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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신초상의 관복 제1기를 하향뿔의 사모와 잡색 단령 시기로 규정하고 성종 7년(1476) 이전에 그려진 조

선 초 개국공신(1392)에서 성종 초 좌리공신(1471)까지의 공신초상 관복의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관복 제1기에 속하는 공신초상(이모본) 중 이제(개국), 이천우(정사·좌명), 마천목(좌명), 신숙주(정난), 설계조(정난), 

그리고 이숭원(좌리) 공신초상 등 관복 표현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6점을 선정하고 관복 구성품별 조형적 특징

을 살펴보았다. 

조선 초 삼공신(개국·정사·좌명)의 사모는 모체는 낮고 모정은 둥글며, 사모의 하향각(下向角)은 좁고 짧은 형태였으

나 단종대 이후 정난·좌리공신 사모는 모체가 높아지고 사모의 하향각도 두 배 정도로 길어졌다. 그리고 관복 제1기 공

신초상의 사모뿔에는 무늬가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국 초에는 단령의 색상 규정이 없었으나 대체로 옅은 색의 단령으로 표현되었다. 세종대 이후 예복용 흑단령 제도

가 시작되었으나 공신초상 관복에는 흑단령 제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단종대 이후에는 담홍색 단령으로 표현되었다. 

단령 겉감에는 무늬가 표현되지 않았으며, 옆트임에는 ‘안주름무’가 표현되었다. 

단령 받침옷 답호와 철릭 역시 통일된 색상은 없었으나 정난공신 이후에는 청색 답호와 초록색 철릭을 착용하는 경

향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품대는 공신의 품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다. 단종대 이후 흉배제도가 제정되었으나 제1기 

공신초상 중에는 정난공신 신숙주 초상에서만 유일하게 흉배가 표현되었다. 

단령에 신는 화자는 조선 초 삼공신 초상에서는 흑화가 확인되었으나 단종대 이후 정난·좌리공신 초상에서는 백화

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부 공신초상의 흑화와 백화 솔기선 부분에 연금사로 장식한 휘(揮)가 확인되었는데 휘 장식의 

화자는 3품 이상이 신던 협금화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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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28번의 공신책록이 이루어지

고 그들에게는 공신초상이 내려지는 특혜가 있었다. 미

술사에서는 조선시대 ‘공신도상’1, ‘공신화상’2, 영정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

구에서 이미 ‘공신초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논고에서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는 일차

적으로 2008년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칭을 ‘초

상’으로 일괄 변경하였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는 고전 

용어보다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공신으로 책록되면 왕으로부터 공신교서와 공신초

상을 내려 받았다. 공신교서와 공신초상은 공신의 징표

라고 말할 수 있다. 공신의 종류에는 배향공신(配享功

臣), 정공신(正功臣), 원종공신(原從功臣)이 있는데 이 중 

공신초상을 받는 경우는 정공신 뿐이었다. 정공신은 개

국공신 이외에 반정 또는 군사 반란을 진압하거나 역모 

사건을 평정하는 등 커다란 정치·군사적 사건 이후에 녹

훈된 공신들을 말한다. 공신들에게는 여러 가지 은전(恩

典)과 포상(褒賞)이 있고 공신회맹제도 있었으나 공신초

상은 정공신에게만 내려지는 은전이었다.3 

공신들은 공적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어 책록

되었으며, 등급별로 차이를 두어 포상이 주어졌다. 각 공

신들에게는 품계와 관직이 내려지게 되는데, 공신책록 시

의 품계에 의해 공신초상의 흉배와 품대가 결정된다.4 

조선시대 공신에 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에도 공신초상과 관련하여 

미술사5를 비롯한 보존과학6, 서지학7, 복식사8 등에서 연

구가 이루어졌는데 미술사와 서지학 연구에 집중되어 있

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공신초상은 당대 실력 있는 도화

서(圖畫署) 화사(畫師)에 의해 그려졌으며 그 모습은 관

대(冠帶) 차림, 즉 사모·단령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미술사 분야에서는 공신초상의 시기 분류를 

안면과 옷 주름 등에 표현된 필묵의 성격, 그 처리법 등에 

의해 4단계9로 구분하여 왔다. 

복식사 관점에서 초상을 볼 때는 미술사 분야에서 

구분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

1 조선미, 1983, 『韓國의 肖像畵』, 悅話堂, p.183.

2 권혁산, 2007, 「朝鮮中期 功臣畫像에 관한 硏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 윤진영, 2019, 「손소(孫昭) 적개공신화상(敵愾功臣畫像)의 특징과 사료적 가

치」 『韓國服飾』 42, p.73.

3 권혁산, 2007, 앞의 논문,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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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권혁산, 2015, 「光海君代(재위 : 1608-1623)의 공신화상과 이모본 제작: 〈조공근 초상〉과 초본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88, pp.63～90; 오수원, 2018, 「조

선시대 공신초상화의 회화사적 특성과 모사복원 연구: 〈申叔舟肖像〉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인석, 2018, 「진천 노은영당 소장 申磼 肖像畵

의 製作 時期」 『역사와 실학』 66, pp.117～152; 안보라, 2019, 「다시 찾은 초상화 익안대군 영정」 『고궁문화』 12, pp.101～130; 윤진영, 2019, 앞의 논문, 

pp.73～97.

6 장연희·윤은영·김수연, 2014, 「심희수 초상의 재료와 제작기법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박물관 보존과학』 15, pp.96～121; 장연희 외, 2015, 「조선시대 족자 장

황에 사용된 고리의 재료 및 제작기법 연구」 『박물관 보존과학』 16, pp.56～81; 장연희, 2018, 「동양 장황에 사용된 축목과 축두에 관한 연구」 『박물관 보존과

학』 19, pp.54～68.

7 강순애, 2019, 「조선 태종조 佐命功臣의 책봉교서와 관련 문서의 기록 연구」 『書誌學硏究』 80, pp.113～140; 박문열, 2011,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

書』에 관한 硏究」 『書誌學硏究』 49, pp.5～39; 박문열, 2012, 「『三功臣會盟錄』에 관한 硏究」 『書誌學硏究』 52, pp.39～69; 박성종, 1993, 「이화(李和) 개국공

신록권(開國功臣錄券)의 이두(吏讀)와 그 해독(解讀)」 『古文書硏究』 4, pp.1～32; 박성호, 2010, 「조선 초기 功臣敎書의 文書史的 의의 검토: 1392년 李濟 開國

功臣敎書와 1401년 馬天牧 佐命功臣敎書」 『전북사학』 36, pp.63～86; 진나영·송일기, 2012, 「『靖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硏究」 『한국문헌정보학회』 46(4), 

pp.27～60; 진나영·송일기, 2013, 「『定社功臣錄券』의 書誌的 硏究」 『한국문헌정보학회』 47(3), pp.227～250.

8 이은주·김미경, 2019, 「선조대(宣祖代) 공신초상(功臣肖像)의 복식 고찰」 『문화재』 52(1), pp.120～147.

9 조선미, 1983, 앞의 책,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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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신초상의 도상적·양식적 기준이 

아닌 공신초상에 표현된 관복의 변화 양상에 의해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관복의 구성품인 사모와 단령, 흉

배, 품대, 화자(靴子) 등의 형태와 색상 변화 등에 의해 시

기를 구분하고자 한다.10 

이번 연구에서는 사모뿔의 형태와 관복 단령의 색상

을 고려하여 조선 건국 개국공신(開國功臣, 1392)부터 성

종(成宗, 1469∼1494) 초 좌리공신(佐理功臣, 1471)까지

를 포함하는 시기를 관복 제1기로 정하고 전신상으로 현

전하는 해당 공신초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관복 제1

기의 사모 형태는 고려 말 이색 초상에서 보이는 사모11와 

유사하며, 단령의 색상은 잡색을 사용하던 시기로 색상의 

규제가 없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공신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청색 흑단령이 착용되기 이전의 시기에 해당한

다. 그러한 이유에서 공신책록 시기로는 제1기에 해당되

나 초상화가 뒤늦게 그려지면서 흑단령의 모습으로 그려

진 적개공신(敵愾功臣, 1467) 초상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

하였다. 적개공신의 책록은 세조(世祖, 1455∼1468) 13년

(1467)에 이루어졌으나, 공신초상은 10년 후인 성종 7년

(1476)에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적개공신 초상에서 확인

되는 관복은 후속 연구(제2기)에서 살펴볼 정국공신(靖

國功臣, 1506) 초상의 복식 양상에 더 가깝다. 이모본이

어도 원형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초상은 분석 자료로 활용

하고 다른 초상과 현격하게 다르다고 판단되는 초상은 연

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방법은 공신초상에 대한 문헌 기록과 유물 자료

를 토대로 한 문헌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기록물로는 전

례서와 왕실 기록, 개인 문집, 선행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

고, 실증적 자료로는 공신초상을 비롯한 기록화 도록과 출

토 복식 보고서를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조선 초기 사모와 단령, 품대, 그리고 흑화로 구성되는 초

기 관복제도와 제도의 변화 과정은 물론, 공신초상에서 복

식을 표현하는 양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복식사 관점의 제1기 공신초상

조선 건국 이후부터 성종 초(1471)까지는 8번의 공

신책록이 이루어졌다. 태조에서 태종까지 3번의 공신책

록이 있었는데 개국공신(開國功臣, 1392), 정사공신(定

社功臣, 1398), 좌명공신(佐命功臣, 1401), 즉 삼공신(三

功臣)이다.12 그리고 단종에서 성종 초까지는 정난공신

(靖難功臣, 1453), 좌익공신(佐翼功臣, 1455), 적개공신

(1467), 익대공신(翊戴功臣, 1468), 좌리공신(佐理功臣, 

1472) 등 5번의 공신책록이 이루어졌다. 

