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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ormative features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Korean dress 
collection held in the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in Cambridge. The Museum 
holds a total of eleven items of Koran dresses that were donated by two anthropologists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Male dresses consist of a white cotton jacket (Jeogori), a un-
der-vest (Deungbaeja) made of light wisteria rings, a headband (Manggeon) made of horsehair, a 
broad brimmed top hat (Gat) made of black horsehair gauze, an oilskin cover (Galmo) drawn 
over the hat in wet weather, and a hemispherical hat box (Gatjib). Female dresses comprise a 
pink silk jacket (Jeogori), a blue silk skirt (Chima) with pleats, a pair of woman's white cotton 
trousers (Sokgot), a black silk cap (Jobawi) decorated with pink tassels and imitation pearls, and a 
pair of green and magenta silk shoes (Danghye) with leather soles and metal rivets. These 
Korean dresses show what the western anthropologists had interests in. When collectors collect 
the folk objects, they thought much of the specificity of shape and material, the esthetic apprecia-
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daily life. In terms of the value as the historical materials in the 
history of Korean dress, the under-vest of wisteria, the hat box, and the female dresses are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under-vest is one that was produced in earlier time among the remain-
ing under-vests. The hat box represents that the hat belonged to the merchant classes. The fe-
male dress items show daily dresses worn by women of higher classes of the society in the 1920s. 

Key words: jacket(저고리), Korean dress collection(한복 소장품),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in Cambridge(캠브리지 고고인류학
박물관), skirt(치마), top hat(갓), under-vest made of wisteria(등배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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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이 근대 이후 개항을 한 이래 서양인의 시야

에 비춰진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문화는 새롭고

신기한 것이었다.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경제적

가치, 시장 조사, 인류학적 연구 등 여러 가지 이유

에서 조선의 문화재와 민속품을 수집하여 이를 본국

으로 보냈고 그 유물들은 현재까지 해외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보존되어 있다.

근래 정부의 노력으로 해외의 유명 박물관과 미술

관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물이 도록으로 출판되고 있다. 이로써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에 대한 근황을 알게 되었지

만 개별 유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는 아직

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지방의 소규모 박물관

및 전문 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에 소장된 한국 문화

재에 관한 조사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으며 이는 복식 문화재에 있어서도 그 사정이

다르지 않다. 국외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복식 유물

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윤은재, 손경자1), 윤은재, 임

영자2), 권혜진, 홍나영3) 등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은

주로 미국의 박물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

의 관심이 유럽의 박물관들에 소장된 한복 유물들까

지 미치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중소규모 대학 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영국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

관에 소장된 20세기 초의 한국 복식 유물들을 소개

하여 국내의 관계자 및 연구자들에게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한복 문화재의 존재를 알리

고 개별 유물의 조형적 특징과 복식사적 의의를 고

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유물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는 방식

이다. 2009년 9월 10일,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을 방문하여 태평양 지역 인류학 담당 큐레이

터인 Rachel Hand와 한복 유물의 소장경위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소장된 한복 유물 총 11점의 사

진촬영 및 실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물

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근대 한복에 관한 도록

과 논문들을 문헌 고찰하였다.

Ⅱ. 박물관 소개 및
한복 유물의 소장 경위

19세기 후반 유럽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면서 고고학과 인류학 등의 학문이 발

달하게 된다. 당시 제국주의의 절정기를 향유했던 영

국에서 고고학과 인류학의 연구 대상은 자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였다. 대학에 기반을 둔 학자

들은 선교사, 여행가, 식민지 관리들 가운데에서 광

범위한 협력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전

세계의 원주민, 골동품, 언어와 역사 등과 관련된 물

건, 이미지, 정보 등을 수집했다. 이러한 종류의 새로

운 네트워크 가운데 캠브리지의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4)

