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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focuses on Korea’s traditional-style soryebok, in terms of its foundation, progression, 
and structural feature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here include literature analyses of rele-
vant laws and an official daily gazette, and practical analyses of artifacts and photographic 
documents. Especially, the artifacts of heukdannyeong(black uniform for officials with a round 
neck) in the form of chaksu(tight sleeves) were examined, which was regulated as soryebok in 
Eulmiuijegaehyeok. The term “soryebok” firstly appeared in 使和記略(Sahwagiryak) written by 
Park Yeong-hyo, a foreign envoy to Japan, in 1882. Emperor's invitation written in the book 
asked him to wear daeryebok at the ritual and soryebok to the banquet. Soryebok was not adopt-
ed in Gapshinuijegaehyeok in 1884. However, several illustrated documents of the modern ban-
quets at that time reveal that sabok, which was included in the 1884 reform, was used as 
soryebok. According to the Gapouijegaehyeok in December 1894, courtiers were required to wear 
heukdannyeong as daeryebok, and add juui(topcoat) and dapho(sleeveless coat) as tongsangyebok 
when they visited the royal palace. In Joseon's first daeryebok system, the term "tongsangyebok" 
that had been used in Japan was employed before soryebok was used. According to 
Eulmiuijegaehyeok in August 1895, the term “soryebok” originated from a costume ritual for 
courtiers of the Joseon Dynasty. Soryebok featured heokbannyeong chaksupo, samo (winged hat 
for officials), sokdae(belt), and hwaja (shoes for officials). There are around 24 artifact pieces of 
heukdannyeong in the form of chaksu(tight sleeves) in the following locations: garments of Prince 
Heungwangun and Wansungun, the court artifacts, Korea University Museum, Yun Ung-ryeol’s 
family housed at Yonsei University, and Kyungwoon Museum. Artifacts have mu(godet) pulled 
back and a topcoat-like triangular mu. In conclusion, heukdannyeong, traditional-style soryebok 
ha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modern dress because streamlined traditional clothes and newly 
introduced Western dress system were able to be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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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례복은 19세기 후반 서양과 서양화된 일본을 향

해 개항한 조선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이다. 새로운

의제개혁은 서세동점의 위기에 직면한 조선이 서양

주도의 외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복식

제도를 개혁하여 '대례복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

자로 하고 있다. 대례복 체계는 대례복, 소례복, 통상

복의 착용 상황을 각각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복

식을 정한 것이다. 대략적으로 서술하면 국서 전달식

과 같이 황제를 접견하는 상황에서 착용하는 대례복,

각국의 외교관이 참석하는 근대식 연회에서 착용하

는 소례복,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통상복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1)

대례복 체계의 확립이라는 새로운 의제개혁에서

소례복은 형태적으로 전통식에서 서구식으로 바뀌었

고2) 서구식의 경우 연미복으로만 정해졌던 것으로부

터 연미복과 프록코트로 분화되어 착용상황도 구체

적이고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독립된 주권국

가 이미지를 전체복식에 자수함으로써 국가 상징성

을 강하게 드러내는 확정적 의미로 초기부터 확실하

게 자리잡은 대례복과는 차이가 나는 도입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례복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관원들이 황제를 알현하는 상황에서 착용

하는 대례복과 일상적인 직무시에 착용하는 통상복

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남성 예복 정도로 그 정체

성이 이해될 수 있다. 서양에서는 남성 예복의 착용

이 관습적인 매너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별되었지만

개항 이후의 조선에서는 새로운 서양의 예법에 대응

하는 복식을 정할 필요에서 제복의 개념으로 받아들

였고 그 과정에서 일련의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복식사 연구에서는 대례복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지만, 소례복에 대한 연구

는 단일 주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비교적

이른 시기에 김미자의 연구에서3) 대례복과 함께 고

찰된 이래 복식사 개설서에 개항기 의제개혁의 내용

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4)

본 연구는 지금까지 대례복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졌던 소례복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특히 소례복의 중요한 착용상황인 근대식 연회와 관

련지어 성립과정, 형태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였는데 먼저 전통식 소례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구식 소례복의 경우는 형태적 특징보다는 서양과

일본의 경우와 함께 고찰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

에 따로 다룰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은 관련 법령을

고찰하는 문헌 연구, 유물, 사진자료를 고찰하는 실증

연구이다. 유물로는 1895년 을미의제개혁에서 소례복

으로 규정한 착수 형태의 흑단령을 중심으로 정리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전통식 소례복의 변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둘째, 산재되어 있는 소례복 유물

을 정리해 봄으로써 개항기 각종 행사에 착용한 소례

복을 고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대한제국 성립 이전 전통식
소례복의 성립과 변천

1. 수신사 박영효의 서구식 소례복 경험
개항 이후 소례복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

하는 조선의 문헌은 1882년 수신사 박영효(朴泳孝)의

사화기략(使和記略)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가 있지만5), 소례복 경험이

처음 이루어진 사건으로 중요하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영효는 수신사 복명중이었던 11

월 3일 일본 천황의 천장절(天長節: 생일)에 즈음하

여 천황에 대한 접견례(接見禮)와 외무경 저택에서의

야회(夜會)에 대한 초대장을 받았다.6)

“오는 11월 3일 천장절에 시모노세키의 외무경 관

택에서 야회를 개최하오니 오후 9시부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소례복입니다.
명치15년 10월 30일 정상형(井上馨)과 부인

대조선특명전권공사 박영효 각하7)”

위의 인용문과 같이 근대식 연회의 초대장에는 드

레스 코드가 명시되어 있다. 천황 접견례에 착용하도

록 요청받은 복식은 대례복이었고 야회에 착용하도

록 요청받은 복식은 소례복이었다. 당시 일본의 복식

제도에서는 연미복과 실크햇을 통상예복(通常禮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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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박영효가 일본에서 참석한 근대식 연회의

좌차도

- 韓國史料叢書 第九 修信使紀錄 全, p. 237.

