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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o fundamental research of construction of coat patterns in the 
Daehan Empire in order to make replicas of the costumes. This study is composed of literature 
research, investigation of artifacts, and experiment of pattern mak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ven if the 15th Court Dress Rules regulated color, fabric, number of flower, 
width of braid, and size of button, there was no regulation regarding the shape of the coat. The 
analysis of the photos in those periods shows that the style of the tailcoat was different from that 
of today in the length of the front, the shape of breast and collar. Second, six artifacts in the 
collection showed that the shoulder line and the sideline were located on the further rear side 
than the current tailcoat. This can be confirmed in the western and Japanese pattern book, and 
especially the pattern drafting method in the books published in Japan in 1900s is different from 
current one in setting base lines of front bodice and back bodice. As a result, based on several 
experiments, this study proposes how to make coat patterns. The shoulder line, the sideline, and 
the princess line should be located in the back of the dress similar to the shape of swallowtail 
coats of 1900s. The front bodice should be constructed without the composition line in order to 
add embroidery on it. The collar, which shape looks like long half moon, should form V-shape 
neckline in the front breast when adjusting dress. The sleeves should be constructed top and 
down, and it should curve more than the modern design. 

Key words: artifact(유물), coat pattern(상의 패턴), court dress(문관대례복), 
the Daehan Empire(대한제국), swallowtail coat(연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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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한제국은 1900년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 문관

복장규칙,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 제식을 발표함으

로써 서구식 문관 대례복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

였다.1)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착용자 규정으로 대례

복은 칙임관과 주임관만 착용하는데 여기에는 궁내

부와 외각부원까지 포함하고 무관과 경관도 문관으

로 전임하거나 때에 따라 문관대례복을 착용하며 판

임관은 부득이한 경우 소례복을 대례복으로 대신하

도록 한다. 다음으로 착용일에 관한 규정으로 問安時,

動駕動輿時, 因公陛見時, 宮中賜宴時로 정해졌는데

이는 황제를 알현하거나 황제와 관련된 이동, 연회에

참석할 때 착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일습의 구성품 규정으로 대례모, 대례의, 조끼,

대례고, 검, 검대, 白布下襟(칼라 안쪽에 다는 땀받이

용 흰색 천), 백색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다.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 제식을 통해 형태적 특징

을 살펴보면 대례의는 연미복형 예복으로, 초기에는

좌우의 앞길이 가슴에서 만나서 여며지는 디자인만

있다가 1906년부터는 앞목점에서 만나서 여며지도록

하는 디자인의 개정과 함께 궁내부 및 예식원 대례

복이 코트형으로 신설되었다.

대한제국의 서구식 문관 대례복은 1910년까지 10

년간 착용되었다. 이 시기에 착용된 대례복 유물은

현재 기증 또는 구입의 방식으로 각각 다른 박물관

에 8점 가량 소장되어 있다.2) 유물들은 100년 이상

의 시간이 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과 경우에 따라서

는 잦은 전시에 의해 색상이 변색되고, 자수가 부분

적으로 풀리는 등 낡아가고 있다. 유물의 보존처리

및 보수가 시급한 현실이며, 이와 함께 현재의 상태

를 바탕으로 하여 복원이나 재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구식 대례복은 1900년대 서양의 남성 예복인

테일코트(tailcoat)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고 그 위에

금사로 유럽식 자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1900년대 서양 남성 예복의 패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유럽식 자수

기법인 금몰 자수에 대한 연구, 테일러링(tailoring)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식 대례복을 제작하기 위한 기

초연구로서 유물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상의 패턴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 형태 중 최초 제정된 대례복의 상의로 하였

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문헌연구, 유물

조사, 패턴제작실험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문제1.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 제식의 내용

과 대한제국기에 대례복을 착용하고 촬영된 사진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官報에 발표된 칙령의 내용에
서 형태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당시 촬영된 사

진을 바탕으로 하여 착용 시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2. 현재 박물관에 소장된 대한제국기 대

례복 유물의 상의를 분석하여 형태적 특징을 추출한

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박물관의 대례복 유물은 다

음과 같다. 1900년의 제도에 따라 제작된 유물인 한

국자수박물관 소장의 칙임관 1등 민철훈 대례복, 부

산박물관 소장의 칙임관 2등 박기종 대례복, 고려대

박물관 소장의 주임관 대례복,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의 주임관 대례복 등 4점과 1905년의 正誤에 따라

제작된 유물로 연세대 박물관 소장의 칙임관 2등 윤

치호 대례복, 광주민속박물관 소장의 주임관 김봉선

대례복의 총 6점이다.

