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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summarizes the dissemination aspects of liturgical vestments in Korea, and organizes 
the value and meanings of these disseminations as it appeared in the history of costumes by car-
rying ou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ics of liturgical vestments since the modern times. It al-
so examines its design characteristics as well. Liturgical vestments have symbolic meaning for the 
purpose and solar term of ceremonial occasions and it also functions as a way to differentiate the 
position and duty of the clergy. Liturgical vestments developed on the basis of ancient 
Greek-Roman costumes and transformed each situation and social trend of the age. Korean litur-
gical vestments started with their traditional costumes, in 1887, it were changed into French(west-
ern) style with freedom of religious. After the secondary Vatican Council held in 1962, various 
regulations were changed to spread the Catholic doctrines and ideology.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and design consideration on the 28 relics of modern liturgical vestments on the 
basis of the foregoing standard and concept. As a result of analysis, relics were investigated as re-
search materials worn by Bishops after 1960s. And design elements are that the relics used mate-
rials and ornament of Hanbok with flower patterns and decoration such as letter patterns includ-
ing 壽(life)·福(luck)·喜(pleasure) as well as Chrysanthemum and Mancaowen design. These tran-
sition reflected by amend regulation of Vatican Council II. Accordingly, this data has been con-
firmed to be important for the history of costumes as it informs what process of changes litur-
gical vestments spread in Korea went through before they are worn as current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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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종교는 어느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그 사회문화

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믿음체계는

다양한 문화요소로 표현된다. 특히 복식은 인간의 내

면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각적 요소이며, 그 중

종교복식은 인간의 믿음체계가 신체상에 특정의 존

재양식으로 구체화되고 상징화된 것1)이다.

현재 약 10억 명의 인구를 신자(信者)로 둔 전세

계적 종교인 가톨릭(catholic)2)은 ‘일반적, 보편적’이

란 뜻의 그리스어 ‘καθολικος(catholicos)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세상과 깊은 연대감을 공유하는 것을 추구

한다. 가톨릭에서의 전례(典禮, liturgia, liturgy)3)는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 즉 가톨릭교회의

모든 공적 경신 예배 또는 경신례(敬神禮)4)를 의미

한다. 또한 공식적으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

회의 예식을 집전하는 동안 성직자들이 착용하는 옷

을 전례복(典禮服, vesimenta liturgica, liturgical

vestments)5)이라고 한다. 전례복은 가톨릭의 기본적

인 사상과 전례의 참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가톨

릭의 언어로서, 복식의 형태, 색채, 문양에 고유한 의

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가톨릭교는 조선후기 서학(西學) 연구를

통해 발전된 실학을 바탕으로, 1783년 동지사(冬至

使)를 따라 북경에 갔던 이승훈(베드로, 1756∼1801)

이 그랑몽(J.J de Grammont, 1736∼1812)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귀국하여 신앙공동체를 형성한 1784년

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한불통상수호 조약 이후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1887

년 이후부터 서양의 전례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착용된 전례복은 현재 전국의 전례박물

관 및 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전례복의 실제 유물에 대한 연구는 종교복식

이라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복식 유물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여

건으로 인해 그 성과가 그리 많지 않다. 그 동안의

가톨릭 전례복에 관한 선행연구는 단순하게 서양의

가톨릭 전례복 및 의례복식을 소개6)하는 것이 대부

분이었다. 1990년대부터 사제복이나 수녀복이 가지는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7)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전

례복의 디자인 변천양상이나 상징성을 고찰하는 연

구8)와 디자인을 활용한 현대 전례복 디자인 연구9)

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 가톨

릭교 전례복의 토착화 및 박물관 소장 유물을 분석

한 연구10)로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 이후

전례복 유물자료를 통한 실증적인 연구는 한국 가톨

릭교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가톨릭 전례복의 한국 유

입 및 전파 양상을 살펴보고, 둘째, 근대 이후 시기

의 가톨릭 전례복의 실제 유물을 통한 실증적 고찰

을 진행하여 그 특징과 상징성을 정리해 보고자 하

였다. 셋째로 한국에서 실제 착용된 전례복에 표현된

디자인 요소들의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연구 자료는 대전 소재 성모여자고등학교

에 소장된 전례복 총 28점으로, 각 의복의 형태, 색

채, 문양, 봉제 방법 등을 실측하였으며, 관련 선행연

구와 잡지, 사전류 및 전례박물관 도록과 사이트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 전례복의 변화양상을 정리

하고, 가톨릭 실물 연구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시점

에서 유물의 고찰 및 조사분석을 통해 전례복에 담

긴 디자인 특징 및 상징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2013년 선출된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Pope Francis)의 2014년 8월 한국 방문

을 기념하며, 가톨릭의 기본 의식과 체계를 이해하는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한국 가톨릭 전례복의 종류와
착용현황

본 연구에서, 가톨릭 전례복은 크게 겉옷류, 속옷

류, 띠(帶)류, 관모류, 일상복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겉옷류로는 카술라(祭衣, cásŭla, chasuble, [프]

chasuble), 카파(cappa, cope), 달마티카(dalmátĭca,

dalmatic)가 있다. 카술라는 로마식, 희랍식(그리스

식)으로 구분되는 반추원형의 의복으로 로마의 파에

눌라(Paenula)에서 유래하였다.11) 미사를 비롯한 모

든 전례의식 때 착용하며, 현재 한국에서는 희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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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술라를 대부분 사용한다. 카파는 소매가 없는 긴 망