으로 명명하여 규정하고 있었다.8) 최근의 연구서를

참조해 볼 때 일본에서 통상예복은 소례복이라는 용

어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9) 초대장을 받으면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하는데 사화기략 에는 야회

초대에 대한 답장을 하였다는 기록만 있고 내용은

실려 있지 않다.10) 천장절날 박영효는 히비야 연병장

에서 천황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접견례에 참석한

후 저녁에 외무경의 야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서양식

연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해 두었다.

“오후 6시에 외무경의 관저에 가니 불놀이[火戲]를

크게 벌였는데 기이하고 교묘함이 형용하기 어려웠
다. 여러 나라의 공사와 일본 조정의 진신(縉神)들
이 모두 가족을 거느리고 와서 모였는데, 주인인

정상형(井上馨)이 그 부인과 영애(令愛)와 더불어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을 맞이하였다. 옷차
림은 모두 양장(洋裝)이었다. 조금 후에 악대가 북

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연주하니 각국의 국기를 정
당(正堂)에 걸었다. 여러 공사들이 아내와 딸의 손
을 서로 바꾸어 이끌고는 빙빙 돌면서 발을 구르며

춤을 추는데 그 태도가 천진난만했으니 일황의 천
장절을 축하하기 때문이었다. 춤이 끝나자 음악도
그쳤다. 서서 음식을 먹는 모임을 베풀어 그 자리

에 온 빈객 5백, 6백 인이 탁자에 둘러서서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음식을 배부르도록 먹으니, 이는
서양의 연회법(宴會法)을 모방한 것이었다. 수행원

도 모두 왔는데,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11)”

인용문을 살펴보면, 서양식 연회를 처음 경험하는

조선 관리의 눈으로 서양식 손님맞이, 신기한 불놀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는 외국 공사들, 악대의 연주,

남녀가 함께 추는 춤, 서서 먹는 음식 등에 대해 자

세하게 묘사하고 있다.12) 또한 박영효는 <그림 1>13)

과 같이 좌석 배치도[賓主序次祝賀之圖]를 기록하여

두었다. <그림 1>은 수신사의 정사인 박영효와 부사

김만식이 일본 외무경 참의(參議) 정상형(井上馨)과

함께 테이블 가운데 앉도록 배치된 것을 볼 수 있

고14), 양쪽 가장자리에 종사관 서광범, 김옥균, 민영

익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사절 외에 자리가 마련된 사람들로는 일본인

관리들과 스페인, 청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벨기에, 러시아로부터 파견된 외국 공사들이 있다.

사화기략에는 참석자의 복식이 모두 양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참석한 조선 사절의 복식도 양장이었을

지 아니면 조선의 전통복식이었을지는 확인되지 않

는다.15) 다만 이들이 근대식 연회에서는 소례복을 착

용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소례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박영효는 1882년 수신사 파견을 통해

서양의 근대식 연회를 일본에서 처음 경험하였는데

그 내용은 먼저 사절을 초대하기 위해 초대장을 발

송하고 이러한 초청에 응하는 답을 하며 착용하는

복식으로는 황제를 접견하는 행사에서는 대례복, 만

찬이나 연회에서는 소례복을 착용하고 테이블 매너

와 연회 절차 등을 서양식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2. 甲申衣制改革의 私服
박영효가 귀국하고 1883년부터 1884년에 걸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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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파견된 보빙사절까지 귀국한 후인 1884년 윤5

월 조선에서는 최초의 의제개혁인 갑신의제개혁이

단행되었다. 최근의 연구를 통해 갑신의제개혁을 주

도한 인물들은 일본과 서양에서 새로운 복식제도를

경험한 이들과 이들을 지원한 국왕 고종이라는 것이

고찰된 바 있다.16)

갑신의제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5월 24일

의 전교에서 관복을 흑단령으로 하되 착수(窄袖)의

형태로 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25일의 전교에서는 도

포(道袍), 직령(直領), 창의(氅衣), 중의(中衣) 등을

겹쳐 입고 광수(廣袖)인 것이 불편하므로 사복(私

服)을 착수의, 전복, 사대로 간편하게 착용하도록 지

시하면서 해당 관청에서 절목을 정하도록 하였다.17)

같은 날 전교에서 착용하던 관복을 반령(盤領)으로

고쳐 만들지는 말고 단지 착수의로만 만들어 착용하

도록 하고 홍단령은 검게 물들여 착용해도 무방하다

고 하였고, 새 옷을 지을 때는 반드시 새로운 양식으

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18)