연구문제3.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을 배경

으로 한 서양의 연미복 패턴과 1900년대 초반에 발

간된 일본의 양복 패턴 서적에 제시된 대례복 패턴

의 제도법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연구로 일본 복식학계에서는 篠崎文子가 대

례복 유물 한 벌을 조사하여 재현한 연구가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결과의 패턴도 참고하였다.

연구문제4. 유물 조사에서 치수를 가장 많이 잰

유물을 대상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유물들의

치수까지 참고하여 공통된 도식화와 패턴을 제작하

고자 한다. 연구문제2의 유물 치수와 연구문제3의 외

국 패턴을 참고하여 실험 패턴을 제도하고 이를 광

목으로 제작하는 실험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한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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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 문화 행사의 복식 재현, 드라마, 영화, 뮤지

컬 등의 무대의상을 제작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Ⅱ. 칙령과 착장사진 분석
1.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 제식 분석
서구식 대례복의 형태적 특징을 규정하고 있는 칙

령 제15호 문관대례복 제식은 1900년 4월 19일 관보

의 호외에 실려 있는데 상의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1

장 上衣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사료 1>

제1조 칙주임관의 상의 지질은 심흑감라사이다.

앞면은 竪襟이 흉부에서 합하고 아랫배 아래에 이르

러서 대퇴골까지 좌우로 똑같게 나누고 가로로 분할

한다. 퇴골에서 사선으로 내려와 뒷자락을 만들고,

변선에 橫紋金線을 두른다. 칙임관은 (횡문금선의)

폭이 5분이고 주임관은 4분으로 한다.

제2조 상의 전면 표장은 칙임관은 좌우 길에 반근

화 6가지이고 좌우 가슴 위아래에 칙임1등은 전근화

6가지이고 칙임2등은 전근화 4가지이며 칙임3등은

전근화 2가지이고 칙임4등은 전근화가 없다. 주임관

은 좌우 길 사이에 반근화 4가지이고 좌우 가슴 위

아래에는 전근화가 없고 1등부터 6등까지 모두 같다.

이상의 표장은 모두 금사로 자수한다.

제3조 상의 뒷면 표장은 허리 아래를 나눈 좌우

양쪽 끝에 횡문금선을 두른다. 뒷자락을 분할한 곳의

두 가장자리에는 금제의 단추 각 1개를 부착하는데

직경이 7분이다. 칙주임관을 물론하고 허리아래의 금

선을 두른 안(포켓으로 추정됨)에는 전근화 2가지가

있고 칙임관은 脊部에 전근화 1가지를 더하는데 모

두 금사로 수를 놓는다.

제4조 상의 수장은 재질은 연청색라사로 하고 수

구로부터 3촌이 떨어져 횡문금선 1조를 두른 후 뒷

부분에서 합하고 그 안의 좌우 반쪽 면에는 근화 1

가지를 금사로 수놓는다. 칙주임관이 모두 같다.

제5조 상의 칼라는 재질은 연청색라사이고 횡문금

선 2조를 더하고 그 안에 근화 2가지를 금수하여 칙

주임관이 구별이 없고 칙임관은 앞에서부터 좌우에

각각 줄기가 따로 일어나서 뒷부분에 이르러 두 개

의 꽃이 서로 마주본다.4)

<사료 1>에서 문관대례복 상의를 구성하는데 필요

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길의 재질은 심흑감색 라사, 칼라와 수장(소

매 커프스)의 재질은 연청색 라사이다.5) 둘째, 칼라

는 竪襟으로 이는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를 말

하고, 흉부에서 여며진다. 셋째, 상의는 앞과 뒤의 묘

사를 바탕으로 연미복형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디테

일에 관한 규정으로, 무궁화 수는 등급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횡문금선의 너비는 칙임관 5분, 주임

관 4분이며, 단추의 지름은 7분이다.

이상의 법령만 가지고는 형태를 제작하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하다. 이 규정은 옷감의 색과 종류, 각

등급별로 부가될 무궁화의 개수, 횡문금선의 너비,

단추의 크기 등을 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서, 연미복 형태인 대례복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한 상황에서 디테일에 대한 규정이다. 1900

년 최초 제정 당시 서양 남성 예복 제작 기술의 국

내 도입 여부에 따라 서구식 대례복은 해외에서 제

작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대례복 착장사진 분석
문관대례복의 착장 모습은 사진으로 촬영되어 다

수 남아 있다. 다음의 <표 1>은 대례복 착장 상태를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사진 속 앞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칼라의

형태, 앞길 여밈의 형태, 앞길의 모습이다. 수금으로

규정된 칼라는 일종의 스탠딩 칼라로 앞쪽에서는

V-네크라인을 형성한다. 앞모습으로 제시한 <그림

1>6) 이한응, <그림 2> 조중응, <그림 3>7) 김윤식의

칼라 모습은 조금씩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데 <그림

1>과 <그림 2>의 칼라는 앞부분이 삼각형처럼 보이

는데 비해 <그림 3>의 칼라는 이보다 둥글게 보인

다. 이러한 차이는 제작처에 따라서 칼라가 스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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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사진

