

그림 3  적개공신 장말손 초상(장서각 

2012: 58).

그림 4  적개공신 김관 초상(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15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조선의 공신들』, p.59. 

16 윤진영, 2019, 앞의 논문, p.74.

17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59. 

18 이후백 저, 이광국 역, 1992, 『國譯 靑蓮集』, p.174. “ …… 官階之卑策爲敵愾等二勳 樹碑記功 立閣圖形 褒賞亦異例焉 翌年四月陞通政七月進階嘉善 封羅城君 

拜兵曹參判 期以大用 公不以勳貴自居謙牧思退 累上壯言 …… ”. 

19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58.

20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일(갑자). “敎精忠出氣敵愾功臣朝奉大夫內贍寺僉正張末孫 …… ”. 

21 『성종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7일(경진).

22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초상화』, 눌와, p.59.

23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59. 

24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일(갑자). “敎精忠出氣敵愾功臣通訓大夫宗簿寺正金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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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되고 성종 6년(1475)에 언양군(彦陽郡)으로 봉해졌

다.25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이 되어 영정각

에 봉안되어 있는 김관 초상(그림 4)26은 단령 목 부근의 

녹색 답호, 단령 옆선의 트인 부분으로 보이는 녹색 답호

와 홍색 철릭 등은 나머지 3점의 적개공신 초상에 보이는 

양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사모 형태, 흉배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2. 중종대 공신 책록과 공신 초상

1) 정국공신과 공신 초상

정국공신(靖國功臣)은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4∼

1506)을 폐위하고 중종을 추대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

에게 내린 공신 칭호이다. 정국공신은 처음 1등에서 3등

까지 구분하여 공신들을 책정하였으나, 나라의 사정이 어

렵다는 이유로 3등 내에서 다시 3등과 4등으로 구분하여 

1등(12인), 2등(13인), 3등(31인), 4등(53인)까지 총 105

인을 정국공신으로 책록하였다(표 2). 정국공신의 상사

(賞賜)는 익대공신(翊戴功臣)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였으

며27, 공신의 인원을 정한 이듬해 9월(1507) 각 등급별 공

신들에게 공신의 칭호와 품계, 관직 등을 내려 주고, 동년 

10월 북단에서 회맹제를 거행하였다.28 이후 정국공신들

은 공신 책록 당시 원훈의 자제이거나 혹은 공적 없이 녹

훈된 자들이 많다는 대신들의 상소로 인하여 67여 명에 

이르는 공신들을 공적에서 삭훈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대로 두게 되었다.29

정국공신의 초상은 정국공신 1등인 유순정(柳順汀, 

1459∼1512) 초상과 홍경주(洪景舟, ?∼1521) 초상, 2등에 

책록된 변수(邊脩, 1447∼1524) 초상, 그리고 4등에 책록

된 유홍(柳泓, 1483∼1551)과 이우(李堣, 1469∼1517) 초

상을 확인하였다.

정국공신 1등에 책록된 유순정은 1품에 해당하는 보

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가자되고 청천부원군(菁川

府院君)에 봉해졌다.30 현전하는 유순정 초상은 총 5점으

로 전신상 3점과 반신상 2점이 있다. 5점의 초상화 중 1점

은 경기도박물관(전신상)에 소장되어 있다. 나머지 4점

(전신상 2점·반신상 2점)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31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순정 초상32에

는 시호가 성렬(成烈)로 되어 있으나(그림 5), 경기도박물

관 소장본33에는 문성(文成)으로 되어 있다(그림 6).34 유

순정의 사후에 내려진 시호는 문정(文定)이었다.35 명종 

그림 5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정국공신  

유순정 초상 

(서울역사박물관 

2011: 84).

그림 6  경기도박물관  

소장 정국공신 

유순정 초상 

(문화재청 2007: 

115).

그림 7  정국공신 홍경주 

초상(남양 홍씨 

도열공 종택) 

(장서각 2012: 

75).

25 『성종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1일(경자).

26 김관 초상[2020.02.18 검색]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reurl.kr/DA68B45RW.

27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0월 7일(임자).

28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9월 6일(병오); 9월 25일(을축).

29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1일(신축); 11월 21일(신해).

30 『國朝人物續考』 卷1, 「相臣」 11전후.

31 서울역사박물관, 2011, 『한양의 진주유씨』, p.175. 

32 위의 책, p.9.

33 경기도박물관, 2008, 『초상화의 비밀』, p.56. 

34 위의 책, p.60. 

35 『중종실록』 17권, 중종 7년 12월(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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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565) 중종의 계비 시호가 문정36으로 정해지면서 

유순정의 시호는 ‘성렬’로 바뀌었으며, 이후 다시 ‘문성’으

로 바뀌었다.37

따라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그림 5>는 명종 20

년(1565) 이후 이모되었으며, 경기도박물관 소장본 <그림 

6>은 더 늦은 시기에 이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그려

표 2 정국공신 명단(1506. 09)

등급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등 

(8인)

박원종(朴元宗) 1467∼1510 성희안(成希顔) 1461∼1513 유순정(柳順汀) 1459∼1512

유자광(柳子光) 미상∼1512 신윤무(辛允武) 미상∼1513 박영문(朴永文) 미상∼1513

장정(張珽) 미상∼1508 홍경주(洪景舟) 미상∼1521

2등 

(13인)

이효성(李孝誠) 미상∼1518 심순경(沈順徑) 1462∼1542 변수(邊脩) 1447∼1524

최한홍(崔漢洪) 1469∼1529 윤형로(尹衡老)  미상∼미상 조계상(曺繼商) 1466∼1543

유순(柳洵)  1441∼1517 김수동(金壽童)  1457∼1512 김감(金勘) 1466∼1509

이계(李誡) 1453∼1510 이계남(李季男)  미상∼1512 구수영(具壽永) 1456∼1523

이활(李𤂾) 미상∼미상

3등 

(31인)

고수겸(高守謙) 미상∼미상 심형(沈亨)  미상∼미상 황탄(黃坦) 1462∼미상

유세웅(柳世雄) 미상∼미상 유계종(柳繼宗)  미상∼미상 윤사정(尹士貞)  미상∼미상

이심(李𦸂) 미상∼미상 이식(李軾) 미상∼미상 민회발(閔懷發)  미상∼미상

민회창(閔懷昌)  미상∼미상 허상(許磉)  미상∼미상 장온(張溫)  미상∼미상

구현휘(具賢暉) 미상∼미상 백수장(白壽長)  1469∼1543 이극정(李克正)  미상∼미상

이석번(李碩蕃) 미상∼1541 김우증(金友曾) 미상∼미상 이손(李蓀)  1439∼1520

신준(申浚) 1444∼1509 정미수(鄭眉壽)  1456∼1512 박건(朴楗)  1434∼1509

유경(柳坰) 미상∼미상 김수경(金壽卿)  미상∼미상 정윤겸(鄭允謙)  1463∼1536

송일(宋軼) 1454∼1520 강혼(姜渾)  1464∼1519 한순(韓恂)  미상∼1550

김경의(金敬義) 미상∼미상 이함(李菡)  1470∼1534 심정(沈貞) 1471∼1531

윤탕로(尹湯老) 1466∼1508

4등 

(53인)

