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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전통적으로 조선은 중국과는 사대관계를, 그 외 다른 나라들과는 교린관계의 서

계적인 국제 관계에 있었다. 복식제도에 있어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복
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조선에서는 천자국인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천자국보다 등
급을 낮춘 제후국의 복식제도가 적용되었다. 조선의 복식제도는 經國大典 을 통
해 성문화되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운용되어 왔다. 

1876년 조선은 서양과 서양화된 일본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
였고, 서양의 복식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전혀 다른 드레스코드를 경험하게 된다. 
서양이 주도하는 새로운 조약관계에서는 독립된 주권국가를 전제로 한 만국공법적 
외교 관계를 지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복식체계와 서양의 복식체계가 충

* 본 연구는 2010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주최한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에 착용된 복식 고증을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 고증자료집 의 37-73면에 실렸다. 이 논문
은 고증자료집에 실려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일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2011년 10월 15일 ‘2011년도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로 발표되었고, 초록은 학술
대회 자료집 123면에 수록되었다. 

**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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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질적인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
짐으로써 새로운 외교의 장에 착용되는 복식 역시 서양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생
긴 것이다.

대한제국의 복식제도는 서구 세계를 향한 개항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즉 대한제국의 복식제도는 1876년 개항 이후 이루어진 복식 제도 
개혁과의 연속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개항 이후 이루어진 복식의 변화는 전
통복식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발표된 甲申衣制改革
(1884년)에서는 公服은 흑단령으로, 私服은 窄袖衣(두루마기)로 공표하였다. 뒤이은 
甲午衣制改革(1894년), 乙未衣制改革(1895년)에서는 문관복에 흑단령을 대례복으로 
하는 과도기적 대례복 제도가 도입되었고,1)1)육군과 경찰의 복식에 서양식 제복이 
도입되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당시 군인과 경찰은 양복을 착용한 것에 비해 황제와 
문관은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황제국 복식체계를 따랐다. 대한제국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大韓禮典 에 황제와 조신의 祭服, 朝服과 함께 皇帝발軍大禮服, 
문관대례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2)2)대한제국 초기 복식제도는 광무개혁의 
지향이었던 舊本新參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舊本은 동아시아 황제국
의 전통적인 복식제도를 따르는 것이고, 新參은 서양의 복식제도를 참작하는 것이
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전통의 황제국 복식체계와 근대적 대례복 체계가 결합
되어 공존하였다가 결과적으로 당대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식으로 개혁의 
진행 방향을 잡아갔다. 

대한제국은 1900년(光武4) 4월 17일에 칙령 제 14호 文官服裝規則과 칙령 제15
호 文官大禮服制式을 발표함으로써 문관의 복식에 서구식 대례복을 도입하였다. 
같은 날 칙령 제13호 勳章條例를 통해 대한제국의 훈장제도도 함께 도입되었다. 
1) 대례복 제도는 일본과 조선이 서양에 대해 개항한 이후 받아들인 복식제도이다. 일본은 1872년(明治5) 

서구식 대례복을 내용으로 하는 문관대례복 제도를 발표하였다. 조선은 1884년 갑오경장 시기에는 흑단
령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식 대례복을,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光武4)에는 서구식 연미복을 내용으로 하
는 서구식 대례복을 발표하였다. 서구식 대례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근대 주권 국가의 이미지를 반
영하는 문양을 전체 복식 항목에 자수하거나 새기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의 전통식 
대례복은 근대적 대례복 제도라는 형식에 전통식 복식이라는 내용이 결합된, 과도기적 개혁의 산물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경미, 2010a 대한제국 1900년(光武4) 문관대례복 제도와 무궁화 문양
의 상징성  복식  60권 3호, 124-126면 ; 이경미, 2010b 일본 메이지기(明治期) 문관대례복의 성립과 
형태적 특징  복식  60권 5호, 72면에서 논의된 바 있다.

2) 大韓禮典  권4 祭服圖說에는 황제 면복, 황후 관복, 황태자 면복, 황태자비 관복, 군신 관복 제도가 수
록되어 있고, 권5 冠服圖說에는 황제의 익선관복, 황포, 황후의 관복, 조신의 조복과 함께 대례복인 흑단
령이 기록되어 있다. 皇帝발軍大禮服은 권5 序例 목록 軍禮에 수록된 명칭이다. 이경미, 2010c 사진에 
나타난 대한제국기 황제의 군복형 양복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5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85-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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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제도의 개혁과 함께 훈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서양식 외
교 관계를 맺는 국가 간에 훈장을 수여하는 관례를 따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3)3)또한 시기에 따라서는 대한제국에서 제작한 기념장을 패용하는 경우도 있
었다. 따라서 대한제국 시기 복식 재현을 위해서는 복식과 함께 훈장과 기념장에 
대한 고증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주관하여 덕수궁 정관헌에서 시연된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 참여자의 복식 고증을 위해 진행되었다.4)4)구체적으로는 행사에 
참여하는 황제, 문관, 육군, 경찰의 복식, 대한제국과 조약을 맺고 있었던 외국으로
부터 파견되어 상주한 외교 사절의 복식, 대상 시기의 훈장과 기념장에 대해 고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례복으로 대표되는 대한제국의 복식제도에 대해 고찰한 다음, 
외국공사 접견례 참여자의 복식 및 훈장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대한제국의 복식제도가 당시 세계 복식의 흐름을 따르고
자 하는 의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둘째, 이러한 복식이 착용되는 
상황을 재현해 봄으로써 의례사, 복식생활사에 기여할 수 있으며, 셋째, 일반 대중
들이 복식을 통해 대한제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대례복으로 대표되는 대한제국의 복식제도
경국대전에 명시된 조선의 복식제도는 朝服, 祭服, 公服, 常服의 관복체계로, 참

석하는 의례의 성격에 따라 어떤 복식을 착용할지가 결정되었다. 이에 비해 大禮
服, 小禮服, 通常禮服으로 구성되는 대례복 제도는 참석하는 의례의 성격과 함께 
상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복식의 종류가 결정되는 체계라고 할 수 있
다.5)5)다시 말해서 참석하는 의례에 황제가 있으면 대례복을 착용하고 황제가 없는 
장소에서 그 외 상관이나 외국 사절과 상접하면 소례복을 착용하며, 일상적인 업
무를 수행할 때에는 通常禮服을 착용하는 체계이다. 
3) 목수현, 2008 한국 근대 전환기 국가 시각 상징물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6-107면.
4) 본 행사를 위한 의식절차에 대한 참고 연구로 김문식, 2011 高宗 皇帝의 외교관 접견 의례 , 일본학연

구  제32집 ; 이정희, 2010 개항기 근대식 궁정연회의 성립과 공연문화사적 의의 ,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이 있다.

5) 이경미, 앞의 논문(2010a),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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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대례복 체계를 처음 접한 것은 1876년 개항이 이루어지기 직전 일본과 
서계문제로 난항을 겪을 때였다. 당시 조선은 華夷論的 시각에 따라 일본이 받아
들인 서양식 예복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6)6)개항이 이루어진 후에
는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 등의 사절단이 해외에서 직접 서
양의 예복 체계를 접하게 되었다. 특히 1882년 특명전권대사이자 수신사인 朴泳孝
는 일본에서의 외교 상황에서 대례복, 통상예복의 착용 상황을 체험한 바 있다.7)7) 
이들 사절들이 해외에서 경험했던 양복에 대한 인식 및 착용은 1884년 조선에서 
이루어진 甲申衣制改革에 영향을 주게 된다.

‘大禮服’ 이라는 명칭이 한국복식사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894년 甲午衣制改革
이다. 문관의 복장을 규정한 칙령 제17호에서 ‘朝臣의 대례복은 흑단령을 쓰고 進
宮時의 통상예복은 周衣, 護로 토산 紬布로 짓는다.’고 규정하였다.8)8)이는 다음해
인 1895년에 더욱 세부적이고 정교하게 다듬어졌는데 ‘궁내부 대신과 조신 이하 
복장식’으로 반포된 복식 규정에서 대례복은 흑단령으로, 소례복은 흑반령으로, 통
상복은 주의로 정해졌다.9)9)이 때 문관 대례복의 착용일도 함께 규정되었다. 문관 
대례복은 모든 動駕時, 경절, 문안 예접시에 착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즉, 대례
복은 대군주폐하와 관련된 행사에서 착용하는 복식이었다. 이에 대해 소례복은 특
별히 예를 갖추지 않고 進見할 경우에 착용하고 통상복은 進見할 때는 착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었다. 궁내부 관원의 대례복은 1900년 규정에서는 문관복장에 포
함되었으나 1906년(光武10) ‘宮內府本府及禮式院禮服規則’으로 분화되었고 그 착용 
상황은 문관과 동일하였다.10)10)

육군복장에서는 1897년(建陽2) 개정된 육군복장규칙에서 正裝과 禮裝에 착용하
는 상의를 大禮衣로 규정한 바 있고,11)11)1906년에는 개정령에서 大禮裝이 규정되었
다.12)12)착용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정장과 대례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1897년
의 정장을 대례장, 혹은 대례복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장의 착용일은 聖節, 
進賀 및 문안시, 動駕時 등으로, 역시 황제가 참석한 전례에서 착용하는 복장이다.

 6) 이경미, 2009 19세기말 서구식 대례복 제도에 대한 조선의 최초 시각 : 書契 접수 문제를 통해  한국
의류학회지  33권 5호. 

 7) 이경미, 2009 갑신의제개혁(1884년) 이전 일본 파견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의 복식 및 복식관  한국의
류학회지  33권 3호.

 8) 國譯承政院日記  고종 31년 갑오(1894, 개국 503년) 12월 16일 戊午.
 9) 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1895) 8월 10일 戊寅.
10) 官報  1906년(光武10) 2월 28일 號外 宮內府本府及禮式院禮服規則.
11) 官報  1897년(建陽2) 5월 18일 詔勅 발軍服裝規則.
12) 官報  1906년(光武10) 5월 25일 勅令 제24호 발軍服裝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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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은 禮裝과 常裝으로 나누어 규정되었다.13)13)예장은 성절, 진하 및 문안시에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복의 예장 역시 문관의 대례복, 육군의 정장과 
같이 대례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례복은 근대에 황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착용되는 최상위
의 복식이었다. 특히 대례복은 외국의 황제를 알현하는 경우에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외교의 장에서 중요시 되었다. 일본은 외교적인 목적을 위해 1872
년의 비교적 빠른 시기에 문관의 복장에 서구식 대례복을 받아들였고,14)14)대한제국
에서도 1900년 이후에는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 제도를 받아들였다. 대한제국의 공
식적인 대례복 제도는 1900년 4월 17일에 제정된 文官服裝規則이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황제를 접견하는 착용 상황이라는 점에서 육군 복장의 正裝과 경찰 
복장의 禮裝 역시 대례복의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
은 대한제국에서 제정한 대례복을 문관, 육군, 경찰의 직분별로 고증하고, 대한제
국에 주재하고 있었던 외교 사절의 대례복을 국가별로 고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외국공사 접견례 참여자 복식 
1) 견례 참여자와 고증에 용된 복식 제도

서구식 복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직의 종류별 복식제도는 최초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복식의 형태
가 달라진다. 따라서 복식제도에서는 고증되는 시기가 중요한 문제이다. 본 행사는 
대한제국에서 마련한 의례의 행사지침서인 禮式章程 을 근거로 진행되었기 때문
에 禮式章程 이 작성된 1902년 6월 이후를 복식 고증의 기준 시기로 삼았다. 

