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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795년 윤2월 12일 서장대에서 행해진 군사훈련을 그린 <서장대야조도(西將臺夜操圖)>를 중심으로 관직자의
유형별 복식과 유형별 복식의 구성에 따른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고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장대 안팎에서 왕 가까이에 위치한 관직자는 모두 34명인데 당상관 27명, 당하관 7명이었다. 34명 관직
자의 복식 유형은 모두 3종으로 갑주ㆍ융복ㆍ군복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 갑주 착용자 12명은 모두 당상관이었고,
융복 착용자 5명은 당상관이었으며, 군복 착용자는 당상관 11명과 당하관 6명이었다.
둘째, 갑주의 형태 고증은 말 타기에 적합한 여반 장군의 갑옷 유물과 『무예도보통지』의 갑주 그림을 참조하고, 착
용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갑옷의 구성품을 정하였다. 갑주의 구성품은 투구, 갑의, 갑상, 호항, 호액, 비갑에 골미를 추
가하였다. 갑주 색상은 <서장대야조도> 갑주에서 가장 표현 빈도가 높은 홍색과 녹색으로 고증하였다.
셋째, 당상 융복의 구성은 호수를 장식한 주립, 남색 철릭, 홍색 광다회, 정, 수화자로 고증하였다.
넷째, 군복 구성은 안을 올린 전립, 동다리, 전복, 요대, 전대, 수화자로 고증하였다. 군복에서 당상과 당하의 직물
차이는 문양의 유무에 있었는데 당상관은 운보문 직물을, 당하관은 문양이 없는 직물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당상관은
장식품의 세부 재료에서 옥과 금, 은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 무기는 시복, 환도, 등편, 비구와 깍지 등을 갖추었다. 정조
대 기록에는 다양한 색의 협수가 보이므로 당상관과 당하관의 동다리와 전복 색상은 다양한 배색으로 고증하였다.
이상의 고증 결과를 반영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한 복식의 시각화 자료로 제시하였다. <서장대야조도> 관직자 복
식의 고증 결과를 반영한 시각화의 기본 원칙에서 3D 콘텐츠 제작이나 실물 제작이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시대
와 신분에 따른 형태·색상·재질의 견본, 각 복식과 지물을 패용한 앞·옆·뒤 모습을 제시하고 색상은 RGB와 CMYK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갑주(甲冑), 군복(軍服), 서장대야조도(西將臺夜操圖), 융복(戎服), 화성원행도병(華城園幸圖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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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 <서장대야조도(西將臺夜操圖)>의 관직자 복식 고증

Ⅰ. 머리말

대 군사훈련 복식,6 화성 성조(城操)와 <서장대야조도>
비교 분석7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양한 산

1795년 윤2월 12일 정조와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

업 분야에서 전통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대·

데 신정초각(申正初刻,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경(五更,

상황·신분에 맞는 복식 고증과 그에 따른 시각화 작업이

새벽 3∼5시)까지 약 12시간 동안 화성(華城)에서 군사훈

요구된다.

련이 행해졌다. 군사훈련은 병조판서와 장용 외사(壯勇

이 논문에서는 <서장대야조도>를 중심으로 소장

外使)가 주관하고, 장용 외영(外營)의 화성 성정군(城丁

처별 이본(異本)을 비교 분석하고, 문헌·유물·회화·선행

軍)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과 야간 성곽 수비 훈

연구 자료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관직자 복식을 고증

련이었다. 이날 행해진 군사훈련은 1785년부터 정조가

하고자 한다. 유형별 복식과 각 복식의 구성에 따른 특징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중심으로 강화해왔던 국왕의 권위

을 살펴보고, 복식 고증 결과를 반영한 시각화 자료를 제

와 무력(武力)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1

시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장대야조도>의 3D

였기 때문에 <서장대야조도(西將臺夜操圖)>로 기록되

유·무형 전통문화 콘텐츠 제작과 가상·증강현실(VR·AR)

어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서비스, 정조대 군사관련 전통문화 재현행사에 활용될

1795년 8일간의 화성 행차에 대해서는 『원행을묘정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奎 14532), 8폭 병풍, 의궤
도, 반차도 등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8폭 병풍은 8일간
행한 다양한 의례를 포함하고 있어서 조선 정조대 의례
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회화자료이다.
1795년 화성 행차에 대한 연구는 원행(園幸)의 역사
성과 의의에 대한 연구2를 비롯하여 미술사 연구,3 정재(呈
才)에 대한 연구,4 그리고 복식과 왕실 기물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5 특히 <서장대야조도>에 대해서는 정조

1

김문식, 2015, 「을묘년 정조의 수원 행차의 그 의의」, 『정조, 8일간의 수원 행차』, 수원화성박물관, pp.270∼275.

2

김문식, 2015, 앞의 논문, pp.262~275; 임혜련, 2018, 「1795년(정조 19) 혜경궁의 화성 행차와 봉수당진찬의 특징」, 『장서각』 40, pp.229∼249; 정해득,

2016, 「1795년 을묘년 원행의 성격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79, pp.515∼542.
3

박정혜, 1991, 「<水原陵行圖屛> 硏究」, 『미술사학연구』 189, pp.27∼68; 박정혜, 2000,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장계수, 2007, 「동국대학교박물
관 소장 <奉壽堂進饌圖>」, 『불교미술』 18, pp.75∼101; 박정혜, 2011, 「우학문화재단 소장 ≪화성능행도병≫의 회화적 특징과 제작시기」, 『화성능행도병』, 용
인대학교박물관, pp.64∼96; 제송희, 2015, 「정조시대 반차도와 화성 원행」, 『정조, 8일간의 수원 행차』, 수원화성박물관, pp.276∼289; 민길홍, 2015, 「1795
년 정조의 화성 행차와 ≪화성능행도병≫의 제작 양상」, 『정조, 8일간의 수원 행차』, 수원화성박물관, pp.290∼307; 유재빈, 2015, 「≪화성행행도≫의 현황과
이본 비교」, 『정조대왕의 수원 행차도』, 수원화성박물관, pp.288∼317.

4

송혜진, 2009, 「봉수당진찬의 무대와 공연 요소 분석」, 『공연문화연구』 18, pp.413∼447; 송혜진, 2010,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봉수당진찬(奉壽堂進饌)’의 공
연사적 의의」, 『한국어와 문화』 7, pp.23∼54.

5

김선희, 2015, 「화성행궁(華城行宮) 소장 기물(器物)과 비품(備品) 연구」, 『古宮文化』 8, pp.75∼116; 최의숙, 2016, 『화성원행도병에 나타난 꽃장식에 관한 연
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숙, 2020, 『을묘년(1795) 화성 원행 시 정조 복식 고증』,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이은주, 2016, 「<서장대야조도>의 이본 비교를 통해 본 정조대 군사훈련 복식」, 『정조대왕의 수원 행차도』, 수원화성박물관, pp.318∼343.