캠브리지 골동품 학회는 1839년에 자료를 수집하

기 시작했는데, 초대 큐레이터는 오스트리아 귀족의

후예였던 Baron Anatole von Hügel (1854~1928) 이

었다. 그는 자연사와 인류학에 매우 열정적이었으며

이 시기에 박물관은 남태평양과 오세아니아 미술품

을 소장하게 된다. 1888년과 1898년에 오스트레일리

아와 파푸아 뉴기니 사이의 토리스 해협 (the Torres

Strait)으로의 두 차례 원정으로 박물관은 이 지역의

이미지와 문서 기록을 대량으로 소장하게 되었다. 이

후 급속도로 증가한 소장품들은 박물관의 수용 범위

를 넘어서게 되었고, 1910년 현재의 다우닝 스트리트

(Downing Street) 박물관 건물의 초석이 놓였다.5)

현재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은 80만점

이상의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원주

민 미술품 (카누, 조각, 가면, 직물 등) 과 전 세계의

주요 고고 발굴품을 소장하고 있다.6) 그 가운데 한

국 유물은 약 200여점 이상으로 추산되며, 한복 유물

은 총 11점이다. 박물관에 소장된 한복 가운데 남자

복식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저고리 1점, 등배자 1점,

망건, 갓, 갈모, 갓집 각 1점씩으로 총 6점이며, 여자

복식 품목으로는 저고리 1점, 치마 1점, 속곳 1점, 조

바위 1점, 당혜(唐鞋) 1점으로 총 5점이다.

남자 복식 가운데 저고리 1점과 여자 복식 5점 전부

는 1942년에 박물관에 들어온 것으로 E. J. Lindgren

박사(1905~1988)에 의해 기증된 것이다.7) Lindg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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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품목 수량 기증자 기증연도 유물수집시기

등배자

망건

갓

갈모

갓집

1

1

1

1

1

C. H. Hawes

(1867~1943)
1902 1900~1901

남자저고리

여자저고리

치마

속곳

조바위

당혜

1

1

1

1

1

1

E. J. Lindgren

(1905~1988)
1942 1928~1932

합계 11 -

<표 1>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한복 유물의 종류와 기증자

박사는 영국의 저명한 순록 연구가이며 동시에 인류

학자였다. 그녀는 1905년 미국 일리노이의 스웨덴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1940년 영국 시민이 되었다.

1928년에서 1932년까지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수학했는데 당시 몽골과 만주의 순록 유목민

(퉁구스족)에 관한 현장 연구를 수행했다.8)

박물관에 소장된 여자 복식 품목들과 남자 저고리

1점은 아마도 그녀가 동북아시아에서 현장 연구를 수

행했던 1928년에서 1932년 사이의 시기에 수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1938년부터 28년간 런던의

왕립 인류학 연구소(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1938년부터 1947년까지 해당

연구소 저널의 편집자이기도 했는데, 이 무렵부터 그

녀의 관심은 점차 스코틀랜드에서의 순록 양육 프로

젝트에 집중되기 시작했다.9) 그녀의 관심사가 순록

프로젝트에 집중된 시기는 한복 유물이 박물관에 기

증된 시기와 일치한다. 아마도 기증자의 관심이 다른

분야로 옮겨 가면서 동북아시아의 민속 유물을 개인

적으로 소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고, 이것이 그녀

의 모교인 캠브리지 대학 박물관에 유물이 기증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남자 복식 품목 가운데 저고리를 제외한 등배자 1

점과 망건, 갓, 갈모, 갓집 각 1점씩을 포함한 총 5점

은 C. H. Hawes에 의해 수집되어 1902년 박물관에

기증된 것이다.10) Hawes(1867~1943) 는 미국인 인

류학자이며 보스턴 미술관(the Boston Museum of

Fine Arts)의 부관장이었다. 그는 1897년부터 1909년

사이에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일기

와 사진을 남겼는데, 특히 1900~1901년에 중국, 일

본,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지의 동아시아 지역을 여행

했다.11) 등배자와 남자 두식 일습은 이 시기에 한국

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다음해에 박물관에

기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Ⅲ. 남자 한복의 조형적 특징
1. 의복
남자 복식 품목 가운데 의복류로는 저고리 1점과

등배자 1점이 있다.