그 중 적개공신은 공신책록 후 10년이 지난 성종 7

년(1476)에 공신초상이 그려졌다. 사모의 양각이 짧고 넙

적한 수평 형태로 바뀌었으며 흉배를 부착한 아청색 흑단

령의 모습으로 그려져 제1기의 다른 공신초상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

1기 공신초상에서는 제외하고 제2기 공신초상 복식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한다. 

1. 태조∼태종대 공신초상 

1) 개국공신과 공신초상

개국공신(1392)은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

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내린 공신 칭호이다. 태조 1

년(1392) 7월 왕위에 오른 태조는 한 달 뒤인 8월에 공신

도감을 설치하고, 동월 20일에 교지를 내려 공신들의 공

적에 따라 위차(位次)를 정하게 하였다.13 개국공신은 공

적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 17인, 2등 11인, 3등 

10 복식사적 관점에서는 관복 구성품의 조형적 특징에 따라 조선시대 공신을 5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공신들을 분류한 근거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하며, 추후 연구 과정에서 단계가 더 세분화될 가능성도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11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초상』, 눌와, p.458.

12 차강섭, 2012, 앞의 논문, p.267.

13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일(신해); 8월 20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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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 총 44인을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이후 9월 27일에 7

인을 추록하고, 11월에 1인을 더 추록하여 개국공신은 총 

52인(표 1)14이 되었다. 52인의 개국공신은 제1·2차 왕자

의 난을 겪으면서 39인만 남게 된다.15 

태조 4년(1395)에는 공신화상을 봉안하기 위한 장생

전(長生殿)을 궁궐 서쪽에 세울 것을 명하였고 공신들이 

그 비용을 도왔다.16 태종 11년(1411)에는 태조 어진과 개

국공신 초상을 같이 안치하기 위하여 장생전을 수리하고 

개국공신의 초상을 그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태조 어진 

모사를 위하여 평양에 있는 어진을 봉영(奉迎)해 오도록 

하였다.17 세종 4년(1422)에는 죄 지은 삼공신의 초상에 

대해 일부는 자손들에게 내어 주고 일부는 불사르게 하였

다.18 자손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초상 중에는 정도전(鄭道

傳, 1342∼1398)의 초상도 포함되어 있다.19 

현전하는 개국공신의 초상은 3점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공신책록 당시의 초상은 아니다. 확인된 3점의 초상

은 1등 이제(李濟, 미상∼1398) 초상화(경상북도 유형문

화재 제245호)와 2등 이지란(李之蘭, 1331∼1402)의 반신

상(보물 제1216호, 경기도박물관 소장), 조반(趙胖, 1341

∼1401)의 초상이다. 그 중 반신상인 이지란의 초상과 당

표 1 개국공신 명단(1392. 9)

등급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등(17인)

배극렴(裵克廉) 1325～1392년 조준(趙浚) 1346～1405년 김사형(金士衡) 미상～1398년

정도전(鄭道傳) 1342～1398년 이제(李濟) 1365～1398년 이화(李和) 미상～1408년

정희계(鄭熙啓) 1348～1396년 이지란(李之蘭) 1331～1402년 남은(南誾) 1354～1398년

장사길(張思吉) 미상～1418년 정총(鄭摠) 1358～1397년 조인옥(趙仁沃) 미상～1396년

남재(南在) 1351～1419년 조박(趙璞) 1356～1408년 오몽을(吳夢乙) 미상～1398년

정탁(鄭擢) 1363～1423년 김인찬(金仁贊) 미상～1392년

2등(13인)

윤호(尹虎) 미상～1393년 이민도(李敏道) 1336～1395년 박포(朴苞) 미상～1400년

조영규(趙英圭) 미상～1395년 조반(趙胖) 1341～1401년 조온(趙溫) 1347～1417년

조기(趙琦) 미상～1395년 홍길민(洪吉旼) 1353～1407년 유경(劉敞) 1352～1421년 

정용수(鄭龍壽) 미상～1412년 장담(張湛) 미상～1400년 조견(趙狷) 1351～1425년

황희석(黃希碩) 미상～1394년

3등(22인)

안경공(安景恭) 1347～1421년 김균(金稛) 미상～1398년 유원정(柳爰廷) 미상～1399년

이직(李稷) 1362～1431년 이근(李懃) 미상～1398년 오사충(吳思忠) 1327～1406년

이서(李舒) 1332～1410년 조영무(趙英茂) 1338～1414년 이백유(李伯由) 1352～1399년

이부(李敷) 미상～1422년 김로(金輅) 1355～1416년 손흥종(孫興宗) 미상～미상

심효생(沈孝生) 1349～1398년 고여(高呂) 미상～1402년 장지화(張至和) 미상～1398년

함부림(咸傅霖) 1360～1410년 한상경(韓尙敬) 1360～1423년 임언충(任彦忠) 미상～미상

황거정(黃居正) 미상～미상 장사정(張思靖) 미상～미상 한충(韓忠) 미상～미상

민여익(閔汝翼) 1360～1431년 총 52인(이제 초상 1점 분석)

14 공신 명단과 각 등급 내에서 공신의 순서는 『조선왕조실록』 기사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후 표 안에 보이는 표 채우기 색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은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초상임을 의미하며 주황색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반신상으로 제작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초상임을 의미한다. 

15 신명호, 2003,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pp.22～23. 

16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3일(갑진).

17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5월 4일(갑자). “命修長生殿, 且圖太祖眞及開國功臣影. 遣完城君 李之崇, 奉迎平壤 太祖眞. 將以摹寫也”. 

18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윤12월 8일(신유).

19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윤12월 8일(신유). “功臣都監上被罪三功臣等影子·功券·敎書, 命鄭道傳·沈孝生·吳蒙乙·李懃·張志和·孫興宗·李濟·李居易·黃居正等影子

給其子孫, 張湛·趙璞·朴苞·李茂·閔無咎·無疾·柳沂·趙希閔·尹穆·趙綺 影子 及 孫興宗·黃居正敎書·功券, 張思靖功券, 幷皆焚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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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복장으로 보기 어려운 조반 초상을 제외하고 이제 초

상 1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된 이제는 태조의 3녀인 경순공

주(慶順公主) 남편으로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했다.20 개

국공신 책록 당시 흥안군(興安君)에 봉해지고, 흥친군위

절제사(義興親軍衛節制使)에 제수되었다. 현재 장서각

에 기탁되어 있는 이제 초상(그림 1)21의 화폭 오른쪽 상

단부에는 숙종 33년(1707), 영조 11년(1735), 정조 22년

(1798)에 모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22 형태는 원본

에 가깝게 묘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색상은 변형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된 이지란은 보국숭록대부(輔

國崇祿大夫, 정1품)에 가자(加資)되고, 청해군(靑海君)에 

봉해졌다. 이후 제1차·2차 왕자의 난 때에도 공을 세워 정

사공신 2등, 좌명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23 그러나 보물 

제1216호로 지정되어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지란의 초상은 반신상(그림 2)24이다.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된 조반(趙胖, 1341∼1401)은 

부흥군에 봉해졌으며, 정헌대부(正憲大夫, 정2품)에 가자

되어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를 지냈다.25 현재 국립중앙

박물관에 조선 후기에 그려진 조반의 초상(그림 3)26이 소

장되어 있다. 사모에 분홍 단령을 착용하고 허리에 삽금

대(鈒金帶)를 두른 듯 하며, 그 위에는 가는 녹색 띠가 둘

려져 있다. 그러면서 18세기 이후 그려진 모습도 보이는 

등 삼공신 초상과는 다르다. 오히려 1629년 모사했다고 

전해지는 보물 제1110호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초

상27이 개국공신 모습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낮은 사

모에 푸른 빛 단령, 삽금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2) 정사공신과 공신초상

정사공신(定社功臣, 1398)은 태조 7년(1398) 8월 왕

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개국공신들 간에 일어난 제1차 왕

자의 난 평정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린 공신 칭호이

그림 1  개국공신 이제 초상 

(장서각 2012: 26).

그림 2  개국·정사공신 이지란 초상 

(장서각 2012: 27).

그림 3 개국공신 조반 초상(국립중앙박물관 2011: 94).

20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3, 『韓國古文書精選』 3, p.68.

21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조선의 공신』, p.26.

22 위의 책, p.26.

23 『江漢集』 卷13, 「神道碑」; 『燃藜室記述』 卷2, 「太祖朝故事本末」;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9일(신유).

24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27.

25 『燃藜室記述』 卷2, 「太祖朝故事本末」.

26 국립중앙박물관, 2011, 『조선시대 초상화 Ⅰ』, p.94.

27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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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년 10월에 정사공신 29인(표 2)을 1등(12인), 2등

(17인)으로 나누어 책록하였다. 29인의 정사공신 중 제2

차 왕자의 난 이후 남은 공신은 18인이다.28 

공신책록 후 한 달 뒤인 11월에 공신교서와 공신녹

권을 나누어 주었으며29, 정사공신의 초상은 정종(定宗, 

재위: 1399∼1419) 1년(1399) 공신도감에서 왕에게 임금

의 초상과 함께 바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30 즉, 정사공

신의 초상은 정종 1년 무렵에 그려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사공신 초상은 4점을 확인하였다. 정사공신 1등에 

책록된 익안대군 이방의(李芳毅, 1360∼1404)31와 이백경

(李伯卿·李薆, 1363∼1414)32, 개국공신 1등과 정사공신 2

등에 책록된 이지란과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된 이천우(李

天祐, 미상∼1417) 초상이다. 4점 중 익안대군 이방의의 

초상은 복식이 시대에 맞지 않고 이백경, 즉 이애와 이지

란 초상은 반신상이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

라서 정사공신 초상 중에는 이천우 초상 1점을 연구 대상

으로 하였다.