7

이은주·제송희, 2020, 「1795년 정조의 화성 城操와 <서장대야조도> 비교 분석」, 『民族文化』 56, 한국고전번역원, pp.4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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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장대야조도> 속 관직자의
역할과 복식 유형

모두 약 10㎝씩 작은 편이다.11
≪화성원행도병≫의 도병 1~8폭의 순서가 오른쪽에
서 왼쪽으로 배열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장처별로 각 폭의

1. ≪화성원행도병(華城園幸圖屛)≫과
<서장대야조도>의 내용

주제와 도병의 배열 순서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중

1) ≪화성원행도병≫의 내용

에 각 폭의 주제와 순서가 서로 일치하고 개인본만 일치

≪화성원행도병≫8은 1795년(정조 19) 윤2월 9일부

하지 않는다.12

박본과 고궁본은 삼성본을 참고하여 새로 장황했기 때문

터 16일까지 8일 동안 국왕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
(1735∼1815)를 모시고 아버지 사도세자(1735∼1762)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 화성에 행차하여 치른 다양한 행사의
주요 장면을 그린 8폭 병풍이다.
≪화성원행도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하
‘중박본’으로 약칭),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이하 ‘고궁본’
으로 약칭),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본(보물 제1430호, 이
하 ‘삼성본’으로 약칭), 개인 소장본9(이하 ‘개인본’으로 약
칭)이 각 1좌씩 있다.

표 1 ≪화성원행도병≫ 소장처별 각 폭의 주제와 순서 비교
소장처

제8폭 제7폭 제6폭 제5폭 제4폭 제3폭 제2폭 제1폭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중앙
박물관

한강
서장 낙남헌
화성
환어 득중정
봉수당 낙남헌
주교
대야 양로
성묘
행렬도 어사도
진찬도 방방도
환어도
조도 연도
전배도

국립고궁
박물관
개인

화성 서장 한강
낙남헌
득중정
환어 낙남헌
봉수당
성묘 대야 주교
양로
어사도
행렬도 방방도
진찬도
전배도 조도 환어도
연도

2005년 보물 제1430호로 지정된 삼성본의 장황(粧
䌙)을 보면 병풍 다리가 있는 점, 그림 위·아래의 청색 직

2) <서장대야조도>의 내용

물 부분이 매우 좁은 점을 감안할 때 조선시대 장황(粧䌙)

화성에 도착한 지 2일째 되던 윤2월 12일 정조는 현

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작으로서의 의미가 크다.10 중박본

륭원에 전배(展拜)하고 돌아와서 오후와 야간에 군사훈

은 삼성본과 비교하면 밑그림, 필치 등에서 전체적으로

련[城操]을 실시하였다. 『원행을묘정리의궤』 ‘주조식(晝

차이를 보인다. 고궁본은 후대에 모사한 것으로 추정되

操式)’을 통해 주간 훈련 절차를, ‘야조식(夜操式)’을 통해

는데, 건물 구조와 인물 표현에서 중박본과 유사한 점이

야간 훈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야간 훈련 절차를 간략

많다. 개인본은 다른 소장본보다 화면 크기가 가로·세로

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8

≪화성원행도병≫은 소장처마다 명칭이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화성원행도병(덕1042)≫, 국립고궁박물관은 ≪화성능행도 병풍(창덕6409)≫, 삼성미술
관 리움은 ≪화성능행도≫, 우학문화재단은 ≪화성능행도병≫으로 부른다. 1899년(광무 3) 사도세자가 장조(莊祖)로 추존되면서 현륭원은 융릉(隆陵)으로 승
격되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현대 시점의 융릉을 감안해서 관행적으로 ≪화성능행도병≫이라고 불러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화성원행도병≫이라
는 명칭은 2012년에 간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록 제20집 -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Ⅲ』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도병의 내용이 1795년 당시 사
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으로의 행차이기 때문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견해를 따라 ≪화성원행도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민길홍,

2015, 「1795년 정조의 화성 행차와 ≪화성원행도병≫ 제작 양상」, 『정조, 8일간의 수원 행차』, 수원화성박물관, p.291 참조). 우학문화재단에 소장되었던 ≪화
성능행도병≫은 서울옥션 154회 미술품 경매(2019.12.18)에서 낙찰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매일경제 2020.07.02. ‘당신이 아는 미술, 시장이 아는 미술 ⑤ 고미술품, 레트로 열풍 타고 가격 하락 멈출까’)[2021.01.22. 검색].

9

우학문화재단의 소장본은 2019년 경매 이후 소장자를 알 수 없어 개인 소장본으로 칭하고자 한다.

10 민길홍, 2015, 앞의 논문, p.293.
11 수원화성박물관, 2015a, 『정조, 8일간의 수원 행차』, pp.34, 40, 46, 52.
12 수원화성박물관, 2015a, 앞의 책, pp.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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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윤2월 12일 서장대 야간 훈련 절차의 요약
훈련 절차
기조(起操)
폐성문(閉城門)
연거(演炬)·부거(仆炬)
낙기(落旗)
현등(懸燈)·휴식(休息)

내용
훈련의 시작[起操]을 알리고 매복할 군사들을 출발
시킴[發伏路].
성문을 닫고 성내 군사훈련을 준비함.
횃불 올리는 훈련[演炬]과 횃불 끄는 훈련[仆炬]을 함.
게양된 큰 깃발을 내림.
등을 다는 훈련[懸燈]을 하고 군사들을 휴식하도록 함.

전경(傳更)

밤 시간을 알림.

낙등(落燈)

등을 내리는 훈련[落燈]을 함.

개성문(開城門)

닫았던 성문을 엶.

수복로(收伏路)

매복한 군사들을 돌아오도록 함.

하성(下城)

그림 1 <正衙朝會之圖> 어좌 중심으로 배치된 관직자(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군사들이 군사훈련을 끝내고 성을 내려오도록 함.

(1778, 奎 10336)에 어좌(御座) 좌우에는 동일한 역할의
<서장대야조도>는 서장대 앞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

관직자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어좌의 오른쪽에 배치된 관

어 낙기(落旗) 이전의 장면임을 알 수 있다. 또 인가(人家)

직자를 역할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림 1>에

에 등(燈)이 달려 있고 군사들이 휴식하는 모습은 현등(懸

나타난 관직자들의 직위와 역할을 정리하면 <표 3>과

燈) 이후임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 그림은 중요하다고

같고 인원수는 좌우의 관직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시

생각되는 두세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13

위(侍衛)16하는 관직자들의 인원수는 글자 수에 근거하
여 기록한 것이다. 선전관(宣傳官)과 무겸(武兼)은 전수

2. <서장대야조도> 참여 관직자의 직위와 역할

(全數)라 되어 있는데 『속대전(續大典)』(1746)에 따르면

조선시대 전례서나 의궤에는 국가 의례에 동원되는

오위(五衛) 소속의 선전관은 21명[員], 무겸 50명[員]이며

문무백관·시위군사(侍衛軍士)·의장(儀仗) 등을 순서대로

선전관청(宣傳官廳) 소속 선전관은 21명, 무겸 50명이므

나열한 문반차도(文班次圖)14가 있어 각 의례에서 참여자

로 이 행사에 참여한 선전관은 총 42명, 무겸은 100명임

의 신분과 위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795년 8일간

을 알 수 있다.17

의 화성 원행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서장대

<정아조회지도>에서 왕의 시위를 담당한 관직자

야조도>와 관련된 문반차도가 없어서 문무백관과 시위

는 보검(寶劍), 별운검(別雲劍), 운검(雲劍), 총관(摠管),

군사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서장대야조

병당(兵堂, 병조 당상), 오위장(五衛將), 총랑(摠郞, 총부

도>에 참여한 관직자의 직위와 배치에 대해 이해하기 위

낭청), 병랑(兵郎, 병조 낭청), 선전관(宣傳官), 무겸(武

해서는 여러 문헌자료의 통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兼) 등이다. 왕의 시위를 담당한 관직자에 대해서는 『춘

<그림 1>15은 <정아조회지도(正衙朝會之圖)>

관통고(春官通考)』(1788)의 「금의정전시위반차지도(今儀

13 이은주, 2016, 앞의 논문, p.323.
14 반차도[2020.1.5. 검색],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waks.aks.ac.kr/rsh/.
15 正衙朝會之圖』(奎 10336), p.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db.snu.ac.kr/.
16 시위(侍衛)는 ‘모셔 호위함’을 뜻한다. 조선 왕실에서는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서 왕과 왕비를 호위하는 것은 ‘시위’,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호위하는 것
은 ‘배위(陪衛)’라 하였다(이경희·이은주, 2016, 「1829년 <명정전진찬도>의 산선시위(繖扇侍衛) 복식 유형」, 『韓服文化』 19(2), p.126).

