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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대한제국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1897 10 12 1910 8

일까지의 조선왕조의 국가로 고종의 아관파천29 , 

이후부터 일기 시작한 자주(1896.2.11.~1897.2.25.) 

독립의 의지가 표출되어 년 월 연호를 광무1897 8

로 확정반포하고 월에 황제즉위식을 거행( ) , 10

하면서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하였다 대한제국의 . 

성립은 대한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대내외에 거듭 재

천명한 것이며 자주독립의 강화를 국내와 세계에 알, 

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ang, 2005; Kim, 1987).

일반적으로 복식사 연구에서 개화기는 최초의 

개항시기에 맞추어 강화도수호조약이 체결된 1876

년부터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년까지로 시대19010

구분을 한다 그러나 복식의 변천에 있(Ryu,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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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regarding Park Ki-Jong’s Western-style court costume and emphasizes the shape and style 

peculiarities of Western-style court costumes in the Korean Empire from the 1876 Port Opening to the 1910 

annexation of Korean to Japan. Park Ki-Jong’s frock coat was made during the period of the established law from 

1900 to 1910. 1) The brand was ASADA TAILOR from Kyung-Sung. 2) The shape was long at the front and 

back, and it featured a picked lapel and double breast with six buttons to fasten and two buttons for decoration 

on the upper part. 3) The frock coat's materials were black wool fabric and black ridged silk. The lining's material 

was black plain silk and the sleeve's lining was white with blue striped silk. 4) The front separated the upper and 

bottom parts. The bottom was composed of a one-piece A-line skirt that continued from the front to back. The 

top of the back was separated by the princess line and the center-back seam was also separated with a vent. 

However, the center-back of the waistline was not separated, and it continued to one piece. The sleeve shape was 

a two-piece sleeve style with a phony vent and two wrapping buttons.

프록코트 소례복 대한제국기Keywords: frock coat( ), Soraebok( ), Korean Emp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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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대한제국은 이때부터 광무개혁이 진행되었으

며 관복에 있어서 양복 도입은 이 시기에 이루어, 

지게 되었다 먼저 년 월 외교관의 복장에 양. 1899 8

복이 도입되고 년 월 일 발표한 칙령에서, 1900 4 17

는 문관의 대례복 소례복 상복을 서양식 관복으로 , , 

제정하였다 이처럼 서양식 관복 대 소례복 은 . ( ) 1900

년에 제정되어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는 년 융1910 (

희 까지 존속하였다4) .  

년 월 일 칙령 제 호 문관 복장 규칙1900 4 17 14 “ ”

과 칙령 제 호 문관 대례복 제식 을 발표하였고15 “ ” , 

년과 년 년에 걸쳐 관보 에 정오1904 1905 , 1907 ( ) ‘

의 형식으로 수정되었다( )’ (Korean Empire Ministry 

최종적으로 개정된 문관복Record Section, 1982). 

장 규칙은 년 법규류편 에 총 조1908 “ ( )” 12

와 부칙 조로 되어 있다 이들 규칙에서 소례복을 1 . 살

펴보면 년 년에 소례복 기록이 나오고 있1904 , 1905

으며 년에는 소례복으로 프로코트가 기록되, 1907 어

있다 년 기록에는 더 세분화되어 소례복과 상. 1908

복은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이 공통으로 착용하고, , , 

대례복은 칙임관과 주임관만 착용한다고 되어 있

다 그리고 소례복 일습에는 연미복과 프록코트 두 .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둘은 착용일이 서로 , 

달랐다 프록코트는 궁내 진현 시 각국 경절 하례 . , 

시 사적으로 서로 예방 시에 착용하도록 되어 있, 

다 또한 . 상장 으로 대례복 연미복 프록코트( ) , , 

의 조전( ) 착용이 기록되어 있고 부칙에 대례 , 복

을 미비한 관원은 소례복 프록코트 으로 대신 착용( )

하여도 무방하다고 기록되어 있다(Lee, 2011; Korean 

이로써 조선Empire Ministry Record Section, 1982). 

왕조 년의 구관복제도는 완전히 서양화되었다500

(Kum, 2002).

개화기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의 Lee(2008)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 패러다임 의 , Lee(2011)

대례복에 관한 연구 의 대한제국기 문관 , Lee(2013)

대례복 제작에 관한 연구 의 , Choi(2011) 1905~1906 

서구식 대례복제도 개정에 나타난 일제의 한국병

탄 준비 의 대한제국기 궁내부 대례복 , Choi(2008)

연구 의 개화기 문관복에 대한 연구, Kim(1977) , Lee 

의 대한제국 년 광무 문관 대례복 제(2010) 1900 ( 4) 

도와 무궁화 문양의 상징성 의 대한제국, Lee(2011)

기 서구식 문관대례복 제도의 개정과 국가정체성 

상실 의 개화기 양복 도입과 수용과정 , Kim(1987) 등

에 관한 연구 의 우리나라 양복 , Lee and Kim(1995)

수용과정의 복식변천에 개한 연구 의 , Hwang(2000)

개화기 한국복식의 변천 의 개화기 복식, Park(2003)

의 변천 의 개화기 복식의 변천과 그 , Lee(1984) 요

인 의 개화기부터 광복 이전까지 신문 잡, Kim(2010) , 

지에 기록된 외래어 복식명칭에 관한 연구, Lee(2012)

의 일본의 영향을 받은 개화기 남성 복식의 서양화 , 

의 세기 개항 이후 한 일 복Lee and Lee(2000) 19

식제도 비교 등이 있으며 주로 대례복과 양복 수, 

용 복식 변천 등에 관한 연구 및 분석이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소례복 통상복으로 사용되었던 , 

프록코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대한제국기 . 당

시에 착용된 대례복 유물의 경우 문화재청 의생활‘

분야 목록화 조사보고서 에 의하면 점이 등록되어’ 5

있고 의 연구에서 각 박물관에 소장 중인 , Lee(2013)

점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복되는 유물들을 제하면 6 , 

점 정도의 대례복이 현재 유물로 남아 있다고 할 8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모. 

닝코트 점이 등록되어 있으나 이들 중 대한제국9 , 

기와 일제강점기의 유물은 점이다 그러나 대한제8 . 

