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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1년 경북 유형문화재 <상주 전식 조복 및 공예품 일괄>로 지정된 유물 중 전식(全湜, 1563∼1642)의 조

복 구성물인 3점(의·상·대대)의 유물을 17∼18세기 5건(신경유, 권우, 화산군 이연, 밀창군 이직, 이익정)의 출토 조복 구

성물과 문헌자료를 비교하면서 유물의 조형적 특징과 제도와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전식의 조복 구성물 3점은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最古)의 조복 유물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붉은 색 

능직물로 제작한 상의(上衣)는 아쉽게도 가선이 소실된 상태이지만 흔적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기록이나 초상화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흑색 가선[黑緣]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흑선과 바탕 옷감 사이에 끼우는 흰 장식선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하상(下裳)은 전3폭 후4폭 중 전3폭과 후1폭만 남은 상태이다. 그러나 후4폭의 형태를 유추할 수는 있었다. 주름 흔적

으로 볼 때 허리 부분에만 주름을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18세기의 밀창군, 이익정 묘 조복 상은 허리말기에 간격을 두고 

연결되어 있으나 신경유, 권우, 화산군 이연 묘 조복 상 등 17세기 조복 상은 전상 아래로 후상이 겹쳐 연결되어 있는 것으

로 볼 때 전식의 조복 상 역시 전상 아래에 5㎝ 전후로 후상을 겹쳐 연결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화산군 이연(李渷, 

1647∼1702) 이후 흑선과 바탕과의 사이에 백색 장식선을 끼운 뒤 허리부분에서 밑단까지 주름을 잡은 형태였다. 

대대는(大帶)는 ‘ ’ 모양인데 소색(素色)의 주(紬)에 녹색 문사(紋紗) 선을 둘러 긴 띠를 만든 후 모서리를 접어 요(腰)

와 신(紳)을 만들었다. 18세기 밀창군과 이익정, 정휘량의 조복본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대대의 색상과 일치하였다. 18세

기 초 화산군 이연 묘 대대 이후는 요와 신 부분을 따로 재단하여 이은 형태였으나 전식의 대대를 포함한 17세기 신경유 묘, 

권우 묘의 대대는 긴 띠를 접어 요와 신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허리에 매기 위해 양 끝에 가는 끈을 달았다.

전식의 조복 유물은 색상이나 형태면에서 17세기 조복제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조오례의

서례』·『경국대전』 조복제도의 간략하거나 부정확한 기록을 보완해 주는 사료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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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대의 백관 조복은 나라의 큰 경사나 대사

(大祀)가 있을 때 착용하던 관복이다. 1416년(태종 16)

에 제정된 문무관 관복제도는 세종 대 『오례의(五禮

儀)』, 성종 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관복제도의 기본

이 되어 조선말까지 준용되었다. 그러나 현전하는 조

복 유물은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전세유물인데, 이들 

유물 또한 복식의 세부적인 형태나 착장 방식에서 변

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대에 제용감(濟用監)에서 마련하던 문무관원

의 조복1은 1508년(중종 3) 9월 전교에 의해 이듬해부터 

사비(私備)로 마련하게 되었다.2 선조 대의 임진왜란, 인

조 대의 전란을 거치면서 사가(私家)에서 갈무리하던 조

복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선조와 인조 대에 대례를 행

할 때,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착용하던 

것이 효종 대에는 제도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3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관원들은 사비로 조복을 갖추기 시작하였

고 사비로 마련된 조복 구성물은 반가 묘에서 출토되기

에 이르렀다. 조복 구성물이 출토된 사례는 17세기 전

기 신경유(申景裕, 1581∼1633) 묘 이후 김병학(金炳學, 

1821∼1879) 묘까지 대략 9건4 정도가 보고된 상태이다.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사서(沙西) 전식(全湜, 

1563∼1642) 종택(소유주 전상룡)에는 전식의 관직 생

활 동안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복 유물(의·

상·대대·패옥·홀)이 보관되어 있다. 가치가 인정되

어 조복 구성물 일부가 2021년 12월 경상북도 유형문

화재 <상주 전식 조복 및 공예품 일괄>로 지정되었다.5 

전식은 1603년(선조 36) 과거에 급제한 뒤, 1605

년(선조 38)에 승정원 주서에 선발되었다.6 이후 성균

관 전적, 병조 낭관을 거쳐, 충청도사(忠淸都事)에 임

명되고7, 1611년(광해군 3)에는 울산판관(蔚山判官), 

1614년(광해군 6) 전라도사(全羅都事)에 임명되었다.8 

1624년(인조 2) 이괄(李适, 1587∼1624)의 난이 일어났

을 당시 왕을 호종한 공로로 이듬해에 정3품 당상인 통

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되었으며9, 1642년(인조 20)에

는 자헌대부로 가자하여 지중추부사로 명하였는데10 동

년 11월에 세상을 떠났다. 사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

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사감춘추관사 세자부(大匡輔國

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로 

추증되었다.11 1691년(숙종 17)에는 충간(忠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12 

현재까지 보고된 17, 18세기 조복 유물은 대부분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지만 전식 조복 유물은 유일하게 

집안에 보관하고 내려오던 것이다. 그 동안 기록 자료 

및 출토복식 등을 통해 추정하였던 조선시대 조복의 

1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18일(경인), “世宗朝百官朝服、公服, 令濟用監製給”. 

2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4일(기유), “限明年, 朝服則私備, 祭服則公備. 傳曰可”. 

3 『효종실록』 6권, 효종 2년 6월 14일(기미), “往在宣祖、仁祖兩朝, 凡行大禮, 四品以上朝服, 五品以下黑團領”. 

4 ① 신경유(申景裕, 1581∼1633), ② 유정량(柳廷亮, 1591∼1663), ③ 김덕원(金德遠, 1634∼1704), ④ 권우(權堣, 1610∼1675), ⑤ 화산군 이연(李渷, 

1647∼1702), ⑥ 밀창군 이직(李㮨, 1677∼1746), ⑦ 이익정(李益炡, 1699∼1782), ⑧ 김이교(金履喬, 1764∼1832), ⑨ 김병학(金炳學, 1821∼1879)

5 상주 전식 조복[2022.03.20.검색],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han.gl/mhVVM

6 『國朝人物考』 卷16, 「卿宰」.

7 『沙西集』, 「沙西先生文集附錄」 卷一, 諡狀. 

8 『광해군일기』 중초본 46권, 광해군 3년 10월 12일(무인); 『광해군일기』 중초본 80권, 광해군 6년 7월 11일(신유).

9 『沙西集』, 「沙西先生文集附錄」 卷一, 諡狀. 

10 『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 2월 18일(무오). 

11 옥천전씨 판서공파 노동종중, 2022, 『충간공 사서 전식 종가 유물 탐구』, p.111.

12 『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윤7월 21일(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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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 백관 조

복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바느질 선이 모두 분리되어 조각난 상태이

기는 하지만 연구자들에게는 구성법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복식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조복 유물 고찰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조선시대 백관 조복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전식 조복 유물과 현재까지 무덤에서 수습되

어 보고된 17, 18세기 조복 유물을 비교 고찰하여 전식 

조복 유물의 복식사적 위치를 설정하고, 전식 조복 유물

의 분석을 통하여 파손된 유물의 완형을 시각화로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전례서 및 관련 선행연구13 등

의 문헌자료와 출토 유물, 기록화 등을 활용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기록상으로만 확인하고 출토유물

을 통해서 추정하였던 조선 전기 백관 조복제도의 일부

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조선시대 백관의 조복제도

조선시대 백관들의 조복은 정조(正朝)와 동지(冬

至)의 조회, 나라의 큰 경사나 대사(大祀), 또는 조칙

을 반포하거나 표를 올릴 때[進表] 착용하는 관복이다. 

