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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고종황제의	꿈이	깃들어	있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처음으로	기획	전시회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의·식·주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3년간	추진되는	이번	전시는,	우선	금년에는	그	첫	번째	해로‘대한제국	황

제	복식전’을	기획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에서부터	13년	동안의	짧지만	강한	대한제국시대의	모습이	새로운	시각으로	선보이

게	될	것입니다.	대한제국은	신문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황실의	모든	제도와	문화가	서구식으로	새롭게	바뀌

는	혁명적인	전환기입니다.

조선이	개방되고	세계화되어가는	모습이	황실의	복식	문화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	질	것입니다.	비록	세

계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고종황제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국제무대에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낱낱이	묻어날	것입니다.

당시	복식	문화는	눈앞에	다가온	서구라는	새로운	문명,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복식의	제정배경이	되는	복식사상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

적으로	서구	문물의	수용과	근대로의	전환이,	황제국으로의	커다란	제도의	변화	속에서	문무관복에	나타난	변

화를	보여줌으로써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덕

수궁에서	추진하는	전시	프로젝트입니다.	부디	오셔서	대한제국	황제복식의	품격과	멋을	느껴보시기를	바랍

니다.	

마지막으로	전시를	빛나게	하기위하여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고,	손수	제작하신	복식을	선뜻	내어주신	교수

님들과,	소중한	복식	유물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덕수궁관리소장

오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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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We at Deoksugung Palac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opening of the very first special exhibition at Seokjojeon 

Hall of Deoksugung Palace where Emperor Gojong, the first Emperor of Korea, once dreamed of the country’s 

future in the new world. The Exhibition with three themes – clothing, food, and house of the Daehan Empire – 

will be run for three years; the first exhibition this year highlights “The Imperial Attire of the Daehan Empire .”  

The exhibition presents – from new perspectives – the Daehan Empire  (short-lived, 13 years)  from the time of 

its declaration in 1897. The Daehan Empire  was a revolutionary period of transition during which new products 

around the globe flooded the country and all imperial systems and cultures adopted new ways. 

How Joseon Dynasty opened its doors to the outside world and globalized will shed new light on the imperial 

clothing culture. Caught between world powers, the Daehan Empire suffered politically at the time; nonetheless, 

viewers will surely appreciate Emperor Gojong’s will and effort to make Daehan Empire an independent country 

and to declare its status as an empire i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key point of the clothing culture at that time lay in how to interpret and embrace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new era of modernity. Ideas behind certain clothes, which had become the background and establishment 

of clothing,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The exhibition was designed for viewers to understand better the 

transformation of the era by showing how uniforms worn by government officials changed in the greater time 

frame of change in the imperial country. 

The exhibition is a exhibition project promoted by Deoksugung Palace, which seeks to enable Korean people 

to recall and view the former empire from new perspectives, since it provides a great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dignity and style of the Emperor of the Daehan Empire. 

Last but not least, we the organizers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 gratitude to those who made the exhibition 

possible by lending full assistance, especially the professors who agreed to lend important recreated clothes for the 

show, and all persons concerned with the museum. 

October 2018

Oh Sung Hwan
Director

Deoksugung Palace 
Manage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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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대한제국 황제 복식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공식석상에서	패용하는	브로

치는	종종	여왕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로	활용되곤	

한다.	이처럼	한	나라의	통치자가	착용하는	옷은	때로는	실용적

인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이념과	이상을	내포한다.	

고종은	조선의	왕으로	등극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가	

되었다가,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	침탈되는	과정에서	

강제로	퇴위되며	태황제가	되었다.	그의	생애에	나타난	곡절은	

그가	착용하였던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고종은	황제에	오르면서	기존에	조선의	왕이	착용하였던	복

식을	황제의	위상에	맞게	격상시켰다.	조선의	왕이	착용하던	홍

색	곤룡포	대신	황제의	색인	황색	곤룡포를	착용하였으며,	황제

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12류	면관과	12장문의	면복을	입었다.	면

복에	시문된	12가지	무늬는	유교	문화의	전통에서	군주의	덕목

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동양의	전통적인	황제의	모습을	구현하

는	한편으로	고종은	서구식	대원수복을	제정,	착용하였다.	러시

아와	독일	등의	군복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대원수복을	착용한	

고종의	모습은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근대적	통치자의	모습	그

대로였다.	동양의	전통적인	황제-서구식	대원수의	이질적인	두	

모습은	고종이	지향했던	근대국가로서의	대한제국이	어떠한	모

습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처럼	당시	복식의	변화는	단순히	무엇을	입는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눈앞에	다가온	서구라는	새로운	문명,	근

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어떠한	수준과	방법으로	소화할	것인가

의	문제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만큼	새로운	복식	제도의	

수용을	둘러싼	조선사회	내부의	진통	또한	만만치	않았다.	국가	

제도로서의	문무관복의	변화에는	그러한	과정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1884년	이른바	갑신의제개혁의	실패에서	보듯,	기존	의복

제도의	변화는	조선이	고수해온	유교	문명에	대한	훼손과	거부

로	단정되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서구	문물의	수용과	근대로

의	전환은	중요한	화두였으며,	대한제국	선포를	전후하여	서구

식	예복이	수용되었다.			

안타깝게도	대한제국	이후	험난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거치

면서,	대한제국기의	복식	유물은	남아	있는	것이	풍부하지	않은	

실정이다.	고종의	황제	복식도	전칭되는	것	이외에	고종이	착용

하였던	것으로	확증할	수	있는	복식	유물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	특별전’에서는	사진자료와	초상화	등을	

바탕으로	고종의	황제	복식과	태황제	복식을	재현하여	전시하

였다.	특히	전통적인	황제	복식은	그동안	고증	연구를	바탕으

로	몇	차례	제작된	적이	있으나,	고종이	착용하였던	서양식	대

원수복,	퇴위	이후의	태황제	예복은	사진으로만	전해질	뿐이어

서	이번	전시의	시도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복장의	제식	등	관

련	문헌	자료가	풍부하게	발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된	것인	

만큼	한계도	있겠으나	지금까지	실물로	구현하지	못했던	황제

의	서양	복식을	실견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만하다.	

더불어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을	바탕으로	대한

제국기	문무관복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서구	문명

을	마주하면서	국가	제도의	차원에서	복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복식을	물질적인	형태로서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시대의	변

화를	읽어볼	수	있게	하는	매개로서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대한제국의	황제	복식과	문무관	복식에	

담겨	있는	대한제국	시기의	시대적	과제와	그	대응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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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xhibition: 
Imperial Attire of the Daehan Empire

A brooch worn by Queen Elizabeth Ⅱ at formal meetings is 

said to have a subtle political message, according to observers. 

The dress code observed by the ruler of a country sometimes goes 

beyond practical meaning to connote his or her greater political 

ideology or ideal. 

The king of Joseon Gojong became emperor upon declaring 

the foundation of the Daehan Empire but was dethroned when 

the national sovereignty was seized by Japan. The rise and fall of 

his life are well-manifested through the change of his clothing.

When Gojong became emperor, his clothing, too, was 

upgraded befitting the imperial status while maintaining the 

basic frame of a Joseon king. Instead of a red royal robe, Gojong 

wore a royal robe in gold which signifies an emperor and a 

12-string crown with a robe reserved for an emperor only. The 12 

patterns embellished on the robe symbolized the virtue of a ruler 

originating in the Confucian tradition. Emperor Gojong enacted 

and wore a uniform for commander-in-chief worn by heads 

of the state in the West while projected himself as a traditional 

emperor in the East. The sight of Emperor Gojong in uniform as 

commander-in-chief, whose design was influenced by Russian and 

German military uniforms, showed the dignity of a modern ruler 

seeking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Two contrasting 

elements, a traditional emperor of the East and a national leader of 

the West, make us assume what the Daehan Empire as a modern 

nation pursued by Emperor Gojong might have looked like. 

Likewise, the change of clothing at the time went beyond the 

mere issue of what to wear, presenting the problem of how and 

to what extent the nation would embrace the impending Western 

civilization or the new era called “the modern times.” Moreover, 

the internal pain within the Joseon society surrounding the 

acceptance of a new clothing system did not make things easier. 

The change of uniforms worn by government officials as a national 

system clearly revealed such process. As with the failure of the 

Reform of the Dress Regulation on 1884 the change of existing 

clothing systems was believed to have damaged and rejected the 

Confucian civilization adhered to by Joseon. Despite such social 

resistancne, the acceptance of Western culture and products and 

transition toward modernity at the national level were important 

topics; around that time, before and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Daehan Empire, Korea finally adopted formal attire from the 

West.

Unfortunately, there were not enough clothes as relic due to the 

country’s rough history after the fall of the Daehan Empire. In 

the case of the imperial attire worn by Emperor Gojong, it was 

confirmed that Emperor Gojong did not wear any, apart from 

ones known to have been worn by him.

“Special Exhibition: The Imperial Attire of the Daehan 

Empire” displays reproductions of the clothing worn by Emperor 

Gojong based on existing photographs and portraits. Traditional 

imperial uniforms were previously produced several times 

based on historical researches; since the emperor’s uniform as 

commander-in-chief and formal clothes worn by the abdicated 

emperor were previously available through photographs only, 

however, the exhibition is the first time the public will have a 

chance to see the actual clothes, albeit reproduced. Despite the 

limited resources on production methods and related literature, 

viewing of the actual Western clothes once worn by Emperor 

Gojong can serve a meaningful purpose. 

The exhibition aims to enable viewers to examine the changes 

in uniforms worn by government officials during the Daehan 

Empire, which were based on relics owned by different museums. 

The point was to help the public understand the clothing not 

merely as a physical form but as a medium to read generational 

changes by examining the discourses related to clothes at the 

level of national systems upon facing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changes that might have taken place during the process.

We at the museum hope that the exhibition provides viewers 

with an opportunity to contemplate deeply upon the generational 

homework and methods of reaction handed down from the 

Daehan Empire as contained in the form of imperial attire worn 

by the emperor and uniforms worn by government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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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의	복식은	그	자체로서	왕의	지위와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

물이었다.	공적인	존재로서	국왕은	종묘와	사직	등에	제사를	지낼	때,	

설날이나	동지의	하례	등	국가의	큰	행사에	면복冕服을	착용하였으며,	

삭망朔望,	조강朝降,	진표進表	등	신하들의	조회를	받을	때에는	원유관복	

遠遊冠服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소규모의	공식적	의례와	평상시	집무를	볼	

때의	시무복으로	익선관복翼善冠服을	착용하였다.	각각의	복식에는	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시문하고,	장식을	갖추어	왕의	위엄을	드러내었다.

특히	익선관복은	왕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복식으로	재위	기간	중	가

장	많이	착용하였으며	곤룡포,	익선관,	허리에	두르는	옥대玉帶와	흑화

黑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익선관복은	왕세자와	왕세손	등도	착용하였는

데	신분에	따라	곤룡포의	색상과	곤룡포에	부착하는	보補의	문양,	허리

띠	등에	차이를	두었다.	조선의	왕은	붉은색[대홍색大紅色]	곤룡포를	입

었으며,	금실로	수놓은	오조룡보五爪龍補(발톱	수가	다섯	개인	용	무늬	보)	

네	개를	가슴과	등,	양쪽	어깨에	달았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하여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	곤룡포를	정하기	전까지	붉은색	곤룡포[홍룡포紅龍袍]는	조선의	

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복장이었다.

왕의 붉은 옷

Red Robe of 
Joseon Kings

1



1

홍룡포紅龍袍

King’s Official Robe
견,	뒷길이	141.5㎝	보	지름	37.5㎝	총	길이	241.6㎝,	재현품(제작자:	문공화,	오조룡원보:	이현숙)

박성실	소장

조선 왕이 입은 

곤룡포

곤룡포는 가슴과 배, 어깨에 용을 수놓은 보補를 달았고, 옷깃이 둥근 모습[단령團領]이다. 기록으로는 

세종 때 명나라에서 홍룡포를 사여 받아 입기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어진으로는 1872년에  

이모된 태조의 어진에 청색 곤룡포를 입고 있는 모습이 초기의 것으로 확인된다. 영조대의 『국조속

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서례序例」에는 익선관복의 구체적인 도설이 실려 있는데, 붉은색 비단으로 만

든 곤룡포에, 다섯 발톱이 있는 용을 금색으로 수놓은 보를 사용하도록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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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으로 보는 

곤룡포

조선 왕의 초상화 중 현존하는 것은 태조, 영조, 철종, 고종, 순종 어진 등 소수만이 남아 있다. 태조가 

착용한 곤룡포는 청색에 소매가 좁은 착수의窄袖衣이다. 세조의 어진 초본草本에 보이는 곤룡포 역시 

비록 색은 알 수 없지만 소매가 좁은 모습이다. 조선 후기의 국왕인 영조 어진을 보면 넓은 소매의 

홍색 곤룡포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태조 어진太祖 御眞

Royal Portrait of King Taejo
1872년	이모移模,	비단에	채색,	220.0×151.0㎝

어진박물관	소장

3

세조 어진 초본世祖 御眞 草本

Sketch for the Royal Portrait of King Sejo
1935년	이모移模,	종이에	먹,	186.5×131.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4

영조 어진英祖 御眞 

Royal Portrait of King Yeongjo 
1900년	이모移模,	비단에	채색,	110.5×61.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1



곤룡포를 입은 

고종

개항 이후 촬영된 고종의 사진에서 곤룡포를 입은 모습은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다. 일상

적인 업무를 볼 때, 개별적으로 신하를 만날 때, 소규모의 공식적인 의례 등 가장 빈번하게 착용되

었던 복장이기 때문이다. 고종의 사진과, 사진을 바탕으로 재생산된 초상화 등은 당시 조선을 오고 

간 외국인들의 여행 서적 등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곤룡포를 입은 고종의 모습은 ‘조선의 왕’을 상징

하는 이미지로 널리 유포되었다.

5

한국의 왕

The King of Korea 
1884년	촬영

미국	로웰	천문대	Lowell	Observatory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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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종高宗과 순종純宗

King Gojong and the Crown Prince 
출처:	Joseph	H.	Longford,	Story	of	Korea,	191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7

고종高宗

The King
1880년대	후반~1890년대	초반	촬영

미국	아칸소대학교	도서관	소장

Hugh	Anderson	Dinsmore	Papers(MC1177),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Arkansas	Libraries,	Fayettville

8

고종高宗

The King of Korea 
출처: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90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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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미국	천문학자	로웰Lowell이	창덕궁	농수정	앞에서	고종을	

촬영한	사진과	유사한	구도로	그린	유화	작품이다.	당시	고종	

관련된	사진이	흑백으로만	남아	있는데,	위	그림에서는	곤룡포

의	붉은색을	뚜렷이	볼	수	있다.

9

고종高宗 

The King of Korea 
안토니오	지노	신들러Antonio	Zeno	Shindler,	1893년

캔버스에	유화,	106.7×71.1㎝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Museum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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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고종은	익선관에	곤룡포를	착용한	전형적인	조선	왕의	복장을	하고	있으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이채를	띠고	있다.	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대한제국의	황제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견인한	국왕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하다.

10

선글라스를 쓴 고종

King Gojong wearing sunglasses
1880~1890년대	촬영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11

선글라스

Sunglasses
연대미상,	백그라이트Bakelite·유리,	

길이	11.5㎝	

경운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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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을	전후로	조선의	의복	제도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유교적	

지식인에게	의복은	단순히	입을	거리라는	실용적	차원을	넘어서	유교	

문명을	구현한	문명의	상징이자,	정체성과	직결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통해	처음	대면한	서구	복식은	이질적인	문명의		

상징이었으며,	기존의	복식	제도를	변통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

제는	단순히	무엇을	입는가의	문제를	넘어	기존	조선의	사회체제를		

고수해	갈	것인가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궤를	함께	하였다.	

그런	만큼	서구	복식	제도의	수용을	둘러싼	조선사회	내부의	진통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일본을	시작으로	서양	국가와도	근대적인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에	사절단을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여러	

서양	문물과	함께	서구의	복식이	수용되고,	정부	차원에서	의복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조선	복식의	양식	및	복식관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변화의 시작

Beginning of 
the Change 
in Clothing

2



개항	이후	처음	일본을	방문한	수신사	일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2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한국 수신사修信使

Arrival of the Corean Ambassador at Yokohama
출처:	The	Illustrated	London	News,	26.	Aug.	187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서구 복식에 대한 

초기의 경험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에 수신사1876년, 1880년, 1882년, 조사시찰단1881년 등 사절단을 파견

하여 변화한 일본의 문물 제도를 시찰하도록 했다. 이들 사절단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일

본의 정치, 경제, 사회 방면에서 근대 문물의 수용 및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입는 옷, 음식,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이 표출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들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시찰기 등의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목격한 서구식 의복 제도

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유교 문명의 렌즈를 통해 본 서구 복식에 대한 관찰기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1882년 서양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1883년 미국에 보빙

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일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서구 문물을 목격, 경험하게 

되었다. 이들의 방문은 조선이 외국을 관찰하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거꾸로 서구인들이 조선 문화

를 직접 대면하게 된 기회이기도 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 대통령Chester A. Arthur을 만나 큰 절로 

예를 표한 보빙사절단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당시 그들이 착용한 복장에 대해서도 인

상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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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기유』는	수신사	김기수가	일본에	건너가기	전	과정부터	일

본에	도착해서	견문한	내용,	귀국한	후	고종에게	보고한	사실	등

이	기록된	책이다.	

조사시찰단은	1881년	일본의	조정과	국제	관계	및	풍속과	산업	

시설	등	다방면의	상황을	조사하였고,	『일본문견사건』,	『일본국

문견조건』	등을	남겼다.	이들	기록을	통해서	당시	조선	관료들의	

관심사와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서구 복식을 수용한 일본의 복식 제도에 대한 인상

“일본의 의관을 모두 서양에서 제작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공복은 바

지가 몸에 붙어서 여유가 없으며, 일어나면 엉덩이가 있는 부분을 만

져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저고리도 팔꿈치에서 어깨까지는 붙어 있

으며, 몸 가운데는 넓고 여유가 있어 승려의 저고리 같다. 옷감은 검

은 빛깔의 모전이나 흰 빛깔을 사용하는데, 호주머니가 있어 여기에 

필기구, 시계, 나침반, 칼 등을 넣는다.”

김기수, 『일동기유日東記游』 제1권, 「행례行禮」, 부의복附衣服 11칙

“버선이 없었지만 홑버선을 신고 이전에 뒤가 없던 짚신은 가죽

구두로 바뀌고 군주에서 군병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양복을 모방

하였다. 조사朝士는 영국 옷을 모방하고 그 색은 항상 검고 군병

은 러시아 옷을 모방하여 그 색은 항상 희다. 서양 옷은 공복이 

되고 옛 복식으로 사복을 한다.”

박정양, 『일본국문견조건日本國聞見條件』 제1권

“일본 의복의 제도는 오모烏帽, 하오리羽織[기모노 위에 입는 겉

옷], 히타타레直垂[일본전통예복] 등을 입는데 모두 좁고 짧은 소

매 제도를 따르고, 다만 공복에서는 검을 차도록 허용하였다. 군

졸 무관은 메이지 5년(1872)에 이르러 군주 이하 내외 군민 모

두 새로운 복제로 변용하였다. 그 전년에 이미 머리를 푸는 제도

를 행하였다. 조정의 대신 예복은 제사를 행할 때 사용하고, 옛 

복식의 상의와 하상연[치마]의 제도는 평소에 사용한다. 이로써 

변하지 않은 법이 없고 고치지 않은 제도도 없다. 이를 개화 또는 

유신 또는 문명이라고 칭한다.”

엄세영, 『일본문견사건日本聞見事件』 제4권

13

수신사 김기수修信使 金綺秀 

Kim Gi-su, a Special Envoy to Japan
1870년대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5

일본문견사건日本聞見事件 

Record of Firsthand Information on Japan 
1881년,	종이에	필사,	31.4×23.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4

일동기유日東記遊

Record of a Journey to Japan
1877년,	종이에	필사,	25.8×17.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6

일본국문견조건日本國聞見條件 

Record of a Journey to Japan 
1881년,	종이에	필사,	33.8×23.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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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빙사報聘使 일행 

South Korea, Prince Min Yeong-Ik, diplomats, and naval officer
1883년,	21.5x26.6㎝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밀워키	도서관	소장

From	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Library,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Libraries

18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외국 박람회에 참여한 한국 대사

The Corean Embassy at the Foreign Exhibition, Boston, September, 19, 1883
출처:	The	Daily	Graphic:	New	York,	27.	Sep.	1883

www.fultonhistory.com

보빙사절단의 미국 방문과 상호 인식

대한제국 황제 복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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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대통령을 만나는 한국 대사 

Official Reception of the Corean Ambassadors, By President Arthur, 
at the Fifth Avenue Hotel, Sept,18th_The Salaam of the Ambassadors
출처:	Frank	Leslie's	Illustrated	Newspaper,	29.	Sep.	188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어제 오전 11시 15분에 5번가 호텔의 1층 응접실에서 한국, 대조선 왕의 대사가 미국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동양의 장면이 연출되었다.… 

전권대사 민영익은 흰색 바지와 스타킹을 덮은 짙은 자주색 비단으로 된 긴 튜닉을 착용

하였다. 그의 벨트는 금으로 상감되었고, 가슴에는 두 마리의 황새가 수놓인 사각형 비단 

흉배가 있었다. 민영익의 모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대나무 소재의 한국식 전통 모자를 

착용하였는데, 챙이 좌우로 길고 모자는 높은 모습으로 머리에 딱 들어맞았다. 차관 홍영

식은 황새가 한 마리 있는 흉배를 착용하였다. 다른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복식

이지만 다채로운 색상을 입었다.” 