<그림 1> 이한응 <그림 2> 조중응 <그림 3> 김윤식
<그림 4> 순종황제의 서북 순행 사진에 나타나는

대례복 착용 모습

출처

- 순국열사

이한응 선생

유사, p. 2

- 倂合記念朝鮮寫眞帖,

朝鮮內閣大臣及中樞院議長

수록면

- 하정웅 기증 순종황제의 서북순행과 영친왕·왕비의

일생, pp. 27-29

<표 1> 대한제국기 대례복 착용 사진

된 정도, 둥근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

겨진다. 앞길 여밈에 있어서도 앞목점 아래에서부터

가슴에 이르기까지 V네크라인의 여미는 정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길 도련의 모습을 살

펴보면 <그림 4>8)의 첫 번째 사진에서 현대의 연미

복 허리선보다는 길다. 현대의 연미복은 일반적으로

앞자락이 배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짧아서 허리에

커머번드(cummerbund)9)를 착용하는데 대례복의

도련은 바지허리를 덮는 길이이다. 또한 앞길의 도

련선은 후크(hook)를 다 채웠을 때는 수평선에 가

깝고 후크를 열어두면 완만한 사선을 이루고 있다.

<그림 4>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앞자

락으로부터 치마까지 연결되는 사선이 바지의 옆선

보다 조금 앞쪽까지 연결되고 아래 자락과 각을 이

루며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진을 통

해 볼 때 허리의 왼쪽 측면에 검을 패용하였다. <그

림 4>의 네 번째 사진을 보면 뒷고대에 달린 칼라는

목을 완전히 감싸는 스탠딩칼라이고 허리아래쪽 절

개선은 왼쪽 자락이 오른쪽 자락을 덮는데 무릎길이

를 조금 넘는 정도의 길이이다.

Ⅲ. 박물관 소장 유물의 상의 분석
현재 국내 박물관에 소장중인 대례복 유물 중 자수

의 변화와 관계없이 1900년 제식의 유물은 7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6점을 참고하였

으며 유물의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유물의 제작처는 선행연구에서 발표된 바를 참고

할 때 <그림 5>10) 민철훈 대례복은 프랑스에서 제작

되었고, <그림 7>11) 고려대 박물관 대례복, <그림

9>12) 윤치호 대례복, <그림 10>13) 김봉선 대례복은

러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6>14) 박

기종 대례복은 전시된 상태로 조사하여 제작지 정보

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림 8>15) 국립민속박물관 대

례복은 조사하지 못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16) 겉감

의 재질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심흑감라사인데 육

안으로 볼 때 흑라사, 즉 검은색 모직으로 보인다.

안감은 민철훈 대례복과 고려대 박물관 대례복은 흑

견으로, 그 외는 백견으로 제작되었다. 칼라와 소매

의 커프스는 연청색 라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유물별

로 각기 다른 톤의 푸른색 라사가 사용되었다. 포켓

의 경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민철훈 대

례복과 고려대 박물관 대례복의 포켓은 겉감과 같은

흑라사로, 나머지는 연청색 라사로 제작되었다.

유물의 대략적인 치수는 <표 2>와 같다. 유물에서

치수를 잴 때 피겨나 마네킹에 착장되어 있는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사정이 달라서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치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구성



服飾 第63卷 6號

- 60 -

유물명 민철훈 대례복 박기종 대례복
고려대 박물관

대례복

국립민속박물관

대례복
윤치호 대례복 김봉선 대례복

기초

자료

제식 1900년 규정 제식 1905년 正誤 제식

관직 칙임관1등 칙임관2등 주임관 주임관 칙임관2등 주임관

소장처 한국자수박물관 부산박물관 고려대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연세대 박물관 광주민속박물관

제작처 프랑스 미상 러시아 확인 못함 러시아 러시아

재질

관련

자료

겉감 흑라사 흑라사 흑라사 흑라사 흑라사 흑라사

칼라
심청색 라사

연청색 라사
심청색 라사

연청색 라사 연청색 라사 연청색 라사커프스

포켓 흑라사 흑라사

안감 흑견 백견 흑견 백견 백견 백견

패턴제

작관련

자료

등솔 있음 없음 없음

확인 못함

없음 없음

등너비

(2a)
34.8 36.5 35 34.8 ?

등길이

(b)
44 45 41.2 49 45.5

치마길이(d) 42.3 55 43.5 44 50

칼라너비(f) 7.5 6.8 7.3 7 5.5

앞중심길이(e) 37.5 45.5 38.5 47.5 ?