왕이 면복 차림이나 원유관복 차림일 때 백관들은 조

복을 착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복은 백관들의 관복 

중 최고의 예복이라 할 수 있다. 양관(梁冠)·의(衣)·

상(裳)·중단(中單)·폐슬(蔽膝)·후수(後綬)·패옥(佩

玉)·혁대(革帶)·대대(大帶)·말(襪)·리(履)를 일습

으로 하는 조복은 양관을 석자황으로 도금을 하여 금

관조복(金冠朝服)으로도 불린다. 

1. 조선 전기 백관 조복제도

조선 건국 이후 문무백관의 관제(官制)를 정한 태

조는 1392년(태조 1) 품계에 따른 복색을 정하였는데, 

이는 명의 조정에서 제정한 관복제도로서14, 홍포(紅

袍)·청포(靑袍)·녹포(綠袍)를 품계에 따라 구분한 공

복제도(公服制度)이다. 1395년(태조 4)에는 명나라 제

도에 따라 제복(祭服)의 등급을 정하였다.15 태조 대 백

관들의 조복 제도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1393년(태조 

2) 황제의 정조 하례를 행할 때, 중국의 관복을 입었

다고 하였으니16, 이는 조복을 입었음을 말한다. 이후 

1400년(정종 2) 왕이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으로 종묘에

서 향과 축을 전할 때 신하들은 조복차림을 하였으며, 

1406년(태종 6)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신주(神主)를 경

복궁의 별전에서 인소전(仁昭殿)으로 이안(移安)할 때, 

백관들은 조복 차림을 하였다는 기록 등이 확인된다.17 

백관들의 조복제도 개정에 대한 기록은 1416년(태

종 16)에 확인되는데, 백관들의 조복제도를 고치는 문

제에 대해서는 중국 조정에 청할 필요는 없다는 의논

에 따라 관복색(冠服色)을 설정하고 『홍무예제(洪武禮

制)』에 의하여 양관과 의상(衣裳), 패수(佩綬)를 만들도

록 하였다.18 동년 3월 예조에서는 『홍무예제』19에 이등

체강원칙을 적용하여 제정된 조복제도를 왕에게 올렸

13 고부자, 2001,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益炡(1699∼1782) 유물 연구」, 『韓國服飾』 19, pp.85∼148; 장정윤, 2003, 「朝鮮時代 文武百官 朝服에 關한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실, 2004,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密昌君 服飾 考察」, 『韓國服飾』 22, pp.86∼114: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8, 『정사공신, 신경유(1581∼1633) 公』 墓 출토 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 최연우, 2015, 「조선후기 관원 조복(朝服)의 구성과 형태 연구」, 『韓服文化』 

18(3), pp.131∼148; 경기도박물관, 2016, 『의문衣紋의 조선, 옷』, 민속원; 여주박물관, 2017, 『여주박물관 상설전시도록』, 여주박물관.

14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태조실록』 3권, 태조 1년 12월 12일(무오).

15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9일(경자).

16 『태조실록』 3권, 태조 1년 1월 1일(정미).

17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2월 22일(임자);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4일(기사).

18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1월 13일(병오).

19 『大明會典』 권61, 洪武 26年定. 文武官朝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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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즉 백관의 조복은 양관·적라의(赤羅衣)·백사중

단(白紗中單)·적라상(赤羅裳)·적라폐슬(赤羅蔽膝)·

대대·패수(佩綬)·백말(白襪)·흑리(黑履)로 하며, 품

계에 따라 양관의 양의 수, 혁대와 패옥의 종류, 수에 

사용하는 색상의 종류와 문양을 달리하였다. 

1426년(세종 8) 예조와 의례상정소에서는 조정의 관

복제도와 『두씨통전(杜氏通典)』·『문헌통고(文獻通考)』·

『산당고색(山堂考索)』의 내용을 조사하여 당과 송의 제도에 

따라 왕세자와 신하들의 관복제도를 정하도록 하였다.21

세종 대 정해진 백관의 관복제도는 1508년(중종 3) 

중국을 다녀온 박원종(朴元宗, 1467∼1510)이 조복·제

복에 착용하는 신을 얻어가지고 와 중국제도에 의해 바

꿀 것을 건의하면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중국제도에 의

해 신을 바꾸는 것에 대한 반대도 있었으나, 화(靴)와 말

(襪)이 붙어 있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여 받아들이게 되

었다. 또한 북경에 가는 서장관(書狀官)으로 하여금 조

복을 사오게 하여 살펴보고 ‘윗옷은 여자의 적삼과 같

고, 아래는 치마와 같으니22, 이는 우리의 제도와 달라 

같게 할 수 없다.’하였으나, 의상·관대(冠帶)·신[靴] 

등을 모두 중국의 제도대로 만들어 조정의 모습을 새롭

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는 대신들의 뜻에 따라 백관

들의 조복은 중국제도를 받아들여 바뀌게 되었다.23 이

듬해에는 양관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체제는 중국의 제

도를 따라가지만 광채(光彩)의 선명함은 따라갈 수 없다 

하여 당상관의 양관은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당하관의 

양관은 본국에서 만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24

세종 8년에 정해진 백관의 관복제도는 1485년(성

종 16)에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이하 『대전』) 조

복제도의 기본이 된다. 세종 대 조복제도와 『대전』의 조

복제도는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의 경우, 

세종 대에서는 금, 은, 동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대전』의 조복제도에서는 서(犀), 삽금(鈒金), 소금(素

金), 삽은(鈒銀), 소은(素銀), 흑각(黑角)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이는 명 홍무 26년의 품대제도에 이등체강

원칙을 적용하되, 1품 서대라는 국속의 품대제도를 적

용한 것이다.25 화의 경우, 세종 대의 흑리(黑履)는 『대

전』에 흑피혜(黑皮鞋)로 기록되어 있고 중종 대에 흑피

화로 변경되었다. 세종 대 기록에서는 의와 중단의 깃

과 가장자리, 그리고 상의 가장자리를 청색으로 장식한

다 하였으나, 『대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세종 

대의 적백대대(赤白大帶) 기록도 『대전』의 조복제도에

는 누락되어 있다.

2. 조선 후기 백관 조복제도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동지사가 

배사(拜辭)할 때, 백관들은 조복 대신 흑단령 시복(時

服)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며26, 임란 이후에는 왕의 면

복을 주청하여야 하나 백관들의 조복이 마련되지 않아 

미루기까지 하였다.27 조복에 심홍(深紅)을 사용하는 것

을 금지하기도 하였는데28, 중종 대 홍색 옷의 착복 금

지를 논의할 당시 공복과 조복은 홍색을 사용하게 하

였으나29, 임란 이후 어려워진 나라 사정으로 인하여 심

20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3월 30일(임술).

21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2월 26일(경인). 

22 『중종실록』 78권, 중종 29년 11월 25일(정해).

23 『중종실록』 78권, 중종 29년 11월 26일(무자).

24 『중종실록』 79권, 중종 30년 4월 21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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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4일(신미).

27 『선조실록』 130권, 선조 33년 10월 21일(신묘): 『선조실록』 131권, 선조 33년 11월 9일(기유).

28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4일(신미): 『선조실록』 165권, 선조 36년 6월 10일(계사). 

29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2월 17일(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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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임란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조복 

마련은 쉽지 않았으니, 국가의 대례나 황제의 은혜에 

사례하는 예를 행할 시에는 조복을 갖추도록 하고, 흑

단령을 입은 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대례 

거행 시 흑단령을 입은 김위를 추고(推考)하라고까지 

하였다.30 

병자호란이 끝나고 치러진 1638년의 인조(仁祖, 재

위 1623∼1649) 가례 시, 예조에서는 육례(六禮)를 치를 

때 백관들은 조복을 입고, 집사들은 공복을 입어야 하

나, 조복과 공복의 마련이 어려우니 정사와 부사 이외에

는 흑단령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왕에게 아뢰었다.31

1651년(효종 2) 부묘(祔廟) 대례를 행할 때, 문무

백관은 조복을 갖추어야 하나 난리를 겪으면서 집에 

가지고 있던 조복 등이 없어져 의복의 준비가 어려웠

으므로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입도록 

하였다.32 이후 왕세손을 책봉하거나, 왕세자 관례를 치

르거나, 존호를 올리는 의식을 치르거나, 태묘를 알현

하는 등33 국가의 대례에서 백관들의 조복 착용은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착용하게 되었다. 