禮式章程 의 ‘皇帝陛下께 特命全權公使 때理公使가 國書를 奉呈 陛見하는 規則’
에는 각국의 공사가 황제께 국서를 봉정하는 절차와 함께 봉정 장면이 <그림 1>
과 같이 도식으로 제시되어 있다.15)15)<그림 1>을 살펴보면, 황제폐하의 수행원으로 
13) 경찰복의 常裝은 1895년(開國504) 4월 19일 칙령 제81호 警務使以下服制에 관한 件으로 官報 에는 4

월 21일에 발표되었다. 禮裝은 1899년(光武3) 3월 18일 칙령 제6호 警務使以下巡檢禮帽禮裝式으로 官
報 에는 1899년 3월 28일에 발표되었다.

14) 이경미, 앞의 논문(2010b),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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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禮式章程 의 

各國公使國書奉呈圖

황제폐하 바로 앞에 원수부총장 2명과 領官 2명
이 좌우에 서고 그 다음을 궁내대신과 외부대신
이 마주보고 서며, 예식원장과 예식원부장이 그 
다음에 서고, 마지막으로 예식원 관원 2명이 좌
우에 선다. 접견례는 황제폐하를 향한 가운데 
길로 외국 공사가 입장하면서 절을 세 번 하고 
국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황제폐하께 국서를 봉정하는 의식에 참
가하는 인물은 <그림 1>과 같이 먼저 황제와 그 수
행원이 있고, 여기에 외국공사와 그 호위병, 영접관원
까지 포함하여 세 그룹으로 구성된다.16)

16)각 그룹의 
구성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禮式章程 에 따른 견례 참가자의 역할과 인원

황제와 그 수행원 공사와 그 호위병 영접관원
역할 인원 역할 인원 역할 인원
황제 1 영국공사 1 궁내부대신 1

원수부총장 2 프랑스공사 1 외부대신 1
어역참리관17)

17) 1 미국공사 1
領官 2 하사 1

예식원장 1 병정 9
예식원부장 1 총순 1
예식원 관원 2 순검 4

가마꾼 4
소계 10 소계 22 소계 2

이 중 하사와 가마꾼은 <표 1>에는 포함되지만, 본 행사에서는 재현되는 동선의 
문제로 인해 고증에서 제외하였다. 접견례 참가자의 관직별 복식 고증에 적용할 
15) 禮式章程  (장서각 도서번호 2-2130) 皇帝陛下께 特命全權公使 때理公使가 國書를 奉呈 陛見하는 規

則, 1-2, 各國公使國書奉呈圖.
16) 禮式章程  위의 자료와 이정희, 앞의 논문, 220면 <부록 5> 의례의 주체를 중심으로 정리한 접견례의 

수행원 참조.
17) 어역참리관은 예식원 관원 중 통역을 담당한 관원으로 주임관에 해당한다. 본 행사에서는 영어 담당자, 

프랑스어 담당자로 고증되었다.



대한제국기 외국공사 접견례의 복식 고증에 관한 연구·145

복식제도를 다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첫째, 황제의 복식은 1897년 고종황
제의 대한제국 선포이후 정리된 大韓禮典 의 황제복식 규정을 적용하였다. 둘째, 
문관은 1900년에 제정된 문관복장규칙을 적용하되 외부대신, 궁내부대신, 예식원장
은 칙임관 1등의 대례복을, 예식원부장·예식원관원은 칙임관 2등의 대례복을 적
용하였고, 어역참리관은 주임관 대례복을 적용하였다. 셋째, 육군에 해당하는 원수
부총장, 영관, 병정의 복식은 1895년에 육군복장규칙으로 최초 제정되지만 1897년
에 개정된 제도를 적용하였다. 또한 원수부총장의 경우는 1899년에 제정된 원수부
소속 무관의 복장 규정도 함께 적용하였다. 넷째, 경찰에 해당하는 총순, 순검의 
복식은 1895년에 경무사 이하 복제로 최초 제정되지만 첨가된 규정인 1899년에 
경무사 이하 예복 규칙을 적용하였다.

<표 2> 견례 참가자의 복식 고증에 용된 복식제도

해당 관직 복식 규정 고증 기준 시기
최초 제정 고증 적용제도

황제 대한예전 1897 1897
칙임관 1등: 외부대신, 궁내부대신, 예식원장
칙임관 2등 : 예식원부장 예식원관원
주임관 : 어역참리관

문관복장규칙 1900 1900

원수부총장(중장), 영관, 병정 육군복장규칙 1895 1897
원수부총장(중장) 원수부소속 

무관의 복장 1899 1899
총순, 순검 경무사 이하 

예복 규칙 1895 1899

2) 황제 복식 고증 

(1) 대한제국 시기 황제의 복식
대한제국기 고종황제의 복식을 살펴보기 위해 대한제국 선포 후 정리된 大韓禮

典 을 살펴보면 전통식 황제 복식, 양복형 대원수 군복의 두 가지 종류의 복식 명
칭이 등장한다. 먼저, 전통식 황제의 복식은 大韓禮典 의 권4 祭服圖說 과 권5 
冠服圖說 에서 정하고 있는데, 12류면 12장복의 면복, 통천관복(원유관복), 익선

관복(黃袍)이 있다.18)18)이 중 황제는 일상적인 집무에 임할 때 익선관에 黃袍(황룡

18) 大韓禮典  권4 祭服圖說, 권5 冠服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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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착용한다.
고종황제가 익선관에 황룡포를 착용한 모습은 <표 3>의 ①,②와 같이 흑백으로 

촬영된 사진, ③,④와 같이 사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어진, ⑤,⑥과 
같이 외국인 화가가 그린 어진 등으로 남아 있다. 어느 경우든 짙은 자주색의 익
선관을 쓰고 붉은 색 직령 위에 황룡포를 착용하며 옥대에 목화를 신고 있는 차림
이다. 이는 전통적인 황제의 常服에 해당하는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3>의 ②는 황룡포 위에 오른쪽 어깨부터 왼쪽 겨드랑이에 걸쳐 金尺大勳章을 패용
하고 있는데 ⑥에서는 반대방향으로 패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02년경에 그
려진 ⑥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 3> 고종황제의 황룡포 착용 어진들19)19)

① 고종황제 사진 1 ② 고종황제 사진 2 
③ 고종황제 어진1

( 채용신作) 

④ 고종황제 어진2

(채용신作) 

⑤ 고종황제

어진3

(휴벗보스作)

⑥ 고종황제 어진4

다음으로, 대원수로서 황제의 서양식 군복은 皇帝발軍大禮服이다.20)20)형태를 확인
하기 위해 고종황제가 양복을 착용한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의 사진들이 
있다. <표 4>의 ①에서 고종황제는 화려하게 장식된 늑골형 군복을 착용하고 있
다. 어깨에는 술이 달린 견장을 달고, 오른쪽 어깨부터 앞 중심까지는 飾緖로 장식
하였으며, 허리에는 飾帶를 두르고 흰색 가죽장갑을 끼고 검을 패용하고 있다. 옆
의 황태자 역시 같은 옷차림인데 袖章으로 황제는 人字形 장식을 11줄, 황태자는 
19) <표 3>의 고종황제 어진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①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

원회, 1998 한국사진역사전 , 연우필름, 50면 ② 국립고궁박물관 편, 2010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 
그라픽네트, 192면. 사진이 끼워진 틀에는 光武9년 在慶運宮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1905년 경운궁
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③, ④ 서울역사박물관 편, 2007 흥선대원군과 운현궁 사람들 , (주)씨
티파트너, 69면, 54면 ⑤ 국립현대미술관 편, 2006 한국미술 100년 1, 한길사, 45면. 이 어진은 1899년
에 제작되었다. ⑥ 국립민속박물관 편, 2002 코리아 스케치 , 신유문화사, 90면. 이 어진은 Joseph de 
la Neziere의 L’Extrême-Orient en Image (1902)에 실려 있어서 1902년경에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같은 그림이 국립고궁박물관 편, 앞의 책(2010), 191면에도 수록되어 있다.

20) 大韓禮典  권5 序例目錄 軍禮 皇帝발軍大禮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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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줄로 장식한 점이 다르다. <표 4>의 ②는 장식정도가 ①보다 적다. 이들 황제의 
양복식 군복은 1899년 원수부 창설 이후 군대를 통수하는 대원수로서의 제복으로, 
①은 대원수 예복이고 ②는 대원수 상복으로 규명된 바 있다. ①, ②와 다른 형태
의 군복인 ③은 촬영연대에 대한 추정을 통해 고종황제가 황제에서 강제로 퇴위한 
후 착용한 태황제 예복으로 추정되었다.21)21) 

<표 4> 고종황제의 양복식 군복 착용 사진들

① 원수 복 ② 원수 상복 ③ 태황제 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大韓禮典 에 규정된 복식체계는 전통적인 황제의 
복식과 서구식 황제의 군복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외국공사 접견례라는 구체적
인 의례에서 황제가 착용한 복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고찰하여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황제 접견례에서 고종황제를 접견한 바 있는 외국인들의 기록
을 참고하고자 한다.

(2) 외국공사 접견례의 황제 복식
먼저, 고종황제의 외국인 접견 장면으로는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일러스트

의 형식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21) 고종황제의 사진에 나타난 양복식 군복의 특징 및 명칭에 대해서는 이경미, 앞의 논문(2010c), 93-99면
에서 자세히 연구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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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종의 외국인 견 장면 1
   

<그림 3> 고종황제의 외국인 견 장면 2

   

위의 일러스트 두 점은 당시 고종을 접견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이 남긴 것이
다. <그림 2>22)는22)양복으로의 의제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으로, 익선관복을 
착용하고 있는 고종과 왕세자가 정면 중앙의 단 위에 서 있고 단 아래 좌우에 조
선의 관료들이 전통식 관복을 착용하고 서 있다. 국왕을 알현하고 있는 외국인들
은 양복의 예복을 착용하고 왕과 왕세자를 향해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림 2>를 조선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왕과 왕세자의 곤룡포 속
에 착용한 직령이 흰색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황제의 황룡포는 받침옷으로 
홍색 깃이 달린 직령포를 착용하기 때문에 흑백으로 묘사할 때에도 진한 색으로 
보이게 된다.(<표 3>의 ①,② 참조) 같은 논지로 볼 때 신하들은 흉배가 달려 있
는 광수의 흑단령을 착용한 것으로부터 전통식 대례복을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3)은23)1904년 러일전쟁 상황에서 외국인 기자들의 접견을 받을 때를 묘
22) 국립민속박물관 편, 앞의 책(2002), 91면.
23) 김장춘 엮음, 2008 세밀한 일러스트와 희귀사진으로 본 근대 조선 , 살림출판사,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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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황제와 황태자는 병풍이 세워져 있는 계단 위에 서 
있고 계단 아래에서 서구식 대례복을 착용한 대한제국의 관리가 외국인 기자가 전
달하는 명함 같은 것을 받고 있는 장면이다. 당시는 황태자비의 상중이었기 때문
에 황제와 황태자는 관과 포가 모두 흰색의 喪服을 착용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접견례 참여자의 복식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시기 외국
인에 대한 접견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음으로, 당시 고종황제를 접견한 경험이 있던 외국인들이 고종황제에 대한 인
상을 기술해 둔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때 전령 한 명이 황제폐하께서 황공하옵게도 우리들을 맞아주시겠다는 통보를 
해 주었고 우리는 통역관의 뒤를 따랐다. 낡고 퇴락해진 나무로 된 나지막한 복도를 
지나면 황제의 고귀한 모습을 뵙게 된다. 유럽인들에게 허가된 알현이 행해지는 내실
은 단촐하고 조그만 방인데, 한쪽 벽은 뜰로 트여 있고 뜰에서는 하인들이 자신들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큰 탁자도 없고 의자도 없으며 단지 바닥에는 양탄자만이 깔
려있는 이 방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황제는 옆에 태자를 대동하고 조그만 둥근 탁
자에 몸을 기댄 채 내실의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황제는 대한제국이 자주국임
을 선포한 날 이후부터 입을 수 있게 된 황제를 의미하는 노란색 비단으로 된 풍성한 
포를 걸치고 머리에는 자주색 비단으로 된 관을 쓰고 있었는데 관의 뒤쪽 하단부로부
터 수직으로 된 얇고 투명한 날개 같은 것이 솟아 있었다…… 태자는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된 같은 모양의 포를 입고 있으며…24)24)