유물

사진과

출처

사진

<그림 5>

민철훈 대례복

<그림 6>

박기종 대례복

<그림 7> 고려대

박물관 대례복

<그림 8> 국립민속

박물관 대례복

<그림 9>

윤치호 대례복

<그림 10>

김봉선 대례복

출처
- 대한제국

남성예복, p. 53

- 上京日記, p. 24 - 연구자 촬영 - 모자와 신발

특별전, p. 106

- 연구자 촬영 - 연구자 촬영

<표 2> 국내 박물관 소장 대례복 유물에 대한 기초 자료

선을 중심으로 치수를 측정하였다. 등길이, 치마길이,

앞길이 등 길이 항목은 착용자의 키 차이에 따라 달

라지는 것으로, 박기종 대례복이 큰 편이었고, 고려

대 박물관 대례복이 작았다. 뒷길 패턴을 결정짓는

등너비는 대략 34~37cm 사이였다. 등솔기는 프랑스

에서 제작된 민철훈 대례복에는 있었지만 민속박물

관 주임관 대례복을 제외하고 확인한 대례복 유물에

는 모두 등솔이 없이 골선으로 제작되었다. 칼라 너

비는 칼라 뒤 중심의 너비가 7cm 정도 내외로 매우

넓었다. <그림 11>17)은 <표 2>에서 제시한 치수의 기

준선을 표시한 도식이다.

<그림 11> 유물 치수의 기준선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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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프록코트, 연미복, 모닝코트

- 近代 洋裝: 日本·西洋, p. 12

<그림 13> 19세기

후반 연미복

- The Victorian

Tailor, p. 102

<그림 14> 19세기 후반

연미복 뒷모습

- Men’s Garments

1830-1900, p. 29

<그림 15> 19세기 후반 연미복

상의 패턴

- The Victorian Tailor, p. 83

<그림 16> 19세기 후반

테일코트 제도법

- The Victorian Tailor, p. 102

Ⅳ. 1900년 전후 서양 연미복 패턴과
일본 대례복 패턴 분석

1. 1900년 전후 서양 연미복 패턴
1) 서양 남성 테일 코트의 전반적인 형태

서양 남성예복인 프록코트(froc coat), 연미복(swa-

llowtail coat), 모닝코트(morning coat) 등은 앞길 구

성방법의 차이가 있었지만, 테일러드 칼라가 달려 있

고, 뒷길에 달린 치마의 중심선이 갈라져 있는 tail이

있다는 특성이 같아서 이들을 통칭하여 테일코트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1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

록코트는 앞길의 여밈이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의 형태이고, 연미복은 앞 허리선에서 직선

으로 절개된 후 수직선으로 치맛자락까지 연결되며,

모닝코트는 앞 중심선으로부터 곡선으로 절개되면서

치맛자락까지 이어진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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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Men’s Garments 1830-1900의 19세기 후반 연미복 바디스,

슬리브 제도법

- Men’s Garments 1830-1900, pp. 30-35

대례복은 연미복 형태이므로 1900년을 전후한 시기

서양의 연미복 패턴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13>19)은 19세기 후반 연미복의 일반적인 형

태를 그린 그림이고, <그림 14>20)는 그 뒷모습의 구성

선을 표현한 것이다. 앞길의 특징은 테일러드 칼라가

달려 있고 완전히 여며지지 않아서 안에 착용하는 조

끼가 보이게 되어 있다. 구성적인 특징이 뒷길에서 확

실하게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어깨선, 옆선, 프린세

스 라인 등의 구성선들이 뒷쪽에 형성되어 있었다. 치

마에는 뒤허리선 아래 중심선에 트임이 있는데 왼쪽

자락이 겉쪽에서 오른쪽을 덮도록 구성되었다.

2) The Victorian Tailor의 연미복 패턴
<그림 14>와 같은 구성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앞

길의 어깨선과 옆선이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넓

어지고 뒷길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야 한다. 이러한 구

성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림 15>21)는 The Vic-
torian Tailor에서 소개하고 있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테일 코트의 상의 패턴이다. 또한 <그림

16>22)은 같은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패턴 제도법이다.

<그림 15>와 <그림 16>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뒷길의 어깨선 경사가 매우 크고 프린세스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곡선적이다. 둘째, 사

이드 바디(side body)는 뒷길의 일부로 구성된다. 셋

째, 앞길 어깨선의 경사는 뒷길에 비하면 덜 기울어

져 있으며 옆선도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도록 전반적

으로 앞길이 더 넓게 제도되고 있다. 넷째, 앞길 어

깨끝점이 옆선의 진동끝점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나

가 있다. 앞 중심선에 Dia.3에 해당하는 덧대는 부분

이 있고 목둘레에서 덧대는 부분까지 테일러드 칼라

가 달린다. 상의의 길이는 실제의 허리선보다 아래로

내려와서 현대의 연미복보다 긴 편이다.