태조의 셋째 아들이자 태종의 형인 이방의는 정사공

신으로 책록되던 해 개국공신으로도 추록되었다.33 2000

년 도난당했던 익안대군(益安大君) 이방의 초상은 2018

년 도난범으로부터 회수되었다.34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329호로 지정되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는 익안대군 이방의 초상(그림 4)은 영조 10년(1734)에 

이모한 것으로 영조의 어필(御筆) 표제도 남아 있다.35 이 

초상에는 옷자락을 깔고 앉은 제1기 모습과 후대의 사모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 

정사공신 1등에 책록된 이백경은 태조의 맏딸인 경

신공주(慶愼公主)와 혼인한 부마로, 이애로 개명한 인물

이다.36 이애의 초상은 낮고 둥근 모정에 좁고 짧은 양각

표 2 정사공신 명단(1398. 10)

등급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등(12인)

이화(李和) 미상～1408년 이방의(李芳毅) 1360～1404년 이방간(李芳幹) 1364～1421년

이방원(李芳遠) 1367～1422년 이백경(李伯卿) 1363～1414년 조준(趙浚) 1346～1405년

김사형(金士衡) 미상～1398년 이무(李茂) 1355～1409년 조박(趙璞) 1356～1408년

하륜(河崙) 1348～1416년 이거이(李居易) 1348～1412년 조영무(趙英茂) 1338～1414년

2등(17인)

이양우(李良祐) 1346～1417년 심종(沈悰) 미상～1418년 이복근(李福根) 미상～1421년

이지란(李之蘭) 1331～1402년 장사길(張思吉) 미상～1418년 조온(趙溫) 1347～1417년

김로(金輅) 1355～1416년 박포(朴苞) 미상～1400년 정탁(鄭擢) 1363～1423년

이천우(李天祐) 미상～1417년 장사정(張思靖) 미상～미상 장담(張湛) 미상～1400년

장철(張哲) 미상～1399년 이숙번(李叔蕃) 1373～1440년 신극례(辛克禮) 미상～1407년

민무구(閔無咎) 미상～1410년 민무질(閔無疾) 미상～1410년 총 29인(이천우 초상 1점 분석)

28 신명호, 2003, 앞의 책, p.35.

29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0월 1일(계묘); 11월 18일(경인).

30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8월 12일(기유).  

31 안보라, 2019, 「다시 찾은 초상화: 익안대군 영정」 『고궁문화』 12, p.104.

32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6일(병자). 이백경은 태조의 부마인 이애(李薆)의 옛 이름이다. 경(卿)자가 정종(定宗)의 휘(諱)와 소리가 비슷하여 이저(李佇)

로 고쳤으나, 저(佇)가 세자의 휘와 소리가 비슷하여 태종 10년 이애(李薆, 1363～1414)로 하였다. 

33 신명호, 2003, 앞의 책, p.34. 

34 익안대군 영정[2020. 03. 10검색],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

35 안보라, 2019, 앞의 논문, pp.103～105.

36 『新增東國輿地勝覽』 第11卷, 「京畿」 楊州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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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사모와 옅은 청색으로 채색한 단령 차림의 좌안구

분면 반신상이다. 2006년 청주이씨 종중에서 기증하여37 

현재는 경기도박물관에 〈이애 초상〉(그림 5)38으로 소장

되어 있다. 

이천우는 정사공신으로 책록되기 전 종2품에 해당

하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39였다.40 정사공신 2등

에 책록된 후 정종 2년(1400) 판중추원사를 거쳐 지삼군

부사(知三軍府事) 재임 시 좌명공신으로 책록되었다. 좌

명공신 책록 후 태종 2년 11월 무관들의 인사 개편 시 안

주도 도절제사(都節制使)에 제수되었다. 판중추원사는 

정2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며, 도절제사는 2품 이상의 관

원이 담당하는 관직이다. 따라서 정사공신 책록 전 종2품

에 해당하는 관직에 있었던 이천우는 정사공신 2등 책록 

시 정2품에 해당하는 품계에 가자되었을 것으로 짐작된

다. 이천우의 초상은 정사공신 초상, 좌명공신 초상 그리

고 관직에서 물러날 때 태종이 내려준 초상41 등 3점이 확

인된다. 종가에서 보관해 오던 초상(그림 6)은 1774년 한

종유(韓宗愈)가 이모한 것으로 현재는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정사공신 초상과 좌명공신 초상 중 하

나를 이모한 것이다.42 

3) 좌명공신과 공신초상

좌명공신(佐命功臣, 1401)은 정종 2년(1400) 제2차 

왕자의 난 평정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린 공신 칭호

이다. 제2차 왕자의 난 평정 후 정종은 방원에게 왕위를 

양위하였으며, 방원은 왕위에 오른 뒤 공이 있는 신하들 

46인(표 3)을 1등에서 4등까지 등급을 나누어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태종 1년(1401) 2월에 공신들에게 교서와 녹

권을 나누어 주고43, 이듬해 2월에는 임금의 초상과 공신 

40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였다.44 

좌명공신 초상으로는 1등에 책록된 이저(李佇·李薆, 

1363∼1414), 2등에 책록된 이천우(그림 6)와 이지란(그

림 2), 3등에 책록된 마천목(馬天牧, 1358∼1431), 그리고 

4등에 책록된 서유(徐愈, 1356∼1411) 초상을 확인하였

다. 이저는 정사공신 이백경인데 그 후 다시 이애(그림 5)

로 개명한 인물이다. 좌명공신 2등인 이천우와 이지란은 

앞서 살펴보았다. 

마천목은 고려 우왕(禑王) 7년(1381) 산원(散員)으

로 처음 제수된 후 여러 차례의 승진을 거쳐 조선 초에 대

장군이 되었다. 좌명공신 3등에 책록된 마천목은 〈마천

목좌명공신녹권(馬天牧佐命功臣錄券)〉45을 통해 정3품 

그림 4  정사공신 이방의 

초상(국립고궁박

물관).

그림 5  정사공신 이애 

초상(경기도박물

관 2008: 118).

그림 6  정사·좌명공신 

이천우 초상(장

서각 2012: 37).

37 경기도박물관, 2008, 『초상, 영원을 그리다』, pp.144～145. 

38 위의 책, p.118.

39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는 고려·조선시대 중추원(中樞院)의 종2품직에 해당하는 관직이다.(동지원중추사 [2020. 02. 23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

40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0월 1일(계묘). 

41 조선미, 2009, 『한국의 초상화: 形과 影의 예술』, 돌베개, p.434.

42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37. 

43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25일(갑인).

44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15일(무진). “戊辰/命寫御容, 佐命功臣四十影子幷畫之”.

45 서병패, 2005, 「조선 초기 馬天牧 佐命功臣錄券의 書誌學的 硏究」 『서지학보』 29, p.39;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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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상에 해당하는 절충장군(折衝將軍)에 가자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1926)에 실

린 마천목 초상 사진(그림 7)은 흉배 장식이 없는 옅은 색 

단령 차림46으로, 현재는 보기 어려운 초상화이다. 좌안팔

분면의 전신교의좌상으로 그려졌다.47 이후 이모되는 과

정에서 흉배와 단령의 색채, 문양이 더해진 모습(그림 8)

으로 변하였다. 

좌명공신 4등에 책록된 서유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에 가자된 인물이다.48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이천서씨

(利川徐氏) 양경공 영당(良景公 影堂)에 새로 조성된 서

유 초상(그림 9)49이 봉안되어 있다.50 가부좌 자세로 정면

을 향하고 있는 서유 초상은 사모에 흉배가 부착된 짙은 

녹색 단령 차림을 하고 있다. 조선 초기 공신초상에서 볼 

수 있는 양상과는 다른 모습 등이 확인되므로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좌명공신 초상 중에는 마천목 

초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조대에서 태종대까지의 

공신초상은 이제(개국공신), 조반(개국공신), 이지란(개

그림 7  정사·좌명공신 마

천목 초상(장서각 

2012: 38).

그림 8  이모 과정을 거친 

마천목 초상(장서

각 2012: 39).

그림 9  좌명공신 서유 

초상(두산백과).

표 3 좌명공신 명단(1401. 2)

등급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등(9인)

이저(李佇) 1363～1414년 이거이(李居易) 1348～1412년 하륜(河崙) 1348～1416년

이무(李茂) 1355～1409년 조영무(趙英茂) 1338～1414년 이숙번(李淑蕃) 1373～1440년

민무구(閔無咎) 미상～1410년 민무질(閔無疾) 미상～1410년 신극례(辛克禮) 미상～1407년

2등(3인) 이래(李來) 1362～1416년 이화(李和) 미상～1408년 이천우(李天祐) 미상～1417년

3등(12인)

성석린(成石璘) 1338～1423년 이숙(李淑) 1373～1406년 이지란(李之蘭) 1331～1402년

황거정(黃居正) 미상～미상 윤저(尹抵) 미상～1421년 김영렬(金英烈) 미상～1404년

윤곤(尹坤) 미상～1422년 박은(朴訔) 1370～1422년 박석명(朴錫命) 1370～1406년

마천목(馬天牧) 1358～1431년 조희민(趙希閔) 미상～1410년 유기(柳沂) 미상～1410년

4등(22인)

조박(趙璞) 1356～1408년 조온(趙溫) 1347～1417년 권근(權近) 1352～1409년

이직(李稷) 1362～1431년 유양(柳亮) 1355～1416년 조경(趙卿) 1374～1429년

김승주(金承霔) 1354～1424년 서익(徐益) 미상～1412년 홍서(洪恕) 미상～1418년

윤자당(尹子當) 미상～1422년 이원(李原) 1368～1429년 이승상(李升商) 미상～1413년

김정경(金定卿) 1345～1419년 서유(徐愈) 1356～1411년 이종무(李從茂) 1360～1425년

이응(李膺) 1365～1414년 심귀령(沈龜齡) 1350～1413년 연사종(延嗣宗) 1360～1434년

한규(韓珪) 미상～1416년 김우(金宇) 미상～1418년 문빈(文彬) 미상～1413년

윤목(尹穆) 미상～1410년 총 46인(마천목 초상 1점 분석)

46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38.

47 趙善美, 1983, 앞의 책, p.191.

48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3, 앞의 책, pp.72～73. 