1) 남자 저고리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남자 저고리는 안감

과 겉감 모두 소색의 광목으로 만들어진 겹저고리로

서 뒷길이 68cm, 화장 81.5cm 크기이다. 재봉틀로

견고하게 박음질 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땀이나 얼

룩의 흔적이 전혀 없이 깨끗한 것으로 보아 착용하

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저고리 깃의 형태는 동

그래 깃이며 깃너비는 겉깃에서 안깃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형태인데 겉깃 시작너비가 9cm, 안

깃 끝너비가 5cm이다. 겉깃길이는 28cm, 안깃길이는

35.5cm이다. 3.8cm 너비의 동정이 겉깃 시작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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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소재 바느질 뒷길이 화장 뒤품 진동 소매너비 수구 고대

겹 면 재봉틀 68 81.5 63 26.5 19.5~26.5 19.5 20

<그림 1>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남자저고리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09. 9. 10.

<표 2>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남자저고리 세부치수

서 10cm 올린 위치에 달려 있다. 고름은 6cm 너비

로 긴 고름의 길이가 68cm, 짧은 고름이 67cm 이다.

안고름은 달려 있지 않았다. 기타 세부치수는 <표 2>

에 정리된 바와 같다.

이 저고리는 1942년 E. J. Lindgren 박사가 박물

관에 기증한 한복 유물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된 남

자 복식이다. 따라서 유물의 제작연대는 수집시기를

감안해 볼 때 1928년~1932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본

유물과 유사한 형태의 남자저고리로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에 소장된 1930년대의 남자 저고

리가 있다. 두 저고리는 전반적인 형태가 매우 유사

하나,12) 세부치수를 비교해 볼 때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 소장 저고리의 크기(저고리 길이 59cm,

화장 71cm, 품 57cm 등)13) 가 조금 작은 편이다. 이

는 체형의 차이에서 비롯된 크기 차이일 것으로 추

정된다.

2) 등배자

<그림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등배자는 가느다란

등나무를 원형으로 돌려 배자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

되었다. 몸체 내부는 모두 등나무로 만들어졌고 가장

자리의 프레임은 대나무를 감아 두께를 굵게 했다.

등나무의 연결이 섬세하고 보존상태도 우수한 편이

다. 어깨 부위에는 몸판과 다른 재질의 작은 상아색

고리가 끼워져 있는데 이로써 앞판과 뒤판이 연결되

어 있다. 본 유물은 어깨 연결부위의 고리를 경계로

앞길과 뒷길이 완전히 포개어지는 형태이다. 등배자

의 치수는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다.

등배자는 남자들이 덥고 습한 여름철에 더위를 덜

기 위해 저고리 안에 착용한 속옷이다. 저고리 안에

등배자를 착용한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본 등

배자의 형태가 통풍에 매우 우수한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뒷목부분에 등나무가 약간 위로 올라

와 있어 저고리의 뒷고대를 지탱해 주어 저고리 뒷

고대가 뒷목에 닿지 않게 해준다. 또한 어깨 부위의

연결고리를 경계로 앞길과 뒷길이 완전히 포개어지

는 형태이므로 실제 착용시에는 어깨의 입체감으로

인해 앞길과 뒷길이 저절로 살짝 들리게 되어 인체

에 밀착되지 않는다. 가느다란 등나무를 결어서 만들

었으므로 탄성이 있으므로 비록 평면 구조이지만 착

용시에는 인체의 곡선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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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뒷길이 앞길이 어깨길이 어깨너비 앞너비 뒷너비

등나무, 대나무 39.8 41.2 18.6 5.2/5.5 15.8/16.2 11.5/11.6

<그림 2>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등배자

(좌: 접혀진 상태, 중: 펼쳐진 상태, 우: 어깨연결부위)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09. 9. 10.

<표 3>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등배자 세부치수

소재 가로 세로 당 너비 선단 너비

말총 56 10.7 2 1.2

<그림 3>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망건 (좌: 전체, 우: 우측세부)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09. 9. 10.

<표 4>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망건 세부치수

2. 관모
의복류 이외에 관모류로써 망건 1점, 갓 1점, 갈모

1점이 있으며, 이들 세 개의 품목이 함께 들어 있었

던 갓집 1점이 있다.

1) 망건

<그림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망건은 폭 10.7cm,

길이 56cm 의 직사각형 형태이다. 보존 상태는 그리

우수하지 못한 편인데, 특히 망건 상단에 당줄이 누

락된 상태이다. 관자와 풍잠은 달려 있지 않았다. 세

부치수는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다.