1743년(영조 19)에는 백관의 제복 중 의·상을 제

외한 관을 비롯한 부속품들은 조복과 통용하도록 하였

으며34, 이듬해 백관들의 공복을 고치는 것을 『속대전

(續大典)』(1746)에 기록하게 하면서 제복과 조복은 『대

전』과 같으나 『속대전』에 추가하여 기록하도록 하였

다.35 1895년(고종 32) 궁내부(宮內府) 대신과 조정 관

리 이하의 대례복(大禮服)과 소례복(小禮服)을 반포할 

때 조복과 제복은 이전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36 

『속대전』을 비롯하여 『대전통편(大典通編)』(1784), 

『대전회통(大典會通)』(1865)에서는 백관의 조복제도를 ‘원

전(原典)과 같다’고 하여 1485년(성종 16)에 편찬된 『대전』

의 백관 조복제도가 큰 변화 없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변화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1844년 헌종(憲宗, 재위:1834∼1849)과 효정왕후

(孝定王后)의 가례를 치른 후 진하례(陳賀禮) 장면을 

그린 《헌종가례진하도병풍》(그림 1)에서 조복과 흑단

령 차림의 관원들을 볼 수 있다. 이는 1651년(효종 2)

에 바뀐 조복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은 

조복 차림을 하고 있고, 5품 이하의 관원은 흑단령 차

림을 한 모습이다.

30 『광해군일기』 중초본 103권, 광해군 8년 5월 17일(병술); 『광해군일기』 중초본 117권, 광해군 9년 7월 1일(계해); 『광해군일기』 중초본 117권, 광해군 9년 7

월 29일(신묘); 『광해군일기』 중초본 118권, 광해군 9년 8월 20일(임자).

31 『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 10월 9일(무술).

32 『효종실록』 6권, 효종 2년 6월 14일(기미).

33 『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3월 15일(기유);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3월 17일(신미); 『영조실록』 80권, 영조 29년 12월 26일(병오); 『영조실록』 37권, 

영조 10년 1월 17일(갑오). 

34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4월 14일(정유), “ …… 百官祭服則衣裳外冠·帶·笏·佩玉·後綬·蔽膝, 幷以朝服通用, …… ”.

35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8월 5일(기유).

36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8월 10일(무인).

그림 1   A: 1844년 헌종가례진하도병풍 일부(경기도박물관 소장), B: 조복 
차림 관원, C: 흑단령 차림 관원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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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복의 사비화

세종 15년 예조에서 왕에게 조복을 만드는 데는 

공비(工費)가 많이 드는데, 각사 관리들이 신경을 써서 

간수를 하지 않아 더럽히거나 파손되고 유실되는 경우

가 있으니 통례문(通禮門)으로 하여금 매년 점검을 하

여 잃어버린 자는 징계하고 더럽히거나 파손한 자는 죄

를 주도록 왕에게 아뢰었다.37 즉 백관의 조복은 사사로

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마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백관의 조복을 제용감에서 마련하여 나누

어 주면 각 관사에서 보관하고 사용하였는데, 오래되어 

헤어진 조복은 중국에서 비단을 사다가 개조하여 착용

하였다. 새로 제조한 조복은 영조(迎詔)와 정지·탄일 

등에 착용하고 배표(拜表)와 항상 행하는 하례에는 있

던 조복을 착용하기도 하였다.38 세종 대 논의되었던 조

복을 더럽히거나 찢은 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성종 대 

다시 논의되었으며, 중종 3년에는 제복은 공비(公備)로 

하고 조복은 사비(私備)화 하기로 하였다.39 

임진왜란 후 백관들은 조복을 마련하지 못하여 시

복 차림으로 예식을 거행하기도 하였으며, 조복에 심

홍(深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다.40 

백관들의 조복 마련은 광해군 대, 인조 대를 지나

서도 완전히 마련되지 못하였다. 효종 대에는 사대부

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조복 등의 물품이 모두 소실되

어 임시방편으로 흑단령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양관

의 경우에는 풀 먹인 종이에다 금물을 발라 착용하도

록 하기도 하였다. 영조 대에는 백관의 제복과 조복 제

도를 정리하면서 제복의 의·상 이외 관·대·홀·패

옥·후수·폐슬 등은 조복으로 통용하도록 하였다. 

조복의 사비화로 인하여 사대부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조복이 많았을 것이지만 선조 대의 임진왜란, 인 

조 대의 양란으로 인하여 집안에 보관 중이던 조복이 

소실되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복 유물은 대부분 19

세기 이후의 것으로 전세유물이 대부분이며, 17∼18세

기 조복 유물은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전식 조복 유물

현재까지 확인되어 보고된 조복 유물은 17세기 이

후부터의 유물이다. 편의상 묘주나 착장자의 몰년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17세기의 조복 유물로는 4건이 

확인된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신경유

(申景裕, 1581∼1633) 묘 조복 유물과 전상룡 소장 전

식(全湜, 1563∼1642) 조복 유물과 소장처를 알 수 없

는 전창위(全昌尉) 유정량(柳廷亮, 1591∼1663) 묘의 

후수, 그리고 경기도박물관 소장 권우(權堣, 1610∼

1685) 묘 조복 유물(의·상·폐슬·후수)이 있다.

18세기 유물은 4건으로, 여주박물관 소장 화산군 

이연(花山君 李渷, 1647~1702) 묘 조복 유물이 있고 

개인 소장의 김덕원(金德遠, 1634∼1704) 묘 상(일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밀창군(密昌君) 

이직(李樴, 1677∼1746) 묘와 정간공(靖簡公) 이익정

(李益炡, 1699∼1782) 묘 조복 유물이 있다. 

이상 17~18세기의 조복 관련 유물 8건 중 전식 조

복 유물만 전세유물이고 나머지 7건은 출토된 유물이다. 

1. 17∼18세기 조복 유물 

1) 신경유 묘 조복 유물

신경유는 인조반정 당시 능양군(綾陽君)의 호위

부대에 합류하여 선봉장으로서 제일 먼저 창의문(彰義

門)에 돌입하여 1623년(인조 1) 논공행상 때 정사공신 

37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0일(갑자).

38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18일(경인).

39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4일(기유); 장정윤, 2003, 앞의 논문, p.53.