변준(卞儁)  미상∼미상 변사겸(邊士謙) 미상∼미상 한숙창(韓叔昌) 1478∼1537

박이검(朴而儉) 미상∼미상 유영(柳濚) 미상∼미상 성희옹(成希雍) 1464∼1526

윤형(尹衡) 미상∼미상 신윤문(辛允文) 미상∼미상 홍경림(洪景霖)  미상∼1545

강지(姜漬) 미상∼미상 윤금손(尹金孫)  1458∼1547 유응룡(柳應龍) 미상∼미상

윤탄(尹坦) 미상∼미상 신수린(申壽麟)  미상∼미상 조세훈(趙世勛) 1483∼1539

한세창(韓世昌) 1478∼1530 이맹우(李孟友) 미상∼미상 윤여필(尹汝弼)  1466∼1555

이성동(李盛同) 미상∼미상 유승건(柳承乾) 미상∼미상 이성동(李盛同) 1471∼미상 

이종의(李宗義)  1462∼1520 허광(許礦) 미상∼미상 이한원(李翰元)  미상∼미상

유홍(柳泓) 1483∼1551 이기(李夔) 미상∼미상 성율(成瑮) 미상∼미상

조원륜(趙元倫) 미상∼미상 김선(金瑄) 미상∼미상 민효증(閔孝曾) 미상∼1513

윤장(尹璋) 미상∼미상 조계형(曺繼衡) 미상∼미상 이우(李堣) 1469∼1517

김극성(金克成) 1474∼1540 황맹헌(黃孟獻) 미상∼미상 성몽정(成夢井) 1471∼1517

이세응(李世應)  1473∼1528 장한공(張漢公) 1465∼1535 한사문(韓斯文) 1446∼1507

김임(金任)  미상∼미상 박영창(朴永昌) 미상∼미상 박영분(朴永蕡)  미상∼미상

조계은(曹繼殷)  미상∼미상 이당(李𧭢) 1454∼1485 박이온(朴而溫) 미상∼미상

이희옹(李希雍)  미상∼1541 이성언(李誠彦)  미상∼1534 신은윤(辛殷尹) 1458∼1508 

윤희평(尹熙平)  1469∼1545 강윤희(康允禧)  미상∼미상 이창(李敞)  미상∼미상

최유정(崔有井) 미상∼미상 채수(蔡壽)  1449∼1515 총 158인(초상 3점 분석)

36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4월 12일(무인).

37 서울역사박물관, 2011, 앞의 책,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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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에서는 단령 겉감에서 문양을 

확인할 수 없으나, 후대에 그려진 경기도박물관 소장본에

서는 단령 겉감의 운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점의 

초상은 사모에 직금공작흉배가 부착된 아청색 단령, 서대

(犀帶), 단령 옆선으로 보이는 홍색 답호와 초록색 철릭, 

그리고 흑화 등 유사한 복식 양상을 하고 있다.

정국공신 1등에 책록된 홍경주는 가정대부(嘉靖大

夫, 종2품)에 가자되고 남양군(南陽君)에 봉해졌다.38 이

후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정2

품), 도승지를 거쳐 중종 8년(1513)에는 숭록대부(崇祿

大夫, 종1품)에 가자되었다.39 남양 홍씨 도열공 종택에 

소장되어 있는 홍경주 초상40은 문관 2품에 해당하는 운

안 흉배와 1품에 해당하는 서대 차림으로, 흉배와 품계

가 일치하지 않는다(그림 7). 또 사모 양각에서는 조선 

후기 공신 초상의 사모 양각에 보이는 무아레(moiré) 무

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 18세기 이후에 이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국공신 2등에 책록된 변수는 가선대부(종2

품)에 가자되고 원천군(原川君)에 책봉되었다.41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18호로 지정되어 있는 변수 초상42은 여

러 번의 개수를 거쳐 변수묘의 영당[不祧之廟]에 모셔져 

있다(그림 8). 변수 초상에 보이는 흉배를 비롯한 단령 색

상, 겉감의 문양, 단령 옆선으로 확인되는 단령 받침옷 등

은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정국공신 4등에 책록된 이우(李堣)는 가선대부에 가

자되고 청해군(靑海君)에 봉해졌다.43 진성 이씨 송당종

택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이우 초상44은 문관 2품

에 해당하는 운안 흉배와 종2품에 해당하는 소금대 차림

이다(그림 9). 이우의 초상은 후대 이모본으로 추정되지

만 정국공신으로 책록될 당시의 품계에 맞는 흉배와 품대

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국공신 4등으로 책록된 유홍(柳泓)은 사복시 주부

에 임명되고 동왕(同王) 2년(1507)에는 형조정랑(刑曹正

郎)으로 승진하였다. 동왕 6년(1511) 무과에 급제하여 사

복시 부정, 훈련원 부정 등을 거친 후, 당상의 품계를 받

고 외직으로 나가 제포첨사(薺浦僉使)가 되었다.45 서울

역사박물관의 유홍 전신교의좌상46은 흉배 없는 아청색 

단령에 은대(銀帶)로 추정되는 품대 차림이다(그림 10). 

흉배가 없는 것으로 보아 4품 이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정국공신 변수  

초상(국립민속박

물관 2000: 11).

그림 9  정국공신 이우 

초상(한국국학진

흥원 소장)(장서

각 2012: 79).

그림 10  정국공신 유홍 

초상(서울역사

박물관 소장)(문

화재청 2007: 

121).

38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13일(기축); 9월 14일(경인).

39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0월 27일(임신);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9월 6일(병오);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14일(계축).

40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75. 

41 국립민속박물관, 2000,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원주변씨 출토유물 기증전』, p.87. 

42 위의 책, p.11.

43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8일(갑신); 9월 13일(기축); 9월 14일(경인).

44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79. 

45 『國朝人物考』 卷32, 「武弁」, 75후∼76전. “ …… 正德丙寅成烈推戴 中廟整安國步公以元勳親子參錄靖國功臣 初授司僕寺主簿 丁卯陞刑曹正郎移工曹 …… 辛未中

武擧陞授司僕寺副正冬遭內艱乙亥服闋復拜訓練副正未幾授堂上階出爲薺浦僉使 …… ”.

46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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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난공신과 공신 초상

정난공신(定難功臣)은 중종 2년(1507) 이과(李顆, 

1475∼1507)의 옥사를 처리하고 책봉된 공신을 말한다. 