고종의 지시가 있은 후인 6월 3일 예조에서 사복

변제절목(私服變制節目)을 마련하여 올리자 이를 발

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조(禮曹)에서 사복변제절목을 써서 입계(入啓)

하였다.
1. 사복은 착수의를 귀천을 막론하고 항상 입을 수
있으며, 도포(道袍), 직령(直領), 창의(氅衣), 중

의(中衣) 같은 것은 이제부터 모두 없앤다.
1. 벼슬이 있는 사람은 전복(戰服)을 더 입으며, 서
역재관자(胥役在官者)도 같다. 서리(胥吏)의 단

령(團領)도 없앤다.
1. 유생의 진견(進見)시 제복(齋服), 유건(儒巾), 화
자(靴子)는 구례(舊例)에 따르고 그 외에는 역

시 반령착수(盤領窄袖)를 사용하고 사대(絲帶)
를 맨다. 생원(生員), 진사(進士), 유학(幼學)의
사복 역시 착수의를 착용한다.

1. 서민은 단지 착수의를 착용한다. 시역(厮役)도
같다.

1. 착수의에는 혹 다른 색깔로 연(緣)을 달거나 혹

은 연을 달지 않기도 하여 임의로 편하게 한다.
연의 너비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촌으로 도예
(徒隷)는 연을 달지 못한다.

1. 벼슬이 없는 사람은 기라능단(綺羅綾緞)으로 만
든 옷은 입지 못한다. 관청에 있는 서역도 같다.

1. 대는 광대(廣帶)를 매는데, 걸고리[鎖]와 단추

[釦]를 달아 옷을 묶는다. 대의 제도는 남은 부
분이 주척(周尺)으로 1척을 넘지 못하며, 혹 사
대(絲帶)를 늘어뜨릴 경우에도 주척으로 1척을

넘지 못한다.
1. 문무 당상(文武堂上)은 홍자색(紅紫色) 띠를 매
며, 당하(堂下)는 청록색을, 유생(儒生)은 혁대

(革帶)로 하되 편리한 대로 한다.
1. 입영(笠纓)은 좁게 짠 직물을 쓰되, 사(紗)나 백
(帛) 혹은 구슬로 단단히 매어 늘어진 부분이

없게 한다.
1. 옷고름은 단단하게 매기만 하면 되니 넓고 길게
하지 말며, 혹은 직물[絲紐]이나 금속단추[金

釦] 모두 가능하다.
1. 상복(喪服)을 입는 사람의 상복(常服) 및 조복
(弔服)은 착수백의(窄袖白衣)를 사용하고 백색

의 대를 쓰며, 벼슬이 있는 사람은 담색(淡色)
의 전복(戰服)을 더 입는다. 상복(喪服)을 입는
사람은 혹 마포대(麻布帶)를 매되 길게 늘어뜨

려서는 안 된다.
1.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19)”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복변제절목의 내

용은 크게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항목은 사복이 착수의로 정해졌고 귀천을 막론하고

항상 착용하도록 하며 기존에 착용하던 도포, 직령,

창의, 중의와 같은 포제는 모두 없앤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복 제도의 대요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다섯

개 항목은 벼슬이 있는 사람, 유생, 서민, 벼슬이 없

는 사람 등이 사복을 착용할 때의 차이를 설명한 것

으로 벼슬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전복을 더 입을 수

있도록 하고 벼슬이 없는 사람은 기라능단과 같은

좋은 옷감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사복으로 정

해진 착수의에는 다른 색의 연을 달수도 있는데 연

의 폭은 포백척 1촌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

항목부터는 대, 갓끈[笠纓], 옷고름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대의 남는 부분이 1척을 넘지 못하게

하고 갓끈과 옷고름 역시 늘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열한 번째 항목은 복을 입은 사람의 경우 착수의 백

의를 착용하도록 한 것으로 벼슬이 있는 사람은 담

색의 전복을 더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진한 조

건을 추후에 마련하도록 한다는 마지막 항목을 제외

하고 열 한 개의 항목 모두 새롭게 마련한 사복제도

가 착수의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복식을 간소화하

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갑신의제개혁에서 공복과 사복을 언제 착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오늘날의 개념

으로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관복은 공적인 사무

를 볼 때 착용하고 사복은 사적인 자리에서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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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883년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기념 연회도

-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정동 1900, p. 92

<그림 3> 1888년 외무대신 자택에서 개최된

근대식 연회 장면

- 세밀한 일러스트와 희귀 사진으로 본 근대 조선, p. 52

는 복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갑신의제개혁의 사복이

근대식 복식제도의 소례복과 같은 맥락에 있는 복식

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1894년 갑오개혁시에 통상예복을 착수의에 전복으로

제정하여 갑신의제개혁의 사복을 계승하고 이후 통

상예복은 소례복으로 명칭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둘

째, 갑신의제개혁 이후 조선에서 개최한 근대식 연회

에서 관원들이 사복을 착용하는 변화를 보여주기 때

문이다. <그림 2>20)는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기념 연회도’로 명명된 그림으로, 조선과 일본의 통

상장정 조인식을 기념하기 위해 1883년 7월 25일 안

중식이 그린 것이다.21) 1883년 조선에서 최초로 베풀

어진 근대식 연회 장면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그림에서 참석자는 조선측 관료들, 조선 주재 일

본 공사관 대표와 함께 독일인 묄렌도르프 부부로

추정되고 있다.22) 그림에서 연회에 참석한 조선 관원

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흑단령, 홍단령, 시복 등의 다

양한 관복과 함께 앞쪽으로는 편복포와 군복 차림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관직에 맞는 관복과 편

복을 착용하고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식탁을 둘러싸고 앉은 형태, 식탁위의 상차림 등은

서양식이지만 복식은 전통적인 조선의 관복과 편복

이다.