40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4일(신미); 『선조실록』 165권, 선조 36년 6월 10일(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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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에 책록되었으며, 1625년(인조 3) 가의대부에 가자

되어 동평군(東平君)에 책봉되었다.41 

신경유 묘 출토복식은 2006년 경기도 광주에서 출

토되었으며, 조복 일습은 의·상·후수·폐슬·대대가 

출토되었다(그림 2).42 의는 무문능(無紋綾)의 홑옷에 깃

은 칼깃이고, 깃과 수구, 도련에 검은 색의 가선이 둘러

져 있다. 상 역시 무문능의 홑옷으로 전상과 후상은 허

리말기에서 겹쳐져 달려 있으며, 허리 부분에만 주름이 

잡혀져 있다. 폐슬은 무문능과 주(紬)를 사용한 겹이며, 

후수에는 망수(網綬)가 부착되어 있다. 대대는 주를 소

재로 하고 화문단(花紋緞)으로 선을 둘렀다.43

2) 전식 조복 유물 

전식은 1624년(인조 2)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피난하는 왕의 어가를 호종한 공로로 정3품 당상인 

통정대부에 가자되고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제수되었

다. 사후에는 맏아들인 전극항(全克恒, 1590∼1636)이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훈되어 좌의정 겸 영경연사 

세자부 감춘추관사(左議政兼領經筵事世子傅監春秋館

事)에 가증되었다.44  

경상북도 상주시 전식의 종가(소유자 전상룡)에는 

조복 의·상·대대 3점(그림 3)과 패옥 일부(그림 4A), 

그리고 아홀(牙笏, 그림 4B)이 보관되어 있다. 상의는 

무문능의 홑옷으로, 깃은 당코목판깃이다. 깃과 수구, 

도련 부분에 흑색 가선은 소실된 상태로, 흔적만 남아 

있다. 치마 상도 홑옷으로 상의와 동일한 무문능으로 

제작하였는데 허리말기가 소실된 상태로 전상(前裳)과 

후상(後裳) 일부가 분리되어 있다. 후상 4폭 중 1폭만 

보관되어 있으며, 옆선과 밑단에 둘렀던 가선은 소실

되어 흔적만 남아 있으며, 주름 역시 허리 부분에 잡았

던 흔적만 남아 있다. 대대는 소색(素色) 주에 녹색 유

문사(有紋紗) 가선을 두른 것인데 긴 띠 형태로 만들어 

선을 두른 후 중간 두 곳을 꺾어 형태의 요(腰)와 신

(紳)을 만들었다. 대대의 꺾어진 부분의 양 끝에는 짧

은 녹색 가는 끈이 확인되는데 이는 허리에 묶기 위한 

끈으로 추정된다. 

패옥은 <그림 4A>처럼 좌우의 것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깨지고 분실된 상태로 일부만 남아 있다. 흰색 

번백옥(燔白玉)으로 광택이 있으며 청명한 소리가 나

는데 두께는 일정하지는 않아 4.2∼5.0㎝ 정도이다. 온

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상부의 형(衡)은 너비 10.3㎝, 

높이 5.5㎝이다. 직사각형 거(琚)는 4개 중 1개가 남

아 있는데 그 크기는 너비 2㎝, 높이 3㎝이고 2개 모두 

남아 있는 우(瑀)는 너비 3.4㎝, 3.8㎝, 높이 2.5㎝, 적

(滴)은 너비 1.8㎝, 높이 2.2㎝인데 크기와 형태가 일

정하지 않다. 두께는 3.7㎝ 정도이다. 코발트 빛 유리

구슬은 직경 0.3㎝ 크기이다. 현재 좌우의 패옥은 각각 

41㎝, 17㎝ 정도인데 옥판의 형태와 뚫린 구멍의 개수

를 참고하여 추정해 보면 좌측 패옥에는 형 1, 우 1, 중

형 1, 적 2개가 남아 있고 우측 패옥에는 형 1, 우 1, 화 

1, 적 1개 등이 남아 있는 셈이다. 그리고 좌측 패옥의 

유리구슬은 길이가 97.1㎝이고 우측 패옥은 35.5㎝로, 

41 김미경, 2021, 「조선시대 공신초상을 통한 관복제도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37.

42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8, 앞의 책, pp.20∼24.

43 박성실, 2008, 「경기도 광주출토 정사공신 신경유(1581∼1633) 복식 고찰」, 『韓國服飾』 26, pp.142∼143.

44 『國朝人物考』 卷16, 「卿宰」.

그림 2   신경유 묘 조복 유물 A: 의, B: 상, C: 대대, D: 폐슬과 후수(石宙善
紀念博物館 2008: 20-24)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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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구슬의 길이는 총 132.6㎝ 정도이다.

홀은 아홀(그림 4B)로, 상부 너비 5㎝, 하부 너비 8

㎝이며 길이 50.2㎝이다. 홀의 두께는 0.8㎝이며 중앙 

부분이 6㎝ 높이로 휜 형태이다. 하단 모서리 부분이 너

비 1㎝, 길이 4㎝ 정도의 크기로 훼손되었다. 

3) 유정량 묘 조복 후수 유물

유정량은 선조와 인빈 김씨(仁嬪 金氏, 1555∼

1613)의 막내딸인 정휘옹주(貞徽翁主, 1593∼1653)와 

14세에 혼인하여 전창위(全昌尉)에 봉해졌다. 1614년

(광해군 4) 대북파의 탄핵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지만 인

조반정 이후 관작이 회복되고 품계가 숭덕대부(崇德大

夫, 의빈 종1품)를 거쳐 성록대부(成祿大夫, 의빈 정1

품)에 이르렀다. 1646년(인조 24), 1651년(효종 2), 1655

년(효종 6) 세 차례에 걸쳐 사은사 또는 진향사(進香使)

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45

1982년에 유정량의 묘에서 후수가 2점 출토되었

다는데 현재 유물의 소장처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비

단 바탕에 운문(雲紋)과 학문(鶴紋) 등을 수 놓았으며, 

소수(小綬)에 비길 수 있는 선조(線條) 후수 상단에는 3

개의 고리가 달려 있고 하단에는 청색 망수가 연결되어 

있다(그림 5)46고 보고된 바 있다.

4) 권우 묘 조복 유물 

1629년(인조 7) 별시문과에 급제한 권우는 봉교

(奉敎)·지평(持平)·교리(校理)·정언(正言)·수찬(修

撰)47 등을 거치고 1651년(효종 2)에는 장악원정(掌樂院

正)으로 있으면서 태묘 악장(太廟樂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묘실에 악장을 설치할 것을 논의하기도 하였

다.48 1653년(효종 4년)에는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한 

공으로 당상관의 품계에 올랐다.49 

권우 묘 조복 유물은 2016년 경기도 남양주 안동 

권씨 충숙공파 종중 권우 묘에서 출토되었다. 출토된 

조복은 보공용으로 의·상·후수·폐슬·대대 총 5점

(그림 6)50이 수습되었다. 

45 『國朝人物考』 卷59, 「光海時罹禍人」, 柳廷亮 墓碣銘.

46 柳喜卿, 1984, 「後綬小考: 全昌君 柳廷亮의 遺物에 붙여서」, 『服飾』 8, pp.5, 11∼12.

47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7월 2일(임진);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6월 14일(신해);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 2월 25일(기미); 『인조실록』 42권, 인

조 19년 2월 21일(병인); 『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6월 9일(임인).

48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9월 16일(경인).

49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윤7월 18일(신해).

50 경기도박물관, 2016, 앞의 책, pp.9∼12. 

그림 3   전식 조복 유물(의·상·대대·패옥)

그림 4   전식 종가 소장 A: 패옥, B: 아홀(옥천전씨 판서공파 노동종중 2022: 
130-131)

A B

그림 5   유정량 묘 후수 유물 A: 후수, B: 후수 문양 도식(유희경 1984: 11·1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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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무문단(無紋緞) 홑옷으로 깃은 목판당코깃이

며, 깃, 수구, 옆선, 도련에 선단이 부착되어 있었다. 

상 역시 무문단 홑옷으로 전상과 후상은 허리말기에서 

겹쳐 달려 있으며, 치마 윗부분에만 주름이 잡혀 있다. 

폐슬은 겹으로 무문단에 자수가 수놓아져 있고 위

쪽에는 끈고리가 3개 부착되어 있다. 폐슬에는 금강저 

문양과 연꽃 문양, 팔길상문, 여의문 등이 수놓아져 있

다. 후수는 단직물에 노사(鷺鷥)가 수놓아져 있고 아래

에는 망수가 부착되어 있다. 대대는 출토 시 3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51

5) 화산군 이연 묘 조복 유물

선조의 일곱 번째 아들인 인성군(仁城君)의 손자

이자 밀창군 이직의 아버지인 화산군 이연의 조복이다. 

의·상·후수·폐슬·대대 5점(그림 7)52이 출토되었다. 