반정 직후 정국원종공신 1등에 추록된47 이과는 정국공신 

중심의 지배 체제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노영손

(盧永孫, 생몰 미상)이 모반으로 고변48하게 됨으로써 이

과는 처형을 당하였다. 중종 2년(1507) 9월 이과의 고변

과 추국 과정에 참여한 이들을 1등(5인), 2등(5인), 3등(11

인)으로 나누어 <표 3>과 같이 21인49을 공신으로 책록

하고, 동월 25일에는 회맹제를 거행하였다.50 동년 11월에

는 근정전(勤政殿)에서 정난공신들의 분축(分軸)을 행하

였다.51 하지만 중종 12년(1517) 노영손을 제외한 나머지 

20인의 정난공신은 공적에서 삭훈된다.52

정난공신 중 확인한 초상은 1등에 책록된 유순정 초

상과 2등에 책록된 홍경주 초상이다. 정난공신 1등에 책

록된 유순정은 정1품 당상에 해당하는 대광보국숭록대부

(大匡輔國崇祿大夫)에 가자되었으며, 정난공신 2등에 책

록된 홍경주는 정2품 당상에 해당하는 정헌대부(正憲大

夫)에 가자되었다.53 중종 12년(1517) 노영손을 제외한 공

신들이 공적에서 삭훈되었기 때문에 현전하는 유순정 초

상 <그림 5, 6>과 홍경주 초상 <그림 7>은 정국공신 초

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제2기 공신 초상 관복의 조형적 
 특징

고려 말 단령 관복 제도에서 비롯된 조선시대 문무

백관의 단령 관복 제도는 단령에 오사모, 흉배, 품대, 화

자(靴子)를 기본으로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공신 초상 인물의 관복이 다양한 

잡색(雜色)으로 표현된 시기를 관복 제1기로 규정하고 관

복의 구성품별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복 제1기에

는 단령의 색상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조정의 위의와 

문채를 위하여 옅은 색의 단령 착용은 금하였다. 관복 1

기에 속하는 공신 중 개국공신(開國功臣)인 이제(李濟, 

미상∼1398) 초상54에서는 짙은 색의 단령을 확인하였으

표 3 정난공신 명단(1507. 9)

등급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등

(5인)

유순(柳洵)  1441~1517 박원종(朴元宗)  1467~1510 유순정(柳順汀)  1459~1512

윤탕로(尹湯老)  1466~1508 노영손(盧永孫) 미상∼미상

2등

(5인)

민효증(閔孝曾)  미상∼1513 이계남(李季男)  미상∼1512 박인손(朴仁孫) 미상∼미상

홍경주(洪景舟) 미상∼1521 이유청(李惟淸) 1459~1531

3등 

(11인)

설맹손(薛孟孫) 미상∼미상 김은(金銀) 미상∼미상 성윤(成胤) 미상∼미상

홍숙(洪淑)  1464~1538 안당(安瑭)  1461~1521 이계복(李繼福) 미상∼미상

황맹헌(黃孟獻) 미상∼미상 김세준(金世準) 미상∼미상 권희맹(權希孟)  1475~1525

신영홍(申永洪) 미상∼미상 김양언(金良彦) 미상∼미상 총 22인(초상화 2점 분석)

47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6월 23일(을미).

48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8월 26일(정유).

49 공신 명단은 공신 책봉 초기의 명단으로 공적에서 삭훈되기 이전의 명단이다. 

50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9월 6일(병오); 9월 25일(을축).

51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11월 30일(기사). “上御勤政殿, 行定難功臣分軸, 宴用女樂”.

52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4일(기해).

53 『중종실록』 4권, 중종 2년 9월 6일(병오).

54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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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는 18세기에 이모된 것이었다. 정사·좌명공신(定社·

佐命功臣)인 이천우(李天祐, 미상∼1417) 초상55에서는 옅

은 색의 단령을 확인하였다. 아직 색상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초상을 제외하고는 단

령 안의 답호와 철릭 역시 정해진 색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관원들의 품계는 흉배와 품대에 의해서 구

별된다. 단종 4년(1454) 12월의 흉배 제도 제정 이전에는 

품대에 의해서만 품계를 구별할 수 있었으나 흉배 제도 

제정 이후에는 흉배와 품대에 의해서 품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신 초상의 인물이 아청색의 ‘예복 흑

단령’과 ‘시복 흑단령’ 차림으로 표현되기 시작하고 명칭이 

정해지는 시기를 관복 제2기로 규정하고 관복 구성품별 

조형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관복 2기에 속하는 공신의 

현전하는 공신 초상 중 전신이 묘사된 초상 7점, 즉 세조대 

적개공신인 손소 초상 <그림 1>, 오자치 초상 <그림 2>, 

장말손 초상<그림 3>, 중종대 정국공신인 유순정 초상 

<그림 6>, 홍경주 초상 <그림 7>, 이우 초상 <그림 9>, 

유홍 초상 <그림 10>을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1. 사모

단령과 함께 착용하는 사모는 2단으로 구성된 모체

(帽體)와 사모 뒤쪽의 좌우 양각(兩角)으로 구성된다. 관

복 1기에 해당하는 공신 중 조선 초기 삼공신 초상의 사

모56는 모체는 낮고 모정은 둥글며 완만한 형태를 하고 있

다(그림 11). 사모 양각은 좁고 짧으며, 아래로 처져 있는 

형태이다. 이후 정난공신(靖難功臣)인 신숙주 사모57에서

는 모체는 훨씬 높아지고, 양각은 길어지며(그림 12), 좌

리공신(佐理功臣, 1471)인 이숭원(李崇元, 1428∼1491) 

사모58에서는 아래로 처져 있던 양각이 수평으로 변하였

다(그림 13). 관복 1기에 해당하는 공신 초상에서는 사모

뿔에 무늬가 없는 단사각(單紗角)이 확인되었다.

좌리공신 책록 후 5년이 지난 1476년에 제작된 적개

공신 초상의 사모(그림 14∼16)는 좌리공신인 이숭원의 

사모(그림 13)보다 모체의 높이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

다. 사모 양각은 시작과 끝부분은 좁지만 중간 부분이 넓

은 타원형으로 변화하였으며, 사모 양각에 무늬는 보이지 

않는다.

중종대 정국공신의 사모는 모체가 낮은 적개공신의 

사모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나, 모정 부분이 좀 더 좁아지

고 모체의 상부가 앞으로 휘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그림 

17~20). 사모 양각은 전체적으로 너비의 변화가 거의 없

는 타원형으로 표현되었다. 홍경주의 사모(그림 18)를 제

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유순정 초상 중 

그림 11  개국공신 이제 

사모(장서각 

2012: 26).

그림 12  정난공신 신숙

주 사모(장서

각 2012: 51).

그림 13  좌리공신 이숭

원 사모(어진

박물관 2019: 

18).

그림 14  적개공신 손소 

사모(문화재청 

2007: 460).

그림 15  적개공신 오자

치 사모(문화재

청 2007: 457).

그림 16  적개공신 장말

손 사모(문화재

청 2007: 423).

55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37.

56 위의 책, p.26. 

57 위의 책, p.50. 