3) Men’s Garments 1830-1900의 연미복 제도법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남성 연미복을 제

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미국에서 출판된 Men’s
Garments 1830-1900의 패턴제도법을 참고하면 <그림
17>23)과 같다. <그림 17>에서 제시한 패턴 제도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요치수는 키, 등길이, 총길이, 등너비/2, 소

매길이, 가슴둘레이다. 둘째, 뒷길의 기준선 중 가로

선은 등너비/2+1로, 현재의 B/4+여유분보다 좁다.

바디스의 길이는 등길이+2이다. 총길이는 키 176일

때 100㎝로 잡는다. 셋째, 프린세스라인이 뒷길에 들

어가면서 사이드 바디가 구성된다. 사이드 바디는 패



대한제국기 문관 대례복 제작에 관한 연구

- 63 -

턴이 완성된 후 사실상 뒷길에 부속될 정도로 작다.

넷째, 앞길에는 앞중심선쪽에 덧단이 달리고 테일러

드 칼라가 위치한다. 앞길의 어깨선은 뒷길의 어깨선

보다 1㎝ 더 길다. 옆선은 뒤로 넘어가도록 앞길이

뒷길과 사이드바디를 합한 너비보다 넓다. 다섯째,

바디스와 치마가 달릴 때 뒤허리선은 등길이보다 2

㎝ 길고, 옆선은 둥글게 휘면서 위로 올라간다. 앞허

리선은 실제의 허리선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오는데

현재의 연미복이 커머번드를 허리에 두르고 허리선

위로 올라가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앞길 도련선이 긴

편이다. 여섯째, 소매는 팔꿈치에서부터 앞쪽으로 많

이 굽도록 제도되는데 수직선으로부터 7.5㎝ 정도 나

가는 점에 바깥소매 끝점을 잡는다.

이상의 제도법은 문관대례복 패턴을 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뒷길,

사이드바디, 소매의 제도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

고, 앞길은 칼라, 앞중심선, 도련선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깨선만 참고할 수 있다.

2. 1900년대 일본 대례복 패턴
1) 洋服裁縫敎科書의 대례복 제작법
일본은 1872년(明治5)에 문관대례복을 제정하였다.

明治期에 발간된 일본의 재봉서에는 대례복의 패턴

과 함께 구성 관련 서술이 간혹 등장한다. 이 중 洋
服裁縫敎科書는 衣服改良會에서 1903년에 편찬한

明治期 양복 제작법이 수록된 교과서로 현대적 개념

으로 보면 서양 의복구성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

에서 대례복 제작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의역하

면 <사료 2>와 같다.

<사료 2>

대례복의 등은 프록코트의 등과 같이 재단하고 겨

드랑이 아래도 또 다른 것이 없다. 몸판은 상부는 프

록코트와 다른 곳이 없지만 아래는 조금 다르다. 그

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앞 아래를 1촌 4분 내리고,

아래 폭은 4촌 5분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다. 치마 자

락의 길이는 등의 길이와 같이 한다. 치맛자락은 몸

판에 합해서 마름질한다. 치맛자락의 자락 폭은 4촌

5분이 될 것. 상의에는 단추를 9개 붙일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개폐는 후크로 할

것. 후크는 칼라 붙이는 곳으로부터 5촌 5분, 즉 전

장의 반 정도로부터 아래에 5개 붙이는 것으로 할

것. 칼라는 폭 1촌 3분 정도로 함. 대례복을 만들 때

에 무엇보다도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상의를 늦추

는(弛) 데 있어서 (여유분을) 가감하는 데 있다. 전

반적으로 대례복은 많이 늦추도록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유가 정도를 넘어서 주름을 생

성할 정도가 되면 보기에 나쁘다. 아래는 대례복을

그린 원형이다.24)

<그림 18> 양복재봉교과서의 대례복

패턴

- 洋服裁縫敎科書, p. 124

<사료 2>를 통해 대례복 패턴 제작에 참고가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례복의 뒷길은 프록코트의 뒷길과 같다.