의와 상은 홑옷으로 소재는 공단(貢緞)을 사용하

였다. 깃은 목판당코깃이며, 깃과 도련, 수구, 옆선에 

가선을 부착하였다. 몸판과 가선 사이에는 백색의 선

이 끼워져 있다. 상은 전상과 후상이 분리되어 있으며, 

옆선과 밑단에 가선을 덧대었다. 대대는 겹으로 가선

을 덧대었으며, 요 부분과 신 부분을 따로 제작하여 꿰

맨 형태이다. 폐슬은 겹으로 겉은 도화문단(桃花紋緞), 

안은 공단을 사용하였다. 후수도 겹으로 겉은 공단, 안

은 주를 사용하고 위아래에 도류문단(桃榴紋緞)을 덧

대었는데 망수를 잘라낸 흔적이 있다.53

6) 김덕원 묘 조복 하상 유물

1662년(현종 3) 문과에 급제한 김덕원은 현종 연간 

사헌부지평·사간원정언 등을 거쳐 1675년(숙종 1)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54에 임명되었다. 이후 경상도 

관찰사, 형조판서,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55, 기

사환국(己巳換局)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는 우의정에 제

수되었다. 숙종 20년(1694) 폐비 민비의 복위를 반대하

여 유배되었다가 풀려났으며56, 이후 양천(陽川)으로 방

귀전리(放歸田里)되었다.57 

1979년 보고서58에 김덕원 묘에서 허리말기 없는 

공단 전상과 허리말기 있는 전상이 출토되었다고 하였

그림 6   권우 묘 조복 유물 A: 의, B: 상, C: 대대, D: 폐슬과 후수(경기도박물
관 2016: 9-12)

A

B C D

51 박성실·장정윤, 2016, 「조선시대 문무백관 조복제도 고찰: 가선대부 권우 출토 조복을 중심으로」, 『의문(衣紋)의 조선 옷』, 경기도박물관, pp.192∼195.

52 여주박물관, 2017, 앞의 책, p.124.

53 최연우, 2015, 앞의 논문, p.134.

54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12월 16일(기사).

55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7월 19일(기해);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 7월 7일(을사);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2월 2일(경자).

56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 4월 11일(무인).

57 『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11월 28일(갑자).

58 김동욱·고복남, 1979,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 75, 文化財管理局, pp.224∼225. 

그림 7   화산군 이연 묘 조복 유물(여주박물관 201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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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8>59이 허리말기가 있는 전상이다. 길이 97㎝

에 폭이 136㎝이며 10㎝의 선을 둘렀다. 하상은 전상과 

후상은 분리되어 있으며, 허리말기로 이어준 형태이

다. 옆과 밑단에 가선을 덧대었으며, 허리말기에는 끈

이 달려 있다.

7) 밀창군 이직 묘 조복 유물 

밀창군 이직은 조선 14대 왕인 선조의 7남인 인성

군(仁城君, 1588∼1628)의 증손자로 종친 정1품의 흥

록대부(興祿大夫)에 가자60된 인물이다.

밀창군 이직의 조복 유물은 보공으로 넣어진 것

으로 의·상·후수·폐슬·대대 5점이 수습되었다(그

림 9)61. 의는 겹으로 겉은 은조사(銀條紗), 안은 주를 

사용하고 깃과 수구, 도련, 옆선에는 은조사(銀條紗)

를 사용하여 선단을 대었다. 상은 홑으로 은조사를 사

용하였다. 전상과 후상은 분리되어 있고 겹치는 부분 

없이 허리말기에 연결되었다. 옆선과 밑단에 가선을 

댄 후 허리에서 밑단까지 주름을 잡았다. 대대는 겹으

로 요와 신을 따로 재단한 후 연결하였다. 요 부분의 

양쪽 끝에는 각각 2가닥의 가늘고 짧은 끈이 달려 있

다. 폐슬은 겹으로 겉과 안 모두 은조사를 사용하였

다. 후수는 공단 몸판에 운학을 수놓았으며, 망수를 

단 흔적이 있다.62

8) 이익정 묘 조복 유물 

이익정은 밀창군 이직의 아들로 삼사(三司)와 이

조 참의·병조 판서를 거쳐 보국(輔國)에 이르렀으며, 

1792년(정조 16)에 정간(靖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63 

이익정 묘 조복은 보공으로 의와 상(그림 10)64이 

수습되었다. 의와 상은 홑으로 3족항라(亢羅)를 사용하

였다. 상의의 깃, 도련, 수구, 옆선에 가선을 대었으며, 

몸판과의 사이에 가는 선을 끼웠다. 수구 중심에 사뜨

기를 하였다. 상도 홑으로 3족항라를 사용하였으며, 전

상과 후상은 분리되어 있고, 허리말기에 11㎝ 벌려서 

그림 9   밀창군 이직 묘 조복 유물 A: 의, B: 상, C: 폐슬, D: 대대, E: 후수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 78-79)

A B C

D E

그림 10   이익정 묘 조복 유물 A: 의, B: 상(石宙善紀念博物館 2004: 82)

A B

59 김덕원(2022.01.23. 검색),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1613574&ccbaKdcd=12&ccb

aAsno=06720000&ccbaCtcd=11

60 『영조실록』 1권, 영조 즉위년 9월 2일(임인). 

61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 『名選 中』, pp.78∼79.

62 최연우, 2015, 앞의 논문, pp.133∼135.

63 『정조실록』 13권, 정조 6년 4월 18일(갑신); 『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 9월 29일(을축).

64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8, 앞의 책, p.82. 

그림 8   김덕원 묘 조복 하상(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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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였으며 주름은 너비 1.6㎝로, 밑단까지 고르게 

칼주름으로 잡았다.65

2. 전식 조복 유물의 조형성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전세유물인 전식 조복의 의·상·

대대(그림 3)66를 신경유 묘, 권우 묘, 화산군 이연 묘, 

밀창군 이직 묘, 이익정 묘의 출토 조복과 비교 고찰하

면서 전식 유물의 소재나 조형적 특징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복 상의(上衣)

조복 의는 양옆이 트인 세 자락의 상의이다. 여러 

명칭이 가능하지만 ‘의’라는 명칭과 함께 ‘상의’라는 명칭

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뒷길이는 96㎝이고, 화장 124

㎝, 뒤품 55㎝이다. 깃 너비는 10.5㎝, 깃길이는 100㎝

(겉깃 43.5, 안깃 길이 35.5, 고대 21)이고 동정의 길이

는 55㎝이다. 진동은 33㎝이고 소매·수구 너비는 55.5

㎝이며 옆선 길이 59㎝, 뒷도련 너비 75㎝이다. 또 가선

의 흔적으로 볼 때 너비는 수구와 겉섶은 8.3,㎝, 밑도련 

7.3㎝이다. 옆선에 가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겉고름

과 안고름 모두 분리되어 있는데 크기는 42.5×1.6㎝이

다. 겨드랑 바대의 너비는 5.5㎝, 길이는 9.5㎝이며 양 

겨드랑이에 달렸을 띠고리는 좌우 각각 13.5×1㎝이다.

(1) 소재와 색상

1416년(태종 16) 『홍무예제』의 제도를 받아들여 

백관의 조복제도를 정할 당시에는 적라의(赤羅衣)라 

칭하였으나, 이후 성종 16년 『대전』의 조복제도에서는 

적초의(赤綃衣)라 칭하고 있다. 즉 의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소재의 종류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적초의라는 명칭은 조복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소재의 

종류에 상관없이 조복 의를 칭하는 명칭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어 소재가 다른 유물을 지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627년(인조 5) 『[원종]예장도감의궤』 조복제구

(朝服諸具)에는 조복 의를 ‘홍삼(紅衫)’67으로 기록하기

도 하였다.