2) 갓

<그림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갓은 양태의 지름이

35cm, 대우의 아래쪽 지름이 15cm, 대우 높이가

11.7cm 크기의 흑립이다. 대우의 하단 양쪽에 비쳐

보이는 흑색의 사직물로 끈이 달려 있다. 모정에는

정꽃 장식이 없다. 세부치수는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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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높이 지름 안지름 끈길이

말총, 사 11.7 35 15 67

<그림 4>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갓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09. 9. 10.

<표 5>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갓 세부치수

<그림 5>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갈모 (좌: 접혀진 상태, 우: 내부)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09. 9. 10.

3) 갈모

갈모는 <그림 5>와 같이 접힌 상태로 보관되어 있

었는데 가느다란 대나무 살에 유지(油紙)를 붙여 만

들어졌으며 길이는 32.5cm이다. 갈모 안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4줄의 꼬인 면끈이 실로 부착되어 있는데

그 중 한 개는 실이 떨어져 있고 자국만 남아 있다.

면끈은 아래에서 2줄씩 모아져 양 옆으로 내려져 있

다. 갈모의 끝 부분은 두 장의 꽃잎 모양의 유지를

겹쳐 붙인 모양으로 마무리 되었다. 본 유물은 편 상

태는 고깔 형태이고 접었을 때는 접이식 부채 형태

의 휴대용 갈모에 해당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에는 이보다 살이 더 많고 길이가 더 긴 우산 형태

의 갈모도 있다.14)

4) 갓집

망건과 갓과 갈모는 <그림 6>에 보이는 형태의 갓

집에 함께 담겨져 있었다. 이 갓집은 지름 43cm, 높

이 20cm 크기의 커다란 주발처럼 생긴 한지 공예함

이다. 갓집의 내부는 대나무로 지지대를 만들었으며

겉에 유지를 붙여 형태를 완성한 것이다. 평평한 면

에 뚜껑이 달려있는데 절반만 열리도록 되어 있다.

뚜껑에는 열기 편리하도록 끈이 달려 있다. 뚜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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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높이 지름 안지름

종이, 대나무 20 43 17

<그림 6>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갓집 (좌: 윗면, 중: 내부, 우: 아랫면)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09. 9. 10.

<표 6>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갓집 세부치수

달린 면의 가장자리에는 검은 붓글씨로 인(仁), 강

(綱), 지(之), 성(性), 인(人), 지(智), 예(禮), 의(義)

8글자가 돌아가며 써져 있으며 적색과 녹색의 종이

가 원형으로 오려져 각 글자를 둘러싸고 붙어 있다.

바닥에도 끈이 꿰어져 있는데 이는 갓집을 거는 용

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갓집의 치수는 <표 6>

에 정리된 바와 같다.

Ⅳ. 여자 한복의 조형적 특징
1. 의복
여자 복식 품목 가운데 의복류로는 저고리 1점,

치마 1점, 속곳 1점이 있다.

1) 여자 저고리

<그림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여자 저고리는 분홍

명주 겉감과 소색 광목 안감으로 만들어진 겹저고리

이다. 뒷길이 27.5cm, 화장 64.7cm 크기이며 0.3~

0.4cm 간격의 홈질로 손바느질되어 있다. 저고리 양

소매 끝에 남색의 끝동이 연결되어 있고 안고름은

연두색이다. 동정은 소색 명주이다. 저고리 겉감에

사용된 분홍색, 남색, 연두색 명주는 홍화와 쪽 등의

천연재료로 염색하여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색

감이 매우 아름답고 다듬이질이 잘 되어 있다. 남자

저고리와는 달리 고대 주변과 동정 안쪽에 오염이

있어 입었던 흔적이 있다.