17 『續大典』 兵典, 宣傳官廳,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법령자료, http://db.history.go.k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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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아조회지도> 어좌 중심으로 배치된 관직자의 구성

명과 중추부(中樞府) 판사(判事, 종1품) 1명, 돈녕부(敦寧

No.

관직명

인원수

역할

1

내시(內侍)

2

왕의 동개[筒箇]를 받듦.

2

내시

2

왕을 곁에서 모심[挾侍].

3

별군직(別軍職)

2

왕의 갑옷을 받듦.

4

도총관(都摠管)

2

보검을 받듦.

5

승지(承旨)

6

어명(御命)을 받듦.

(副摠管, 종2품)으로 총 2명이 담당하였다. 별운검은 의

6

사관(史官)

4

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초고 작성.

빈부(儀賓府) 소속 청연군주(淸衍郡主, 1754~1826)의

7

별운검

4

별운검을 받듦.

남편 광은부위(光恩副尉, 정3품 당상) 김기성(金箕性,

총관

6

병당

4

오위장

12

총랑

12

병랑

6

수문장(守門將)

2

선전관

-

8

9
10
11

府) 영사(領事, 정1품) 1명 등 총 5명은 참석하여 야조를
참관하였다.
화성 원행에서 왕의 시위와 관련하여 보검은 오위
도총부(五衛都摠府)의 도총관(都摠管, 정2품)과 부총관

1752~1811)과 호조판서(戶曹判書, 정2품) 이시수(李時
秀, 1745~1826)가 담당하였다.22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왕을 호위함[侍衛].

화성 원행과 관련하여 운검(雲劍) 담당자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데, 서장대의 별운검 담당자 외에 화성 원행

운검을 받듦.

의 별운검 담당자 중 3명(예조판서, 가승지, 군직 당상)이
참석하고 있으므로23 이들 중 2명이 운검이었을 가능성도

계라(啓螺)·시위(侍衛)·전명(傳命) 담당
무겸

-

있다.
보검·별운검은 임시적인 직책명이기도 하고 검(劍)

正殿侍衛班次之圖)」, 「금의편전시위반차지도(今儀便殿

의 명칭이기도 한데, 국왕이 전좌(殿座)하거나 거둥 시에

侍衛班次之圖)」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8

본부에서 명단을 제출받아 왕이 임명하였다.24

『화성장대열무갱재축(華城將臺閱武賡載軸)』19을 통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 정3품 당상)와 가승지

해 <서장대야조도>에 참여한 관직자의 성명을 알 수 있

(假承旨, 정3품 당상)들은 어명(御命)을 받들었다. 승정원

고, 『원행을묘정리의궤』 권5 배종(陪從)20 기록과 비교해

의 가주서(假注書, 정7품), 예문관(藝文館)의 기주관(記注

서 관직자의 직위21와 역할을 정리하면 <표 4>와 같고

官, 정·종 5품)과 검열(檢閱, 정9품)은 사관(史官)이었다.

총 34명이다. 이들은 왕의 측근인 서장대 안팎에 위치한

왕의 측근에서 서장대 야조를 순서대로 아뢰는 사

자들로 대신과 왕의 시위 담당자였다. 각 군영을 이끄는

람은 바로 병조판서(兵曹判書, 정2품) 심환지(沈煥之,

무관 관직자들은 제외되었지만, 무관 관직자들은 모두 군

1730~1802)였고, 군사훈련을 주도한 사람은 장용 외사

복을 착용하였으므로 복식 유형 고증을 통해서 충분히 파

조심태(趙心泰, 1740~ 1799)였다.

악될 것으로 생각한다.의정부(議政府)의 영의정(領議政,

그 외의 관직자 예조판서(禮曹判書, 정2품), 병조 정

정1품)·좌의정(左議政, 정1품)·우의정(右議政, 정1품) 3

랑(正郎, 정5품), 규장각(奎章閣) 각신(閣臣)과 검교대교

18 『春官通考』(한古朝31-234) 권51, 국립중앙도서관, pp.46∼47.
19 『華城奉壽堂進饌賡載軸』(K4-355), pp.67∼78, 디지털 장서각, http://jsg.aks.ac.kr/.
20 수원화성박물관, 2015b, 『園幸乙卯整理儀軌 譯註』, pp.558∼592.
21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3, 『譯註 經國大典 飜譯篇』, pp.15~35.
22 수원화성박물관, 2015b, 앞의 책, p.565.
23 수원화성박물관, 2015b, 앞의 책, p.565.
24 민족문화추진회, 1985, 『국역 만기요람 Ⅱ』, pp.2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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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화성장대열무갱재축』과『원행을묘정리의궤』를 통해 본 <서장대야조도>
참여 관직자의 직위와 역할
No.

품계
소속
인원 수
관청 당상 당하

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4>에서 <서장대야조도> 참
직위

역할

3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야조 참관

1

의정부 ○

2

중추부 ○

1

판사

3

의빈부 ○

1

광은부위

별운검

4

돈녕부 ○

1

영사

야조 참관

5

도총부 ○

2

도총관, 부총관

보검

6

예조

○

1

예조판서

운검

7

호조

○

1

호조판서

별운검

○

1

병조판서

야조 의식 절차 아룀,
시위

2

병조 정랑

시위(侍衛)

8

승지 5, 가승지 3

어명(御命) 받듦

○

2

가주서

○

2

기주관, 검열

2

각신, 검교직각

1

검교대교

12 수어청 ○

1

수어사

13 총융청 ○

1

총융사

14 군직청 ○

1

군직 당상

15

1

경기관찰사

8

병조
○

9

○
승정원

10 예문관
11 규장각

경기

○
○

○

16 장용영 ○
소계

2
34

조도>에도 왕의 옆에는 협시(夾侍) 내시가 당연히 있었

A

B

사관

시위
C

운검
시위

장용 내사
장용 외사(수원 유수)

야조 주관

-

-

(檢校待敎), 수어청(守禦廳) 수어사(守禦使, 종2품), 총융

D

청(摠戎廳) 총융사(摠戎使, 종2품), 군직청(軍職廳) 군직
당상,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종2품), 장용 내사(內使)25
는 왕의 시위를 담당하였다. 장용 외사와 내사의 품계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그 아래 직급인 별장(別將)을 예전
에 훈련도감(訓鍊都監) 중군(中軍, 2품 이상)이나 금군
(禁軍) 별장(別將, 2품 이상)을 거친 사람으로 차출26한 점
을 감안하면 장용 외사와 내사의 품계가 정2품 이상인 것
을 알 수 있다. <정아조회지도>에서와 같이 <서장대야

그림 2 소장처별 <서장대야조도>의 서장대 모습. A: 삼성미술관 리움, B: 국
립중앙박물관, C: 국립고궁박물관, D: 개인(구 우학문화재단)(A·D:수원
화성박물관 2015a: 100~101, B: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C: 국립고궁
박물관 제공)

25 ‘장용 내사’를 ‘장용 대장(大將)’이라고도 하였다. 『일성록』 정조 17년 계축(1793) 1월 25일(기미) 장용내외영절목.
26 『일성록』 정조 17년 계축(1793) 1월 25일(기미) 장용내외영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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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직자의 품계를 보면 전체 34명 중 당상관(堂上官)이

A

27명, 당하관(堂下官)이 7명으로 당상관의 비율이 절대적
으로 높아서 흥미롭다.