전식의 상의도 홍삼이라 할 수 있는데 소재는 홍

색(PANTONE 18-1536 TPX) 무문능(3매 경능, 1폭 너

비 50.5㎝)(그림 11)이고 안감 깃의 소재는 겉감보다 

약간 밝은 홍색(PANTONE 17-1540 TPX)의 도련주(搗

鍊紬)였다(그림 12). 17세기 전기 신경유 묘의 상의도 

무문능으로 제작하였으나, 수습 당시 변색되어 홍색은 

남아 있지 않았다. 한편 권우와 화산군 이연 묘의 상의 

소재는 무문단이었으며, 밀창군 묘 상의의 소재는 은

조사(그림 13), 이익정 묘 상의는 3족항라68였다. 

앞서 살펴본 조복 제도의 적라의와 적초의는 라

(羅)와 초(綃)를 소재로 하였으나, 실제 조복 유물에서

는 능(綾), 사(紗), 항라(亢羅) 등으로 다양한 소재가 확

인된다. 신경유 묘 조복과 전식 조복의 소재로 사용한 

능직물은 단직물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직이 감

소하게 되는데, 18세기 조복 유물의 소재로 공단이 사

용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단직물은 병자호

란 등의 국난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나라의 경제를 살

리기 위해 사치풍조를 금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문단의 

그림 11   전식 조복  
홍색 무문능

그림 12   전식 조복  
깃 안감 도련주

그림 13   밀창군  
조복 은조사

65 고부자, 2001, 앞의 논문, pp.96, 139, 140.

66 패옥의 일부가 남아 있으나 훼손이 심한 상태로, 형태를 알기 어려워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67 『[元宗]禮葬都監儀軌』(奎 13518) 001책, p.189.

68 고부자, 2001, 앞의 논문,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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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위축됨으로써69 사 직물이 조복의 소재로 사용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799년(정조 23) ‘이전에는 공

단으로 조복을 하였으나, 근래에는 모두 항라를 사용

하고 더러는 홍저(紅苧)로 만든 조복을 입는다.’70라는 

기록으로 보아 조복의 소재로 항라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제도상으로는 라와 초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용한 소재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달리하였으

며, 조복의 색상은 홍색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깃의 형태

전식 조복의 상의 깃 겉감은 현재 소실된 상태이다. 

소재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색상은 흑색이었을 것으로 짐

작된다. 홍색 안감 깃이 2조각으로 분리되어 남아있는데 

형태는 당코목판깃이며(그림 14), 길이는 100㎝(53+47㎝), 

너비는 10.5㎝이다. 겉깃 끝에서 25.5㎝ 올라온 지점에서 

55㎝ 길이의 동정이 달려 있었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전식의 유물보다 앞선 시기의 유물인 신경유 묘 

조복 상의 겉깃(그림 15)은 칼깃이지만 전식의 조복 상

의를 비롯하여 권우 묘 조복 상의, 화산군 이연 묘 조

복 상의, 밀창군 이직 묘 조복 상의(그림 16)71, 이익정 

묘 조복 상의 등 겉깃은 모두 당코목판깃이다. 따라서 

17세기 초 신경유 묘 조복 상의에서 확인된 칼깃은 전

식 조복 상의부터 당코목판깃으로 바뀌어 조선 말기까

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복 상의 깃 가

장자리에 흰색 장식선을 삽입하는 것은 화산군 이연 

묘 조복 상의에서부터 확인되므로 전식의 조복 상의 

깃에는 흰색 장식선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복 

상의의 안감 깃 크기와 형태에 근거하여 당코목판형의 

겉깃과 동정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그림 17)72. 

흑연(黑緣)과 길에 삽입된 흰색 장식선은 현종 말기나 

숙종 초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 형태와 가선

전식 조복의 상의는 옆선이 트여 세 자락으로 되어 

있으며, 품에서 도련으로 내려가면서 넓어지는 형태이다

(그림 18). 신경유 묘 조복 상의(그림 19)를 비롯하여 17

세기 상의는 대체로 품에서 도련 쪽으로 내려가면서 너

비가 넓은 형태이지만 전식 조복 상의(그림 18)는 신경유 

그림 14   전식 조복 상의 깃 안감

그림 15   신경유 묘 조복 상의 겉깃(石宙善紀念博物館 2008: 20)

그림 16   밀창군 이직 묘 조복 상의 겉깃(石宙善紀念博物館 2004: 78)

그림 17   전식 조복 상의의 안감 깃 실측도와 겉깃 추정도

69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pp.93, 123.

70 『日省錄』, 正祖 23年 己未(1799), 10月 初10日(乙未).

71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 앞의 책, p.78.

72 이 원고에 제시된 도식화는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연구원 서지혜가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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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조복 상의보다는 좁아진 형태이다. 점차 밑단의 너비

가 좁아지면서 18세기 화산군 이연 묘 조복 상의 이후 밀

창군 이직 묘 조복 상의(그림 20), 이익정 묘 조복 상의는 

품과 도련 너비가 거의 유사한 일자형을 이루고 있다. 

태종 16년 『홍무예제』에 의해 정해진 백관의 조복제

도는 세종 8년 백관 조복제도, 성종 16년에 편찬되는 『대

전』의 백관 조복제도의 기본이 된다. 『대명회전』에서는 

‘조복 상의의 깃과 선단을 청색으로 장식한다[赤羅衣. 白

紗中單. 俱用靑飾領緣].’73 하였으며, 이것은 1534년(중종 

29, 가정 8) 제도를 받아들여 개정한 백관 조복제도에서

도 바뀌지 않는다. 이 때의 청색은 아청색으로 짙었기 때

문에 다른 기록 등에서 흑색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17

∼18세기 조복 유물 중 전식 조복 상의에서는 깃, 수구, 

섶선, 도련 부분에서 가선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대명회전』에 실려 있는 문무관 관복 도설의 조복 

상의와 세종대의 오례의 문무관 관복 도설의 조복 상

의에는 깃[領], 수구[褾], 섶단[襈], 그리고 도련[裾] 부

분에 가선이 표시되어 있다. 중국 명대 조복 상의에서

도 깃, 수구, 섶단, 도련부분에 흑색에 가까운 아청색 

가선이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21)74. 그리고 명나라 

조복 의는 앞길 옆선에 연결된 무가 뒷길 안쪽의 등에 

고정되었는데 마치 도포 무의 부착 형태와 유사하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 제시된 상

의 도상(그림 22)으로는 옆트임의 유무를 알 수 없는

데 전식 조복 상의에도 옆선이 없기 때문에 『국조오례

의서례』의 상의 도상과 비슷한 형태로 보인다. 그러나 

1627년(인조 5) 원종(元宗)의 『예장도감의궤』에 제시된 

홍삼의 도상(그림 23)에는 분명히 옆트임이 표현되어 

있고 그 옆트임에는 겨드랑이 부위까지 흑선이 장식되

어 있다.

신경유 묘 조복 상의에도 옆트임선에 흑선이 있음

을 볼 수 있으나 전식의 조복 상의에서는 옆선의 흑선 

없이 겉감과 같은 옷감으로 안단을 대었음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전식의 조복 상의는 <그림 24>와 같은 모습

이었을 것이다.

그림 18   전식 조복 상의(연구자 촬영)

그림 19   신경유 묘 조복 상의(石宙善紀念博物館 2008: 20) 

그림 20   밀창군 이직 묘 조복 상의(石宙善紀念博物館 2004: 78)

그림 21   명대 상의(山东博物馆·孔子博物馆 2020: 14-15)

그림 22   의면(『國朝五禮序例』  
「祭服圖說」 文武官冠服)

그림 23   홍삼(『禮葬都監儀軌』 100b)

73 『大明會典』 권61, 洪武 26年定. 文武官朝服. “… 赤羅衣. 白紗中單. 俱用靑飾領緣. 赤羅裳. 靑緣 … ”.