토형의 외투로 앞쪽 가슴부분에 여밈 고리가 있으며,

뒤쪽에는 후드(hood)나 방패모양의 문양직물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사 행렬과 성체강복(聖體降福,

Benedictio Sanctissimi Sacramenti, Benediction of

the Blessed Sacrament)시12)에 입는다.13) 카술라와

카파는 사제 이상의 성직자들이 착용한다. 서양 중세

의 대표적인 의복인 달마티카는 폭이 넓고 짧은 소

매가 달린 상의로 미사와 행렬의식 때 부제가 주로

착용하며, 대축일미사와 같은 예식 때에 주교 이상의

성직자들이 카술라 속에 착용하기도 한다.14)

아믹투스(蓋頭布, amictus, amice), 알바(長白衣,

alba, alb), 수페르펠리체움(中白衣, superpellícĕum,

surplice), 로케툼(小白衣, rochétum, rochet)과 킹투

라(帶, cinctúra, cincture)는 속옷류로 착용한다. 아믹

투스는 양쪽에 긴 끈이 달린 장방형의 흰 천으로 현

재는 알바가 목까지 다 덮지 못할 때 사용한다.15) 알

바는 튜니카 탈라리스(tunica talaris)16)에서 유래되

었으며,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의 의복이다. 킹

투라는 알바 착용 시에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띠로,

보통 3∼4m이다. 수페르펠리체움과 로케툼은 모두

알바에서 길이나 소매 형태가 조금씩 변형된 것이다.

로케툼은 그 용도나 착용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

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행렬 등의 성무집행 때 주

교 이상의 성직자가 착용했던 소매폭이 좁고 소매

부리와 도련에 레이스 장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한

정하여 살펴보았다. 수페르펠리체움은 무릎길이의 소

매 폭이 넓고 소매와 도련에 수, 레이스 장식을 한

의복으로 성사집행, 미사 입장행렬시에 사제이상의

성직자가 착용하였다.17)

띠류로는 마니풀루스(手帶, manípŭlus, maniple),

스톨라(領帶, stŏla, stole, [독]stola), 팔리움(pállĭum,

pallium)이 있다. 마니풀루스는 원래 왼쪽 손이나 왼

쪽 팔 앞부분을 감는 주름진 아마포로 만든 수건 형

태의 장식품이었다. 11세기 이후 그 사용이 확대되었

고, 접는 수건의 형태에서 단순한 띠 형태로 바뀌었

다. 1967년의 훈령18)에 의해 사용이 폐지되어 현재는

미사 중에 마니풀루스를 착용하지 않는다.19) 스톨라

는 성직자가 성무집행 표시로 목에 걸쳐 매는 긴 띠

인데 지위에 따라 착용방법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부제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 밑으로 매었으며,

사제와 주교는 가슴 앞에서 평행하게 내려 착용한

다.20) 주교 이상의 성직자용 팔리움은 중세부터 착용

된 것으로 목에 걸치는 좁은 고리모양의 띠이다.21)

관모류에는 미트라(主敎冠, mitra, miter)22), 비레

툼(毛冠, birétum, biretta), 필레올루스(piléŏlus, pi-

leolus, [이]zucchetto)가 있다. 미트라는 주교 이상의

성직자가 의식 때 착용하는 관모로, 의식의 장엄도나

계절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며23), 금빛 실로 장식한

관(golden miter), 장식관(precious miter), 장식하지

않은 관(simple miter)으로 나누어진다. 비레툼은 사

제 각모라고도 하는데, 고위 성직자들이 쓰는 작은

사각모이다. 형태는 두꺼운 종이 등의 심지를 넣어

사각형의 각모를 만들고 그 위로 3~4개의 챙이 있

고, 중앙에는 장식방울 술이 달려 있다.24) 필레올루

스는 납작한 반구 원형의 관모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8조각의 겉감 직물을 서로 연결하여 반구원형을 만

들고, 안감을 붙인다. 비레툼과 필레올루스는 원래

삭발례 후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성무 집행시 지위와 권위의 상징으로 착

용된다.25)

일상복장으로 분류한 탈라리아(talárĭa, cassock,

[프]soutane), 탈라리아용 띠, 모제타(mozzetta, [포]

mozeta)는 공적인 예절복을 의미하며, 가대복(歌臺服,

vestis choralis)으로 일컬어진다. 즉 전례에 참석하거

나 전례 중 사제단석(presbyterium)에 착석할 수 있

는 최소한의 복장을 말한다. 제2차 바티칸(Vatican)

공의회(1962~1965)의 규정 변화 이후 한국 가톨릭

교가 정한 복장 내용을 살펴보면 전례 규정에 따라

카술라나 탈라리아를 착용하고, 공식 행사에서는 클

러지 셔츠와 양복 정장, 로만칼라를 착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26) 가대복에는 비레툼 및 필레올루스가

함께 착용되며, 각 지위별로 색채가 정해져 있다. 교

황은 백색, 추기경은 적색, 대주교 및 주교는 자색,

사제 및 부제는 흑색이다.27) 탈라리아는 고대 로마

복식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형태는 시대와 지역에 따

라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

1563) 제14회기에서는 자신을 봉헌하고 세속에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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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의미로 색채를 검은색으로 규정하였으며, 고

위 성직자들은 그들의 지위에 상응하는 빨간색, 자주

색의 수단을 착용할 수 있었다. 탈라리아는 모든 전

례 행사 및 의식, 사목활동 및 평상시에도 착용되어

야 하며, 착용하지 않을 때는 로만 칼라를 하는 것이

정식이라는 규정이 있다.28) 앞에 언급한 각 의복 용

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복의 형태와 명칭

을 간단하게 <표 1>29)30)로 제시하였다.