둘째, 앞길 몸판 아래를 1촌 4분 내리고, 치마와 연결

되는 폭은 4촌 5분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다. 셋째, 치

맛자락의 길이는 등길이와 같은 치수로 한다. 치맛자

락의 폭은 4촌 5분이 되는 것이 통례이다. 넷째, 칼라

의 폭은 가운데가 1촌 3분정도인 것이 좋다. 다섯째,

상의에 9개의 장식 단추를 붙이고 5개의 후크를 단

다. 여섯째, 상의 여유분의 가감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 18>25)의 패턴은

1 앞, 2 사이드바디, 3 등, 4 치마, 5 칼라이다. 이 패

턴은 앞에서 살펴본 Men’s Garments 1830-19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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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洋服裁斷述의 대례복 패턴

제도 도식

- 洋服裁斷述, p. 13

연미복 패턴과 뒷길, 사이드바디는 같고, 앞길과 칼

라는 현재 남아있는 대례복 유물과 같은 패턴이므로

대례복 패턴을 제작할 때 <그림 18>과 비슷할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앞길 중심선이 휜 정도, 앞

길에 치마가 연결되는 형태는 대례복 제작에 참고가

많이 될 수 있다.

2) 洋服裁斷述의 대례복 패턴 제도법
1915년에 발간된 洋服裁斷述에 실린 대례복 패

턴은 그림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제도법 일부가 설명과 함께 나와 있기 때문

에 패턴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남아 있는 설명에는 없지만 <그림 19>26)의

패턴에 기준선으로 활용된 선을 분석해보면 뒷길과

사이드바디를 합친 폭이 앞목 중심점의 칼라 시작점

까지의 폭과 같다. 이를 역으로 추측해 보면 등너비

/2, 혹은 진동사이너비가/2를 기준으로 전체 폭을 결

정한 다음, 앞길에서 배가 나온 분량만큼 더하여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뒷길에 등솔기가 있다. 둘째, 앞 뒤 어깨 경

사를 결정하는 선에 대해 설명을 참고하면 斜尺이라

는 특수한 자를 활용하여 정하였는데 현대 서양의복

패턴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는

더 자세한 기초자료가 발굴되어야 해석이 가능할 것

으로 여겨진다. 셋째, 앞중심선은 전체 길이의 중간

정도까지 직선으로 올라가다가 칼라까지 사선으로

이어진다. 넷째, 앞길의 도련은 허리선으로부터 약

5cm 정도 아래로 내려와서 비스듬하게 치마까지 연

결되고 옆선은 허리선 높이에서 정해진다. 다섯째,

치마에 주머니가 달리는 부분 아래에 다아트가 2개

씩 들어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 패턴의 앞길, 칼라, 치마의 제도방

법은 다른 참고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부

분이다. 따라서 대례복 앞길 패턴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본 복식학계 연구 논문의 대례복 패턴

일본 복식학계에서 篠崎文子는 ‘紳士服の形態硏究-

文官大礼服の仕立に関する一考察’에서 한 벌의 대례

복 유물에 대해 전사지로 전체 모양을 떠내어 패턴

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례복의 형태를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대례복의 패턴뿐만 아니라 봉제과정

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다. 篠崎文子가 최종적으로

제작한 패턴은 <그림 20>27)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와 같이 뒷길 어깨선의 경사가 앞길 어깨선보다 크

고 앞길이 넓어서 앞길의 어깨선과 옆선이 뒷길로

넘어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뒷길에는 등솔기가 있어

서 뒤 허리중심에서도 다아트와 같은 분량이 잡히도

록 구성되었다.

篠崎文子의 대례복은 배 둘레가 상당히 넓은 형태

로, 앞 중심선뿐만 아니라 옆선도 더 넓혀져 있는 형

태를 띠고 있다. 이는 패턴제작에 활용한 유물이 가

진 특징으로 생각된다.

서양의 연미복 패턴과 일본의 대례복 패턴에서와

같이 실재 유물의 허리선은 옆선에서 둥글게 휘어져

올라가 있다. 앞중심선은 앞목점에서 V네크라인을

형성하도록 경사가 있고 6번째 단추부터 경사가 완

만하게 내려오도록 제도되었다. 바디스와 치마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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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篠崎文子의 대례복 패턴

- 紳士服の形態硏究-文官大礼服の仕立に
関する一考察, p. 147

<그림 21> 박물관 유물 도식화 유형1

- 연구자 작성

<그림 22> 박물관 유물 도식화 유형2

- 연구자 작성

결되는 부분에 바디스에 다아트가 하나 형성되어 있

고 치마의 포켓 속에도 다아트가 하나 들어있다.

Ⅴ. 대례복 상의 제작을 위한 실험
패턴 제도

1. 유물 치수를 바탕으로 한 문관 대례복
상의의 도식화

본 연구에서 패턴을 제작하기에 앞서 치수의 비례

에 맞추어 도식화를 그려서 패턴에 대해 이해를 돕

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도식화는 다음 <그림 21>,

<그림 22>와 같다.