49 양경공 영당[良景公影堂, 2020. 3. 10 검색], 두산백과 http://reurl.kr/144709B8PQ.

50 서유 초상[2020. 03. 10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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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사·좌명공신), 이방의(정사공신), 이저(정사·좌명공

신), 이천우(정사·좌명공신), 마천목(좌명공신), 서유(좌

명공신) 초상 등 총 8점이 확인되었으나 조선 초기 공신

초상으로 보기 어려운 조반 초상·이방의 초상·서유 초상

과 반신상인 이지란과 이백경(이저·이애)의 초상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태조∼태종대 공신초상 중

에는 <그림 1>의 이제 초상(개국공신), <그림 6>의 이

천우 초상(정사공신), 그리고 <그림 7>의 마천목 초상

(좌명공신) 3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단종대∼성종 초 공신초상 

1) 정난공신과 공신초상

정난공신(靖難功臣, 1453)은 단종 1년 수양대군이 

반대 세력인 김종서(金宗瑞, 1382∼1453) 등의 원로대신

과 종친인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을 제거하는 

데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준 공신의 칭호이다. 단

종 1년(1453) 10월에 정난의 공을 논하여 공신을 1등(12

인), 2등(11인), 3등(20인)으로 구분하여 43인(표 4)을 공

신으로 책록하였다.51 동년 11월 4일 의정부(議政府)에서

는 정난한 공신들에게 공신 칭호를 내리고 전각(殿閣)을 

세워 초상을 그려 붙이기를 왕에게 청하였으며, 동월 8일

과 20일에는 공신들에게 공신의 호와 관직을 내려 주고, 

회맹제를 실시하였다.52 단종 3년(1455) 공신들에게 잔치

를 베풀어 주면서 공신교서와 맹족(盟簇)을 내려 주었다.53

정난공신 초상은 2등에 책록된 신숙주(申叔舟, 1417

∼1475)와 3등에 책록된 설계조(薛繼祖, 미상∼1467) 초

상을 확인하였다. 신숙주는 정난·좌익·익대·좌리공신으

로 책록된 인물이다.54 정난공신 책록 전 부승지(副承旨)

였던 신숙주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켰

을 때 외직(外職)에 있었으나 일찍부터 비밀리에 모의에 

표 4 정난공신 명단(1453. 10)

등급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등(12인)

수양대군  1417～1468년 정인지(鄭麟趾) 1396～1478년 한확(韓確) 1400～1456년

박종우(朴從愚) 미상～1464년 김효성(金孝誠) 미상～1454년 이사철(李思哲) 1411～1456년

이계전(李季甸) 1404～1459년 박중손(朴仲孫) 1412～1466년 최항(崔恒) 1409～1474년

홍달손(洪達孫) 1415～1472년 권람(權擥) 1416～1465년 한명회(韓明澮) 1415～1487년

2등(11인)

권준(權儁) 미상～미상 신숙주(申叔舟) 1417～1475년 윤사윤(尹士昀) 미상～1485년

양정(楊汀)  미상～1466년 유수(柳洙) 1415～1481년 유하(柳河) 1415～1474년

봉석주(奉石柱) 미상～1465년 홍윤성(洪允成) 1425～1475년 곽연성(郭連城) 미상～1464년

엄자치(嚴自治) 미상～1455년 전균(田昀) 1409～1470년

3등(20인)

이흥상(李興商) 미상～1465년 이예장(李禮長) 1406～1456년 성삼문(成三問) 1418～1456년

김처의(金處義) 미상～미상 권언(權躽) 미상～1467년 설계조(薛繼祖) 1418～1486년

유사(柳泗) 1423～1471년 강곤(康袞) 1411～1484년 임자번(林自蕃) 미상～미상

유자황(柳自晃) 미상～미상 권경(權擎) 1429～1482년 송익손(宋益孫) 미상～1482년

홍순손(洪順孫) 미상～미상 최윤(崔潤) 미상～1465년 유숙(柳淑) 1409～1485년

안경손(安慶孫) 1416～1479년 한명진(韓明溍) 1426～1454년 한서구(韓瑞龜) 미상～미상

이몽가(李蒙哥) 1405～1487년 홍순로(洪純老) 1416～1474년 총 43인(초상 2점 분석)

51 『단종실록』 28권, 단종 1년 10월 15일(무술).

52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4일(병진); 11월 8일 경신; 11월 20일(임신). 

53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24일(병진). 

54 『燃藜室記述』 권5, 「世祖朝故事本末」.



189		조선시대 공신초상(功臣肖像)의 관복(제1기) 고찰

참여하였다.55 그러한 연유로 단종 1년(1453) 11월 4일 정

난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56 신숙주 초상(그림 10)57의 관

복은 백한흉배(白鷳胸背)가 부착된 녹색 단령이다. 백한

흉배는 문관 3품의 흉배이다. 문무백관의 흉배제도가 단

종 2년(1454) 12월에 제정되었으므로 백한흉배가 부착되

어 있는 녹색단령 차림의 신숙주 초상은 단종 3년(1455) 

1월 정난공신 교서가 내려진58 이후 통정대부일 때 그려

진 초상화이다. 단종 3년(1455) 1월 기록에서도 당시 신

숙주가 통정대부임59을 알 수 있으니 신숙주 초상은 1455

년 정난공신 도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한편 정난공신 3등에 책록된 추충정난공신(推忠靖

難功臣) 선략장군(宣略將軍) 용양시위사(龍驤侍衛司) 후

령호군(後領護軍) 설계조60 초상(그림 11)은 설계조의 재

실인 경모재(敬慕齋)에 봉안되어 있다. 18세기 영조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모본이기는 하나 조선 전기의 

양식을 재현한 초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년 11월 17

일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제7호로 지정되었다.61 

2) 좌익공신과 공신초상

좌익공신(佐翼功臣, 1455)은 세조의 등극을 도운 신

하들에게 내린 공신 칭호로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9월에 

1등(7인), 2등(12인), 3등(25인)으로 구분하여 44인(표 5)62

표 5 좌익공신 명단(1455. 8)

등급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등(7인)

계양군(桂陽君) 1427～1464년 익현군(翼峴君) 1431～1463년 한확(韓確) 1400～1456년

윤사로(尹師路) 1423～1463년 권남(權擥) 1416～1465년 신숙주(申叔舟) 1417～1475년

한명회(韓明澮) 1415～1487년

2등(12인)

정인지(鄭麟趾) 1396～1478년 이사철(李思哲) 1411～1456년 윤암(尹巖) 미상～미상

이계린(李季疄) 1401～1455년 이계전(李季甸) 1404～1459년 강맹경(姜孟卿) 1410~1461년

윤형(尹炯) 1388～1453년 최항(崔恒) 1409～1474년 전균(田畇) 1409～1470년

홍달손(洪達孫) 1415～1472년 양정(楊汀) 미상～1466년 권반(權攀) 1419～1472년

3등(25인)

권공(權恭) 미상～1462년 이징석(李澄石) 1373～1461년 정창손(鄭昌孫) 1402～1487년

황수신(黃守身) 1407～1467년 박강(朴薑) 미상～1460년 권자신(權自愼) 미상～1456년

박원형(朴元亨) 1411～1469년 구치관(具致寬) 1406～1470년 윤사윤(尹士昀) 미상～1485년

성삼문(成三問) 1418～1456년 조석문(曺錫文) 1413～1477년 이예장(李禮長) 1406～1456년

원효연(元孝然) 1404～1466년 한종손(韓終孫) 미상～1467년 이휘(李徽) 미상～1456년

황효원(黃孝源) 1414～1481년 윤자운(尹子雲) 1416～1478년 이극배(李克培) 1422～1495년

이극감(李克堪) 1423～1465년 권개(權愷) 미상～468년 최유(崔濡) 미상～미상

조효문(曺孝門) 미상～1462년 한계미(韓繼美) 1421～1471년 정수충(鄭守忠) 1401～1469년

조득림(趙得琳) 미상～미상 총 44인

55 『國朝人物考』 권1, 「相臣」.

56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4일(병진).

57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51.

58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24일(경오). 

59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24일(경오). “敎輸忠協贊靖難功臣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經筵參贊官兼尙瑞尹修文殿直提學知製敎充春秋館修撰官兼判奉常寺事

知吏曹內直司樽院事申叔舟 ……”.

60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24일(경오). “靖難功臣宣略將軍龍驤侍衛司後領護軍薛繼祖曰 ……”. 

61 설계조[2020. 2. 16 검색], 디지털광명문화대전 http://gwangmyeong.grandculture.net/.

62 신명호, 2003, 앞의 책, p.64. 성삼문·권자신·이휘(3등)는 세조 2년(1456)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공신에서 삭훈, 정창손(3등)은 역모를 고발한 공으로 2등으로 

추증, 김질이 3등으로 추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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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신으로 책록하였다.63 좌익공신들에 대한 포상은 좌

명공신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64 

신숙주는 좌익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그러나 현전

하는 신숙주 초상은 문관 3품 통정대부에 해당하는 백한

흉배가 묘사되어 있으므로 좌익공신 초상에 해당되지 않

는다. 좌익공신 신숙주는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에 

가자65되었기 때문에 좌익공신 초상이라면 운안흉배에 삽

금대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연구 대상이 

될 좌익공신 초상은 없다. 