『뉴욕 데일리 트리뷴New-York Daily Tribune』 1883년 9월 19일

20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 보빙사報聘使 일행

President Arthur Receiving the Corean Embassy at 
the Fifth Avenue Hotel Yesterday Morning
출처:	The	Daily	Graphic:	New	York,	19.	Sep.	1883

www.fultonh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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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의복제도를 변통한 것이 평상시에 입는 옷의 번거로운 부분을 없애고 간편하

게 한 것에 불과한데, 옛것에 얽매인 사람들의 소견으로는 고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이가 많다. 대체로 평상시에 입는 옷은 법복法服과 다른 만큼 억지로 인정人情을 거스르는 

것은 풍속을 따르는 도리에 크게 어긋난다. 지금부터 관료와 사서인士庶人이 평상시에 입는 

옷은 편리할 대로 입게 내버려 두라.”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10월 21일

21

오사모烏紗帽, 흑단령黑團領과 흉배胸背

Black satin hat (osamo) and black round-collared robe (heukdallyeong) with rank badges (hyungbae)
출처:	「대례복大禮服」,	『대한예전大韓禮典』,	189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근대 의제개혁 조선 정부에서 파견한 시찰단이 경험한 각종 근대 문물은 조선 정부가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

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1884년 윤5월, 고종은 복식 제도의 개혁을 강행하였다[갑신의제개혁]. 관리가 착용하는 공복公服은 

소매를 좁게 줄인 흑색의 단령[착수흑단령]으로 통일하고, 일상에서 착용하는 사복私服은 소매가 

좁은 두루마기로 통일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복식에 나타난 신분 상징성을 축소하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크게 일어나자 

사복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과 1895년 을미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의제개혁이 다시 논의되었다. 본격적으로  

서구 근대의 복식 제도인 대례복大禮服 개념을 수용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관리들의 복식을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으로 구분하고 각각 소매가 넓은 흑단령, 소매가 좁은 흑단령, 두루마기로 정하였

다. 이로써 서구식 복제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전통 복식의 형식을 결합한 변용을 보여주었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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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소매의 관복을 입은 유길준兪吉濬

Yu Kil-Chun dressed in a wide-sleeved official court attire
1894년	촬영(보빙사	단체사진의	부분)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22

유길준兪吉濬의 관복冠服 

The official court attire of Yu Kil-Chun
견,	뒷길이	130.5㎝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착수흑단령은	갑오-을미의제

개혁	때	소례복으로	정해졌다.	

1898년	이후로는	착수흑단령

에	흉배를	부착해	대례복으로

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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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兪吉濬 단령團領

The round-collared robe (dallyeong) 
of Yu Kil-Chun
20세기	초,	모시,	뒷길이	125.0㎝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옷고름	대신	단추로	여밈하여	

실용성을	더하였다.	비슷한	형

태의	단령을	착용한	유길준의	

사진이	비교적	노령의	모습으

로	보여	후대로	가면서	변형된	

형태의	단령으로	파악된다.

25

단령을 입은 유길준兪吉濬

Yu Kil-Chun dressed in a round-collared robe (dallyeong)
20세기	초	촬영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황제 복식24



민영환이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갔을	

때	촬영한	사진이다.	사모紗帽에	소매가	넓은	단령團領을	착용하고	흉배胸背를	부착한	모습

에서	갑오	및	을미의제개혁	때에	정해진	대례복	차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러

시아	황제로부터	받은	훈장과	대수를	대례복	단령	위에	패용한	모습이	이채롭다.

26

대례복 차림의 민영환閔泳煥 

Min Young-hwan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daeryebok)
1896년	촬영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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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신과 수행원

Korean Ministers and Suites, the one in the middle 
holding a book, was ambassador to America
사진엽서,	박윤호	소장

앞줄	왼쪽	두	번째가	민영익으로	

전통	복식에	회중시계를	차고	손

에는	우산을	들고	있다.	민영익은	

보빙정사로	미국에	갔을	때	현지	

양복점에서	다수의	양복을	구입하

였다는	기록이	있다.

27

이하영李夏榮

Yi Ha-yung, Korean Charge' in Washington
1889년

미국	아칸소대학교	도서관	소장

Hugh	Anderson	Dinsmore	Papers(MC1177),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Arkansas	

Libraries,	Fayettville

이하영은	1887년	초대	주미공사

관원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다.	이	

사진은	그가	공사관에	재직하였

던	당시	촬영한	것으로	전통	두루

마기와	갓에,	양복	바지와	구두를	

착용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조선 전통과 

서구의 혼재

개항 이후로 갑오-을미개혁에 이르는 시기의 변화를 통해 조선 사회에는 다양한 양식의 복식이 혼재

되어 나타났다. 전통 관복인 단령과, 갑신의제 개혁을 통해 등장한 착수 단령, 이후 실용성이 가미 

되어 나타난 변형된 단령과 두루마기 등 전통 복식이 변용된 모습은 물론, 프록코트와 중절모 등을 

갖추어 입은 완연한 서구식 복장까지 공존했다. 그런가 하면 두루마기에 양복 구두를 착용하거나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착용하는 등 전통 복식과 서구 복식을 혼용한 모습 등 근대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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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협회 창립 2주년 기념사진大韓協會 創立 二周年 記念寫眞

Photo commemorating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Korean 
Association (Daehan Hyeophoe)
1909년	촬영,	20.3×26.1㎝

한미사진미술관	소장

1909년에	촬영한	대한협회	창립	2주년	기념사진에는	흑단령을	

입거나	두루마기[주의周衣]를	입고	있는	사람,	프록코트	등	양복

을	입은	사람은	물론,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손에	든	사람도	여럿		

보인다.	개항	이후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복식의	변천을	

둘러싼	시간의	단면이	켜켜이	혼재되어	있다.	

27





1897년	10월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하였다.	황제

국의	선포에	따라	조선왕조의	모든	의장과	제도는	황제국의	위상에	맞

게	조정되었다.	국왕의	복식	또한	새롭게	조정되어	황제의	지위를	드러

내고자	하였다.	

대한제국	황제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첫째는	전통적	

복식의	재조정이다.	전통	복식의	체제를	준수하면서,	기존에	제후국의	

복식	체제를	바탕으로	하였던	것을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수정한	것이

다.	제복祭服,	조복朝服,	상복常服	등	전통	복식의	종류와	형태는	왕이나	황

제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세부	요소에	있어	장식의	개수나	종류	등

에	차이를	두어	각각의	위상을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제복,	

조복,	상복	등은	색상이나	문양의	수	등을	황제의	지위에	상응하게	수

정하여	대한제국	황제복으로	재탄생하였다.	

둘째	서구식	복장이	수용되었다.	1895년	서구식	육군복장을	도입한	

이래	고종	역시	군례軍禮에서는	서양식	군복을	착용하였다.	또한	1899

년	원수부元帥府를	창설하고	황제가	대원수가	되면서,	서양식	군복을	근

간으로	한	대원수복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황제는	동양의	전통적	황제의	모습과,	양복형	군복

을	입은	서양식	황제의	두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구본신참舊本新參”으

로	표방되듯이	고종은	조선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서양의	신식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그러한	원

칙이	대한제국	황제	복식의	정립	방향에도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제의 
두 모습

Two Looks of 
the emper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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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포黃龍袍를 입은 고종과 순종

Gojong and Sunjong dressed in Emperor’s 
Official Costume
출처:	『韓末宮闕關係寫眞帖』,	1918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영친왕이	일본에서	잠시	귀국하였을	때	

석조전	1층	중앙홀에서	촬영한	것이다.		

왼쪽부터	영친왕,	순종,	고종,	순정황후

윤씨,	덕혜옹주	순이다.	

대한제국은 조선시대 왕의 복식 제도를 이어가면서도, 명나라의 예제를 참조하여 황제의 격에 

맞게 조정하였다. 이는 『대례의궤大禮儀軌』와 『대한예전大韓禮典』에 정리되어 있다. 고종은 1897년 

황제 등극의登極儀(즉위식)에서 황제 면복을 착용하고, 대한제국 선포 조서를 반포할 때 통천관복

을 착용하였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의 종류

대한제국 황제 복식30



 *  조하: 경축일에 신하들이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하던 일 또는 의식

** 제향: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착용 의례 조선 왕 대한제국 황제

조복

朝服

정월	초하루와	동지,	왕실의	생일	등에	

거행되는	조하朝賀*	때	착용

원유관(9량)

강사포

통천관(12량)

강사포

제복

祭服

제향祭享**	때	입는	예복 면류관(9류)

구장복

면류관(12류)

십이장복

상복

常服

평상시	집무	중에	입는	옷 익선관

홍룡포

익선관	

황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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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관

방심곡령

상의

규

옥대

폐슬

대대·대수

패옥

하상

중단

적말

적석

대한제국 황제 

면복

Emperor’s 
Ritual Costume

『대한예전』에서 면복冕服은 “무릇 천지, 종묘, 사직, 선농에 제사할 때 및 정조正朝, 동지, 성절聖節에 곤면복을 

입는다. 광무 원년 그 제도를 고쳐 정하였으니 대명회전에 실린 제도를 취한 것이 많다. 이하 가례의 관복도 

그러하다”라고 기록하였다. ‘곤면복’의 면복은 ‘면류관을 쓸 때 착용하는 복식’을 의미한다. 국가 최고 의례

에 착용하는 복식으로, 황제, 황태자 등 통치권자나 통치권을 계승할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만 착용할 수 있

었다. 면복은 면류관의 유의 개수, 상의와 하상 등에 그린 문양[장문章文]의 수와 종류 등으로 착용자의 신분

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 국왕은 9류 면관에 9장문이 시문된 9장복을 착용하였으나, 대한제국 황제의 면복

은 황제의 위상에 맞게 12류 면관과 12장복으로 구성되었으며, 9류 면관 9장복은 황태자의 면복으로 재조정

되었다. 고종은 황제 등극의 때 면복을 착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유물은 남아 있지 않다. 대신 순종이 

착용한 사진이 남아 있어 그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면복(앞)

대한제국 황제 복식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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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복(뒤)

『대한예전』 권4 「제복도설祭服圖說」의 ‘황제면복皇帝冕服’ 구성품: 면冕(면류관), 의衣(상의), 상裳(하상), 중단中單, 폐슬蔽膝, 혁대革帶(옥대), 

옥패玉佩(패옥), 대대大帶, 대수大綬, 규圭, 말襪(버선), 석舃(신발), 방심곡령方心曲領*

*  방심곡령은 면복을 제복 용도로 착용할 경우 구성품에 포함되며, 즉위식이나 길례에 착용하는 면복에는 방심곡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한제국 황제 면복의 구성품 ┃

면류관

방심곡령

상의

옥대

대대·대수

패옥

하상

적말

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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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上衣

Overcoat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	뒷길이	128.4㎝	화장	112.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면복	중	가장	위에	입는	겉옷으로	검은	옷이라는	의미에서	현의玄衣라고도	한

다.	검정은	천天과	양陽을	상징한다.	왼쪽과	오른쪽	어깨에		각각	해와	달을,	등

에는	별과	산을,	소매에는	용과	구름	위의	꿩	등	여섯	가지	문양[장문章文]을	

그려	넣었다.	함께	착용하는	하상에	장식한	여섯	가지	문양을	합하여	12장문

이	시문되어	있어	면복을	12장복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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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산(뒷판) 용(소매 양끝) 꿩(소매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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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中單

Inner Robe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	뒷길이	138.2㎝	화장	112.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상의	안에	받쳐	입는	옷으로	홑겹으로	만든	겉옷[단의單衣]이라는	의미와	속옷	사이에	

입는	옷[중의中衣]이라는	의미를	합하여	중단이라	부른다.	『대한예전』에	“흰색[소색素色:

물들이지	않은	색]	얇은	견으로	만들고,	가장자리에	현색玄色	선을	두르고	깃	위에	불

문黻文	12개를	짠다[직織]”고	기록하였다.	불문의	개수는	황제가	12개,	황태자와	왕이	

11개,	왕세자가	9개,	왕세손이	7개이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36



대
한

제
국

 황
제

 면
복

33

면류관冕旒冠

Crown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옥·대나무·견,	면판:	너비	23.0㎝	길이	46.0㎝,	관무:	최대높이	22.5㎝,	재현품

경운박물관	소장

최고	의례	시	머리에	쓰는	관모로	원통형의	관무官武	위

에	평편한	면판冕版을	올리고,	면판	앞뒤로	옥구슬을	꿴	

유旒를	늘어뜨린	형태이다.	면冕,	면관冕冠,	평천관平天冠이

라고도	부른다.	

유는	황黃,	적赤,	청靑,	백白,	흑黑,	홍紅,	녹綠색의	옥구슬을	비

단	끈으로	꿴	것으로	황제의	것은	12류가	달린다.	앞에	

늘어뜨린	유와	좌우에	달린	충이充耳는	통치자의	눈과	귀

가	지나치게	밝아	나랏일을	그르치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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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下裳

Men’s Skirt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	허리	둘레	88.5㎝	총	길이	94.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중단	위에	입는	예복	치마의	하나로	앞면[전상前裳]	3폭과	뒷면[후상後裳]	4폭이	하나

의	허리끈에	연결되었다.	3폭과	4폭은	우주의	이치를	반영한	것으로	홀수는	하늘과	

양陽을	짝수는	땅과	음陰을	상징한다.	종이宗彝,	화火,	조藻,	분미粉米,	보黼,	불黻	무늬를	각

각	두	개씩	장식하였다.	색상은	붉은색으로	땅을	상징하며,	하늘을	상징하는	상의의	

검은색과	쌍을	이룬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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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슬蔽膝

Ornamental Front Apron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	길이	75.0㎝	너비	32.5㎝,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폐슬은	대대에	걸어	아래로	늘어뜨리는	구성품으로	형태는	사다리꼴이고,	재질과	색

상은	하상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폐슬은	‘무릎을	가린다’는	의미로	앞쪽	허리에	차고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렸다.	『대한예전』에	폐슬의	색상

은	하상을	따라	붉은색으로	제작하며,	용과	불	문양을	장식하여	혁대에	매달아	입는

다고	기록하였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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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大帶, 대수大綬

Silk Belt and Back Apron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견사·옥,	전체	길이	77.0㎝,	재현품

이영애	소장

대대는	예복에	두르는	허리띠의	일종으로	큰	띠라	하여	대대라	이름	지었다.	허리에	두르는	부분을	

요繚,	아래로	늘어뜨리는	부분은	신紳이라	한다.	후수는	허리	뒤쪽으로	드리우는	장식으로	관품에	

따라	색실의	수와	문양,	고리	등의	장식에	차이를	두었다.	본래	후수와	대대는	별개의	것이었으나	

대한제국	시기	사용의	편의를	위해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황제	면복의	후수는	황黃·백白·적赤·현玄·

표縹·녹綠의	6색을	다섯	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황색을	한	번	더해	총	31가닥으로	이루어졌다.	

아랫부분은	망을	짠	후	나머지	실은	늘어뜨려	완성한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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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옥佩玉 

Jade String Pendants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사·옥,	전체	길이	79.5㎝,	재현품

이영애	소장

조복이나	제복을	입을	때	옆에	늘어뜨리는	장식품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된	여러	개의	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은	움직일	때마다	서로	부딪쳐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오음五音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음에	사악함이	깃들지	않고	늘	신중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여겨졌다.	또한	

옥은	행동의	경중을	소리로	나타내므로	진중한	태도를	갖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패옥에는	소수小綬라	부르는	받침이	있는데,	후수와	마찬가지로	황·백·적·현·표·녹	의	6색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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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대玉帶 

Jade Belt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옥,	길이	118.0㎝	너비	4.3㎝,	재현품

대대	위에	두르는	또	하나의	허리띠이다.	왕의	혁대에는	옥을	장식하므로	옥대라	부

른다.	왕세자의	것에는	왕과	같지만	조각하지	않은	옥을	사용하였다.	가죽으로	띠를	

만들고	견을	씌워	형태를	잡은	후	그	위에	옥으로	된	장식	판[띠돈,	대전帶錢,	과판銙板]

을	여러	개	붙여	장식했다.	왕의	옥대에는	대홍색	견을,	왕세자는	흑색을	사용하였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영친왕이	곤룡포에	착용했던	것이	남아	있다.	대한제국	황제의	옥

대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대한예전』에서는	옥	사이에	금과	호박,	투각한	무소뿔[투

서透犀]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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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말赤襪 적석赤舃

Red Silk Socks and Shoes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	적말:	길이	36.6㎝	버선목	19.4㎝,	적석:	길이	26.0㎝,	재현품

경운박물관	소장

예복을	입을	때	신는	버선과	신발로	붉은색	비단으로	제작하므로	

적말,	적석이라	부른다.	조선시대	왕이	면복과	원유관복을,	왕비가	

적의	등을	입을	때	신었는데,	대한제국의	황제	역시	면복과	통천관

복	등의	예복을	입을	때	적말과	적석을	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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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곡령方心曲領

Round Neck Band and Ritual Token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	전체	길이	46.0㎝	곡령	너비	4.5㎝,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40

규圭

Jade Tablets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옥,	17.2×4.1×0.98㎝,	재현품

경운박물관	소장

『대한예전』에	백옥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의례	참석	시	

손에	쥐는	옥판으로	천자로부터	받은	땅[토土]을	재고	

다스린다하여	‘규圭’라	한다.	전체적으로	세로로	길고	

위가	뾰족하며	아래는	네모진	오각형	형태이다.	규는	

아래를	직물로	감싸	손으로	잡기	편하게	하였는데,	이

를	싸개[감이甘伊]라	한다.	

면복을	입을	때	목에	거는	것으로	둥근	깃	모양[곡령曲領]	

중앙에	사각형[방심方心]을	매단	형태이다.		곡령의	양	옆

에	기다란	끈[영纓]이	달려있는데,	오른쪽	어깨에	홍색,	왼

쪽에	녹색	끈을	단다.	

가례	때	면복을	입는	경우에는	방심곡령을	사용하지	않고,	

길례	때에만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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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 종류	 장식 위치	 상징 의미	

1	 일日	 오른쪽	어깨	
하늘의	해와	달,	별을	표현한	것으로	천지만물의	운행과	조명무사照明無私(밤낮의	광명을	아래로	비춰	백성들의	

삶을	밝게	밝힘)를	상징한다.	제왕은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을	알려주고	백성은	이로써	절기를	파악하게	되니	

모든	일상이	시간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월月	 왼쪽	어깨	

3	 성신星辰	 뒷판(등)	

4	 산山	 뒷판(등)	
뾰족한	산봉우리	셋이	잇닿은	모양으로	표현되며,	제왕이	숭배의	대상이자	움직이지	않는	위엄의	소유자임을	

상징한다.	

5	 용龍	 양	소매	
상상의	동물로	황제와	황후를	상징한다.	비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농경시대에	제왕의	

힘의	원천을	의미했다.	

6	 화충華蟲	 양	소매	 산꿩을	표현한	것으로	군주의	덕과	절개를	상징한다.	

7	 종이宗彞	 하상	 종묘제향에	쓰이는	술잔을	의미한다.	술잔에	그린	호랑이는	엄격함과	용맹함을,	원숭이는	지혜를	상징한다.	

8	 화火	 하상	 불의	형상을	화염이	활활	타오르는	모양으로	표현하였으며,	밝은	덕이나	권력	등을	상징한다.	

9	 조藻	 하상	 물풀을	의미하며,	군주의	인덕과	청결,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10	 분미粉米	 하상	 쌀을	의미하며,	황제는	백성을	위하고	보양保養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11	 보黼	 하상	 도끼를	표현한	것으로	군주의	현명하고도	과감한	결단력을	상징한다.	

12	 불黻	 하상	 ‘아亞’자를	좌우로	배열한	문양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관모   착용자 면복 문양

12류 면관  황제

12장문 

일,	월,	성신,	용,	산,	화,	화충,	

종이,	조,	분미,	보,	불	

9류 면관		
황태자

조선시대	왕	

9장문

용,	산,	화,	화충,	종이,	조,	분미,	

보,	불

8류 면관		

조선시대

왕세자	

왕세제

7장문	

화,	화충,	종이,	조,	분미,	보,	불

7류 면관		
조선시대	

왕세손	

5장문	

종이,	조,	분미,	보,	불

12장문은 주로 자연과 동물에서 소재를 구하여 형상화하였으며 황제가 갖추어

야 할 덕목을 상징한다. 이 가운데 일, 월, 성신은 합하여 삼신三辰이라 부르며 

하늘을 상징하여 천자天子인 황제 만이 쓸 수 있었다.

┃ 12장문章文 문양의 의미  ┃

출처:  이은주·황진영, 「종묘대제용 면복의 십이장문 재현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17(4), 

한복문화학회, 2014, 143쪽 표12.

일(해)

용

조(물풀)

월(달)

화충(꿩)

분미(쌀알)

성신(별)

종이(제기)

보(도끼)

산

화(불)

불(亞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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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면복을 착용한 순종皇帝冕服 純宗 

Sunjong dressed in Emperor’s Ritual 
Costume
출처:	이각종,	『순종실기純宗實紀』,	1927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2류	면관과	12장복을	착용한	순종의	모습을	찍었다.	대한제국	황제	면복이	남아	있지	않

은	상황에서	황제	면복의	실상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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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어진純宗 御眞 

Royal Portrait of Emperor 
Sunjong
권오창	그림,	1997년,	

비단에	채색,	114.0×164.0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2대	황제	순종의	초상화이다.	황제	면복을	입은	순종을	촬영한	사진과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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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文祖(익종益宗) 어진御眞

Royal Portrait of King Munjo(Ikjong) 
1826년,	비단에	채색,	148.6×45.2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문조로	추종된	효명세자의	초상화이다.	왕세자의	면복(8류	면

관과	7장복)을	착용하고	교의에	앉은	모습이나,	화면	절반	이

상이	소실되었다.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묘사로	조선시대	면복

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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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례의궤大禮儀軌(어람용御覽用)

The Royal Protocol for Great Ceremonies
1897년,	종이에	묵서(필사본),	43.8×32.0㎝,	보물	1901-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종이	환구단에서	천지에	제사를	지낸	후	황제로	등극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

는	의례[대례大禮]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하였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환

구단으로	나아가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	황제	면복으로	갈아	입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시일時日(일정),	좌목座目(필요물품),	조칙詔勅(알림글),	의주儀註(의식의	상

세한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품을	그림으로	그린	도설圖說과	의례를	올

리러	가는	행렬을	그림으로	그린	반차도	班次圖를	곁들여	시각적	기록을	더하였다.	

반차도에는	황제의	가마와	행렬의	주변을	장엄하는	깃발이	황제를	상징하는	황

색으로	표현되었다.	의궤의	황색	표지도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국왕

이	보던	어람용	의궤의	표지가	붉은색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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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전大韓禮典 

Code of Rites of the Daehan Empire
장례원	편,	1898년,	종이에	묵서(필사본),	28.4×20.0㎝,10권	1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897년	6월,	사례소史禮所를	설치하고	장차	출범할	황제국의	체제에	맞는	국가	

전례의	정비를	맡게	하였는데	이때	만들어진	것이	『대한예전』이다.	『국조오례

의』의	기본구성을	따르되	황제국	고유의	의례들은	『대명집례大明集禮』와	『대명

회전大明會典』을	참고하였다.	황제	복식과	관련한	내용은	권4	「제복도설祭服圖說」에	

면류관	및	12장복이,	권5	「관복도설冠服圖說」에	익선관	및	강사포,	곤룡포,	황후	

관복	등의	설명과	도설圖說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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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전』 권4 「제복도설」에 그려진 황제 면복 일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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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천관

강사포

규

옥대

폐슬

패옥

대대·대수

하상

중단

적말

적석

대한제국 황제 

통천관복

Emperor’s 
Ceremonial Costume

제례나 등극의례 등 국가의 중요한 의례에 제복祭服으로 면복을 입었다면, 통천관복은 그 밖의 경사

스러운 의례[길례吉禮], 신하들과 조회를 할 때, 제례를 거행하기 위해 거둥할 때, 경축일이나 가례 

때의 일부 의례에 참석할 때, 조칙을 반포하거나 백성을 접견할 때 등에 조복朝服으로 입었다.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여 처음 만들어졌으며, 환구단에서 황제 등극을 알리는 제사를 지내고 태극전

(현 즉조당)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입었다. 조선의 왕은 원유관에 강사포를 착용하였다. 