58 어진박물관, 2019, 『이렇게 뵙습니다』,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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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관 초상의 사모 양각(표 4-❶-A)에서는 운문

(雲紋)이 확인되지만 서울역사박물관 초상의 사모 양각

(표 4-❶-B)에서는 정확한 문양 파악이 어렵다. 이우 초

상의 사모 양각(표 4-❸)에서도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홍경주 사모(표 4-❷)에서는 무아레 무늬가 나타난

다. 공신 초상 중 사모 양각에서 무아레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6년(1680)의 보사공

신(保社功臣) 초상 사모59에서이다. 홍경주 사모 양각의 

무아레 무늬는 영조 24년(1748) 남유용(南有容, 1698∼

1773) 사모 양각의 무아레 무늬와 유사하다(그림 21).60

정국공신 초상의 사모와 유사한 형태의 사모는 중종 

37년(1542) 〈연정계회도(蓮亭契會圖)〉(그림 22)61와 명종 

5년(1550)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그림 23)62 

속의 인물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모정이 좁고 앞으

로 휘어진 사모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정

국공신 초상에서 확인한 사모와 유사한 형태의 사모가 16

세기 중반까지는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순정과 이우 초상의 단령 겉감에서는 공통적으로 

무늬가 확인되나 사모 양각의 무늬 유무에서는 차이를 보

인다. 두 공신은 공신 책록 시 당상관에 해당하는 품계에 

가자되었으므로 유사한 복식 양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속대전(續大典)』에 기록되어 있는 당상관 이상의 문사각

(紋紗角) 사모 제도63는 관복 2기 공신 초상에는 아직 적

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단령

1) 단령의 색상과 문양

공신 초상 관복 1기에 해당하는 조선 초기 백관들의 

단령 색상은 색상 규정이 없는 잡색 단령임을 개국공신 

그림 17  정국·정난공신 유순정 사모

(문화재청 2007: 115).

그림 18  정국·정난공신 홍경주 사모

(장서각 2012: 75).

그림 19  정국공신 이우 사모(장서각 

2012: 78).

그림 20  정국공신 유홍 사모(문화재

청 2007: 121).

표 4 정국공신 사모와 사모 양각 무늬

❶유순정 사모 ❷ 홍경주 사모 ❸ 이우 사모 

A B

그림 21  남유용 초상 

사모(국립중 

앙박물관 제공).

그림 22  〈연정계회도〉

1542년경(국립 

중앙박물관 제공).

그림 23  〈호조낭관계회도〉

1550년경(국립중

앙박물관 2002: 

147).

59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182.

60 남유용 초상[2020.06.09 검색] 국립중앙박물관, http://reurl.kr/2708C71DDZ.

61 윤진영, 2015, 『조선시대의 삶, 풍속화로 만나다: 관인, 사인, 서민 풍속화』, 다섯수레, p.13. 

62 국립중앙박물관, 2002, 『초상화의 비밀』, p.32.

63 『續大典』 卷3, 17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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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초상64과 정사·좌명공신인 이천우 초상65 등에서 확

인하였다.

옅은 색상의 단령 착용을 금하는 것은 세종대까

지 이어져 소복에 가까운 토홍·옥색의 착용을 금하였으

며, 압두록색 면포와 홍색 명주를 내어 주면서 중국 제도

에 의거하여 단령을 만들어 입도록 하였다.66 세종 28년

(1446) 조회 시 착용하게 한 흑색 조의(朝衣)에 대한 논의

는 흑단령의 시작67을 의미한다.

성종 2년(1471)에도 진현 시 흑단령[黑衣]을 착용하

고68, 상참·조계 외에 입시할 시에는 흑단령[黑圓領]을 착

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69 성종 19년(1488)에는 조참 시, 

아청색으로 된 흑단령을 착용하도록 하였다.70 한편 『경국

대전(經國大典)』(1485)에 ‘당상관은 상복에 사·라·능·단을 

사용한다.’71 라고 하였는데 이어서 흉배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보아 『대전』의 상복은 흉배가 부착되는 의례용 단

령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학봉집(鶴峯集)』

에서는 흑단령의 소재로 금(錦), 견(絹), 면포(綿布)가 사

용된다고 하였다.72 흑단령에 고급 옷감을 사용한 것은 흑

단령이 예복, 즉 의례용 단령이었기 때문이다.73 성종 18

년(1487)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자의 복색을 의논하는 자

리에서 ‘북경에 가는 사신이 시복(時服)을 착용한 것은 유

래가 오래되었으며, 사모·품대로 반열에 따르는 것은 실

례되지 않는다’74라고 하였다. 상복과 시복이 서로 혼용되

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때의 단령은 ‘예복 흑단령’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종 7년(1476)에 제작

된 적개공신 초상은 ‘예복 흑단령’ 차림이라 할 수 있다.

‘예복 흑단령’을 시복으로 지칭하는 것은 『악학궤범

(樂學軌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정전 예연 시 ‘3인의 

악사 중 1인은 사모·품대에 흑단령을 입는데, 이 악사는 

협률랑(協律郎)으로 연향 절차를 지휘한다.’75라고 하였

다. 그리고 성종조의 전정헌가(殿庭軒架)에서는 ‘연향의 

경우, 지휘악사는 시복을 착용한다.’76 라고 하였다. 즉 지

휘악사가 착용하는 시복이 흑단령임을 알 수 있다.

중종 5년(1510)에는 흑단령과 사모를 예복(禮服)이라 

하고, 동왕 13년(1518)에는 시복(時服)을 아청색이라 하여 

흑단령을 시복으로 지칭하고 있다.77 동왕 14년(1519) 조정

의 복색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상참과 조참에는 시복을 입

고, 경연에서는 상복을 입어야 한다’78하여 단령의 용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할 때, 정국

공신 초상은 ‘시복 흑단령’ 차림이라 할 수 있다.

이긍익(李肯翊, 1736∼1806)의 『연려실기술(燃藜室

記述)』에서는 ‘시복 흑단령, 상복 홍단령’79이라 하여 시복

64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26. 

65 위의 책, p.37.

66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13일(갑인);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일(병자).

67 이은주, 2005, 「조선시대 백관의 時服과 常服 제도 변천」 『服飾』 55(6), p.43. 

68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5일(병자).

69 『성종실록』 23권, 성종 3년 19월 23일(병술).

70 『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1일(을유).

71 『經國大典』 卷3, 「禮典」 儀章條.

72 『鶴峯集』 卷6, 「雜著」.

73 이은주, 2005, 앞의 논문, p.43.

74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28일(무술).

75 이혜구 역주, 2000,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p.134.

76 위의 책, p.125.

77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3월 9일(갑자);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9월 27일(갑자).

78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8일(경오). “ …… 朝廷之人, 服色各異, 若常參、朝參, 則必着時服, 至於經筵, 則着常服. …… ”. 