<그림 3>23)은 1888년 5월 1일 외무대신 조병식의

집에서 개최된 미국 총영사 샤이에롱 접대 연회 장면

을 묘사한 그림이다.24)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는

모습, 식탁 위에 놓인 화병, 개인 접시, 와인잔 등을

보면 서양식 상차림 방식으로 연회를 진행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왼쪽 앞과 오

른쪽 끝에 앉아 있는 서양인들을 제외하고 식탁을 둘

러싸고 앉아 있는 조선인들은 모두 갓을 쓰고 착수의

에 전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갑신

의제개혁에서 규정된 사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에서 관복과 편복이 혼용되었던 것이 <그림

3>의 사복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

해 의제개혁 전후로 조선에서 개최된 근대식 연회의

참석시 옷차림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식 연회에서는 전통적 의례와는 달리 만찬과

공연이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는데25), <그림 4>는

1894년 11월 3일 The Graphic에 실린 삽화로 ‘조

선 국왕의 생일 축하연-영국 장교들을 위해 조선 관

원이 베푼 향연에서 외줄을 타는 광대’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이다. 정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삽화

가 실린 시기 이전의 행사라는 것을 가정해 볼 때

갑신의제개혁이 유효한 시기의 연회로 볼 수 있다.

<그림 4>에서 원본을 일부 확대한 오른쪽 그림을 통

해 전각 내부에서 줄타기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잔을 높이 든 서양 남성과 그 옆의

서양 남성은 프록코트를 착용하고 그 외 조선인 관

리들은 착수의, 전복에 갓을 쓰고 있다. 역시 사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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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선국왕 생일 축하공연과 부분 확대

- 세밀한 일러스트와 희귀 사진으로 본 근대 조선, p. 67

<그림 5> 알렌 초대장

- http://db.history.go.kr

착용한 것이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예를 통해 근대식 연회에서

착용하는 복식은 소례복이다. 따라서 갑신의제개혁

이후 근대식 연회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소례복의

개념으로 착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甲午衣制改革의 通常禮服
1894년 12월에 이루어진 갑오의제개혁에서는 이전

에 규정된 공복과 사복 규정을 대례복과 통상예복으

로 명칭을 달리하여 규정하였다. 칙령으로 발표된 복

식제도에서는 조신의 대례복은 흑단령을 착용하고

진궁시의 통상예복은 주의 답호를 착용하도록 하였

는데 토산의 주포(紬布)로 만들도록 하였다.26) 이 규

정은 다가오는 정조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음해인 1895년 3월 29일에는 공사 예복 중에서

답호를 제외하도록 하고 진궁시에만 모 화 사대를

이용하며 주의는 관과 민이 모두 흑색류를 따르라는

칙령을 내리고27), 내부고시로 흑색 주의가 대군주가

관민을 하나로 보는 성덕에서 기인한 제도임을 강조

하는 포고를 다시 내렸다.28) 이러한 통상예복의 제도

는 성인 관민 중 성인남자에 해당하고 다음달 20일

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29)

갑오의제개혁의 통상예복이라는 명칭은 복식제도

에서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1895년 8월에 발표된 을

미의제개혁에서는 이 명칭이 사라지고 소례복이라는

명칭과 함께 통상복색이 등장한다. 일본의 예로 볼

때 소례복은 통상예복을 대신한 용어이고 통상복색

은 1900년의 문관복장규칙에서 규정한 상복(常服)에

해당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8개월 정도의 기간이었지만 통상예복이라는 명칭

이 효력을 가지고 있을 시기에 이루어진 궁중 연회

에서 통상예복 제도가 유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 바로 조선 정부가 미국 공사 알렌

(H. N. Allen)에게 보낸 초청장이다. <그림 5>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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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초청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궁내대신이 대군주폐하의 명을 봉야 경히 의를
미국서기관 안연귀하(安連貴下)에 치야 아력 본

월 16일 하오 8점종에 궁중 기원연회에 초청홈
개국 504년 7월 10일
통상예복

약실고(若實故)가 유야 진참(進叅)키 난(難)
거든 시복(示覆)시믈 요홈”

위의 초청장에서 기원연회란 기원절 행사와 함께

진행된 근대식 연회를 의미한다. 기원절은 개국기원

절(開國紀元節)을 줄인 용어로, 태조 이성계의 조선

개국을 기리는 경축일이다. 개항 이후 새롭게 제정된

근대적인 국가 행사로 경절(慶節)의 하나였다.31) 알

렌이 받은 초청장에 기록된 개국 504년은 1895년으

로, 이 해 7월 16일에 거행된 개국기원절 기념행사는

조선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개국기원절 행사였다.32)

이 날의 행사에 대해 관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이 실려 있다.