통천관복(앞)

대한제국 황제 복식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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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천관복(뒤)

┃ 황제 통천관복의 구성 ┃

『예복禮服』과 『증보문헌비고속增補文獻備考續』 79권 17항 「예고禮考」에 등장하는 황제의 구성품 :

통천관通天冠, 강사포絳紗袍, 상裳(하상), 중단中單, 폐슬蔽膝, 혁대革帶(옥대), 옥패玉佩(패옥), 대대大帶, 대수大綬, 규圭, 말襪(버선), 석舃(신발)

*  『대한예전』과 『예복』에서 대대와 대수, 패옥, 규, 말과 석은 면복과 동일하다고 기록하였다. 

통천관

강사포

옥대

패옥

대대·대수

하상

중단

적말

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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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천관通天冠 

Crown for the Emperor’s Ceremonial Costume
견·옥,	총	높이	25.8㎝	관무	지름	30.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황제가	강사포를	착용할	때	쓰는	관모이다.	황

제의	것은	통천관,	왕과	황태자	이하의	신분은	

원유관을	쓴다.	통천관에는	옥을	실에	꿴	‘양梁’

을	12줄	붙인다.	왕과	황태자의	것에는	9줄,	왕

세자는	8줄,	왕세손은	7줄의	양이	부착된	관모

를	착용했다.	양의	수에	따라	12량을	통천관,	9

량과	8량	등을	원유관으로	부른다.	양에는	청

靑·황黃·홍紅·백白·흑黑의	5색	옥구슬을	꿰었으

며,	관에는	붉은	끈의	홍영紅纓을	달고	옥으로	

만든	비녀인	옥잠玉簪을	꽂았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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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고종) 성수50주년 기념장記念章

Imperial 50 Years Felicitations Commemorative 
Medal for Emperor Gojong
1901년,	은·견사,	지름	3.3㎝	

육군박물관	소장

1901년	9월	7일	고종의	탄신	50주년을	맞

아	제작된	기념장이다.	앞면에	황제를	상

징하는	통천관을	새겨	넣고,	뒷면에	“대한

뎨국	대황뎨폐하	셩슈오십년	칭경	기념은

샹	광무오년구월칠일”이라	한글로	기록하

였다.	통천관은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	및	망육순望六旬

(51세)을	기념하여	제작한	기념장과	우표

에도	삽입되었다.	

48

의왕 원유관義王 遠遊冠 

The “Ceremonial Crown” (Wonyugwan) of Prince Ui
1900년	추정,	견·옥,	높이	21.8㎝	관무	지름	16.5㎝,	

국가민속문화재	제274호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대한제국	시기

의	원유관이다.	고종과	귀인	장씨	소생인	

의화군義和君이	1900년	의왕으로	책봉될	

때	착용한	관모라	전해지고	있다.	양은	7량

으로	비녀[잠簪]는	없어졌고	비녀를	끼우는	

위치에	오화문五花文의	금속	장식	판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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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포絳紗袍

Overcoat for the Emperor’s Ceremonial Costume
견,	뒷길이	132.0㎝	화장	111.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강絳은	붉은색,	사紗는	생사로	짠	얇고	가벼운	견,	포袍는	위아래가	통으로	되

어	있는	큰	옷이라는	뜻으로	붉은	견으로	만든	겉옷이라는	의미이다.	통천

관과	함께	조복으로	착용하였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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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中單

Inner Robe for the Emperor’s Ceremonial Costume
견,	뒷길이	140.0㎝	화장	111.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대한예전』	권5	「관복도설」에	황제	통천관복의	중단은	백색의	얇은	견[소사

素紗]으로	짠	포袍로	붉은	깃에	불문黻文	12개를	짠다고	하였다.	조선의	왕이	

착용한	중단은	불문이	11개	시문되어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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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下裳

Men’s Skirt for the Emperor’s Ceremonial Costume
견,	허리둘레	87.0㎝	총	길이	94.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대한예전』에	면복의	상과	동일하나	문양	장식이	없다고	하였다.	색은	붉은

색이며	앞	3폭,	뒤	4폭으로	총	7폭이다.	『순종실록부록』	권10,	순종	12년		

1월	26일자	기사에	고종	승하	시	대홍색	공단貢緞의	강사포와	백색	얇은	갑

사甲紗의	중단,	다홍색	사紗의	상裳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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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슬蔽膝

Ornamental Front Apron for the Emperor’s 
Ceremonial Costume
견,	길이	75.0㎝	너비	32.5㎝,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대한예전』에는	상과	같은	색으로	가장자리	선[본색연本色緣]이	있으며	두	

개의	옥구玉鉤(옥으로	된	갈고리,	혹은	초승달	모양	옥)가	있다고	기록하였

다.	그러나	통천관복을	착용하고	있는	고종을	찍은	사진과	고종의	어진에	

보이는	폐슬은	매듭	띠[조대條帶]가	부착되어	있으며,	옥구나		옥구의	부착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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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어진高宗 御眞

Royal Portrait of Emperor Gojong 
20세기	초,	비단에	채색,	162.5×100.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통천관에	강사포를	입고	어좌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렸다.	전통적인	어진	제작	방

식과	달리	휘장을	드리운	배경이	이례적이며,	명암처리와	두꺼운	채색은	서양화를	연상시킨

다.	얼굴과	옷감의	재질	묘사	등이	사실적이다.	『대한예전』에는	통천관복을	착용할	때	면복과	

동일하게	‘석’을	신는다고	기록하였으며		1918년경	촬영한	고종의	사진에서도		통천관복에		

석을	신은	모습이	확인되나	이	어진에서는	목화木靴를	신고	있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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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일가 사진 高宗一家寫眞

Gojong and His Family
1913년경	촬영,	19.2×24.4㎝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55

통천관복을 착용한 고종

Gojong dressed in Emperor’s 
Ceremonial Costume
출처:	『皇室家族聖鑑』,	193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918년	창덕궁	인정전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으로	중앙에	통천관과	강사포를	착용한	고

종이	앉아	있다.	사진의	좌측부터	서양식	군복을	착용한	의친왕,	통천관과	강사포를	착용한	순종,	한

복을	착용한	덕혜옹주,	서양식	군복을	착용한	영친왕,	그리고	고종	옆으로	순정황후	윤씨와	의친왕

비	덕인당	김씨,	의친왕의	큰	아들	이건이	등장한다.	이	사진은	인물의	명암이	부자연스럽고	덕혜옹

주가	어릴	적에	일본에	거주했던	영친왕이	귀국한	기록이	없어	합성사진으로	보기도	한다.	

통천관을	쓰고	강사포를	착용한	모습의	

고종을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아래	다이

쇼[大正]	7년경의	사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1918년	무렵	촬영한	사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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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제 

익선관복

Emperor’s 
Official Costume

익선관복翼善冠服은 『대한예전』 권5 「관복도설冠服圖說」에 황제의 상복常服으로 등장한다. 관모로 익선관을 쓰

고, 의복은 황포黃袍, 즉 황룡포를 입는다고 하였다. 조선의 왕은 상복으로 익선관을 쓰고 곤룡포袞龍袍(용포龍

袍 또는 망포蠎袍라고도 함)를 입었는데, 이 차림새는 왕과 황태자의 상복常服이자 시무복視務服, 또한 “평일소

어자平日所御者”라 하여 평상시에 착용하던 복장이었다. 이외에 익선관복은 예복으로도 착용하였으며 신하를 

접견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할 때도 착용하였다. 곤룡포는 둥글게 말려 있는 형태[곤袞]의 용을 표현한 보補

가 달려있는 포袍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은 중국에 대한 제후국의 규정으로 대홍색大紅色 곤룡포를 착

용하였는데,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대한제국의 황제는 황룡포를 착용하고 황태자는 홍룡포를 입게 되었다. 

보補의 용문양도 신분에 따라 황제와 황태자, 왕은 발톱이 5개인 오조룡五爪龍을, 왕세자는 사조룡, 왕세손은 

삼조룡으로 차등을 두었다.  

익선관복(앞)

익선관

훈장

옥대

황룡포

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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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익선관복의 구성 ┃

『대한예전』 권5 「관복도설」에 등장하는 ‘상복常服’의 구성품: 익선관翼善冠, 황포黃袍(황룡포), 옥대玉帶, 화靴(목화)

*  옥대는 면복, 통천관복의 것과 동일하다. 

착용자 황제	 황태자 왕	 왕세자	 왕세손	

곤룡포	 황색	 대홍색 아청색鴉靑色	혹은	자적색紫赤色	

보補	 황색	바탕에	오조룡	 자주색	바탕에	오조룡	 오조룡	 사조룡	 삼조룡	

양쪽	어깨,	가슴과	등의	4곳에	둥근	보	부착	 가슴과	등에만	네모난	보	부착	

익선관복(뒤)

익선관

옥대

황룡포

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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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포黃龍袍

Emperor’s Official Robe 
견,	뒷길이	130.0㎝	화장	95.0㎝,	재현품

	조선의	왕은	대홍색	곤룡포인	홍룡포를	착용하였다.	가슴과	등,	양	어깨에	금실로	자

수한	오조룡의	흉배를	부착하였다.	대한제국은	대홍색을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으로	

변경하고	흉배를	장식하는	오조룡의	문양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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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관翼善冠 

Emperor’s Official Hat 
견, 전체 높이 23.0㎝	지름	19.5㎝, 재현품

『대한예전』에서	익선관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오사모烏紗帽로,	뒤에	부착된	귀가	꺾여	

정수리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현존하는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익선관	유물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	익선관	및	고종의	어진을	참고하였을	때	

대한제국	황제	익선관은	자주색	사紗	관모에	같은	재질의	끈으로	장식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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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木靴 

Man’s Court Shoes
견,	길이	26.0㎝	높이	24.0㎝,	재현품

목화는	조선의	왕이나	문무관리들이	관복을	입을	때	신던	목이	긴	신발이

다.	겉은	검은	가죽[녹비鹿皮]이나	푸른색[아청색鴉靑]	공단貢緞	또는	융絨으로	

만들고	안은	흰색	견으로	제작하였다.	바닥은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었다.	

목화는	형태나	장식에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모양이	다른

데	고종의	어진에	보이는	목화는	발목	앞쪽에	흰	선을	한	줄	둘렀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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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Grand Medal of the Golden Rule
금속·견,	

대수:	146.0×11.0㎝

정장:	지름	7.8㎝	길이	12.4㎝

부장:	지름	8.9㎝,	재현품

대한제국의	훈장은	1900년	4월	17일	「훈장조례勳章條例」를	반포하면서	제작

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금척대훈장은	조선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꿈에서	금척金尺을	얻어	나라를	세우고	왕통을	전하게	되었다는	데에서	유

래한	것으로	대한제국	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이다.	황족만이	착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친	및	문무관원	중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을	받은	자	가

운데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특별히	수여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금척대훈장은	어깨에서	허리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도록	걸치는	대수大綬

와	대수	끝에	매다는	정장正章,	가슴에	차는	부장副章이	한	세트를	이룬다.	대

수는	황색	바탕에	홍색	테두리를	이은	모습이고,	정장과	부장은	태극문양

을	중심으로	십자	광선	모양의	금척에	오얏꽃을	둥글게	두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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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소매[활수闊袖] 황룡포

황룡포 앞면 용문보龍文補 황룡포 뒷면 용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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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룡포袞龍袍와 용문보龍紋補 

Emperor’s Official Robe and Rank-badge with 
Dragon Design
20세기	초,	견,	뒷길이	127.0㎝,	화장	95.0㎝,	뒤품	54.0㎝

국가민속문화재	제58호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시기	이후	황실에서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두	벌의	황룡포이다.	

한	벌은	소매가	넓은	활수포이고	다른	한	벌은	소매가	좁은	착수포이다.	구름

과	칠보	문양이	있는	얇은	운보문사雲寶文紗	재질로	겉감은	황색,	안감은	붉은색

으로	제작하였다.	옷에	부착되어	있는	둥근	모양의	보에는	5개의	발톱을	가진	

용을	금실로	수놓았는데	용보의	중앙에	해를	상징하는	붉은	원과	달을	상징하

는	흰색	원을	넣은	점이	특이하다.	두	벌의	곤룡포는	소매의	좁고	넓은	점을	제

외하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1890년대	관복의	의제개혁을	시행하면서	예

복을	간소화하여	대례복으로	넓은	소매의	단령을,	소례복으로	좁은	소매의	단

령을	착용하도록	하였던	규정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좁은 소매[착수窄袖] 황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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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배용 용문 목판胸背用 龍文 木板

Rank-badge Pattern Stamp with Dragon Design
1905년	추정,	나무,	지름	20.4~21.0㎝	두께	5.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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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보 목판高宗 皇帝補 木板

Rank-badge Pattern Stamp with Dragon Design
1897년,	나무,	지름	20.3㎝	두께	5.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뒷면	우측에	“뎡유듕츄신조”	좌측에	“흉ᄇᆡ
판일ᄡᅡᆼ”이	쓰여	있다.	정유년은	1897년으
로	광무	원년이다.

손잡이	윗부분에	‘上(상)’이	음각되어	있으며,	손잡이	오른쪽에	먹으로	쓴	“을ᄉᆞ듕
하신조”,	왼쪽에	“흉ᄇᆡ판일ᄡᅡᆼ”의	글이	있다.	을사년은	1905년으로	추정된다.	

63

고종 황제군복보 목판高宗 皇帝軍服補 木板

Rank-badge Pattern Stamp with Dragon Design 
for gojong’s Militarry Waistcoat
1898년,	나무,	가로	10.0㎝	세로	20.0㎝	두께	7.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두	마리의	오조룡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양각되어	있다.	목판	손잡이에	‘上(상)’자

와	“무슐군복흉ᄇᆡ판”이라는	묵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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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어진

Royal Portrait of Emperor Gojong
전傳	채용신,	20세기	초(1920년대	이전),	비단에	채색,	180.0×104.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익선관복을	착용하고	용상龍床에	정면을	향해	앉은	모습을	그렸다.	배경은	담

채의	연회색으로	칠하고,	바닥에는	화문석을	그렸다.	익선관,	황룡포,	옥대,	목

화의	세밀한	묘사로	대한제국	고종의	황제	익선관복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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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어진

Royal Portrait of Emperor Gojong
전傳	채용신,	20세기	초(1920년대	이후)	

비단에	채색,	137.0×70.0㎝

원광대학교	박물관	소장

채용신은	1901년	고종	어진을	그린	후	자

신이	가지고	있던	밑그림으로	이후	여러	

차례	고종	어진을	그렸다고	전하는데,	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익선관복을	착용한	

고종이	정면을	바라보며	용상에	앉은	모

습을	그렸다.	등뒤에	일월오봉병日月五峯屛을		

바닥에	화문석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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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초상화

Portrait of Emperor Gojong 
조제프	드	라	네지에르	그림,	1902년

출처:	Joseph	de	La	Nézière,	l'Extreme	Orient	en	Image,	1903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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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어사진

Portraits of Emperor Gojong
김규진	촬영,	1905년	

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The	Alice	Roosevelt	Longworth	Collection	of	Photographs	from	the	1905	Taft	

Mission	to	Asia,	1905,	Freer	Gallery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Archives.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FSA	A	2009.02	06a

익선관복	차림의	고종	사진으로	등	뒤에	병풍을	두르고	바닥에	

화문석을	깔았다.	사진틀	하단에	먹으로	“대한황제경진大韓皇帝

眞”	“광무구년光武九年”	“재경운궁在慶運宮”이라	적혀	있어	광무	9년,	

즉	1905년에	촬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종은	정면을	바라보며	바르게	앉아	있으며,	익선관복	위로	대

수大綬를	드리우고	금척대훈장과	각국에서	받은	훈장을	가슴에	

달았다.	

프랑스	화가	드	라	네지에르Joseph	de	La	Nézière, 1873~1944는	1902년	

대한제국을	방문하여	고종의	요청으로	궁궐에	들어가	초상화를	

그렸다.	이	초상화는	당시	그가	여행한	중국,	요동	지방에서의	

그림과	함께	1903년	발간한	『극동의	이미지』라는	책에	실렸다.	

이후	외국의	여러	신문에	고종의	공식	초상화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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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제 초상화 

Official Portrait of Emperor Gojong
출처:	La	Vie	Illustrée,	19.	Jan.	190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04년	발행	프랑스	일간지	『라	비	일뤼스트레La	Vie	Illustrée』	표지에	실린	고종의	초상화이다.	이	

신문에는	위의	초상화와	함께	초상화를	그린	드	라	네지에르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고종을	폐현하였을	때	관찰한	고종의	인상과	고종이	착용하였던	복식에	대해	상세히	회고

하고	있다.	표지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글이	적혀있다.

“본지 오늘 자에 실린 본 삽화는 드 라 네지에르가 작년에(1902년을 잘못 씀)서울에서 그린 초상화이

다. 드 라 네지에르는 장 아잘베르의 기사를 통해 본지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듯이 1902년 안남(베트

남) 황제의 초상화도 공식적으로 제작한 바 있다. 지금 소개하는 초상화는 대한제국 황제의 옥좌를 배

경으로 한다. 황제의 모습은 다섯 개의 성산과 한국의 강, 숲, 그리고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 그림(일월

오봉도)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울러 하늘의 왼쪽에는 태양이 오른쪽에는 달이 빛나고 있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19세기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2017, p. 246 번역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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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례행사 – 황제의 서울 행차 

(좌) 두 개의 가마에 나눠 타고 흰 두건을 쓴 승려들과 군인들에 둘러싸인 대한제국의 황제(고종)와 황태자(순종)가 궁을 나서는 모습

(우) 구식 총과 갈고리 모양 창으로 무장한 군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황제가 탄 가마가 서울의 한 교량으로 진입하는 모습

고종의	초상화를	제작한	프랑스	화가	드	라	네지에르는	기

자와의	인터뷰에서	초상화를	그릴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고종이	입었던	익선관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때가 1902년 6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 두 달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황제께서 프랑스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 작업을 맡기고 싶다는 희망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제게 보내셨습니다. …<중략>…  그리고 어느 날 아침 11시경에 

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옷을 차려 입고 가마를 타

고 가서 황제가 사는 궁궐 앞에 내렸습니다. …<중략> … 마침

내 황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60세 가량(실제 53세) 되어 보였

습니다. 금색과 노란색에 돋을 무늬가 새겨진 긴 비단 가운(황

룡포)를 입고 있었는데, 옷 앞면에는 다섯 개의 발톱을 가진 용

(오조룡)이 수놓아져 있었고 허리에는 옥 허리띠(옥대)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은 관습에 따라 매우 넓은 소맷부리에 넣고 있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에는 한국 훈장인 큰 리본을 달았

습니다. 두 개의 빨간색 줄 사이에 노란색이 채워진 넓은 리본

이었습니다. 머리 모양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첫 번

째는 머리를 땋지 않고 긴 머리에 말총으로 만든 머리띠(망건)

를 쓴 모습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말총을 매우 섬세하게 

역어서 만든 높이가 좀 더 높은 일종의 챙 없는 모자(익선관)를 

쓴 모습입니다. 신발은 밑창을 흰색 펠트로 만든 실크 장화(목

화)를 신었는데 평소에 신고 다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19세기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2017, pp. 

246~252 번역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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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와 황제 

Korea and the Korean Emperor
출처:	Harper’s	Monthly	Magazine,	pp.	575~582

1901년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앨프리드	스테드Alfreed Stead, 1877-1933는	1901년경	대한제국을	방문한	후	신문에	「Korea	

and	her	Emperor」를	기고하였다.	여기서	그는	익선관복을	입은	고종이	가슴에	착용

한	훈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황제는 왼쪽 가슴에 금 도량을 뜻하는 커다란 훈장을 달고 있다. 훈장의 영어 이름인 ‘Gold-

en Measure’는 서울 주재 영국 공사 거빈스가 지었다. ‘Golden Rule[금척]’이 한국명의 의미

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지만, 이미 그 단어가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19세기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2017, pp. 233~245 번역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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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서양식 황제복

Emperor’s 
Western costume

1899년 최고 군통수기관인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고 황제가 원수부의 수장인 대원수를 황제가 맡도

록 하였다. 이로써 황제의 공식 복장으로 서양식 군복이 제정되었다. 대원수복에 대해 규정을 명시

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사진 자료들과 당시 대한제국을 방문한 외국인 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프랑스와 일본, 독일 등의 제도를 참작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원수복이 제정되기 이전

에도 군례에는 육군대례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대한예전』 권5 「군례」) 원수부 창설 이전에 이

미 서양식 군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895년 처음으로 육군복장제식이 제정되었고, 1897년 개정되었는데, 이때 복장의 종류를 예복과 

상복으로 정하고, 꾸밈에 따라 예복은 다시 정장正裝과 예장禮裝으로, 상복은 군장軍裝과 상장常裝으

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상황에 착용하게 하였다. 대원수복 역시 크게 예복과 상복으로 구분하고 꾸

밈을 달리하여 격에 맞도록 착용하였다.

 *  견장肩章: 제복의 어깨에 붙이는 계급 표식

** 식대飾帶: 예복의 허리에 두르는 띠

복식 착용 상황 상의 견장 식대

예복
정장 의식,	제사,	기념일 대례의 대견장 ◯

예장 행사,	연회 대례의 소견장 ×

상복
군장 전시,	훈련,	근무 의 소견장 ×

상장 평시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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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대원수 예복

Emperor’s Ceremonial
Military Uniform

예복은 가장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할 때 입는 제복制服을 뜻한다. 의복이 지니는 특성에 걸맞게 깃

에는 관등을 표시하는 의령장衣領章을, 어깨와 소매에는 계급을 표시하는 견장肩章과 수장袖章을 달

았다.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으로 직책을 표현하는 식서飾緖를 둘렀으며, 반대편 가슴에 공훈을 나타

내는 훈장을 패용하는 등 제복 중 가장 격이 높은 복식이다. 세부적으로는 예식의 종류에 따라 대

례견장을 착용하는 정장과 소례견장을 착용하는 예장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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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수 예복

모자[모帽]

백포하금白布下襟	*

식서飾緖(견식	줄)

의령장衣領章	**

식대飾帶(허리띠)

대례견장

상의

훈장勳章

장갑

바지

예도禮刀

구두

*겉옷의 옷깃 안에 입는 하얀 칼라

**옷깃에 새기는 계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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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수 예복

Emperor’s Ceremonial Military Uniform
재현품

상의 안에는 셔츠를 착용하고, 옷깃 안쪽에 백포하금白布下襟

을 고정하였다. 어깨에는 대례견장을 달고, 오른쪽 어깨의 

견장에 고정하여 오른쪽 가슴으로 견식 줄을 늘어뜨린다. 허

리에는 허리띠인 식대를 차는데, 칼을 걸 경우에는 도대를 

찬다. 예복을 입을 때는 훈장을 패용하는데 대수와 함께 가

슴에 매단다. 손에는 흰 가죽 장갑[백피수투白皮水套]을 꼈다. 

