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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8C 이후 조선사회(朝鮮社會)는 실학(實學)의 대두와 서양문화(西洋文化)의 향을 받아 

이른바 개화(開化)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 다. 여기에 복식(服飾)의 개화(開化) 역시 필연

적으로 뒤따랐으니 이로 말미암아 신라(新羅) 진덕여왕(眞德女王) 이래(以來) 중국복식(中國

服飾)과의 이중구조(二重構造)를 형성(形成)하여 오던 복식(服飾)은 1895년(年) 서구식(西歐

式) 무관복(武官服)의 제정으로 서구복식(西歐服飾)과의 이중구조(二重構造)로 바뀌게 되었

다. 이는 개화(開化)와 함께 정치(政治)․경제(經濟)․사회(社會) 전반(全般)에 걸쳐 많은 변

화가 있었던 조선조(朝鮮朝) 말기(末期)의 시대상(時代相)에 향을 입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그 당시(當時)의 상황을 사건중심(事件中心)으로 대략적으로 전개하여 약간의 이

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개국(開國)의 태동은 일본(日本)의 정한론(征韓論)으로 인해 급진전하게 되었

으니, 일본은 무력(武力)으로 운양호(雲揚號)를 이끌고 들어와(1875)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

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조약은 비록 불평등(不平等)하더라도, 비로소 국제사회의 일원으

로써 조선(朝鮮)이 세계무대에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개국(開國)과 근대화

(近代化)의 준비가 미숙했던 조선(朝鮮)은 이것이 곧 식민지화의 과정이 되고 만 것이다. 이

렇게 문호(門戶)를 개방(開放)한 결과(結果) 청(淸)․일(日)은 제도(制度)의 개편(改編)을 요

구하며 군사적(軍事的)인 면(面)은 일본(日本)에, 행정적(行政的)인 면(面)은 청(淸)의 식(式)

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수구파(守舊派)와 개화파(開化派)의 대립(對立)을 격화(激化)

시키는 결과(結果)가 되어 임오군란(壬午軍亂, 1882)을 초래하 고 이에 의하여 청(淸)은 내

정간섭(內政干涉)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관제개혁(官制改革)을 실시(實施)하니 패(敗)한 일

본(日本)으로서는 기회를 엿보다가 1884년(年) 청․프전쟁(戰爭)에서 청(淸)이 패(敗)하게 되

자 개화파(開化派)를 자극하여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켰으나 이 역시 실패하고 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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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조선(朝鮮)의 조정(朝廷)은 청(淸)․일(日) 양국(兩國)의 정복욕구(征服慾求)에 휘말려 

좌지우지(左之右之)하자 이에 분격(憤激)한 사회혁명(社會革命)이 있었으니 농민(農民)이 주

체(主體)가 된 아래로부터의 농민운동(農民運動)으로, 그 양상(樣相)이 횡포(橫暴)가 날로 심

해져 가는 일본(日本)에 대항한 항일운동(抗日運動)이며 민족운동(民族運動)인 동학혁명(東

學革命, 1892)이 발발하기에 이르 다. 하지만 그 결과(結果)는 오히려 일본(日本)의 조선(朝

鮮)에서의 독점적(獨占的) 지위(地位)를 확보케 하 으니 이는 대외적으로 극동정세의 변화

를 가져온 청(淸)․일(日) 전쟁(戰爭)을 유발시켜 청(淸)의 세력(勢力)이 조선(朝鮮)에서 축

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된 일본(日本)에서는 그들의 지배권(支配權)을 확보(確保)하

고 확실시(確實視)하려는 의도(意圖)에서 갑오경장(甲午更張, 1895)을 실시(實施)하 으니 조

선(朝鮮)의 타율에 의한 근대화(近代化)는 더욱 박차를 가(加)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朝

鮮)에서의 독점적 우위권을 확보한 일본(日本)은 러시아 세력을 중심(中心)으로 한 삼국간섭

(三國干涉)으로 세력이 패퇴(敗退)되었기 때문에 일본(日本)은 세력확보를 위한 비상수단으

로 을미사변(乙未事變, 1895)과 아울러 을미개혁(乙未改革, 1896)을 단행(斷行)하 다. 이러

한 가운데 말뿐인 조선(朝鮮)의 내각(內閣)은 러일전쟁(戰爭) 중(中)의 한(韓)․일의정서(日

議定書)(1904), 제일차(第一次) 한(韓)․일협약(日協約) 및 을사조약(乙巳條約, 1905)으로 붕

괴(崩壞)되어가다가 고종퇴위(高宗退位, 1907)와 군대해산(軍隊解散, 1907) 및 기유각서

(1909) 등(等)을 통(通)해 와해(瓦解)되어 갔으며 결국 1910년(年)에 일본(日本)에 합방되고 

말았다.

이러한 정치적(政治的) 사회적(社會的) 혼란(混亂)이 불러온 복식(服飾)에 대(對)한 개화

(開化)의 바람은 많은 문무관원(文武官員)들의 반대(反對)와 함께 서서히 일기 시작하 으니 

즉,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인한 당상관(堂上官) 이하(以下) 조정(朝廷)의 모든 관원(官員)

들의 시복(時服)을 흑단령(黑團領)으로 개편(改編)하 고 이에 대(對)한 실시(實施)가 별 효

과를 거두지 못하자 여러 논란을 거듭하다 10년(年) 후(後)인 1894년(年)에는 대례복(大禮

服)은 흑단령(黑團領)․사모(紗帽)․품대(品帶)로, 통상예복(通常禮服)으로는 주의(周衣)․답

호(褡護)․사대(絲帶)를 착용토록 하여 주의(周衣), 답호(褡護)가 예복(禮服)으로 등장하는 

한편 1894년(年)에는 대례복(大禮服)은 흑단령(黑團領)․사모(紗帽)․각대(角帶)로 하고 소례

복(小禮服)은 흑단령(黑團領)․사모(紗帽)․속대(束帶)로 개정(改正)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마침내 광무(光武) 4(1900)년(年)에는 서구식(西歐式) 문관복(文官服)이 반포(頒布)되어 이제

까지의 재래식(在來式) 복제(服制)에서 서구식(西歐式) 복제(服制)로 개혁(改革)이 이루어지

는 큰 변화(變化)를 이루었으며 이는 다시금 1906년(年) 약간의 개정(改定)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갑신정변(甲申政變) 이후(以後)부터 1900년(年) 서구식(西歐式) 

개편(改編)을 보기까지의 과정(過程)을 문관복(文官服) 중심(中心)으로 하여 연대순(年代順)

으로 그 변천(變遷)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1884년(年)∼1889년대(年代) 문관복(文官服)의 변천(變遷)

고종(高宗) 21(1884)년(年) 5월(月) 24일(日) 반포(頒布)된 바에 의하면, 당상관(堂上官)의 

시복(時服)인 홍단령(紅團領)은 입지 말고, 모든 조정(朝廷)의 관원(官員)들은 항상(恒常) 흑

단령(黑團領)을 입되 홍단령(紅團領)을 검게 물들여 입어도 무방하게 하 으며 대소(大小)의 

조의(朝儀)에 진현(進現)할 때와 궁내외(宮內外)의 공고(公故)(벼슬아치가 조회(朝會)․진하

(進賀)․거둥 등 궁중(宮中)의 행사(行事)에 참여하는 일)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 흉배(胸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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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아서 문무(文武)와 계품(階品)의 구별을 삼고 단령(團領)의 제도(制度)는 반령책수(盤領