3) 익대공신과 공신초상

익대공신(翊戴功臣, 1468)은 예종 즉위년(1468) 10

월에 일어난 남이(南怡, 1441∼1468)와 강순(康純, 1390

∼1468)의 역모사건66을 평정한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린 공신 칭호를 말한다. 예종 즉위년(1468) 10월 28일 공

신의 칭호를 정하고 1등(5인), 2등(10인), 3등(22인)으로 

나누어 37인(표 6)67을 익대공신으로 정하였으며68, 동월 

30일에 공신들의 공적에 따라 품계와 관직을 더하였다.69 

예종 1년(1469) 5월에 공신들에게 공신교서를 나누어 주

었다.70 익대공신들에 대한 포상은 좌익공신의 예에 의하

여 시행하였다.71 

남이는 이시애(李施愛, 미상∼1467)의 난이 일어났

을 때 이시애를 토벌하는데 공을 세워 적개공신 1등으로 

책록되었으며, 자헌(資憲)의 계자에 올라 병조판서에 제

수된 인물이다.72 평소 남이의 재능과 명성 등을 시기하던 

유자광(柳子光, ?∼1512)이 남이가 반역을 꾀한다 하여 남

표 6 익대공신 명단(1468. 10)

등급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등(5인)
유자광(柳子光) 미상～1512년 신숙주(申叔舟) 1417～1475년 한명회(韓明澮)  1415～1487년

신운(申雲) 1423～1463년 한계순(韓繼純)  1431～1486년

2등(10인)

이침(李琛) 1430～1479년 이서(李曙)  1449～1498년 이부(李溥)  1444～1470년

이준(李浚) 1441～1479년 심회(沈澮)  1418～1493년 박원형(朴元亨)  1411～1469년

정현조(鄭顯祖) 1440～1504년 이복(李復)  1428～미상 이극증(李克增)  1431～1494년

박지번(朴之蕃)  미상～미상 

3등(22인)

정인지(鄭麟趾) 1396～1478년 정창손(鄭昌孫) 1402～1487년 조석문(曺錫文)  1413～1477년

한백륜(韓伯倫)  1427～1474년 노사신(盧思愼)  1427～1498년 박중선(朴仲善)  1435～1481년

홍응(洪應)  1428～1492년 강곤(康袞)  1411～1484년 조득림(趙得琳) 미상～미상

신승선(愼承善) 1436～1502년 권감(權瑊)  1423～1487년 어세겸(魚世謙) 1430～1500년

윤계겸(尹繼謙) 1442～1483년 정효상(鄭孝常) 1432～1481년 권찬(權攢) 1430～1487년

조익정(趙益貞) 1436～1498년 안중경(安仲敬) 미상～미상 서경생(徐敬生) 미상～미상

김효강(金孝江) 미상～미상 이존명(李存命) 미상～미상 유한(柳漢) 미상～미상

한계희(韓繼禧) 1423～1482년 총 37인

63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13일(병진); 9월 5일(정축).

64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9일(신사). “傳曰佐翼功臣褒賞, 依佐命功臣例施行”.

65 『保閑齋集』, 「附錄」, 文忠公行狀[晉山姜希孟撰. “… 世祖卽位. … 賜佐翼功臣之號. 其敎書曰. … 拜資憲大夫藝文館大提學, 集賢殿提學, 高靈君”. 

66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4일(경술). 

67 예종 1년(1469) 6월 강희맹(姜希孟, 1424～1483)과 이존(李存)을 익대공신 3등에 추록하게 하였다.

68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8일(갑인).

69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30일(병진). 

70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20일(계묘).

71 『예종실록』 2권, 예종 즉위년 11월 21일(정축).

72 『大東野乘』, 「東閣雜記」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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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옥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73 남이 역모의 주모자인 

유자광은 이후 정국공신 1등에 책록되지만 무오사화를 

일으킨 죄로 공적에서 삭훈된다.74

현전하는 익대공신 초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신숙

주는 익대공신 1등에 책록되어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

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가자되었기 때문에 현전하는 

문관 3품의 신숙주 초상은 익대공신 초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좌리공신과 공신초상

좌리공신은 성종 2년(1471) 정치를 잘하고 왕을 잘 

보필한 공을 인정받아 책록된 공신들이다. 1등(9인)에서 

2등(11인), 3등(18인), 4등(35인)까지 73인(표 7)75을 공신

으로 정하고, 이틀 뒤에 공신 호를 내려 주었다.76 동년 4

월에 성종은 8공신77과 자손들을 거느리고 맹단(盟壇)에 

모여 맹세하고, 회맹제의 음복연(飮福宴)을 충훈부에 내

려 주었다.78 

표 7 좌리공신 명단(1471. 3)

등급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등(9인)

신숙주(申叔舟) 1417～1475년 한명회(韓明澮)  1415～1487년 최항(崔恒)  1409～1474년

홍윤성(洪允成)  1425～1475년 조석문(曺錫文)  1413～1477년 정현조(鄭顯祖) 1440～1504년

윤자운(尹子雲)  1416～1478년 김국광(金國光)  1415～1480년 권감(權瑊)  1423～1487년

2등(11인)

이정(李婷) 1454～1488년 이침(李琛) 1430～1479년 정인지(鄭麟趾) 1396～1478년

정창손(鄭昌孫) 1402～1487년 심회(沈澮) 1418～1493년 김질(金礩) 1422～1478년

한백륜(韓伯倫)  1427～1474년 윤사흔(尹士昕) 1422～1485년 한계미(韓繼美) 1421～1471년

한계희(韓繼禧) 1423～1482년 송문림(宋文琳) 1409～1476년

3등(18인)

성봉조(成奉祖)  1401～1474년 노사신(盧思愼) 1427～1498년 강희맹(姜希孟) 1424～1483년

임원준(任元濬) 1423～1500년 박중선(朴仲善) 1435～1481년 이극배(李克培) 1422～1495년

홍응(洪應) 1428～1492년 서거정(徐居正)  1420～1488년 양성지(梁誠之)  1415～1482년

김겸광(金謙光)  1419～1490년 강곤(康袞) 1411～1484년 신승선(愼承善) 1436～1502년

이극증(李克增)  1431～1494년 한계순(韓繼純)  1431～1486년 정효상(鄭孝常) 1432～1481년

윤계겸(尹繼謙)  1442～1483년 한치형(韓致亨) 1434～1502년 이숭원(李崇元) 1428~1491년

4등(35인)

김수온(金守溫) 1409～1481년 이석형(李石亨)  1415～1477년 윤필상(尹弼商)  1427～1504년

허종(許琮)  1434～1494년 황효원(黃孝源  1414~1481년 유수(柳洙) 1415～1481년

어유소(魚有沼)  1434～1489년 함우치(咸禹治)   1408～1479년 이훈(李塤)  1429～1481년

김길통(金吉通)   1408～1473년 선형(宣炯)   1434～1479년 우공(禹貢)  1415～1473년

김교(金嶠)  1428～1480년 오백창(吳伯昌)   415～1473년 박거겸(朴居謙)  1413～1481년

이철견(李鐵堅)  1435～1496년 한치인(韓致仁)   1421～1477년 구문신(具文信)  1415～1485년

이숙기(李淑琦)  1429～1489년 정난종(鄭蘭宗)  1433～1489년 정숭조(鄭崇祖)   442～1503년

이승소(李承召)  1422～1484년 한치의(韓致義)    440～1473년 한보(韓堡) 미상～1522년

김수녕(金壽寧)  1436～1473년 한치례(韓致禮)  1441～1499년 한의(韓㠖) 1443～1485년

이극돈(李克墩) 1435～1503년 이수남(李壽男) 1439～1471년 이현(李鉉) 미상～미상

신정(申瀞) 1442～1482년 김순명(金順命)  1435～1487년 유지(柳輊) 미상～미상

심한(沈澣) 1444～1509년 신준(申浚) 미상～미상 총73인(이숭원 초상 1점 분석)

73  『燃藜室記述』 卷6, 「睿宗朝故事本末」.

74 신명호, 2003, 앞의 책, p.87.

75 성종 1년(1470) 9월에 졸한 능성부원군 구치관을 성종 2년(1471) 9월에 좌리공신 2등에 추록하도록 하였다. 

76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6일(기해); 3월 28일(신축).

77 8공신은 조선 초기의 개국·정사·좌명공신, 단종대의 정난, 세조대 좌익·적개공신 예종대 익대공신, 성종대 좌리공신을 말한다. 

78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6일(무진); 4월 11일(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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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리공신 초상은 1등에 책록된 신숙주와 3등에 책록

된 이숭원(李崇元, 1428∼1491) 초상(그림 12)을 확인하

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전하는 신숙주 초상은 정난

공신 초상이므로 제외하고 좌리공신 3등에 책록된 이숭

원 초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숭원은 종2품 가선대부(嘉

善大夫)에 가자되고 연원군(延原君)에 봉해졌다.79 

이숭원의 초상은 익산충간공박물관 2점(홍포본·청

포본)과 경북 김천 도동서원의 홍포본이 현전한다. 도동

서원본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69호80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흉배 없는 담홍색 단

령에 삽은대(鈒銀帶)가 묘사되어 있는 충간공박물관 홍

포본81은 후대 이모본이다. 하지만 성종 초 공신초상에 보

이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다. 반면에 익산충간공박물관 소장 청포본은 18

세기 이후 등장하는 표피깔개와 운학흉배 등이 묘사되어 

있어 이숭원의 15세기 모습으로 보기 어렵기에 연구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종대 이후 성종 초 공신

초상은 <그림 10>의 신숙주 초상(정난공신 2등)82, <그

림 11>의 설계조 초상(정난공신 3등)83, 그리고 <그림 

12>의 이숭원 초상(좌리공신 3등)84을 확인하였으며, 세 

점의 초상을 관복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Ⅲ.  제1기 공신초상 관복의  
조형적 특징

조선 초 단령을 기본으로 하는 문무백관의 관복제도

는 고려 말기 관복제도에서 비롯되었다. 우왕(禑王) 12년

(1386) 명나라에 사신으로 간 정몽주(鄭夢周, 1337∼1392)

가 고황제에게 명나라 관복을 청하였으며85, 설장수(偰長

壽, 1341∼1399)가 고황제가 하사한 관복을 받아 왔다.86 

그림 10  정난공신 신숙주 초상(장서

각 2012: 51).

그림 11  정난공신 설계조 초상(향토

문화전자대전).

그림 12  좌리공신 이숭원 초상 A: 충간공 보물 제651호 박물관 소장(어진박물

관 2019: 18), B: 도동서원본, 경북 도청 제공.