장갑은 흰색 가죽 재질을 원칙으로 하되, 상복을 입고 평상

시 근무하거나 연습할 때에는 갈색[다색茶色]이나 탄력있는 

소재[무대소제無大小製]를 착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육군복장규칙에 바지의 재질은 검은색 융[흑융黑絨]으로 하

고, 소속 병과와 계급에 따라 측면에 봉장縫章(계급 띠 장식)

을 붙이도록 하였다.

발에는 비단 양말을 신고 구두를 착용하였다. 어용구두는 단

화短靴와 단화광피短靴光皮(광이 나는 가죽신발) 두 종류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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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칼라에	앞	중심에서	매듭단추로	여며지는	형태이다.	좌우	앞판에	금줄[금사원

직金絲圓織]로	꽃문양을	각각	5개씩	장식하였다.	꽃문양과	앞	중심의	매듭단추는	금줄

로	연결하였다.	이	형태의	복식을	늑골복肋骨服	또는	근골복筋骨服이라고도	한다.	1897

년	발표한	「육군장졸복장제식陸軍將卒服裝制式」의	육군	예복과	형태가	유사하다.	소매	끝

[수구袖口]에는	넝쿨무늬가	자수되어	있으며,	소매	중심선을	향해서	‘人(인)’자형	계

급장[수장袖章]이	부착되어	있다.	계급장은	대원수	11줄,	원수	10줄,	대장	9줄,	부장	8

줄,	참장	7줄로	차등을	두었다.	

견장은	제복의	어깨	위에	부착하여	계급을	나타내는	표장表章으로	대례견장과	소례견

장	2종이	있었다.	대원수	예복에는	술	장식이	화려한	대례견장을	부착한다.	「원수부

에	속한	무관의	복장	규정」을	보면	“견장은	황제의	것[어용御用]과	동일한	형식으로	하

되	위관은	수垂가	없다”하여	황제의	군복에는	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견장에서	시작하여	앞	중심까지	장식하는	매듭	장식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패용하였다.	장관,	영관,	위관이	모두	착용하도록	하였다.	재질은	착용하는	복장에	따

라	차이를	두었는데	금실로	짠	띠[금사선제金絲線製]는	모든	복장에	달	수	있도록	하고,	

백다색白茶色의	견사로	짠	띠[견사선제絹絲線製]는	상장과	군장	착용	시	달도록	하였다.	띠

의	양쪽	끝에는	무궁화[근화槿花]가	양각된	금속	장식[금구金具]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한	곳에	연필을	삽입하였다.	

예복의	겉옷	위로	허리부위에	두르는	띠의	일종으로	바지를	고정하는	용도가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계급과	소속	병과에	따라	색상과	재질

이	다르며,	띠	아래로	드리우는	술	장식의	재질도	달리하였다.	

상의上衣 

Top

대례견장[예견장禮肩章] 

Epaulet of Emperor’s 
Ceremonial Military Uniform

식서飾緖(견식 줄) 

Ornament for Emperor’s 
Ceremonial Military Uniform

식대飾帶(허리띠) 

Belt for Emperor’s 
Ceremonial Military Uniform

대례견장

식대

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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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투구	형태에	대한제국의	상징문양을	장식하였다.	투구형	모자	앞	중심에	오얏꽃	한	봉우

리를	잎으로	둥글게	감싼	문양을	부착하고,	정수리에	화살촉과	같은	금색	쇄鎖	장식을	세웠다.	몸

통	하단에는	앞뒤로	챙[차양,	전비前庇]을	달고,	좌우로	턱끈[이뉴頤紐]을	달았다.

1899년	6월	대한제국을	방문하여	고종의	대원수	예복을	직접	본	독일의	하인리히	친왕Albert	Wilhelm	

Heinrich,1862-1929 은	고종의	투구가	프로이센의	피켈하우베Pickelhaube를	변형시킨	것으로,	고종이	프로

이센의	육군	소위	그뤼나우	남작Baron Grünau의	철모를	보고	세창양행世昌洋行을	통해	수입한	것이라

고	보고한	바	있다.

72

투구형 모자

Helmet for Emperor’s 
Ceremonial Military Uniform
재현품

대원수 예복 모자 원수 예복 모자

대한제국 황제 복식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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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순종)즉위 기념장皇帝(純宗)卽位 記念章 

Commemorative Medal of Emperor Sunjong’s Coronation
1907년,	금·견사,	지름	3.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74

원수 예복을 입은 순종 초상화元帥 禮服 純宗 肖像畫

Portrait of  Empero Sunjong dressed in 
Ceremonial Military Uniform 
휴버트	보스Hubert	Vos	그림,	1902년

출처:	L'Illustration,	29.	Mars,	1902

개인	소장

이	기념장은	1907년	8월	27일에	순종의	즉위를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	앞면에는	꽃잎이	중첩

된	오얏꽃	문양과	프로이센의	군모를	변형한	투

구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대한뎨국	대황뎨폐

하	즉위례식	긔념장	륭희원년팔월	이십칠일”이

라고	적혀	있다.	

투구형	모자에	대해서는	1899년	원수부를	설치할	때	「원수부에	속한	무관의	복장	규정」에	“모

자는	황제의	것[어용]과	동일한	양식으로	하되	계급	표시[품표品表]만	계급에	따른다.”라고	규정

하였다.	이	기록과	더불어	고종이	독일에서	많은	투구를	수입했다는	점에서	초기	원수부	무관들

의	모자로	독일제	투구가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투구는	당시	여러	나라에서	활용

되었는데,	일정한	형태는	유지하면서	각	나라	고유의	문양을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대원수복

에	착용한	투구	역시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얏꽃을	중앙에	장식하였다.	또	정수리	부분에서	위

로	올라가는	장식물의	꼭대기에는	전통	갑주	장식에서	볼	수	있는	옥봉玉鳳	장식이	올려졌다.	대원

수	투구는	현재	유물로	확인된	예가	없으나,	대원수의	투구를	도안으로	활용한	순종의	황제즉위		

기념	금장에서	상세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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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도 및 부속품

“Sharp-pointed” military swords (yedo) with accessories
재현품

예복을	입을	때	예식용	칼을	휴대한다.	예복에	드는	예식	칼은	

군도軍刀,	지휘검	등으로	기록되었다.	1895년	육군복장규칙에	

도刀는	전투에	참가하는	장교가	휴대하고,	검劍은	전투에	참가

하지	않는	장교가	휴대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다	1906년	도는	

장관과	각	병과의	장교,	군악장이	휴대하고,	검은	장관과	사례,	

군사,	군의,	수의,	부의,	영위관과	그에	상당한	계급관이	휴대

하도록	개정하였다.	대원수의	예도는	1897년	개정한	「육군복

장제식」의	육군도陸軍刀와	형태와	문양이	유사하다.

도와	검을	휴대할	때	칼의	손잡이에	매는	장식	끈을	말한다.	금

실로	짠	줄	끝에	타원형	장식을	매단	형태로	칼의	손잡이	부분

을	휘감아	장식하였다.

허리에	둘러	칼을	거는	띠이다.	1897년에는	장관급의	경우	금

실로	짠	넓은	띠[금사광직金絲廣織]로	하고	영관과	위관은	검은	

가죽[흑혁제黑革制]으로	하였다가	1907년	관등의	구별	없이	모

든	장교	이하	검은색	가죽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일하였다.	

예도禮刀 

Sword 

도서刀緖

Sword Ornament 

도대刀帶

Sword Belt

대한제국 황제 복식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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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 刀 刀柄에 鍍金槿花葉이요 前後面에 正中은 太極이니 將官은 全體를 雕刻하고…”

칼자루에 무궁화 잎을 도금하고, 앞뒤 한 가운데는 태극을 장식하되, 장관은 전체에 조각한다. 

「육군장졸복장제식陸軍將卒服裝製式」 중 육군도

출처: 『조칙詔勅①』 권4 제54장 1면

육군도 중 위관尉官 계급의 예도

출처: 「위관도尉官刀」, 『의주議奏』 권6, 1896년, 282장

도서

예도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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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수 예복을 입은 고종과 원수 예복을 입은 순종

Emperor Gojong and Crown prince Sunjong 
dressed in Ceremonial Military Uniform
1900년경	촬영

Division	of	Rare	and	Manuscript	Collections,	

Cornell	University	Library

황제	고종과	황태자	순종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대한제국	황제의	대표적	이미지로	널

리	유통된	사진이다.	대한제국	훈장제식이	발표된	1900년	4월	이전에	촬영한	사진으

로	추정된다.	고종은	대원수	예복을	착용하고,	가슴에는	외국에서	받은	훈장을	찼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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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수 예복을 입은 고종 초상화 

Portrait of Emperor Gojong dressed in Ceremonial 
Military Uniform 
20세기,	종이에	채색,	82.0×57.0㎝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78

대원수 예복을 입은 고종 초상화

Portrait of Emperor Gojong dressed in Ceremonial 
Military Uniform
20세기,	종이에	채색,	85.0×59.0㎝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얼굴의	표현은	세밀하나	투구형	모자나	상의의	문양	

등의	세부	표현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1900년	

경	촬영한	고종의	사진을	모사模寫것으로	보인다.	화면	

왼쪽	아래에는	“설산근사雪山勤寫”의	글자가	먹으로	쓰

여	있고	그	아래	낙관이	있다.	작가인	설산은	인물을	

사진과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점이	특징인	근대

화가	최광익崔光益, 1891-1970으로	추정된다.	최광익은	일

본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한	동양화가로	<단군	영정>,	

<경허선사	진영>	등의	작품이	남아	있다.	

선묘	스케치	위에	옅게	채색한[담채淡彩]	작품으로	서

울역사박물관	소장	고종	초상화의	초본이나	습작으

로	보인다.	화면	왼쪽	아래	“설산근사雪山勤寫”의	글씨를	

흘려	썼으나	낙관은	없다.

85



대한제국 

대원수 상복

Emperor’s Official
Military Uniform

상복은 군장軍裝과 상장常裝을 두루 일컫는 것으로, 군장은 전시 출정 및 근무 때, 상장은 공사를 막

론하고 일상적으로 입는 군복을 말한다. 「육군복장규칙」에 따르면 상복은 예복과 동일한 재질로 하

되 의령장이 없고, 어깨에는 소례견장을 부착한다는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예복보다 장식이 화

려하지 않다.

대원수 상복

모자

백포하금

소례견장[상견장常肩章]

훈장

식서

도대刀帶(칼걸이)

상의

예도

바지

구두

대한제국 황제 복식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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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스탠드칼라에	중심에서	여며지는	

형태이다.	가운데	오얏꽃	무늬를	새긴	단추

를	달았다.	옷깃에는	별을	자수하였는데,	계

급에	따라	개수에	차이를	두었다.	대원수복

은	금실로	좌우	5개씩	별을	수놓았다.	소매

에는	검은색으로	11줄의	‘人(인)’자형	계급

장을	부착하였다.

어깨에는	소례견장을	달고	견장	아래로	식

서를	늘어뜨렸다.	소례견장은	적색	융	재

질의	긴	사각형	바탕	위에	계급을	표시하

는	표장을	부착하는	규정에	따라	제작하였

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로	대수를	

드리우고	왼쪽	가슴에	대훈위	금척대훈장

을	달았다.	허리에는	도대를	두르고	예도

를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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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수 상복

Emperor’s Official Military Uniform
재현품

모자

백포하금

소례견장[상견장常肩章]

훈장

식서

도대刀帶(칼걸이)

상의

예도

바지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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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구형 모자

Helmet for Emperor’s Official 
Military Uniform 
재현품

대원수	상복에	함께	착용하는	투구형	모자에	대한	규정이나	유물,	도식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종이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볼	때	대원수	

예복에	착용하는	투구형	모자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원수	예복보

다	장식이	단순하고	차양의	투각도	생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원수 상복 모자 원수 상복 모자

대한제국 황제 복식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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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례견장

이화문 버클 및 도대

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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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수 상복을 입은 고종과 순종

Emperor Gojong and Crown prince Sunjong dressed in Official Military Uniform 
출처:	Burton	Holmes,	Travelogues,	190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원수부	상복을	입은	고종과	순종의	모습이다.	아래	사진과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	옆에는	어린	영친왕이	한복을	

입고	있다.

82

대원수 상복을 입은 고종 

Emperor Gojong dressed in Official Military Uniform 
1901년	이전	촬영

Library	of	Congress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	

Washington,	D.C.	20540	USA

이	사진은	캐나다인	모리스가	촬영한	사진으로	

1901년	조선을	여행한	버턴	홈스의	저서	『버턴	

홈스	강연	Burton	Holmes	Lectures』(1901년)과	스코틀	

랜드	출신	여성화가	콘스턴스	테일러의	저서	

『한국인의	일상Koreans	at	Home』(1904년)에	실렸다.	

모리스는	1899년	조선에	들어와	수도,	난방,	수

력	발전	등의	기술자로	일했으며	금광사업에도	

손을	대었다.	40년	동안	체류하다	1939년	본국

으로	돌아갔다.	그는	당시	조선에	있던	서양인

들	사이에서	모리스씨라고	하면	다	알	정도로	유

명했다고	한다.	이	사진은	서양식	대원수	복장

을	착용하기	시작한	1899년부터	홈스가	출국한	

1901년	사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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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수 상복 大元帥 常服

Emperor’s Official Military Uniform
대한제국,	융,	총	길이	78.0㎝	소매	길이	57.0㎝	소매	지름	15.5㎝

육군박물관	소장

1899년	원수부가	설치된	후	1904년	폐지될	때까지	고종이	대원수로서	평상시	

입었던	군복이다.	깃에	별	무늬를	5개	자수하고,	소매에는	‘人(인)’자형	장식을	

11개	배치하여	계급을	표시하였다.	여밈의	단추	9개와,	뒷면에	있는	단추	6개에

는	모두	오얏꽃	무늬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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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제	복식의	변화와	더불어	문무관의	예복도	재

정비	되었다.	개항	이후	서양	문물의	도입으로	양복이	등장하기	시작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서양식	관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95년부

터였다.		변화는	무관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

과	「경무사이하복제警務使以下服制」를	제정하여	서양식으로	제복을	정했다.		

이후	원수부가	창설되고	황제가	대원수가	되면서	대원수복으로	황제

의	양복형	군복도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문관복	역시	서구식	복장을	취하게	되었다.	

1894~5년	무렵만	해도	서구식의		‘대례복’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	구체

적	형태로	전통	관복을	대입하여	과도기적	양상을		보였으나,	1900년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을	반포함으로써	문관복도	서양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대한제국의	서양식	문무관복은	기본적으로	서양	복식의	형태를	따르

면서도	오얏꽃이나	무궁화	같은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통해		나

라의	정체성을	표시하였다.	

서양식 
관복으로의 변화

Court Uniforms for 
the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of the Daehan Empire

4



1895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 제정

   4월 19일 경무사이하복제 제정

1897   5월 15일 육군복장규칙 제정

                 육군장졸복장제식 제정

1900   4월 17일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 제정

                 칙령 제15호 문관 대례복제식 제정

   7월   2일 육군장졸복장제식 개정

1904 10월 13일 육군장졸복장제식 개정

 

1906   2월 27일 궁내부본부 및 예식원예복규칙 제정 

   5월 22일 칙령 제24호 육군복장규칙 제정

 12월 12일 칙령 제75호 문관 대례복제식 개정 

                   칙령 제76호 육군복장제식 개정

1907   10월 1일 칙령 제25호 육군복장제식 개정

                 칙령 제26호 육군복장제식 제정

대한제국 서양식 근대 관복사 연표

Chronology of the Western-style court
uniforms of the Daehan Empire

대한제국 황제 복식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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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

Regulations on Army Uniforms, 
Imperial Edict No.78
1895년	4월	9일	제정

출처:	『관보』	제10호,	개국504년(1895)	4월	11일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5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 文官服裝規則 

Regulations on Civil Official Uniforms, 
Imperial  Edict No. 14
1900년	4월	17일	제정	

출처:	『관보』	호외,	광무4년(1900)	4월	19일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서양식 

관복의 도입

갑오개혁의 영향으로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이 제정되어 서구식 군복의 착용

이 최초로 법제화되었다. 이후 1897년, 1900년, 1906년에 걸쳐 크게 변경되었고, 그 외에도 부분적

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면서 서양식 군복이 체계화 되어갔다.

이후 문관들의 복장도 서양식으로 정비되었다. 1900년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과 제15호 「문

관대례복제식」으로 대한제국의 근대적 문관복장을 제도화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04년, 1905년, 

1906년에 형식이 변경되었다. 특히 1906년에는 문관복장이 세분화되어 궁내부 및 예식원 관원의 

관복에 관한 규칙과 제식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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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서양식 무관복

1895년에 「육군복장규칙」이 제정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규칙이 제·개정되면서 서구식 제복의  

체계를 갖추었다. 「육군복장규칙」에서는 차림의 종류, 착용 상황, 소재와 색상, 품목, 형태 등을 규정

하였고, 그 규정이 제·개정되는 시기마다 형태가 조금씩 변화되었다.

	 상의 제식 특징

1895년		

●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의	규정

●	1895년~1896년까지	착용

●	형태

·	독일식	군복의	형태로	가슴	가운데에서	여며지는	형식(합임식)

·	상의에	무늬	없는	은제	단추와	덮개	없는	주머니	사용

·	머리	위에	화살촉(금색	쇄)이	있는	투구형	모자

●		단일	제복으로	꾸밈에	따라	정장,	군장,	예장,	상장으로	차림을	달리하여	상황에	

따라	착용

1897년

●	1897년	5월	15일	「육군복장규칙」	및	「육군장졸복장제식」의	규정

●	1897년~1899년까지	착용

●	형태	

·	프랑스	근골식(늑골복)	군복의	형태	

·	상의의	길이가	짧고,	매듭단추	및	무궁화형	장식매듭으로	여며지는	형식(합임식)	

·	모자는	타원형으로	변경되고,	상모常帽와	예모禮帽로	세분화	

·	소매에는	‘人(인)’자형의	자수를	놓아	계급을	표현	

●		단일	제복에서	분화되어	예복과	상복을	규정하였고,	꾸밈에	따라	예복은	정장과	예

장으로,	상복은	군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착용	

				상장에	대한	꾸밈/차림의	규정	새로	도입	

1900년

●	1900년	7월	2일	「육군장졸복장제식」의	규정

●	1900년대	이후	착용

●	형태	

·	상의의	길이가	길고,	세운	깃의	형태	

·		예복은	더블브레스티드형(2줄	14개	단추)의	교임식이고,	상복은	단추	7개의	합

임식으로	제작	

·	무궁화	문양의	도금한	단추를	사용하고,	소매에는	‘人(인)’자형으로	계급	표시	

1906년

●		1906년	5월	22일	칙령	제24호	「육군복장규칙」의	규정

●	형태:	1900년과	동일

●	꾸밈에	따라	5가지	차림을	규정	

·		예복은	대예장과	예장으로	구분하고,	상복은	반예장,	군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차림을	달리하여	착용	

1907년

●		1907년	10월	1일	칙령	제25호	「육군복장제식」	중〮개정과	칙령	제26호	「육군복장
제식」의	규정	

●	형태	

·	예복은	1900년과	동일한	형태

·	상복의	전면에	5개의	도금단추와	속붙임주머니	사용

				계급을	나타내는	소매장식의	형태가	일자형으로	변경

●	단추의	문양을	무궁화에서	오얏꽃으로	변경

●	각	병과를	상징하는	색이	제정되어	대례복의	소매와	옷깃에	활용

상복 예복

상복 예복

상복 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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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제정 군복 종류

출처: 『한국의 군복식 발달사』, 국방중앙연구소, 1997

정장 군장  예장

1895년에	제정된	대한제국	군복은	독일식	군복의	형태를	따라	무늬	없는	은제	단추	

5개로	가슴	가운데에서	여며지는	합임식合衽式으로	되어	있었다.	상하좌우에는	덮개	

없는	주머니가	있다.	소매에는	금색	선(장관	3줄,	영관	2줄,	위관	1줄)을	두르고,	은색	

태극단추를	달았다.	깃에는	은제	별(장관	3개,	영관	2개,	위관	1개)이	부착된	의령장

을	달아	계급을	표시하였다.	또한	머리	위에	화살촉	같은	금색	쇄가	붙어	있는	투구형	

모자를	착용하였다.	예복을	단일	제복으로	하고,	착용	상황에	따라	꾸밈을	달리하여	

정장正裝,	군장軍裝,	예장禮裝,	상장常裝으로	구분하였다.	정장,	군장,	상장은	장교와	하사

졸(일반병사)이	모두	착용	가능했으나	예장은	장교만이	착용하도록	하였다.

1895년 제정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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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大韓帝國軍

Armed Forces of the Daehan Empire
출처:	W.A:son	Grebst,	I	Korea,	Elsnders	

Boktryckeri	Aktiebolag,	191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87

한국군 병사들과 러시아 고문

Armed Forces of the Daehan Empire
출처:	I.	B.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Volume	1,	1898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88

황제의 경호원

Bodyguards of the Emperor
출처:	L’Illustration,	29	Mars	1902

개인	소장

대한제국 황제 복식98



1897년에는	1895년의	육군복장을	개정하여	새로운	육군복장규칙과	제식을	발표하

였다.	개정된	육군복장은	프랑스의	근골식	군복	양식에	바탕을	둔	형태로	상의가	짧

고,	매듭단추와	무궁화형	장식매듭으로	여며지는	합임식이었다.	또한	소매에는	‘人

(인)’자형으로	수를	놓았는데	그	줄의	수로	계급을	표현하였다.	견장도	대례견장大禮肩章

과	소례견장小禮肩章으로	세분화되었다.	모자는	투구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뀌었고	예모

禮帽와	상모常帽의	구분을	두었다.