저고리 깃의 형태는 동그래 깃이며 깃너비는 겉깃

에서 안깃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형태인데

겉깃 시작너비가 4cm, 안깃 너비가 3.5cm이다. 겉깃

길이는 19cm, 안깃길이는 21.5cm이다. 1.5cm 너비의

동정이 겉깃 시작부위에서 5cm 올린 위치에 달려 있

다. 고름은 3.2~3.5cm 너비로 긴 고름의 길이가

50cm, 짧은 고름이 38cm 이다. 안고름은 2cm 너비

로 24cm 길이의 긴 고름이 안깃 끝에 달려 있으며

18.5cm의 짧은 고름이 진동아래에 달려 있다. 기타

세부치수는 <표 7>에 정리된 바와 같다.

2) 치마

<그림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치마는 군청색 3족

항라로 만들어진 홑치마로서 허리 포함한 세로길이가

120cm이다. 6폭 치마인데 1폭의 너비는 52cm이다. 치

마허리는 너비 6cm, 길이 100cm의 직사각형 형태이며

소색의 베로 만들어졌는데 풀을 먹여 다듬이질이 잘

되어 있어 광택이 난다. 치마는 0.2cm 간격의 홈질로

손바느질 되어 있다. 치마 주름은 오늘날의 한복 치마

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잡혀 있는데 겉주름 간격은 약

2.5cm이다. 치마의 폭과 폭을 이은 시접은 1cm로 꺾

음솔로 처리되었고 치마단은 3cm가 접혀져 공그르기

되어 있다. 명주 겹저고리와 항라 홑치마는 한 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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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소재 바느질 총길이 허리말기 겉주름너비 겉주름방향 한폭너비 폭수

홑 항라
홈질(0.2)

공그르기
120 100*6 2.5 오른쪽 52 6

<그림 8>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치마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09. 9. 10.

<표 8>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치마 세부치수

구성 소재 바느질 뒷길이 화장 뒤품 진동 소매너비 수구 고대

겹 명주, 면
홈질

(0.3~0.4)
27.5 64.7 44 19.5 14~19.5 14 14

<그림 7>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여자 저고리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09. 9. 10.

<표 7>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여자 저고리 세부치수

착용하기에는 계절감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의

저고리와 본 치마가 한 벌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

는다. 치마의 치수는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다.

3) 속곳

<그림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속곳은 소색의 광목

으로 만들어진 홑옷으로 허리 포함한 세로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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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소재 바느질 총길이 허리말기 허리끈 바대아래폭

홑 면 홈질(0.5) 99 89*10 87/79*5 14

<그림 9>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속곳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09. 9. 10.

<표 9>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속곳 세부치수

구성 소재 길이 너비 윗지름

겹 문단, 공단 20 27.5 14.5

<그림 10>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조바위 (좌: 겉, 우: 안)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09. 9. 10.

<표 10>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조바위 세부치수

99cm, 허리 너비 10cm, 허리 둘레 89cm 크기이다. 0.5cm

간격의 홈질로 손바느질되어 있다. 앞판과 뒤판에 중

심선을 향하여 좌우 각각 3개씩의 주름이 잡혀 있으

며 주름의 간격은 3~4cm이다. 바느질이 성글고 바

지 밑단의 시접에 올 처리가 없는 점 등 저고리와

치마에 비해 구성이 정교하지 못하다. 국립민속박물

관에 소장된 20세기 전반의 속속곳15) 및 단속곳16)의

소재 및 세부치수 (총길이, 바대폭 등) 와 비교해 볼

때 본 유물은 속바지 안에 착용했던 속속곳으로 판

단된다. 속곳의 치수는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다.

2. 관모와 신발
의복류 이외에 관모류인 조바위 1점과 신발류인

당혜(唐鞋) 1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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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발길이 발너비

가죽, 융, 견 25 8

<그림 11>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당혜 (좌: 윗면, 우: 후면)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09. 9. 10.

<표 11>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조바위 세부치수

1) 조바위

조바위는 흑색 문단 겉감과 남색 공단 안감으로

제작되었으며 윗지름 14.5cm, 길이 20cm 크기이다.

손바느질로 제작되었으며 가장자리는 <그림 10>과

같이 바이어스 처리되어 단 안쪽으로 0.3cm 간격의

감침질이 되어 있다. 조바위의 전후에 분홍색 술 장

식이 달려 있고, 두 개의 술 사이로 인조 진주구슬이

연결된 줄이 늘어뜨려져 있다. 이마부분의 양 측면

상단에 학이 양 날개를 펴고 양 다리를 뒤로 쭉 뻗

고 날고 있는 형상의 금색 장신구가 부착되어 있다.