笮袖)로 하 다.1) (사진 1 참조) 그러나 조복(朝服), 제복(祭服), 상복(喪服) 같은 예복(禮服)

은 옛 선현(先賢)의 유제(遺制)라 하여 변경(變更)하지 않았으며 사복(私服)에 있어서는 도

포(道袍), 직령(直領), 창의( 衣), 주의(周衣) 등(等)은 모두 소매가 넓어 불편하니 책수의(笮

袖衣)전복(戰服) 사대(絲帶)를 착용(着用)하도록 전교(傳敎)하 다.2) 그러나 국민(國民)들 의

식에 깊게 뿌리내렸던 오랜 구제(舊制)의 관습(慣習)과 옛것을 숭상(崇尙)하는 기본관념(基

本觀念)에 대(對)한 이 같은 개혁안(改革案)은 심각한 반발(反撥)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혼란

(混亂)속에서 이 개정안(改正案)은 잘 시행(施行)되지 못하 다가 10년(年) 후(後) 다시 의복

(衣服)의 간소화(簡素化)가 거론(擧論)되었으니 고종(高宗) 31(1894)년(年) 6월(月)에 있었다. 

이는 즉, 조관(朝官)의 의제(衣制)는 폐견(陛見)할 때에는 사모(紗帽)에 반령책수포(盤領笮袖

袍)를 입고 품대(品帶)를 띠고 화자(靴子)를 신으며, 연거시(燕居時)의 사복(私服)으로는 칠

립(漆笠)에 답호(褡護)를 입고 사대(絲帶)를 띠게 하 다. 서인(庶人)의 의제(衣制)는 칠립(漆

笠)에 주의(周衣)를 입고, 사대(絲帶)를 띠게 하는3)등 10년전(年前)의 것에 비하여 훨씬 구

체적(具體的)이고 간소화(簡素化)된 제도(制度)이다. 그러나 동년(同年) 12월(月)에는 복제(服

制)를 더욱 간편(簡便)하게 하 으니 조신(朝臣)의 대례복(大禮服)만 흑단령(黑團領), 사모

(紗帽), 품대(品帶)로 구성(構成)되었고 통상(通常) 예복(禮服)으로는 주의(周衣), 답호(褡護), 

사대(絲帶)를 착용(着用)토록 하니4) 이른바 주의(周衣), 답호(褡護)가 예복(禮服)이 된 것이

다. 더우기 고종(高宗) 32(1895)년(年) 4월(月)에는 서구식(西歐式) 무관복(武官服)이 제정(制

定)되었고 이어 8월(月)에는 문관복장식(文官服章式)이 반포(頒布)되었는데 조복과 제복(祭

服)은 전과 같이 하며 대례복(大禮服)은 경단령, 사모(紗帽), 품대(品帶), 화자(靴子)로 한다. 

거동할 때와 경절(慶節)5)과 문안(問安)할 때 및 예접(禮接)할 때에 입도록 한다. 소례복(小

禮服)은 흑단령(黑團領)에 책수포(笮袖袍)로 하며(사진 2 참조) 사모(紗帽), 속대(束帶), 화자

(靴子)로 하되 대례복(大禮服)을 입을 때에도(경우에 따라) 간혹 사용(使用)하지만 무시(無

時)로 진견(進見)할때에 입는다. 통상복색(通常服色)은 편리(便利)한대로 하되 주의(周衣), 답

호(褡護), 사대(絲帶)로 하고 내외(內外)의 관원(官員)이 사진(仕進)할 때에 입는 것은 무관

하나 진견(進見)할 때에는 입지 못한다. 사서(士庶)의 복색(服色)도 편리(便利)한대로 하되 

광수(廣袖)로 하지 말고 예복(禮服) 이외에는 되도록 검약(儉約)하도록 하 다. 더우기 동년

(同年) 11월(月)에는 단발령(斷髮令)이 내려지는 동시(同時)에 태양력(太陽曆)을 사용(使用)

하고 연호(年號)를 건양(建陽)이라 고치면서 왕(王)이 먼저 단발(斷髮)하여 신민(臣民)에게 

왕(王)을 따르라 명(命)하 으니 이는 곧 단발(斷髮)이 위생적(衛生的)이며 작업(作業)에 편

리(便利)하므로 정치혁신(政治革新)과 국민부강(國民富强)을 도모코자 솔선수범한 것이라6) 

하여 대신(大臣)들도 이를 계승(繼承)하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투를 잘라버리는 이 사건

(事件)은 망건으로 머리를 정발(精髮)하고 풍잠(風簪)과 동곳으로 두식(頭飾)을 일삼던, 또한 

머리 자르는 것은 부모(父母)에 대한 커다란 불효(不孝)라 여겨왔던 국민(國民)들에게는 커

다란 충격(衝激)이 아닐 수 없었다. 이어서 동년(同年) 11월(月) 15일(日)에는 내부고시(內部

告示)로 망건(網巾)은 폐지하고 의제(衣制)는 임의로 외국제도(外國制度)를 채용(採用)하여도 

1) 高宗太皇帝實錄卷21 仝王 21年 5月 24日 條

2) 前揭 21 仝王 21年 5月 25日 條

3) 前揭 31 仝王 31年 6月 28日 條

4) 增補文獻備考 卷79 禮考 26 章服 1, p.21.

5) 王, 王妃, 太子등의 탄신일 및 온 나라가 경축할 만한 날

6) 高宗太皇帝實錄 卷33, 高宗 32年 11月 8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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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 함은 단발령(斷髮令)의 후속조치로 당연(當然)한 처사라 보여진다.7) 그러나 건양원

(建陽元)(1896)년(年) 1월(月) 4일(日)에는 관(冠)은 본국산(本國産) 재료(材料)로 외국모양

(外國模樣)을 본뜨고, 의복(衣服)은 수(袖), 금, 포(布), 저(苧)로 하여 외국모양(外國模樣)을 

본뜨게 했으나 신발은 그대로 습용(習用)케 하여 의구심(疑懼心)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술 임 속에 고종(高宗)은 재위(在位) 34(1897)년(年) 8월(月)에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동년(同年) 10월(月) 12일(日)에 황제(皇帝)의 위(位)에 올라 연호(年號)

를 광무(光武)라 고치고 중국(中國)으로부터의 오랜 속박(束縛)에서 벗어나 독립국가(獨立國

家)를 이루니 이에 따라 이제까지의 왕복(王服)은 황제(皇帝)의 복제(服制)로 개정(改正)하는 

한편 문무관(文武官) 관복(官服) 역시 그 일부(一部)가 개정(改正)되어 중국(中國)에서 우리 

7) 法規類編二, 規制門第十類, 衣制 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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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朝廷)에 사여(賜與)되던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는 금관(金

冠)에 있어서 입증하고 있는데, 일품(一品)은 칠량(七梁), 이품(二品) 육량(六梁), 삼품(三品) 

오량(五梁), 사품(四品) 사량(四梁), 오품(五品) 삼량(三梁), 육(六)․칠품(七品) 이량(二梁), 

팔(八)․구품(九品) 일량(一梁)8)으로 명시(明示)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制度)는 이보

다 2년전(年前) 조신(朝臣)의 복방식(服章式)을 개정(改正)하여 간소화(簡素化)한 바 있었고 

특히 단발령(斷髮令)까지 내린 후(後)이며 점차 군신(君臣)의 복장(服裝)도 양복화(洋服化) 

되어 가는 추세 으니 이러한 복식(服飾)의 제정(制定)이 어느 정도 사용(使用)이 되었는지

는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광무(光武) 2(1898)년(年)에는 외교관(外交官) 사관(領事官) 이하복(以下服)이 정하여져, 

대례복(大禮服)으로는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소례복(小禮服)으로는 착수흑단령(窄袖黑團領)

에 사모(紗帽)․품속대(品束帶), 화자(靴子)를 구비하도록 하며 편복(便服)으로는 도포(道袍)

(청(靑)․백색(白色)), 흑립(黑笠), 망건(網巾), 백사대(白絲帶), 청사대(靑絲帶)로 착장(着裝)

토록9) 반포(頒布)되었다. 그러나 외교관(外交官)의 복장(服裝)으로는 개화(開化)된 마당에 이

러한 옷들이 어울리지 않았음을 짐작하 는지 광무(光武) 3(1899)년(年) 8월(月)에는 외국(外

國) 규모(規模)를 참작하여 개정(改正)하도록 함으로써 외교관(外交官)의 복장(服裝)은 양복

(洋服)으로 바뀌었다.