<그림 2>27는 소장처별 <서장대야조도> 서장대
안팎의 모습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 가까이에
B

위치한 관직자만 34명이고 왕의 시위 군사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서장대 안팎으로 인물이 많이 그려진 개인본이
실제 상황에 가장 가깝게 표현된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
본을 제외한 삼성본·중박본·고궁본은 서장대 내부의 관
직자 수가 20명 미만으로 생략되었다고 해도 왕의 시위
군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C

3. <서장대야조도> 관직자의 유형별 복식
<서장대야조도>에서 서장대 안팎에 그려진 관직
자의 복식 유형은 모두 3종으로 갑주(甲冑), 융복(戎服),
군복(軍服)이다. <그림 3>에서 서장대 안 군복 착용자
를 제외하고 어좌 좌우의 인물을 보면 삼성본과 중박본에

그림 3 서장대 안팎 관직자의 복식 유형. A: 삼성미술관 리움, B: 국립중앙박물

서는 갑주를 착용한 반면, 개인본에서는 융복을 착용하고

관, C: 개인(구 우학문화재단) ※ 실선: 어좌 좌우의 보검 또는 별운검,
점선: 보검ㆍ별운검 외에 갑주 착용자

있다. 서장대 앞의 갑주 착용자를 보면 삼성본과 중박본
에서는 6명인 반면, 개인본에서는 4명이다. 이처럼 소장

결과 갑주를 가지고 간 관직자 중에서 서장대에 참여한

처별로 복식 유형이 다르고 착용자의 수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경기관찰사, 수어사, 총융사, 장용 내사, 병조판서

<서장대야조도>의 관직자 복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등 총 5명이다.

서는 여러 자료의 통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정조는 서장대 군사훈련에 참여하면서 “친림
습조(親臨習操)에는 대신 이하가 모두 기복(器服)을 갖추

1) 갑주 착용자

는 것으로 『오례의(五禮儀)』에 기록되어 있으니, 대신과

<서장대야조도>에서 갑주 착용자를 파악하기 위

별운검에게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들어오게 하라”29고 명

해 『원행을묘정리의궤』·『원행을묘정리의궤도』(신201)·

하였다. 왕은 미처 갑주를 준비하지 못한 영의정, 좌의정,

<화성원행반차도>(덕2507) 반차도28에서 갑주를 싣고

우의정, 중추부 판사에게는 갑주를 내려주어 착용토록 하

가는 갑마(甲馬)가 있는 관직자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였다.30 앞서 살펴본 관직자 34명 중 서장대 군사훈련을

27 수원화성박물관, 2015a, 앞의 책, pp.100∼101; 삼성미술관 리움; 우학문화재단 그림.
28 수원화성박물관, 2015c, 『園幸乙卯整理儀軌 原典』, pp.20∼35; 국립중앙박물관, 2012,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Ⅲ』, pp.19∼88, 167∼198.
29 수원화성박물관, 2015b, 앞의 책, p.104.
30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윤2월 12일(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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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한 장용 외사도 갑주를 착용해야 한다.
따라서 갑주 착용자는 경기관찰사, 수어사, 총용사, 장

복 착용자는 보검 2명, 운검 2명, 영돈녕 부사 1명으로 총
5명이 된다.

용 내사, 병조판서, 별운검 2명,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

한편 <그림 3A, 3B>에 보면 당하 융복 착용자들이

추부 판사, 장용 외사까지 모두 12명이다. 이들은 모두 당

왕의 의장물인 홍양산(紅陽繖)·청선(靑扇)·수정장(水晶杖)·

상관이어서 당하관 갑주 착용자는 없고 <서장대야조도>

금월부(金鉞斧)를 들고 있는데, 이들은 충찬위(忠贊衛)와

에 갑주 착용자가 실제보다 적게 묘사된 것을 알 수 있다.

충의위(忠義衛)로34 관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 융복 착용자

3) 군복 착용자

<그림 3>에서 당상 융복 착용자를 살펴보면 삼성

<서장대야조도>에 참여한 관직자 34명 중 갑주 착

본에는 없고 중박본에는 서장대 오른쪽에 있으며 개인본

용자 12명과 융복 착용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군

에서는 서장대 안 어좌 좌우에 있다. <정아조회지도>와

복 착용자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군복 착용자의

<그림 4> <낙남헌양로연도>에 보검이 당상 융복을 착

직위는 승정원의 승지와 가승지 8명, 사관 4명, 규장각 각

용한 점을 참고하면 보검 2명과 운검 2명으로 볼 수 있다.31

신 등 3명, 병조 정랑 2명으로 당상관은 11명, 당하관은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는 서장대 군사훈련에

명이다. 이 중 사관인 예문관 검열 오태증(吳泰曾)은 문

참여하면서 “대신과 별운검에게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들

겸선전관(文兼宣傳官)이었다.35

어오게 하라”32고 명하였다. 갑주를 준비하지 못한 영돈녕

선전관청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없으나 『속대

부사 김이소(金履素, 1753~1798)가 참석하지 못하자 왕

전』(1746)에 정3품 아문(衙門)이 되었다.36 『대전통편(大典

은 융복을 갖추고 입시하라고 명하였다.33 따라서 당상 융

通編)』(1785)에 형명(形名)·계라(啓螺)·시위·전명(傳命)·
부신(符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전
통편』에 의하면 정3품 당상관이 행수(行首)이고 당상 3명
이 추가되었으며, 그 아래 종6품 선전관 6명, 종9품 선전관
이 14명 있었다. 그 외에 종6품 문신겸선전관 2명, 종6품
무신겸선전관 38명, 종9품 무신겸선전관 12명으로 겸선전
관이 총 52명 있었다.37 선전관은 왕의 측근에서 시위하는
임무를 함으로써 서반승지(西班承旨)라 하여 청요직(淸要

그림 4 <낙남헌양로연도> 어좌 좌우의 보검(국립중앙박물관 제공)

職)으로 간주되었다.38 1795년 화성 원행에 참석한 선전관

31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보검과 운검의 복식에 대한 기록이 없고, 개인본을 제외한 3점의 〈서장대야조도〉에서 왕의 가장 가까이에 시립(侍立)한 인물이 갑주를
착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검과 운검이 갑주를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32 수원화성박물관, 2015b, 앞의 책, p.104.
33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윤2월 12일(갑오).
34 수원화성박물관, 2015b, 앞의 책, pp.565, 572.
35 수원화성박물관, 2015b, 앞의 책, p.563.
36 『續大典』 兵典, 宣傳官廳,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법령자료, http://db.history.go.kr /law/.
37 『大典通編』 卷4, 兵典, 宣傳官廳,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법령자료, http://db.history.go.kr/law/.
38 선전관[2020.1.6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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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선전관청 소속 15명이므로,39 문겸선전관 오태증

살펴보고자 한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다산시

외에 <서장대야조도>에는 군사훈련을 진행한 선전관을

문집(茶山詩文集)』 공복의(公服議)에 기록한 갑주의 구성

비롯해서 여러 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은 다음과 같다.