한편 오늘날 교계제도에 따른 전례복의 착용순

서31)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전례복장을 준비하

는데, 거룩한 옷인 카술라는 전례주년 상의 미사나

축제일에 해당하는 색채이어야 한다. 공통적으로 착

용되는 것은 탈라리아 위에 아믹투스, 알바, 킹투라,

스톨라이다. 주교는 가슴십자가, 달마티카, 카술라를

착용하고, 대주교는 팔리움, 필레올루스, 미트라, 반

지, 지팡이를 착용하는데, 미트라를 벗어야 하는 기

도 시에 필레올루스를 착용한다. 사제는 알바 위에

카술라를 입고, 부제는 달마티카를 착용한다. 그 외

다른 봉사자들도 법에 맞게 승인된 의복들을 착용하

는데, 아믹투스와 알바위에 킹투라를 매거나, 탈라리

아 위에 수페르펠리체움을 입는다. 모든 전례복장이

준비되면, 주교는 부제와 다른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

아 제의실에서 카파, 모제타를 벗고 손을 씻는다. 손

을 씻은 후 차례대로 준비된 아믹투스, 알바, 킹투라,

가슴십자가, 스톨라, 달마티카, 카술라를 입는다. 그

다음 부제가 주교에게 미트라를 씌우고, 대주교에게

는 미트라를 씌우기 전에 팔리움을 걸쳐준다.

앞에서 언급한 카술라 및 스톨라, 달마티카는 전례

주년(典禮周年)32)의 시기와 축일의 의미에 따라 다

른 색채를 사용하며, 그 상징성을 드러낸다. 전례복의

색채는 12세기부터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여, 13

세기 교황 인노첸시오 3세(Innocentius III, 1198~

1216)시기에 공식적인 5가지의 색이 결정되었다. 이

후 비오 5세(Pius Ⅴ, 1504~1572)의 미사경본에 오

늘날과 같은 전례색을 규정하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에서 전례색을 약간 조정하였다.33) 각 색채의 의복들

을 착용하는 시기와 의미를 전례주년에 따라 정리해

보면34), 백색은 수난에 관계되는 거행을 제외한 축

일, 마리아, 천사․성인들의 축일에 사용하며, 영광,

결백, 기쁨을 상징한다. 연중시기에 착용하는 녹색은

생명의 희열, 희망, 영생을 상징하며, 자색은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사

용한다. 흑색은 죽음을 의미하여 장례, 위령미사 등

에 착용하며, 휴식과 기쁨을 상징하는 장미색은 사순

제4주일, 대림 제3주일에 사용한다. 금색은 미사의

성대함을 의미하고, 미사 중 흰색, 적색, 녹색을 대신

할 수 있으며, 적색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과 성금요

일, 성령 강림 대축일, 수난 전례, 사도들과 복음사가

들의 천상 탄생 축일, 순교 성인들의 경축일에 사용

하며, 피, 열, 사랑을 상징한다. 다음은 전례주년에

따른 시기의 구분과 각 시기별로 착용하는 전례색을

표시한 것<그림 1>35)이다.

Ⅲ. 한국 가톨릭 전례복의 역사적 변천
오늘날 전례복으로 착용되는 미트라, 카술라 등은

그리스-로마시대에서 시작되어 7세기 이후 게르만적

요소가 더해진 일반인들의 복식과는 다른 양상으로

정착하였다. 12세기에 전례복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상징하는 의복으로 확립되었으며, 당시 스페인 카탈

루냐(Catalonia, [스]Cataluña)에서 그려진 성 베드로

(st. Peter the Apostle)의 패널화<그림 2>36)를 참고

하여 보면, 미트라를 쓰고, 스톨라 위에 달마티카를

착용하고, 그 위에 십자형(T자형)의 문양이 있는 카

<그림 1> 전례주년과 전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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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라를 착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바로크

양식은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표현의 수단으로서 단

순히 제의의 여러 부분을 장식하고 강조하기 시작하

는 것으로 종교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18세기 초에는

<그림 3>37)의 카술라와 같이 색채와 문양이 화려하

게 장식되고, 가톨릭 정신이 잘 표현되지 않은 채 점

점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에

반대하여 19세기에는 전례복의 디자인을 중세시기의

것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나타났다.38)

한편 한국의 전례복은 1886년 한불통상수호조약

이전까지 완전한 전례복의 구성이 형성되지 못하였

다. 가톨릭교가 창설된 초기부터 조선으로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진행했던 서양과 중국의 성직자들은 상

복(喪服) 차림을 하였다. 당시 조선의 관습상 방갓에

상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말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복은 박해로부터 그들의 신분을 숨기고 가톨릭을

널리 알리는데 가장 적합한 의복이었다.39) 1800년대

에 들어와서는 도포와 같은 포류 위에 스톨라를 착

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명동성당 및 각지

에 남아있는 김대건(안드레아, 1821~1841)신부의 초

상화와 조각상<그림 4>40)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서양식 전통 전례복은 한불통상수호조약으로 종교

의 자유가 주어진 1887년 이후부터 프랑스의 것이

들어오면서 점차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1885년 한국

인 성직자 양성을 위하여 세운 예수성심신학교의 학

생들은 검정색 두루마기를 교복으로 착용하였는데,

이는 1935년 대구 유스티노신학교 예비과 학생들의

검정 두루마기 차림<그림 5>4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철학반 2년42)을 마친 후에는 삭발례(削髮禮)43)를 받

고 탈라리아를 착용하였는데 당시 탈라리아의 착용

은 정식으로 성직에 입문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유추된다.