Ⅲ. 1900∼1906년대(年代) 문관복(文官服)의 변천(變遷)

광무(光武) 4(1900)년(年)에는 칙령(勅令) 제(第)14호(號)로 문관복(文官服)은 전면 개정(改

正)하여 서구식(西歐式)으로 갖출 것을 반포(頒布)하기에 이르니 이제까지의 중국식(中國式)

의 복제(服制)에서 벗어나 서구식(西歐式) 복제(服制)로 개혁(改革)이 된 것이다. 다음에 그 

개정안(改正案)에 대(對)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문관(文官)의 복장(服裝)은 대례복(大禮服), 소례복(小禮服), 상복(常服)으로 정(定)하여 때

와 장소에 따라 착용(着用) 범위(範圍)를 달리하도록 하 는데 대례복(大禮服)은 칙(勅)10)․

주(奏)11)․임관(任官)만이 착용(着用)하고, 소례복(小禮服)과 상복(常服)은 칙(勅)․주(奏)․

판임관(判任官)12)이 통용(通用) 착용(着用)하도록 하 다. 착용시기(着用時期)와 구성(構成)

은 대례복(大禮服)의 경우 문안(問安)드릴 때, 동가(動駕), 동여(動輿), 인공폐견(因公陛見)13), 

궁중(宮中)에서 사연(賜宴)할 때에 입는 옷으로 국궁중예복(英國宮中禮服)을 참작하여 만

들었으며 상의(上衣)에 조끼 바지, 예모(禮帽), 구두, 검(劍)으로 구성(構成)되어 있으며 여기

에는 흉장을 패용(佩用)하 다. 소례복(小禮服)은 구제연미복(歐制燕尾服)과 구제후록고투(歐

制厚錄高套)의 두 종류가 있어 연미복(燕尾服)은 각국사신소접시(各國使臣召接時), 궁중사연

시(宮中賜宴時), 내외국궁인만찬시(內外國宮人晩餐時)에 입으며 그 구성(構成)으로는 진사(眞

絲)14)고모(高帽), 상의(上衣), 앞이 깊게 파인 조끼, 상의(上衣)와 동색지질(同色地質)의 바지 

그리고 칠색피제(漆色皮制)구두이다. 평상복(平常服)은 궁내진견(宮內進見), 공식적(公式的)

8) 禮服(史部, 正書類, 2-2129 B1-1) 藏書閣所藏

9) 前揭書.

10) 대신의 청으로 임금이 임면하던 고등관 1, 2등

11) 甲午更張 以後에 둔 官制의 하나로 대신의 추천으로 內閣의 도장이 찍힌 사령서로 任命되는 官員

12) 奏任官의 아래로 본속의 長官이 白衣로 任免하는 官員

13) 公的인 일로 임금을 뵘.

14) 명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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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회나 상관에게 인사갈 때, 사사로이 서로 위로하거나 축하(祝賀)할 일이 있을 때 입는

데 구제평모(歐制平帽), 구제단후의(歐制短後衣), 조끼, 고(袴)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이러

한 복장(服裝)은 무관(武官)과 경관(警官)이 문관(文官)으로 전임(轉任)할 시에도 본(本) 규

칙(規則)에 복종(服從)할 것을 요구(要求)하고 있다. 또한 상(喪)을 당했을 경우 역시 우리의 

구제(舊制)와는 다른 완전 서구화(西歐化)된 식으로 하여 그 복장을 따로이 마련하는 번거

로움 없이 옷에 간단한 표장(表章)을 부착(附着)함으로써 애도(哀悼)의 뜻을 표했으니 상장

(喪章)은 대례복(大禮服), 연미복(燕尾服), 후록고투(厚錄高套)를 착용(着用)하되 표장(表章)

하는 의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대례복(大禮服)은 좌비상(左臂上)을 흑견일촌오분(黑絹一寸五分)으로 싸고 대례모(大禮帽)

의 금식중간(金飾中間)을 흑견(黑絹) 1촌(寸)으로 싸며 검병(劒柄)(칼자루)은 흑견(黑絹)으로 

길이 5촌(寸), 폭 1촌(寸)으로 하여 감는다. 연미복(燕尾服)과 후록고투(厚錄高套)에는 좌비

상(左臂上)에 흑견(黑絹) 1촌(寸) 5분(分)으로 싸고 진사고모(眞絲高帽)에는 흑견(黑絹) 1촌

(寸)으로 싼다. 이러한 의식(儀式)은 국휼성복일(國恤成服日)에 시작(始作)하여 제복일(除服

日)까지 실시(實施)한다.

그러면 이들 서구식(西歐式) 문관복(文官服)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하여 그 복장구

성(服裝構成) 및 변천(變遷)에 대(對)하여 서술(敍述)하기로 한다.

Ⅳ. 서구식(西歐式) 문관복(文官服)의 복장구성(服裝構成)

광무(光武) 4(1900년(年) 4월(月) 17일(日) 칙령(勅令)제(第) 14호(號) 문관복장규칙(文官服

裝規則)에 의(依)하면 문관(文官)으로 피임(被任)된 자(者)의 복장(服裝)도 대례복(大禮服), 

소례복(小禮服), 상복(常服)의 삼종(三種)으로 구분함은 앞서 설명(說明)한 바 있다. 여기에

서 본문(本文)으로 들어가기 앞서 참고(參考) 삼아 문관(文官)의 등급(等級)을 알아보면, 이

는 고종(高宗) 32(1895)년(年) 3월(月) 25일(日) 칙령(勅令) 제(第)57호(號)에서 관등(官等)을 

재가반포(裁可頒布)한 것으로 문관(文官)은 칙임(勅任), 주임(奏任), 판임관(判任官)으로 나뉘

어 칙임관(勅任官)은 다시, 1등(等)에서 4등(等), 주임관(奏任官)은 1등(等)에서 6등(等) 판임

관(判任官)은 1등(等)에서 8등(等)으로 나뉘어 지는데15) 이는 그 후(後)로 광무(光武) 

10(1906)년(年)에 칙임관(勅任官) 위로 친임관(親任官)이 더 생겼다.