<그림 21>28)은 민철훈 대례복의 도식화이다. 이

대례복은 다른 대례복과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특

징이 있다. 첫째는 앞길 도련 쪽에 다아트가 있고 그

다아트에서 연결된 선이 치마로 이어진다는 점, 둘째

는 등솔이 있어서 치마까지 한 패널로 연결되는 점,

셋째는 단추가 오른쪽 길에 달려 있는 점이다. 이러

한 차이는 민철훈 대례복이 국내에 남아있는 대례복

중 유일하게 프랑스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의 제작 기법이 반영되어 생긴 특징으로 생각된다.

<그림 22>29)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대례복의 도식

화이다. 이 대례복은 착용자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유물이지만 러시아에서 제작한 것이 가장 확실

하다. 도식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그림 21>

과 달리 앞길에는 다아트가 없고, 앞길의 도련선과

치마가 연결되는 부분이 사선으로 달리는데 이 선이

일종의 다아트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대

례복 패턴은 뒷길에 뒷중심선이 없이 골선으로 마

름질되어 있고 앞길의 왼쪽에 단추가 달려 있다.

<그림 22>의 도식화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유물로

는 박기종 대례복, 윤치호 대례복, 김봉선 대례복이

있다. 현재 윤치호 대례복, 김봉선 대례복도 러시아

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이 러시아 제작 대례복의 특징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박기종 대례복 역시 러시아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실험 패턴 제작
지금까지 참고로 살펴본 The Victorian Tailor의

테일 코트 패턴, Men’s Garments 1830-1900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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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 패턴, 일본 재봉 교과서의 대례복 패턴, 일본

학계의 논문 등을 모두 종합하고 현재 박물관에 소

장되어 있는 대례복의 치수를 참고하여 대례복 상의

의 실험 패턴을 제작하였다.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된 유물은 조사

시간, 박물관마다 유물의 조사환경 등에 따라 치수를

많이 잰 유물도 있고 적게 잰 유물도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표 1>에서 제시한 치수 외에 세부치수가 가장

많은 유물을 중심으로 패턴제작에 참고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경우에 따라 치수가 부정확하다고 여겨질

때는 비슷한 크기의 유물 치수를 함께 참고하였다.

1) 패턴 제도의 기본 방향, 기준선 설정

패턴 제도는 Men’s Garments 1830-1900의 연미
복 패턴 뒷길과 일본 대례복 패턴 앞길을 조합하고

치수는 박물관 유물로부터 나온 것을 대입하는 형식

으로 진행하였다. 기준선 중 가로 폭의 설정은 패턴

책의 연미복 뒷길의 기준선이 등너비/2라는 것에 착

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패턴의 기준선을 등너비/2로

파악하되 유물의 뒤길에서 양쪽 어깨 끝점간의 너비

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폭을 앞길의 칼라 끝점까지

적용하고 앞길에서 배 부분은 일본 패턴책에서 제시

한대로 더해주되 유물에서 잰 치수정도를 더 나가도

록 하였다. 등길이, 치마길이는 유물의 치수를 대입

하여 결정하였다.

2) 뒷길, 사이드바디

1900년대 연미복의 형태와 같이 어깨선과 옆선은

뒷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프린세스라인도 뒷길

에만 두었다. 등솔기는 없는 유물이 더 많기 때문에

골선으로 제도하였고, 허리에 라인을 넣고 치마의 왼

쪽 자락이 오른쪽을 2cm 덮도록 하였다.

사이드바디는 뒷길에 포함된 패널로 제도하였고

유물에서 측정된 치수에 최대한 가깝도록 제도하였

다. 유물의 허리라인을 살펴보면 뒤길 허리선은 수평

이지만 옆선으로 연결되는 선은 3cm 정도 위로 올라

가 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사이드바디의 허리

선이 위로 올라가도록 제도하였다.

3) 앞길, 칼라, 소매

앞길은 다아트와 같은 구성선 없이 제도하였다. 앞

길의 길이는 유물에서 칼라 끝점에서부터 도련 시작

점까지 잰 길이가 되도록 반영하였고, 앞길의 폭은 기

준선으로부터 8cm 정도 중심쪽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문관대례복 제식에서 수금으로 규정된 칼라는 길

쭉한 반달 모양의 스탠딩 칼라로, 여몄을 때 앞가슴

쪽에서 V네크라인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소매는 Men’s Garments 1830-1900을 참고하여

제도하였다. 유물의 치수를 반영하였고 이중소매의

형태로 팔꿈치부터 앞쪽으로 다소 휘어 있는 형태로

제도하였다.