국기 당시 소례복이었던 프록코트는 문화재청 조

사보고서에 전혀 없었다 프록코트 유물도 시기적. 

으로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 듯 하지만 개개인 후, 

손들이 소장하고 있는지 박물관들의 소장유물들이 , 

아직 정리가 되어있지 않았는지 조사에서 드러나

지가 않았다 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한. Lee(2013)

제국기의 유물들이 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어 100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관의 상태에 따라 낡아지, 

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산박물관에서 소장, 

하고 있는 대한제국 당시의 실존인물로 본인이 직

접 착용하였던 착용시기가 명확한 박기종의 기증유

물 중 서양식 관복인 프록코트와 착용사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형태 특성과 테일러링에 대해 유물, 

을 중심으로 실증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박기종의 . 

프록코트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대상 기준에 해당

하는 근대 의생활 분야 유물로 문화적 사회적 학, , 

술적 가치와 더불어 복식사적 그리고 문화재적 가, 

치를 포함하고 있는 유물로 현재 부산시 지정문화

재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차후 우리나라 남성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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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사에 있어서 대한제국기 당시 서구식 양복 중 

하나로 통상복과 소례복으로 착용되었던 프록코트

의 복원이나 재현 등이 필요할 때 프록코트의 형, 

태적 특성과 테일러링 도식화 등이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Background  

1. The process of western costume adoption

우리나라 개화기와 일제침략 시기는 서양문물의 

급격한 전파로 우리나라 복식사 중 하나의 전환점

이 되는 시기로 중국복식과의 이중구조에서 벗어, 

나 기존 복식이 간소화되고 단발령이 시행되었으, 

며 양복이 도입되어 양복과 이중구조를 갖게 되는 , 

시기이기도 하다 양복 수용과정의 유행선도자로는 . 

유학생 외교관 신식교육기관의 학생 전도부인, , , , 군

인 정부관리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Lee & Kim, 1995).

년 월 년 월 사이 일본 유학생들의 1881 12 ~1882 4

일본학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단발양장이 시작

되었고 년 임오군란 발생 후 박영효가 수신사, 1882

로 일본을 방문하고 이때 수행원으로 김옥균 서광, , 

범 민영익이 함께 가서 천왕의 생일에 초대받아 , 

초대장에 명시된 대례복을 입어야 했으며 외무경 , 

자택의 연회에는 초대장에 명시된 소례복을 착용

하여야 했다 이 당시 일행들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 

서양식 준예복인 색코트 를 사 입었던 것(Sack coat)

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예복의 착용으로 알려

져 있다 그 밖에 고종왕비의 생일 하(Ticon, 2006). 

례 때 각국 공사를 초청하여 연회를 열었는데 이 , 

때 역시 외교활동을 위해 일본에서 양복을 구입하

여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년 미일수호조약. 1883

의 비준을 위해 미국에 보빙대사를 파견하였으며, 

미국시찰 중 양복을 구입하였다 년 (Lee, 2000). 1895

월 일 칙령 제 조로 육군복장규칙을 반포하여 4 7 78

훈련대 보병과 장교복식이 양복화 되어 월에는 일9

반군인까지 해당시켜 구군복이 자취를 감추고 서, 

양식 군복이 착용되었다 월 일 을미의제개혁부. 8 10

터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의 체계를 완전하게 갖, , 

추었으나 복식의 종류는 전통적 관복인 흑단령과 , 

두루마기로 과도기적인 개혁에 머물렀다(Lee, 2010). 

월 일 단발령과 함께 의복제도 외국제를 채용11 15

되는 무방하다고 함으로써 문관복도 서양식 복장

으로 변하였다 년 월에 황제의 복장도 육군 . 1899 6

복장에 준하게 되었으며 월에는 외교관의 복장이 , 8

양복화 되었다 년 월 일 (Kum et al., 2002). 1900 4 17

칙령 제 호로 훈장규칙을 정하고 제 호로 문관 13 , 14

복장규칙을 정했으며 제 호 문관 대례복 제도를 , 15

정하여 서양식 관복으로 바꾸었다(Lee & Kim, 1995). 

이는 전통적인 복식체계로부터 벗어나 유럽의 여

러 국가들과 일본에서 받아들이고 있던 복식제도

를 채택한 것이며 서양이 주도하는 국제관계에서 , 

통용되는 복식체계로 나아간 것이다(Lee, 2010). 1904

년 한일의정서 체결에 따른 보빙대사로 일본 간 보 

수파 이지용이 수행원들과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 

고 떠났으며 년 월 친일단체 일진회원들이 , 1904 6

양복을 착용하고 월에는 외무부 직원일동이 단, 10

발에 양복 착용하였다 년 을미보호조약이 체. 1905

결되기 직전 학부의 직원과 학생들이 단발에 양복

을 착용하고 년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단발, 1906

에 양복착용은 더욱 활발해졌다 년대에는 최. 1910

신 유행의 프록코트가 일반에게 퍼질 정도로 양복

의 유행이 급속하게 되었다(Ryu, 1981).

양복 수용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과 유

물로 남아있는 서양식 관복은 년부터 년1900 1908

에 걸쳐 변화되어온 문관의 관복으로 다음과 같다. 

대례복은 대례모 대례의 조끼 대례고 검 검대, , , , , , 

백색칼라 백색장갑으로 구성되고 영국의 궁중 예, , 

복을 모방한 일본의 대례복을 참작한 것으로 궁궐

에서 황제를 알현하는 상황에 착용하였다 소례복. 

인 프록코트와 연미복은 유럽제국에서 사용되던 

시민의 예복으로 진사고모 구제연미(Silk Top Hat), 

복 또는 프록코트 조끼 바지로 구성되고 연미복, , , 

은 각국 사신 소접 시 궁중 사연 시 국외국 관인 , , 

만찬 시에 착용하였다 프록코트는 궁내진현 시 각. , 

국 경절 하례 시 사적인 하례와 예방 시에 착용하, 

였으며 상복은 서양에서 착용되던 시민의 평복인 , 

세비로 와 같은 것으로 구미평모 중절모(sack coat) (

자 구제통상의 조끼 바지로 구성되고 임시로 진), , , , 

현할 때 연거할 때 집무 할 때 착용하도록 규정되, , 

었다(Ryu, 1981; Lee, 2011).