전례복 차림을 살펴보면, 1950년 11월의 사제수품

(司祭受品)을 받은 사제들<그림 6>44)은 탈라리아 위

에 알바와 로마식 카술라를 입고, 비레툼을 쓰고, 팔

에는 마니풀루스를 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차림은 2차 공의회 전까지 착용된 스타일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는 공의회의 결

의에 따라 전례복이 간소화되고 그 종류 및 착용법

이 단순해지는 추세가 나타났다.45) 이러한 현상은

1963년 12월에 촬영한 사제서품 기념사진<그림 7>46)

에 나타난 복식 착용 형태에서 이전 시기의 것과 차

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공의회 후인 1962년에

는 이전 시기에 비해 단순하게 탈라리아 위에 수페

르펠리체움을 입고, 로마식과 희랍식 카술라를 혼용

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손에는 비레툼을 들고, 마니

풀루스는 따로 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로마식 카술라는 현재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의회 이후 각 지역의 고유한 소재, 문양 등의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전통의복을 전례복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림 2> 12세기 전례복을 착용한 성 베드로

- 교황의 역사, p. 17

<그림 3> 18세기 초 카술라

- 헝가리 민족학박물관 소장 본인촬영



服飾 第65卷 1號

- 36 -

1984년에 방한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국 순

교성인 103위 시성식에서 운문단으로 단령(곤룡포)

형태로 제작한 한국식 카술라<그림 8>47)를 착용했다.

이러한 한국 전통의복의 전례복화에 대한 논의가 계

속 진행되고 있으며, 사제들도 한국식 전례복의 토착

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48) 2013년 사제서품식

중 염수정 추기경이 착용한 전례복<그림 9>49)을 살

펴보면, 금색 미트라를 쓰고, 알바위에 금색 희랍식

카술라와 팔리움을 착용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보

다 실용적이고 간단한 소재와 형태의 의복들이 착용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실측 조사 및 결과 분석
1. 조사 및 분석방법
전례복 유물에 대한 실측조사는 총 2차에 걸쳐 진

행되었다. 1차 조사는 2009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

<그림 4> 도포와 스톨라를 착용한

김대건 신부

- 명동성당 본인촬영

<그림 5> 1935년 검정 두루마기 차림의

예비과 학생들(대구 성유스티노신학교)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855-2005,

p. 53

<그림 6> 1950년 사제수품 기념사진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855-2005,

p. 151

<그림 7> 1963년 사제서품 기념사진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855-2005,

p. 259

<그림 8> 1984년 교황 바오로 2세 방문

기념 한국식 카술라와 스톨라

- 오륜대 한국순교자 기념관, p. 39

<그림 9> 2013년 사제서품식 중 염수정

추기경

- http://mobile.catholic.or.krwebnewsfl

ag=0&seq=1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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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약 30일간 실시하여 치수, 색채, 문양, 봉제방법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였다. 이후 2차 조사는 2013년

도 9월 23일~25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색채, 두께,

밀도 및 소재 검토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조사

기록을 위해서 Canon EOS 600D와 Canon IXUS 500

HS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색채 조사에는 Color tech-

no system Co., Japan의 JX-777기기를 활용하였다.

또한 PANTONE 컬러칩을 활용한 인지색 조사도 함

께 병행하였다. 치수와 봉제 조사는 줄자, 직각자 등

을 사용하였고, 문양 조사는 일완전문양의 종류와 크

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께와 밀도 측정에는 각각

후도계(Mitutoyo 다이얼게이지)와 확대경을 사용하

였고, 재물대 고정식 고배율 영상 현미경 Mi-9000을

활용하여 각 부분 원단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은 색채의 경우, Color

Reader Version 1.01 프로그램50)을 사용하여 측색한

데이터의 색상, 명도, 채도의 값을 얻어 인지색과 함

께 분석하였다. 치수와 봉제는 각각 도식화 제시 및

시접 방향 등을 고찰하고, 소재와 직조는 천연 혹은

합성섬유의 종류를 파악하였다. 또한 색채, 두께, 밀

도는 같은 직물일지라도 위치에 따라 다른 수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3번씩 측색하여 평균값을 활용

하였다. 문양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완전문양의

종류, 크기 및 상징성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특히 종

교복식이라는 특수한 성격이 가장 크게 반영된 디자

인 요소로서, 색채와 문양의 상징성, 한복직물 및 전

통문양의 사용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하

였다.

조사 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정리해 보면, 겉옷은

총 3점의 카술라로, 로마식 1, 희랍식 2점이다. 속옷

은 킹투라 1, 로케툼 1, 수페르펠리체움 1점이 남아

있고, 띠류는 마니풀루스 2, 스톨라 5점으로 나타났

다. 관모류는 보관용 주머니가 딸린 미트라 2점과 비

레툼 1, 필레올루스 2점이다. 기타 의복으로는 탈라

리아 3, 탈라리아용 띠 1, 모제타 1, 로만칼라 2, 클

러지 셔츠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제대포

혹은 성작보(聖爵褓)51)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제

구류 2점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조사한 유물 자료는 총 28점이다.