가. 대례복(大禮服)

국식(英國式)을 본뜬 이 대례복(大禮服)은 18C∼19C 궁정행사(宮廷行事)가 화려했던 유

럽에서 유행(流行)하던 장식적(裝飾的)인 면(面)이 특징인 귀족(貴族) 예복(禮服)이 그대로 

습용(習用)된 것으로 진홍색(紅色)도 있지만 대부분 짙은 감색(紺色)이나 흑색라사(黑色羅

紗)를 썼던 상의(上衣)는 수구(袖口)에는 비로드를 붙여 화려함과 장식적(裝飾的)이고 미적

(美的)인 감각을 한층 더 하 다. 또한 더하여서 흉부(胸部)와 깃, 수구등(袖口等)에는 견

(樫), 월계수(月桂樹), 화엽(花葉)을 금은사(金銀絲)로 수놓았다. 모자(帽子)는 타조등의 장식

(裝飾)털을 붙인 산형(山形)이며 패검(佩劍)한다.16)

일본(日本)은 1872년(年) 국(英國) 런던에다 주문하여 법령(法令)으로 문관대례복(文官大

15) 高宗太皇帝實錄卷 32, 高宗 32年 3月 25日字.

16) 金美子,「開化期의 文官服에 對한 硏究」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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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服)을 정(定)했고 1884년(年) 러시아 궁정(宮廷)의 것을 모방한 후록고투(Frock-Coat)형

(型)의 궁내용(宮內用) 대례복(大禮服)을 정(定)했다가 연미복(燕尾服)으로 고쳤으며 종전후

(終戰後) 이는 폐지 되었다.

A. 예모(禮帽)

지질(地質)은 흑모천아융(黑毛天鵝絨)이며 모양은 산형(山形)이어서 길이가 1척(尺) 5촌

(寸)이고 높이는 4촌(寸) 5분(分)으로 하되 꼭대기의 모양을 봐서 가감(加減)이 있고 위의 

식모(飾毛)는 친칙임관(親勅任官)은 백색(白色)이고 주임관(奏任官)은 흑색(黑色)으로 하

다. 모자의 측장(側章)은 광무(光武) 4(1900)년(年)과 광무(光武) 10(1906)년(年) 12월(月) 12

일(日)의 반포령(頒布令)에는 근화(槿花)(무궁화) 한송이를 정면(正面)으로 붙이고 머릿부분

에 금제(金製)단추를 붙이되 지름은 7분(分)이고 주위(周圍)에 금선(金線)을 두르는데 친칙

임관(親勅任官)은 철요문(凸凹紋)이며 주임관(奏任官)은 무문(無紋)으로 너비는 똑같이 3분

(分)으로 한다(그림 1, 2 참조).

<그림 1> 친임관모자(親任官帽子) : 上

 친임관모자측장(親勅任官帽子側章) : 下

<그림 2> 주임관모자(奏任官帽子) : 上

 주임관모자측장(奏任官帽子側章) :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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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무(光武) 10(1906)년(年) 2월(月) 27일(日)의 개정(改正)된 바에 의(依)하면 측장

(側章)에 전개(全開)된 이화(李花) 한송이를 정면(正面)위를 향(向)해 붙이고 머리부분에 금

제(金製)단추를 달되 그 지름은 7분(分) 5리(里)로 하고 주위에 금선(金線)을 자수(刺繡)하되 

그 사이를 1촌(寸) 5분(分)으로 하 으며 양쪽 주위(周圍)에는 청․홍태극장(靑․紅太極章)

의 모양(模樣)을 표현(表現)하되 친(親)․칙(勅)․주임관(奏任官)이 모두 동일(同一)하게 한

다는 령(令)이 반포(頒布)되기도 하 다.

B. 상의(上衣)

상의(上衣)의 지질(地質)은 심흑감라사(深黑紺羅紗)인데 전면(前面)은 깃(수금(竪襟))이 흉

부(胸部)에서 합임(合衽)하고 아랫배 아래까지 다달아 퇴골(腿骨)까지 좌우(左右)로 평분횡

할(平分橫割)하고 연이어 퇴골(腿骨)에서 사선으로 내려가 뒷자락이 되며 단의 선둘림은 횡

문금선(橫紋金線)이니 광무(光武) 4(1900)년(年) 반포(頒布) 당시(當時)에는 칙임관(勅任官)은 

너비 5분(分), 주임관(奏任官)은 4분(分)이었으나 광무(光武) 10(1906)년(年) 12월(月) 12일

(日)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製式)에 의하면 칙주임관(勅奏任官) 모두 5분(分)으로 되어 

있다. 단추는 금제(金製)로써 직경(直徑)이 7분(分)인 것을 9개 달았다.

1) 상의전면표장(上衣前面表章)

광무(光武) 4(1900)년(年) 4월(月) 17일(日)의 제정(制定)된 바에 의하면 표장(表章)은 금수

(金繡)로 하되 상의전면좌우(上衣前面左右)의 유부상하(乳部上下)에 칙임관(勅任官) 1등(等)

은 근화(槿花) 6송이이고(사진 3 참조) 칙임관(勅任官) 2, 3, 4등(等)은 근화(槿花) 4송이, 주

임관(奏任官)은 없게 하 으며17) 광무(光武) 10(1906)년(年) 2월(月) 27일(日)에는 좌우유부

(左右乳部) 상하(上下)에 친임관(親任官)은 반개이화(半開李花) 각(各) 3송이와 미개이화(未

開李花) 3송이 이화(李花)줄기 11가지(柯枝)로 하고, 칙임관(勅任官)은 9가지, 주임관(奏任官)

은 7가지로 하 다. 그러나 동년(同年) 12월(月) 12일(日)에는 친칙주임관(親勅奏任官) 모두 

표장(表章)의 금수(金繡)가 제지(際止)되었다.

2) 상의후면표장(上衣後面表章)

상의후면표장(上衣後面表章)은 허리아래를 가른 좌우양단(左右兩端)에 횡문금선(橫紋金線)

을 두르고 뒷자락 분할처(分割處) 양변(兩邊)에 금제유구(金製鈕鈕)(금단추) 각(各) 1개(個)

를 부착(附着)하되 지름은 7분(分)으로 하 다. 광무(光武) 4(1900)년(年)에는 허리아래의 금

선(金線)을 두른 안에 전근화(全槿花) 2송이를 칙(勅)․주임관(奏任官)이 금수(金繡)했고 친

임관(親任官)은 척부(脊部)에 전근화(全槿花) 1송이를 금수(金繡)했는데 광무(光武) 10(1906)

년(年) 2월(月) 27일(日)에 개정(改正)한 바로는 친임관(親任官)은 척부(脊部)에 하향(下向)한 

품자형(品字形)으로 전개이화(全開李花) 3송이와 요부(腰部)에 하향(下向)한 품자형(品字形) 

전개이화(全開李花) 3송이를 금수(金繡)하 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동년(同年) 12월(月) 12

일(日) 개정(改正)했으니 친칙임관(親勅任官)은 허리아래 금선(金線)을 두른 안과 척부(脊部)

에 근화(槿花) 각(各) 1송이, 주임관(奏任官)은 근엽(槿葉)만 금수(金繡)하 다(사진 4-1.2, 

5-1. 2, 6-1. 2 참조).