1897년 제정 군복

1897년 제정 군복 종류

출처: 『한국의 군복식 발달사』, 국방중앙연구소, 1997

정장 군장 예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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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령 상복陸軍副領 常服

Uniform of a lieutenant colonel (buryeo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1897~1900년),	융,	

길이	63.5cm	소매	길이	55.5cm

육군박물관	소장

1897년에	개정된	육군복장	제식에	따른	육군보병	부령	상복이다.	근골복의	형태로,	

여밈	부분의	매듭	단추,	단추와	이어진	장식	매듭은	무궁화	모양을	취했다.	순흑색純黑色

이고,	의령장이	없으며	소매에	부령	계급을	나타내는	5줄의	인자형	소매장식과	무궁

화	장식이	검정색	실로	되어	있다.

계급을	표시하는	소매장식은	대장	9줄,	부장	8줄,	참장	7줄,	정령	6줄,	부령	5줄,	참령	

4줄,	정위	3줄,	부위	2줄,	참위	1줄로	하였으며,	이후	원수부가	창설(1899년)된	후에

는	대원수인	황제가	11줄,	원수인	황태자가	10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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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장 예복陸軍副將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lieutenant-general (buja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1897년	이후),	모·견,	

상의:	품	44.0cm	소매	길이	56.0cm	뒷길이	64.0cm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1897년에	개정된	육군복장제식에	따른	민영환1861~1905

의	육군부장	예복이다.	예모禮帽,	입전모立前毛,	대례의大禮衣,	

바지袴,	대견장大肩章,	식대飾帶,	대견장大肩章	등으로	꾸민	

정장	차림이다.	소매의	금색	인자형	소매장식이	8줄인	

것은	육군부장의	계급을	나타내며,	의령장의	문양	및	

허리에	두른	식대의	솔	색깔이	은색인	것을	통해	장관

급의	지위를	알	수	있다.	당시	예복과	상복은	동일하게	

근골복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나,	예복은	의령장과	소매

에	붉은색	융을	덧대었고,	소매부분에서	계급을	나타내

는	‘人’자형	수장과	무궁화	장식을	금색	실로	수놓았다

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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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군인들大韓帝國軍

Soldiers of the Daehan Empire
대한제국

출처:	『韓國風俗人物事蹟名勝寫眞帖	』,	간행년도	미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93

육군참위 예복을 입은 박승환陸軍參尉 朴昇煥

Park Seung-hwan dressed in the ceremonial uniform of a lieutenant 
(chamwi)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

독립기념관	소장

92

육군참장 예복을 입은 민영찬陸軍參將 閔泳瓚

Min Yeoung-chan dressed in the ceremonial uniform of a major-general 
(chamja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1900년경

Archives	du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Etrangères	–	La	Cour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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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이후 제정 군복

1907년 제정 군복 종류

출처: 『한국의 군복식 발달사』, 국방중앙연구소, 1997

1900년	7월	2일	육군장졸복장제식이	개정되었다.	새로	제정된	예복은	상의	길이

가	긴	더블브레스티드의	교임식校任式으로,	상의	전면에	도금된	무궁화	문양의	단추		

14개가	두	줄로	부착되어	있었다.	소매에는	단추	세	개를	달았다.	상복은	무궁화	문양	

단추	7개로	여미는	합임식이었다.	이후	1906년에	기존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꾸

밈에	따라	대예장大禮裝,	예장,	상장,	군장,	반예장半禮裝의	5가지	차림으로	변경되었다.	

1907년에	다시	소규모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상복의	형태가	달라졌다.	전면에	5개

의	금제	단추와	속붙임주머니를	사용하고,	소매의	장식이	일자형으로	바뀌었다.	또한	

단추의	문양을	무궁화에서	오얏꽃으로	바꾸고,	각	병과의	상징	색상이	정해져	의령장

과	옷깃,	소맷단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대예장 예장 상장/반예장 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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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육군부장 상복陸軍副將 常服

The uniform of a lieutenant-general (buja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	모,	

상의:	품	37.0㎝	소매	길이	53.0㎝	뒷길이	70.0㎝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1900년	이후	개정령에	따라	제작된	민영환1861~1905의	육군부장	상복이다.	길이는	

착용할	때	엉덩이를	덮을	정도이며,	도금된	단추	7개가	달려	있는	합임식이다.	소매	

끝에	붉은색	융단과	의령장이	없다.	의령의	상·하단에	붉은색	융띠를	두르고,	깃의	

앞면	좌우측에	은색	실로	별(장관급	3개,	영관급	2개,	위관급	1개)을	수놓았다.	어깨

에는	장방형의	소례견장이	부착되어	있다.	소매에	있는	8줄의	인자형	장식과	의령	

부분에	있는	3개의	은색	별,	그리고	소례견장을	통해	육군부장의	계급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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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육군부장 예복陸軍副將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lieutenant-general 
(buja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1900년	이후),	융,	

총길이	73.0cm	등	길이	44.0cm	어깨	길이	14.3cm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1900년	이후	개정령에	따른	육군부장	예복이다.	대례모,	대례의,	대례고(바지),	대

례견장,	식서,	식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상의	전면에	도금된	단추	14개가	두	줄로	달

려	있는	더블브레스티드형의	교임식이다.	상복과	달리	소매	끝과	의령장에는	붉은

색	융단을	덧대었고,	소매에	계급을	나타내는	인자형	장식과	무궁화	장식을	금색	실

로	수놓았다.	8줄의	인자형	소매장식,	의령장의	금색	자수로	놓인	별	6개,	식대의	은

색	솔	등으로	착용자(윤웅렬 1840~1911)가	장관급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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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에는	각	병과를	상징하는	색상이	정해져	예복의	의령장과	소매부분의	융단	

색에	활용되었다.	보병步兵은	붉은색,	기병騎兵은	녹색,	포병砲兵은	황색黃色,	공병工兵은		

자색紫色,	군의軍醫는	유록색(연녹색),	군사軍司는	청색靑色,	헌병憲兵은	흰색이다.

96

보병정위 예복步兵正尉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captain (jeongwi) 
in the infantry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1900~1907년),	모,

총	길이	74.5㎝	소매	길이	55.5㎝

육군박물관	소장	

97

참장 예복參將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major-general 
(chamja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1900~1907년),	모,	

총	길이	77.5㎝	소매	길이	55.0㎝

육군박물관	소장	

100

헌병부위 예복憲兵副尉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first lieutenant 
(buwi) of the military police 
대한제국(1900~1907년),	모,

총	길이	73.5㎝	소매	길이	55.5㎝

육군박물관	소장	

101

포병참령 예복砲兵參領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major 
(chamnyeong) of an artillery unit
대한제국(1900~1907년),	모,

총	길이	73.0㎝	어깨너비	39.0㎝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98

군의부위 예복軍醫副尉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first lieutenant 
(buwi) in the Medical Corps
대한제국(1900~1907년),	모,

총	길이	71.0㎝	소매	길이	55.0㎝

육군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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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병정위 예복騎兵正尉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captain 
(jeongwi) of a cavalry regiment
대한제국(1900~1907년),	모,

총	길이	75.0㎝	소매	길이	58.0㎝

육군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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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강화진위대 장교들大韓帝國 江華鎭衛隊 將校

Officers of the Ganghwa Garrison in the Daehan 
Empire
대한제국

독립기념관	소장

103

육군부장 예복을 입은 민영환陸軍副將 閔泳煥

Min Young-hwan dressed in the ceremonial 
uniform of a lieutenant-general (buja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1904년,	13.3×9.8㎝

Division	of	Rareand	Manuscript	Collections,	Cornell	

University	Library

107



104

법규유편法規類編 

Classified Compi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Byeopgyu Yupyeon)
1908년,	종이에	인쇄,	24.2×16.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08년에	간행된	대한제국	시대의	법령집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1908년		

5월까지의	조칙과	각종	법령을	수록하였고,	관복	규정에	관한	개정	내용도	실려	있다.

105

의정부 칙령議政府 勅令 권18

Fascicle 18, Imperial Edict on the State Council.
Designs of court uniforms for civil officials
1906년,	종이에	채색,	26.5×18.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한제국	문관의	예복인	대례복을	개정하는	의정부	칙령	제75호에	첨부된	도안

이다.	의정부	칙령	제75호는	조선의	전통적인	관복을	서구식	관복으로	개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첨부된	도안에	모양,	장식	등이	상세히	그려져	있음은	물론	

채색도	되어	있어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대한제국의 

서양식 문관복

1900년 「문관복장규칙」을 반포하여 최초로 서양식 문관복을 제정하였다. 복식의 종류는 대례복大禮服

과 소례복小禮服 그리고 상복常服으로 구분하고, 착용자와 착용일, 일습의 구성품 등을 규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그 규정과 함께 복식 형태 또한 체계화 되어 갔다. 

가장 격식이 높은 자리에서 착용하는 문관 대례복은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1906년 이후 친

임관親任官 포함)만 착용이 가능한 복장으로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조끼), 대례고大禮袴 

(바지), 검劍,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백색수투白色水套(흰색 가죽 장갑)로 구성된다. 문관 대례복에

는 장식 문양으로 무궁화[근화槿花]를 주로 사용하였고, 문양의 모양이나 개수에 차등을 두어 착용자

의 지위를 나타내었다. 문관 중에서도 궁내부와 예식원의 관원은 오얏꽃을 주 문양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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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상의 제식

1900년		

●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과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의	규정

●	V자로	여며지는	연미복

●		상의에	전근화와	반근화	모양을	수놓고	자수의	개수에	따라	착용자의	지위를	표시

·	앞	중심선의	반근화(칙임관	6개,	주임관	4개)		

·		상의	전면에	전근화(1등	칙임관	6개,	2등	칙임관	4개,	3등	칙임관	2개,	4등	칙임관	

및	주임관	0개)	

●	대례모의	장식털(칙임관	흰색,	주임관	검은색)	

1904년

~

1905년

●	1900년의	칙령	제14호와	제15호에	대한	정오正誤의	규정

●		전체적인	형태는	V자로	여며지는	연미복으로	1900년	문관	대례복제식과	동일하나		

문양이나	장식	간소화

·		앞	중심선의	반근화	금수를	사용하지	않음

·		상의	전면의	근화(전근화)의	등급	구분을	간소화하여	1등	칙임관만	6개,	2등~4등	

칙임관은	4개를	사용하고,	주임관은	근엽도	사용하지	않음

1906년

[문관]	

●	1906년	12월	12일	칙령	제75호	「문관대례복제식개정」의	규정	

●	전면의	근화	모양	모두	생략된	입금형立襟形(스탠드칼라)	연미복	

●	1905년	새로	생긴	직제인	친임관의	복장	규정이	추가

●		소매와	칼라,	주머니의	바탕색을	달리하여	착용자의	지위(친임관	자색,	칙임관	청천색,	

주임관	흑감색)	표시

[궁내부 및 예식원 관원]

●	1906년	2월	27일	궁내부본부	및	예식원예복규칙과	대례복	제식의	규정

●	V자로	여며지는	코트	형태

●		소매,	칼라,	주머니의	바탕색을	청천색으로	하고,	오얏꽃을	주	문양으로	사용

·		전면에	오얏꽃	줄기의	금수로	착용자의	지위를	표시(친임관	11줄,	칙임관	9줄,	주임

관	7줄)	

●	대례모의	측장에는	태극	문양	활용

┃ 문관 대례복 ┃

	 특징

1900년		

●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의	규정

●	칙·주·판임관이	공통으로	착용	가능하고,	진사고모眞絲高帽(실크햇),	구제연미복歐制燕尾服,	하의下衣(조끼),	고袴(바지)로	구성

1904년

●	1900년의	칙령	제14호에	대한	정오正誤의	규정

●	소례복의	규정이	세분화되어	착용일과	더불어	형태도	연미복과	프록코트로	구분되었고,	그에	따라	착용	구성품도	변경

1906년

●	1906년	2월	27일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과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대례복과	소례복	제식의	규정

●	기존의	문관소례복	규정에	궁내부와	예식원	관원의	소례복	규정을	별도로	마련

┃ 문관 소례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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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제정 문관 대례복 1900년의	문관	대례복은	‘V’자로 여며지는	연미복	형태로	상의에	당초문과	함께	무

궁화	모양을	금몰기법[골드웍Goldwork]으로	수놓았다.	특히	앞	중심선의	반근화와	상

의	전면의	전근화	수량에	따라	착용자의	지위를	표시하였다.	반근화가	6개이면	칙

임관,	4개이면	주임관으로	구분하였고,	1등	칙임관은	전근화	6개,	2등	칙임관은	전

근화	4개,	3등	칙임관은	2개를	수놓았다.	4등	칙임관과	주임관은	근화	없이	근엽根葉

만	수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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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칙임관 대례복一等 勅任官 大禮服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of 
the first grade
대한제국,	모,	길이	82.3㎝	소매	길이	56.0㎝

서울시청	박물관과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소장	

경운박물관	제공

1900년에	제정된	문관복장제식을	따라	프랑스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철훈1856~1925의	문관	대례복이다.	앞	중심선에	반근화		

6송이와	상의	전면에	전근화	6송이가	금수되어	있는	1등	칙임관의	

대례복이다.	앞	뒤의	도금한	단추에도	무궁화	문양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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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칙임관 대례복二等 勅任官 大禮服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of the second grade
대한제국,	모,	

상의:	전체	길이	105.4㎝	길이	56.5㎝	어깨	너비	38.0㎝	

바지:	길이	107.3㎝,	시도민속문화재	제8호

부산박물관	소장	

1900년에	제정된	문관복장제식을	따른	박기종1839~미상	문관	

대례복이다.	앞	중심선에	반근화	6송이,	상의	전면에	전근화	

4송이가	금수되어	있고,	흰색의	대례모	장식털이	붙어	있는	

2등	칙임관의	대례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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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관 대례복奏任官 大禮服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n imperial appointee (juimgwan)
대한제국,	모,	

상의:	품	39.0㎝	소매	길이	57.0㎝	뒷길이	84.0㎝	

바지:	허리둘레	67.0㎝	길이	93.0㎝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1900년에	제정된	형태의	주임관	대례복이다.	앞	중심선에	반근화	4송

이가	자수되어	있고,	상의	전면에는	전근화가	없다.	소매에	무궁화가		

1개씩	자수되어	있고,	뒷면엔	당초무늬만	수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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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칙임관 대례복을 입은 이범진一等 勅任官 李範晉

Yi Beom-jin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of the first grade
대한제국

Archives	du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Etrangères	–	La	Cour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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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칙임관 대례복을 입은 이재완一等 勅任官 李載完

Yi Jae-wan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of the first grade 
대한제국

한국금융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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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칙임관 대례복을 입은 김가진二等 勅任官 金嘉鎭

Kim Ga-jin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of 
the second grade
대한제국

김자동(김가진	후손)	소장

112

주임관 대례복을 입은 이한응奏任官 李漢應

Yi Han-eung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n imperial appointee (juimgwan)
대한제국	

이민섭(이한응	후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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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905년 수정 문관 대례복 1900년에	제정된	「문관복장규칙」과	「문관대례복제식」은	몇	차례	수정이	이루어져	

1904~1905년에는	과도기적	형태를	보였다.	기존의	‘V’자로 여며지는	연미복	형태

는	유지되었으나,	문양이나	장식이	간소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칙임관과	주임관의	구

분을	위해	앞	중심선에	수놓았던	반근화가	없어졌다.	등급을	구분하였던	상의	전면의	

근화	수에도	변화가	있어,	1등	칙임관은	6송이,	2~4등	칙임관은	4송이를	수놓았고,	

주임관은	근화와	근엽이	모두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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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임관 대례복勅任官 大禮服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대한제국(1905년	이후),	모,	

상의:	총	길이	105.0㎝	가슴둘레	71.0㎝	어깨	길이	15.0㎝	

바지:	길이	96.0㎝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1905년에	개정된	문관복장제식을	따라	러시아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

치호1865~1945의	문관	대례복이다.	앞	중심선에	반근화가	생략되고,	상의	전면에	전

근화	4송이가	금수되어	있는	것과	대례모의	장식털이	흰색인	것을	보아	2~4등	

칙임관에	해당하는	대례복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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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관 대례복奏任官 大禮服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n imperial 
appointee (juimgwan) 
대한제국,	직물,	

앞길이	53.0㎝	품	36.0㎝	소매	길이	56.0㎝,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6호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소장	

1904~1905년에	개정된	문관복장제식을	따라	러시아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

되는	김봉선1856~1909의	문관	대례복이다.	앞	중심선과	상의	전면에	금수가	모두	생

략되어	있고,	뒷면	목	아랫부분과	허리	부분에	근엽으로만	장식되어	있다.	또한	

대례모의	장식털이	검은색인	것을	보아	주임관	대례복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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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칙임관 대례복을 입은 조중응一等 勅任官 趙重應

Jo Jung-eung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the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of the first grade
출처:	『倂合記念朝鮮寫眞帖』,	191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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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임관 대례복을 입은 윤치호勅任官 尹致昊

Yun Chi-ho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대한제국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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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임관 대례복을 입은 하상기勅任官 河相驥

Ha Sang-gi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대한제국

하준복(하상기	후손)	소장

김란사기념사업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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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개정 문관 대례복 1906년	칙령	제75호로	「문관대례복제식」	개정이	발표되고,	기존의	규정은	폐지되었

다.	새로	개정된	문관	대례복은	입금立襟(스탠드칼라)의	형태였고,	1905년	관직	개편

에	따라	신설된	직제인	친임관親任官의	대례복이	추가되었다.	친·칙·주임관은	지위를	

구분하기	위해	소매와	칼라,	그리고	주머니의	바탕색에	차이를	두었는데,	친임관은	

자색紫色,	칙임관은	청천색靑天色,	주임관은	흑감색黑紺色으로	하였다.	또한	친임관만	무

궁화	3송이가	금수되어	있는	어깨	견장을	사용하였다.	상의	전면의	문양은	친·칙·주

임관	모두	생략되었고,	상의	뒷면,	소매와	칼라에만	일부	수를	놓았는데	친·칙임관은	

무궁화를,	주임관은	근엽	문양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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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임관 대례복勅任官 大禮服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대한제국(1906년	이후),	모,	

상의:	길이	109.5㎝

바지:	길이	110.0㎝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소장	

1906년	개정된	문관복장제식에	의한	칙임관	문관	대례복으로	스탠드칼라	형태에,	상의	전

면의	표장은	모두	생략된	모습이다.	착용자는	알	수	없으나	의령장과	소매,	주머니의	바탕

색이	청천색인	점과	뒷면	목	아랫부분과	허리	부분,	소매와	칼라에	무궁화무늬의	금수가	

있는	점,	어깨	견장이	생략된	점을	통해	칙임관의	대례복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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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문관	대례복이	분화되어	궁내부	및	예식원	관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복장이	

마련되었다.	궁내부와	예식원	관원의	대례복은	‘V’자로	여며지는	코트	형태이고	소

매와	칼라,	주머니의	바탕색을	청천색으로	하였다.	주	문양이	오얏꽃[이화李花]인	점

이	특징적이다.	상의	앞면에	오얏꽃	줄기를	금수하여	착용자의	지위를	표시하였는데,	

친임관은	11개,	칙임관은	9개,	주임관은	7개로	차등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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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부 주임관 대례복宮內府 奏任官 大禮服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n imperial 
appointee (juimgwan) in the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gungnaebu) 
대한제국,	모,	길이	103.2㎝	소매	길이	58.0㎝

서울시청	박물관과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소장	

경운박물관	제공

1906년에	제정된	궁내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을	따라	제작한	박기준1875~미상

의	대례복이다.	전면에는	오얏꽃	가지가	7줄기	금수되어	있다.	뒷면에는	목		

아랫부분과	허리	부분에	오얏꽃이	자수되어	있는데,	각각	역삼각형	구조와		

삼각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	오얏꽃	모양의	도금한	단추를	사용하였고,	대례

모에는	태극太極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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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임관 대례복을 입은 이완용親任官 李完用

Yi Wan-yong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upreme imperial appointee (chinimgwan)
출처:	『倂合記念朝鮮寫眞帖』,	191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122

대례복을 입은 궁내부 대신들宮內府 大臣

Officials of the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gungnaebu) dressed in ceremonial court uniforms 
대한제국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21

친임관 대례복을 입은 송병준親任官 宋秉畯

Song Byeong-jun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upreme imperial appointee (chinimgwan) 
출처:	『倂合記念朝鮮寫眞帖』,	191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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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문관	대례복은	1900년에	처음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대례복

의	형태가	변화되었고,	특히	1906년에는	새로	제정된	문관	대례복과	더불어	따로	규

정된	궁내부	및	예식원	관원의	대례복이	만들어졌다.	1906년에	새로운	문관	대례복

제식이	개정되어	기존의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이미	제조한	복장은	그대로	착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전	형태와	새로운	형태의	복식이	공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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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명전 앞에서 영친왕과 대신들大韓帝國 大臣

Imperial Prince Yeong with courtiers at 
Jungmyeongjeon Hall
1907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중명전에서	촬영한	대한제국	대신들의	복장을	보면	1900년의	무관	예복과	더불어	

다양한	시기의	문관	대례복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1907년에	촬영한	이	사진에서

는	1900년에	제정된	규정을	따르는	‘V’자로 여며지는	연미복	형태의	문관	대례복과	

1904~1905년	개정에	따라	앞	중심선에	반근화의	금수가	생략된	문관	대례복,	그리

고	1906년의	규정을	따르는	스탠드칼라의	문관	대례복이	모두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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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남서순행 기념사진純宗南西巡幸紀念寫眞

Photograph commemorating Emperor 
Sunjong’s Royal Tour
1909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순종의	남서순행을	기념하는	의미로	창덕궁	인정전에서	1909년에	촬영한	사진이다.	

1900년에	제정된	규정을	따르는	문관	대례복과	1904~1905년의	개정된	규정을	따

르는	문관	대례복,	1906년의	규정에	의한	문관	대례복,	그리고	궁내부	및	예식원	관

원의	대례복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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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훈장도舊韓國勳章圖 

Chart of the Orders and Decorations of the 
Daehan Empire 
1910년	추정,	종이에	채색,	34.1×26.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한제국의	훈장을	원형原型·원색原色과	똑

같이	모사하여	수록한	책으로	30여	종의	

훈장	및	기념장이	수록되어	있다.	

125

칙령 제13호 훈장조례勳章條例 

Ordinance on the Orders of Merit, 
Imperial Edict No. 13
1900년	4월	17일	제정

출처:	『관보』	호외,	1900년	4월	19일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훈장조례는	훈장별로	그	수여대상,	형태,	

패용방법,	훈장별	연금	및	하사금,	훈장제

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00

년	칙령	제13호,	1901년에는	칙령	제10호

가	반포되었고,	1902년과	1907년에	칙령	

제20호의	내용이	추가되어	대한제국	훈장

제도를	완성했다.

대한제국의 

훈장제도

대한제국은 서양식의 문무관복을 도입하면서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훈위勳位와 훈등勳等을 정하고 그 계

급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는 훈장제도勳章制度도 함께 마련하였다. 수여받은 훈장은 문무관 대례복에 패용하였다. 