2. Park Ki-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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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종은 년 헌종 월 지금의 부산광역1839 ( 5) 11

시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났으며 년에 세로 , 1907 68

사망하였다 자는 형진이고 본관은 밀성 밀양 이다. , ( ) . 

그는 개항 전인 년에는 동래부 소통사1869~1871

로 활동하였고 년에는 거제도 옥포를 담당하, 1869

였으며 년 월에 김기수를 따라 수신사의 일, 1876 5

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고 년 월 김홍집이 , 1880 6

수신사로 파견될 때도 통사로 일본에 갔었다. 1880

년 이후 관계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기증유물 중 , 

교지 점에서 보이는 주요 경력들은 용양위부호24

군 년 용양위부호군 경위궁위장 년 부(1880 ), (1883 ), 

산항경찰관 년 다대포진수군첨제사 겸 동래(1886 ), 

감목관 년 부산항사검관 년 친군총어(1893 ), (1893 ), 영

기사장 년 절영도진수군첨제사 년 부산(1893 ), (1894 ), 

항 경무관 년 외부참서관 년 중추원의관(1894 ), (1898 ), 

년(1900 ), 파리공사 년 등이다 (1905 ) .  

특히 년부터 년까지 여 년 동안 부산1886 1898 10

항 경찰관 사검관 경무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개항, , 

장의 치안과 무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박기종. 

은 일찍부터 근대문화 수용의 필요성을 느껴 조선 

근대화에 필요한 교육기관 개성학교 을 년 월 ( ) 1895 5

설립하고 년 월 일 명의 학생으로 영주, 1896 3 1 100

동 교사에서 수업을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에 번, 3

째로 세워진 일어학교로 년 월 공립학교로 인1897 1

가를 받고 년에는 개 지교 개 보조교를 가, 1905 3 , 4

진 부산 경상도 일대의 중심적 일어학교가 되었다, . 

개성학교는 현재 개성고등학교 전 부산상업고등학(

교 개성중학교 봉래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 . 부

산항 경찰관으로 재직 시 기선회사 설립에 착수하

여 년 월 통리아문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1889 4

구포 삼랑진 등을 왕래하면서 운항하였으나, , 1893

년경 오사카상선에 귀속되었다 년부터 일제. 1898

의 철도 침략에 대응해 최초의 민간인 철도회사를 

설립하는 등 철도건설에 주력하였으나 자금조달과 , 

부설권 문제 등으로 실패하였으며 조선인 경제단, 

체를 조직하는 등 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인 인물이다(Kim, 2005).

유품 중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1898 3 22 1899 3 25

까지의 일기 <상경일기>에는 외부참서관에 임용되

기 직전부터 서울에 생활하면서 한말 외교관계의 

중요사항을 매일 일기체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도총> 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1 1898 6 13 1899 3 7

일 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 2 1899 3 9 1900 9 29

지 사실을 국한문 혼용체로 외교상의 현안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처리결과 자신의 의견 정부의 지시, , 들을 

모아 놓은 자료들로 당시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그의 후손 박상수 씨가 년 부산박물관에 기1978

증한 유품 점은 부산의 근대화 뿐만 아니라 대106 , 

한제국의 외교사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

들로 이들 중에는 복식류가 점으로 모두 직접 사19

용하였던 것으로 단령 점 관모 사모 점 목화 2 , ( ) 1 , 1

점 대 점 관복함 점 원다회끈 점 대례복 상의 , 1 , 1 , 1 , 

점 대례복함 점 대례모 점 대례모함 점 대례1 , 1 , 1 , 1 , 

검 점 검대 점 프록코트 점 조끼 점 바지 1 , 1 , 1 , 2 , 1

점 관자 단추 등이며 이들 중에는 문관 칙임관 정, , (

품 종 품 관료 시절에 착용하였던 칙임관 등에 1 ~ 2 ) 2

해당하는 복장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양복 수용시기를 고려해 볼 때 박기종

의 유물자료인 프록코트는 년 문관복장규칙1900 “ ” 

발표 이후 년에서 년 사이에 착용하였던 1900 1907

의복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이는 유물자료 중 . 

독사진 과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Fig. 1) (Fig. 에2)

서 프록코트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생전에 착용하였던 의상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의 생이 년에 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헌자1907 , 

료에 의하면 년 전후에 프록코트가 우리나라1905

에 선을 보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당시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의복생활이 서양식으로 일부 변화되고 있

     <Fig. 1> Park Ki-Jong. From. 

Busan Metroipolitan City (2005).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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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k Ki-Jong & His Friends. From. National 

Place Museum of Korea (2010). p.167. 

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3. Frock coat

대한제국 당시 대례복은 영국식 궁중 정장예복

을 모방한 것이고 소례복은 유럽에서 시민들이 예, 

복으로 입는 프록코트와 실크해트 즉 연미복을 의, 

미하며 일상복은 지금의 신사복 즉 유럽인의 평복, 

으로 세빌로 혹은 색 코트 였다(sack coat) (Kum et 

al., 2002).

서양에서는 세기 초반 귀족사회의 사교모임에19

서 남자예복으로 밤낮 구별 없이 테일코트(tail coat)

가 애용되었으며 테일코트는 테일러드 칼라가 달 , 

려있고 뒷길에 달린 치마의 중심선이 갈라져 있는 , 

테일 이 있다는 특성에서 통칭하여 불렀던 이(tail)

름으로 년대 더블브레스트 에 , 1810 (double breasted)

개의 단추가 달린 무릎길이의 프록코트가 등장4~6

하면서 예복에 있어서 밤낮의 구별이 생겨 프록코

트는 낮의 예복으로 착용되고 테일코트를 밤의 예, 

복으로 구별해서 입기 시작했다 그 후 프록코트의 . 

모양을 변형하여 앞자락을 잘라버린 것이 낮에 입

는 정예복인 모닝코트가 되었다고 한다(Ticon, 2006). 

그러나 년대 경에는 일반적으로 프록코트 조1860 , 

끼 바지가 같은 색으로 이루어진 슈트가 일상복 , 

차림새였으며 프록코트는 싱글 또는 더블브레스트, 

이며 허리선까지 단추로 채우고 몸에 꼭 맞으며, , , 

후에 주로 검정색으로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모닝

코트와 함께 예복으로 착용하였다(Kum et al., 2002). 