외교 사절단이 조의를 표하는 동안 나는 황제 폐하와 황태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
펴볼 수가 있었다… 성긴 턱수염과 콧수염을 길렀지만 노란색 옷차림에 서양의 나이
트캡과 비슷한 높은 모자를 쓴 모습이…25)25)

생일, 대관식, 왕조의 축일 등에 대한제국 황제는 외교 사절과 정부의 유럽 관리들
을 접견한다. 이런 날 대한문 옆의 작은 문으로 예복이나 제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근위대가 외교관들 앞에서 제식 시범을 보였다…요즘 관리들은 황제가 치세 40주년을 
기념해 하사한 훈장을 달고 다닌다. 대례복을 입기는 유럽의 외교관이나 비서, 공관원
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은 풍습이 되었는데 진고개의 일본 병영 사관들도 대례복을 
입는다…생기 넘치는 시선으로 황제는 배석자 모두를 둘러보는데, 노란 수단 두루마
기에 실내화를 신고, 신하들의 것과 조금 다른 보랏빛 모자를 썼다. 앞가슴에는 용들
이 새겨진 아름다운 보와 제국의 일등 훈장을 달았다.26)26)

24) 까를로 로제티 저(서울학연구소 역), 1996 꼬레아 꼬레아니 , 숲과 나무, 93-94면.
25) 아손 크렙스트, 2005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 책과 함께, 218-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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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기록에 묘사된 고종황제는 대체로 보라빛이 나는 익선관에 황색 용
포의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전통식 황제의 황룡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에밀 부르다레가 묘사한 제국의 일등 훈장인 금척대훈장을 패용한 것을 추가하면 
앞에서 살펴본 <표 3>의 ②와 ⑥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899년 6월에 대한제국을 방문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동생 하인리히 
황태자의 기록에도 당시 고종황제의 복식이 서술되어 있다. 하인리히 황태자는 고
종황제를 4차례 알현하였지만 고종황제의 복식에 대해서는 6월 11일 군대 퍼레이
드를 참관한 후 대원수 예복에 대한 인상만 남겼다.27)27)이는 군대와 관련된 행사에
서 황제가 서양식의 대원수 군복을 착용한 것에 더욱 인상을 받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그 외 접견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복장 차림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 외국인들의 인상기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 사절의 접견례에서 고종황제는 
익선관에 황룡포를 착용하고 그 위에 대훈위 금척대훈장을 패용하는 것으로 한다. 

(3) 고종황제의 황룡포 고증
고종황제의 황룡포는 익선관, 옥대, 흑피화를 착용하여 일습을 이룬다. 황룡포의 

유물 및 참고 자료는 <표 5>와 같고, 선행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습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종황제가 황룡포를 착용할 때 쓰는 익선관은 자주색이다. 현재 국립고궁
박물관에 소장된 자주색 익선관은 가죽에 옻칠을 하여 모체를 만들고 그 겉에 진
보라색 紗를 발라 붙였으며 羽翼은 가는 금속으로 형체를 만들어 같은 천을 붙였
다. 옻칠한 가죽에는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 통풍이 잘 되도록 했으나 진보라색 사
를 발라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모체의 중앙부에는 진보라색 絹絲를 꼬아 두 줄
로 장식하였다.28)28) 

둘째, 황룡포에 대해서는 현재 순종황제가 착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세종대 박
물관 소장의 황룡포 유물(중요민속자료 제58호)에 대해 박성실의 조사 내용을 참
고하면 다음과 같다. 겉감은 황색 운보문사이며 안은 다홍색 운보문사의 직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깃 위치까지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 솔기선은 꿰매어져 있으며 
아래쪽 부분에는 떨어져 있다. 배래선은 겉과 안을 따로 바느질하여 징궈 주었다. 

26) 에밀 부르다레 지음(정진국 옮김), 2009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 글항아리, 123-127면.
27) 정상수 번역, 하인리히 문서 참조. 이경미, 앞의 논문(2010c), 95면.
28) 문화재청 궁중유물전시관, 1999 朝鮮朝後期宮中服飾 : 英王服飾中心 , 茗園文化財團, 239-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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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색 은조사로 동정이 달려 있으며 겉섶 용보와 나란히 달린 겉고름은 다홍색 
직령의 고름으로 인해 황색과 홍색 쌍고름으로 달려 있다. 용보는 지름이 19cm이
며 발톱이 5개인 오조룡으로서 양 어깨와 가슴, 등에 2쌍 4점이 부착되어 있다. 
흉배는 가슴에는 중앙부위 구름사이로 해를 상징하는 원형문을 다홍 견사로 표현
하고 있고, 등에는 달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묘사되어 황제를 상징하는 日月紋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유물의 치수는 총길이 127cm, 화장 95cm, 품 54cm, 고대 
20cm, 진동 27cm, 수구 40.5cm, 깃 너비 4.3cm, 고름 너비 10cm, 고름 길이, 
93.5cm 등이다.29)29)

셋째, 옥대 참고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영친왕의 유품으로, 왕의 
옥대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본 유물은 홍색 운문단으로 겉을 싸고 그 
위에 용문을 투조한 사각형과 여지형 옥판을 장식하고 금선을 가식하고 있다.30)30) 

넷째, 목화 참고 유물은 영친왕의 목화로 겉은 흑단이고 안은 백색 전으로 내장
하고 목부분에는 폭 1cm의 남색 견으로 선을 둘렀다. 신코와 신등에는 검은 가죽
으로 세 줄의 선을 댔으며 바닥에 나무를 대고 가죽으로 밑창을 대어 굵은 실로 
신바닥 둘레를 꿰맸다.31)31)

다섯째, 황룡포 위에 패용하는 훈장은 大勳位 金尺大綬正章이다. 금척대수정장은 
주로 황실 인물에게 수여하는 가장 높은 등위의 훈장으로, 조선왕조를 건립한 태
조의 夢金尺 故事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금척대훈장은 가장 중심에 있는 태극 문
양으로부터 사방으로 백색 광선이 뻗어나가는데, 그 광선의 중심에 금척이 배치되
었으며 광선을 빙 둘러 오얏꽃 문양을 연결해 원을 이루는 형태이다.32)32)<표 5>의 
대훈위 금척대수정장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중인 민영환의 훈장으로, 길이는 
163.5cm, 나비는 10.5cm이다.33)33)민영환은 순국 후 1905년에 이 훈장을 수여하였
다.34) 대수는 황색 재질이고 그 가장자리는 홍색으로 둘러져 있다. 大勳位 金尺副
章의 재질은 금은질이고, 태극은 청홍색, 금척은 십자형, 광선은 이중백선이며, 오
얏꽃 역시 백색이다.35)35) 

29)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2 : 복식 자수편 , 문화재관리국, 59-61면.
30) 문화재청 궁중유물 전시관, 앞의 책, 238면.
31) 문화재청 궁중유물 전시관, 앞의 책, 239면.
32) 목수현, 앞의 논문, 112-114면.
33) 고려대 박물관 편, 2005 死而不死 민영환 , 고려대학교 박물관, 24면.
34) 高宗實錄 , 고종42년(1905 乙巳, 光武 9년) 12월 1일(양력).
35) 이강칠, 1999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 , 백산출판사,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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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참고 유물

익선

                       

<표 4>의 ⑤ 휴벗 보스 작 고종 어진 확 朝鮮朝後期宮中服飾 : 英王服飾中心  239면

황룡포

   

문화재  요민속자료2  복식 자수편 59-60면

보

                     

문화재  요민속자료2  복식 자수편 61면

옥
  

<표 4>의 ③ 고종어진 확 朝鮮朝後期宮中服飾 : 英王服飾中心  238면

목화

        

<표 4>의 ③ 고종어진 확 朝鮮朝後期宮中服飾 : 英王服飾中心  239면

<표 5> 황룡포 고증을 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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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척

수정장     

死以不死 민 환  24면 한제국시  훈장제도  17-18면

3) 문 의 복식36)36)

대한제국의 서구식 문관대례복은 1900년(光武4) 4월 17일에 칙령 제13호 勳章條
例와 함께 칙령 제14호 文官服裝規則, 칙령 제15호 文官服裝制式으로 발표되었다. 
문관복장규칙은 복식의 착용자, 일습의 구성, 착용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문관
복장제식은 대례복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이후 문관복장규칙은 1904년(光武8), 
1905년(光武9), 1907년(光武11)에 正誤의 형식으로 관보에 발표됨으로써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문관복장제식은 1906년(光武10) 12월 12일에 칙령 제75호 
문관대례복제식 개정령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1900년 4월 17
일의 문관대례복을 선택하여 고증하고자 한다. 

문관복장 규칙은 총 12조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공사 접견례와 관련하여 살펴보
면, 제3조에서 문관은 공식적으로 황제를 폐현할 때 대례복을 착용하여야 한다.37)37) 
문관복장규칙을 적용받는 문관의 범위는 제1조의 무관과 경관을 제외하고 제9조 
宮內府와 外各部員까지 포함한다.38)38)1906년(光武10) 2월 27일에 ‘宮內府本府及禮式
院禮服規則’이 발표되어 궁내부대신과 궁내부 산하의 예식원 관리들은 오얏꽃 가지
를 문양화하여 자수한 프록코트형 대례복이 독자적으로 정해지지만,39)39)그 이전에는 
1900년 제식의 문관복을 착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식원은 1900년
(光武4) 12월 16일에 포달 제71호를 통해 궁내부 산하에 증치되었다. 예식원의 역
할은 궁내의 교섭, 일체의 예식, 친서, 국서 및 외국 문서의 번역 사무를 관장하는 

36) 본 연구의 문관의 복식에 대해서는 이경미, 2008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 패러다임 ,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이경미, 앞의 논문(2010a)을 참고하였다.

37) 官報  號外 1900년(光武4) 4월 19일, 칙령 제14호 文官服裝規則 “第三條 大禮服은 左開境遇에 着用  
事 問安時 動駕動輿時 公因陛見時 宮中賜宴時.”