한편, 『홍재전서(弘齋全書)』에 1796년 훈련대장 이
주국(李柱國)이 장교의 군복에 비단을 쓰는 것을 금하도

“초피(貂皮)와 문단(紋緞)으로 장식한 호항(護項)이 있는

록 청하여 연석에서 아룀에 널리 묻고 나서 내린 비답에

금회(金盔), 문단으로 만든 은갑(銀甲), 여의구(如意鉤)와 장갑

덧붙인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掌甲)을 갖춘다. 나머지는 융복과 동일하다.”41

나머지란 시복(矢箙), 패검(佩劍), 등편(藤鞭), 수혜

“별군직(別軍職)과 선전관 등이 대단(大緞), 갑사(甲紗), 단
사(單紗)를 계절에 따라 바꾸어 입는 사치 풍조부터 엄히 금해

자(水鞋子), 비구(臂韝)와 깍지[角指]에 대한 것이다. 갑

야 할 것이다. 별군직은 새로 재수하면 으레 상의원(尙衣院)에

주에 대해서는 당상과 당하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았

서 대단으로 만든 군복을 내려주는 일이 있는데, 차차 이 한 가

다. 여의구는 갑옷을 여미는 장치로 추정되나 확실한 것

지로 사계절 동안 입어도 안 될 것이 없다. 선전관이 별군직을

은 추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림 5>42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1790)에

모방하여 공연히 계절에 따라 바꾸어 입는 폐단도 통렬히 금해
야 할 바이다.”40

마병(馬兵)들이 착용하는 마예관복도설(馬藝冠服圖說)
이 있다. 투구[盔]·엄심(掩心)·갑옷[甲]·갑상(甲裳)·호액

왕의 근시(近侍)를 담당한 별군직과 선전관의 복색
이 직위와 상관없이 대단, 갑사 등의 화려한 직물을 사용

(護腋)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옷이 상하로 분리되어 말
타기에 적합한 형태이다.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면 당하

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조대 장군 <그

선전관의 경우에는 직물 사용에 있어서 당상관에 버금가

림 6>43 여반(呂攀, 1699~1773)44의 갑옷은 투구, 호항(護

는 복색이었고, 전립 장식이나 장신구에서 재료 차이를

項), 갑의, 갑상, 호액, 비갑(臂甲)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두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관복도설과 여반 장군의 갑옷 구성을 비교하면 마예
관복도설에는 엄심이 있고 호항과 비갑이 없는 반면, 여

Ⅲ. <서장대야조도> 관직자의
유형별 복식 고증

반 장군의 갑옷에는 엄심은 없고 호항과 비갑이 있다. 갑
옷의 구성품이 모두 두정(頭頂)으로 장식된 점은 동일하
다.<서장대야조도> 갑옷의 형태 고증에는 말 타기에 적

1. 당상관 갑주

합한 여반 장군의 갑옷 유물을 기본으로 하고, 착용의 실

갑주를 고증하기 위해 먼저 현전하는 기록과 유물을

용성을 고려하여 갑옷의 구성품을 정하였다. 갑옷의 구

39 수원화성박물관, 2015b, 앞의 책, p.566.
40 『弘齋全書』 券33, 敎4, 園幸時所御服色 依溫幸時例 陪從諸臣服色 可合省除者詢問敎,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41 『茶山詩文集』 卷9, 공복에 대한 의(議),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42 『武藝圖譜通志』(奎 2891) 004책, p.12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db.snu.ac.kr/.
43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7, 『韓國의 甲冑』, p.197.
44 수원화성박물관, 2015b, 앞의 책,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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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은 여반 장군의 갑옷과 같이 투구, 갑의, 갑상, 호항,

부에는 원판(圓板)이 있고, 원판 위 상모(象毛)는 거의 소

호액, 비갑에 골미(鶻尾)를 추가하였다.

실되어 흔적만 남아 있다. 상모 위에 보주(寶珠)가 있고,
보주에서 나온 4가닥의 불꽃이 서로 모여서 간주 장식이
마무리된다.45 투구의 드림은 3개로 좌우를 먼저 고정하
고 뒤쪽을 고정하였다. 투구의 드림이 다소 짧아서 목을
보호할 수 있는 호항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
상의 갑옷과 하의 갑상은 현록색 운문단(雲紋緞)이고
안감은 청색 명주이다. 앞길 좌우의 안쪽에 각각 가로 7개·
세로 8개, 뒷길 안쪽에는 가로 12개·세로 8개의 7×7㎝ 가
죽 미늘을 갑옷의 겉에서 두정으로 고정하였다.46 갑상의
갑옷 길이는 80㎝, 화장 63㎝이고 갑상 길이는 65㎝이다.47

그림 5 『무예도보통지』 마예관복도설(규장각한국학연구원 004: 126)

비갑은 팔꿈치 아래쪽 보호대이다. <그림 7> 여반
장군의 비갑은 가로 6.5㎝, 세로 1.2㎝ 크기의 철편 55개
를 세로로 나란히 겹친 철편의 좌우 끝부분을 운문단 직
물에 고정하여 1조각을 이루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4
조각을 원통형으로 연결하여 비갑을 이루고48 팔목에는 4
등분한 금속 소재를 연결하여 완성하였다.
『장용영고사(壯勇營故事)』 정조 12년(1788) 수보질

그림 6 여반 장군 투구의 앞·옆, 호항·갑의·호액·비갑·갑상(문화공보부·문화재
관리국 1987: 197)

(修補秩)에 각색단(各色緞) 갑주가 보인다.49 『만기요람
(萬機要覽)』(1808)에 대단(大緞), 모단(冒緞), 각색단, 다
홍성성전(多紅猩猩氈), 백단(白緞) 등으로 만든 갑주가

여반 장군의 투구는 모자, 이마 가리개[眉庇], 챙

있다.50 영·정조대에는 갑주의 장식화·사치화 경향이 나타

[前庇], 3조각의 드림, 투구 정수리의 개철(蓋鐵) 장식으

나 단갑(緞甲)이나 전갑(氈甲)이 흔히 사용되었는데, 갑

로 구성되어 있다. 모자는 가죽으로 만들고 표면에 흑칠

옷의 색상에 대한 규제는 보이지 않는다.51 갑주 색상은

을 하여 광택이 있다. 투구 전후좌우의 근철(筋鐵)과 개

<서장대야조도> 삼성본에는 홍색, 중박본과 고궁본에

철 장식은 모두 놋쇠[鍮]로 만들고, 근철에는 칠보문(七寶

는 홍색·녹색, 개인본에는 홍색·황색이 보이는데 종합해

紋)이 새겨져 있다. 개철에는 용(龍)과 만초문(蔓草紋)이

보면 홍색의 표현 빈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또 『정조국장

새겨져 있고, 개철 중앙에 간주(幹柱)를 세웠다. 간주 상

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 명기(明器)에 정조의 갑옷

45 수원화성박물관, 2015b, 앞의 책, pp.111∼113.
46 수원화성박물관, 2015b, 앞의 책, pp.111∼113.
47 연구자 실측.
48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7, 앞의 책, p.113.
49 수원시, 2004, 『장용영고사 譯註』, p.34.
50 민족문화추진회, 1985, 앞의 책, pp.314∼315.
51 박가영, 2003,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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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이 청색52이므로 청색을 제외하고, <서장대야조도>
의 갑주 색상을 참조하여 당상관의 갑주 색상은 홍색과
녹색으로 고증하고자 한다.
투구 안에는 받침 모자로 <그림 8>53 소모자를 쓰고
갑옷 안에는 군복을 받쳐 입었다. 신발은 <그림 9>54 수화
자(水靴子)를 신었는데, 일반 목화와는 다르게 신코가 뾰
족한 신발로 방사(放射)하기에도 행보(行步)에도 편리한
것이었다. 추울 때는 가죽 버선 다로기[多彔只]를 신었다.55