년대 서양의 상류층 남성들은 때와 장소에 따1900

라 적절한 여러 벌의 의상이 필요하였다 높이 세. 

운 칼라와 더블브레스트의 긴 프록코트는 모든 공

식적인 행사에 의례용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 성

들의 일상 비즈니스용으로 착용되었다(Jung, 2000). 

세기를 통하여 가장 널리 입혀졌던 프록코트는 19

세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등장과 함20

께 그 착용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프록코트, 

는 연령이 높은 계층이나 의례적인 경우에 착용되

었다

의 에서 Davis(1994) “Men’s Garments 1830~1900”

삽화나 사진으로 나타난 프록코트의 종류는 시대

에 따라 짧은 플레어 더블브레스트 프록코트 턴다, 

운 칼라의 싱글브레스트(turned down) (single breasted) 

프록코트 실크 또는 벨벳의 넓은 칼라 프록코트, , 

풀스커트 의 더블브레스트 프록코트 더블(full skirt) , 

브레스트 프록코트 풀스커트 프록코트 싱글브레, , 

스트 프록코트 좁은 소매의 프록코트 무릎길이로 , , 

라펠에 장식구멍이 있는 더블브레스트 프록코트 허, 

리가 잘룩한 짧은 프록코트 넓은 칼라와 라펠의 , 

풀스커트 프록코트 단추 개의 더블브레스트 프록, 4

코트 넓은 소매통에 커프스가 좁아지는 프록코트, , 

더블브레스트 프록코트 대퇴길이에 적당한 칼라와 , 

라펠의 프록코트 등으로 다양하며 모두 실크해트, 

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대한제국기 당시 사진유물에서 단발령과 함께 대

례복 소례복의 착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찾아볼 , 

수 있다 고종과 순종에 이어 고위관원들의 사진. (Fig. 

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고종의 실크해트에 프록7)

코트의 착용사진 과 순종이 여명의 신하와 (Fig. 5) 70

더불어 양복차림으로 지방을 시찰한 것 등(Fig. 6) 

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Kum 

et al., 2002).

박기종 프록코트는 년 문관복장규칙 제 조1900 8

의 상복일습 구제통상모 구제통상의 조끼 바지 으( , , , )

로 당시 유럽에서 통상적으로 착용하던 의복으로, 

프록코트 일습이 대한제국시대에 착용되던 상복으

로 추측되며 년에 개정된 문관복장규칙 제, 1907 4

조 소례복 일습의 연미복과 프록코트 중 프록코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의 유물은 상의인 프록코트 점, 1 , 

조끼 점 바지 점으로 유물이 구성되어 있고 모자2 , 1 , 

만 빠져 있으며 나머지는 똑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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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ock coat.

From. Kum et al. (2002). p.41

<Fig. 4> Frock coat.

From. Kum et al. (2002). p.25

<Fig. 5> Ko-Jong’s frock coat.

From. Kum et al. (2002). p.52

<Fig. 6> Sun-Jong’s frock coat.

From. Kum et al. (2002). p.10

<Fig. 7> High office’s frock coat.

From. Kum et al. (2002). p.76

년을 전후하여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한 젊1900 은

이들이 돌아오고 일진회 회원들이 양복을 착용하, 

면서 양복점이 생겼고 양복이 전국적으로 확신되, 

었는데 이들이 입은 양복은 거의가 색코트 수트 , 차

림이었으며 년을 전후하여 프록코트가 선을 , 1905 보

였고 년경에는 프록코트에 실크해트와 스틱, 1910

을 갖추어 개화기 양복신사의 품위를 표현하였다

또 당시의 프록코트 착용 상황을 볼 (Kim, 1990). 수 

있는 기록으로 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소1913 설 

장한몽 에서는 일본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중배‘ ’

가 프록코트에 단장을 짚고 금테안경에 금강석 반

지 실크해트를 쓰고 가죽장갑에 에나멜 구두를 신, 

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당시에는 . 

소위 일류인사의 복장이었던 것이다(Park, 1992). 그

러나 프록코트는 이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여 일상

복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Kim, 1990).

III. Method 

본 연구에서는 부산박물관 소장의 박기종의 기증 

유물 중 통상복 또는 소례복으로 당시 사용되었던 

프록코트 일습 중 상의인 프록코트를 고찰하여 양

복의 도입기 당시의 프록코트의 형태와 특성파악 

및 치수 테일러링 등을 실증적 고찰을 하여 대한, 

제국기의 복식 복원 및 재현 등을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유물 실측은 차로 년 월에 의복구성학 전1 2012 1

공자 전문인 명이 의복구성과 패턴제작 시 필요한 2

부위를 중심으로 줄자를 이용하여 각 부위별 회 2

이상 계측하고 그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며 의복의 , , 

좌우 치수 중 오른쪽 치수를 기준치수로 이용하였

다 그리고 자료 고찰에 부족한 부분들은 년 . 2015 3

월에 추가 계측하고 이들 계측된 치수들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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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 작업을 하였다 본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 

은 사진은 직접 촬영한 자료이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The period of wearing

박기종 의 생존시기 활동시기와 복(1839~1907) , 

식사의 변천시기를 고려해볼 때 연구대상인 프록, 

코트는 년 사이에 착용되었다고 추정할 1900~1907

수 있으며 이 년을 전후하여 프록코, Kim(1990) 1905

트가 선을 보였고 년경에는 프록코트에 실크, 1910

해트와 스틱을 갖추어 개화기 양복신사의 품위를 

표현하였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1905~1907

년경에 주로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Frock coat maker 

프록코트 안쪽 뒷목둘레에 <Fig. 8>과 같은 ASADA 

라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그 상표에는 TAILOR , 

경성이라는 글씨도 표기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 초의 

양복점에 대해서는 설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데, Jung 

은 서울에서 처음 문을 연 최초의 양복점은 (2014) ‘

년 오쿠다 양복점으로 알려져 있다 초1894 ( ) . 창

기 양복점들은 대부분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이 운영을 독점하고 있었다 정동 등 외국. 

인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곳에 자리 잡았던 초기 외

국인 양복점들은 조선에서 활동하던 외국인이나 

개화된 조선 인사들이 애용하였다 초기의 양복점. 