2) 당혜

<그림 11>과 같이 당혜(唐鞋)는 가죽으로 만들어

졌으며 겉을 두록색 문단으로 쌌다. 앞코와 뒤축 부

분에 자주색 당코문이 장식되어 있다. 신발 내부에는

부드러운 융이 대어져 있다. 신발 밑창이 헤어져 있

는 것으로 볼 때 착용했던 유물임을 알 수 있다. 조

바위와 당혜는 구성과 장식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V.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한복 유물의 의의

1. 20세기 초 서구인의 관심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한복 유물

들은 박물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의 기증자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일괄적으로

기증된 유물들이다. 유물의 기증자들은 20세기 초 일

정기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연구목적으로 거주했거

나 동북아시아를 여행했던 저명한 인류학자들이었다

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곧 기증자가 수집자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즉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

류학 박물관 소장 한복 유물들은 서구인 인류학자들

이 관심을 가졌던 20세기 초 한국인의 복식이자 그

들의 눈에 특이하고 유의미하게 보인 복식 품목들이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00~1901년 동북아시아를 여행했던 C. H. Hawes

의 시선을 사로잡은 조선의 복식은 직물류로 구성된

옷이 아니었다. 기증된 품목을 보건대 그는 남자의

두식 일습과 더위를 막기 위한 여름의 실용적 속옷

이었던 등배자를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구한 말 조

선을 다녀간 외국인들의 일기와 기행문 곳곳에서 조

선인 남자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갓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Hawes는

갓 하나의 품목이 아니라 갓과 관련된 주변 품목, 즉

갓 아래의 망건, 우천시 갓 위에 썼던 갈모, 갓을 보

관하는 갓집까지 함께 수집함으로써 전문가적 수집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한 등나무로 엮은 등

배자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이 역시 그에게 조선의

특이한 복식문화로 비춰졌던 것 같다. 등배자에 대한

서구인의 관심이 높았음은 런던 근교의 호니만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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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시기 높이 지름 소장처

19세기 말 10.7 25 국립민속박물관

19세기 말 11.5 27.5 국립민속박물관

1902년 이전 11.7 35 캠브리지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20세기 초 14 33 국립민속박물관

<표 12> 19세기 말~20세기 초 갓의 세부치수 비교

관 (The Horniman Museum) 에 소장된 또 다른 조

선의 등배자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7)

반면 1928~1932년에 동북아시아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했던 E. J. Lindgren 박사가 관심을 둔 것은 직

물류로 만들어진 일상 복식이었다. 특히 여자 저고리

와 치마의 소재와 바느질, 조바위와 당혜의 소재와

장식 등을 볼 때 심미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본국으

로 가져갔을 때 조선 복식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품목들을 신중하게 선

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으로서 타국의 문화재나 공예품을 수집하고

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와 선별 기준이 있을 것

이다. 복식 문화재와 관련해 볼 때 20세기 초 서구인

인류학자들이 관심을 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

기 어려운 ‘조선적’인 것으로서 형태와 소재의 특이

성, 복식의 심미성, 대표적 일상성 등이 선별 기준이

었었음을 알 수 있다.

2. 복식 사료적 가치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한복 유물

가운데 복식 사료적 가치가 있는 품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한말의 등배자

남자의 두식 일습과 등배자는 1902년 박물관에 기

증된 것이므로 이들 유물의 착용 시기는 적어도

1902년 이전이다. 그 가운데 등배자는 특히 국립민속

박물관에 소장된 등배자 유물 (민속 1719) 과 형태

와 재료, 엮은 방식 등이 거의 동일한 것이 특징적인

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유물보다 형태가 더 온전히

남아 있어서 전존되는 등배자 유물 가운데 비교적

연대가 상한하면서도 보존 상태가 우수한 유물 자료

로써 가치가 높다. 등나무와 대나무 등을 엮어서 등

배자를 만드는 기술은 현재 전승되고 있지 못한데

이 유물을 기준으로 기술을 복원한다면 조선 말기의

등배자를 고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구한말 중인계급의 갓과 갓집

갓은 조선 남자의 대표적 편복 관모로서 시대와

착용계급에 따라 그 형태와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19세기 말 복장개혁 이후 갓이 간소화되어 이전 시