조사 자료의 기본적인 정보는 연구자가 처음 자료

를 접했을 때부터 누락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착용자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또한 자료의 분석 결과 정확하게 착용된 연대는 파

악하기 어려우나, 1962년 공의회 이후의 착용은 확실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결과 분석
1) 카술라(겉옷류)

본 연구의 카술라 3점은 로마식 1, 희랍식 2점이

다. 카술라는 제2차 공의회 이전 시기까지 로마식이

많이 착용되었으나, 공의회 이후 대부분 희랍식 카술

라를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1960년대

초반 자료에서도 두 가지 카술라가 혼용되어 착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의 로마식 카술라는 17~18세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주로 착용하던 형태로, 카술라의 앞길

과 뒷길에 장식 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카술라

는 흰색 겉감과 하늘색 안감으로 제작된 것으로 중

간 부분에 고정을 위한 끈이 부착되어 있다. 각 부분

의 치수는 앞길이 75.5cm, 뒷길이 123cm이고, 위․

아래 너비는 각각 37.5cm, 63cm, 고대는 25cm이

다.52) 겉감과 안감은 모두 폴리에스테르(polyester)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두께와 경위사 밀도는 겉감

0.21mm, 190×55/inch이며, 안감 0.17mm, 240×67/

inch이다. 각 부분에 사용된 색채는 흰색(Pantone

Fashion & Home 12-4305TPX, 이후 숫자만 표기),

하늘색(14-4318), 파란색(18-4530), 노란색(14-0837)

으로 인지되었다. 장식띠의 전체 형태와 내부에 사용

된 문양을 살펴보면, 우선 앞길엔 일자형의 장식띠를

덧붙이고, 뒷길에는 원 문양이 중심에 있는 기본형의

라틴식 십자가53) 형태의 장식띠가 부착되어있다. 중

심 원 내부에는 세 개의 원과 삼각형이 겹쳐져 나타

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표시와 표현이

다. 또한 삼각형의 내부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

미의 A와 Ω, P와 X가 겹쳐진 모양54)이 사용되었으

며, 띠의 내부에는 마름모꼴 안에 그리스식 십자가55)

와 세화문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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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의회 이후 나타난 희랍식 카술라는 로마식

보다 폭이 넓고, 망토 형태이다. 칼라(collar) 부분에

한복의 동정과 유사한 면 레이스로 만든 작은 칼라

가 부착되어 있고, 앞여밈에 단추나 고리가 달려있

다.56) 본 연구자료 중 희랍식 카술라는 흑색과 아이

보리색 2점이다. 각각의 치수를 살펴보면 길이 91~

97, 102, 반둘레 길이 250, 272.5, 어깨길이 53, 56, 고

대 10.5, 16.5, 장식띠 너비는 7.2, 7이다. 흑색 카술라

는 면레이스 칼라가 부착되지 않고, 똑딱단추로 앞여

밈을 고정할 수 있으며, 카술라의 둘레를 끈으로 파

이핑 처리한 것이 특징적이다. 겹으로 제작하여 겉감

과 안감 모두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방 소재를 사용

한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두께와 경위사 밀도는 겉

감의 경우 0.34mm, 134×46/inch이고, 안감의 경우

0.17mm, 186×62/inch이다. 흑색(19-4006)과 노란색

(15-0732)을 안감으로 사용하여 명시성과 가시성이

높은 배색을 하고 있다. 아이보리색 카술라는 홑으로

제작하였으며, 면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두께는 0.42mm

이고, 경위사 밀도는 83×60/inch이다. 장식띠에 나타

난 특징을 살펴보면 흑색 카술라의 경우 각각 일자

형과 Y자의 십자가형의 장식띠를 앞뒷길에 사용하였

으며, 띠 내부에는 그리스식 십자가와 원문양이 겹쳐

진 문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어 ΙΗΣ

ΟΤΣ에서 유래한 IHS(Iota Eta Sigma)57)가 함께 표

현되었다. 아이보리 카술라의 장식띠에 표현된 문양

은 중앙에 그리스식 십자가를 시작으로 마름모, 식물

줄기, 꽃잎 문양이 겹쳐져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

으며, 연속적으로 띠를 장식하고 있다. 또한 면 레이

스로 만든 작은 칼라나 앞여밈은 없으며, 칼라부분을

포함한 가장자리를 1cm로 말아 손바느질로 공그르기

하여 마무리하였다.<표 2>

2) 속옷류

본 소장품 중 속옷류는 킹투라, 로케툼, 수페르펠

리체움이 각각 1점씩 있었으며, 그 중 킹투라는 일반

적으로 흰색이지만 그 날에 해당되는 카술라의 색채

와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며, 일, 싸움 등 결의의

상징이다.58) 밝은 다홍(18-1764)색의 킹투라는 묶여

있는 상태여서, 그대로 치수를 측정하였다. 묶인 상

태로의 전체 길이는 50이고, 양쪽 끝의 장식 술은

10.5이었다.