17) 官報 第 2790 號, 光武 8年 4月 2日 正誤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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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칙임관1등대례복(勅任官 1等大禮服)(민철훈(閔哲勳) : 1856∼1925 한국자수박물관

소장(韓國刺繡博物館所藏))

<사진 4-1>친임관상의전면(親任官上衣前面)(1906年 12月 12日 이후(以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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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친임관상의전면(親任官上衣後面)(1906年 12月 12日 이후(以後))

<사진 5-1>칙임관상의전면(勅任官上衣前面)(1906年 12月 12日 이후(以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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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2>칙임관상의전면(勅任官上衣後面)(1906年 12月 12日 이후(以後))

<사진 6-1>주임관상의전면(奏任官上衣前面)(1906年 12月 12日 이후(以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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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2>주임관상의전면(奏任官上衣後面)(1906年 12月 12日 이후(以後))

3) 의령장(衣領章)

의령장(衣領章)이란 옷깃에 계급을 표시(表示)함을 일컫는다. 최초시제당시(最初始制當時)

에는 품질(品質)이 연청색(軟靑色) 나사(羅紗)로 횡문금선(橫紋金線) 2조(條)를 둘러 그 안에 

칙임관(勅任官)은 작은 무궁화(無窮花) 3송이를 자수(刺繡)하 다(사진 7-1. 참조) 그후 광무

(光武) 10(1906)년(年) 2월(月) 27일(日)에는 시제당시(始制當時) 깃의 모양이 얕은 ν  넼라인

( ν-neck  line)이었던 것이 스탠드칼라(stand collar)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옷감의 지질(地

質)은 천청색(天靑色) 나사(羅紗)로써 역시 횡문금선(橫紋金線) 2조(條)를 둘리우고 그 안에 

만개(滿開)한 이화(李花)를 좌우(左右) 한송이씩 하고 꽃줄기를 금수(金繡)하되 친(親)․칙

(勅)․주임관(奏任官)이 같게 하 다. 동년(同年) 12월(月) 12일(日) 개정(改正)된 의령장(衣

領章)에서는 위계(位階)에 따라 색상(色相)과 문양(紋樣)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친임관

(親任官)은 자색(紫色), 칙임관(勅任官)은 청천색(靑天色), 주임관(奏任官)은 흑감색(黑紺色)

이며 그 단(端)에는 횡문금선(橫紋金線) 1조(條)를 둘리고 그 안쪽 전면(前面) 좌우(左右)에 

친(親)․칙임관(勅任官)은 무궁화 당초문양(唐草紋樣)을 수놓았고(사진 7-2 참조) 주임관(奏

任官)은 줄기만을 당초문양화(唐草紋樣化)하여 수놓았다(사진 7-3 참조)

<사진 7-1>1900年代 칙임관 의령장(勅任官 衣領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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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2>친칙임관의 장(親勅任官衣領章)(1906年 12月 12日 이후(以後))

<사진 7-3>주임관의 장(奏任官衣領章)(1906年 12月 12日 이후(以後))

4) 수장(袖章)

최초(最初) 시제당시(始制當時) 지질(地質)은 연청색(軟靑色) 나사(羅紗)이며 수구(袖口)로

부터 3촌(寸)을 떨어져 횡문금선(橫紋金線) 1조(條)를 둘러 뒷부분 소매솔기 부분(部分)에서 

꿰매고 그안 좌우중앙(左右中央)에 품자형(品字形)으로 만개(滿開)한 이화(李花) 세송이씩을 

금수(金繡)하 는데 친(親)․칙(勅)․주임관(奏任官)이 모두 같게 하 다. 그러나 동년(同年) 

12월(月) 12일(日) 개정(改正)된 바로는 지질(地質)은 위계(位階)에 따라 의 장(衣領章)과 

같게 하 으며 제식(製式)은 2월(月) 27일(日)에 반포(頒布)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안의 

문양(紋樣)에서는 친(親)․칙임관(勅任官)은 무궁화(無窮花) 한 송이를 당초문양화(唐草紋樣

化)했고 주임관(奏任官)은 줄기만을 수(繡)놓았다(사진 4.5.6 참조, 부분도 : 사진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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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주임관수장(奏任官袖章)(1906年 12月 12日 이후(以後))

5) 훈장(勳章)

우리 나라에 훈장제도(勳章制度)가 제정(制定)되기는 고종 36(1899)년(年) 7월(月) 4일(日) 

칙령(勅令) 제(第)30호(號)로 표훈원(表勳院) 관제(官制)가 반포(頒布)됨으로써 비롯하 다.18) 

이는 개화기(開化期)에 신문화(新文化)를 받아 모든 체제(體制)가 새로워짐에 따라 일본의 

제식(制式)을 모방한 것으로19) 고종(高宗)37(1900)년(年) 4월(月) 17일(日) 칙령(勅令) 제

(第)13호(號)로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태극장(太極章), 자응장(紫

鷹章)이 제정(制定)되었는데20) 1년후(年後)인 고종(高宗) 38(1901)년(年) 4월(月) 16일(日) 칙

령(勅令) 제(第)10호(號)로 팔괘장(八卦章)이 태극장(太極章)과 같은 격(格)으로 추가(追加)되

었으며 동왕(同王) 39(1902)년(年)에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이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위에 

첨입(添入)되고 동왕(同王) 44(1907)년(年) 3월(月) 30일(日)을 기(期)하여 칙령(勅令) 제

(第)20호(號)로써 황후(皇后)가 내외명부(內外命婦)에게 수여(授與)하는 서봉장등(瑞鳳章等) 

7개종(個種)에 이르게 되었다.21)

<그림 3>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18) 高宗太皇帝實錄 卷39 40頁8行∼41頁7行

19) 獨立新聞 1899年 8月 12日字, 훈쟝문젹 기사중.

20) 官報 號外 光武 4年 4月 19日字.

21) 李康七,「古文化」第7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69.12月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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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그림 5>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그림 6>태극장(太極章)

278



<그림 7> 팔괘장(八卦章)

<그림 8>서봉장(瑞鳳章)

<그림 9>자응장(紫鷹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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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문관대례복용하의(文官大禮服用下衣)

그러면 이러한 훈장(勳章)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표훈원(表勳院)에 대해 잠시 언급

한다면 표훈원(表勳院)에는 표훈국(表勳局)과 제장국(制章局)의 양국(兩局)이 있어 표훈국(表

勳局)은 훈위(勳位), 훈등(勳等), 연금(年金), 훈장(勳章), 기장(記章), 포장(襃章) 및 기타(其

他) 상여(賞與)에 관한 사항(事項)과 외국훈장(外國勳章), 기장(記章)의 수령(受領) 및 패용등

(佩用等)에 관한 사항(事項)을 제정(制定)하는 곳이며 제장국(制章局)에서는 표훈원(表勳院)

의 훈장(勳章)을 제조(製造)하기 위하여 설치(設置)하 다. 또한 훈장(勳章)에는 수여대상(授

與對象)의 범위(範圍)가 있었으니,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과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은 황실

(皇室)에서만 패용(佩用)하고,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은 문무관(文武官)중(中) 태극일등(太極

一等)을 받은 자(者)가 특별훈로(特別勳勞)가 있을 때 특지(特旨)로 서사(叙賜)한다. 태극장

(太極章)은 8등급(等級)으로 나뉘어져 1등장(等章)은 명부(名府), 부대신(部大臣), 일품관리

(一品官吏) 및 육해군(陸海軍) 장관(將官) 중(中) 2등훈(等勳)을 이미 받고 재직(在職) 5년

(年) 이상(以上) 근로(勤勞)한 자(者), 2등장(等章)은 문무관(文武官) 중(中) 3등장(等章)을 이

미 받고 재직(在職) 5년(年) 이상(以上) 근로(勤勞)한 자(者), 3등장(等章)은 문무관(文武官) 