79 『성종실록』 260권, 성종 22년 12월 26일(무진). 

8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reurl.kr/13D6F472DG.

81 어진박물관, 2019, 『이렇게 뵙습니다』, pp.18～19.

82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51. 

83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ko/.

84 어진박물관, 2019, 앞의 책, p.18.

85 『高麗史』 卷117, 「列傳」 30, 禑王 12년, “十二年如京師請冠服 …… ”.

86 鄭東愈, 1805, 『晝永篇 下』, 南晩星 譯, 1971, 乙酉文化社,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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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13년(1387) 6월부터 정몽주 등의 건의로 명나라 제

도에 근거한 사모·단령을 백관의 관복제도로 정하게 되

었다.87 1품에서 9품까지의 관원들이 사모와 단령을 착용

하였는데 그 외에 품대와 흑화를 갖추었다. 단령에 부착

하는 흉배제도가 시작되는 단종 4년(1454) 12월 이전까

지 품대는 관원들의 품계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이었다. 그리고 신발은 흑화 또는 백화(白靴), 연록피화

(烟鹿皮靴)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초상화 인물의 관복 색상이 아청색으로 표현되기 이

전까지를 공신초상의 관복 제1기로 규정한 이 연구에서

는 초기 공신의 현전하는 공신초상 중 전신(全身)이 묘사

된 초상 6점을 대상으로 관복의 구성품별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초기 태조대 이후 태종대까지의 삼공신 중 개

국공신 이제 초상(그림 1), 정사·좌명공신 이천우 초상(그

림 6)88, 좌명공신 마천목 초상(그림 7)89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단종 이후 성종 초까지 정난·좌익공신 초상은 정

난공신 2등과 좌익공신 1등에 책록된 신숙주 초상(그림 

10)90과 3등에 책록된 설계조 초상(그림 11), 마지막으로 

좌리공신 3등에 책록된 이숭원 초상(그림 12)의 복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사모

관복 단령과 함께 착용하는 사모는 2단으로 구성된 

모체(帽體)와 뒤쪽에 좌우로 뻗은 양각(兩角)으로 이루어

진 관모이다. 사모는 시대에 따라 세부적인 모체 높이와 

모정 형태, 휜 정도가 변화하였고 양각은 너비와 길이, 처

짐 정도, 그리고 무늬가 변하였다. 사모의 초기 모습은 정

몽주 초상의 사모91에서도 볼 수 있다.

개국공신에서 태종대 좌명공신 초상의 사모는 <그

림 13∼15>에서 볼 수 있듯이, 모체의 높이가 낮고 모정

은 완만하게 둥근 형태이다. 전두부와 후두부의 높이 비

율은 1:1 정도로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사모 뒤쪽에 좌우

로 뻗은 양각은 좁고 짧으며, 끝이 아래를 향한 하향 형태

이다. 양각에 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세 점의 초상 중 마

천목의 사모 양각(그림 15)은 하향 정도가 다른 초상의 

사모에 비해 적은 편이다. 

세종 31년(1449) 세종은 모정이 뾰족한 당제(唐制) 

사모를 종친(宗親)과 부마(駙馬), 그리고 문무 2품 이상의 

관원들에게 하사하였다.92 이는 삼공신의 초상에서 볼 수 

있는 모정 낮은 사모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455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신숙주 초상에서 모정이 높

아진 사모(그림 16)를 볼 수 있다. 설계조의 사모(그림 17) 

그림 13  개국공신 이제 

사모(장서각 

2012: 26).

그림 14  정사·좌명공신 

이천우 사모

(장서각 2012: 

37).

그림 15  정사·좌명공신 

마천목 사모

(장서각 2012: 

38).

그림 16  정난공신 신숙

주 사모(장서

각 2012: 50).

그림 17  정난공신 설계

조 사모(향토문

화전자대전).

그림 18  좌리공신 이숭

원 사모(어진박

물관 2019: 18).

87 『高麗史』 卷136, 「列傳」 49, 禑王 13년 6월, “六月 依大明之制, 定百官冠服”.

88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37.

89 조선미, 2009, 앞의 책, p.436.

90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앞의 책, p.51.

91 경기도박물관, 2019, 『오! 경기의 천년여행 1018 2018』, p.77.

92 『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0월 18일(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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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도 유사하다. 삼공신의 사모 양각처럼 너비는 여전히 

좁은 형태이고 하향의 형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길

이는 거의 두 배 가량 길어졌다. 그리고 양각의 문양은 여

전히 보이지 않는다. 한편 성종 2년 좌리공신 이숭원 초상

의 사모(그림 18)는 정난공신 신숙주나 설계조의 사모보

다 좀 더 높아진 듯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볼 때 개국 이후 성종 초

까지의 공신초상의 사모는 크게 두 단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초기의 완만하고 둥근 모정과 낮은 모체에 좁고 

짧은 하향의 양각이던 사모는 세종 말 이후 모체가 높아

지기 시작하였다. 단종대 공신초상부터 성종 초까지 2배 

정도로 높아진 모체로 변하였으며, 하향의 좁은 양각은 

길이가 두 배 정도로 길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성종 초 좌

리공신 초상에서 비로소 양각의 각도가 수평을 향하여 올

라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단령

1) 단령의 색상과 문양

이 시기 백관의 단령 색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

다. 이는 『대명회전(大明會典)』의 ‘잡색(雜色)’93을 사용한

다는 기록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태종은 조정

의 위의(威儀)와 문채(文彩)를 위하여 회색이나 옥색 등의 

옅은 색상을 착용하지 말고 대신 짙은 색상의 채의(彩衣)

를 입도록 명하였다. 특히 심남색이나 홍색, 또는 흑색 등

의 옷을 착용하도록 하였다.94 이는 관리들이 옅은 색상의 

단령을 입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였다.95 『세종실록』에

는 ‘개국 이래 문무백관들이 회색 단령을 입었는데 상서

로운 색이 아니어서 금지하였다.’96라는 기록도 보인다. 

후대 이모본이기는 하지만 이제 초상(그림 1), 이지란 

초상(그림 2), 이천우 초상(그림 6), 마천목 초상(그림 7)에

서 각기 다른 색상의 단령이 확인된다. 즉 조선 초기의 잡

색 단령을 착용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이지란이

나 이천우, 마천목 등의 초상에 표현된 옅은 색 단령을 통

해 당시 태종이 옅은 색상의 단령을 입었다고 질책하는 상

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천우 초상은 현재 색이 바래서 흰

색처럼 보이지만 본래는 담홍색이었을 것97이다. 

단종 2년(1454) 종친과 관원의 단령에 부착하도록 

한 흉배제도98는 세조가 등극한 후에도 정착되지 않은 듯

하다. 세조는 단자(段子)로 단령을 만들어 입고 흉배로 

품계를 구분하라고 명하였으나, 관원들이 조회에 참석할 

때만 입었던 것이다. 성종 대에도 예연(禮宴)이 아니면 

입지 않는다99고 하였다. 이는 문양이 없는 단령을 즐겨 

착용하였음을 말하며 공신초상의 단령에서 문양이 표현

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신숙주 초상의 단령

은 녹색이다. 선행 연구에서 신숙주의 초상은 집무복 단

령에 흉배를 부착한 것100으로 추론한 바 있다. 그러나 근

자에 경기도박물관 소장 영사공신(1628) 황성원(黃性元, 

미상∼1667)101 등의 초상에서 신숙주 초상과 유사한 초록

색이 흑단령에 채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황성원

의 아들인 황진(黃縉, 생몰 미상)의 영사공신(1628) 초상

에는 당시의 아청색 흑단령이 제대로 묘사되어 있다. 따

93 『大明會典』 卷61, 11후～12전.

94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7일(병오).

95 이은주, 2005, 「조선시대 백관의 시복(時服)과 상복(常服) 제도 변천」 『服飾』 55(6), p.48.

96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8월 6일(정미). 

97 趙善美, 1983, 앞의 책, p.193.

98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병술). 

99 민족문화추진회, 1971, 『국역 대동야승2』, p.550.

100 하명은·이은주, 2007, 「날짐승흉배의 감정(鑑定)을 위한 기준 설정」 『韓服文化』 10(3), p.164.

101 문화재청, 2007, 앞의 책,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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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황성원 초상을 비롯하여 신숙주 초상 등이 훗날 가

칠되어 본래의 색상과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

서는 단언하기 어려워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삼공신 초상의 단령(그림 19∼21)은 물론, 정난공신

과 좌리공신 초상의 단령(그림 22∼24)에서도 무늬가 보

이지 않는다. 당시 실제로는 문단 단령이 사용되었을 가

능성도 있으나 태조 어진을 비롯하여 성종 초 공신초상까

지는 무늬를 표현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2) 단령의 무 양식

조선 초 단령 무는 고려 말기 문수사 답호나 해인사 

답호의 무 양식을 그대로 이은 ‘안주름무’이다. W모양 또

는 접선(摺扇)처럼 주름을 잡아 단령의 옆트임 안으로 넣

어 정리한 형태102이다. 명나라 선종(宣宗, 재위 1425∼

1435) 초상103이나 심도(沈度, 1357∼1434) 초상104에서 옆

트임 안으로 주름을 넣어 정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세종대

에 ‘안주름무’에서 ‘안팎주름무’로 변화하였다105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세종대에는 여전히 ‘안주름무’인 것으로 수정하

고자 한다.

제1기 공신초상(그림 25∼30)에서는 좌우 한 쪽 무

의 일부를 깔고 앉아 접힌 듯이 그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천우와 마천목 초상, 그리고 이 시기의 마지막 공신초

상인 이숭원 초상에서 ‘안주름무’가 확실하게 보인다. 따

라서 성종 초까지는 단령의 무 양식이 ‘안주름무’였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한편 단령은 홑단령이 아닌 겹단령106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옆트임의 무 안쪽으로 보이는 단령의 안감은 주로 

그림 19  이제 단령 색상

(장서각 2012: 

26).