대에 비해 양태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에 소장된 갓은 1902년 이전

에 착용된 것인데 <표 12>18) 에 정리된 바와 같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동시대 유물들과 세부치수

를 비교한 결과, 본 유물은 대우의 높이가 19세기 말

의 흑립과 유사하며 양태의 지름은 20세기 초의 흑

립과 유사하다. 중요무형문화재 4호 정춘모 보유자가

1960~1970년대 전국에서 수집한 수백장의 양태를

보면 그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19) 20세기 초에도 생

산지에 따라 양태의 크기 및 대우의 높이가 조금씩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유물들에

서도 확인되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갓은 끈이

직물류인 사직으로 되어 있고 모정 부분에 종이장식

인 정꽃이 없어 비교적 소박한 형태이다. 또한 갓이

보관되어 있었던 갓집은 갓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나무함이나 종이함 형태가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진

반구의 커다란 통 형태로서 바닥 부분에는 끈이 달

려 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갓집은 천장에 매달아

두거나 대형의 갓집이었다20)고 하는데 유물 갓집은

바로 이러한 계급의 사람들이 쓰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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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20년대 반가계급의 여자 평상복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에 소장된 여자

저고리는 경운박물관 등 국내 박물관에 소장된 근대

여자 저고리 유물들과 세부치수 (저고리 길이, 옆선

길이, 깃, 끝동, 고름 나비 등)21) 를 비교해 볼 때,

착용 연대가 1920년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E. J.

Lindgren 박사가 동북아시아에서 연구를 수행했던

시기 (1928~1932) 와도 유사한 연대이다. 여자 저고

리를 포함한 여자 복식류는 비슷한 시기에 수집되었

으므로 이들은 일괄적으로 1920년대의 여자 평상복

자료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Lindgren 박사가 수집한 여자복식 일습을

보면 속옷인 속곳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소재, 구성, 장식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공들여 제작

된 것들이다. 이들 유물이 비록 동일 착용자의 것이

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작 기법과 뛰어난 조형성

을 감안해 볼 때 속곳을 제외한 나머지 여자복식들

은 반가 계급에 상응하는 여인의 평상복이었을 가능

성이 매우 크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내에 위치한 고고

인류학 박물관에 소장된 20세기 초의 한국 복식 유

물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관계자 및 연구자들에

게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한복 문

화재의 존재를 알리고 개별 유물의 조형적 특징과

복식사적 의의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에 소장된

한복 유물은 총 11점이다. 박물관에 소장된 한복 가

운데 남자 복식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저고리 1점,

등배자 1점, 망건, 갓, 갈모, 갓집 각 1점씩으로 총 6

점이며, 여자 복식 품목으로는 저고리 1점, 치마 1점,

속곳 1점, 조바위 1점, 당혜 1점으로 총 5점이다. 남

자 복식 가운데 저고리 1점과 여자 복식 5점 전부는

1942년에 박물관에 들어온 것으로 E. J. Lindgren 박

사(1905~1988)에 의해 기증된 것이다. 이들 품목들

은 기증자가 동북아시아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했던

1928년에서 1932년 사이의 시기에 수집된 것으로 추

정된다. 남자 복식 품목 가운데 저고리를 제외한 등

배자 1점과 망건, 갓, 갈모, 갓집 각 1점씩을 포함한

총 5점은 C. H. Hawes가 1902년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이들 품목들은 기증자가 동아시아 지역을 여

행했던 1900~1901년 사이에 한국에서 수집된 것으

로 추정된다.

둘째, 남자 한복의 조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남

자 저고리는 광목으로 만들어진 겹저고리이며 재봉

틀로 바느질되었으며 착용한 흔적이 없는 새 옷이다.