들은 신사복뿐만 아니라 군복과 문무대례복 등 제, 

복을 제작하는 것에 주력하기도 했다 라고 밝히고 ’

있고 은 맞춤양복점으로 이름을 , Kim(1990) ‘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양복점으로 년 하마다양복점이 1889

있고 년 독립신문의 영문 광고에 , 1896 Jusik Company

가 한국인에 의한 유일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We 

are the only Korean firm which make foreign ”). 

그리고 년 한인양복점인 한흥양복점을 필두로 1903

년경에는 여개의 한인양복점이 생겼1905~1906 10

다 라고 밝히고 있다.’ . 

이처럼 당시에 양복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고

려해 볼 때 서울에 있던 양복점으로 생각된다 그. 

리고 에서 는 일본인 이름ASADA TAILOR ASADA

으로 실제 일본인인지 당시 일본 이름으로 개명한 , 

한국인인지 정확하게 옷을 제작한 사람이 어느 나

라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밝, Jung(2014)

히고 있는 것처럼 년대 초 조선인의 기술로 양1900

복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일본인의 양복점, 

에 종업원으로 일하던 조선인들이 그들에게 기술

을 배웠으며 년 전후로 조선인이 운영하는 양, 1910

복점을 열었다고 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서양 의

복의 도입이 빨랐던 일본인 양복점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 Shape and character

프록코트의 형태는 <Fig. 9>와 <Fig. 10>과 같이, 

앞 뒤길이가 일반 슈트의 재킷보다 긴 무릎길이 

정도이고 피크드 라펠 에 더블브레스, (picked lapel)

트로 여며져 개의 여밈용 단추가 줄로 달려 있고6 2 , 

개의 장식 단추가 윗부분 좌우에 각각 달려있다2 . 

이러한 프록코트의 형태는 <Fig. 5>의 고종, <Fig. 

6>의 순종, <Fig. 7>의 고관들의 착용사진에도 비슷

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1) Color and Material

     <Fig. 8> Trademark on the nape

<Fig. 9> Frock coat front <Fig. 10> Frock coa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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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코트는 검은색 모직물로 제작되어져 있고, 

라펠 부분에 검은색 골지의 실크 페이싱 이 (facing)

덧대어져 있다 안감은 검은색 평직의 견직물. (silk 

satin)과 청색 줄무늬가 있는 흰색 견직물로 구성되

어져 있고 주머니 안감으로 갈색 면직물이 사용되, 

었다 심지로 갈색의 캔버스심지가 앞길윗부분 칼. , 

라 소매단 등에 사용되었는데 낡아서 헤어진 앞길, , 

안감과 바느질 일부분이 뜯어져 있는 안칼라 등에

서 심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서양복 수용 초. 

기의 양복지는 주로 수입품에 의존한 것으로 모직, 

물은 년까지는 대부분 영국제였으며1894 , 1895~1904

년까지는 일본제와 영국제가 절반씩 차지하였으며, 

1905년 이후는 일본제품이 영국제품을 압도하였다고  

한다 박기종 프로코트의 소재는 (Kum et al., 2002). 

시기적으로 일본제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Front bodice

앞길은 허리선에서 상하 분리되어 앞길윗부분은 

사이드웨이스트 다트가 좌우 각각 개씩 있고 더1 , 

블브레스트 부분은 앞 중심선에서 앞여밈분이 따로 

구성되어 연결되어 있다 이는 의 . Davis(1994) Men’s 

의 세기 더블브레스트 프록코트의 패턴Garments 19

과 비교해 보면 패턴에 없던 사이드웨이스(Fig. 11)

트 다트가 등장하여 앞길의 형태가 조금 다르며, 

더블브레스트의 앞여밈분이 따로 분리되어 제작된 

것은 세기의 패턴과 같은 형태로 이는 당시 모19 , 

직물이 생산되었지만 풍부한 소재가 아니었는지 

옷감의 활용을 잘하기 위해 아껴서 제작하거나 또

는 디자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한제국은 일본의 서구, 

복식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원단에 의존하였을 것을 고려해 볼 때 패턴을 

따라하고 옷감도 절약해서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 

방법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3) Back bodice

뒷길윗부분은 암홀프린세스라인으로 사이드 바

디 부분과 뒷중심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side body) . 

뒷중심부분은 허리선이 연결되어 길게 한 장으로, 

좌우가 분리되어 뒷길중심 솔기선이 있으며 왼쪽자, 

락이 오른쪽으로 넘어와 덮도록 뒤허리아래에 트임

       <Fig. 11> Frock coat pattern. 

       From. Men’s garments (1994). p.50

<Fig. 12> Sleeve vent &

top stitch

<Fig. 13> Sleeve hem & 

lining

이 있다 프린세스라인으로 분리된 사이드 바디는 . 

허리선이 분리되어 아래부분은 스커트로 되어 있다.

4) Skirt

앞 뒤길 아랫부분은 라인 스커트 형태로 옆솔A

기 없이 한 장으로 구성되었다 뒷길의 사이드 바. 

디 프린세스라인 아래에서 뒷중심부분과 <Fig. 16>

과 같이 외주름처럼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프린. 

세스라인 허리위치에는 싸개단추 가 개씩 (20mm) 1

장식으로 좌우에 각각 달려 있다.

5) Sleeve

소매는 두 장 소매로 소매트임은 <Fig. 12>와 같

이 외주름처럼 효과만 나타내고 있고 트임입구는 , 

<Fig. 20>과 같이 고정박음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 

장식용 싸개단추 개가 달려 있다(13mm) 2 . 

6) C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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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는 라펠과 함께 피크드 라펠 형태를 하고 있

다 겉칼라는 한 장으로 안칼라는 . <Fig. 19>와 같이 

뒤중심에서 좌우 연결되어져 있다.

7) Lapel/Facing

라펠부분은 검은색 골지의 실크 원단이 페이싱

으로 덧대어져 있다 안단은 허리선 위치에서 상하. 

로 나누어져 윗부분은 라펠안단이 따로 구성되고, , 

아랫부분은 스커트가 연장되어 안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8) Lining

안감은 대부분 검은색 평직의 견직물을 사용하

고 있으며 소매 안감은 , <Fig. 13>과 같이 흰색에 청

색의 줄무늬가 있는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 

라펠에 덧 장식한 페이싱의 검은색 골지 실크가 

<Fig. 14>와 같이 앞길윗부분에 사용되어졌다.