그림 10 < 서장대야조도 > 속 말 탄 갑주 착용자의 수기 ( 수원화성박물관
2016: 30)

전(令箭)과 좌독기(坐纛旗)의 일부가 표현된 점으로 보아
장용 외사, 오른쪽이 장용 내사로 추정된다. 진찬·진연 도
병에서 설행된 모든 정재를 한 장면에 표현하듯이 장용
내사와 외사는 서장대 앞과 좌측 성벽길에 2번 묘사된 것
으로 보인다.

그림 7 여반 장군 비갑(연구자 촬영)

<서장대야조도> 갑주 착용자 중에서 수기를 갖추
어야 하는 사람은 병조판서, 장용 내사, 장용 외사이다.
무기는 환도(環刀), 동개, 등편, 깍지를 갖추었다.

그림 8 투구 받침용 소모자(국립문화 그림 9 수화자 ( 안동축제관광조직위
재연구소 2013: 586)

원회 2009: 169)

2. 당상관 융복
융복을 고증하기 위해 현전하는 기록과 유물 및 회
화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약용이 『다산시문집』 공복

그 외에 병조판서와 각 군영을 이끄는 관직자들은 화

의에 기록한 융복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살통에 수기(手旗)를 꽂았다.56 중박본과 고궁본에서는 말
에 탄 갑주 착용자에게서 보이고, 개인본에서는 <그림

“자종립(紫騣笠)에 호수(虎鬚)·공작우(孔雀羽)·전우(巓羽)·

3C> 서장대 앞 갑주 착용자에게서 확인된다. <그림 10>57

방우(旁羽)로 장식하고, 밀화영(蜜花纓) 또는 금패산호격자(錦

은 삼성본에서 좌측 성벽길에 말에 탄 갑주 착용자가 화살

佩珊瑚格子)를 사용한다. 남사철릭(藍紗綴翼)을 입고 홍조대

통에 수기를 꽂은 모습이다.

(紅絛帶)를 하며, 초연(貂緣)한 서피(鼠皮) 만선호항(滿縇護項)

말 탄 갑주 착용자의 신분은 왼쪽에 관이(貫耳)·영

을 쓴다. 당하관은 오종립(烏騣笠)에 철립(鐵笠)·수정영(水晶

52 『正祖國葬都監儀軌』(奎 13635) 002책, p.193b,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db.snu.ac.kr/.
5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p.586.
54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2009, 『박물관의 도시, 안동』, p.169.
55 이은주, 2016, 앞의 논문, p.327.
56 이경희·이은주, 2016, 앞의 논문, p.137.
57 수원화성박물관, 2016, 『정조대왕의 수원 행차도』,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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纓)을 장식하고, 청저철릭(靑苧綴翼)에 녹조대(綠絛帶)를 한
다. 궁창시복(弓韔矢箙)은 대우전(大羽箭) 5개, 체전(體箭) 10

개, 편전(片箭) 10개, 통아(筒兒) 1개, 황수건(黃手巾) 1개이다.
패검(佩劍)은 금·은으로 장식하고 자피대(紫皮帶)를 한다. 등
편(籐鞭)은 은으로 장식하고 오사수건(烏紗手巾)을 단다. 수혜
자(水鞋子)를 신는데, 비가 올 때는 유혜자(油鞋子)를 신는다.
그 외 금단비구(錦縀臂韝)와 깍지[角指]를 사용한다.”58

그림 11 당상 융복(국립중앙박물관 2012: 84)

따라서 당상관의 융복은 자립 또는 주립, 남색 철릭,
홍색 광다회, 수화자로 구성된다. <그림 11>59은 <화성
원행반차도>(덕2507)에 보이는 당상 융복 착용자이다.
주립에 호수(虎鬚)를 장식하고 남색 철릭과 홍색 광다회
를 띠며 환도는 왼쪽에 차고 있다.
<그림 12>60 주립은 주칠한 갓[笠]으로 당상관이 융복

그림 12 주립(국립대구박물관 2020: 그림 13 18세기 갓의 형태와 패영(中

에 착용하던 것이다. 갓의 장식[笠飾]에는 정자(頂子)·호수·

84)

央日報社, 1994: 149)

공작우(孔雀羽)와 구슬 모양을 실에 꿰어 늘어뜨린 패영(貝
纓) 등이 있다. 패영에는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으나61 신

고정하였는데, <그림 11> 주립의 패영도 같은 형태로 고

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당상관의 경우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밀화(蜜花)·산호(珊瑚) 등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림 15>는 철종 어진의 전립과 패영을 이어주는 S

<그림 13>62 신윤복(申潤福, 1758~?)의 <청금상련

자형 은영자(銀纓子)이다. 당상관 주립에도 은영자를 사용

(廳琴賞蓮)>은 18세기 갓의 형태와 패영 길이를 보여준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주립에 <그

다. 18세기 갓은 모자 부분인 대우의 원통은 머리둘레보

림 16>64 호수를 장식하였는데 좌우에는 각 1개, 뒤에는 2개

다 작고 양태가 매우 넓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를 장식하였다. <그림 14> 주립의 정수리에 정자가 있는

13>에 패영은 매우 길어서 인체의 배보다 훨씬 아래까지

데 당상관은 옥정자(玉頂子)를 사용하였다.65 <그림 17>66

내려갈 정도로 길다. <그림 14>63는 『(헌종무신)진찬의

은 옥을 투각하여 만든 옥정자(玉頂子)로 높이 6.9㎝이다.

궤(進饌儀軌)』에 주립의 긴 패영을 왼쪽 귀 옆에 모아서

패영은 밀화 또는 금패와 산호를 끼운 것을 장식하였다.

58 『茶山詩文集』 卷9, 공복에 대한 의(議),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59 국립중앙박물관, 2012, 앞의 책, p.84.
60 국립대구박물관, 2020, 『선비의 멋, 갓』, p.84.
61 국립민속박물관, 2017, 『한국의식주생활사전 ㄱ~ㅂ』, p.46.
62 中央日報社, 1994, 『韓國의 美 19 風俗畵』, p.149.
63 『進饌儀軌』(奎 14372) 001책, p.8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db.snu.ac.kr/.
64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의생활』, p.76.
65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1790) 4월 29일(기묘).
66 국립대구박물관, 2020, 앞의 책,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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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이익정 철릭 ( 단국대학교 석 그림 19 홍광다회 재현품 ( 임금희

그림 14 주립(『進饌儀軌』1848: 83)

주선기념박물관 2001: 138)

2012: 48)

과 함께 신으며69환도를 찬다. 궁중행사도를 참고하면 융
복에도 동개와 환도를 차는데, 보검과 운검 담당자는 보
검과 운검을 봉지하기 때문에 개인 환도는 안 차는 것으
로 보인다.