38) 위의 문서, “第一條 武官과 警官을 除  外에  文官으로 被任  者의 服裝은 左開 三種으로 分  事, 
第九條 宮內府와 外各府部院을 勿論 고 大小官人이 本規則에 服從  事.”

39) 官報  1906년(光武10)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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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식원장 1인, 부장 1인은 칙임관이고, 외무과장, 번역과장 각 1인, 참리관 
6인, 번역관 3인은 주임관이다.40)40) 

이상 고찰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행사의 참여자 중 문관복장규칙의 적용을 받는 
관원의 관등은 외부대신, 궁내부대신, 예식원장은 칙임관 1등, 예식원부장은 칙임
관 2등, 어역참리관은 주임관이다. 예식원 관원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이 칙
임관 2등까지이기 때문에 칙임관 2등으로 고증하였다. 

칙령 제15호 文官服裝制式에 의하면 문관대례복은 칙임관 대례복 제식과 주임관 
대례복 제식으로 나누어진다.41)41)칙임관 대례복의 착용예로는 <표 6>의 ① 프랑스 
주재 한국 공사 이범진, ② 한국은행장 이재완 등이 있다. 칙임관 대례복은 흰색 
깃털로 장식한 山形의 모자[bicorn], 앞길 중심에 반근화 세 송이와 전근화가 자수
된 연미복형 상의, 조끼, 바지, 검으로 구성된다. 주임관 대례복의 착용예로는 <표 
6>의 ③ 프랑스 주재 한국 서기관 남필우, ④ 영국주재 한국 서기관 이한응 등이 
있다. 주임관 대례복은 검은색 깃털로 장식한 모자, 앞길 중심에 반근화 두 송이가 
자수된 연미복형 상의, 조끼, 바지, 검으로 일습이 구성된다. 

<표 6> 1900년 제식의 문 복장 착용 사진42)42)

칙임 주임

① 랑스 주재 

한국공사 이범진
② 한국은행장 이재완

③ 랑스 주재 

한국서기  남필우

④ 국 주재 

한국서기  이한응

문관 대례복의 형태를 고증하기 위한 참고 문헌으로는 1900년(光武4) 4월 19일
의 官報  號外에 발표된 칙령 제15호 文官服裝制式과 1901년(光武5) 9월 3일 官
報  附錄에 발표된 大禮服圖式이 있다. 1900년 제식에 따른 대례복 유물로는 민철
40) 高宗實錄 , 고종37년(1900 更子, 光武4년) 12월 16일(양력).
41) 官報  號外 1900년(光武4) 4월 19일, 칙령 제15호 文官服裝制式.
42) <표 6>에 인용된 사진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①, ③ 고려대박물관 편, 2006 서울의 추억 , 도서출판 

삼도, 203면, 204면,  ② 한국금융사박물관 소장, ④ 손세창, 1957 殉國烈士李漢應先生遺嗣 , 문예홍보
사,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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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관직 칙임관 주임관
재질 黑毛天鵝絨
제식 산형이고 길이 1척 5촌 높이 4촌 5분으로 하며 머리 모양에 따라 가감

이 있다. 장식털을 붙이는데 칙임관은 백색, 주임관은 흑색이다.
側章

정면에 근화 한 가지를 붙이고 幹邊에 금제의 단추를 다는데 직경 7분
이다. 가장자리를 따라서 금선을 다는데 칙임관은 요철문이고 주임관은 
무늬가 없다. 모두 너비는 3분이다. 

도식

훈 대례복(칙임관 1등, 한국자수박물관 소장)과 박기종 대례복(칙임관 2등, 부산박
물관 소장), 고려대 박물관 대례복 1점(주임관, 고려대 박물관 소장)이 있다.43)43)한
편, 1904년(光武8), 1905년(光武9)에 官報 의 正誤로 개정된 대례복 제식에 의거
하여 제작된 유물의 경우, 모자, 검, 바지는 참고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윤치호 대
례복(칙임관 2등, 연세대 박물관 소장), 김봉선 대례복(주임관, 광주민속박물관 소
장)이 해당된다.44)44)앞으로 서술할 대례복의 구성 요소인 모자, 대례의, 조끼, 바지, 
검의 참고 유물 자료는 이상의 제식, 도식, 유물을 정리한 것이다. 

(1) 문관 대례복 모자
문관대례복 모자의 참고 자료는 <표 7>과 같다. 모자의 재질은 黑毛天鵝絨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검은색 벨벳을 의미한다. 칙임관 모자의 장식은 흰색 깃털이
고 주임관 모자의 장식은 검은색 깃털이다. 오른쪽 옆면에 우측장을 다는데 무궁화
를 도금한 단추와 무궁화 꽃송이가 자수되어 있다. 우측장의 가장자리에 칙임관은 
요철문이 자수되고 주임관은 요철문 자수가 없다. 문관 대례복 모자 유물로는 칙임
관 모자 3점(민철훈, 박기종, 윤치호), 주임관 모자 1점(김봉선)이 남아 있다. 

<표 7> 문 례복 모자 참고 자료

43) 민철훈 대례복은 한국자수박물관 편, 1991 大韓帝國時代文物展 에서 보고되었고, 박기종 대례복과 고
려대 박물관의 주임관 대례복은 이경미, 앞의 논문(2010a)에 보고되었다.

44) 윤치호 대례복은 연세대학교 박물관 보고(역사유물1), 1976 윤웅렬, 이씨부인, 윤치호 유품전 에서 정
리된 바 있고, 본 연구자도 조사하여 김봉선 대례복과 함께 이경미, 2011 대한제국기 서구식 문관대례
복 제도의 개정과 국가정체성 상실  복식  61권 4호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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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전체 
사진

칙임  2등 박기종 모자 주임  김 선 모자

우측장 도식과 
유물 사진

  

<그림 4> 윤치호 례복 모자 도식화 

<그림 4>는 윤치호 모자의 도
식화로 총길이 45cm, 높이 12cm, 
장식깃털 7cm 이다. 우측장을 둘
러싸고 있는 검은색 러플의 너비
는 2.5cm이고, 모자의 가운데 바
닥에서 올라 간 높이는 2.5cm이
다.45)45)

(2) 문관 대례의
문관대례의의 재질은 짙은 흑감색 羅紗로, 방모직의 일종이고 안감은 흰색의 견

을 마름모로 누볐다. 칼라, 소매, 포켓의 재질은 연한 푸른색의 라사로 정해져 있
는데 같은 재질이 모자의 우측장에도 적용되었다. 칼라의 형태는 堅襟으로, 이는 
스탠딩 칼라가 부착되어 있지만 앞목점에서 여며지지 않고 가슴까지 V네크라인 형
태로 벌어져 타이, 셔츠가 보이게 된다. 앞자락은 아랫배 아래에서 합해져서 대퇴
골의 좌우를 평평하게 가로로 분할하고 대퇴골로부터 사선으로 흘러 뒷자락까지 
이어진다. 뒤 중심선의 허리 아래는 tail coat 형태로 분할되어 있다. 모든 선의 가
장자리에는 金線이 부착되어 있는데 칙임관은 너비 5촌, 주임관은 너비 4분으로 
정해져 있다. 표장으로는 앞길의 좌우, 뒷목중심 아래, 뒤허리 중심, 소매, 칼라에 
槿葉 사이에 무궁화가 배치되는데 관직에 따라 다음 <표 8>과 같이 차등을 두고 

45) 본 연구자의 조사와 연세대 박물관 보고(역사 유물1), 앞의 책(1976), 26면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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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칙임관 주임관
재질 深黑紺羅紗
前面

堅襟이고 흉부에서 小腹아래에서 합하며 퇴골의 좌우를 평평하게 가로로 분할하
고 퇴골부터 사선으로 흘러 뒷자락까지 자른다. 가로문으로 金線이 있는데 칙임
관은 너비 5촌 주임관은 너비 4분이다. 

左右
乳部
表章

1등 2등 3등 4등 1 2 3 4 5 6
全槿花

6枝
전근화

4枝
전근화

2枝
전근화

無 無全槿花
좌우

여밈章 半槿花 6枝 半槿花 4枝

後面
허리 아래를 좌우로 나누고 양단 모두 가로문 금선을 두른다. 뒷자락은 분할하고 
금제 단추 각 1개를 다는데 직경은 7분이다. 칙임관은 허리 아래 포켓과 脊部 
상하에 근화 각 1枝를 자수하고 주임관은 없다.

소
매

재
질 연청색라사
袖
章

수구에서 거리 3촌에 가로의 금선 1조를 두르고 뒷부분의 봉재한 좌우 반면에 
근화 1枝를 금수한다.

칼
라

재
질 연청색라사
領
章

橫紋 금선 2조를 붙이고 그 안에 근화2枝를 금수한다. 
칙임관은 앞뒤의 두 꽃이 서로 대응하게 둔다.

도식 1등 전면 2등 전면

자수된다.
<표 8> 문  례의 제식과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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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전면 4등 전면 후면 전면 후면

문관대례의 유물 자료
칙임관 1등 

민철훈 대례복
칙임관 2등 

박기종 대례복
주임관

고려대 박물관  대례복

전
면

후
면

전
근
화

없음

1900년 문관복장규칙에 따라 제작 착용된 유물로는 민철훈 대례복(칙임관 1등), 
박기종 대례복(칙임관 2등), 고려대 박물관 대례복(주임관)의 세 벌이 보고되어 있
다. 다음 <표 9>는 유물 조사를 바탕으로 세부 제작 기법을 사진으로 정리한 자료
이다.46)46)

<표 9> 문 례의 유물 자료

46) 민철훈 대례복은 한국자수박물관 편, 앞의 책을 참고하고, 박기종 대례복과 고려대박물관 주임관 대례
복은 이경미, 앞의 논문(2010a)을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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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근
화

뒤
허
리 
문
양

선
단

단
추

소
매

포
켓

칙임관 대례의는 앞중심선에 반근화가 좌우 3개씩 자수되고, 주임관은 앞중심선
에 반근화가 좌우 2개씩 자수된다. 전근화는 칙임관 1등은 좌우 3개씩 6개, 칙임
관 2등은 좌우 2개씩 4개, 칙임관 3등은 좌우 1개씩 2개가 자수되고, 주임관은 전
근화 자수가 없다. 칙임관의 후면에는 무궁화가 뒷목 중심 아래에 한 송이, 뒤 허
리 중심에 한 송이가 자수되고, 주임관의 후면에는 무궁화는 생략되고 근엽만 자
수된다. 소매에는 무궁화 두 송이, 포켓에는 칙임관만 무궁화 한 송이씩 자수된다. 
무궁화 꽃과 가지는 금몰 자수기법으로 표현되었다. 도안에 따라 충진재를 먼저 
부착한 위에 코일형으로 제작한 금사로 평수의 자수를 하고 그 위에 줄기의 표현
을 위해 광택이 나는 금사와 스팽글을 이용하여 선을 강조한다. 대례복 유물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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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작되는 나라와 디자이너에 따라 자수 표현에 차이가 있었다. 
단추는 금으로 도금한 무궁화 문양을 새겨서 붙인 것으로 그 지름은 2cm이고, 

앞면 왼쪽 길에 일정한 간격으로 9개씩 달려 있지만, 실재로는 아래에서 4번째 단
추 이하의 중심선 안쪽으로 훅과 아이를 좌우에 엇갈리게 걸어서 여민다.