4) 치마

치마폭과 길이는 유물의 치수대로 제도하였다. 유

물에서 앞길 도련과 치마의 연결 부분은 5cm 정도의

사선형태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도하였다. 치마의

경우 넓은 포켓이 좌우 양쪽에 달리게 되는데 그 안

에 다아트가 들어 있다. 일본 대례복 패턴 제도 도식

에는 다아트가 두 개 들어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일

본 대례복 논문에서는 다아트가 하나 들어 있다. 다

아트의 개수보다는 치마의 입체적 형태를 형성하기

위해 다아트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아트를 두 개로 나누어 넣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용 패턴을 제도하

여 여러 번의 착장 실험을 통해 맞음새가 좋아지도

록 패턴을 수정하여 대례복 패턴을 제작하였다.<그

림 23>30) <그림 24>31)는 광목으로 간단한 실험용

대례복 상의를 제작하여 촬영한 것이다. 사진 촬영

시 안쪽의 구성선에 라인테이프로 봉제선을 표시하

였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서구식 대례복의 재현을 위한 기초연구

로서 상의 패턴 제작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대상

은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 형태 중 최초 제정된 상의

로 하였고, 문헌연구로 칙령에 대한 분석, 서양 연미

복 패턴, 일본 대례복 패턴에 대해 분석하고,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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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대례복 실험 패턴

- 연구자 제작 패턴

<그림 24> 광목으로 제작한 실험용 대례복

- 연구자 촬영

에 소장된 유물 상의의 치수를 참고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실험 패턴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 제식에서 형태적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질의 색과 종

류, 각 등급별로 부가될 무궁화의 개수, 橫紋金線의

너비, 단추의 크기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작에 대한 규정이 소략하여 연미복 형태인 대례복

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한 상황에서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기에 대례복을 착용

하고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앞길은 허리선 보

다 아래에 수평으로 잘려서 치마까지 사선으로 연결

되고 뒷길의 길이는 무릎길이보다 조금 길었다. 칼라

의 형태는 대례복마다 조금씩 달라서 제작하는 곳에

따라 패턴이 조금씩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현재 박물관에 소장중인 6점의 대례복 유물

중 다섯 점을 조사한 결과 어깨선과 옆선이 뒷길 쪽

으로 넘어가 있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연미복 형태이다. 유물의 등너비는 34cm에서 37cm

정도였고 길이는 85cm에서 100cm 정도로 착용자의

키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서양에서 출간된 연미복 패턴, 일본의 대례

복 패턴을 분석한 결과 1900년을 전후한 시기 서양

의 테일코트는 어깨선, 옆선, 프린세스 라인 등의 구

성선들이 뒷길에 형성되도록 제작되었다. 대례복 패

턴과는 앞길에서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인 연미복의

경우 테일러드 칼라가 달려 있다. 1900년대 발간된

일본의 양복 패턴 서적에 제시된 대례복 패턴 제도

법은 앞길, 뒷길의 기준선 설정에서 현대의 패턴 제

도법과 차이가 있었다.

넷째, Men’s Garments 1830-1900의 연미복 패

턴과 일본 대례복 패턴의 제도법을 참고로 하고 치

수를 가장 많이 잰 유물의 수치를 대입하여 몇 차례

의 제작 실험을 통해 대례복 패턴을 제작하였다. 실

험 패턴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뒷길의 품은 유물의 양쪽 어깨 끝점간의 너비

를 기준으로 삼았다. 앞길은 뒷길 품에 배 부분만큼

나간 치수를 더해 주었다. 1900년대 연미복의 형태와

같이 어깨선과 옆선은 뒷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프린세스라인도 뒷길에만 두었다. 앞길에는 다아트를

두지 않고 치마와 연결되는 부분을 유물과 같이 5㎝

정도의 사선으로 구성하였다. 문관대례복 제식에서

竪襟으로 규정된 칼라는 길쭉한 반달 모양의 스탠딩

칼라로, 여몄을 때 앞가슴 쪽에서 V네크라인을 형성

하도록 하였다. 소매는 이중소매로 팔꿈치부터 앞쪽

으로 다소 휘어 있는 형태를 띠도록 하였다. 포켓이

달리는 부분 아래 치마쪽으로 다아트 2개를 나누어

넣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문관 대례복 상의 패턴 연구

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먼저 박물관에 소

장된 유물의 패턴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유물

조사가 더욱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박물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례복은 1900년 전후의

서양 남성복이므로 근대 서양 남성복 유물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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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도하기 위해 서양 의복 구성 전공자와의 협업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유물은 금몰 자

수를 하고 입체적인 테일러링(tailoring)이 완료된 상

태이므로 자수와 봉제까지 유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유물들은 제작처가 러시아, 프랑스와 같이 각각 다르

지만 패턴의 경우는 구성선이 대동소이하였다. 그러

나 제작자에 따라 안감의 색, 포켓의 색, 자수의 기

법 등 구체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대례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유물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참고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참

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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