로케툼은 빨간색(17-1718)의 커프스와 네크라인에

빨간색 끈이 있으며, 치수는 총길이 105, 품 49, 화장

81, 밑너비 101, 진동 33.5, 수구 19, 고대 19이다. 솔

기는 통솔로 처리되었으며, 어깨 부분에는 바대를 눌

러 박았다. 흰색(12-0104)의 면 소재를 사용하여 홑

으로 제작되었으며, 두께는 0.11mm이고, 밀도는 102

×78/inch이다. 커프스 레이스 원단에는 사랑과 아름

다움을 상징하는 장미문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IHS

문이 나타나며, 네크라인에 빨간 끈이 외부로 모두

드러나 있는 특징이 있다.

수페르펠리체움도 로케툼과 마찬가지로 소매 끝에

빨간색의 커프스와 레이스 원단이 덧대어져 있고, 네

크라인에 빨간색의 끈으로 조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절 부분의 끈만 외부로 나와 있다.

각 부분의 치수는 총길이 137, 화장 82, 진동 30, 수

구와 고대 22, 밑너비 112이며, 홑으로 제작하여 각

시접은 통솔과 가름솔로 처리하였다. 흰색(11-0601)

의 면 소재의 두께는 0.19mm, 밀도는 118×74/inch이

며, 커프스 부분에는 빨간색(19-1763)의 면 소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커프스를 장식하고 있는 레이스 원

단에는 추상화문이 격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로케툼과 수체르펠리체움 모두 커프스

와 네크라인 끈에 빨간색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주교

용으로 확인된다.<표 2>

3) 대류

본 소장자료 중 대류에 해당하는 것은 마니풀루스

2, 스톨라 5점이다.

우선 마니풀루스는 각각 흑색과 아이보리색 각 1

점씩이다. 흑색(19-4006) 마니풀루스는 앞에서 제시

했던 흑색 카술라와 함께 착용한 것이며, 이 마니풀

루스와 동일한 원단으로 제작된 성작보도 함께 보관

되어 있었다. 겉감의 흑색과 안감의 노란색(15-0732)

직물은 모두 견 소재이며, 치수는 길이 48.7, 중심너

비 9.3, 밑너비 12.4이다. 직물의 두께는 0.32mm이고,

양쪽 끝에 노란색의 술이 달려있다. 문양은 노란색의

마름모꼴 내부에 그리스식 십자가가 표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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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앙에는 변형된 형태의 그리스식 십자가가 장식

되어 있다.

또 다른 아이보리색은 마니풀루스의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마니풀루스는 동일한

사다리꼴 모양이 서로 마주보며 연결되면서 띠 형태

를 이루는데, 이 자료는 한 쪽 부분만이 남아 있는

듯하다. 전체 길이 37, 중심부분이 되었을 윗부분 너

비 8, 밑너비 11.7, 술 길이 4.5이며 아이보리

(13-0908)색의 견 소재를 사용하였다. 가장자리에 띠

장식과 중앙에 그리스식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No.

항목

로마식 카술라

SM 5-a/Ca021 654

희랍식 카술라

SM 5-a/Ca001 634

수페르펠리체움

SM 5-a/Ca014 647

로케툼

SM 5-a/Ca017 650

이미지 및

색채값

R:219 G:225 B:219 R:40 G:42 B:43 R:235 G:235 B:233 R:243 G:238 B:223

R:136 G:187 B:215 R:185 G:168 B:78 R:155 G:0 B:0 R:155 G:31 B:48

도식화

및 치수

(cm)

앞 75.5, 뒤 123 앞 91, 뒤 97 뒤 137 뒤 105

문양

① ② ① ②

① 원, 삼각형, A와 Ω,

P와 X

② 그리스식 십자가, 세

화문, 마름모

① IHS문

② 그리스식 십자가

세화문류 IHS문과 장미문

<표 2> 카술라, 수페르펠리체움, 로케툼의 조사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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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17-1048)의 세화문이 있는 띠 직물을 사용하

고 있다.

5점의 스톨라는 모두 일자형으로, 끝 부분이 종형,

삼각형인 것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사용되기 시작했

으며, 2차 공의회 이후에는 이러한 일자형 영대를 주

로 착용되었다. 전체길이는 113~116, 220, 288~300

이며, 가운데 부분에서 양 끝으로 갈수록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형태, 일자로 동일한 형태 등이 있다. 각

스톨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녹색(18-5338)의 스

톨라는 기도를 상징하는 튤립을 단순화시킨 문양과

금실 그물 문양이 함께 장식되어 있으며, 한쪽 가장

자리에 레이스로 선이 장식되어 있다. 또한 중간 부

분에 술 장식과 물고기 모양의 금속장식이 달려 있

는 것이 특징이다. 흰색 스톨라는 앞서 제시한 흰색

카술라와 함께 착용한 것으로 같은 색채와 직물, 문

양으로 제작되었다. 고해성사용으로 많이 착용하는

No.