“본월 16일은 개국기원경절이라 경회루에 연음(宴

飮)을 칙양(勅陽)실 하오 3시에 各國 공사가
대례복 대수장으로 폐견 행례고 동부인도 개구
(皆具) 공복(公服)야 진견칭하고 병즉사퇴(倂

卽辭退)얏다가 하오 8시에 통상예복으로 수원
(隨員)가지 일체 부연고 각 칙임관도 승명참회
(承命參會)얏 대가내가준가(大駕內駕濬駕)

게셔 막차에 임어사 진선작약(進膳作樂)시
며 칙어축사(勅語祝詞) 강(降)시니 각공사
각칙임관 외내동부입이 다 답진축사(答進祝詞)

후에 환궁시고 참연제원(參宴諸員)이 동탁입
식(同卓立食)야 극기환희(極其歡喜)고 지12시
에 파귀(罷歸)홈33)”

관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사를 추정해 보면 경회

루에서 고종황제에 대한 접견례가 이루어졌는데 이

때에 각국공사는 대례복에 대수장을 착용하고 그 부

인들은 모두 공복(公服)을 착용하고 행례하고 물러

났다. 이후 밤 8시에 통상예복을 착용하고 연회에 참

석하였는데 여기에는 각국 공사뿐만 아니라 황제의

수행원과 각 칙임관도 참석하였다.

<그림 5>의 초청장 사진과 위에 인용한 관보를 통

해 갑오의제개혁에서 규정한 통상예복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었고 접견례와 연회를 구분하여 착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갑오의제개혁의 내용으로 파악

해 볼 때 당시의 통상예복은 주의에 답호를 착용한

차림이므로 갑신의제개혁의 사복을 계승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에 처음 도입된 대례복 제도에서는

‘소례복’이 아닌 ‘통상예복’이라는 일본 제도에서 규

정된 용어가 먼저 활용되었다. 1895년 7월 16일에 진

행된 개국기원절 연회와 관련하여 이에 앞서 미국

공사 알렌에게 전달된 초청장에 통상예복 착용이 명

시되어 있고, 관보의 기사에서 대군주 접견례에서는

대례복을 착용하고 연회에서는 통상예복을 착용하였

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통상예복 용어의 사용과 복식

의 착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乙未衣制改革의 小禮服
1895년 8월 을미의제개혁의 ‘조신이하 복장식(朝

臣以下 服裝式)’에서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소례복이

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칙령 제1호로 반포된 조신

이하복장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칙령 제1호
짐이 조신이하복장식을 재가야 좌갓치 반포케

노라
一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은 잉구(仍舊)고
一 대례복은 흑단령 사모 품대 화자(黑團領紗帽品

帶靴子) 범어동가시(凡於動駕時)와 경절과 문
안과 예접시에 착용고

一 소례복은 흑반령착수포 사모 속대 화자(黑盤領

搾袖袍紗帽束帶靴子) 대례복시에도 혹용지며
무시진견시에 용지고

一 통상복색은 종편야 주의 답호 사대(周衣褡護

絲帶) 내외관임진시즉무애(內外官任進時則無碍)
며 진견시즉불착(進見時則不着)고 사서복
색도 종편되 광수는 제거고 예복외 무종검

약(務從儉約)라.
개국 504년 8월 10일 봉칙 궁내부대신서리 이범진
(李範晉) 장례원경 조병직(趙秉稷)34)”

위 칙령의 내용에서 소례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

면 소례복은 흑반령착수포(黑盤領搾袖袍), 사모(紗

帽), 속대(束帶), 화자(靴子)로 정해졌고 대례복을

착용해야 할 때에도 착용하고 무시로 진견할 때에

착용하라고 하였다. 대례복과의 차이인 반령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면 조선의 개국 초부터 착용한 것으로

반령착수(盤領窄袖)로만 나타나고 있고 깃의 파임이

적고 좁은 둥근 깃의 포를 의미한다고 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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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과 같은 내용이 일성록에도 실려 있는

데 일성록에서는 ‘사서의 복색 역시 편리함을 따르고

광수를 제거한다’ 다음에 ‘반포일로부터 서울은 20일

근도(近道)는 30일 원도(遠道)는 50일로 정하여 시

행하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다.36)

이 때 통상복으로 규정한 주의(周衣), 답호(褡護),

사대(絲帶)는 갑신의제개혁에서는 사복으로, 갑오의

제개혁에서는 통상예복으로 착용되었던 것이다. 따라

서 1895년 을미의제개혁은 이전의 개혁과 매우 다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예복이 소례복이라는 명

칭으로 바뀌고, 그 내용으로 착수 형태의 흑반령이

처음 등장하였으며, 통상예복이었던 주의, 답호가 통

상복으로 격하되었다.