 
(3) 조끼
조끼의 재질은 상의와 같이 짙은 흑감색 羅紗이고 도금한 단추를 5개 다는데 단

추의 지름은 5分이고, 단추 간 간격은 2寸으로 규정되어 있다. 칙임관과 주임관 
사이의 차이는 없다. 다음 <표 10>의 유물 자료 중 도식화는 칙임관 2등 윤치호 
대례복의 조끼이다. 유물에서는 지름 2cm인 금제 무궁화 단추가 5개 달려 있는데, 
맨 위의 1개는 장식으로 부착된 것으로 보인다. 뒷길의 재질은 검은색 견직물이고 
뒤 허리에서 허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끈이 달려 있다.47)47)

<표 10> 문 례복 조끼 유물

도식화 조끼 유물 자료
민철훈 대례복 윤치호 대례복의 단추와 도식화

(4) 바지
바지의 재질은 상의, 조끼와 같이 짙은 흑감색 羅紗이다. 좌우 측면에 금선으로 

측장을 붙이는데 칙임관은 兩條의 요철문을 붙이고, 주임관은 單條의 요철문을 붙
인다. 요철문의 너비는 1寸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11>에서 바지 유물의 전체사
진은 고려대 박물관 소장의 주임관 유물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 바
지는 지퍼가 아닌 단추로 여미고, 뒤 중심에서 끈을 이용하여 허리를 조절하며 서

47) 도식화 및 조끼 치수는 연세대 박물관 편, 앞의 책, 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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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칙임관 주임관
길이
형태

章은 2尺 6寸 5分이고 자루는 칙임관은 白皮, 주임관은 黑皮로 하되 금선을 나전
한다. 그 길이는 4촌 5분이고 鯉口는 2촌 6분이며 은 5촌이다. 자루의 머리는 활
모양이고 環 鍔 상에 칙임관은 근화를 조각하고 주임관은 없다. 

緖 순금사 금은사
帶 금직 은직

스펜더(suspender)를 착용할 수 있도록 단추가 부착되어 있다.  

<표 11> 문  례복 바지의 도식화와 유물 자료

칙임관 대례복 바지 주임관 대례복 바지
도식화 윤치호 대례복 도식화 고려대 소장 대례복 전체와 측장

 

   

(5) 검
문관 복장 규칙의 검에 대한 규정은 <표 12>와 같다. 검의 길이는 2척 6촌 5분

이고 자루의 재질은 칙임관은 흰색 가죽, 주임관은 검은색 가죽으로 하되 금선을 
나전한다. 緖의 재질은 칙임관은 순금사, 주임관은 금은사로 한다. 帶의 재질
은 칙임관은 금직, 주임관은 은직이다. 현재 남아 있는 검의 유물로는 <표 12>의 
칙임관 민철훈의 검과 주임관 김봉선의 검이 있다. 이를 통해 검대 재질의 흑백 
차이, 무궁화의 나전된 모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문  복장 규칙 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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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식
화

유물
자료  

민철훈 대례복의 검서와 검대 김봉선 대례복 검의 전체와 부분

<그림 5> 연세  박물  소장 

흰색 보우 타이 

(6) 기타 부속품
이상 고찰한 모자, 대례의, 조끼, 바지, 검 이외에

도 흰색 드레스셔츠, 흰색 보우 타이, 흰색 가죽장갑, 
검정색 구두를 갖추어 대례복이 완성된다. <그림 5>
는 연세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흰색 보우 타이 
유물 사진이다.

4) 육군의 복식

군복은 초기 개화 시책 단계였던 별기군의 복식부터 양복화가 시작되었다. 그러
나 육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장규칙은 1895년(開國 504) 4월 9일에 반포되었고 
관보에는 4월 11일자에 실린 칙령 제78호 발軍服裝規則이다. 당시의 규정에는 제
식과 도식이 생략되어 있는 대신 외국의 복장규칙을 번역하여 요약한 자료가 奏本
에 실려 있다.48)

48)이는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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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897년(開國506, 建陽2) 5월 15일에 반포되고 관보에는 5월 18일자에 실린 
詔勅을 통해 육군복장규칙이 개정되었고, 이 조칙의 부칙에 발軍將卒服裝制式이 첨
부되어 있다. 육군복장규칙은 1906년(光武10)에 칙령 제24호로 개정되었고, 육군복
장제식은 1907년(隆熙 원년)에 칙령 제26호로 개정되었다. 본 행사는 1902년을 재
현 기준 시기로 하였으므로 1897년 육군장졸복장제식을 기준으로 삼고 일부 관보
에 발표된 정오 혹은 개정으로 변경된 규정을 모두 참고하였다. 

본 행사의 참여자 중 육군복장을 착용하는 사람은 황제의 수행원인 원수부총장
과 領官, 외국 공사의 호위병인 하사, 병정들이다. 이 중 하사와 병정의 경우는 행
사 진행상 모든 인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병정의 복식만 재현하였다. 

첫째, 원수부총장은 1899년 6월 22일에 창설된 원수부 내 군무국, 검사국, 기록
국, 회계국의 국장이 1900년 3월 20일 3차 관제 개정에 따라 총장으로 명칭이 변
경된 것이다.49)49)개편 당시 원수부 총장의 관등은 군무국, 검사국, 회계국의 총장일 
경우 육군 부장이고, 기록국의 총장일 경우 육군 참장이었다.50)50)본 행사에서는 원
수부총장을 육군 부장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복식의 형태 고증은 1897년에 
제정된 발軍將卒服裝制式의 副將服을 기본으로 하여 1899년 제정된 원수부에 속한 
무관의 복장을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領官은 육군 계급에서 大將, 中將, 參將의 將官 다음 계급으로, 正領, 
副領, 參領이 해당되는데 본 행사에서는 正領을 기준으로 고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호위병인 병정들의 복식은 衿章, 肩章에 대해 부분적인 규정
만 있을 뿐 육군복장규칙에 자세한 규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당시의 사진과 
그림 자료를 참고하여 고증하였다.

 
4)-1 원수부총장(육군 장)의 복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수부총장은 육군중장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육
군중장의 예장은 <그림51)6>51)에서와 같이 민영환의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제를 호위하는 상황에서 원수부총장은 육군복장규칙 제3장 正裝을 착

48)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1994 奏本 儀註1 , 보경문화사, 282-283면.
49) 서인한, 2000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 혜안, 131-133면.
50) 위의 책, 134면.
51) 고려대박물관, 앞의 책(2006),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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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육군장졸복장제식 규정 육군박물관 소장 유물

형식 1895년에는 투구형태의 모자였으나 1897년 개정시에 모
정이 편평한 군모로 변경되었다.  

<그림 6> 육군 장 민 환의 

복 차림 사진

용하여야 한다.52)
52)정장의 구성품은 제17조 帽, 大

禮衣, 袴, 大肩章, 飾帶, 刀具緖, 刀帶, 白革手套, 
白布下襟이다. 

정장의 패용품을 규정하고 있는 제2장 佩着通則을 
살펴보면 제9조 刀, 제10조 刀緖, 제11조 正飾緖, 
제13조 懸章 제14조 장갑, 제15조 下襟, 제16조 
短靴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金線으로 제작한 刀緖로 장식한 칼을 들고, 
金線으로 제작한 正飾緖를 패용하며, 오른쪽 어깨
에서 왼쪽 겨드랑이에 걸쳐 懸章을 패용하고, 흰
색 가죽 장갑을 끼며, 흰색 천으로 만든 땀받이용 
칼라(下襟)를 칼라 안쪽에 부착하고 바지와 연결
하는 끈이 부착된 단화를 신는다.

육군 중장의 예복은 육군박물관과 연세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53)53)육군 복식의 고증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모자
육군 모자의 규정과 참고 유물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육군 모자 규정과 유물 자료

52) 官報  1897년(建陽2) 5월 18일, 詔勅 발軍服裝規則. 육군복장규칙의 내용은 총7장 23조로 이루어져 있
고, 각 장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佩着通則, 제3장 正裝, 제4장 軍裝, 제5장 禮裝, 제6장 常裝, 제7
장 喪章이다. 

53) 육군박물관 소장의 육군 예복 상의 유물에 대한 조사는 2010년 7월 12일에, 연세대 박물관 소장의 육군 
상의 유물에 대한 조사는 2010년 7월 29일에 이루어졌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본문의 사진은 본 연구자
가 유물 조사를 통해 촬영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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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모자의 위 상반부는 흑융질이고, 하반부는 홍융질이며 
연변은 검은색 가죽이다. 정수리의 중심은 홍질의 금식
이화장이고, 그 외변은 주위에 금선 양고직을 둘렀다. 
상반부의 타원에 전후좌우로 금선 양고직을 둘렀는데 
장관의 경우 각각 3개의 금선이 있다. 하반부의 횡금선 
역시 양고직이고 연결된 부분을 제외하고 부장의 경우 
8줄이다.

표장
정면 표장은 흑질 타원형으로 중심은 은선 금예 이화수
장이고 좌우는 무궁화 잎을 교차동결하고 좌우 단추 각 
1개는 도금 주제 근화로 한다.

立前毛 모자 앞면 표장의 위 부분에 입전모를 꽂을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고 그 곳으로 입전모를 꽂아서 장식한다.

구분 육군장졸복장제식 규정 육군박물관 소장 유물

품질

소재는 흑색 융
옷 길이는 체형의 대소를 따라서 퇴골에 이르고 뒷자
락 5寸을 직선으로 분할하여 분할처 양쪽 가장자리에 
길이 5촌 너비1촌의 홍색 융을 부착하되 위는 뾰족하
고 아래는 넓게 하며, 도금한 근화 단추를 각 3개를 
단다. 단추는 도금한 근화형으로 흉부 좌우에 각 7개
를 단다. 칼라와 수구는 홍색 융으로 연을 대고 좌우 
칼라와 뒷자락 분할처는 홍융선으로 한다.  

형식 1897년 반포시 늑골복 형태였던 상의가 1900년(光武4) 
7월 2일 이후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의 교

(2) 육군 대례의
육군 대례의의 규정과 참고 유물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육군 례의 규정과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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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식 상의로 바뀌었다.

 

表
章

衣
領
章

재료는 홍색의 융으로 하고, 上端沿邊處는 正倒己字形
金絲繡緣으로, 하단은 一字形 金絲繡線을 雙條로 하고 
한 가운데는 一條이며 좌우 칼라에 金絲繡星이 각 세 
개씩 있다. 

견
장54)

54)

金絲廣織
장방형의 윗부분과 타원형의 아랫부분이 합성된 형태
로 윗부분에 도금한 李花의 단추가 1개 있다. 장관은 
아랫부분에 金線綱織下垂(술)가 있다.
장관은 아랫부분의 타원형 위에 은사수제로 像生槿花
葉 두 가지를 교차하여 동결하고 한 가운데는 紅黑色
太極으로 한다. 金絲繡星은 부장은 좌우 각 2개이다.

袖
章

홍색 융으로 된 선 위에 人字形線으로 계급을 표시한
다. 홍색 융 위에는 正倒己字形金絲繡緣을 대고 그 다
음에 金線兩股織을 대장은 9조, 부장은 8조를 단다. 
인자형 선의 머리 위에 金絲繡製의 槿花章을 부착하고 
金絲廣織緣 아래에 도금한 槿花 단추 3개를 나란히 
붙인다. 