74 山东博物馆·孔子博物馆, 2020, 『衣冠大成』, 济南: 山东美术出版社,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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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복 하상(下裳)

조선시대에 흔히 훈상(纁裳)으로도 불렸던 하상

은 전상 3폭과 후상 4폭, 총 7폭으로 이루어진 옷이다. 

‘상’이라는 명칭과 함께 ‘하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자 한다. 전상과 후상은 분리되어 하나의 말기에 연결

되었다. 전상 3폭은 천(天)과 양(陽), 홀수로 연계되는 

우주의 이치를 반영한 것이고 후상 4폭은 지(地)와 음

(陰), 짝수로 연계되는 우주의 이치를 반영한 것75으로 

설명되고 있다.

전식 조복의 하상은 무문능(폭 50㎝ 전후)을 소재

로 한 홑옷이다. 폭마다 분리되어 전상 3폭과 후상 1

폭만 남아 있으며 흑선도 소실된 상태이다. 각 폭의 크

기는 ① 전상-제1폭 50.5×87㎝, ② 전상-제2폭 48.5

×87㎝, ③ 전상-제3폭 48×87㎝이다. ④ 후상-제1

폭 50.5×87㎝이다. 따라서 전상의 3폭을 이은 너비는 

147㎝ 정도이고 길이는 87㎝이다(그림 25). 

(1) 전상과 후상의 연결 형태 추정

전식 조복의 하상은 전상과 후상, 허리말기가 분

리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나, 전상과 후상이 하나의 

허리말기에 이어진 형태였을 것이다. 전상은 3폭, 후상

은 4폭 중 1폭만이 보관되어 있어 허리말기에 연결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신경유 묘의 조복 하상(그림 

26)76과 권우 묘 조복 하상77, 화산군 이연 묘 조복 하상

(그림 27)은 후상 위에 전상이 각각 6㎝, 2㎝, 2㎝ 정도 

겹쳐진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전식의 조복 하

상 역시 전상이 5㎝ 내외로 후상 위로 포개진 상태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7세기 조선의 전·후의 

하상이 겹쳐진 모습은 명대(明代)의 것(그림 28)78과 다

름을 알 수 있다. 

1702년에 사망한 화산군 이연 묘 조복 하상 역시 

전후상이 2㎝ 겹쳐진 상태인데 1746년에 사망한 밀창

군 이직 묘와 1782년에 사망한 이익정 묘 조복 하상은 

전후상이 각각 10㎝79, 11㎝80의 간격을 두고 달렸다. 즉 

18세기 이후 조복 하상의 전후상은 간격을 두고 달렸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겹쳐 달리는 것이 17세기 조

복 하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   전식 조복 의(상의) 추정도

그림 25   전식 하상(전상 3폭, 후상 4폭 중 남은 1폭)의 실측도

75 최연우, 2015, 『면복』, 문학동네, p.43.

76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8, 앞의 책, p.22.

77 경기도박물관, 2016. 앞의 책, pp.8, 10.

78 山东博物馆, 2012, 『孔府舊藏服飾』, 山東: 山东博物馆, p.17.

79 박성실, 2004, 앞의 논문, p.150.

80 고부자, 2001, 앞의 논문,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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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상의 주름과 가선

전식 조복의 하상은 허리 부분에만 주름이 잡혀져 

있고 치마 아래 부분에는 주름이 잡혀져 있지 않은 형

태이다(그림 29). 전상 3폭에는 2.5㎝ 너비의 주름 14

개(속주름분 5∼6㎝)를 잡았으며 주름잡은 상태에서의 

위 너비는 45㎝가 되었다. 옆선과 밑단 부분에서는 가

선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좌우 선단 너비는 8.3㎝, 도

련 선단 너비는 8.4㎝이다.

신경유 묘 조복 하상(그림 26)과 권우 묘 조복 하

상도 허리 쪽으로만 주름이 잡혀져 있고 치마 옆선과 

밑단에는 선단이 덧대어 있다. 신경유 묘 조복 하상의 

주름 너비는 3∼4㎝정도이며, 권우 묘 조복 하상의 주

름 너비는 5㎝ 전후이다. 1702년 사망한 화산군 이연 

묘 조복 하상(그림 27) 이후 이익정 묘 조복 하상에도 

밑단까지 칼주름이 잡혀 있다. 

한편 화산군 이연 묘 조복 하상부터는 조복 상의

의 깃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흑색 선과 바탕 옷감 사

이에 가는 흰색 선을 끼우는 장식법이 확인된다. 밀창

군의 조복본(그림 30)81과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휘량(鄭翬良, 1706∼1762) 조복본(그림 31)에서도 백

색 선을 끼운 후 주름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조복 대대

조복용 대대는 상의 위로 허리에 둘렀던 큰 띠인데 

허리에 두르는 요 부분과 아래로 늘어뜨리는 신 부분으

로 이루어졌다. 세종 대 『세종실록』 「오례의」 문무관복

도설에 보이는 대대의 형태(그림 32)는 1393년(홍무 26)

의 백관 조복 대대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고 전식의 대

대(그림 33)는 겉과 안을 소색으로 하고 녹색 가선을 한

다고 한 1529년(가정 8)의 대대 제도를 따른 것이다.82

전식의 조복 대대는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305㎝ 

길이의 소색 주(紬, 30×20/㎝)(그림 34)에 녹색 곡수문

사(曲水紋紗, 卍字紋紗, 花紋紗)(그림 35)로 선단을 둘러 

긴 홑 띠를 만든 후  모양이 되도록 모서리를 대각선으

81 국립중앙박물관, 2009,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 pp.183∼184. 

82 『大明會典』 권61, 嘉靖 8年定. 文武官朝服. 

그림 28   명대 조복 하상(山东博物馆 2012: 17)

그림 26   신경유 묘 조복 하상(石宙
善紀念博物館 2008: 22)

그림 27   화산군 이연 묘 조복 하상
(여주박물관 제공)

그림 29   전식 조복 하상 추정도

그림 30   밀창군 조복본 하상(石宙善紀念博物館 소장)

그림 31   정휘량 조복본 하상(대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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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어 요와 신을 만들었다. 훼손 상태가 심하여 305㎝  

길이 내에 이음선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착용시 우측 

모서리 부분에 허리를 줄인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애초

의 요 길이는 122㎝였으나 37㎝를 접어 줄여서 85㎝가 

되도록 하였다. 허리 요 부분의 양 끝에는 허리에 묶기 

위한 끈으로 추정되는 선단 소재의 가는 끈 밑동이 남아 

있다. 완성된 대대 너비는 8㎝이고 요의 길이는 85㎝, 신

의 길이는 91.5㎝이다. 녹색 선단의 너비는 1.2㎝이다.

신경유 묘의 조복 대대 역시 긴 띠를 겹으로 만들

어  형태가 되도록 꺾어 고정시켰다. 양쪽 접은 모서

리에는 가늘고 작은 끈을 사선으로 뻗어 나가도록 달

았으며, 대대의 선 장식은 허리에 두르는 요 부분은 위

쪽에만 선단을 두르고, 신 부분은 양쪽 모두 선단을 둘

렀다. 대대의 요와 신 부분은 주로 하고 선단은 화문단

으로 하였다.83 권우 묘 조복 대대는 출토 시 세 조각으

로 분리되어 있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대대 

끝부분에는 가늘고 긴 끈이 부착되어 있었고 또한 접

혔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긴 끈을 접어 아래로 늘

어뜨린  형태일 것으로 추정하였다.84 

18세기 조복 유물인 화산군 이연 묘 대대는 요 부

분과 신 부분을 따로 재단하여 이은 형태이다. 화산군 

이연 묘 대대의 소재는 연화문단이고 선단의 소재는 

포도문단으로 확인되었다.85 색상은 역시 흰색 바탕에 

녹색 가선을 두른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5). 