9) Pocket

뒷중심부분과 사이드 바디 프린세스라인 아래 스

커트가 연결되는 솔기 안쪽에 인심포켓(inseam poc-

이 좌우 각각 개씩 달려 있다 이 부위의 주머ket) 1 . 

니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의 주머니 위치로 

당시 착장 시 실루엣 상으로 주머니를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남자들의 숨은 주머니와 같은 것이 달려 

<Fig. 14> Lining shape

있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앞길윗부분 좌. 

우 안쪽 가슴위치에 바운드포켓 이 (bound pocket)

각각 개씩 달려 있다1 .

10) Fastening

더블브레스트 여밈으로 여밈용 단추 개씩 줄2 3

과 장식용 단추 줄로 되어 있다1 .

좌우 모두 여밈용 단춧구멍 개씩 라펠부분에3 , 는 

장식용 단춧구멍이 좌우 각각 개씩 뚫어져 있다2 . 

에 의하면 세기 서양에서는 왼쪽 라Davis(1994) 19

펠구멍에 꽃을 꽂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11) Connecting method of lining & upper

안감의 가장자리는 겉감에 공그르기 바느질로 

고정되어져 있다.

4. Size 

앞길이 등길이 앞스커트 길이 48.3cm, 47.2cm, 

뒤스커트 길이 옷길이 스53.5cm, 53cm, 100.2cm, 

커트 폭 뒤품 소매 길이 74.5cm, 36cm, 56cm/41.5cm

이며 진동둘레 라펠너비 칼라 너비 , 47.5cm, 8cm, 

뒷목둘레 를 나타내었다8cm, 1/2 7.7cm (Fig. 15, Fig. 

16).

5. Tailoring

앞길의 사이드웨이스트다트는 길이 로 1) 13.5cm

박음질 후 시접을 가름솔로 처리하였다.

어깨솔기선은 의 세기 후반 프2) Davis(1994) 19

록코트의 패턴제도 와 같이 뒤로 넘어가 앞(Fig. 11)

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어깨위치에서 뒤길 진동선, 

으로 정도 내려져 사선의 어깨솔기선을 하고6cm , 

시접은 가름솔 처리되어 있다.

앞길과 사이드 바디의 옆선솔기선도 위치가 3) 

뒤길 쪽으로 돌아 넘어가 앞에서는 솔기선이 보이

지 않으며 뒤 중심선에서 정도 좌우로 들, 14.5cm 

어온 허리선에 위치하고 시접은 가름솔로 처리되, 

어 있다.

위 아래가 연결된 허리선 부분은 시접이 가4) 

름솔로 처리되어 있다 사이드 바디아래부분은 . 앞

뒤가 옆솔기 없이 한 장으로 연결된 스커트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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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5> Front shape    <Fig. 16> Back shape

되고 뒷중심아래부분과 프린세스라인 아랫부분에, 

서 박음질되고, <Fig. 16>과 같이 외관상으로는 1.5 

크기의 외주름을 좌우 각각 한 개씩 만들고 있cm 

어 박음질 솔기부위가 보이지 않고 시접은 스커트

부분으로 홑솔 처리되어 있다.  

안단은 상하가 나뉘어져 두 개가 연결되어 구5) 

성되어져 있다 먼저 라펠안단 부분은 따로 재단하. 

여 박음질하고 아래 스커트 부분은 스커트 앞 중, 

심을 연장하여 연결된 안단 형태이다 앞길의 허리. 

선보다 라펠안단이 정도 길게 재단되어 스커3cm 

트의 안단위에 <Fig. 18>과 같이 새발뜨기로 고정하

면서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라펠에는 검은색 골지 실크 소재의 페이

싱을 덧 장식하기 위해 라펠 가장자리에서 정4cm 

도 들어온 위치에 공그르기로 덧붙여져 있으며 이 , 

장식용 검은색 골지 실크는 앞길윗부분 안감 전체

를 덮고 있다.

칼라는 캔버스 심지가 안에 들어있고 스탠드 6) , 

부분에는 긴 타원 형태로 개의 동심원을 만들면서 4

심지고정을 위한 박음질이 <Fig. 19>, <Fig. 20>과 같

이 되어 있다.

<Fig. 17> Back waist <Fig. 18> Lapel & facing

<Fig. 19> Under collar <Fig. 20> Under collar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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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는 두 장 소매패턴으로 앞 뒷길의 진동7) 

둘레보다 크게 재단되어 남은 소매 진동둘레의 여

유분으로 겨드랑이 아랫부분에 작은 맞주름을 잡

아 앞 뒷길의 진동둘레와 연결하였다 이러한 소. 

매달기 구성방법은 최근의 서양복 구성에서 찾아

보기 힘든 구성법으로 소매산 부분에는 소매 오그

림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ig. 21>, <Fig. 

22>와 같이 겨드랑이 부분에 맞주름이 있어 당시의 

패턴제작이나 구성방법이 오늘날과 달라서인지 정

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 테일러링에서 사용되, 

었던 방법 중의 한가지로 나타났다. 

소매 수구 부분에는 <Fig. 12>, <Fig. 21>과 같이 

올라온 위치에 캔버스심지를 박은 듯한 바10.5cm 

느질 자국이 있으며 소매단 너비는 이다 이 , 2.5cm . 

당시에는 소매끝단 심지를 손바느질로 심지를 고

정하지 않고 재봉틀로 이렇게 박아서 고정하는 방

법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는 당시 재, 

    <Fig. 21> Sleeve

    <Fig. 22> Sleeve armhole double -pleats

봉틀이 매우 귀한 기계이므로 재봉틀 박음질이 더 

기술이 뛰어난 박음질이라 생각하고 처리한 구성방

법으로 보여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 “Men’s Garments”

에 나타난 세기 남자 프록코트 소매의 커프스단 19

형식이나 절개된 장식단 형식이 변화되어 단지 장

식 박음선으로 남은 형태일 수도 있다.