 

54) 官報  1900년(光武4) 7월 12일 개정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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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민 환의 식서 

(3) 正飾緖
정식서의 규정과 참고 유물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정식서 규정과 유물

구분 육군장졸복장제식 규정 육군박물관 소장 유물

재질
및 

형태

 육군복장규칙
 제2장 패착통칙 제11조
 金線製로 장관이 패용할 것

식서는 장관급 군인이 패용하는 것으로 육사박물관 유물과 연세대 박물관 유물
은 금사제로 제작되었다. 연세대 박물관의 소장의 식서는 총길이가 97.5cm이다. 
고려대 박물관에도 민영환의 식서가 남아 있는데 다음 <그림 
7>과 같다. 재질은 金絲線製와 백색의 絹絲線製가 있고, 각각
의 길이는 107.5cm, 89cm, 93cm이다.55)

55)원수부에 속한 무관
이기 때문에 금사선제로 제작하여야 한다. 

(4) 飾帶
식대의 규정과 참고 유물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식 의 규정과 유물

55) 고려대 박물관 편, 앞의 책(2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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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수박물  

소장 官 식

구분 육군장졸복장제식 규정 육군박물관 소장 유물 연세대 박물관 소장 유물

재질
형태

육군장졸제식 
제11조
품질은 赤絲廣織으로 끝에 늘어
뜨리는 垂(술)는 장관은 려絲垂織
이다.  

<표 16>의 연세대 박물관 소장의 식대는 적사광직으로 대의 너비 5.5cm, 길이 
112cm의 적색이고 총은 은으로 위는 4.5cm 길이의 호리병 
모양이고 아래는 지름 0.5cm, 길이 16cm의 돌돌 말린 장식 
은총이 겉에 16개, 안에 5개 달려 있다.56)56)<그림 8>은 한국자
수박물관 소장의 尉官의 黃絲  식대이다. 본 행사에서는 장
관은 은사수직으로, 영관은 청사닌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5) 바지
바지의 규정과 참고 유물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의 <표 17>과 같다.
<표 17> 육군 바지 규정과 유물

구분 육군장졸복장제식 규정 육군박물관 소장 유물 연세대 박물관 
소장 유물

재질
형태

흑융
장관의 縫章은 三條이다. 좌우 2條는 
너비 각 7분, 가운데 1조는 3분이다.

 
(6) 기타 부속품
이상 고찰한 육군 복장의 구성품 이외에도 칼라 안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착용

하는 흰색 면직물로 만든 下襟, 검, 흰색 가죽 장갑 등을 패용하여야 한다.

4)-2 領官(육군 正領)의 복식

황제 접견례에서 황제의 수행원 중 영관은 육군 正領의 계급으로 고증하였다. 영
56) 연세대학교 박물관 편, 앞의 도록(1976), 36면.



대한제국기 외국공사 접견례의 복식 고증에 관한 연구·169

<그림 9> 한제국 

육군 참령 

관의 예장 역시 육군복장규칙의 正裝에 해당되는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그림 9>57)는57)대한제국 육군 참령의 
사진이다.

정령의 복식은 원수부총장의 복식과 전반적인 형태는 같고, 
계급에 따라 모자, 상의의 표장, 식서, 식대, 바지 등에서 다
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모자의 규정에서 전후
좌우의 금선 양고직이 2개이고 하반부의 횡금선이 6줄이다. 

상의의 표장은 다음과 같다. 의령장은 상단에 一字形金絲繡
線 一條, 하단은 二條로 한다. 칼라 좌우에 金絲繡星은 각 2
개이다. 견장은 가지, 잎, 태극은 장관과 같고 려絲繡星을 각 
3개로 한다. 수장의 人字形 장식은 6조로 한다. 

식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絲 으로 제작되어야 한
다. 바지의 측장은 2條이고, 너비는 각 7분이다.

4)-3 병정의 복식

본 행사에서 병정은 외국 사절의 호위 인원이다. 육군복장규칙 제1장 총
칙 제2조를 참고하면 하사졸 이하는 정장과 예장을 착용하지 못하므로 병
정은 常裝을 착용하도록 한다.58)

58)常裝은 육군복장규칙 제6장 제21조를 참
고하면 모자, 상의, 바지, 刀具緖帶, 장갑, 下襟, 靴로 구성된다. 패용품은 9
조의 刀를 들고, 10조의 刀緖는 위관 이하일 경우 黑絲製로 이에 맞게 제
작하며, 11조 正飾緖와 13조 懸章은 패용할 수 없다. 

5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제공, 자료번호 : 1-000067-000. 2011년 9월 30일 검색.
58) 官報  1897년(建陽2) 5월 18일, 詔勅 발軍服裝規則 “總則 제2조 軍裝과 常裝은 將領尉官과 下士卒이 

착용하고 正裝과 禮裝은 將領尉官만 착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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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외부 신과 호 병

 
<그림 11> 국왕 알 장소로 가는 길

 
<그림 12> 병정

   

육군복장규칙과 육군복장제식에 병정복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00년대 병정의 사진과 그림을 조사해 보면 <그림 10>,59)59)<그림 
11>60)의60)사진과 <그림 12>61)의61)그림이 있다. <그림 10>, <그림 11>의 사진에는 
외부대신과 외국 사절의 가마를 호위하는 병정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림 
12>의 그림에는 군대하사와 대한병정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병정복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짧은 바지 아래에 긴 양말을 신고 총을 어깨에 받쳐 들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진과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병정의 복장은 이들
을 참고하여 최대한 제작하였다.

  
5) 경찰의 복식

개항 이후 경찰제도는 갑오개혁 시기의 경무청 설치로부터 시작되었다. 전통시
대의 포도청제도는 본격적인 치안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법권 및 
군권과 분화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62)62)1880년대에 유길준, 박영효 등 
개화파들의 주장과 조사시찰단의 일본에서의 시찰 등, 근대적인 경찰제도에 대한 
준비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시행된 것은 갑오개혁기인 1894년 7월 14일 ‘警務廳官
制·職掌’이 확정, 반포되면서부터이다.63)63) 

경찰복 제도는 경무청 관제가 발표된 1년 후인 1895년 4월 19일에 칙령 제81호 

59) 이돈수·이순우, 2009 꼬레아 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 도서출판 하늘재, 254면.
60) 국립민속박물관 편, 2006 (1906-1907 한국·만주·사할린)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 국립민속박물

관, 180면.
61) 국립민속박물관 편, 위의 책(2006), 311면.
62) 손영상, 2007 갑오개혁 이후 近代的 警察 制度의 정립과 운영  韓國史論  53, 서울대 국사학과, 

312-313면.
63) 손영상, 위의 논문,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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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務使이하 服制에 관한 건’으로 발표되었다.64)64)초기에 시행된 경찰 복제는 常帽, 
常衣, 夏衣만 표로 제시한 것으로, 도식과 함께 발표되었다. 경찰복의 개정은 2년 
뒤인 1897년 1월 14일에 칙령 제7호로 일부 이루어졌다.65)65)1899년 3월 28일에는 
칙령 제6호 ‘경무사 이하 총순 예모 예장식’을 통해 예복에 대한 제식과 함께 착용
일에 해당하는 규칙이 발표되었고, 칙령 제9호 ‘경무사 이하 복장 개정건’을 통해 
상복 제식에 대한 개정과 규칙이 규정되었다.66)66)1899년의 칙령을 통해 경찰 복제
의 예장과 상장이 보다 체계화되었다. 더욱이 착용 규칙이 발표됨으로써 규칙, 제
식, 도식이 완전하게 갖추어졌다. 

칙령 제6호의 예장 착용 상황은 경무청이 警部로 격상되어 개편된 1900년(光武
4) 10월 10일 칙령 제37호와 다시 격하되어 경무청으로 개편된 1902년(광무6) 8월 
3일의 칙령 제11호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67)67)1900년과 1902년의 개정에서 복장 
제식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어느 연도의 제식을 따르는가에 따라 소매의 수장에
서 다소의 차이가 나타난다. 

본 행사에서는 官報 1902년(光武6) 8월 3일에 고시된 칙령 제11호 ‘警務使以下
禮帽禮裝變通件’과 칙령 제12호 ‘警務使以下常帽常裝變通件’을 기준 법령으로 하였
다. 여기에 모자와 대례의 도식을 참고하기 위해 官報  1899년(光武3) 3월 28일
에 고시된 ‘칙령 제6호 警務使以下總巡禮貌禮裝式’ 규정도 참고하였다.

먼저, 사진과 그림 자료를 통해 경찰복식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은 최근 번역되어 발간된 한일병합사 에 실려 있는 사진으로 경무사, 

경무관, 총순 등의 팻말이 함께 촬영되어 있다. 팻말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開國 
503년, 즉 1894년의 사진이다. 이는 1895년 경찰복이 정해지기 전 복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인 것으로 생각된다.68)68)총순은 예모를 쓰고 늑골복 형태의 상
의에 흰색 측장이 달린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14>는 독일인 헤르만 
산더가 수집한 총순의 그림으로69)

69)역시 늑골복 형태의 상의로 묘사되어 있
다. 경찰복은 1899년 개정 이후 예복과 상복 모두 늑골복으로 정해졌고, 이
는 본 행사에서 고증할 형태에 해당한다. 경찰복의 경우 제식과 도식은 남

64) 官報 , 1895년(開國504) 4월 21일.
65) 官報  1897년(開國506) 1월 16일.
66) 官報  1899년(光武3) 3월 28일.
67) 官報  1900년(光武4) 10월 10일 ; 1902년(光武6) 8월 3일.
68) 신기수 엮음(이은주 옮김), 2009 한일병합사 1875-1945 : 사진으로 보는 굴욕과 저항의 근대사 , 눈빛, 

23면.
69) 국립민속박물관 편, 앞의 책(2006),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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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경무청총순 

<그림 15> 1899년 규정의 

모 도식

<그림 13>  총순 

아 있지만 현재까지 유물로 
보고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참고하고 비슷한 형
태의 육군 복장 유물을 참고
하여 고증하여야 한다. 지금
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
로 총순의 복식을 고증하면 
다음과 같다.

5)-1 총순의 복장 

(1) 禮帽
총순의 예모는 상반부는 짙은 감색의 융, 하반부는 흰색의 융이고 연변은 검은

색 가죽이다. 모자 상부의 李花는 백질로 하고 금식의 외변 주위에는 金線兩股織
을 두른다. 상반부 접원처의 전후 좌우 견금선 兩股織은   
2조로 하고, 하반부 가로 금선은 편직의 5分 大線 二條와  
金線兩股織의 小線 2조로 한다. 前章은 은선으로 수놓은 이
화수장이다. 紐는 금사 원직이고 좌우의 단추는 도금한 
槿花形이다. 높이는 정상까지 5촌이고 각 선의 간격은 적당
하게 한다.70)70)<그림 15>71)는71)1899년에 규정된 예모의 도식
으로 1902년 규정과 비교할 때 선의 숫자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같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총순 예모의 규정은 상반부 
李花 문양, 線章 등의 색이 백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형태상 육군의 예모와 같다.