그림 20  이천우 단령 

색상(장서각 

2012: 37).

그림 21  마천목 단령 

색상(장서각 

2012: 38).

그림 22  신숙주 단령 

겉감(장서각 

2012: 51).

그림 23  설계조 단령  

겉감(향토문화

전자대전).

그림 24  이숭원 단령 

겉감(어진박물

관 2019: 18).

그림 25  이제 초상  

안주름무(장서

각 2012: 26).

그림 26  이천우 초상  

안주름무(장서

각 2012: 37).

그림 27  마천목 초상  

안주름무(장서

각 2012: 38).

그림 28  신숙주 초상 

안주름무(장서

각 2012: 51).

그림 29  설계조 초상  

안주름무(향토

문화전자대전).

그림 30  이숭원 초상  

안주름무(어진 

박물관 2019: 18).

102 이은주·김미경, 2019, 앞의 논문, p.123.

103 张竞琼·曹喆, 2012, 『看得见的中国服装史』, 北京: 中华书局, p.202.

104 徐湖平, 2003, 『明淸肖像畵』, 天津: 天津人民美术出版社, p.51. 

10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朝鮮 世宗朝의 宮中朝會, 常參儀 考證硏究』, p.121.

106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6일(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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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후대에 

이모하면서 이 시기의 복식 구조를 모르는 화사들이 그려

서 형태 파악이 어렵게 묘사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3) 흉배

흉배제도는 단종 2년(1454) 12월에 제정되어 단종 3

년(1455)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07 제1기 공신초상 중 

흉배가 표현되어 있는 초상은 신숙주 초상이 유일하다. 신

숙주 초상의 흉배(그림 31)는 문관 3품에 해당하는 백한흉

배이다. 백한의 특징인 긴 꼬리가 품대와 소매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나, 머리 뒤로 뻗친 관우 형태를 통해 『大明會

典』에 보이는 백한흉배(그림 32)108임을 알 수 있다. 

신숙주는 정난공신 책록 시 정3품 당상에 해당하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되었다. 그 후 좌익공신으로 책

록될 때는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로 가자되었다. 따라

서 신숙주 초상의 흉배와 품대가 백한흉배와 삽은대이므

로 통정대부 신숙주의 정난공신 초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 

3. 답호와 철릭

답호와 철릭은 평상복으로도 착용하였으나 곤룡포

의 받침옷 또는 단령의 받침옷109으로 착용되었다. 답호는 

곧은 깃의 반팔 옷[半臂衣·半袖衣]이지만 단령과 같은 옆

트임과 무가 있는 옷이다. 단령과 철릭 사이에 착용하였

으며, 직령이 단령 받침옷을 대신하기 이전까지 착용되

었다. 철릭은 조선 전기 사대부의 평상복은 물론, 거둥 시 

관원들의 융복으로도 착용되었다.110 

<그림 13∼18>에서 단령 깃 안에 보이는 목을 감

싸고 있는 옷이 답호이다. 흰 동정은 보이지 않고 답호 

색상이 그대로 보이므로 답호의 색상을 어렵지 않게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초상에서는 목 부분에 홍색 

답호 깃(그림 13)이 확인되지만, 무 부분(그림 25)에서

는 홍색 안감에 홍색 화문(花紋)이 있는 짙은 녹색 답호

가 확인된다. 답호의 무늬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짐작

된다. 답호 안에는 옅은 청색 철릭이 보인다. 이천우 초

상에서는 목 부근에서 초록색 답호 깃(그림 14)이 보이

지만 단령의 옆트임 안으로 짙은 자색 답호와 같은 색상

의 철릭(그림 26)이 확인된다. 마천목 초상은 현재 흑백 

사진이므로 색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

지 단령보다 짙은 색상의 답호와 답호보다는 옅은 색의 

철릭(그림 27)이 보인다. 이렇듯 목 부분의 답호 색상과 

무 부분의 답호 색상이 맞지 않는 것은 복식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모하거나 가채하는 과정에서 생

긴 오류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난공신 신숙주 초상에서는 목 부근의 짙은 

청색 답호 깃(그림 16)이 보이며 단령 옆선에는 옅은 청

색 답호와 홍색 철릭(그림 28)이 보인다. 목 부근의 답호 

색상을 더 짙게 가칠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숙주와 같은 

정난공신인 설계조 초상은 거의 신숙주 초상의 답호·철

릭과 동일한 색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청색 답호와 홍

색 철릭이다. 이숭원 초상 역시 청색 답호 깃(그림 18)이 

보이지만 무 부분의 색상은 청색과 녹색 답호(그림 30)로 

그림 31  신숙주 초상 백한흉배(문관 

3품)(장서각 2012: 51).

그림 32  『대명회전』 백한흉배(『大明

會典』 卷61, 冠服 17전).

107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일(정축). 

108 『大明會典』 卷61, 冠服 17전.

109 『國朝五禮儀』 卷7, 凶禮 襲. “紵絲褡 【卽半臂衣】”.

110 이은주·김미경, 2019, 앞의 논문,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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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였다. 답호 안의 철릭은 홍색이다. 정난공신 이후

에는 일반적으로 청색 답호와 홍색 철릭으로 묘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6점의 공신초상에 보이는 단령과 받침옷 답호와 철

릭의 색상을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다. 단령의 색상

은 초기에 옅은 색을 즐겨 입었으나 단종 2년 이후 조계

와 상참 외에 토홍색 단령을 입게 한 규정이 있고 성종 대

에도 스스로 토홍색 단령을 즐겨 입었기 때문에111 설계조

와 이숭원의 단령 색상이 담홍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답호와 철릭의 색상 규정은 없었으나 15세

기 후기 공신초상에서는 단령 받침옷으로 청색 답호와 홍

색 철릭을 즐겨 표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단령

과 답호의 안감에는 대체로 홍색이 칠해져 있음도 알 수 

있다.

4. 품대

조선시대의 품대는 단종 2년(1454) 흉배제도가 제정

되기 전까지 유일하게 관원들의 품계를 나타낼 수 있는 

관복의 구성물이었다. 품계에 따라 띠 바탕[鞓]에 부착하

는 띠돈의 재료를 달리하였다.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된 흥안군(興安君) 이제는 책록 

당시의 품계를 알 수 없으나 태조의 셋째 딸인 경순공주와 

혼인한 부마로서 1품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초상화의 

품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금색과 갈색이 확인되므로 삼

태(三台)에 금테를 두른 서대(그림 33)를 그린 것으로 짐

작된다. 한편 정사·좌명공신 2등에 책록된 이천우는 초상

에서 정2품에 해당하는 삽금대(그림 34)를 한 것으로 보

인다. 정사공신으로 책록되기 전 이천우는 종2품에 해당

하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의 직에 있었으나112 정

사공신으로 책록되면서 정2품에 해당하는 품계에 가자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좌명공신 3등에 책록된 마천목은 

〈마천목좌명공신녹권〉을 통해 정3품 당상에 해당하는 절

충장군(折衝將軍)에 가자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는 마천목 초상의 품대는 정3품 삽

은대(그림 35)를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난공신 2등에 책록된 신숙주는 앞서 밝혔듯이, 정

3품 당상에 해당하는 통정대부에 가자되었다. 신숙주 초

상에는 정3품에 해당하는 삽은대가 묘사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초상 상태로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설계조 

초상의 품대도 삽은대(그림 37)를 표현한 것으로 짐작되

그림 33  이제 초상 삽금대(장서각 

2012: 26).

그림 34  이천우 초상 삽금대(장서각 

2012: 37).

그림 35  마천목 초상 소은대(장서각 

2012: 38).

그림 36  신숙주 초상 삽은대(장서각 

2012: 51).

그림 37  설계조 초상 삽은대(향토문

화전자대전).

그림 38  이숭원 초상 삽은대(어진박

물관 2019: 18).

표 8 제1기 공신초상의 복색 비교

복식

공신초상

단령 
(안감)

답호
철릭

깃 무

개국(1392) 이제 아청 홍색 녹색 바탕에 홍색 화문 옅은 청색

정사(1398) 이천우
담홍색 

(추정)
녹색 짙은 자적색 짙은 자적

좌명(1401) 마천목 옅은색 짙은색 짙은색 중간색

정난(1455) 신숙주 녹색 청색 옅은 청색 심홍색

정난(1455) 설계조 담홍색 청색 청색 심홍색

좌리(1471) 이숭원 담홍색 청색 청색 녹색 심홍색

111 이은주, 2005, 앞의 논문, p.44.

112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0월 1일(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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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숭원 초상의 품대 역시 삽은대(그림 38)로 추정된

다. 조선 초기의 금대와 은대는 띠 바탕 전면에 금으로 처

리한 금대를 사용하였으나, 세종대 이후에는 띠돈 가장자

리에만 금테나 은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113 

5. 화자

조선시대 관원들은 관복 단령에 화자(靴子)를 신었

다. 조선 초 삼공신 이제(그림 30)와 이천우(그림 40), 마

천목(그림 41) 3인의 초상에서는 흑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신발의 전체적인 형태는 폭이 좁고 신발 코 부분이 약간 

위쪽을 향하고 있다. 이천우의 흑화는 이제·마천목의 흑

화와 달리 신발의 볼이 넓어 보인다. 

한편 정사공신 이후 좌리공신까지, 즉 단종 말기 이

후 성종 초까지 신숙주 초상과 설계조 초상, 이숭원 초상

에는 백화(白靴)를 착용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신발 

코 부분이 약간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초기 삼공신의 

흑화와 마찬가지이다. 

세조 6년(1460)과 동왕 14년(1468), 성종 1년(1470)

의 사신에게 내려준 하사품에는 단령, 답호, 철릭 외에 백

록피협금화(白鹿皮夾金靴)가 포함되어 있다.114 구봉영당

에 소장되어 있는 신숙주 초상의 백화 발등 윗부분에 붉

은 색과 금색이 교대로 채색되어 있는 것(그림 45)을 볼 

수 있다.115 신숙주 초상 외에 이천우, 설계조 초상의 흑화

에서도 금색과 홍색이 교차된 선이 확인되며 태조 어진

의 흑화에서도 이음선 부분에 금선에 가는 홍색선(그림 

46)116이 보이는데 홍색 심사에 편금사를 나선형으로 감은 

연금사(그림 47)처럼 보인다. 