의제개혁 전체의 흐름을 되짚어 보면 갑신의제개

혁의 공복, 사복이 갑오의제개혁에서는 대례복과 통

상예복으로 계승되었다가 을미의제개혁에서는 통상

예복이 소례복과 통상복으로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 때 소례복이라는 새로운 예복 영역이 생기면

서 복식의 형태도 착수의 흑단령으로 새롭게 고안되

었다. 착수의 흑단령은 갑신의제개혁에서 공복을 규

정할 때 제시된 바가 있었으나 당시 많은 반대에 부

딪혔고 갑신정변의 발생으로 인해 개혁이 중지되었

다가37) 을미의제개혁의 소례복에서 다시 등장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대한제국 성립 초기 전통식
소례복의 계승

1. 대한예전의 소례복
대한제국이 성립한 후인 1898년에 저술된 것으로

전해지는38) 대한예전(大韓禮典)에는 대한제국의

복식제도가 정리되어 있다. 대한예전 권5의 관복도
설에 대례복과 소례복의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대례복

무릇 군신의 관복은 조복으로부터 그 외 사모, 흑
단령이 있어 배하 문안 예접 등의 때에 착용하는
데 금상(今上)이 을미년에 대례복으로 정하였다.

더하여 단령착수포로 만든 것을 소례복으로 부르

고 진견시의 편복으로 삼았다.
(중략)
소례복은 오사모 흑단령 착수포에 품속대를 띈

다.39)”

대한예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종황제가 을미년

(1895)에 사모, 흑단령을 대례복으로 정하여 문안,

예접시에 착용하고, 착수형으로 만든 것은 소례복으

로 삼고 진견시의 편복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한예전에는 오사모, 흑단령, 쌍학, 단학, 쌍호, 단학

의 흉배의 도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소례복의 도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시된 흑단령은 소매가 넓은

것으로 대례복을 표현하고 있다.

2. 1898년과 1899년 외교관 복식제도
전통식 소례복과 관련된 규정은 1898년, 1899년에

재정리되었다. 먼저 1898년 6월 18일의 규정은 외국

에 파견되는 외교관의 복장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과

같다.

“칙령 제20호
출사 각국 외교관 영사관 이하 관원 복장식

제1조 대례복은 유양흑반령착수포 사모 품속대패
수화자(有揚黑盤領窄袖袍紗帽品束帶珮垂靴子) 주찰
 각국에셔 폐견 시에 착용이라．

제2조 소례복은 무양흑반령 착수포 사모 품속대
화자(無揚黑盤領窄袖袍紗帽品束帶靴子) 주찰 각
국에셔 상례(常禮)에 수편착용이라．

제3조 통상복은 각양 의관 대리(各樣衣冠帶履) 공
관에 주재 시와 범상교제(凡常交際)에 수편착용
이라．

광무2년 6월 18일
어압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내부대신 박정양(朴定
陽)40)”

1898년 칙령 제20호에서는 대례복과 소례복 모두

흑반령착수포로 정하고 유양이면 대례복으로, 무양이

면 소례복으로 정하고 있다. 즉 ‘양(楊)’의 유무에 따

라 대례복과 소례복이 나누어질 뿐 더 이상 소매가

광수인지 착수인지로 나누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양(揚)’은 한자사전에서 흉배로 정의되어 있는데41),

남아 있는 유물을 통해 양이 흉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대 소장 착수 단령 유물에는 <그림

6>42)과 같이 흉배가 달려 있는 유물과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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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려대 박물관 소장 흉배가 달린 착수

대례복

- 복식류 명품도록, p. 35

<그림 7> 카를로 로제티

촬영의 착수의 흑단령을

착용한 궁중 관리

- 꼬레아 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 p. 46

<그림 8> 착수의 흑단령을 착용하고

있는 관원들

- http://db.history.go.kr

유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흉배의 유무가 대례복과

소례복을 구분하는 방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99년 8월 3일 고종실록에는 다음과 같

은 기사가 실려 있다.

“조령을 내리기를,

조신들의 복장을 변통하는 일로 지난번에 조칙을
내렸으나 미처 거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타국에
가는 사신들의 복식은 우선 외국의 규례를 참작하

여 개정하라. 조정에 있는 대소 신료들은 소례복을
그대로 착용하며, 조근(朝覲), 참반(參班), 배종(陪
從)할 때에는 단지 품대(品帶)를 더하여 대례복으

로 삼으라.(후략)43)”

위와 같이 실록에는 ‘품대를 더하여’ 대례복으로

착용하라고 한 것을 같은 날의 조칙을 실은 8월 5일

의 관보에는 ‘흉배를 더하여’로 발표하였다.44) 이후

10월 13일의 관보에서 ‘본년 8월 3일 조신복장변통에

대한 조칙 중 조근 참반 배종시 아래에 있는 ‘가식흉

배’ 네 자를 ‘단가품대’ 네 자로 고쳐 쓰도록 함’이라

하여 바로 잡았다.45) 흉배를 가하는 것과 가하지 않

는 것으로 대례복과 소례복을 구별하고 다시 조근

참반 배종시에는 품대의 유무로도 대례복과 소례복

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899년 8월 3일 이후에는 외국에 출강하는 외교관

들의 소례복은 외국 규례를 먼저 참고하여 고칠 수

있도록 하였고 1900년 4월에는 서구식 제도로 바꾸

어 소례복으로는 연미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그림 7>46)은 1902년 11월부터 1903년 5월까지 대