항목

마니풀루스

SM 5-a/Ca024 657

스톨라

SM 5-a/Ca009 642

미트라

SM 5-a/Ca019 652

비레툼

SM 5-a/Ca006 639

이미지 및

색채값

R:36 G:36 B:36
R:77 G:50 B:102

R:112 G:91 B:51
R:139 G:26 B:87

R:192 G:166 B:7 R:157 G:28 B:43

도식화

및 치수

(cm)

1/2길이 48.7 총길이 300 관높이 48.2 관높이 8

문양 -

그리스식 십자가

마름모
문자문(福, 喜, 壽)

넝쿨무늬

라틴식 십자가

<표 3> 대류와 관모류의 조사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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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 스톨라는 2점으로 그 중 1점은 전체를 보라

색(18-3812)과 흰색(12-0703)의 견사로 직조하여 제

작하였으며, 앞뒷면에 라틴식 십자가가 노란색으로

수놓아져 있다. 또 다른 보라색(19-3632) 스톨라는

福, 喜, 壽자 문양이 금박으로 양 어깨부위에 장식되

어 있는 형태이다. 녹색 스톨라와 동일하게 레이스

선장식이 되어있으며, 정중앙에 장식술이 달린 끈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색(19-2524) 스톨라는 목이 닿는

부분에 한복상의의 동정과 같이 면레이스를 덧대어

놓았으며, 겉감과 안감을 공그르기로 고정한 것이 특

징이다. 무명과 유사한 면직물로 제작되었는데, 각

직물의 두께는 겉감 0.74mm, 안감 0.27mm이다. 영대

의 양쪽 끝 부분에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

어 Χριστος의 첫 두 글자인 X와 P를 결합하여 만든

문자문양59)이 자수기법으로 장식되어져 있다.<표 3>

4) 관모류

미트라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종류 중 금색(16-

0950) 미트라와 장식 미트라 각 1점씩과 각각의 미

트라를 접어 보관하는 주머니가 있다. <표 3>의 금색

미트라는 관길이 48.2, 너비 33이며, 술이 달린 2장의

장식용 띠가 드리워져 있다. 금직으로 된 2장의 뾰족

한 겉감 안쪽에 부드러운 빨간색 원단을 사용하여

연결시켰으며, 아랫부분에는 사뜨기 장식이 되어 있

는 것이 특징이다. 금직부분과 장식용 띠에는 넝쿨무

늬 십자가 문양이 나타나 있다. 이 미트라를 보관하

는 주머니는 진한 노란색(16-0950)의 직물을 사용하

여 세로 48.2, 가로 28의 종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장

식 미트라는 관길이 30, 너비 29이며, 역시 장식용

띠가 연결되어 있다. 마름모형 장식이 중심부와 밑둘

레 부분에 새겨져 있고 그 사이에 금사로 그리스식

십자가형 화문을 표현하였다. 바탕색으로 사용된 것

은 베이지색(13-1011)이며, 문양에는 노란색, 진한

노란색, 갈색, 빨간색, 주황색 등이 사용되었다. 보관

주머니도 같은 베이지색의 직물로, 세로 40, 가로

33.5의 오각형 형태로 제작되었다.

비레툼은 두꺼운 종이로 심지를 넣은 자주색(18-

2527)의 견직물로 제작된 것으로 주교가 착용하던

것이다. 각모의 크기는 17×16.5×8이며, 감침질로 각

구성 부분을 연결하였다.<표 3>

마지막으로 소장 자료 중 2점의 자주색 필레올루

스는 모두 주교용이다. 각각의 둘레는 52, 54이고, 지

름은 21, 24이다. 겉, 안감의 소재를 자주색(19-2033)

견직물과 가죽으로 사용한 필레올루스의 각 직물 두

께는 겉감 0.23mm, 안감 0.88mm이고, 폴리에스테르

로 제작한 것의 각 직물두께는 겉감 0.27mm, 안감

0.37mm이다. 두 점 모두 겉감은 8조각으로 나누어

시접을 맞추어 눌러 박았으며, 가죽 안감을 한 장으

로 재단하여 감침질로 연결하였고, 폴리에스테르 안

감은 겉감과 같은 방법으로 재단하여 제작한 것이

특징적이다.

5) 일상복장

일상복장은 탈라리아, 탈라리아용 띠, 모제타와 로

만칼라와 클러지 셔츠이다.

탈라리아는 총 3점으로 각각 흑색, 흰색, 자주색이

다. 3점은 각각 전체 길이 133, 142, 135, 품 68, 59,

66, 고대 23, 18.5, 17.5로 치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

어 동일인물이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흑색(19-4006) 탈라리아는 어깨 망토가 부착되

어 있고, 뒤에 트임이 있으며, 옆선의 시접선 위에

주머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탈라리아는 가대복

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여밈, 수구, 어깨

망토의 가장자리 등에 빨간색의 파이핑 장식과 단추

가 달려있어 주교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교용으

로 착용되는 자주색(19-2410)의 탈라리아는 모제타,

로만칼라, 탈라리아용 띠와 함께 일습을 이루는 것이

다. 겉감은 보라자주색(19-2410)의 모직물, 소매커프

스는 붉은 자주색의 모직물, 안감은 허리라인까지만

넣어주었는데, 흰색과 검정색의 스트라이프 원단을

사용하고 있다. 옆선과 등솔의 같은 높이 위치에 트

임이 있으며, 앞 여밈 부분에 빨간색의 파이핑 장식

이 되어 있고, 로만 칼라를 따로 착용하게끔 되어 있

는 것이 특징이다. 흰색(아이보리 12-0601) 탈라리아

는 본래 교황만 착용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계절

상 여름용으로 사제도 착용이 가능하다.60) 얇은 면으

로 제작되었다.