또한 대한제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의 원수와 양국의 최고 훈장을 서로 주고 받아 패용하였고, 이를 통해 대

한제국이 서구 열강과 동등한 자주적 근대국가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1899년 7월 4일 칙령 제30호로서 표훈원 관제를 반포하여, 훈장과 포장·훈위·훈등·외국훈장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표훈원表勳院이 창설되었다. 또한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 「훈장조례勳章條例」를 반포하여 

대한제국의 훈장제도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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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훈등은	대훈위大勳位와	훈勳·공功으로	구분하고,	훈과	공은	각	1등에서	8등

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훈위와	훈등에	맞는	훈장이	수여되었다.	훈장은	처

음에는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태극장太極章,	자응장紫鷹章만이	제정되

었으나,	이후	팔괘장八卦章1901,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1902,	서봉장瑞鳳章1907이	추가로	제정

되었다.	

	훈격 종류 구한국훈장도 수여대상 및 패용방법

대훈위

금척대훈장

●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	반포	

●		대한제국	훈장	중	최고의	훈격으로	황실에서만	

패용

●		서성대훈장을	받은	황친皇親	및	문무관이	특별한		

훈로가	있을	때	특지로	서사

●		패용법:	대수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에		

드리우고,	그	밑에	정장을	달았으며	부장은	왼쪽	

가슴에	단다.

서성대훈장

●	1902년	8월	12일에	제정

●		황친	및	문무관	중	이화대훈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로가	있을	때	특지로	서사	

●	패용법은	금척대수장과	동일

이화대훈장

●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	반포	

●		문무관	중	태극일등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로가	

있을	때	특지로	서사

●	패용법은	금척대수장과	동일

대한제국의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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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격 종류 구한국훈장도 수여대상 및 패용방법

훈

태극장

●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	반포	

●		문무관	중에서	공훈에	따라	수여	

●	등차를	두고	훈격을	훈1등에서	훈8등까지	구분

●		패용법:	1등	정장은	대수로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단다.	

2등	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달고,	부장은	중수로

서	목에	건다.	3등도	중수로서	목에	걸며,	4~8

등의	장은	소수로서	왼쪽	가슴에	단다.

팔괘장

●	1901년	4월	16일	칙령	제10호로	반포	

●	문무관	중에서	공훈에	따라	수여	

●	등차를	두고	훈격을	훈1등에서	훈8등까지	구분

●	수여대상,	훈격구분,	패용법은	태극장과	동일

공 자응장

●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	반포	

●	무공이	뛰어난	무관에게	수여	

●	등차를	두고	군공1등에서	군공8등까지	구분

●		패용법:	1등	정장은	대수로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달았다.	나머지	2등~8등의	훈장은	태극장과		

패용	방법이	동일하다.

훈 서봉장

●	1907년	3월	30일	칙령	제20호로	반포	

●		내외명부	중	덕행과	훈로가	특별한	사람에게	황

후의	휘지徽旨를	경유하여	수여

●	등차를	두고	훈1등에서	훈6등까지	구분	

●		패용법:	대수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에	드

리우고,	부장은	오른쪽	가슴에	달았다.		

나머지	2등~6등의	훈장은	태극장과	패용	방법

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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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Grand Medal of the 
Golden Rule
대한제국, 금·견, 

대수: 길이 146.0㎝ 폭 11.0㎝ 

정장: 지름 7.8㎝ 길이 12.4㎝ 

부장: 지름 8.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훈장	중에서	가장	훈격이	높은	것이	금척대훈장이다.	금척대훈장의	명칭은	조선왕조를	개창

한	태조와	관련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특히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꿈에서	받았다는	금척金尺을	

차용하여	대한제국의	정통성과	권위를	나타내었다.	금척대훈장은	대수,	정장,	부장으로	구성된다.	대수

는	황색을	바탕으로	하고	가장자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며,	정장과	부장은	금척,	태극,	오얏꽃의	조

합으로	형태를	만들었다.	정장의	고리와	부장의	뒷면에는	“금척대훈金尺大勳”이라고	새겨져	있다.

정장 부장

“옛날 태조 고황제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꿈에서 금척을 얻었는데 나라를 세워 왕통을 

전하게 된 것이 실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천하를 마름질해서 다스린다는 뜻을 취한 것

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대훈장의 이름을 ‘금척’이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권 40, 고종 37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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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Grand Medal of the Plum 
Blossom
대한제국,	금속,	

대수:	길이	166.8㎝	폭	10.8㎝

정장:	지름	7.6㎝	길이	12.3㎝	

부장:	지름	8.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28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Grand Medal of the 
Auspicious Star
대한제국,	금속,	

대수:	길이	163.6㎝	폭	11.0㎝	

정장:	지름	7.9㎝	길이	12.3㎝	

부장:	지름	8.8㎝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대훈위	중	금척대훈장	아래에	서성대훈장과	이화대훈장이	있다.	서성대훈장의	대수는	연보라색	

바탕에	황색	줄이	두	줄	있고,	부장과	정장은	은색	별과	오얏나뭇잎,	오얏꽃의	조합으로	만들었다.	

부장의	뒷면에	“서성대훈曙星大勳”이라	새겼다.	이화대훈장의	대수는	붉은색	바탕에	가장자리는	황

색으로	하였고,	부장과	정장은	태극과	오얏꽃의	조합으로	만들었으며	부장의	뒷면에는	“훈공정장

勳功正章”이라고	새겨져	있다.	

정장

정장

부장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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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공1등 태극대수장勳功一等 太極大綬章

Grand Cordon of the Taegeuk(Supreme Ultimate) for the 
Order of Merit, First Grade
대한제국,	금속,	

대수:	길이	172.8㎝	폭	10.8㎝	

정장:	지름	7.3㎝	길이	9.2㎝	부장:	지름	8.3㎝,	등록문화재	제651호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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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공1등 팔괘대수장勳功一等 八卦大綬章

Grand Cordon of the Palgwae(Eight Trigrams) for the Order of Merit, First Grade
대한제국,	금속,	

대수:	길이	172.8cm	폭	10.8cm	

정장:	지름	7.3cm	길이	9.2cm	부장:	지름	8.3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32

훈공3등 팔괘중수장勳功三等 八卦中綬章

Cordon of the Palgwae for the Order of Merit, Third Grade
대한제국,	금속,	

중수:	길이	24.0㎝	폭	3.8㎝	문채:	지름	5.7㎝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태극장은	태극기의	태극을	상징으로	차용하였다.	훈격을	1등부터	8등으로	구분하였고,	대수(1등),	중수(3

등),	소수(4등~8등)로	차등을	두었다.	훈공1등	태극대수장은	대수,	정장,	부장으로	구성되었고,	대수는	붉

은색	바탕에	푸른	줄이	두	줄	있다.

팔괘장은	주역에	등장하는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의	팔괘를	상징으로	차용하였다.	훈격

을	1등부터	8등으로	구분하였고,	대수(1등),	중수(3등),	소수(4등~8등)로	차등을	두었다.	훈공1등	팔괘대

수장은	대수,	정장,	부장으로	구성되었고,	대수는	남색바탕에	가장자리를	붉은색으로	하였다.	훈공3등	팔

괘중수장은	목	아래에	패용하였다.

정장

정장

부장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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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고종)성수50주년기념장皇帝(高宗)聖壽五十周年記念章

Imperial 50 Years Felicitations Commemorative Medal for 
Emperor Gojong
1901년,	은,	지름	3.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34

황제(고종)망육순등극40주년기념장皇帝(高宗)望六旬登極四十周年記念章

Commemorative Medal for Emperor Gojong’s 51th Birthday 
and his Ruby Jubilee
1902년,	은,	지름	3.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고종의	50주년	탄신	기념장으로	앞면에는	황

제가	쓰는	통천관通天冠을	새겼고,	뒷면에는	“대

한뎨국폐하	셩슈오십년칭경긔념은쟝	광무오

년구월칠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1902년	고종이	51세(망육순)가	된	것,	즉위	

40주년이	된	것,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

하여	발행하였다.	앞면에는	기로소에	있던	영

수각靈壽閣이라는	누각을	새겼고,	뒷면에는	“대

한뎨국	대황뎨폐하	셩슈망륙슌어극ᄉᆞ십년	급	
입기샤	햠ᄉᆞᆷ경	긔념은쟝	광무륙년십월십팔
일”이라는	글자와	함께	통천관을	새겼다.	

훈장과	더불어	패용했던	기념장은	황제	즉위나	결혼	등의	국가적인	기념일을	맞이하

여	발행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제(고종)성수50주년기념장1901·황제(고종)망

육순등극40주년기념장1902·황태자(순종)가례기념장1907·황제(순종)즉위기념장1907

·황제(순종)남서순행기념장1909·상패기념장까지	총	6종류의	기념장이	만들어졌다.

대한제국의 기념장

대한제국 황제 복식130



135

황태자(순종)가례기념장皇太子(純宗)嘉禮記念章

Commemorative Medal for Prince Imperial 
Wedding
1907년,	은,	지름	3.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황태자(순종)와	황태자비	윤씨(순정황후)

의	결혼	기념장이다.	앞면에는	한	쌍의	비

둘기를	새겼고,	뒷면에는	“대한뎨국	황태

자젼하	가례식	긔념쟝	광무십일년일월이

십사일”이라고	새겼다.	이	기념장은	결혼

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은

과	동	두	종류로	발행하였다.

137

황제(순종)남서순행기념장皇帝(純宗)南西巡幸記念章

Commemorative Medal for Emperor Sunjong’s 
Royal Tour
1909년,	은,	지름	4.0㎝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909년	순종이	부산,	마산,	대전	등	남부

지방과	평양,	의주,	개성	등	서북	지방을	

순행한	것을	기념하여	발행하였다.	앞면

에는	황제의	깃발을,	뒷면에는	“대한뎨

국	대황뎨폐하	남셔슌행	긔념장	륭희	삼
년”이라는	문구를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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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순종)즉위기념장皇帝(純宗)卽位記念章

Commemorative Medal of Emperor Sunjong’s 
Coronation
1907년,	은,	지름	3.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907년	8월	27일,	순종의	황제	즉위식

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앞면에는	

이화문	두	겹과	그	중앙에	대한제국	황

제가	착용하는	투구를	새겼고,	뒷면에는	

“대한뎨국	대황뎨폐하	즉위례식	긔념장	

륭희원년	팔월	이십칠일”이라고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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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제 예복을 입은 고종

Gojong in Former Emperor’s 
Ceremonial Uniform
출처:	『李王家記念寫眞帖』,	1919	

1907년	촬영,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고종의	태황제	시절	사진으로	다양

한	종류의	훈장과	기념장을	패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제국	

훈장으로는	금척대수장의	정장과	

부장,	서성대훈장	부장을	달고	있으

며,	외국	훈장으로는	일본의	국화대

수장	부장,	프랑스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	이탈리아의	성	모리스	앤	라자

르	그랜드크로스	훈장,	벨기에의	레

오폴드	훈장을	패용한	것으로	확인

된다.	이	외에	황제(고종)성수50주

년	기념장,	황제(고종)망육순등극

40주년기념장,	황제(순종)가례기념

장	등	3개의	기념장도	함께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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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환 초상화

Portrait of Min Young-hwan
대한제국,	종이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육군부장의	예복을	입고	있는	민영환의	

초상화이다.	예복에는	훈1등	태극대수장과	외국	

훈장의	부장	1개,	기념장	2개를	패용하고	있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132



140

육군대장 예복을 입은 순종

Emperor Sunjong dressed in the 
ceremonial uniform of an army general of 
the Daehan Imperial Army 
출처:	『李王家記念寫眞帖』,	1919	

1907년	촬영,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육군대장	예복을	입은	순종의	사진

으로	예복과	함께	각종	훈장과	기념

장을	달고	있다.	훈장으로는	금척대

수장의	정장과	부장,	서성대훈장	부

장	및	국화장경식과	국화대수장	부

장,	레오폴드	훈장	등	외국	훈장을	

패용하였다.	이	외에	5개의	기념장

을	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1

이범진 초상화

Portrait of Yi Beom-jin 
대한제국

http://mpva.tistory.com/1306

대한제국의	1등	칙임관	문관	대례복을	입고	있는	

이범진	초상화이다.	대례복에는	훈1등	태극대수장

과	외국	훈장의	부장과	중수장을	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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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진金嘉鎭 초상화 

Portrait of Kim Ga-jin 
1905년,	비단에	채색,	105.5×71.4㎝

김자동(김가진	후손)	소장

대한제국	2등	칙임관	대례복을	입고	있는	김가진의	초상화이다.	

대례복은	1900년의	규정을	따른	형태로	대례모,	하의(조끼),	예

검,	흰	가죽장갑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례복에는	훈2등	팔괘장,	

훈3등	팔괘장,	그리고	황제(고종)망육순등극40주년기념장을		

비롯한	3개의	기념장을	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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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익李容翊 초상화

Portrait of Yi Yong-ik
대한제국,	비단에	채색,	111.0×232.5㎝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육군부장의	예복을	입고	있는	이용익의	초상화이다.	예복은	

1900년	이후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또한	대례견장과	입전모,	식서,	식

대,	예검까지	갖추고	있는	모습으로	예복에는	훈1등	팔괘부장과	훈3등	

팔괘장,	그리고	황제(고종)성수50주년기념장,	황제(고종)망육순등극40

주년기념장,	일본의	러일전쟁	적십자사	구호기념장을	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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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	등을	빌미로	일제는	고종을	압박하여	강제로	

황제에서	퇴위토록	하였다.	강제	퇴위	후	고종의	지위는	태황제太皇帝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태황제를	위한	복장규제가	마련되었다.	

태황제복은	기존의		군복의	형태와	구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군	

조직의	계급을	표시하는	무늬	대신	오얏꽃	무늬가	화려하게	자수된	

형태였다.	

퇴위	이후	고종은	밀지를	통해	의병과	연결을	꾀하는	등	비밀리에	국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였으나,	일제강점기	기관지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는	고종은	퇴위한	황제로서	덕수궁에서	소소한	일상을	영위하

는	모습이었다.	이	시기	고종은	전통적	평상복인	두루마기를	입고	있거

나,	연미복처럼	간략한	형태의	서양식	예복을	착용한	모습의	사진으로	

남아	있다.

황제의 
마지막 나날들

The Last Days 
of the Emperor 

Gojong

5



대한제국 

태황제 예복

Former Emperor’s 
Ceremonial Uniform

고종의 지위가 태황제로 조정됨에 따라 태황제를 위한 복장의 제식이 마련되어야 했다. 1907년 8

월 18일 고종의 하교를 받들어 ‘태황제어복장규제太皇帝御服裝規制’를 논의하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일정한 복장 규정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종실록』 1권, 1907년 8월 18일, 『승정원일기』 

1907년 7월 10일(음력)). 그러나 문헌 상의 규정은 남아 있지 않고, 예복을 착용한 모습을 담은 사진

을 통해 일부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태황제 예복은 기본적으로 군복의 형태와 구성을 따르면

서도 소매에 계급을 표시하는 무늬가 사라지고  오얏꽃 무늬를 화려하게 자수한 형태가 두드러진

다. 부속품인 예식 검도 육군도와 유사한 형태에서 문관의 예검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다.

태황제 예복

모자

백포하금

대례견장

기념장

훈장

도대

상의

장갑

예검

하의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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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제 예복

Former Emperor’s Ceremonial Uniform
재현품

상의는	스탠드칼라에	옷섶이	깊게	겹쳐

지고	단추가	2줄로	달린	더블브레스티드

Double-breasted	형식이다.	계급을	나타내던	

의령장과	수장이	사라진	대신	옷깃과	소매	

끝에	화려한	문양을	수놓아	장식했다.	양

쪽	어깨	위에는	대례견장을	붙였으며,	오

른쪽	견장	아래로	대수를	드리우고,	왼쪽	

가슴에	훈장과	기념장을	달았다.	대원수복

을	입을	때	견장에	달았던	식서는	생략되

었다.	바지의	측면에	군대의	소속과	계급

을	나타내던	봉장도	화려한	문양으로	바뀌

었다.	

허리에는	원형	버클을	단	도대를	두르고,	

예식	검을	연결하였다.	대원수복의	예식	

검이	육군	예도와	유사한	형태였던	반면,	

태황제	예복의	예식	검은	대한제국	문관	

예검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모자는	육

군의	상모常帽	형태와	유사하다.		

139



봉수형 무궁화문 예검鳳首形 無窮花文 禮劍

출처:	「문관	대례복도식文官大禮服圖式」,	『관보』	1982호,	1901년	9월	3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육군	모자	중	상복에	착용하는	모자인	상모常帽의	형태와	유사하

다.	육군	상모는	1906년	육군	복장을	개정할	때	형태를	평원형	

平圓型으로	정하고,	1907년	일부	형태를	수정하였는데,	태황제	

예복의	모자는	수정된	육군	상모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모자

의	중심에	화려하게	자수한	오얏꽃	무늬를	붙이고,	그	둘레에	금

실로	자수한	문양띠를	둘렀다.	

모자 

Hat for Ceremonial Uniform

손잡이에	봉황머리를	장식하고,	칼집의	상단과	하단에	도금한	

문양판을	붙였다.	형태	및	문양의	배치는	문관	대례복의	구성품

인	예검과	유사하고,	칼집에	두	개의	연결	고리를	두어	도대에	

연결하는	방식은	육군	예도의	형식을	따랐다.	손잡이에는	금사	

재질의	도서를	감았다.	

예검 

Sword for Ceremonial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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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황제(고종)성수50주년	기념장:	1901년	9월	8일	고종의	50세를	기념하여	발행

➏	황제(고종)망육순	등극40주년	기념장:	1902년	고종	등극40주년과	망육순(51세)을	기념하여	발행

➐	황태자(순종)가례기념장:	1907년	1월	24일	황태자	가례를	기념하여	발행

훈장勳章

The Order 

기념장記念章 

Imperial Protocols

➊

➌

➋

➍

➎

➏

➐

➊	대훈위	금척대수	정장	및	부장	

➋	일본	대훈위	국화대훈장의	부장	

➌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

➍	이탈리아	성	모리스&라자르	그랜드크로스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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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제 예복을 입은 고종

Gojong dressed in Former Emperor’s 
Ceremonial Uniform
1907년	이후	촬영,	26.0×20.8㎝

한미사진미술관	소장

1907년	퇴위한	고종이	태황제	예복을	입은	모습이다.	탁자	위에는	모자를	올려

두었다.	이	사진은	당시	서울에	있었던	이와타사진관의	이와타	가나에[岩田鼎]

가	촬영한	것으로	『일본지조선日本之朝鮮』,	『이왕가기념사진첩李王家記念寫眞帖』	등	여러	

책에	실렸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142



평
상

복

평상복

평상복

Gojong’s Daily 
Costume 

조선시대 왕은 평상복으로 상투관, 저고리, 바지, 답호, 철릭, 두루마기 등을 입었다. 사대부 또한 이

와 유사하였으며, 두루마기 위에 중치막, 도포 등 다양한 형태의 겉옷을 덧입어 신분을 나타내었다. 

그러던 것을 1884년 갑신의제개혁과 1894년 및 1895년 의제개혁을 통해 ‘두루마기’로 통일해 입도

록 하였다. 간소하면서도 일반 상민 신분에서 널리 착용하였던 복식을 채택해 착용하도록 한 것이

다. 고종 자신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였던 만큼, 그 자신도 평상복으로서 두루마기를 즐겨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고종의 사진을 살펴보면 1895년 무렵부터 황제 즉위 이후 및 태황제 시

절까지도 두루마기에 전복을 입거나 두루마기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 평

상복 외에, 서양의 연미복이나 프록코트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갓[흑립黑笠]

망건網巾

두루마기[주의周衣]

세조대細條帶

행전行纏

가죽	신[혜鞋]

버선[말襪]

전복戰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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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갓은	신분의	귀천에	따라	재료를	달리	

하였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높이와	챙의	넓이	등

에	변화가	있었다.	고종대에는	챙이	좁은	소립小笠

으로	개량하고,	1896년	단발령과	함께	망건의	사

용을	폐지하면서	백정에게도	착용을	허가하여,	

상하귀천	상관	없이	모두가	착용하게	되었다.	단

발이	보편화되고	서양식	복식이	유행하면서	갓	

대신	중절모자를	쓰는	경우가	늘어갔다.

갓[흑립黑笠] 

Man’s Formal Hat 

146

평상복 

Daily costume
재현품

망건은	남자들이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이	흘러

내리지	않게	이마에	두르는	것이며,	탕건은	망건

의	덮개로	쓰거나	갓	아래	받쳐	쓰던	것이다.	모두	

말총으로	촘촘히	엮어	만들었다.	

망건網巾 

Netted Headband
탕건宕巾 

Inner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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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조선시대	무관의	군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쾌자,	답호와	유사한	형태이다.	홑	

겹의	옷으로	소매와	섶이	없고	양	옆에	아랫부분과	등솔기를	허리에서부터	튼	형태

이다.	을미의제개혁	때	의복간소화에	따라	답호와	전복을	동일하게	착용하도록	하였

으며,	문무관리들이	두루마기와	함께	평상복으로	입게	되었다.	

조선	후기	문무백관들이	통상	예복으로	착용하거나	사복私服으로	착용하기도	한	겉옷

이다.	1884년	갑신의제개혁	때	사복은		넓은	소매인	도포,	직령,	창의,	중의를	폐지하

고	두루마기를	입게	했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에는	대례복으로	흑단령을	지정하

고,	궁에	나설	때의	예복[진궁통상예복進宮通常禮服]으로	흑색	두루마기가	지정되기도	

하였다.	1895년	을미의제개혁	때에는	두루마기가	통상복으로	지정되어	널리	착용되

었다.	

술이	달린	실을	꼬아	만든	띠로	도포	위에	둘러	맸다.	색상이나	재질로	신분을	표현하

였는데,	1884년	갑신의제개혁	때	문무	당상관堂上官은	홍자색紅紫色,	당하관은	청록색,	

유생은	가죽	띠로	지정하되	편리한	대로	따르도록	하였다.		

통이	넓은	바지를	입을	때	행동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에	

매는	것으로	형태는	네모난	소매통처럼	만들고	위쪽에	두	개의	끈을	달아	돌려	매도

록	하였다.	

보통	흰색을	신었는데,	왕족이	예복을	입을	때는	적색	또는	청색	등의	버선을	착용하

기도	하였다.	대개	두꺼운	견[단緞]으로	겉을	대고	얇게	짠	견[초綃]으로	안을	대어	만

들었다.		

사대부나	양반이	평상복을	입을	때	신었다.	대한제국	황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오

는	유물을	보면	헝겊과	가죽으로	형태를	완성한	뒤	코와	뒤축에	흰색	띠	장식[선문線文]

을	넣은	모습이다.		