79 『燃藜室記述』 別集 13, 「政敎典故」, 冠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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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복의 색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학봉집』에서

는 ‘시복은 흑단령을 입는데, 금, 견, 면포의 세 등급이 있

다. 상복은 홍단령을 입는데, 견과 면 두 등급이 있다.’80 

라고 하여 시복과 상복의 색상과 소재에 대하여 언급하

고 있다.

중종대에는 사치 풍조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회·공연

에 참석할 때만 사라능단을 허락하였으며81, 이후에도 사

라능단의 사용을 금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되었다. 중종 

11년(1516) 사라능단의 사용을 금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왕이 ‘사라능단은 옛적부터 사용하던 것이므로 

일체 금할 수 없으며, 더욱이 흉배는 능단 옷이 아니면 붙

일 수 없다’82 라고 한 것은 흉배가 부착되는 시복 흑단령

은 무늬가 있는 고급 비단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는 부분이다.

관복 2기 공신 초상 중 세조대 적개공신 초상의 단

령 겉감에는 무늬가 보이지 않는다(그림 24~26). 그러나 

중종대 정국공신 초상 중 유순정 초상의 단령 겉감(그림 

27)과 홍경주 초상의 단령 겉감(그림 28), 그리고 이우 초

상의 단령 겉감(그림 29)에서는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신 책록 당시 당하관의 품계에 가자된 유홍 초상

의 단령 겉감에서는 무늬를 확인할 수 없다(그림 30). 공

신들의 초상이 후대에 이모된 것들이라고는 하나 원본에 

가깝게 그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관복 2기에는 

중종대 정국공신부터 당상관 단령 겉감에 운문(雲紋)이 

표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국공신 2등에 책록

되어 종2품에 해당하는 가선대부에 가자된 변수 묘에서 

출토된 단령83에서도 운보문(雲寶紋)이 확인되어 당상관 

이상은 사라능단을 사용하게 한 당시의 규제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그림 31).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관복 2기에 해당

하는 공신 초상의 단령은 아청색 흑단령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적개공신 초상에

서 확인되는 ‘예복 흑단령’으로 단령 겉감에서 무늬는 확

인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정국공신 초상에서 확인

되는 ‘시복 흑단령’으로, 무늬 있는 비단을 허용하였던 당

그림 24 손소 단령 겉감. 그림 25 오자치 단령 겉감. 그림 26 장말손 단령 겉감.

그림 27  유순정 단령 

겉감(운문).

그림 28  홍경주 단령 

겉감(운문).

그림 29  이우 단령 겉감

(운문).

그림 30  유홍 단령 겉감

(무문).

그림 31 변수 묘 단령과 단령 겉감 운보문(국립민속박물관 2000: 52). 

80 『鶴峯集』 6권, 「雜著」. “時服則烏帽, 黑團領. 【有錦絹綿布三等】 品帶, 黑靴. 常服則烏帽, 紅團領. 【有絹綿二等】 品帶. 黑靴”.

81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1월 9일(계묘).

82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26일(갑술).

83 국립민속박물관, 2000, 앞의 책,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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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단령 겉감에서는 운문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늬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던 당하관의 단령 겉감

에서는 무늬가 표현되지 않아 규정이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단령의 무 양식

선행 연구를 통해 관복 1기의 공신 초상에 표현된 단

령84에서는 단령 옆트임 안으로 주름을 접어 넣어 정리한 

‘안주름무’85를 확인한 바 있다(그림 32). 그러나 관복 2기 

공신 초상의 단령(그림 33∼39) 무 양식은 제1기 공신 초

상의 단령 무 형태와는 달리 표현되어 있다. 제2기 적개

공신과 정국공신 초상의 단령에서는 밖으로 돌출한 동일 

형태의 무(그림 33∼39)를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이 시기 

공신 초상의 단령 무는 ‘안팎주름무’라고 할 수 있다.

‘안팎주름무’ 양식은 출토 유물에서도 보이는데, 김

흠조 묘 단령(그림 40)86과 1998년 4월, 경북 안동시 정하

동에서 출토된 이응태(李應台, 1555∼1586) 묘 단령(그림 

그림 32  신숙주 초상 안주름무(장서

각 2012: 51).

그림 33  장말손 초상 안팎주름무(문

화재청 2007: 423).

그림 36  유순정 초상 안팎주름무(문

화재청 2007: 115).

그림 37  홍경주 초상 안팎주름무(장

서각 2012: 75).

그림 34  손소 초상 안팎주름무(문화

재청 2007: 460).

그림 35  오자치 초상 안팎주름무(문

화재청 2007: 457).

그림 38  이우 초상 안팎주름무(장서

각 2012: 78).

그림 39  유홍 초상 안팎 주름무(문화

재청 2007: 121).

84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51.

85 김미경·이은주, 2020, 앞의 논문, p.195.

86 소수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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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에서도 ‘안팎주름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응태 묘 단

령은 김흠조 묘 단령보다 단령 전체의 길이와 옆선의 길이

는 짧아졌으나 동일한 무 양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적개공신 초상에서는 단령의 무 부분을 통해서 

단령과 답호의 안감이 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단령의 안쪽이 홍색이라는 것은 겉감과 다른 색상의 안

감이 사용된 겹단령88이라고 할 수 있다. 겹단령의 다른 명

칭인 겹원령 기록은 성종 14년(1483) 기록89까지 확인된다.

그러나 정국공신 초상에서는 답호의 홍색 안감은 확

인되나 단령의 안감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즉 정

국공신 초상부터는 홑단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3년 3월 경북 영주의 김흠조(金欽祖, 1461∼1528) 묘에

서 출토된 7점의 단령 또한 모두 홑으로 제작된 것90이다.

3) 흉배

조선시대 흉배 제도는 단종 2년(1454) 12월 종친과 

친공신(親功臣)91 2품 이상 등의 관원들에게 처음 흉배단

령을 착용하게 함92으로써 시작되었다. 명나라의 예제에 

따라 문·무관 3품까지 흉배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문관

의 경우 1품은 공작(孔雀)흉배, 2품은 운안(雲雁)흉배, 그

리고 3품은 백한(白鷴)흉배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무관

의 경우, 1·2품 호표(虎豹), 3품은 웅표(熊豹)를 사용하게 

하였다.93 공신 초상에 보이는 흉배와 품대는 공신이 책록 

시에 내려 받은 품계에 맞게 그리는데94 적개공신 초상에

는 초상화를 그린 성종 7년(1476)의 품계에 따른 흉배가 

묘사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적개공신 2등인 손소는 공신 책록 시 통훈대부(당

상 정3품)에 가자되었다. 책록 당시의 모습으로 그려졌

다면 손소 초상의 흉배는 백한흉배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초상화에는 문관 2품에 해당하는 운안흉배95가 그

려져 있다(그림 42). 손소는 성종 4년(1473)에 가선대부

(종2품) 행 안동대도호부사를 거쳐 동왕 7년(1476) 가선

대부 행 진주목사에 봉해졌다.96 따라서 손소 초상은 공

신 초상이 그려진 성종 7년(1476)의 품계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적개공신 2등인 장말손은 공신 책록 시 조봉대부(종

4품)에 가자되었다. 성종 2년(1471)에 정3품인 절충장군

이 되었고 성종 7년(1476)에 종2품 가선대부가 되었다.97 

장말손은 책록 당시에는 흉배를 사용할 수 없는 종4품이

었으나 초상에서는 문관 3품의 흉배인 백한흉배98가 확인

그림 40  김흠조(1461∼1528) 묘  

단령 안팎주름무(소수박물관 

제공).