한제국에서 이탈리아 영사를 지낸 카를로 로제티

(Carlo Rossetti)가 남긴 꼬레아 에 꼬레아니(Corea

e Coreani)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으로, 사진의 인물
들은 궁정의 의전관과 황제폐하의 부관으로 소개되

어 있다. 왼쪽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은 사모,

착수의 흑단령, 품대, 화자이다. 사진에서 흉배가 부

착되지 않은 착수의 흑단령을 착용하되 품대를 가한

것을 보아 1899년 규정으로 볼 때 대례복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그림 8>47)의 인물들은 흉배가 달

리지 않았고, 품대가 아닌 속대를 착용하고 있기 때

문에 소례복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48)는 1909년(隆熙3) 11월 17일 개최된 대

한협회 창설 2주년 기념사진이다. 사진에서 양복을

착용한 사람들은 서구식 소례복인 프록코트를 착용

하고 있고 전통 복식을 입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

이 흉배와 대를 가하지 않은 착수의 흑단령을 착용

하고 있다. <그림 10>은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달아 개

량한 착수의 흑단령으로 고려대 박물관에서 소장하

고 있는 유길준의 유품이다. 이 유물은 더욱 간소화

된 전통식 소례복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의 착장법과 <그림 10>의 유물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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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909년 대한협회 2주년 기념사진과 부분 확대

- 우리 사진의 역사를 열다, p. 89

<그림 10> 고려대 박물관 소장

유길준의 개량된 착수 단령

- 복식류 명품도록, p. 37

서구식 소례복을 도입한 이후인 1908년 민간 주도로

진행된 통상예복 공모의 결과물로, 당시 남자예복으

로 채택된 디자인은 짙은 색의 주의단령(周衣團領)

에 대를 생략한 형태였다.49) 그림과 유물을 통해 이

러한 형태 및 착장법이 1908년 이후 서구식 소례복

이 도입된 이후에도 전통식 소례복으로 함께 착용되

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전통식 소례복은 대한

제국 성립 초기인 1898년, 1899년에 외교관 복식 규

정을 통해 계승되었다. 1898년에 소례복은 무양흑반

령착수포(無揚黑盤領窄袖袍), 사모(紗帽), 품속대(品

束帶), 화자(靴子)로, 주재하는 각 나라에서 일반적

인 의례에 편하게 착용하도록 하였다. 1899년에는 외

국에 가는 사신들은 먼저 외국의 규례를 참작하여

개정하고 국내에 있는 대소 신료들은 전통식 소례복

을 그대로 착용하도록 한 이후 1900년 4월에는 서구

식 제도로 바꾸어 연미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정부의

정책이 서구식 소례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바뀐 이후

에도 전통식 소례복은 그 형태를 간소화하여 서구식

과 함께 착용되었다.

Ⅳ. 전통식 소례복 유물
선행연구와 박물관 보고서 등을 통해 전통식 소례

복 중 착수 형태의 흑단령 유물을 정리해 보고자 한

다.50)51) 1898년, 1899년 이후는 흉배와 품대를 더하

여 대례복으로 착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착수 형

태의 흑단령 유물을 정리해 두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흥완군(興完君, 1815-1848)과 완순군(完順君, 1855-

1923) 복식 유물에 착수 단령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유물의 착용자는 생몰년도로 보아 1895년에 발표된

착수 흑단령을 착용할 수 있었던 완순군으로 생각된

다.52) 1983년 발간된 흥완군복식전도록(興完君服飾
展圖錄)에서 도록의 15번 유물부터 22번 유물까지

착수 단령이 8점으로 보이지만 숙명여자대학교 박물

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통해 착수의 흑단령은

6점인 것으로 확인된다.53) <표1>의 유물명에서 번호

와 유물명은 흥완군복식전도록(興完君服飾展圖錄)
에서 소개된 순번과 유물명이다. 사진을 통해 6점의

소례복 단령의 무는 모두 두루마기와 같은 삼각형

무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궁중유물에서 조사된 착수 단령이 12점 있

다. 유물들 중 뒷길고정형 무 형태가 10점, 두루마기

형 무 형태가 2점으로 다른 유물들과는 달리 무의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54) <표 2>의

궁중유물 사진은 도록에 제시되어 있는 대표 유물의

사진이다.

셋째, 고려대 박물관에서 1990년에 발간한 복식
류 명품 도록의 19, 21, 22, 25번에 4점의 착수 단령
이 있다.55) 이 중 사영 김병기 일가옷(思潁 金炳冀一

家옷)인 22번은 자색의 착수 단령으로 흑단령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착수의 흑단령은 3점이다.(<표

2> 고려대 박물관 소장 유물 참조)

넷째, 연세대 박물관 소장 윤웅렬 일가복식 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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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궁중유물 고려대 박물관 소장 유물 윤웅렬 일가 복식
경운박물관

소장 유물

유물

사진

번호 19 21 25 88-19 88-20

수량 12점 3점 2점 1점

사진

출처

조선시대

궁중복식, p.51
복식류 명품 도록, pp. 29-38

2013년 4월 22일 연세대

박물관에서 연구자 촬영

근세복식과

우리 문화,

p. 51

<표 2> 착수 흑단령 유물 정리표

유물명

사진

16 유록색 생수

관복

17 아청색 보문

생수 관복

18 군청색 생수

보문 관복

19 북청색 생수

관복

20 유록색 보문

생수 관복

22 청록색

삼팔주 관복

전면

후면

- 2013.11.20.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으로부터 이미지를 제공받았음.