전복戰服 

Sleeveless Coat

두루마기[주의周衣] 

Overcoat

세조대細條帶 

Breast Band for Everyday Jacket

행전行纏 

Leg Guards 

버선[말襪] 

White Socks

가죽 신[혜鞋] 

Men’s Deerskin Shoes

세조대

가죽 신

갓[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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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복平常服을 입은 고종高宗

Gojong dressed in Daily Costume 
출처:	L'illustration,	7.	Sep.	1907

개인소장

돈덕전	2층에	있는	고종을	촬영한	것으로	중앙	창에	고종이,	왼쪽	창에	어린	

영친왕이	있다.		『일본지조선日本之朝鮮』에	따르면	이	사진은	1906년	조선을	방

문한	데라우치[寺內]가	고종에게	대포를	헌납하며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것

을	고종이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라	한다.	고종은	두루마기에	전복을	입고	갓

을	써	평상복	차림임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146



148

상복喪服을 입은 고종高宗

Gojong dressed in mourning Costume 
1896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유리건판	GF2571	

명성황후가	시해	된	뒤	상복喪服을	입은		

고종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촬영	장소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알려져	있다.	1884년	

갑신의제개혁	이후	상복은	소매가	좁은	

흰	옷[착수백의窄袖白衣]에	백색의	띠를	두

루고,	벼슬이	있는	사람은	담색淡色의	전복

을	더	입도록	하였다.	사진	속	고종은	흰	갓

[백립白笠]에	흰색	두루마기를	입었다.	

149

평상복을 입은 고종

Gojong dressed in Daily Costume
1911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함녕전에서	영친왕과	함께	있는	고종의	모

습을	촬영하였다.	일본에	거주하던		영친

왕이	1911년	잠시	귀국하였을	때	찍은	것

으로	추정된다.	

고종은	검은색	갓[흑립]을	쓰고	두루마기

를	걸친	전통식	평상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

평
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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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모자를 쓰고 코트를 입은 고종

Gojong dressed in Cape with Silk hat
출처:	『韓末宮中關係寫眞帖』,	1918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남자들의	서양식	외출복이다.	소매가	없고	아래가	넓게	퍼지는	

형태로	어깨	위에	걸친	뒤	몸	중앙에서	단추로	여며	고정한다.	

필요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한	모자와	세트를	이룬다.	

151

연미복을 입은 고종

Gojong dressed in Tailcoat
1917년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외국	사신	접대나	궁중	연회	등에	참석할	때	입었던	옷이다.	연

미복은	1900년	4월	17일	문관의	소례복으로	지정되었다.	셔츠,	

조끼,	바지,	구두,	장갑과	함께	착용하였다.	사진에서	고종은	겉

옷	안에	대수를	걸고,	외투에	훈장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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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퇴위 이후 

고종의 일상

조선시대 국왕의 일상을 기록한 『승정원일기』를 편찬하였던 예에 따라 일제강점기에는 덕수궁 찬

시실贊侍室에서 퇴위 황제인 고종의 일과를 기록하여 『일기日記』를 편찬하였다. 1911년부터 1919년 승

하하기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일기』에서 고종의 일상은 새벽 2~3시경 잠자리에 들고, 오전 10~11시경 기상하여 창덕궁에 있던 

순종이나 일본에 있던 영친왕과 전화와 전보를 하고 손님을 접견하는 등 소소한 일상을 보낸 것으

로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식사와 투약 내용, 전보와 전화 횟수 등 사소한 행동을 감시하듯 기록하

였다. 조선시대 『승정원일기』의 주된 내용이 왕명의 출납과 각종 행정사무, 의례적 사항 등이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고종의 일상이 무료하고 반복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1905년 을사늑약 이

후부터 1910년대에 걸쳐 고종은 외교 밀사를 파견하거나 의병들에게 밀지를 전달하여 재야 세력의 

궐기를 독려, 후원하였다. 1912년 결성된 독립의군부 등 근왕세력들은 고종의 밀지를 근거로 결집

하였다. 고종의 밀지는 보안을 위해 원본을 불태우라는 명에 따랐기 때문인지 원본이 남겨진 예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신 밀지를 후에 베껴 쓴 의대조衣帶詔가 전한다. 의대조란 옷 속에 넣어 비밀

리에 전하는 통치자의 명령서라는 뜻이다.

152

일기日記

Ilgi, the Diaries of the Deoksugung Secretariat
덕수궁	찬시실	편,	26.8×19.7㎝,	종이에	묵서,	10종	96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일제강점기	고종의	일상을	기록해	덕수궁	찬시실贊侍室에서	편찬한	자료이

다.	1911년	2월	덕수궁	찬시실이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919년	1월	고종이	

승하한	다음날	까지	8년간	고종의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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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고종의 국장國葬

1919년 1월, 고종은 퇴위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덕수궁 함녕전에서 승하하였다. 남아 있는  

고종의 국장 사진을 보면, 상주였던 순종과 황실 가족들이 조선 전통의 상복喪服을 입고 있고, 고종

을 추모하는 많은 인파가 흰색 상복을 입고 있는 반면, 일본의 신도식 복장을 착용한 제관의 모습과 

1900년 전후 새로 도입된 대례복이나 연미복을 입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제국 차원에서 고종의 장의를 국장國葬으로 집행하도록 결정하면서,  덕수궁에서 장례

식장까지의 발인 행렬과 장례식장에서의 예식을 일본식 국장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장의 절차는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종의 마지막은 조선의 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

로 격변기 한국사회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제국주의의 흐름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생애를 그대로 함축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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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이 마지막으로 착용한 황룡포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착용하기	시작하였던	황룡포는	고종이	마지막으로	

착용한	복식이	되었다.	의궤	기록에	따르면	고종의	시신은	‘황포黃袍’로	습襲하였다.	또	

시신을	옷이나	이불로	감싸는	소렴과	대렴에는	익선관복,	원유관복이	사용되었다.	망

자의	관인	재궁	및	재궁과	함께	묻는	복완함	등에는	고인이	생전에	착용하던	복식을	함

께	묻게	되는데,	고종의	복완에는	면복이	부장되었다.	다만,	부장된	면복은	황제에	해

당하는	12장복이	아닌	9장복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염습에	사용된	강사포도	통천관

복이	아닌	원유관복이어서	고종의	퇴위	이후	조정된	지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53

고종태황제 빈전혼전주감의궤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Imperial Protocol of Emperor Gojong’s Royal Coffin Hall and Spirit Hall
1919년,	종이에	필사,	42.5×29.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54

고종태황제 어장주감의궤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

Imperial Protocol for the State Funeral of Emperor Gojong
1919년,	종이에	필사,	42.5×29.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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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국장에서 보이는 다양한 복장 고종의	장의를	국장으로	집행할	것을	결정한	후	국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이	발표되었다.	작위가	있는	사람,	관리,	군인들은	대례복을	착용하고,	특별한	

복장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연미복을	입도록	정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조선식	제복祭服을	착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종의	승하	소식이	전해

진	직후부터	흰색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한문	앞에	모여들었고,	국장일	당일	장지

까지	가는	행렬에도	굴건제복을	입거나,	베	두루마기에	백립을	쓰고	흰	신을	갖추어	

신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	통곡하며	황제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전통	상복과,	서구식	대례복,	일본의	제복과	군복,	예복	등이	혼재된	고종	국장	당시의	

모습은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	등이	충돌하고	경합하였던	

대한제국	전후의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155

이태왕 전하 장의 사진첩李太王殿下葬儀寫眞帖

Photograph Album of Emperor Gojong’s Funeral Ceremony
1919년	촬영,	28.0×37.0×0.5㎝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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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였다.	대한제국을	준비하였던	고

종과	대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황제국을	선포하고	등극의登極儀를	거행할	지	고민하였을	것이다.	등극의의	

외관,	그	중에서도	황제	복식은	대한제국이	지향한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상징물이었다.	

이	시기에	전통	복식	제도의	틀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육군과	경찰의	제복에	양복이	도입되어	있었고	단발

斷髮과	양복	착용도	공인된	바	있었다.	당시	주변국가인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868]	이후	왕

의	서양	제복이	도입되었고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1896에	조선의	특사	민영환이	파견되어	서양식	

황제	즉위식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등극의에	임하는	고종의	외관은	선택의	문제였다.	

고종의	선택은	환구단圜丘壇에	나아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황제	복식을	착용하고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내

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황제의	위의威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복식인	면복冕服으로	12류면	12장복을	착용하

였고,	조복朝服으로	통천관복을,	상복常服으로	익선관에	황포黃袍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복식은	제후국	복식	

체계를	운영하였던	조선에서는	착용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대한제국은	유교	문화의	정수인	황제국	복식

으로	격상된	외관을	선택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곧	황제의	양복을	준비함으로

써	전통과	서양이	공존하는	복식	제도를	마련하였다.	

황제	복식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전체	복식의	맥락에서	볼	때	황제	복식도	국가	복식	개혁이	향하

였던	방향	내에서	개혁을	이끌기도	따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먼저	대한제국의	복식	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대한제국	황제	복식제도의	성립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시간	순에	따라	고종의	복식을	

정리하였다.

이	시기의	복식	관련	자료로는	『실록實錄』,	『대한예전大韓禮典』과	같은	전통식	기록물,	『관보官報』,	신문과	같은	

근대식	기록물,	어진御眞,	어사진御寫眞	등의	시각	자료,	실재	착용	유물	등이	있다.	다른	시기에	비해서는	연구	

자료가	매우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제국	황제	복식	유물은	완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특히	서양식	군복은	사진을	통해서만	전체적인	형태와	착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본고

에서는	관련	문헌	자료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복식의	변화	과정과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대한제국 황제 복식제도의 성립과 변화를 통해 

고종의 복식을 보다

이경미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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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한제국의 복식 제도: 재편된 전통과 도입된 서양의 공존

1) 대한제국 선포 전 과도기의 복식 제도 

1876년	개항	후	조선은	양복을	경험하고	학습하였다.	특히	조선	내에서는	조정朝政	대신들이	서양인들을	

접할	기회가,	해외에서는	조선의	외교관들이	서양의	의례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다.	특히	해외에	파견된	외

교관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착용해야	할	드레스코드dress	code가	적힌	초청장을	받기도	하여	서양의	의례에서	

요구되는	복식을	마련하여야	했다.	조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에	맞는	외관이	필요하였다.1	

서양의	복식	체계는	크게	예복禮服과	통상복通常服(상복이라고도	함)으로	이루어졌다.	예복은	다시	참석하

는	의례의	성격에	따라	대례복과	소례복(통상예복이라고도	함)으로	나누어졌다.	대례복은	당시	서양	남성

의	예복이었던	연미복燕尾服, swallow tail coat이나	코트	형태에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을	화려하게	수놓은	것이었고	

소례복은	일반적으로	연미복이었다.2

조선에서는	이러한	서양의	복식	체계를	받아들이기	전	먼저	전통	복식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최초

의	개혁은	1884년갑신	윤5월에	이루어졌지만	그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보다	체계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1895년	을미의제개혁부터이므로	을미년의	의제개혁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1895년에 발표된 주요 복식 제도와 대한제국 초기에 변화된 복식 제도

변화 과정 확인을 위해 전통식 제도에는 ◆을, 서양식 제도에는 ◇을, 전통식과 서양식이 결합된 제도에는 ◈을 표기하고 각주에 출처와 원문을 요약하여 정리함.

저자 작성 

1  조선이 최초로 경험한 양복에 대한 인식부터 해외 파견 외교관들의 외교 의례 대응에 대해서는 졸고(2009), 「19세기말 서구식 대례복 제도에 대한 조선의 

최초 시각-서계書契 접수 문제를 통해-」, 『한국의류학회지』 33(5)와 졸고(2013), 「개항이후 대한제국 성립 이전 외교관 복식 연구」, 『한국문화』 63호 참고.

2  서양의 대례복에 대해서는 졸고(2010a), 「대한제국 1900년(광무4) 문관 대례복 제도와 무궁화 문양의 상징성」, 『복식』 60권 3호, 소례복에 대해서는 졸고

(2018), 「대한제국기 서구식 소례복 연구」, 『한복문화』 21권 3호 참고.

3 『관보』 개국503년 12월 16일. 대례복은 흑단령黑團領, 통상예복은 흑색 주의周衣 답호搭護.

4 『관보』 호외 개국504년 8월 11일. 대례복은 광수廣袖 흑단령黑團領, 소례복은 착수窄袖 흑반령黑盤領, 통상복색은 주의 답호 사대絲帶.

5 『대한예전』  권4 「제복도설祭服圖說」, 권5 「관복도설冠服圖說」. 

6 『관보』 호외 광무4년 4월 19일. 대례복은 무궁화 자수의 연미복, 소례복은 연미복, 상복常服은 서구의 통상복

7 『관보』 제10호 개국504년 4월 11일. 육군의 복제는 정장正裝, 군장軍裝, 예장禮裝, 상장常裝으로 나누어지고 착용 상황, 구성품을 정함.

8 『고종실록高宗實錄』 1899년 6월 22일 3관 제4조 원수부에 속한 무관의 복장 규정. 

9 『관보』 제19호 개국504년 4월 21일. 경찰의 복제 중 상복常服을 정함. 

10 『관보』 호외 개국 504년 11월 15일. 이 날은 양력 12월 30일로 다음 해부터 태양력을 도입함. 

구분 발표 연월일 법령 내용

문관	복제

1894.12.16. 칙령 ◈ 전통식	대례복	제도	도입3

1895.	8.	10. 칙령	제1호	조신朝臣	이하	복장식
◆ 조복과	제복은	조선	제도	계승	

◈ 전통식	대례복	제도	체계화4

1897.10.12. -
◆  황제	이하	조신의	조복,	제복,	상복의	황제국	체계로	격상5	

◈ 전통식	대례복	제도	지속

1900.4.	17.

칙령	제13호	훈장조례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	

칙령	제15호	문관	대례복제식

◇ 대한제국	훈장제도	도입	

◇ 서양식	대례복	제도	도입6

육군	복제
1895.	4.	9.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 ◇ 서양식	육군	복제	도입7	

1899.	6.	22. 조령	원수부규칙元帥府規則	1편 ◇ 원수부	소속	무관의	복제	제정8

경찰	복제 1895.	4.	19. 칙령	제81호	경무사	이하	복제에	관한	건 ◇ 서양식	경찰	복제	도입9

단발령 1895.	11.	15. 조칙詔勅 ◇ 단발령	발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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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에는	조복朝服,	제복祭服과	함께	전통식	대례복과	서양식	대례복大禮服이	정리되어	있다.	단순하게	설명

하면	조복은	조선시대에	관리들이	조회할	때.	제복은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한	전통	복식이다.	여기서	대례

복은	황제를	알현할	때	착용하는	서양	개념의	복식으로	조선에서는	처음에	전통식으로	운영하였기	때문

에	이를	전통식	대례복	제도로,	양복식으로	바꾼	제도를	서양식	대례복	제도로	나타내었다.	표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관의	복식은	1894년	말부터	전통식	대례복의	도입이	시도되었고	1895년	8월에	칙령	제1호로	

체계화되었다.	칙령	제1호는	전통	복식인	조복,	제복과	전통식	대례복	제도가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는	규

정이다.	이	때	대례복은	소매가	넓은	흑단령黑團領이었는데	흑단령은	전통	복식	중	조정에서	관직에	임할	때	

착용한	관복이었다.도1	통상복은	주의周衣,	답호搭護,	사대絲帶였다도2.	주의는	두루마기,	답호는	주의	위에	착용

한	소매	없는	긴	조끼	형태의	옷,	사대는	술띠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림은	전통	편복便服의	소매폭을	줄여	활

용한	것이다.	

둘째,	육군과	경찰은	1895년부터	양복	제복uniform을	도입하였다.	표1에서는	최초	도입만	정리하였는데	이

후의	개정과	수정에서도	그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세한	변화	내용은	생략하였다.	근대	서양	복식	체계에

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자의	모표帽標,	상의	칼라의	영장領章,	어깨의	견장,	소매의	수장袖章,	검劍과	검대劍帶에	새

긴	장식	등에	독립된	주권국가의	상징	이미지를	수놓거나	새겨	넣은	것이다.	대한제국은	각각의	위치에	무

궁화,	오얏,	태극	등을	문양으로	활용하여	조선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근대	국가	이미지를	창안하였다.

셋째,	1895년	말부터	1896년	초에	단발령의	공표가	있었다.	

1895년의	개혁에서	복식	제도의	방향은	조선시대의	조복,	제복의	전통	복식	제도를	계승하고,	대례복,	

소례복,	통상복의	서양	복식	체계를	도입하여	서로	공존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까지는	서양식	복

식	체계에도	전통	형태의	관복을	활용한,	다시	말해	전통식	대례복	제도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2) 전통 복식 제도 재편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	전통	복식	제도는	다시	한	번	재편되었다.	조선시대의	복식	제도는	조신의	관복冠服

을	조복,	제복,	공복公服(사신을	맞을	때	착용),	상복常服(집무복)으로	나누고	각	품급品級에	따라	색,	재질,	문

도1 

 러시아에 파견된 민영환의 전통식 대례복 모습, 

1896년,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2  

워싱턴 주재 한국 공사 재임 당시 이범진의 

전통식 통상복 모습, 1896-1899년 경,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의 추억』, 2006, p. 203.

도3  

민영환의 육군 예복 유물, 1897년 규정,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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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등의	차이를	체계화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록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국의	명나라

에	비해서	두	등급이	낮은	제후국의	복식	체계였다.	대한제국은	황제국	선포와	함께	조신의	조복,	제복을	

황제국	체계로	승격하고	이를	1898년에	정리된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예전』에	정리하였다.11	예를	들어	

보면,	신하의	조복에서	1품의	금관金冠에	조선시대에는	5개의	금줄을	붙여	계급을	나타내었던	것에	비해	

대한제국은	7개의	금줄을	사용함으로써	황제국	조복으로	상향하였다.	『대한예전』에는	승격된	전통	조복,	

제복과	함께	1895년에	제정된	전통식	대례복	제도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12

3) 서양 복식 제도 완비

표1의	문관복제	1900년	4월	17일을	보면	칙령으로	서양식	대례복	제도가	발표되었다.	1895년에	서양

의	대례복	체계라는	형식에	흑단령이라는	전통식	관복을	대입하였다면	이	시기부터	육군과	경찰에	이어	

문관의	복식이	완전히	서양화되었다.	문관	대례복	중	지위가	가장	높은	칙임관	1등의	대례복은	도4의	이범

진李範晉, 1852-1911	사진을	통해,	주임관의	대례복은	도5의	이한응李漢應, 1874-1905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칙임관과	주임관은	모자를	장식한	털의	색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다르고,	상의의	전면,	후면,	칼라,	포켓

에,	검과	검대	등에	자수되거나	새겨져	있는	무궁화의	숫자	등에서	계급별	차이가	있었다.	도입된	문관의	

복식에는	무궁화	문양이	활용되었다.

문관	대례복은	1906년을	기하여	상의의	형태가	변경되어	앞목점에서	여며지는	스탠드칼라	형태가	되

었고	이	형태의	유물은	현재	한국맞춤양복협회에서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다.도6	또한	같은	해에	궁내부	및	

예식원	관원을	대상으로	한	코트형태의	대례복이	제정되어도7	대한제국의	문관	대례복제도가	완전하게	갖

춰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통해	대한제국의	복식	제도를	정리하면	먼저,	전통	복식	제도	중	관복官

服인	조복	제복은	승격되고	일상복인	편복便服은	간소화의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여기에	육군과	경찰의	서양

식	예복과	상복,	문관의	대례복,	소례복,	통상복이	완비되어	전통과	서양이	공존하는	제도로	성립되었다.	

11  김문식(2006),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통권 35호, p. 111.

12  『대한예전』의 복식 제도는 최규순(2010), 「『대한예전大韓禮典』 복식제도 연구」, 『아세아연구』 제53권 1호 참고.

도4  

재프랑스 공사 이범진의 대례복 사진, 

1900년 6월 11일 촬영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의 추억』, 2006, p. 203.

도5  

재영국 서기관 이한응의 대례복  사진, 

1901-1905년경 촬영, 후손 소장

도6  

1906년 이후 개정된 문관 대례복, 

한국맞춤양복협회 소장

도7  

박기준의 궁내부 및 예식원 대례복, 

1906년 이후 제작, 서울시청 박물관과 

공예박물관 조성추진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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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제국 황제 복식 제도의 성립

1) 대한제국 선포전 고종의 복식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	고종은	조선시대의	전통	관복冠服을	착용하였다.	조

선시대	왕의	법복法服인	면복冕服은	왕이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낼	때,	혼례식이

나	책봉식이	있을	때	착용하였다.	고종은	제후국	왕의	면복인	9류면(구슬	줄

이	9개)과	9장복(9가지	종류의	무늬로	장식)을	착용하였다.	왕이	신하의	하례

를	받을	때	착용한	조복은	원유관복遠遊冠服이라고도	했다.	왕은	원유관에도	구

슬	9개가	꿰어진	9줄을	장식하였다.	왕은	평상시에	집무를	볼	때	상복常服으로	

익선관복翼善冠服을	착용하였는데	날개를	위쪽으로	장식한	형태의	익선관에	용

을	둥글게	수놓은	보補를	가슴,	등,	양	어깨에	부착한	홍색의	곤룡포袞龍袍였다.	

고종은	1884년의	이른	시기부터	다양한	사진을	남겼고,13	이를	통해	고종의	

복식	착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촬영된	고종	사진	속	곤룡포는	모

두	홍룡포이다.도8	현재	남아	있는	사진은	흑백이기	때문에	홍색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홍룡포	안에는	흰색의	직령	깃이	보인다.

표1의	변화	중	대한제국	선포전	고종	복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단발령이	

있다.	고종의	단발은	1895년	말에	단발령과	함께	『관보』에	공표되었다.	그러

나	그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고종의	단발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14	이	시기	고종의	단발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자료는	없다.	오히려	

단발	이후	가장	가까운	시기의	사진인	도9의	경우	아관파천俄館播遷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도8  

퍼시벌 로웰 촬영, 고종의 익선관복 착용 사진, 1884년 촬영 추정, 미국 로웰 천문대 소장

도9  

백립에 두루마기를 착용한 고종, 

1896년경 촬영,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한제국 황제 복식160



알려져	있는데	백립白笠(흰색	갓)에	흰색	두루마기의	상복喪服을	착용하고	있다.	단발	이후	완전한	상투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통	복식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단발한	머리를	망건으로	정리

하고	전통	쓰개를	쓴	것으로	보인다.	과연	고종이	이	시기에	양복을	착용하였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사진을	통해서는	고종도	전통	복식을	간소화하였던	전통식	통상복	규정에	따라	주의를	착용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황제의 전통 복식 제도

고종의	복식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전통	복식	쪽에서	먼저	변화하였다.	그	내용은	앞서	살펴본	신하

들의	복식과	같은	방향성을	보였다.	