그림 41  이응태(1555∼1586) 묘  

단령 안팎주름무(안동대학

교박물관 제공).

87 안동대학교박물관 제공.

88 여기에서의 겹단령이란 조선 후기에서 볼 수 있는 단령과 더그레(직령)가 겹쳐진 겹단령이 아니라 겉감과 안감이 모두 단령인 겹단령을 의미한다.

89 『성종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12일(갑진).

90 이은주, 1998, 「金欽祖(1461∼1529) 분묘의 출토복식 자료분석」 『判決事 金欽祖 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榮州市, p.216. 

91 자신이 세운 공으로 녹훈된 공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2, 『한국고전용어사전 5』, p.334.

92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일(정축). 

93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병술). 

94 윤진영, 2008, 「신경유의 靖社功臣像과 17세기 전반기 武官胸背 圖像」 『韓國服飾』 26, p.117. 

95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59.

96 『성종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11일(정묘);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6일(신미).

97 『성종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7일(경진).

98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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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그림 43). 초상이 그려지던 해에 가선대부(종2품)가 

되기는 하였으나 초상은 가선대부로 오르기 직전인 당상 

정3품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적개공신 2등에 책록된 오자치는 책록 당시 어모장

군(당하 정3품)에 가자되고 이듬해 세조 14년(1468) 4월

에 통정대부, 동년 9월에는 가선대부(종2품)가 되었다.99 

책록 당시라면 오자치 초상은 웅표흉배(3품)로 묘사되어

야 하지만 초상에는 무관 1·2품에 해당하는 호표흉배100가 

묘사되어 있다(그림 44). 이는 공신 초상이 제작되던 성

종 7년(1476) 당시의 품계에 맞는 흉배이다. 16세기 말 진

주 류씨 배위 박씨 묘에서는 오자치 초상의 흉배와 같은 

직금호표흉배101가 부착된 단령이 출토되기도 하였다(그

림 45).

한편 정국공신 초상에는 공신 책록 당시 품계에 따

른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1등으로 책록된 유순정은 보국

숭록대부(정1품)에 가자되었으며102, 초상에서는 문관 1

품 흉배인 공작흉배가 확인된다(그림 46). 정국공신 책

록 시 가정대부(종2품)에 가자된 홍경주 초상과 가선대부

(종2품)에 가자103된 이우 초상에서는 운안흉배가 확인되

어 공신 책록 시의 품계인 문관 2품에 맞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7, 48).

정국공신 4등인 유홍의 책록 당시 품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책록 시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로 임명되었다

가 형조정랑(刑曹正郎)으로 승진된 기록104을 본다면 당하

관에 해당한다. 유홍의 초상에는 흉배가 없으므로 4품 이

하의 당하관으로 옳게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답호와 철릭

답호와 철릭은 단령의 받침옷으로 공신 초상에 표현

되었는데 개국공신(1392)부터 좌명공신(1401) 초상에서

그림 42  손소 초상 운안흉배(장서각 

2012: 59).

그림 43  장말손 초상 백한흉배(문화

재청 2007: 423).

그림 46  유순정 초상 공작 흉배(문화

재청 2007: 115).

그림 47  홍경주 초상 운안 흉배(장서

각 2012: 75).

그림 44  오자치 초상 호표흉배(문화

재청 2007: 457).

그림 45  진주류씨 배위 박씨 묘 호표

흉배(경기도박물관 2006: 8).

그림 48  이우 초상 운안 흉배(장서각 

2012: 78).

그림 49  흉배 없는 유홍 초상(장서각 

2012: 73).

99 이후백 저, 이광국 역, 1992, 앞의 책, p.174. “……官階之卑策爲敵愾等二勳 樹碑記功 立閣圖形 褒賞亦異例焉 翌年四月陞通政七月進階嘉善 封羅城君……”. 

100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457.

101 경기도박물관, 2006,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 p.8.

102 『國朝人物續考』 卷1, 「相臣」 11전후.

103 『國朝人物考』 卷18, 「卿宰」 76전. 

104 『國朝人物考』 卷32, 「武弁」 75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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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답호와 철릭의 색상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난

공신(靖難功臣)(1453) 초상부터는 청색 답호와 녹색 철릭

이 일정하게 확인되었다.

세조대105나 성종대106에 중국 사신들에게는 다양한 

색상의 답호와 철릭을 하사하였으며, 공신 초상의 단령 

깃과 무 부분에서는 단령 안에 받쳐 입은 답호 색상을 확

인할 수 있다. 성종대 적개공신 초상 <그림 33∼35>에

서는 녹색 답호와 홍색 철릭이 확인되며, 중종 원년 정국

공신 초상 <그림 36∼38>에서는 홍색 답호에 녹색 철릭

이 확인된다. 성종대와 중종 초의 답호·철릭 색상은 반전

되었다. 연산군 11년(1505)에 연향과 모든 거둥에 당상

내관은 대홍색의 답호를 착용하도록 하고 당하내관은 초

록·남·유청을 답호와 철릭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데107 이 

색상이 정국공신 초상의 당상·당하 관원의 색상과 일치

한다. 정국공신 초상의 복식 양상은 당상관과 당하관의 

관복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시기

마다 변화는 있으나 단종대 이후 당상·당하 신분에 따라 

관행적으로 착용한 받침옷의 색상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

된다.

아울러 허리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염낭과 장도 등의 

장식물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36∼39). 철릭의 허리띠에 

매단 것으로 보이는데 선조대 공신인 한응인 초상과 홍진 

초상, 그리고 선무공신인 권협 초상에서 유사한 장식물이 

확인된다.108

4. 품대

조선시대 품대는 흉배와 함께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

낼 수 있는 상징물이었다. 단종 2년(1454) 흉배 제도가 정

해지기 이전에는 품대로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내었으나, 

흉배 제도가 정해진 이후에는 흉배와 함께 착용자의 신분

을 나타내게 되었다.

『경국대전』(1485)에서는 명나라 홍무 26년(1393) 제

도에 이등체강 원칙을 적용하되 국속의 1품용 서대(犀帶)

를 수용109한 새로운 품대 제도를 제정하였다. 즉, 1품 서

대, 정2품 삽금대(鈒金帶), 종2품 소금대(素金帶), 정3품 

삽은대(鈒銀帶), 종3품∼4품 소은대(素銀帶), 그리고 5품 

이하에서 9품까지는 흑각대(黑角帶)라는 제도로 이후 조

선 말기까지 실질적인 품대 제도로 활용되었다.