밀창군 이직 묘 대대(그림 36)는 요 부분에 겉은 

여지불수단, 안은 운문단을 사용하였으며 신 부분에는 

겉과 안 모두 석류문단을 사용하였다. 요와 신을 완전

히 분리 재단한 후 연결하였다. 그리고 대대 양쪽 끝에

는 가늘고 짧은 끈이 각각 두 가닥씩 달려 있다.86 밀창

군 이직 조복본(그림 38)87에서 소색의 요와 신에 녹색

의 선단을 두른 대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익정 조복

본 초상(그림 39)88에서도 소색의 대대에 녹색 선단을 

두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밀창군 이직의 조복 대

대는 요와 신 부분에는 소색의 문단을 사용하고 선단

에는 녹색의 주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익정

의 조복본 초상에 보이는 대대 역시 밀창군의 대대와 

83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8, 앞의 책, p.23.

84 박성실·장정윤, 2016, 앞의 논문, p.196.

85 허수진, 2020, 「김이교(1764∼1832) 조복 재현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0. 

86 최연우, 2015, 앞의 논문, p.135.

87 국립중앙박물관, 2009, 앞의 책, p.183.

88 위의 책, p.184.

그림 32   대대(『세종실록』 
128권)

그림 33   전식의 대대 추정도와 선단 곡수문사 문양

그림 34   전식 조복 대대 바탕감 주(紬) 그림 35   전식 조복 대대 선감 화문사 
(花紋紗)

그림 36   화산군 묘 조복 대대
(여주박물관 제공)

그림 37   밀창군 묘 조복 대대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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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색상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7

∼18세기 조복의 대대는 유물과 초상화를 통해 흰색에 

녹색 가선을 둘렀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이 연구는 2021년 경북 유형문화재 <상주 전식 조

복 및 공예품 일괄>로 지정된 유물 중 전식(全湜, 1563

∼1642)의 조복 구성물 중 직물로 제작된 세 점(의·

상·대대)의 유물을 17∼18세기 5건(신경유, 권우, 화

산군 이연, 밀창군 이직, 이익정)의 출토 유물과 문헌

자료를 비교하면서 유물의 조형적 특징을 밝히고 제도

와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식의 조복 구성물 3점은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最古)의 유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유물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녔다. 홍색 능직물

로 제작한 조복 상의는 가선이 소실된 상태였다. 깃 부

분에도 안감만 남아 있었는데 깃 형태는 당코목판깃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이나 초상화에 근거하여 흑

연(黑緣)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식 조복 상의의 

옆선에는 가선 장식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유물들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가선과 바탕 사이에 끼운 흰색 

장식선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조선시대 백관의 조복은 소재에 따라 적라의·적

라상, 적초의·적초상이라 하였다. 조복 유물의 소재

는 능직물, 공단, 은조사, 항라 등으로 달랐으나, 홍색

의 직물을 사용하였음을 전식 조복 유물을 통해서 확

인할 수 있었다.

전식 조복의 하상은 전3폭 후4폭 중 전3폭과 후1

폭만 남은 상태였으나 상의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홍색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상의 상단에서 2.5㎝ 너비의 

주름 14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름잡은 후의 

너비는 45㎝임을 알 수 있었다. 신경유 묘와 권우 묘의 

출토 하상에서도 허리 부분에만 주름을 잡았음을 확인

하였다. 한편 밀창군 이직 묘 하상부터는 전상과 후상

을 허리말기에 달 때 1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달았으

나 17세기 이후 18세기 초 화산군 이연 묘 하상까지는 

전후상이 약간씩 겹쳐지게 달았다. 따라서 전식의 조

복 하상 역시 전상 아래에 후상을 5㎝ 정도 겹쳐 연결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식의 조복 대대는 17세기 다른 조복 대대 유물

과 마찬가지로 ‘ ’모양인데 305㎝ 길이의 소색 주(紬)에 

녹색 유문사(有紋紗)로 선을 두른 긴 띠를 만든 후 양쪽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접어 요(腰)와 신(紳)을 만들었다. 

18세기 밀창군 이직과 이익정, 정휘량의 조복본 초상화

에서 볼 수 있는 대대의 색상과 일치하였다. 전식의 조

복 대대를 비롯하여 17세기 조복 대대의 제작방법은 18

세기 제작방법과 차이가 있었는데 17세기 조복 대대는 

하나의 긴 띠를 접어서 요와 신을 만들었으나, 18세기 

이후 화산군 이연 묘 조복 대대부터는 요와 신 부분을 

따로 재단하여 이은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전식의 조복 유물은 색상이나 형태면에서 17세기 

조복제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

며 『국조오례의서례』·『경국대전』 조복제도의 간략하

거나 부정확한 기록을 보완해 주는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현전하는 유물이 

한정적이어서 조복 구성물 전체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

점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림 38   밀창군 조복본 초상 대대 
(국립중앙박물관 2009: 183)

그림 39   이익정 조복본 초상 대대 
(국립중앙박물관 2009: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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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실록(高宗實錄)』

  • 『광해군일기중초본(光海君日記[中草本])』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대명회전(大明會典)』 

  • 『사서집(沙西集)』

  • 『선조실록(宣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원종예장도감의궤([元宗]禮葬都監儀軌)』

  • 『인조실록(仁祖實錄)』 

  • 『일성록(日省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정종실록(定宗實錄)』 

  • 『중종실록(中宗實錄)』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경기도박물관, 2016, 『의문衣紋의 조선 옷』,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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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박물관, 2009,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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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Jeon Sik(1563~1642)’s Jobok Relics 
from the 17th Century of the Joseo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system of  Jobok by 

comparing the three relics Ui, Sang , and Daedae, which comprised Jeon-Sik’s Jobok, with the data in the literature 

and five excavated Jobok relics, Sin Kyung-yu, Kwon-Woo, Hwasan-Gun, Milchang-Gun , and Lee Ik-jeong, from 

the 17th and 18th centuries. Jeon-Sik’s Jobok was designated as a Gyeongbuk tangible cultural heritage, Sangju Jeon-

Sik Jobok and Crafts, in 2021.

The three components of  Jeon-Sik’s Jobok are valuable as historical data since they are the oldest relics 

confirming colors. Regrettably, the edging fabric of  the Ui made of  red twill was mostly lost, with only traces 

remaining. Based on records, it was presumed that the edging fabric was black. It was confirmed that white 

decorative lines were yet to be used.

In Jeon Sik’s Sang , only the three front widths and one rear width remain, but the shape of  the four rear widths 

can be inferred, and the creases were held only at the waist. Eighteenth-century Sang was connected at intervals 

at the end of  the waist. Seventeenth-century Sang was connected with a slight overlapping of  the rear Sang below 

the front Sang ;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Jeon Sik’s Sang was also connected by overlapping the rear by more or 

less than 5㎝ below the front. After Hwasan-gun, the Sang was first made using black lines, then white lines were 

inserted, and, finally, it was pleated from the waist to the hem.

The Daedae made the Yo and the Sin by folding the corners to form a  shape with a single long band. The 

white Ju(紬) and the green yumunsa were used for the Daedae and the edges. This matches the color of  the Daedae 

seen in the Jobok portraits of  Milchang-gun, Lee Ik-jeong, and Jeong Hwi-ryang from the 18th century. In the 17th 

century, the Daedae made the Yo and the Sin by folding a long band like the Daedae of  Jeon-Sik. After the 18th 

century, the Yo and the Sin were made separately and connected. To tie the Daedae to the waist, thin straps were 

attached at both ends.

The relics of  Jeon-Sik can be evaluated as reflecting the 17th-century Jobok system in terms of  color and shape. 

Furthermore,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important historical data complementing the insufficient or inaccurate 

records of  the Gukjoolyeui-seolye and Gyeongguk-daejeon. 

Abstract

Keywords     Jobok Daedae, Jobok Ui, Jobok Sang, the Jobok relics of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e Jobok system of government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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