중(中) 4등훈(等勳)을 이미 받고 재직(在職) 4년(年) 이상(以上) 근로(勤勞)한 자(者)와 칙임

(勅任) 1등관(等官) 5년(年), 칙임(勅任) 2등관(等官) 6년(年), 칙임(勅任) 3등관(等官) 7년(年) 

이상(以上) 근로자(勤勞者)에게 수여(授與)한다. 4등장(等章)은 문무관(文武官) 중(中) 5등훈

(等勳)을 이미 받고 재직(在職) 4년(年) 이상(以上) 근로(勤勞)한 자(者)와 칙임(勅任) 4등관

(等官)으로 8년(年) 이상(以上) 근로(勤勞)한 자(者)에게 수여(授與)한다. 5등장(等章)은 문무

관(文武官) 중(中) 6등장(等章)을 이미 받고 재직(在職) 4년(年) 이상(以上) 근로(勤勞)한 자

(者)와 주임관(奏任官) 3등(等)이상(以上)과 육해군(陸海軍) 관(領官) 중(中) 9년(年) 이상

(以上) 근로(勤勞)한 자(者)에게 수여(授與)한다. 6등장(等章)은 문무관(文武官) 중(中) 7등장

(等章)을 이미 받고 재직(在職) 3년(年) 이상(以上) 근로(勤勞)한 자(者)와 주임관(奏任官) 6

등(等) 이상(以上)과 육해군(陸海軍) 위관(尉官) 중(中) 9년(年) 이상(以上) 근로(勤勞)한 자

(者)에게 수여(授與)한다. 7등장(等章)은 문무관(文武官) 중(中) 8등훈(等勳)을 이미 받고 재

직(在職) 3년(年) 이상(以上) 근로(勤勞)한 자(者)와 판임관(判任官)으로 만(滿) 12년(年) 근

로(勤勞)한 자(者)에게 수여(授與)한다. 8등장(等章)은 문무관(文武官) 중(中) 3년(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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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 근로(勤勞)한 자(者) 및 판임관(判任官) 대우자(待遇者)와 육해군(陸海軍) 하사(下士) 

중(中) 탁월한 효로(効勞)가 있는 자(者)에게 수여(授與)하고 또는 순검(巡檢)․병졸(兵卒) 

중(中)에도 특별(特別)한 공적(功績)이 있을 때는 수여(授與)한다. 다음으로 팔괘장(八卦章)

이 있는데 이는 훈격(勳格)에 의(依)한 수여대상(授與對象) 범위(範圍)는 태극장(太極章)과 

같다. 자응장(紫鷹章)은 무공(武功)이 발군(拔群)한 자(者)에게 그 공등(功等)에 따라 서사(叙

賜)하며 서봉장(瑞鳳章)은 외명부(外命婦) 중(中) 숙덕(淑德)과 훈로(勳勞)가 특별(特別)하면 

황후(皇后) 휘지(徽旨)를 경유(經由)한 후(後) 8등훈(等勳)으로 나누어 서사(叙賜)하되 특별

(特別)한 조칙(詔勅) 포(領布)는 없고 서사일(叙賜日), 수여식(授與式)만 궁정록사란(宮廷錄

事欄) 내(內)에 게재(揭載)한다. 이들 훈장(勳章)은 보통 1월(月)과 7월(月)의 정기(定期) 의

정관회의(議定官會議)에서 주서(奏叙)하되 비상시(非常時) 정기회의(定期會議)를 개최 못할 

경우에는 특지(特旨)로 임시(臨時) 주서(奏叙)하며 훈장(勳章)은 본인(本人) 이외(以外)는 패

용(佩用)하지 못하며 자손(子孫)에게도 전습(傳襲)하지 못한다.

C. 하의(下衣)

하의(下衣)는 동의(胴衣)라고도 일컫는 것으로 현재(現在)에는 조끼라고 한다. 최초시제(最

初始制) 당시(當時)에는 지질(地質)이 심흑감라사(深黑紺羅紗)로 하고 단추는 금제(金製)로 

하되 지름은 5분(分)이다. 그들의 꿰매는 서로의 거리는 2촌(寸)이며 칙주임관(勅奏任官)의 

차별(差別)이 없었다. 광무(光武) 10(1906)년(年) 2월(月) 27일(日)의 반포(頒布)된 내용(內容)

에는 품질(品質)은 백라사(白羅紗)와 심흑감라사(深黑紺羅紗) 두종류로 하 는데 단추는 시

제당시(始制當時)와 같이 금제(金製)로써 지름은 5분(分), 서로의 거리는 2촌(寸)으로 친칙주

임관(親勅奏任官)이 모두 같았다. 이것이 다시 동년(同年) 12월(月) 12일(日)에는 최초시제

(最初始制) 당시(當時)와 같아져서 품질(品質)이 백라사(白羅紗)는 없이 심흑감라사(深黑紺羅

紗) 만을 사용(使用)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역시 친(親)․칙(勅)․주임관(奏任官)의 차등(差

等)은 없었다(그림 9 참조).

D. 고(袴)(바지)

바지는 최초시제(最初始制) 당시(當時)부터 광무(光武) 10(1906)년(年) 12월(月) 12일(日)까

지 그 품질(品質)과 제식(制式)에 있어서는 변화(變化)가 없다. 즉 지질(地質)은 심흑감라사

(深黑紺羅紗)이며 그 제법(製法)은 허리를 이어 발꿈치에 미치도록 길이를 조정하고 좌우측

(左右側) 봉장(縫章)은 금선(金線)을 봉착(縫着)하되 친칙임관(親勅任官)은 쌍조(雙條) 철요

문(凸凹紋)이고(그림 10 참조), 주임관(奏任官)은 단조(單條) 철요문(凸凹紋)으로 너비는 모

두 1촌(寸)으로 하 다(그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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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친․칙임관(親․勅任官)바지 및봉장(縫章)

<그림 11-2>주임관(奏任官)바지 및봉장(縫章)

E. 검(劒)

1) 검장(劒章)

검장(劒章)은 2척(尺) 6촌(寸) 5분(分)으로 자루(병(柄))는 칙임관(勅任官)은 백피(白皮)이

며 주임관(奏任官)은 흑피(黑皮)로 하되 금선(金線)을 감는다(그림 12-1.2 참조)

2) 검서(劒緖)

칙임관(勅任官)은 순금사(純金絲)로 주임관(奏任官)은 금은사(金銀紗)로 한다(그림 13-1.2 

참조)

3) 검대(劍帶)

칙임관(勅任官)은 금직(金織)이고 주임관(奏任官)은 은직(銀織)으로 한다(사진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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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친․칙임관검, 측검, 검하장(親․勅任官劒, 側劒, 劒下粧)

<그림 12-2> 주임관검, 측검, 검하장(奏任官劒, 側劒, 劒下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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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친․칙임관 검서(親․勅任官 劒緖)

<그림 13-2> 주임관 검서(奏任官 劒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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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칙임관 검대(勅任官 劍帶)

<사진 10> 대례복(大禮服)을 착장(着裝)한 문․무관 (文․武官)들의 모습

나. 소례복(小禮服)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最初) 시제당시(始制當時)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에 의(依)한 

소례복(小禮服)은 연미복(燕尾服)과 후록고투(厚祿高套)의 2종(種)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후

일(後日) 광무(光武) 10(1906)년(年) 2월(月) 27일(日) 개정시(改正時)에는 후록고투(厚祿高

套)만 제정(制定)되어 있어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 연미복(燕尾服)과 후록고투(厚

祿高套)의 순(順)으로 그 구성(構成) 및 제식(製式)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 연미복(燕尾服)

1) 진사고모(眞絲高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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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톱 햍(silk toop hat)을 말하며(그림 참조) 모자(帽子) 중(中) 최고품(最高品)인 진사

(眞絲)의 재료를 써서 만든 것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이름처럼 운두가 높은 것이 보관 

시(時)에는 납작하게 접히도록 제작(製作)되어 아주 편리하다.