적개공신 책록 시 2등에 책록된 손소와 오자치, 장말

손은 각기 통훈대부와 어모장군, 그리고 조봉대부에 가자

되었다. 따라서 공신 책록 당시의 품계로 표현하기 위해

서는 손소와 오자치는 삽은대, 장말손은 소은대로 나타내

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손소와 오자치의 초상에서는 종2

품에 해당하는 소금대 <그림 50, 51>110가 확인되고 장말

손 초상의 품대 <그림 52>111는 검게 칠해져서 흑각대처

럼 보이지만 초상을 그린 시점의 품계가 당상 정3품이었

으므로 삽은대로 그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0  손소 초상 소금대(문화재청 

2007: 460).

그림 51  오자치 초상 소금대(국립궁

박물관 2019: 131).

그림 52  장말손 초상 소은대(장서각 

2012: 60).

105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9월 14일(병자).

106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일(경진);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2일(임진).  

107 『연산군일기』 57권, 연산군 11년 4월 10일(을축).

108 이은주·김미경, 2019, 「선조대(宣祖代) 공신초상(功臣肖像)의 복식 고찰」 『文化財』 52(1), p.141.

109 이은주, 2011,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服飾』 61(10), p.142.

110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460; 국립고궁박물관, 2019, 『궁중서화 Ⅱ』, p.131.

111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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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공신 1등에 책록되어 정1품의 보국숭록대부에 

가자된 유순정 초상에서는 서대112가 확인되었으며(그림 

53), 정국공신 4등에 책록되고 종2품의 가선대부에 가자

된 이우 초상에서는 소금대113가 확인되어 공신 책록 시 

품계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5).

정국공신 1등에 책록되고 종2품의 가선대부에 가자

된 홍경주 초상에서는 1품 서대가 확인되었다(그림 54). 

즉 공신 책록 당시의 품계와 맞지 않는데 후대 이모본으

로 이모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공신 책

록 시 품계로는 소금대로 묘사되는 것이 옳다.

정국공신 4등에 책록된 유홍은 기록을 근거로 하여 

당하관에 해당하는 품계에 가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

다. 유홍 초상의 품대114는 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문

양의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그림 56). 당하관에 해당하는 

유홍의 품계를 은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면 소은대일 것

으로 추정된다.

5. 화자

조선시대 관원들은 단령 관복에 주로 흑화를 착용하

였으나 제1기의 신숙주 초상의 백화 <그림 57>과 함께 

제2기 적개공신 초상 <그림 59∼61>에서는 백화가 묘사

되어 있다. 15세기 후기에 백화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 

적개공신 손소 백화는 신발 볼 부분이 좁아 보이며, 신발 

코는 신발 밑창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도록 위로 향하고 

있다(그림 59). 또 백화에서는 솔기선이 금색으로 표현된 

부분115이 확인된다(그림 58).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옛날에는 흑단령(黑團領)

에 흑피화(黑皮靴)를 신고 시복(時服)에는 백피화(白皮

靴)를 신었는데, 정묘조(正廟朝)에 이르러 모두 흑피화를 

정식(定式)으로 하였다.’116고 한 기록으로 보아 다른 시기

에도 간혹 백화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적개공신 초상과는 달리 정국·정난공신 초상에서는 

흑화가 확인된다(그림 62∼65). 신발 크기의 차이는 있으

나, 신발 코 부분의 올라간 정도 등 전체적인 외형은 비슷

하다. 유순정 흑화에서는 솔기선 장식이 많이 보인다(그

림 62). 당하관 유홍의 흑화에서도 유순정의 흑화처럼 발

등 위 솔기선 장식이 확인된다(그림 65). 신발 솔기선에 

연금사 등을 끼워 장식한 화자가 협금화(挾金靴)117일 가

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1품에서 3품

까지 상복에 협금화를 신고 4품 이하는 흑피화를 신도록 

하여 신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였다.118 예종 1년(1469) 

당하관이 협금화 신는 것을 금한 사실119이나 중종 12년

그림 53  유순정 초상 서대(문화재청 

2007: 107).

그림 54  홍경주 초상 서대(장서각 

2012: 75).

그림 55  이우 초상 소금대(장서각 

2012: 78).

그림 56  유홍 초상 소은대(장서각 

2012: 73).

112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107.

113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78.

114 위의 책, p.73.

115 오수원, 2018, 「조선시대 공신초상화의 회화사적 특성과 모사복원 연구:〈申叔舟肖像〉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24.

116 『林下筆記』 31권, 「순일편(旬一編)」. 

117 김미경·이은주, 2020, 앞의 논문, p.199. 

118 『經國大典』 卷3, 16전∼후.

119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9일(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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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대군과 제군을 비롯하여 종1품 이상에게 협금화

를 하사120한 것을 보면 『경국대전』의 기록이 이미 오래 전

부터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개공신과 

정국·정난공신 초상의 화자 역시 당상관의 협금화를 나

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신 책록 시 당하관이었던 유홍은 흉배 없

는 단령에 흑색의 협금화를 착용하고 있어 신분에 맞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

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관복 제2기 공신 초상의 관복 구성

품별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Ⅳ. 결론

조선 전기 세조대 적개공신(1467, 1476 초상 제작)

과 중종대 정국(1506)·정난공신(1507), 명종 원년 위사공

신(1545) 초상까지를 아청색 흑단령 차림이 등장하여 정

착하는 ‘관복 제2기’ 공신 초상으로 규정하고 초상에 나타

나는 관복 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단, 위사공신 초상은 

그림 57  신숙주 백화(문화

재청 2007: 431).

그림 58  신숙주 백화 솔기선 확대 부분(오수원 2018: 

124).

그림 59  손소 백화(장서

각 2012: 59).

그림 60  오자치 백화(국립

고궁박물관 2019: 

129).

그림 61  장말손 백화(장서

각 2012: 58).

그림 62  유순정 흑화(문화재청 2007: 

107).

그림 63  홍경주 흑화(장서각 2012: 

75).

그림 64  이우 흑화(장서각 2012: 78). 그림 65  유홍 흑화(장서각 2012: 73).