<표 1> 숙명여자대학교 소장 전통식 소례복 유물

수의 흑단령 소례복이 2점 있다. 연세대 박물관에서

1976년에 발간한 윤웅렬, 이씨부인, 윤치호 유품전
도록에 유물번호 88-19, 88-20으로 보고한 착수 단령

이 이에 해당한다.56) <표 2>의 윤웅렬 일가 복식의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88-19는 유록

색, 88-20은 북청색이다.

다섯째, 경운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착수 흑단령 소

례복 1점이 있다. 경운박물관에서 2003년에 발간한 
근세복식과 우리 문화에 소개된 착수의 흑단령이

이에 해당한다.57)(<표2> 경운박물관 소장 유물 참조)

이상의 착수 흑단령 형태의 소례복은 소매가 통수

혹은 착수라는 공통점이 있고, 조선후기 단령의 일반

적인 형태인 뒤로 젖혀진 무의 형태가 아닌 두루마

기처럼 삼각형 무가 달린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이

중 궁중유물로 전해지는 유물들 중 10점은 뒤로 젖

혀진 무 형태라고 보고되어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대례복 연구의 부속으로 간략

하게 다루어졌던 개항기 복식제도에 나타나는 소례

복에 관심을 두고 그 성립과정, 형태적 특징을 파악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서술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전

통식 소례복과 서구식 소례복을 분리하여 전통식 소

례복을 먼저 고찰하였다. 연구는 소례복과 관련된 관

보와 실록의 기사들을 살펴보는 문헌 연구, 유물, 사

진자료를 통한 실증 연구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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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소례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문헌은

1882년 박영효의 사화기략으로, 그는 천황의 천장

절 접견례 초대와 함께 외무경 저택에서의 야회에

초대받았다. 초대장에는 접견례에 대례복을, 야회에

소례복을 착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조선 사절이

착용한 복식도 양장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이때에 소례복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

인되는 부분이다.

1884년 갑신의제개혁에서는 소례복은 도입되지 않

았다. 그러나 남아 있는 근대식 연회에 대한 삽화 자

료에서 사복인 착수의에 전복을 착용한 조선 관리들

의 모습을 통해 연회에서 사복이 소례복의 개념으로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1894년 12월 갑오제개혁에서는 소례복은 통상예복

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는데 진궁시에 주의 답호

를 착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1895년 7월 16일에 진행

된 개국기원절 행사와 관련한 자료를 통해 통상예복

착용이 실재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95년 8월 을미의제개혁의 조신이하 복장식에서

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소례복이라는 명칭이 등장하

였다. 소례복은 흑반령착수포, 사모, 속대, 화자로 정

해졌고 착용 상황은 대례복을 착용해야 할 때에도

착용하고 무시로 진견할 때에 착용하라고 하였다. 을

미의제개혁을 통해 조선에서 통상예복의 명칭이 소

례복으로 바뀌었고, 통상예복이었던 주의, 답호가 통

상복으로 내려갔으며, 소례복으로는 착수 형태의 흑

반령이 등장하였다. 전통식 소례복은 대한제국 성립

초기인 1898년, 1899년에 외교관 복식에서 재정리되

었다. 1898년 규정에서 소례복은 무양흑반령착수포,

사모, 품속대, 화자로 정해졌고 주재하는 각 나라에

서 일반적인 의례에 편하게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으로부터 대례복과 소례복은 모두 소매가 좁아

지고 흉배의 유무로 구별되었다. 이후 1900년 4월에

는 소례복이 서구식 제도로 바뀌어 연미복을 착용하

는 것으로 규정되었지만 전통식 소례복도 서구식과

함께 착용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유물에 최근 조사

한 유물을 포함하여 착수흑단령의 전통식 소례복 유

물 목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흥완군과 완순

군 복식으로 알려져 있는 유물 중 착수 단령 6점, 궁

중유물로 조사된 착수단령 12점, 고려대 박물관 소장

착수단령 3점, 연세대 박물관 소장 윤웅렬 일가복식

중 착수단령 2점, 경운박물관 소장 착수단령 1점 등

모두 24점이다. 소매가 통수 혹은 착수라는 공통점이

있고 뒤로 젖혀진 무와 함께 두루마기처럼 삼각형

무의 형태로 제작된 유물이 다수 있다.

1900년 4월 문관복장규칙이 발표되면서 전통식 소

례복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지지만 실재로는 서구식과

공존하면서 착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착하는 과정

에 사복→통상예복→소례복으로 용어의 변화가 있었

고, 주의, 답호로부터 착수의 흑단령을 착용하는 것

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는 새로운 복식체계를 도

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이자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착수의 흑단령과 같이 전통복

식의 형태를 간소화하여 새롭게 유입된 제도와 결합

한 과도기적 단계를 고안한 것은 근대 복식사 서술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유물에 대

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

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착수의 흑단령 유물 자료를

보완하고 착수의, 답호에 대한 연구도 사복 혹은 통

상예복이라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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