유물의 수집시기와 동시대 다른 유물들의 세부치수

를 비교해 볼 때 본 유물은 1920년대 후반~1930년

대 초반의 저고리 형태로 판단된다. 등배자는 가느다

란 등나무를 원형으로 돌려 배자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몸체 내부는 모두 등나무로 만들어졌고

가장자리의 프레임은 대나무를 감아 두께를 굵게 했

다. 어깨 부위에는 몸판과 다른 재질의 작은 상아색

연결고리가 끼워져 있는데 본 유물은 이 고리를 경

계로 앞길과 뒷길이 완전히 포개어지는 형태이다. 망

건은 말총으로 만들어졌으며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

태이다. 망건 상단에 당줄이 누락된 상태이며 관자와

풍잠은 달려 있지 않았다. 갓은 말총으로 만들어졌으

며 양태가 약간 우긋한 형태이며 끈은 흑색의 사직

물로 만들어졌다. 유물의 수집시기와 동시대 다른 유

물들의 세부치수를 비교해 볼 때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갈모는 편 상태는 고깔 형

태이고 접었을 때는 접이식 부채 형태이다. 가느다란

대나무 살에 유지를 붙여 만들어졌으며 갈모 안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4줄의 꼬인 면끈이 부착되어 있다.

갓집은 커다란 주발처럼 생긴 한지 공예함이다. 갓집

의 내부는 대나무로 지지대를 만들었으며 겉에 유지

를 붙여 형태를 완성한 것이다.

셋째, 여자 한복의 조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여

자 저고리는 분홍 명주 겉감과 소색 광목 안감으로

만들어진 겹저고리이며 손바느질로 제작되었다. 저고

리 양 소매 끝에 남색의 끝동이 연결되어 있고 안고

름은 연두색이다. 유물의 수집시기와 동시대 다른 유

물들의 세부치수를 비교해 볼 때 본 유물은 1920년

대의 저고리 형태로 판단된다. 치마는 군청색 3족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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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로 만들어진 6폭 홑치마로서 손바느질로 제작되었

다. 치마 주름은 오늘날의 한복 치마처럼 오른쪽 방

향으로 잡혀 있다. 속곳은 소색의 광목으로 만들어진

홑옷으로 바느질과 시접처리가 정교하지 못한 편이

다. 동시대 속곳 유물의 소재 및 세부치수와 비교해

볼 때 속바지 안에 착용했던 속속곳으로 판단된다.

조바위는 흑색 문단 겉감과 남색 공단 안감을 소재

로 손바느질로 제작되었다. 전후에 분홍색 술 장식이

달려 있고, 두 개의 술 사이로 인조 진주구슬이 연결

된 줄이 늘어뜨려져 있다. 당혜는 가죽으로 만들어졌

으며 겉을 두록색 문단으로 쌌다. 앞코와 뒤축 부분

에 자주색 당코문이 장식되어 있다. 신발 내부에는

부드러운 융이 대어져 있다.

넷째, 캠브리지 대학 고고인류학 박물관 소장 한

복 유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조사된 한복 유물들

은 박물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두 명

의 기증자에 의해 일괄적으로 기증된 유물들이다. 기

증자들은 동북아시아에 관심을 가졌던 서구인 인류

학자들로서 본 유물들은 당시의 인류학자들이 관심

을 가졌던 20세기 초 한국인의 복식이라는 점에 의

의가 있다. 수집자들이 관심을 둔 것은 다른 나라에

서 찾아보기 어려운 ‘조선적’인 것으로서 형태와 소

재의 특이성, 복식의 심미성, 대표적 일상성 등이 선

별 기준이었다. 유물 가운데 특히 복식 사료적 가치

가 있는 품목들로는 등배자, 갓집, 여자 평상복 일괄

유물을 들 수 있다. 등배자는 전존되는 등배자 유물

가운데 비교적 연대가 상한하면서도 보존 상태가 우

수하므로 구한말 등배자 고증의 참고 자료로써 가치

가 높다. 갓집은 갓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함 형태

가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진 반구의 커다란 통 형태

인데 이로써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갓

과 갓집의 일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자 저고리를 포

함한 여자 복식류는 비슷한 시기에 수집되었으므로

이들은 일괄적으로 1920년대의 여자 평상복 자료라

할 수 있는데 속곳을 제외하고는 제작기법과 조형성

이 우수하므로 이들 유물은 반가 계급에 상응하는

여인의 평상복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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