자주색 탈라리아와 같은 소재의 모제타는 앞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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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뒷길이 48.5, 고대 17.5, 반둘레 길이 119이며, 안

감은 빨간색(19-1761)의 국화문 견직물<그림 10>61)

로 제작하였다. 단추는 총 9개가 달렸으며, 파이핑

장식을 하였다. 탈라리아용 띠는 자주색(18-2328)이

며, 전체 띠의 둘레 길이 121, 세로 13, 밑으로 늘어

진 띠 부분은 가로 13, 세로 120이며 양쪽 끝에 술이

달려 있다.<표 4>

약식으로 착용되는 로만칼라는 자주색 탈라리아와

함께 착용된 자주색(19-2431)과 클러지 셔츠와 함께

착용했을 것으로 유추되는 흰색(11-0104) 2점이 있

다. 클러지 셔츠에는 독일의 셔츠와 블라우스를 판매

하는 Seidensticker의 상표 라벨이 남아 있어, 구입처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셔츠의 치수는 앞길

이 84.5, 앞품 32.5, 화장 77.2, 소매길이 67.5, 수구 19

이며, 칼라 목 뒤쪽으로 로만 칼라를 고정할 수 있는

단춧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No.

항목

흑색 탈라리아

SM 5-a/Ca010 643

자주색 탈라리아

SM 5-a/Ca012 645

모제타

SM 5-a/Ca016 649

이미지 및

색채값

R: 31 G: 31 B: 31
R:89 G:20 B:58 R:100 G:22 B:71

R:137 G:37 B:51 R:162 G:24 B:53

도식화

및 치수

(cm)

뒤 133 뒤 135 뒤 48.5

<표 4> 탈라리아와 모제타의 조사분석내용

<그림 10> 모제타 안감의 국화문

- 본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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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가톨릭 전례복의 한국 전파 양상을 정

리하고, 하나의 case study로서 근대 이후 유물을 통

한 실증적 고찰을 진행하여 그것이 가지는 복식사적

가치와 의미, 고유한 디자인적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가톨릭 전례복은 고대 그리스-로마복식을 기본으

로 발달되었으며, 가톨릭교의 전파와 함께 각 민족과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왔다. 또한

중세 말기부터 규율로 정해져 조금씩 변화된 문양과

색채는 고유한 의미와 상징을 지닌 채 사용되어지고

있다. 가톨릭 전례복의 한국으로의 유입은 1886년 한

불통상수호조약 이후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가톨릭

의 사상과 전례의 참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의례 행사의 목적 및 절

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성

직자들의 고유한 지위와 직무를 표시하는 기능과 역

할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 전례복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는

1962년부터 3년간 진행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부터의 시기이다. 그 이전 시기까지는 가톨릭의 정신

을 엄격하게 표현하고자 화려한 견직물 혹은 모직물

등의 소재와 장엄한 고유의 문양만을 사용하도록 하

였다. 그러나 공의회 이후 시기부터는 보다 널리 가

톨릭의 교리와 사상을 함께 전파할 수 있도록 합성

섬유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양이나 장

식기법에서 그 민족이나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졌다.

이러한 기준과 개념을 바탕으로 근대 한국 가톨릭

전례복 유물들의 실증적 분석 및 디자인 고찰을 진

행하였다. 총 28점의 유물은 카술라 3점, 수페르펠리

체움, 로케툼 각 1점, 탈라리아 3점, 마니풀루스 2점,

스톨라 5점, 미트라, 비레툼, 필레올루스 등으로 종류

별로 확인하였다. 특히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로

마식 카술라 1점과 일습으로 착용되었을 것으로 유

추되는 흑색 희랍식 카술라와 마니풀루스, 성작낭보

의 구성은 매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3점의 탈라리아는 각각 색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의복이 어느 지위의 성직자가 어떠한 시기와

상황에 착용하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어깨망토가 부착된, 빨간색의 파이핑 선장식이

되어있는 흑색 탈라리아와 자주색 탈라리아는 주교

가 착용했었던 의복임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유물들이 주교용이라는 것은 수페르펠리체움과 로케

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의복의 빨간색

커프스와 네크라인 부분의 끈은 주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채이다. 또한 의식의 장엄도에 따라 화려함의

차이가 나타나는 미트라의 경우, 본 유물 자료의 두

점의 미트라 모두 화려하게 금실로 제작되었거나 장

엄한 문양이 표현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의식 때 사

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본 전례복의 소재들을 살펴보면, 견직물, 면

직물과 합성섬유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한복

용 직물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의미의 의복인 카술라의 소재로 폴리에스테

르와 같은 합성섬유를 사용한 점, 단(緞)과 같은 한

복용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자료들이 제2차

공의회 이후에 착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60년 이후 합성섬유 산업의 발달과 1962년 공의회

의 수정된 규정이 맞물려 보다 실용적이고 간소화된

형태와 소재의 전례복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사용된 문양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의 가톨릭

관련 문양들뿐만 아니라 복을 빌고, 장수를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壽 · 福 · 喜 등의 문자문과 국화

문, 만초문과 같은 화문 장식이 있는 한복 소재와 장

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근대 남자한복에서 보이는

문양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전례복은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성이 있지만, 대부분 1960

년 이후 주교용으로 착용된 자료들로 파악되었다. 또

한 한국으로 전파된 전례복이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

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착용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복식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를 통하여 근대 한국의 고유한 민족성과 예술성을

반영하고 있는 한국 전례복의 현황을 알리고, 추후

한국적 전례복의 토착화와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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