3. 당상관·당하관 군복

그림 15 철종 어진 전립의 은영자(국립고궁박물관)

1) 당상관 군복
군복을 고증하기 위해 현전하는 기록과 유물 및 회
화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약용이 『다산시문집』 공복
의에 기록한 군복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문단(紋緞)으로 꾸민 전립[氈笠子]은 은정자(銀頂子), 공
작미(孔雀尾), 청작미(靑雀尾), 큰 밀화영(蜜花纓)으로 장식한
그림 16 호수(국립민속박물관 2005: 그림 17 옥 정 자 ( 국 립 대 구 박 물 관
76)

2020: 103)

다. 협수전복(夾袖戰服)은 심녹색(深綠色)인데 더울 때는 문사
(紋紗), 추울 때는 문단(紋緞)을 사용한다. 자색 괘자(褂子), 우

<그림 18>67 이익정(李益炡, 1699~1782)의 운보문
단 철릭은 길이 129.5㎝, 화장 116㎝, 소매통 64.5㎝이고,

단요대(羽緞腰帶), 남백전대(籃帛纏帶), 주백(紬帛)으로 지은
세납의(細衲衣)를 사용한다. 나머지는 융복과 동일하다.”70

주름 너비는 1.4㎝로 도련까지 일정하게 잡혀 있다. 의
(衣) 길이 39.5㎝, 상(裳) 길이 90㎝로 의상 비율은 1:2.28

나머지란 시복, 패검, 등편, 수혜자, 비구와 깍지에

이다. 이 철릭의 특징은 치마 양 옆선이 트여서 동개와 검

대한 것이다. 따라서 당상관의 군복은 안을 올린 전립(戰

을 차기 쉽도록 한 점이다. 남색 운보문단 철릭에는 <그

笠), 동다리, 전복(戰服), 요대(腰帶), 전대(戰帶), 수화자

림 19>68 홍색 광다회를 하고, 수화자는 부속품인 정(精)

로 구성된다.

6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韓國服飾』 19, p.138.

68 임금희, 2012, 『다회·망수, 그 천년의 시간 속으로』, p.48.
69 이은주, 2015, 「1837년 덕온공주 가례 재현을 위한 복식 고증 - <명의내출의(命衣內出儀)>를 중심으로」, 『韓服文化』 18(2), p.133.
70 『茶山詩文集』 卷9, 공복에 대한 의(議),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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몄다. 이창운 초상화에는 보이지 않으나 기마 시에는 전
대 아래에 <그림 21>74의 요대를 먼저 두르기도 하였다.
<그림 23>75의 전대는 군복에 사용한 대표적인 띠[帶]이
다. 수화자는 부속품인 정과 함께 신는다. 무기는 시복,
환도, 등편, 비구와 깍지 등을 갖추었다.
정조대 기록에는 연두색·회색·흑색 등 다양한 색의

그림 20 이창운 초상화(국립중앙박물관 2011: 44)

<그림 20>71 이창운(李昌運, 1713~1791) 군복 초상
화를 참고할 수 있다. 모전립(毛戰笠) 정수리에는 은정자

그림 21 요대(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224)

(그림 22)72 대신 조각한 옥정자가 있다. 남색 운보문단으
로 안을 올렸으며, 상모와 공작우(孔雀羽), 청우(靑羽) 등
을 장식하였다. 전립과 패영을 이어주는 S자형 은영자를
당상관 전립에도 사용하였다. 패영은 밀화산호격자로 장
식했는데 길이가 매우 짧아서 턱밑에 바짝 붙어 있다. 군
복은 활동성이 있어야 하므로 패영의 길이 또한 짧게 했
음을 나타낸다. 정조 때의 전립은 대우의 형태가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의 전립은 순조대까지 이어

그림 22 은정자(장숙환 2003: 93)

그림 23 전대(국립민속박물관 2005:
270)

진다.
동다리는 유록색 운문단으로 만들고 소매 끝에는 홍
수(紅袖)가 있다. 홍수는 시대에 따라 길이가 달랐는데
정조 때는 <그림 20>에서 보듯이 20㎝ 이내로 짧은 길
이였다. 동다리 소매 끝으로 안에 입은 소창의에 달아낸
한삼(汗衫)이 보이며 오른손에 등편을 들고 있다.73
전복은 동다리 위에 입는데 깃·섶·소매가 없고 양옆
에 무가 있으며 옆선과 뒤 중심이 트여 있다. 이창운의 전
복은 자색 운문단으로 만들었으며 도금(鍍金) 단추로 여

71 국립중앙박물관, 2011, 『초상화의 비밀』, p.44.
72 장숙환, 2003, 『전통 남자 장신구』, 대원사, p.93.
73 이은주, 2016, 앞의 논문, pp.329~330.
7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앞의 책, p.224.
75 국립민속박물관, 2005, 앞의 책, p.270.

그림 24 <봉수당진찬도>와 <평양감사향연도>의 다양한 군복 색상(각각 동
국대학교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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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수가 보이므로76 동다리와 전복 색상은 <그림 24> 동

따라 세부적인 형태가 변화되므로 18세기 후반의 회화와

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봉수당진찬도>와 국립중앙박물

유물을 참조하여 그 형태를 적용하였다.

관 소장 <평양감사향연도> 등을 참조하여 당상관과 당
하관의 군복 모두 다양한 색상으로 고증하고자 한다.

넷째. 복식의 색상은 복식 조형성에서 중요한 부분
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적합하
도록, 고증한 색상을 RGB와 CMYK로 제시하였다.

2) 당하관 군복

다섯째, 복식에 사용되는 재질과 문양의 견본을 제

당하관의 군복도 당상관과 복식 구성은 동일하지만

시하여, 고증한 재질감을 그대로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

재료에서 신분 차이를 분명하게 했다. 문양이 없는 남색

도록 하였다. 당상관 복식에 사용되는 직물의 운보문은

주(紬)로 안을 올린 전립, 동다리, 전복, 요대 등을 제작하

이익정 철릭의 <그림 26>78 운보문단을 적용하였다.

였다. 전립의 정자와 영자는 두석(豆錫)이나 놋쇠[鍮]로

여섯째, 정조대 동다리와 전복의 색이 다양했기 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립 끈에는 정영(晶纓),

문에 <그림 24><봉수당진찬도>를 참조하여 당상관과

즉 수정(水晶)77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복, 환도,

당하관 모두 다양한 배색의 군복을 제시하였다.

등편, 비구와 깍지 등을 갖추었다.

일곱째, 당하관의 전립 정자·은영자와 같이 장식 재
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물이나 다른 복식을 참조

Ⅳ. <서장대야조도> 관직자 복식의
고증 결과를 반영한 시각화

하여 재료를 결정하였다.