협금화(挾金靴)는 감금흑화(嵌金黑靴)117라고도 하

였다. 왕실에서도 협금화를 신었을 뿐만 아니라 1품부터 

3품까지 상복에 협금화를 신었다. 그리고 4품 이하는 흑

피화를 신도록 규정하여 신분 차이를 분명하게 하였다.118 

지금까지 협금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제시되었다. 

신발 바닥에 징을 박은 것119이라고 한 경우, 놋쇠와 가죽

을 재료로 하여 만든 신120, 또는 솔기선이나 특정 부위에 

금속 장식을 한 것121으로 본 경우도 있었다. 협금화는 신

발 솔기선에 연금사 등을 두르거나 끼워 장식한 화자(靴

그림 39  이제 초상 흑화

(장서각 2012: 

26).

그림 40  이천우 초상 

흑화(장서각 

2012: 37).

그림 41  마천목 흑화

(장서각 2012: 

39). 

그림 42  신숙주 초상 

백화(장서각 

2012: 51).

그림 43  설계조 초상 

백화(향토문화 

전자대전).

그림 44  이숭원 초상 

백화(어진박물

관 2019: 18).

그림 45  신숙주 백화 솔

기선 확대(오수

원 2018: 124).

그림 46  태조 흑화 솔기

선 확대(유송옥 

1991: 31).

그림 47  남이흥 답호의 

흉배 연금사

(연구자 촬영).

113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9월 7일(정묘).

114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9일(병술);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4월 9일(무술);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일(무인).   

115 오수원, 2018, 앞의 논문, p.121.

116 劉頌玉, 1991,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 修學社, p.31.

117 『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 6월 5일(정축).

118 『經國大典』 卷3, 16전～후.

119 유희경, 1975,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92;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 『靴·鞋·履』, p.194.

120 金英淑, 198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404.

121 배진희·이은주, 2018, 「희경루 방회도 속 인물들의 복식 고찰」 『文化財』 51(4),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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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로 추정된다. 공신초상을 보면 흑화는 물론 백화에도 

표현되어 있다. 흔히 화자의 ‘휘(揮)’122라고 하는 장식인데 

조선 말기 유물에서도 홍색 선을 끼운 경우가 가끔 확인

된다. 3품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자 장식 방법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관복 제1기 공신초상의 관복 구성

품별 조형적 특징은 <표 9>와 같다. 

Ⅳ. 결론

이 연구에서는 조선 초 공신초상 중 1476년 적개공

신 초상에서 보여지는 수평 사모뿔과 아청색 흑단령이 표

현되기 이전까지를 ‘공신초상의 관복 제1기’로 규정하고 

태조 이후 태종대까지의 개국·정사·좌명 삼공신과 단종 

이후 성종 초까지의 정난·좌익·익대·좌리공신을 중심으

로 관복 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현전하는 공신들의 전신 초상 중 시기에 맞는 모습

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개국공신 이제, 정사·좌

명공신 이천우, 좌명공신 마천목, 정난·좌익·익대·좌리공

신 신숙주, 정난공신 설계조, 그리고 좌리공신 이숭원 초

상 등 전신상 6점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사모의 경우, 조선 초 삼공신 초상에 표현된 사모는 

모정이 둥글고 모체의 높이가 낮았으나 세종 말에 모체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단종대 정난공신 이후 좌리공신까지 

2배 정도 높아진 형태로 변화하였다. 삼공신의 사모 양각

은 하향의 좁고 짧은 것이었으나 단종대 이후 모체의 높

이와 마찬가지로 두 배 정도로 길어졌다. 특히 좌리공신

초상에서는 사모 양각의 각도가 수평에 가깝게 변화되었

다. 그리고 사모 양각에 무늬는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공신초상 관복 제1기에 속하는 세종대에 흑단령 제

도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삼공신초상의 단령 색상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옅은 색으로 표현되는 특징을 보였는

데 이는 기록과 일치하는 양상이었다. 단종대 이후에는 

토홍색 단령을 입은 것으로 공신초상에 표현되었는데 

이 역시 당시 기록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단, 

초록단령과 직금백한흉배가 묘사된 신숙주 초상은 다른 

공신초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추후 연구 과

제로 남겼다. 그리고 단령의 무 양식은 ‘안주름무’임을 확

인하였다. 

단령의 받침옷인 답호와 철릭 역시 조선 초에는 정

해진 색상이 없었으나, 단종대 이후 청색 답호와 홍색 철

릭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단령과 답

호의 안감은 주로 짙은 홍색으로 표현되는 양상도 파악되

었다. 공신초상의 단령 겉감에는 무늬가 전혀 표현되지 

않았으며 단령 깃 안에는 흰 동정 대신 답호 깃이 드러나

도록 표현되어 답호의 색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호나 

철릭에도 문양을 표현하지 않았으나 이제 초상에서처럼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짐작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표 9 제1기 공신초상의 복식 구성품별 비교

복식

공신초상

사모(단각)
단령(안감) 흉배 답호 색상/깃/무 철릭 품대 화자

모체 하향뿔[角]

개국(1392) 이제 낮음 짧고 좁음 아청 - 홍색/녹색 바탕/홍색 화문 옅은 청색 서대 추정 흑화

정사(1398) 이천우 낮음 짧고 좁음 담홍색(추정) - 녹색/짙은 자적색 짙은 자적 삽금대 흑화

좌명(1401) 마천목 낮음 짧고 좁음 옅은색 - 짙은색/짙은색 중간색 삽은대 흑화

정난(1455) 신숙주 높음 길고 좁음 녹색 백한 청색/옅은 청색 심홍색 삽은대(추정) 백화

정난(1455) 설계조 높음 길고 좁음 담홍색 - 청색/청색 심홍색 삽은대(추정) 백화

좌리(1471) 이숭원 높음 길고 좁음 담홍색 - 청색/청색/녹색 심홍색 삽은대(추정) 백화

122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 앞의 책,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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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무백관들의 품계는 품대와 흉배로 드러

났다. 공신초상 관복 제1기에 속하는 공신들은 대부분 품

대를 통해 품계를 나타냈으나 초상화의 상태가 좋지 않아 

추정에 그쳤다. 흉배는 이 시기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듯 

한데, 단종대 정난공신 신숙주 초상화에만 흉배가 표현되

어 특이한 양상으로 파악되었다. 

조선 초 삼공신 초상에는 단령 아래 흑화를 착용하

였으나 단종대 이후 성종 초까지의 공신초상에서는 백화

를 착용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흑화와 백화 중에는 솔기

선 ‘휘’를 연금사 등으로 장식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화

자는 3품 이상이 신는 협금화로 추정하였다. 

현전하는 공신초상은 후대에 가칠되거나 이모되는 

과정에서 채색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경향은 같은 시기의 관련 문헌 

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함으로써 복식사 문헌 자료와 함께 

상호 보완적 자료로써의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복식사적 관점에서 관복 제1기에 해당하는 공

신초상의 관복 표현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조선 초

기 관복제도의 변화 과정을 공신초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2019H1A2A1077071-글로벌박사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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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Gwanbok (1st period) of Meritorious 
Vassals’ Portraits in the Joseon Dynasty   

In this study, the period before the Gwanbok of  meritorious vassals’ portraits was expressed in the acheongsaek-

Heuk-Danryung was defined as the first period, and the costumes worn in portraits of  meritorious vassals from 

Gaeguk (1392)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o Jwali (1471) during the era of  King Seongjong were reviewed. The 

portraits(1476) of  Jeokgae meritorious vassals (1467)  depicted as the Gwanbok of  acheongsaek Heuk-Danryung 

were excluded.

Among the copies that are currently considered to be portraits of  meritorious vassals belonging to the first 

period, the portraits of  Lee-je, Lee Cheon-woo, Ma Cheon-mok, Shin Suk-ju, Seol Gye-jo, and Lee Sung-won were 

selected, an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Gwanbok components were examined. 

The Samo of  Sam-Gongsi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ad a low height, a rounded end, and the side wings were 

narrow and short. However, since King Danjong, Jeongnan·Jwali meritorious vassals retained a higher form, and the 

side wings were twice as long.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pattern was not expressed in the side wings. 

The Danryung was expressed in light-colored Danryung without specific colors at the beginning of  the country.  

After King Sejong, the Heuk-Danryung system for Yebok began, but it was not reflected in the Gwanbok of  

meritorious vassals` portraits, and was expressed as damhongsaek-Danryung after King Danjong. The pattern was 

not expressed on the exterior of  the Danryung, and inner-wrinkled Mu was expressed on the side line. The Dapho 

and Cheolrik, the undergarments of  the Danryung , were also confirmed as being blue (the Dapho) and green (the 

Cheolrik) after the Jeongnan meritorious vassals. 

The early Sam-Gongsin’s Pumgye was expressed by rank belt, but as the system of  rank badge was established 

after King Danjong , it began to express the Pumgye by rank badge and rank belt. Among the portraits of  

meritorious vassals, the rank badge was expressed only in the portrait of  Sin Suk-ju, a Jeongnan meritorious vassal.

As Hwaja worn on the Danryung, Heuk-hwa were confirmed in the Sam-Gongsin portrait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However, in the portraits of  Jeongnan and Jwali meritorious vassals after King Danjong, the Baek-hwa was 

confirmed. In addition, in the seam parts of  the Heuk-hwa and Baek-hwa identified in some portraits of  meritorious 

vassals, Hwi decorated with yeongeumsa were identified, and it was found that the Hwaja decorated with Hwi were 

the Hyeopgeum-hwa worn by the 3rd rank an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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