(2) 총순 대례의
총순의 대례의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총순 례의72)72)

70) 官報  1902년 8월 3일 勅令 제11호 警務使 以下 禮帽 禮裝 變通件.
71) 奏本  1899년 3월 28일 勅令 제6호 警務使 以下 總巡 禮帽 禮裝式.
72) 官報 1902년(光武6) 8월 3일, 칙령 제11호 警務使 以下 禮帽 禮裝 變通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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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899년 규정의 례의 도식

1902년 예복 규정의 총순 대례의 규정
형태 엉덩이까지 이르는 체형형으로 좌우 칼라와 아래 단까지 黑絲廣織線이 부착되어 있

다. 재질은 濃紺絨이다. 단추는 黑絲圓織이고 단추의 結頭는 槿花形이다.
의령장  재질은 白絨이고 表章은 연변에 金絲 織 7分 大線 正中에 橫金絲 2조이다.
견장 재질은 복紅絲로 上頭下端은 반달형태와 같고 正中에는 金絲太極이 있다. 길이는 5

寸, 너비는 3寸 5分이다.
袖章 金絲 織 1條가 있고 金絲兩股織으로 又字 형태의 2條이고, 又字형태 上端은 金絲

繡飾의 李花 1개가 있다. 袖口는 白絨緣 3寸이 부착되어 있다.

대례의는 엉덩이 길이까지 이르는 체형형의 형태로 재질은 예모와 같이 짙은 감
색 융이고 단추는 黑絲圓織으로 하고 그 結頭는 槿花形이므로 육군 복장 제식에서 
肋骨形 상의와 형태가 같다.73)73)육군복장규칙에서 늑골형 상의는 1897년(建陽2) 5월 
18일에 발표된 ‘발軍將卒服裝制式’에서 확인된다. 제3조 대례의에 ‘품질은 흑융이고 

子는 黑絲圓織이고 結頭는 槿花形이요…’라는 
규정이 늑골형 상의를 의미한다. 

현재 경찰복으로 알려진 유물은 보고 되어 있
지 않다. 그러나 경찰복 제식에서 1897년 육군 
대례의와 같이 ‘黑絲圓織이고 단추의 結頭는 槿花
形’이라는 규정이 있고, 1899년 대례의 도식(<그
림 16>)에서도 늑골형 상의의 형태가 확인되기 
때문에 늑골형 상의의 육군복장 유물을 참고하여 
고증할 수 있다. 육군의 늑골복 유물은 <표 1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군박물관 소장 유물과 연세대 박물관 소장의 유물이 있
다.74)74)두 유물 모두 두꺼운 검은색 융직물에 카키색 선 장식과 매듭 장식, 소매 장
식이 대어져 있다. 칼라에는 훅과 아이 2쌍이 달려 있고, 길에는 매듭단추 이외에 
안쪽으로 훅과 아이가 여밈을 위해 달려 있으며, 완전히 여며졌을 때 속옷이 보이
지 않도록 안단 선이 2-5cm 정도 바깥쪽으로 확장되어 있다. 

73) 상의 전면의 장식이 이와 같은 형식의 군복을 일본에서 肋骨服이라고 부르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74) 육군박물관 소장의 늑골형 상의 유물에 대한 조사는 2010년 7월 12일에, 연세대 박물관 소장의 늑골형 
상의 유물에 대한 조사는 2010년 7월 29일에 이루어졌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본문의 사진은 본 연구자
가 유물 조사를 통해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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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肋骨形 상의 육군복 유물 자료

육군박물관 소장 늑골형 상의 연세대 박물관 소장 늑골형 상의

상의 전면 
및

상의 후면
    

이상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총순의 예복을 고증하면 다음과 같다. 상의의 재질
은 짙은 감색 융으로, 칼라의 재질은 흰색 융으로 하고 견장은 청홍사의 재질로 
하여 반달형에 견장의 正中에는 금사태극을 단다. 수구는 흰색 융으로 연을 대고 
袖章은 금사편직 1조 위에 금사 양고직 2조로 又字를 형상화하고 그 꼭대기에는 
금사수식의 오얏 문양을 부착한다. 앞 중심선과 도련선에는 흑사광직선을 단다.

(3) 총순 바지
바지의 재질은 짙은 감색 융이고 좌우 측장에는 흰색의 융으로 1조의 선을 부착

하는데 그 너비는 7분으로 한다.

(4) 刀와 刀纓
검의 자루는 도금하고, 정중앙 전체에는 태극을 조각한다. 刀帶는 金絲廣織으로 

하고 刀緖는 金絲製이다. 도서의 길이는 1尺 6寸이고 술은 2寸이다. 

(5) 飾帶
식대의 재질은 赤絲廣職이고 下垂는 赤絲 이며, 垂上에 金絲環이 1개 있다. 길

이는 5尺 5寸이고 술실의 길이는 7寸, 금사환의 길이는 3寸이다
(6) 기타 부속품
장갑은 흰색 가죽으로 하고 구두는 단화를 착용한다.

5)-2. 순검의 복장

순검의 복장은 예장 규정에는 나타나지 않고, 常裝 규정에만 나타난다. 19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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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12호 ‘警務使 以下 常帽 常裝 變通件’에 常帽와 常袴가 규정되어 있다.75)
75) 

常帽는 상반부는 짙은 감색 융으로, 하반부는 흰색 융으로 제작하고 小線1조를 부
착하며 前章은 鍍金맨製 李花形이다. 常袴는 짙은 감색 융을 재질로 하되 측장은 
붙이지 않는다. 대한제국의 순검을 묘사한 사진과 그림을 참고하면 다음 <표 20>
과 같다.76)76)

<표 20> 순검 사진과 그림 자료

① 순검1 ② 순검2 ③ 궁내부 순검 ④ 순사

<표 20>의 ①은 일반적으로 대한제국의 순검복으로 알려져 있는 형태로 외국인
들의 책에 삽화나 사진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진이다. 이 형태는 1897년(建陽2) 常
衣 개정령에 의해 착용된 순검의 常服으로 추정된다. 또한 독일인 헤르만 산더가 
수집한 ②, ③은 세부적인 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매에 又字形 장식이 한 줄 
보인다. ④는 1907년 당시 순사의 복장이다. 이와 같이 그림과 사진의 묘사가 비
슷한 것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순검의 복장은 더블 브레스티드형(double 
breasted) 자켓이고 소매에 한 줄의 又字形 장식을 부착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주한 외교사절의 복식
본 행사에 참여하는 주한 외국사절의 예복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의 대

례복이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각국 공사들의 사진 자료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7>77)은77)1905년 알렌 공사가 정동 미국공사관에서 각국 공
75) 관보  1902년(光武6) 칙령 제12호 警務使 以下 常帽 常裝 變通件.
76)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① 박현순, 2006 코리안의 일상 , 청년사, 286면 ; ②③④ 민속박물관 편, 

앞의 책, 303면, 301면, 222면.
77) 김원모·정성길, 1997 사진으로 보는 백년 전의 한국 , 가톨릭 출판사,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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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905년 주한 외교 사

<그림 18> 국 

례복 유물 사진 

사를 초청, 외교단 회의
를 주재한 후 기념 촬영
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주재 외국 공사들의 복
장은 연미복 형태의 상
의에 대수장을 패용한 
대례복이다. 사진에서 
오른쪽으로부터 세 번째
가 프랑스 공사, 네 번
째가 미국 공사, 여섯 
번째가 영국 공사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제국 
시기 주한 외교사절의 복식을 영국, 프랑스, 미국의 순으로 고증하고자 한
다. 

1) 국 공사의 례복

영국공사가 착용한 대례복은 <그림 18>의 유물을 통해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문화학원 복식박물관에 소장된 이 유물
은 1925년경의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다소 후대의 것임을 감안하
고 보더라도 자수 문양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전시도록에 ‘儀禮
服(正裝)’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당시 영국의 대례복을 일본에서
는 正服, 正裝으로 번역하고 있다.78)78)전시도록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 유물은 모직 바탕에 금사와 스팽글로 葉(oak tree : 떡갈나
무 잎)을 자수한 것이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후기의 색사로 섬세한 자수를 베푼 화려한 궁정복은 색과 문양 모두 자유
로웠지만, 19세기로 들어서면서 제도화된 의례복으로 서서히 이행한다. 본 자료는 영
국 왕실에 봉사한 남성의 의례복으로 가슴, 칼라, 수구, 뒷자락에 oak( )의 잎을 금
사로 자수한 테일 코트와 흰색의 half pants를 조합한 정장이다. 의례복은 계급에 따
라 5종류가 있는데 이 의례복은 테일 코트에 자수된 문양의 폭을 참고하면 3번째의 
계급이라고 생각된다. 극세한 와이어를 코일형으로 감은 몰絲와 광택이 있는 연금사

78) 이경미, 앞의 논문(2008),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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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콜랭 드 

랑시의 상화

<그림 20>

 

국 례복 단추

 

<그림 19>

 

국 례복 

자수

를 사용하고 있다. 먼저 그 옷감에 봉제하여 고정시킨 심지 위에 금사를 규칙적으로 
봉제해서 고정하고 특히 그 위에 스팽글과 몰絲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입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몰絲는 필요한 길이로 자르고 고정되는데, 아름답게 고정하기 위해서
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79)79)

<그림 18>의 영국 대례복 유물은 검은색 모직을 겉감으로 하고 칼라와 수구에
는 붉은색 모직을 부착하고 있다. 유물의 세부 사진인 <그림 19>는 영국의 상징 
문양으로서 oak tree(떡갈나무)의 잎이 도안화된 것이다. <그림 20>의 단추를 자세

히 보면 사자와 유니콘을 주제로 하는 왕실 
문장이 부착되어 있다.  

이상 사진과 유물을 바탕으로 영국 공사의 
대례복은 검은색 재질의 상의에 칼라와 소매
는 붉은색 모직으로 하고 바지는 검은색 모직
으로 제작한다. 모자는 검은색 모직에 흰색 
털로 장식한다.

2)

 

랑스 공사의 례복

대한제국 시기에 주한 프랑스 공사였던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는 
1888년부터 1892년까지 영사 겸 정부위원을 겸하다가 1896년부터 1906년까지는 
전권공사 겸 총영사 혹은 대리공사, 변리공사 등의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다.80)

80) 
<그림 21>의 초상화와 <그림 22>의 초상사진에서 콜랭 드 플랑시는 <그림 17>의 
대례복을 착용하고 있다.81)81)그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고종황제로부터 1902년(光
武6) 10월 20일 勳1등 太極章을, 1906년(光武10) 11월 15일 大勳位 李花 大綬章을 
수여하였다.82)82)<그림 21>을 통해 프랑스 대례복이 검은 색이 아니라 남색인 것을 
알 수 있는데 1852년 일본인들이 프랑스 복식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남긴 문서를 
참고하면 프랑스 대례복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겉감은 남색의 모직, 안감은 白絹
이으로, 상의는 연미복형이고 매모
양을 붙이고 도금한 큰 단추 9개를 

79) 文化學院 服飾博物館, 2007 世界の刺繡 (2007년 가을 특별전시회 도록), 58면.
80) 프랑스 국립극동 연구원·고려대학교 박물관 편, 2006 서울의 추억 , 도서출판 삼도, 82면 연표 참조.
81) <그림 22>, <그림 23> 사진의 출전은 위의 책, 159면.
82) 위의 책, 162-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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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콜랭 드 

랑시의 상 사진

<그림 23> 

미국공사  

<그림 24> 실크햇

연세  박물  소장 

붙인다. 어깨, 수구, 가슴, 등의 목뒤점 아래, 측면의 포켓 
등에 자수하는 문양은 떡갈나무 잎( 葉)과 야자수를 조합
한 형태로 추정된다.83)

83)<그림 22>의 초상사진을 통해 모
자에는 흰색의 장식털이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상의 사진을 바탕으로 프랑스 공
사의 대례복을 고증하면, 남색 모직으로 제작하고 사진에
서 확인되는 문양을 유추하여 자수하도록 하였다. 모자도 
대례의와 같은 재질로 하고 흰색의 깃털로 장식한다. 