2) 하의(下衣)

동의(胴衣) 혹은 조끼라고 불리운다. 가슴이 깊게 파이는 흉부활개식(胸部濶開式)이다(사

진 11 참조)

<사진 11> 연미복하의(燕尾服下衣)

<사진 12> 연미복(燕尾服)

3) 바지(고(袴))

상의(上衣)와 같은색(色) 같은 질(質)이다.

4) 구두(혜(鞋))

검정색 가죽제품(칠색피제(漆色皮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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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이상의 것을 참고삼아 1900년대(年代) 유럽의 연미복(燕尾服)구성(構成)을 살펴봄

으로써 우리의 것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유럽에서의 연미복(燕尾服)은 검정이나 짙은 곤색

으로 모직물(毛織物)을 사용(使用)하는데 바지의 경우도 같다. 상의(上衣)의 모양은 (그림 

14)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의 것과 비슷하다. 바지는 양옆의 봉합(縫合) 부분(部分)을 스

티치(stitch)하여 박으며 밑의 단(cuff)은 접지 않는다. 조끼는 흰색의 누빈 옷감을 사용하여 

싱 (single)로 여민다. 나비넥타이를 매고 셔츠는 윙칼라(wing-collar)로 장식하 다. 칠피

(漆皮) 구두를 신으며, 자수장식이 되어 있거나 혹은 장식하지 않은 검정이나 짙은 곤색의 

실크(silk) 양말을 신는다. 오버코트(over coat)는 역시 검정이나 짙은 곤색을 입는데 싱

(single)이거나 더블(double)로 여민다.22)(그림 14 참조)

<그림 14> 구제연미복(歐制燕尾服)

B. 후록고투(厚錄高套)(Flock Coat)

후록고투(厚錄高套)는 연미복(燕尾服)의 규정과 같은데 하의(下衣)와 바지에서 그 차이점

을 보이고 있다. 즉, 하의(下衣)(조끼)에서 연미복은 가슴이 깊이 파진 흉부활개식(胸部濶開

式)인데 반하여 후록고투(厚錄高套)는 좁게 파진 흉부초섬제(胸部稍陝制)이며, 바지(고(袴))

는 연미복(燕尾服)은 상의(上衣)와 바지가 동색동질(同色同質)인 반면에 후록고투(厚錄高套)

는 상의(上衣)와는 이색이질(異色異質)로 줄무늬나 체크무늬를 착용(着用)하는 점이 달라서 

이는 유럽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15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소례복(小禮

服)의 이중구조(二重構造)는 광무(光武) 10(1906)년(年) 12월(月) 12일(日) 개정(改正)을 보고

난 후에 후록고투(厚錄高套)로만 정(定)해 놓고 있어 연미복(燕尾服)의 실제적(實際的)인 사

용(使用)은 나와 있지 않다. 이에 개정(改正)된 내용(內容)의 구성(構成)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Wilcox,「The Mode in Costum」Charles Scribner's Sons p.336.

287



<그림 15> 1900年代 유럽의 Frock Coat

1) 상의(上衣) 

옷감의 지질(地質)은 심흑감나사(深黑紺羅紗)이며 제식(製式)은 연미복(燕尾服)과 동일(同

一)하되 깃과 수구(袖口)에는 단(緞) 4촌(寸)을 붙여 제식(製飾)하고 전면좌우(前面左右)에는 

금제이화(金製李花)단추 3개(個)를 달며 역시 수구(袖口) 뒷솔기에는 두 개를, 그리고 뒷면

에는 허리 아래를 트임한 즉, 후거(後居) 좌우양단(左右兩端)에도 하나씩 달았다. 

2) 하의(下衣)

상의(上衣)와 동색동질(同色同質)로 전면(前面) 즉 합임처(合袵處)에 금제이화(金製李花)단

추 3개(個)를 부착(附着)한다.

3) 바지(고(袴))

최초(最初) 시제당시(始制當時)의 것인 상의(上衣)와 이색이질(異色異質)로 함이 없이 동

색동질(同色同質)로 하고 있어 연미복(燕尾服)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 상복(常服)

상복(常服)인 세비로(미국명(美國名) : Sack Coat)는 구미(歐美)에서 착용(着用)하던 시민

(市民)의 평복(平服)으로 1850년(年) 이후(以後) 연회복으로서의 Frock-Coat와 연미복(燕尾

服)이 나온 것과 함께 일상복(日常服)으로 출현하여 자께뜨(Jacket)와 함께 유행(流行)하기 

시작하 다. 따라서 이러한 Sack Coat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자 프랑스와 국(英國)의 모직

물공업(毛織物工業)의 발전(發展)을 촉진시켰으며 옷감의 질적 향상(向上)은 물론 재봉틀의 

출현(出現)으로 말미암아 Sack Coat와 Jacket의 구성기술(構成技術)의 진보와 빠른 보급에 

큰 구실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23)(그림 16 참조) 이 Sack Coat는 1890년대(年代)의 바

23) 前揭書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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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바지단이 좁아서 활동적(活動的)이었으며 20C 초(初)에는 길이가 약간 짧아져 바지단

에 커프스가 붙었다. 조끼는 바지와 같은 천으로 만들었으며 길이가 짧고 소매가 없는 오늘

날의 조끼와 거의 다름이 없으나 작은 깃이 달려있다. 또한 그 당시의 유럽에서의 모자(帽

子)는 다종다양(多種多樣)하여 평상시(平常時)에는 간단한 캡(Cap)이나, 보드라운 펠트(felt)

모(帽), 딱딱한 펠트모(帽), 보릿짚모자가 있고 정장용(正裝用)으로는 높은관(Crown)과 좁은

챙(brim)이 특징인 실크모(帽)(silk hat)가 애호(愛好)되었다. 또 관(crown)의 상부(上部)가 

푹 꺼진 부드러운 펠트(Felt)모(帽)(그림 17-1), 관이 둥 고 딱딱한 펠트모(帽)(그림 17-2), 

짚모자와 깡깡모(帽)(그림 17-3), 스포츠 모자(帽子)로써 형(型)을 자유로 변화시킬수 있는 

소프트(soft)모(帽)(그림 17-4)가 애용(愛用)되었다.24) 우리나라에서 이 서구형(西歐型)의 모

자(帽子)가 유행(流行)하기 시작한 것은 1913년(年) 1월(月) 나라를 일본(日本)에 빼앗기자 

황제(皇帝)가 전하(殿下)로 격하(格下)되고 덕수궁(德壽宮)에 칩거(蟄居)해 있던 고종(高宗)

이 승하(昇遐)하자 전국(全國)에서는 호곡(號哭)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대한문(大漢門) 앞은 

날마다 문상(問喪)하러 상경한 국민(國民)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 

국민(國民)에게는 난처한 문제가 생겼으니 옛 법도(法度)에 따르면 국상기간(國喪期間) 동안

에는 모두 백립(白笠)을 써야하는데 단발(斷髮)이 전국적(全國的)으로 단행되어 백립(白笠)

을 구하기가 힘이 들었다. 일본(日本) 통치자(統治者)들의 강요에 상투는 잘랐으나 그들의 

모자(帽子)는 쓰지 않았다가 국상(國喪)에는 맨머리로 참여할 수가 없어 고심하던 중(中) 파

나마 모자(帽子)와 맥고모자(麥藁帽子)는 남미(南美)의 에쿠아도르와 남양(南洋)의 인도차이

나 제품(製品)이라는데 배일감정(排日感情)을 배제시키는데도 적합하 다. 이에 모자점(帽子

店)에서는 이들 모자(帽子)에 흰 리본을 달아 팔았으며 이보다 비싼 모자(帽子)를 찾는 사람

들도 나타나자 일본상인(日本商人)들은 나까오리(중절모자(中折帽子))를 만들어 팔아 폭리를 

취하기도 하 다. 국상(國喪)이 끝나자 국민(國民)들은 이 모자(帽子)에서 흰 리본은 떼어 

쓰고 다니기 시작하 으니 일대 유행을 보게까지 되었다25)는 것이다.