표 5 제2기 공신 초상의 복식 구성품별 비교

공신 초상
사 모 단 령

흉배 품대
답호

겉감(안감)
철릭 화자

모체 모정 문양 양각 색상(안감) 문양 무양식

적개

(1476)

장말손(당상) 낮음

넓음

없음
처음과  

끝 좁고 가운데

부분 넓음

아청(홍색) 없음 안팎주름무 백한 소은대 초록색(홍색) 홍색 협금백화

손 소(당상) 낮음 없음 녹색(홍색) 없음 안팎주름무 운안 소금대 초록색(홍색) 홍색 협금백화

오자치(당상) 낮음 없음 녹색(홍색) 없음 안팎주름무 호표 소금대 초록색(홍색) 홍색 협금백화

정국

(1506)

유순정(당상) 낮음
모정  

좁고

앞으로

휘어짐

운문

처음과  

끝 너비 변화

적음

아청색 운문 안팎주름무 공작 서대 홍색(홍색) 초록색 협금흑화

홍경주(당상) 낮음 무아레 아청색 운문 안팎주름무 운안 서대 홍색(홍색) 초록색 협금흑화

이 우(당상) 낮음 없음 아청색 운문 안팎주름무 운안 소금대 홍색(홍색) 초록색 협금흑화

유 홍(당하) 낮음 없음 아청색 없음 안팎주름무 없음 소은대 초록색(홍색) 남색 협금흑화

 [주황 색상] 규정과 다름의 표시

120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2일(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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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없었기에 당시 관복 제도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적개공신 손소, 오자치, 장말

손 초상 3점, 그리고 정국·정난공신 유순정과 홍경주, 정

국공신 이우와 유홍의 초상 4점, 총 7점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아청색 흑단령 차림으로 묘사된 관복 제2기의 적개

공신 초상은 단령의 구체적인 명칭이 확정되기 전인 ‘예복 

흑단령’을 표현한 것으로, 정국공신 초상은 명칭이 정해진 

이후의 ‘시복 흑단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예복 흑단령’ 차림의 적개공신 초상은 사모의 경우, 

성종 초 높아졌던 모체가 다시 낮아졌고 모정은 둥글게 

표현되었다. 사모 양각은 중간 부분의 너비가 넓은 타원

형인데 무늬는 표현되지 않았다. 단령 겉감과 안감에도 

무늬는 표현되지 않았으며, 아청색 겉감에 홍색 안감으로 

표현되었다. 단령 받침옷으로는 녹색 답호와 홍색 철릭

을 착용하였으며, 단령과 답호에서 ‘안팎주름무’를 확인하

였다. 제1기와 달리, 답호와 철릭의 색상이 통일되기 시

작하였다. 신발은 백화를 신고 있었다. 공신 초상의 흉배

와 품대를 볼 때 적개공신 초상은 책록 시의 품계로 그려

진 것이 아니라 초상 제작 시의 품계로 그려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복 흑단령’ 차림의 정국·정난공신 초상은 사모의 

경우, 적개공신 초상에서 낮아진 사모 모체의 형태는 그

대로 유지되면서 다만 모정 부분이 조금 좁아지고 앞으

로 휘어진 형태로 변하였으며 사모 양각 역시 타원형이지

만 전체적으로 너비가 균일한 것이 특징이었다. 일부 공

신 초상의 사모에서는 무늬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추후 모

사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복 제2기에는 사

모 양각에 무늬가 표현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흑단령의 무늬 유무를 통해 당상관과 당하관이 구

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당상관의 공신 초상 단령에는 

운문(雲紋)이 표현되기 시작하였으나 당하관 공신 초상

은 규정대로 무늬가 표현되지 않았다. 또 이전까지 표현

되었던 단령의 홍색 안감이 묘사되지 않아 홑단령으로 표

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상관 초상의 단령 받침옷으

로는 홍색 답호와 녹색 철릭을, 당하관 초상에서는 녹색 

답호와 남색 철릭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당상·당하 신분

에 따라 관행적으로 착용한 받침옷의 색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단령과 답호의 무로는 ‘안팎주름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신발은 흑화로 표현되었으며 흉배와 품대는 

공신 책록 당시의 품계로 표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

편, 위사공신 초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명종대의 기록

화를 통해 중종대의 단령 제도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공신 초상 제2기 관복 표현 양상은 

형태는 물론, 색상과 문양 등을 포함하여 당시 관행이나 

규정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단 이모하는 과정에서의 

변형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2019H1A2A1077071-글로벌박사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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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fficial Uniform (2nd period) of 
Meritorious Vassals’ Portraits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meritorious vassals’ portrait of  Jeokgae (1467, 1476), Jeongguk (1506)·Jeongnan (1507), 
and Wisa (1545) were defined as the 2nd period of  the official uniform, in which the acheongsaek HeukDanryung 
appeared and settled. A total of  seven portraits were analyzed, including three portraits of  Jeokgae (1467, portrait 
production 1476) Son-so, Oh Jachi, and Jang Malson, and four portraits of  Jeongguk (1506)·Jeongnan (1507) Yoo 
Sunjung, Hong Gyeongju, Lee Woo, and Yoo Hong. 

In the portrait of  the Jeokgae wearing a Yebok HeukDanryung, in the case of  the Samo , the height of  the Samo , 
which had been raised at the beginning of  King Seongjong, was lowered again, and the parietal part was rounded. 
The pattern was not expressed on the wide oval side wings of  the Samo . In addition, the pattern was not expressed 
on the acheongsaek Danryung , Dapho , and Cheolrik . The colors of  Dapho and Cheolrik were unified in green and 
red, respectively. The Mu of  Danryung and Dapho was expressed as ‘in and out wrinkled Mu ’, and the shoes were 
expressed in Baekhwa. Another feature is that the Jeokgae’s portrait is expressed not as the Pumgye at the time of  
appointment, but as the Pumgye of  the portrait production time.

In the portrait of  the Jeongguk·Jeongnan wearing a Sibok HeukDanryung , the height of  the Samo lowered from 
the Jeokgae was maintained, while the parietal part was slightly narrowed and bent forward. The side wings of  the 
Samo were expressed as an oval with a uniform width, and still the pattern was not expressed on the side wings. The 
pattern was not expressed in the costume of  the Danghagwan’s portrait, but the cloud pattern began to be expressed 
in the costume of  the Dangsanggwan ’s portrait. And the Danryung was expressed as single Danryung without lining. 
In the portrait of  Dangsang , the red Dapho and green Cheolrik were expressed, and in the portrait of  Dangha , 
the green Dapho and blue Cheolrik were expresse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color of  the undergarment 
was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Dangsang and Dangha . In Danryung and Dapho , the ‘in and out wrinkled Mu ’ 
were maintained. The shoes were expressed in Heukhwa, and the rank badge and rank belt reflect the Pumgye at 
the time of  the appointment. On the other hand, the portrait of  Wisa could not be confirmed, but through the 
recording painting of  the reign of  King Meongjong, it was found that it was similar to the Danryung system of  the 
reign of  King Jungjong. Through the 2nd period of  the meritorious vassal’s portrait of  Jeokgae , it was confirmed 
that the HeukDanryung outfit began to be used as the official uniform of  the meritorious vassal’s portrait, and that 
the Pumgye of  the portrait production time was reflected in the portrait. After the meritorious vassal’s portrait of  
Jeongguk , the pattern began to be expressed in the costumes, and in particular, it was possible to distinguish Dasang 
and Dangha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HeukDanryung’s patter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ressed aspect of  the official uniform was consistent with the practices and regulation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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