3) 미국 공사의 례복

미국은 연미복에 자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자수하는 대례복 제도
를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연미복에 훈장을 패용하는 것으로 대례
복을 대신하였다. <그림 17>에서 미국공사
만 확대한 <그림 23>을 살펴보면 드레스
셔츠에 보우타이를 착용하고 검은색 바지, 
조끼, 연미복을 갖춘 후 흰색 가죽 장갑을 
끼고, 모자는 실크햇을 쓰고 있다. 여기에 
대수장을 패용하고 있다. <그림 24>는 연
세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실크햇의 
참고 유물이다.84)84)

5. 훈장 
대한제국 훈장의 종류와 수여대상을 살펴보면 크게 황족의 경우에 서훈될 수 있

는 금척대훈장, 서성대훈장, 문무관이 모두 서훈 받을 수 있는 태극장, 팔괘장, 무
관이 서훈받을 수 있는 자응장, 외명부가 대상인 서봉장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제
국 훈장의 종류와 수여 대상은 <표 21>과 같다.

83) 이경미, 앞의 논문(2008), 37-40면.
84) 연세대 박물관의 군복과 함께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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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제국 훈장의 종류와 수여 상85)85)

종류 수여 대상
금척대훈장 황족이나 이화대수장을 이미 수여받은 자
서성대훈장 황실에서만 패용
이화대훈장 문무관 중 태극 1등을 받은 자가 특별 훈서가 있을 때

태극장

1등장 각부, 각 대신, 1품 관리 및 육해군 장관 중 2등장을 이미 받고 
재직 5년 이상 근로한 자

2등장 문무관 중 3등장을 이미 받고 재직 5년 이상 근로한 자
3등장 문무관 중 4등장을 이미 받고 재직 4년 이상 근로한 자와 칙임1

등관 5년, 칙임2등관 6년, 칙임 3등관 7년 이상 근로자
4등장 문무관 중 5등장을 이미 받고 재직 4년 이상 근로한 자와 칙임4

등관으로 8년 이상 근로한 자
5등장 문무관 중 6등장을 이미 받고 재직 4년 이상 근로한 자와 주임

관 3등 이상과 육해군 영관 중 9년 이상 근로한 자
6등장 문무관 중 7등장을 이미 받고 재직 3년 이상 근로한 자와 주임

관 6등 이상과 육해군 위관 중 9년 이상 근로한 자
7등장 문무관 중 8등장을 이미 받고 재직 3년 이상 근로한 자와 판임

관으로 만 12년을 근로한 자
8등장

문무관 중 3년 이상 근로한 자 및 판임관 소지자와 육해군 하사 
중 탁월한 근로가 있는자. 또는 순검, 병졸 중에도 특별한 공적
이 있을 때

팔괘장 훈격에 의한 수여대상은 태극장과 같음(1901년에 제정됨)
자응장 무공이 발군한 자에게 그 공등에 따라 서사.
서봉장 외명부 중 淑德과 훈로가 특별하면 황후의 허락을 얻은 뒤 8등

훈으로 나누어 서사
본 행사에서는 황족, 문관, 무관으로 나누어 황제의 경우 금척대훈장, 문관은 태

극장, 무관은 자응장을 패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계급에 따라 그 차등을 두어 문관
의 경우는 대신, 예식원장은 훈1등 태극장, 무관인 원수부 총장은 군공1등 자응장
을 패용하였다. 

대신은 태극 1등장까지 서훈 받을 수 있으나 훈장제도가 1900년 4월에 정해졌기 
때문에 1903년 이전까지 1등장을 서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본 행사에서
는 1903년 5월까지 훈장을 서훈 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참고로 하고 대한제국 훈장
체계를 기준으로 임의로 다음 <표 22>와 같이 훈장을 패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85) 목수현, 앞의 논문, 111면의 표를 인용함.



180·한국문화 56

참가자 참고자료 훈장명 대수 형태 부장 기념장

고종황제 대훈위 
금척대수정장

대훈위 
금척대수정장

고종황제 
성수 

50주년 
기념장
(1901)

고종황제 
망육순과 

등극40주년 
기념장
(1902)

외부대신 특서훈이등 태극장
(이제순-4/22/1900)

훈공일등 
태극대수정장

궁내부대신
(문관칙임관1등)

훈삼등 태극장
(이재완-2/25/1901)

훈공일등 
태극대수정장

예식원장
(문관칙임관1등)

특서훈일등 태극장
(민영환 4/22/1900)

훈공일등 
태극대수정장

예식원부장
(문관칙임관3등) - - - -

어역참리관
(문관 주임관) - - - -

원수부총장
(육군부장) 2명

특서훈일등 태극장
(민영환 4/22/1900)

훈이등 태극장
(심상훈 2/25/1901)

군공일등 
자응대수정장

영관 - - - -

프랑스, 미국, 독일 공사는 대한제국으로부터 받은 훈장을 참조하고 영국 공사는 
다른 나라에 준하여 모두 태극장을 패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86)86)

이상의 고증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참가자별 훈장의 종류87)87)

86) 이와 같은 훈장의 고증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먼저 시기적으로 1등 대수장을 서훈한 사
람이 적은데 많은 사람들이 1등을 패용하는 문제와 다음으로 외국 공사의 경우 외국에서 받은 훈장, 즉 
대한제국의 훈장이 본국의 훈장보다 우선시 되는 문제이다. 본 행사에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추후에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임을 밝힌다.

87) 이강칠, 앞의 책, 115-117면의 1900년 4월부터 1903년 5월까지 연도별 서훈자 녹첩을 참고하고, 같은 
책 17-47면에서 제시한 훈장의 형태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기념장은 한국자수박물관 소장품으로, 한
국자수박물관 편, 1991 대한제국시대 문물전 도록 , 14면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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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정령)

각국
공사

프랑스
훈공일등 태극장

예) 꼴랑드 
플랑시10/20/1902)

훈공일등 
태극대수정장

영국 (서훈이등 태극장 
임의 적용)

훈공일등 
태극대수정장

미국 서훈이등 태극장
(2/21/1902)

훈공일등 
태극대수정장

독일 서훈이등 태극장
(2/21/1902)

훈공일등 
태극대수정장

6. 맺음말
본 연구는 대한제국 광무황제 외국공사 접견례의 행사 복식 고증을 위해 진행되

었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인물은 대한제국 시기 황제와 그 수행원, 외국공사와 그 
호위병, 외국공사를 영접하는 관원으로 구성되었다. 대한제국 구성원으로서 황제, 
문관, 궁내부 및 예식원 관원, 육군, 경찰 등이 포함되었고, 대한제국에 주재하고 
있었던 외국 공사로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공사들이 고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고찰 범위는 대한제국 시기 새롭게 제정된 서구식 대례복 제도와 함께 1900년
대 서양의 복식 제도이다. 이를 위해 복식 제도 관련의 문헌자료, 당시에 촬영된 
사진자료, 유물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사절 접견례에서 황제가 착용하는 복식은 전통적인 천자의 常服인 익
선관에 황룡포로 생각된다. 고종황제는 그 위에 대훈위 금척대훈장을 패용하였다.

둘째, 문관 및 궁내부 관원들은 1900년 4월 17일에 발표된 문관대례복 제도의 적
용을 받는다. 외부대신, 궁내부 대신, 예식원장은 칙임관 1등 대례복, 예식원 부장과 
예식원 관원은 칙임관 2등 대례복, 어역참리관은 주임관 대례복을 착용하였다.

셋째, 황제를 호위하는 육군의 복장으로 원수부총장은 육군부장복을, 영관은 육
군 정령의 복식을 착용하였다. 이들은 1900년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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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넷째, 외국 사절을 호위하는 총순과 순검의 복장은 1902년 개정된 경무사 이하 

예모, 예장식과 상모, 상장식을 참고하여 고증하였다.
다섯째, 대한제국에 주재하고 있던 외국 공사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공사들을 

참여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 공사의 경우는 자료가 부족하여 정면의 상반신 사진
을 토대로 디자인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훈장에 있어서 황제는 금척대훈장, 문관과 외국공사는 태극장, 무관
은 자응장을 패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념장으로는 고종황제 성수 50주년 기념장, 
고종황제 망육순과 등극 40주년 기념장을 패용하였다.

대한제국기 황제의 외국사절 접견례는 근대적인 외교 상황에 부응한 새로운 의
례의 대표적인 예로, 전통시대로부터 현대의 국가 의례로 이어지는 정비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복식사적 측면에서 볼 때 외국사절 접견례 장에서 활용된 
대례복은 그 자체가 국가간 소통의 가시적 매체로써 국가 정체성을 표상하는 역할
을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재현행사가 가진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촉박하게 잡힌 시간 내에서 연구를 진행한 다음 짧은 기한 내에 적은 예

산으로 복식을 제작해야 하였기 때문에 적합한 소재를 구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들
이지 못했다.

둘째, 복식전문가는 고증과 자문을 담당하고, 업체가 제작을 맡았기 때문에 고증
과 제작이 동떨어져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 

셋째, 근대 남성복 패턴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의 연미
복 패턴에 자수만 부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실루엣의 차이가 생겼다. 또한 자
수의 경우 역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기계수를 이용함으로써 대례복의 대표
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몰 자수가 표현되지 못하였다.

넷째, 다른 나라의 대례복 연구 및 훈장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었지만, 대한제국 복식 연구 및 재현에 있어서 최초의 시
도라고 할 수 있는 본 행사 및 연구는 나름의 의의를 지니며 앞으로의 대한제국 
복식사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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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Research of Costume at the 
Reenactment of Diplomatic Ministers’ Reception Ceremony in the 

Korean Empire
88)Kyungmee Le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costume at the reenactment of 

diplomatic minister’s reception ceremony in Korean Empire on the basis of 
“Yesikjangjung” which was the diplomat ceremony guideline of Korean Empire and 
made in 1902. The figures who attended at this ceremony consist of the Emperor 
and his escort, foreign ministers and their guards, and the officials who receive 
them. The party of Korean Empire consisted of Emperor, Civil servant, government 
officials, military officer, police officer while foreign ministers in Korean Empire 
included diplomatic ministers of Britain, France and America. For this study, 
literature materials, photographs and artifacts relating to the costume system at those 
times have been synthetically considered. Through this study, the yellow dragon 
court of the Emperor, western-style court costume, ceremonial costume of the Army, 
formal costume of the police, medal system, court costume of the foreign minister 
have been researched historically.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ostumes dressed at the Ceremony played role of representing national identity as a 
tangible media of communication among modern nations at those times.  

 

Key Words : Korean Empire, Reception Ceremony, Emperor, Foreign Minister, 
Yellow Dragon Court, Court Costume, Military Uniform, Medal, 
Nation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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