이러한 서구(西歐)의 복식구성(服飾構成)을 바탕으로 우리의 그 당시(當時) 상복(常服)에 

대(對)한 것을 기술(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24) 李正玉,「西洋腹節史」서울, 學文社, 1978, p.368.

25) 柳喜卿「한국복식사연구」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p.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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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구미(歐美)의 Sack Coat

<그림 17> 서구식 모자의 종류(西歐式 帽子의 種類)

A. 서구식(西歐式) 평모(平帽)

중절모자(中折帽子) 혹(或)은 중산모자(中山帽子)라고도 하는 것으로 회색(灰色)에 검정선

을 두른 것이 주종(主種)을 이루었다.

B. 서구식(西歐式) 단후의(短後衣)

서구식(西歐式) 연미복(燕尾服)이나 후록고투(厚錄高套)와 같이 뒤가 길지 않고 짧기 때문

에 붙여진 이름으로 모양은 현재의 것보다는 앞트임이 훨씬 얕아서 깃도 좁고 매우 작아 서

구(西歐)의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16 참조).

C. 하의(下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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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록고투용(厚錄高套用) 하의(下衣)와 같은 가슴이 좁게 파진 흉부초섬제(胸部稍陝制)이

다.

D. 바지(고(袴))

보통 상의(上衣)와 동색동질(同色同質)을 사용(使用)하여 만들었다.

<사진 13> 1900年代 서구식양복(西歐式洋服)의 착장(着裝) 모습

Ⅴ. 결론(結論)

이상에서 1884년(年) 이후(以後)부터 1906년(年)까지 문관복(文官服)의 변천에 대한 것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종(高宗) 21(1884)년(年) 5월(月) 24일(日)에 반포(頒布)된 바로는 옛 선현(先賢)의 도제

(道制)라 할 수 있는 조복(朝服) 제복(祭服), 상복(喪服) 같은 예복(禮服)을 제외한 시복(時

服)은 홍단령(紅團領), 녹단령(錄團領), 청단령(靑團領)을 없애고 흑단령(黑團領)만을 입게 하

고, 사복(私服)으로는 착수의(窄袖衣), 전복(戰服), 사대(絲帶)를 착용(着用)토록 하 다. 그

러나 구제(舊制)의 관습에 젖어있던 국민(國民)들로서는 간소화된 복장(服裝)이 오히려 부담

감만을 더해 주었으니 이에 대한 반박 상소문 역시 끊이지 않아 별로 시행(施行)을 보지 못

하다가 고종(高宗) 31(1894)년(年) 6월(月)에 조관(朝官)의 의제(衣制)는 사모(紗帽)에 반령착

수포(盤領窄袖袍)를 입고 품대(品帶)를 띠며 화자(靴子)를 신도록 하는 동시(同時) 사복(私

服)은 칠립(漆笠)에 답□(褡□)를 입고 사대(絲帶)를 띠게 하는 한편 서인(庶人) 의제(衣制) 

역시 규정한 것이 칠립(漆笠)에 주의(周衣), 사대(絲帶)로 구성(構成)된 복장식(服裝式)을 반

포(頒布)하기에 이르니 10년전(年前) 1884년(年)의 것에 비하면 훨씬 간소화된 차림으로 등

장하게 된다. 동년(同年) 12월(月)에는 이보다 더욱 간편하여 대례복(大禮服)으로만 흑단령

(黑團領), 사모(紗帽) 품대(品帶)이고 통상(通常) 예복(禮服)으로는 주의(周衣), 답□(褡□), 

사대(絲帶)로 하게 하 으니 이전의 호화롭던 관원(官員)의 복색(服色)은 찾아볼 수 없는 매

우 초라하고 간편한 복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불어닥친 개화(改化)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실용주의(實用主義) 사상(思想)의 도입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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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세는 급기야 1895년(年) 무관복(武官服)의 복장(服裝)이 서구식(西歐式)으로 개편

을 보았고, 1899년(年) 외교관(外交官)의 것도 역시 외국(外國)의 규모(規模)를 참작하여 개

정(改正)하도록 반포(頒布)하더니 곧이어 1900년(年) 문관복(文官服)의 복장(服裝)이 전면(全

面) 서구식(西歐式)으로 되어 오랜 중국식(中國式)의 체제에서 벗어난 서구복장제식(西歐服

裝制式)의 도입을 본 것이다. 이 서구제식(西歐制式)은 대례복(大禮服), 소례복(小禮服), 상복

(常服)으로 나뉘어 관등(官等)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복장(服裝)을 달리 했으니, 

대례복(大禮服)은 국(英國)의 궁중예복(宮中禮服)을 따른 것으로 간안(間安)드릴 때, 동가

(動駕), 동여(動輿), 인공계견(因公階見), 궁중사연시(宮中賜宴時) 입으며 상의(上衣), 조끼, 

바지, 예모(禮帽), 구두, 검(劒)으로 구성(構成)되어 있고 훈장도 패용(佩用)하 다. 소례복(小

禮服)은 구제연미복(歐制燕尾服)과 구제후록고투(歐制厚錄高套)의 두 종류로 시제(始制) 당

시(當時) 제정(制定)되었다가 후(後)에 후록고투(厚錄高套)만 착용하도록 하 는데, 각국사신

소접시(各國使臣召接時), 궁중사연시(宮中賜宴時), 내외국궁인(內外國宮人) 만찬시(晩餐時) 

입으며 상의(上衣), 조끼, 바지, 진사고모(眞絲高帽), 구두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상복(常服)

은 구미제국(歐美諸國)의 평상복(平常服)을 따른 것으로 평모(平帽), 단후의(短後衣), 조끼, 

바지로 구성(構成)되어 궁내진견(宮內進見), 공식적(公式的) 연회(宴會), 상관(上官)에게 인사

하거나 사사로운 일에 입도록 하 다.

본고에서 미흡하나마 전개해온 이와 같은 조선(朝鮮) 말기(末期)의 복식사(服飾史) 중(中)

에는 더욱 보강해야 할 점들이 있으니 반포(頒布)된 당시(當時)마다의 실물(實物)에 대(對)

한 접촉이 미비해 그에 대한 설명(說明)이 부족한 점과, 서구식(西歐式) 복장(服裝)에 있어

서 1906년(年) 12월(月)에 반포(頒布)된 소례복(小禮服)과 상복(常服)의 구성(構成)에 있어서 

설명(說明)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다. 이와 같은 많은 점들이 앞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정확

한 규명이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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