단추 구멍은 좌우 모두 여밈용 단추 구멍이 8) 

<Fig. 23>과 같이 각각 개씩 앞길윗부분에 장식용 3 , 

단추 구멍이 라펠부분에 사선으로 개씩 뚫어져 있2

고 단춧구멍과 단추 크기 는 앞 중심선에서 , (20mm )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여5cm . 

밈용 단춧구멍 은 오늘날 재킷처럼 시작이 (Fig. 24)

둥글면서 일자형태인 재킷단춧구멍이 수평으로 뚫

어져 있고 장식용 단춧구멍 은 일직선 형, (Fig. 25)

태의 셔츠단춧구멍이 사선으로 뚫어져 있다. 

사이드 바디의 프린세스라인은 시접이 가름9) 솔

로 처리되어 있으며 사이드 바디아래부분인 스커, 

트부분에서는 크기의 외주름처럼 구성되어 1.5cm 

박음질되어 있으며 프록코트 아랫단 위치에서는 , 

주름이 들리지 않도록 <Fig. 16>과 같이 아래부분에 

정도 고정되어져 있다1.5cm . 

<Fig. 23> Front button & buttonhole position

<Fig. 24> Tailord 

buttonhole

 <Fig. 25> Imitation 

buttonhole &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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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중심의 트임 부분 에는 두 자락이 갈10) (vent)

라져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임이 시작되

는 윗부분의 일정 부분을 <Fig. 16>, <Fig. 17>에 나

타낸 것 같이 손바느질로 고정상침하였으며 뒤트, 

임 부분은 너비의 스커트를 연장한 안단으로 3cm 

시접을 넣고 트임 가장자리에서 들어간 곳에 , 2cm 

안감이 공그르기로 고정되어져 있다.

프록코트의 칼라 라펠 앞여밈 아랫단 뒤11) , , , , 

트임 가장자리는 모두 상침바느질이 되어 있다. 

안감의 사이드 웨이스트다트 시접은 옆선 쪽12) 

으로 홑솔 처리되어 있고 안감 스커트부분은 상의 , 

옆솔기선 위치에서 <Fig. 26>과 같이 외주름을 잡고 

허리에서 정도 홈질로 주름을 고정하고 있다4cm . 

안감의 뒷중심부분은 겉감과 달리 허리선에서 위

아래가 분리되어 구성되어져 있다 이는 실크 소재. 

를 절약해서 사용하거나 뒤트임 부분의 바느질을 , 

쉽게 처리하기 위해 허리선을 분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안감 좌우 가슴 부위에는 13) <Fig. 27>, <Fig. 29>

와 같이 안주머니가 만들어져 있으며 바운드포켓, 

<Fig. 26> Lining (right side)

<Fig. 27> Bound pocket <Fig. 28> Inseam pocket 

<Fig. 29> Lining shape

형태로 앞 가장자리에서 들어온 (16×1.8cm) 14.5cm 

곳에서 시작된다 주머니의 양쪽 가장자리는 서로 . 

다른 모양으로 한쪽은 삼각형으로 다른 한쪽은 사, 

각형 형태로 접어 박아져 있다 주머니가 겹쳐지는 . 

라펠 안단의 페이싱 실크는 주머니 가장자리 모양

으로 돌아가면서 공그르기 되어져 있다.

안감의 뒷아래 스커트부분의 프린세스라인 14) 

연결 솔기에 입구 크기의 인심포켓이 15cm <Fig. 

28>, <Fig. 29>와 같이 좌우에 만들어져 있고 주머, 

니감은 갈색 면직물을 사용하였으며 주머니감 안, 

쪽은 주머니감이 밖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고정하

기 위해 작은 홈질로 상침되어져 있다 그리고 주. 

머니 입구에는 짧게 끝막음처리가 되어 있다. 

V. Conclusion 

개화기는 국내외 정세에 더욱 민감했던 시기였

기 때문에 주변정세 변화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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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변화의 폭도 컸던 때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 

서도 대한제국 시기에는 관복에 있어서 양복도입

이 이루어지던 시기로 당시 생존하였던 박기종의 

기증유물 중 상의인 프록코트의 특성을 실증적 고

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기종은 칙임관 등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1. 

으며 그의 기증 유물 중 프록코트는 년 문관, 1900

복장규칙 제 조의 상복일습으로 착용되었던 당시 8

유럽에서 통상적으로 착용하던 의복으로 년, 1907

에 개정된 문관복장규칙 제 조 소례복 일습의 연4

미복과 프록코트 중 프록코트에 해당한다.

대한제국기의 당시의 프록코트를 착용한 사2. 

진들과 박기종의 유물 프록코트를 살펴보면 세19

기 서양의 다양했던 프록코트 디자인 중 허리선이 

분리되어 무릎길이의 라인 스커트가 달린 형태로 A

피크드 라펠에 더블브레스트로 여밈용 단추와 장

식용 단추가 달려있는 형태 특성을 나타내었다. 

3. 본 연구에서 고찰된 프록코트는 년경 우1900 리

나라에서 생기기 시작한 일본인이 경영하는 ASADA 

에서 제작된 의복으로 생각되며 의복소재TAILOR , 

는 수입에 의존하였던 짙은 검은색의 모직물 겉감

과 검은색 평직의 견직물과 흰색에 청색의 줄무늬

가 있는 견직물 안감을 사용하고 라펠장식용 검은, 

색 골지실크 갈색 면직물 주머니감 심지 등이었다, , .

의 세기 프록코트의 패턴과 4. Men’s Garments 19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사이드웨이스트 다트가 생

겨나고 소매단 부분 커프스 덧단 장식과 같은 것, 

이 없고 소매단에서 일정한 크기만큼 올라온 곳에 , 

장식 상침효과만 낸 것이며 비숫한 점은 어깨선이 , 

뒤로 많이 넘어가고 뒤 진동둘레선상으로 기울어

져 있으며 더블브레스트 앞여밈분이 분리되어 구, 

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테일러링의 특징으로 소매진동둘레가 몸판진5. 

동둘레보다 커서 겨드랑이부분에서 소매진동의 여

유분으로 맞주름을 잡아서 길과 연결하고 사이드 , 

바디 아래스커트의 연결은 솔기선이 표시나지 않

게 외주름을 잡고 주름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랫단, 

에 고정상침을 하였으며 칼라와 라펠 앞여밈 아, , , 

랫단 뒤트임 가장자리에 상침바느질이 되어 있다, . 