2. 고증 결과를 반영한 복식의 시각화
1. 시각화를 위한 기본 원칙
앞서 고찰한 <서장대야조도> 관직자 유형별 복식
의 고증 결과를 반영하여 복식과 지물(持物)을 착용한 모
습으로 시각화하였다. 복식 착용도를 시각화하는 데 있
어 3D 콘텐츠 제작이나 실물 제작이 가능하도록 시대와
신분에 따른 형태·색상·재질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세부

그림 25 지물을 갖춘 당상관 군복 착장도의 전·좌·우·후 모습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모부터 상의·하의·신발·장식품까지 복식을
착용한 모습의 전·후·좌·우 모습을 제시하여 3D 구현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각 복식에는 갖추어야 할 지물이 있다. 갑주·
융복·군복에는 시복·패검·등편·깍지 등을 갖추었기 때문
에 복식에 지물까지 갖춘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6 이익정 철릭의 운보문 문양 그림 27 당상 융복의 색상 예시(남철

셋째, 복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옷과 지물은 시대에

출처: Google Arts & Culture

76 박가영·이은주, 2004, 「정조시대 군사 복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韓服文化』 7(3), p.133.
77 『茶山詩文集』 卷9, 公服議,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78 철릭[2020.9.1 검색], Google Arts &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

릭, 주립, 홍광다회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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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그림 28 고증 결과를 반영한 당상관 갑주의 시각화. A: 홍색 갑주, B: 녹색 갑주

B

그림 32 고증 결과를 반영한 당상·당하 군복의 다양한 배색. A: 당상, B: 당하

그림 29 고증 결과를 반영한 당상관 융복의 시각화

Ⅴ. 맺음말
1795년 윤2월 12일 서장대에서 행해진 군사훈련을
그린 <서장대야조도>를 중심으로 관직자의 유형별 복
식과 유형별 복식의 구성에 따른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고
증 결과를 반영한 시각화 자료를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장대열무갱재축』과 『원행을묘정리의궤』
그림 30 고증 결과를 반영한 당상관 군복의 시각화

권5 배종 기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장대 안팎에서 왕
의 가까이에 위치한 관직자는 모두 34명이고 당상관은
27명, 당하관은 7명으로 당상관의 비율이 높았다. 서장
대 안팎의 관직자 34명과 왕의 시위 군사 수를 감안해서
<서장대야조도>의 이본을 비교하면 서장대 안팎에 인
물이 많이 묘사된 개인본이 실제 상황에 가장 가깝게 표
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서장대야조도>에서 서장대 안팎에 있는 관
직자의 복식 유형은 모두 3종으로 갑주, 융복, 군복이다.
갑주 착용자는 경기관찰사, 수어사, 총용사, 장용 내사, 병

그림 31 고증 결과를 반영한 당하관 군복의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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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판서, 별운검 2명,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추부 판사,

실물 제작이 가능하도록 시대와 신분에 따른 형태·색상·

장용 외사까지 모두 12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당상관으로

재질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복식과 지물을 착용한 모습

서 당하관 갑주 착용자는 없고, <서장대야조도>에는 갑

의 앞·옆·뒤 모습을 제시하고 색상을 RGB와 CMYK로 제

주 착용자가 실제보다 적게 묘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시하였다.

다. 당상 융복 착용자는 보검 2명, 운검 2명, 영돈녕 부사

이상의 결과가 1795년 화성 원행에 대한 이해와

1명으로 총 5명이다. 당하 융복 착용자는 관직자가 아니

<서장대야조도>에서 각 인물의 역할과 복식에 대한 이

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군복 착용자는 승

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조대 군사 관

정원의 승지와 가승지 8명, 사관 4명, 규장각 각신 등 3명,

련 전통문화 콘텐츠 제작과 재현행사에 활용될 수 있을

병조 정랑 2명으로 당상관은 11명, 당하관은 6명이었다.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서장대 안팎의 관직자를

셋째, 〈서장대야조도〉 갑옷의 형태 고증에는 말 타
기에 적합한 여반 장군의 갑옷 유물을 기본으로 하고, 착

제외한 다양한 군사 복식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용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갑옷의 구성품을 정하였다. 갑
옷의 구성품은 투구, 갑의, 갑상, 호항, 호액, 비갑에 골
미를 추가하였다. 정조의 갑옷 색상인 청색을 제외하고
<서장대야조도>의 갑주 색상을 참조하여 당상관의 갑
옷 색상은 홍색과 녹색으로 고증하였다. 무기는 시복, 환
도, 등편, 비구와 깍지 등을 갖추었다.
넷째, 당상 융복은 호수를 장식한 주립, 치마의 양
옆선이 트인 남색 철릭, 홍색 광다회, 정, 수화자로 구성
된다. 궁중행사도를 참고하면 융복에도 동개와 검을 차
는데, 보검과 운검 담당자는 보검과 운검을 봉지하기 때
문에 개인 환도는 제외시켰다.
다섯째, 군복의 구성은 안을 올린 전립, 동다리, 전
복, 요대, 전대, 수화자로 구성된다. 당상관과 당하관 군
복의 차이는 당상관은 운보문 직물을 사용하고 장식품의
세부 재료에 옥과 은을 사용하였다. 무기는 시복, 환도,
등편, 비구와 깍지 등을 갖추었다. 정조대 기록에는 다양
한 색의 협수가 보이므로 당상관과 당하관의 동다리와 전
복 색상은 <봉수당진찬도>를 참조하여 군복을 다양한
배색으로 고증하였다.
여섯째, <서장대야조도> 관직자 복식의 고증 결과
를 반영한 시각화의 기본 원칙에서 3D 콘텐츠 제작이나

*

본 연구는 2020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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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jangdaeyajodo is a drawing of military night training on February 12th (lunar leap month), 1795. Focusing
on the Seojangdaeyajodo , the characteristics and of the costumes worn by various types of officials were examined.
There were 34 officials located near King Jeongjo in and around Seojangdae , with 27 Dangsanggwan and 7

Danghagwan . They wore three types of costumes, including armor, yungbok , and military uniforms. All of the
twelve armor wearers and the five officials wearing yungbok were dangsanggwan , and the military uniform wearers
included eleven dangsanggwan and six danghagwan .
For the shape of the armor, the armor relics of General Yeoban , suitable for riding horses, and the armor
painting of Muyedobotongji were referenced, and the composition of the armor was based on practicality. The
armor consists of a helmet, a suit of armor, a neck guard, armpit guards, arm guards, and a crotch guard. The color
of the armor was red and green, which are the most frequently used colors in Seojangdaeyajodo .
The composition of yungbok was jurip, navy cheollik , red gwangdahoe , socks made of leather, and suhwaja . The
composition of the military uniform was a lined jeolrip , dongdari , jeonbok , yodae , jeondae , and suhwaja .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brics used in dangsanggwan and danghagwan military uniforms. Dangsanggwan used fabric with
depictions of clouds and jewels, and danghagwan used unpatterned fabric. Moreover, jade, gold, and silver were used
for detailed ornamental materials in dangsanggwan . The weapons included bows and a bow case, a sword, a rattan
stick, wrist straps, and a ggakji . In the records of the King Jeongjo period, various colored heopsu were mentioned;
the colors of the dongdari and jeonbok of dangsanggwan and danghagwan were referenced in various colors.
It was presented as an illustration of costumes that could be used to produce objects accurately reflecting the
above historical results. The basic principle of the illustration was to present the modeling standards for 3D content
production. Samples of form, color, and material of the corresponding times and statuses were presented. The
front, the side, and the back of each costume and its accessories were presented, and the colors were presented in
RGB and CM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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