그리고  당시 수입 모직물로 의복이 제작되어 옷감

을 절약한 구성법으로 앞중심선에 더블브레스트의 

앞여밈분을 따로 연결하여 구성하거나 앞 좌우안, 

단에서 라펠과 안단을 상하 분리하여 재단하고 구

성한 방법 안감 뒷중심부분의 허리선 분리 구성법 , 

등이 나타났다. 

주머니는 가슴위치의 좌우안주머니 외에 특6. 

별한 주머니가 스커트 뒷자락 좌우 연결 솔기선에 

인심포켓이 있으며 뒤자락 엉덩이부위의 주머니는 , 

실제 착용하면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위치로 

당시 남자들의 중요한 소지품들을 긴요하게 보관

하는 용도로 제작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된 결과는 박기종의 기증유물 

중 프록코트 점에 한정하여 고찰하였기 때문에 서1

구식 소례복 프록코트를 총체적으로 보는 것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대한제국기 당시 소례복, 

으로 착용되었던 프록코트의 형태 특성 및 구성법, , 

도식화의 제시 등으로 차후 프록코트의 복원 또는 

재현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시기의 유물들이 더 추가되어 고. 

찰되어진다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연구로 패턴제작 

실험 및 복식 재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박기종의 유물 중 이번 연구에서 빠져있. 

는 조끼 점에 대해서도 차후 고찰하고자 한다2 . 

References

Bond, D. (2000). 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

tury fashion (Jung H. S. Trans). Seoul: Kungchun- 

sa.

Busan Modern History Museum. (2005). . Busan: 

Youngsinad.

Busan Modern History Museum. (2005). [Sang 

KyungIlGi: The diary of come up to the capital]. 

Busan: Youngsinad.

Choi, K. S. (2008). A study on court dress in Gung-

naebu of Daehan Empire. Korean Studies Quarterly, 

31(2), 3-39.

Choi, K. S. (2011). Preparation of the Japanese com-

pulsory annexation of Korea appeared in the 

changed system of the western-style full dress 

uniform in 1905~1906. Journal of Korean Inde-



100 대한제국기 프록코트의 형태와 제작법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52 

pendence Movement Studies, 39, 5-57.

Culture Heritage Administration. (2012). 2012 A report 

of investigation in clothing habits contents for 

modern present age. Seoul: Copyworks.

Davis, R. I. (1994). Men’s garments 1830~1900 -a 

guide to pattern cutting and tailoring. CA: Players 

Press.

Hwang, J. H. (2000).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costume during the Period of Modernization of 

Korea: From the last Chosun Dynasty to 1945.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Investigation and taking a picture of Frock coat were 

in Jan. 2012 and Mar. 2015 in Busan Museum.

Jung, B. S. (2014). A centennial anniversary of tailor 

history: Chongro tailor's. National Folklore Museum, 

Seoul: Autumn plan.

Kang, S. G. (2005). Domestic and foreign cognition 

of King Kojong and diplomacy of Daehanjeguk 

(Great Han Empire). The Review of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4(2), 105-129.

Kim, D. C. (2005). Park Ki Jong, Bring glory person 

in Busan at 20C 2. Busan Metropolitan City.

Kim, E. J. (2010). A study on the naturalized costume 

terminologies appearing in Korean newspapers 

and magazines, from the age of enlightenment to 

the time of independence (1876~1945).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60(2), 20-34.

Kim, J. S. (1990). A hundred history of western 

costume in Korea. Seoul: Mirinae.

Kim, M. J. (1977). The study of the changes on 

government officials' garments of the Chosun 

day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1, 

67-84.

Kim, Y. H. (1987).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ostume and the process of reception in 

the civilized age of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Korean Empire Ministry Record Section . 

(1982). . Seoul: Asiamoonwhasa. 

(Original work Published 1908)

Kum, K. S., Kim, M. J., Yu, H. Y., Bae, C. B., Shin, 

H. S., Park. M. Y., Park M. H., Choi, H. J., 

Kim, Y. I., & Kim Y. H. (2002). Fashion: 1900~ 

2000. Seoul: Kyomunsa.

Lee, K. M. (2008). Western-styled court costume 

paradigm of the Korean Empi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Lee, K. M. (2010). The institution of court costume 

in the year 1900 (the 4th year of Korean Empire 

Gwangmu) and the symbolism of Mugunghwa, 

the rose of sharon patter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60(3), 123-137.

Lee, K. M. (2011). A study on the revision and the 

loss of national identity of western-styled court 

costume in the Daehan Empi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61(4), 103-116.

Lee, K. M., & Lee, S. W. (2000). Comparison bet-

ween the Korean and Japanese costume systems 

since port opening treaties in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50(8), 

149-163.

Lee, S. H. (1984). The transformation of costume 

during the period of modernization of Korea 

and the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Lee, Y. K., & Kim, J. G. (1995).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process of western clothing adoption 

of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26, 123-143.

Nam, K. M. (2008). A study on Korean men's daily 

wear: 1876-194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National Place Museum of Korea. (2010). 100 years 

past memories of the Korean Empire. Seoul: 

GraphicNet.

Park, S. S. (2003). The transformation of costume 

during the period of modernization of Korea. 

Dankook University Academy of Asian Studies, 

295-310.

Park, S. Y. (1992). A study on changes of men’s 



Vol. 23, No. 3 최  은  주 101

453 

costume in Korea-with western costume after 

1945.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ark, Y. C. (1975). A study on changes of western 

costume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Park, Y. C. (1977). A study on changes of western 

costume in Korea. The Student Defense of Dong-

duk Women’s University, 121-122.

Ryu, H. K. (1980). Research of Korean costumes 

histor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ublish.

Ryu, H. K. (1981). History of Korea costume. Seoul: 

Kyomoonsa.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from http://terms. 

naver.com/entry.nhn?docId=543173&cid=46623

&categoryId=46623

Ticon Fashion Institute. (2006). A Gentleman’s wardrobe 

1: Formal wear. Seoul: Sigongsa.

Yi, H. H. (2012). The westernization of men’s clo-

thing influenced by Japan during the era of the 

Korean Empire. The Journal for the Study of 

Human and Culture, 20, 123-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