『대한예전』	권4	「제복도설祭服圖說」에는	황제	면복이	12류면	12장복으로	기록되어	있고,	권5	「관복도설	

冠服圖說」에는	황제의	익선관복翼善冠服(통천관복의	오기로	파악됨)과	황포黃袍가	정리되어	있다.	이	기록과	함

께	1897년의	『대례의궤』를	통해서도	대한제국	초기	황제	복식	제도의	구체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

본적으로	명나라	황제의	복식을	참고한	것이다.	이는	대한제국이	중국의	명을	이은	유교	문화의	계승자라

는	조선	후기의	의식을	반영하여		근대적	주권국가의	선포에	전통적인	동아시아	황제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고종의	12류면	12장복은	유물이나	시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순종이	착용한	사진을15	통해	그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도10

고종은	황제로	등극한	이튿날인	10월	13일에	태극전에서	반조의頒詔儀(황제	즉위	후	조서를	반포한	의

례)를	행할	때	통천관과	강사포를	착용하였다.16	이	중	강사포絳紗袍(왕의	조복으로	착용된	붉은색	포)는	왕

의	조복을	말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원유관과	함께	착용하였지만	대한제국	이후에는	통천관으로	바뀌었다.	

13  권행가(2015), 『이미지와 권력: 고종의 초상과 이미지의 정치학』, 돌베개. pp.66-75.

14  황현 지음, 김준 역(1994), 『매천야록梅泉野錄』, 교문사, p. 368.

15  李覺鐘(1927), 『순종실기純宗實記』, 신민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화보.

16  안현주(2003), 「조선시대 즉위의례연구: 고종황제 등극의례 재현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71-72.; 김지영 외 5인(2013), 『즉위식, 국

왕의 탄생』, 돌베개, p. 165.

도10 

12류면 12장복을 착용한 순종사진, 

『순종실기』 화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11  

고종의 통천관복 착용 어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12  

고종의 익선관복 착용 어진, 휴버트 보스 작, 

1899경, 사진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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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관과	통천관의	차이는	장식된	구슬	줄의	숫자에	있었다.	원유관은	9줄이고	통천관은	12줄이다.	고종

의	통천관	착용	모습은	현재	도11의	어진으로	남아	있다.	대한제국	선포	후	고종은	상복으로	홍색이	아닌	

황색	곤룡포를	착용하였다.	고종의	황포	착용	어진인	도12는	미국인	휴버트	보스Hubert Vos가	1899년에	그

린	것이다.	고종은	서양식	군복을	착용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일상적으로	집무에	임하거나	외국인들을	접

견할	때에	황포를	착용하였다.	이는	외국인들이	고종을	알현하고	남긴	기록들에서	확인된다.17	

생일, 대관식, 왕조의 축일 등에 대한제국 황제는 외교 사절과 정부의 유럽 관리들을 접견한다. 이런 날 

대한문 옆의 작은 문으로 예복이나 제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근위대가 외교관들 앞에서 제식 시범을 보였

다... 요즘 관리들은 황제가 치세 40주년을 기념해 하사한 훈장을 달고 다닌다. 대례복을 입기는 유럽의 

외교관이나 비서, 공관원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은 풍습이 되었는데 진고개의 일본 병영 사관들도 대례

복을 입는다. 생기 넘치는 시선으로 황제는 배석자 모두를 둘러보는데 노란 수단 두루마기에(황포를 말

함) 실내화를 신고 신하들과 조금 다른 보랏빛 모자를 썼다. 앞가슴에는 용들이 새겨진 아름다운 보와 제

국의 일등 훈장을 달았다.

1900년	이후	고종은	황포를	착용하고	서양인들을	접견할	때에	위의	인용문과	같이	대한제국의	훈장을	

패용하였다.도13	훈장제도는	1900년	4월	17일에	문관복장규칙과	함께	반포되었다.	고종이	착용한	훈장은	

대훈위금척대훈장大勳位金尺大勳章이다.	이	훈장은	주로	황실	인물에게	수여하는	가장	높은	등위의	훈장으로,	

조선왕조를	건립한	태조의	꿈에	나온	금척金尺	고사를	차용한	것이다.	오른쪽	어깨부터	왼쪽	겨드랑이에	걸

친	대수는	중심색이	황색이고	가슴에	다는	부장副章에는	태극	문양으로부터	상하좌우	바깥쪽으로	금척이	

배치되어	있다.도14

황제의	전통	복식은	대한제국	초기에	황제의	상징물로	활용되었다.	도15는	국내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

념장으로	1901년	9월	8일에	거행된	고종의	50세	기념	진연	때를	기하여	제작된	것이고,19	도16은	1902

도13  

황포에 훈장을 착용한 고종의 어진,

l'Extreme Orient en Image, 1903

도14  

금척대수장의 부장,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15  

대황제폐하(고종) 성수오십년 칭경 기념은장, 

1901년 제작, 육군박물관 소장

도16  

황제(고종) 즉위 40주년 기념 우표, 

1902년 제작, 우정박물관 소장

17  에밀 부르다레 지음, 정진국 옮김(2009),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글항아리, pp. 123-127.

18  목수현(2008), 「한국 근대 전환기 국가 시각 상징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12-114.

19  이윤상(2003), 「고종 즉위 40년 및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대한제국기 국왕 위상제고사업의 한 사례」, 『한국학보』 29,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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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18일	고종의	황제	즉위	40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최초의	기념우표이다.	대한제국은	기념장과	기념우표에	

황제의	상징으로	통천관을	활용하였다.	

한편	황제가	일상적인	복장을	착용해야	할	경우에	일반	

백성의	경우와	같이	전통식	통상복도	착용하였다.	도17은	

1907년에	‘L'illustration’에	실린	사진으로	고종과	황태자

가	돈덕전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면이다.	고종과	

황태자도	일반인과	같이	쓰고	주의,	답호에	사대를	띠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황제의	전통	복식제도를	정리해	보면	

대한제국은	황제의	복식도	조신들과	마찬가지로	황제국으

로	승격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개항	이후	재편된	복식	제도	

중	전통식	통상복도	일상복으로	착용하였다.

3) 황제의 서양 복식제도 

①	고종의	대원수	예복

황제가	공식적으로	군복을	착용한	것은	1899년	원수부	관제를	발표하면서부터이지만	다음	세	가지	이

유로	대한제국을	준비할	때부터	군복의	준비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대한예전』	군례軍禮에	

‘황제육군대례복皇帝陸軍大禮服’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군복의	예복	상의를	대례의大禮衣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는	곧	황제의	육군	예복을	의미한다.20	둘째,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본奏本』	1898년	자료	중에	황

제의	예복과	상복을	구입한	기록이	남아	있다.21	셋째,	1899년	6월에	발표된	원수부	소속	무관의	복장	규

20  1907년 이전 대한제국의 육군복장규칙에서 육군의 복장은 정장正裝, 군장軍裝, 예장禮裝, 상장常裝으로 나누어졌다. 본고에서는 세밀한 차이까지 분석하지 않

고 크게 예복과 상복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21  졸고(2010b), 「사진에 나타난 대한제국기 황제의 군복형 양복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50호, pp. 90-92.

도18 

고종의 대원수 예복 착용 사진, 

1899년 전후 촬영, 코넬대학교 도서관 소장

도19

대원수 예복의 칼라 일러스트 부분, 1905년 발

행 『한국사진첩』 화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20  

영친왕의 부장 예복,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17  

고종과 황태자의 전통식 통상복 착용 사진 일부, 

L'illustration, 7. Sep.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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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황제의	모자,	견장과	동일한	양식으로	하라고	지정되어	있다.22	즉	황제	육군대례복의	준비	및	구입

이	1899년	원수부	선포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다.	표1에서	살펴본	1895년	육군	복장의	양복화	다음	단계

로	황제가	양복	착용을	솔선수범하였고	이후	1900년	서양식	문관	대례복의	도입까지	이어진	것이다.	황제

는	스스로	대한제국	복제개혁의	상징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현재	황제의	대원수	예복	유물은	남아	있지	

않고	도18의	사진으로	착용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18에서	훈장은	대한제국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진은	

훈장조례가	발표되기	전	촬영된	것으로	생각된다.23	사진	속	황제와	황태자는	투구형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모자를	피켈하우베pickelhaube라고	한다.	

상의는	앞	중심에서	매듭단추로	여며지고	좌우	가슴	부분은	5줄의	매듭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군복을	늑골복肋骨服이라고	한다.24	대한제국의	군복에서	늑골복은	1897년의	

「육군장졸복장제식陸軍將卒服裝制式」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예복	유물로는	도3의	민영환	예복과	도20의	영친

왕	예복이	있다.	대원수	예복	상의	수구袖口에는	만초문양이	자수되어	있고	소매중심을	향해	황제는	11줄,	

황태자는	10줄의	인자형人字形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육군장졸복장제식에서는	대장일	경우	인자형	금선

을	9줄로	규정하고	있다.	줄의	수를	기준으로	사진의	황제는	대원수,	황태자는	원수의	예복을	착용한	것이

다.	예복을	위한	장식으로	술이	달린	대례견장大禮肩章,	식서飾緖(오른쪽	어깨쪽을	장식한	금줄),	식대飾帶를	두

르고,	식대	안에는	도대刀帶를	착용한	뒤	그	고리에	예도禮刀를	걸었으며	흰색	가죽	장갑을	끼고	있다.	바지의	

옆선에는	봉장縫章이	장식되어	있다.	도19는	1905년에	발행된	『한국사진첩』에	화보로	들어있는	일러스트

이다.	도19를	통해	1900년	7월	이후	육군	복장이	늑골복	형태에서	더블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두	줄의	단

추)의	형태로	개정되었지만	황제의	대원수	예복은	그대로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양이	명확하지

는	않지만	검은색	바탕천에	황색의	선과	자수로	장식한	것도	확인된다.

②	고종의	대원수	상복

고종의	대원수	상복	전체	모습은	착용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도21	사진에서	황제와	황태자가	패용

도21 

고종의 대원수 상복 착용 사진, 1900년 4월 이후 

촬영,  Burton Holmes, Travelogues, 1908

도22

전 고종 대원수 상복, 육군박물관 소장

22  『고종실록』 권37, 광무3년 6월 22일, 원수부 규칙 제3관 제4조. ‘원수부에 속한 무관의 복장 규정’ 모자는 어용御用 모자와 동일한 양식으로 하되 품표品表만 

계급에 따른다. 견장은 어용御用 견장과 동일 형식으로 하되 위관尉官은 수垂가 없다. 식대飾帶는 장관은 황색에 은색 실로 이화李花를 가식加飾하고 영위관領尉官 

은 황색만 쓴다. 식서飾緖는 장관, 영관, 위관이 일체 패용한다.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육군 복장 규칙을 따른다.

23 목수현, 앞의 논문, pp. 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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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훈장은	1900년	제정된	대한제국의	대훈위금척대수정장이므로	1900년	4월	이

후	촬영된	사진으로	보고	있다.25	고종	황제와	황태자는	대원수	예복에서	본	것과	

유사한	피켈하우베를	쓰고,	싱글브레스티드single breasted(한	줄	단추)의	상의를	착용

하였다.	수구에는	예복과	마찬가지로	‘人(인)’자형	장식줄이	각각	11줄,	10줄로	확

인된다.	좌우	어깨에는	술이	없는	소례견장을,	오른쪽	어깨에는	식서飾緖를	패용하

였고,	허리에는	도대刀帶를	착용하고,	그	걸이에	군도軍刀를	걸었으며	가죽	장갑을	끼

고	있다.	

현재	고종의	대원수	상복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도22	

이	유물에는	칼라	좌우에	5개의	별이	수놓여	있고	소매	장식으로	인자형	장식	11줄

이	부착되어	있다.	다만	단추를	7개	달라고	한	규정과는	달리	9개의	단추가	달려	있

어서	원수의	경우는	단추	수도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을	바탕으로	예복과	상복을	분석한	결과	육군복장규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형태상	가장	큰	차

이는	황제와	황태자가	쓰고	있는	모자이다.	두	사람이	쓴	모자는	1895년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에서	규정

한	피켈하우베인데	1897년	육군복장규칙에는	상의가	편평한	군모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대원수와	원수

가	육군복장규정과	다른	제도의	모자를	착용한	것은	그	소속이	일반	육군이	아니라	원수부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도19의	일러스트를	통해	상의	역시	1900년에	변경되는	더블브레스티드	형태를	따

르지	않고	늑골복	형태를	계속	착용한	것이	확인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4) 황제 투구에 반영된 전통과 서양의 공존

대한제국의	육군복장에는	무궁화,	오얏,	태극과	같은	국가	상징	이미지가	다양하게	활용되어	있다.	이	중

에서	특히	대원수의	예복과	상복은	투구	장식이	특징적이다.	앞서	서술한	대로	황제의	투구는	피켈하우베

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착용된	피켈하우베의	형태를	도23에서	볼	수	있다.	도23은	가죽으로	모체를	

만들고	정면	중앙의	장식에	독수리	문장을	조각하여	부착하였으며	정수리에는	화살표	모양의	장식이	달

려	있다.	이는	피켈하우베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대원수	예복과	상복에서	차용한	피켈하우베의	형태를	자

도23

19세기 말 독일의 

피켈하우베, 독일 드레스덴 

군사박물관 소장 전시 유물, 

연구자 촬영

도24 

황태자의 초상화, 

L'Illustration, 29. Mars, 1902

이진석 소장

도26

순종 황제 즉위 기념장, 

1907년 제작, 육군박물관 소장

도25

전 고종투구, 

전통한복정미경 사진 제공,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도27

순종 황제 즉위기념 엽서와 우편 소인의 

투구 이미지, 부산근대역사관 소장

24  太田臨一郞(1982), 『日本近代軍服史』, 동경: 아세아 인쇄주식회사, p. 222.

25 목수현, 앞의 논문,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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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확인하기	위해	참고	자료로	도24	황태자	시절	제작된	순종의	초상화를	참고할	수	있다.	전체적인	틀

은	서양의	피켈하우베와	같고	정면의	장식은	가운데에	오얏꽃을	배치하고	가장자리에	무궁화	가지와	오

얏	가지를	교차하도록	조각하여	부착하였다.	또한	도23의	가죽	차양과는	달리	문양을	투조한	차양을	달

았고	정수리에는	화살표	형태의	금속이	아닌	새	문양을	놓은	장식을	달았다.	이는	도25와	같이	전통	투구

의	차양과	정수리	장식인	새	문양을	차용한	것이다.26	대한제국의	복식	제도가	추구한	서양과	전통의	결합

이	황제의	투구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가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이	투구는	순종이	황제로	즉위할	때		

도26의	기념장,	도27의	기념엽서	및	우편	소인	등에	모티브로	활용된	것으로	보아	황제의	서양	복식	제도

에서	대표적인	상징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4.대한제국 황제 복식 제도의 지속과 변화

1) 전통 복식 제도의 지속

사진	자료를	참고할	때	대한제국	초기에	제정된	전통	황제	복식은	황제위

가	순종에게	양위된	이후에도	그대로	착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순종의	경

우에도	12류면	12장복의	면복도10,	통천관복도28,	황색의	익선관복을	착용하

였다.	또한	황제에서	물러난	태황제인	고종도	같은	전통	복식	제도에	따라	황

제일	때	착용하였던	통천관복과	익선관복을	그대로	착용한	것을	사진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제국의	전통	복식	제도는	변화없이	계속되었던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2) 서양 복식 제도의 변화

①	순종의	육군대장복

전통	복식	제도와	달리	순종의	서양	복식	제도에는	변화가	있었다.	순종은	1907년	8월에	고종의	강제	퇴

위로	인해	황제위를	양위받았다.	순종은	양위	후인	10월	17일	일본	황태자의	조선	방문	당시	목걸이	형태

도28

 황제 순종의 통천관복 착용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29

황제 순종의 육군대장복 착용 사진, 

1907년 이후 촬영,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30

이도재 부장 예복, 육군박물관 소장

도31

태황제 고종의 예복 착용 사진, 1907년 이후 촬영, 

국립현대미술관·한미사진미술관, 

『대한제국 황실의 초상 1880-1889』,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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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훈장인	대훈위국화장경식大勳位菊花章頸飾(이하	경식)을	대리	수여하였다.27	순종은	경식을	패용하지	않거

나	혹은	패용하고	촬영한	비슷한	차림의	사진을	여러	장	남겼다.	도29에서	순종의	예복은	고종의	대원수	

예복과는	형태가	다르다.	이	시기에는	이미	원수부가	해체되어	대원수의	예복을	착용할	수	없었다.	순종은	

1906년	개정된	육군복장규칙에	따라	입식모立飾毛를	장식한	윗면이	편평한	군모를	쓰고	더블브레스티드

double breasted	형태의	엉덩이를	덮는	상당히	긴	상의를	입고	있다.	상의	소매부분의	‘人’자형	장식은	9줄로,	이

는	육군	대장의	계급을	나타낸	것이다.	양	어깨에는	술이	달린	대례견장을,	오른쪽	어깨에	식서를	패용하

고,	허리의	식대	아래에	도대를	매고	흰색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예도를	쥐고	있다.	도30은	육군박물관에

서	소장하고	있는	군부대신을	지낸	이도재李道宰의	유물로	소매의	‘人’자형	장식줄이	8줄인	부장	예복이다.	

②	고종의	태황제	예복

황제위를	강제로	양위하고	태황제가	된	고종을	위해	새로운	예복이	마련되었다.28 현재	태황제	예복의	규

정은	남아	있지	않고	착용	사진을	통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타岩田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인	도31

은	기념장의	분석을	통해	1907년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	사진이다.29	도31에서	고종은	1906년	개정

된	육군복장제식의	예복인	더블브레스티드	상의를	착용하고	있다.	상의	소매의	수장袖章에는	많은	잎이	이화	

문양을	싸고	있는	한	단위의	문양을	여러	번	반복한,	그동안의	군복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문양이	

자수되어	있다.	양	어깨에는	술이	달린	대례견장을	패용하고	허리에는	도대를	둘렀으며	도대	고리에	예검을	

걸고	흰색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검을	쥐고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1906년	개정된	육군복장제식을	따르지

만	소매에	인자형人字形	장식이	없다는	점에서	계급적	특징이	강한	군복	요소보다는	장식적	요소가	더	많이	반

영된	복장으로	여겨진다.	견장을	패용하고	예검을	든	것은	군복의	특징이고	넓은	소매	수장과	함께	문관의	

것과	비슷한	문양이	투조된	예검禮劍은	문관	대례복과	유사한	특징이므로	이	복식은	성격이	모호한	예복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태황제	고종을	위해	새롭게	제작된	특수	예복이라고	할	수	있다.

5.결론

고종의	복식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제국의	복식	체계는	전통	의례에서	착용되는	조복,	제복과	서양	의례에서	착용되는	대례복	제

도가	공존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전통	복식	제도는	전통의	방식대로	『대한예전』에	기록되었다.	관복인	

조복과	제복은	황제국	복식	체계로	승격하였고	일상복이었던	편복포便服袍는	1895년까지	통상복	혹은	상

복이라는	명칭으로	주의周衣	하나로	간소화되었다.	서양	복식	제도는	관보에	칙령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1900년	서구식	문관	대례복이	도입되면서	육군,	경찰,	황제,	문관의	서양	복식	제도가	완비되었다.	서양	복

식을	도입할	때	형태는	양복이었지만	상의의	전면,	후면,	칼라,	포켓	등과	검	및	검대	등에	무궁화,	오얏,	태

극	등의	국가	상징	이미지를	디자인하여	배치하였다.	

26  대원수의 서양식 투구인 피켈하우베의 정수리 장식이 전통 투구의 장식으로부터 차용된 것은 본 연구자와 전통한복정미경의 고증 제작과정에서 밝혀진 것

으로 추후 다른 논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7 졸고(2010b), 앞의 논문, p.100.

28  『순종실록』 순종 권1, 즉위년(1907) 8월 18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제 태황제太皇帝의 하교下敎를 받았으니 태황제의 복장규제服裝規制를 의정議定하여 들이

도록 하라.” 하였다.

29  졸고(2010b), 앞의 논문,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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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한제국	황제	복식	역시	전통	복식	제도와	서양	복식	제도가	공존하는	체계로	구성되었다.	전

통	복식	제도에는	12류면	12장복의	면복,	통천관복,	익선관복의	황제국	체계로	승격된	관복과	주의로	대

표되는	간소화된	통상복이	포함되었다.	서양	복식	제도에는	황제가	군례에	참석할	때	착용한	대원수	예복,	

대원수	상복이	있었다.	특히	대원수의	예복은	상의	전면에	황금색	매듭끈을	화려하게	장식한	늑골복에	전

통	투구와	서양	투구가	결합된	피켈하우베를	착용하였다.	이	시기에	서양식	의례인	황제	접견례를	행할	때	

신하들은	서양식	대례복을	착용하였지만	황제는	전통식인	익선관복을	착용한	것도	특징이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는	전통	황제	복식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원수부	해체로	인

해	서양	군복이	육군대장복으로	강등되었고,	태황제	고종은	계급적	의미가	생략되고	장식성이	강화된	특

수한	예복을	착용하였다.

대한제국의	복식	제도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을	표방한	개혁	방향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고

종도	전반적인	복식	제도	개혁과	방향성을	함께	하되	부국강병을	추구하고자	한	광무光武의	의미를	담아	문

관보다	먼저	군복을	착용하여	개혁의	선도자가	되고자	하였다.	대한제국의	복식	제도에서	전통	황제국과	

근대	주권국가의	제도가	공존하는	동서의	조화,	신구의	조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국가	상

황의	변화가	복식	제도에도	반영되어	자주적인	개혁이	좌절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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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도판목록

1
홍룡포紅龍袍

King’s Official Robe
견, 뒷길이 141.5㎝ 보 지름 37.5㎝ 

총 길이 241.6㎝, 

재현품(제작자: 문공화, 오조룡원보: 이현숙)

박성실 소장

2
태조 어진太祖 御眞

Royal Portrait of King Taejo
1872년 이모移模, 비단에 채색, 220.0×151.0㎝

어진박물관 소장

3
세조 어진 초본世祖 御眞 草本

Sketch for the Royal Portrait of King 
Sejo
1935년 이모移模, 종이에 먹, 186.5×131.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4
영조 어진英祖 御眞 

Royal Portrait of King Yeongjo 
1900년 이모移模, 비단에 채색, 110.5×61.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5
한국의 왕

The King of Korea 
1884년 촬영

미국 로웰 천문대 Lowell Observatory 소장

6
고종高宗과 순종純宗

King Gojong and the Crown Prince 
출처: Joseph H. Longford, Story of Korea, 191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7
고종高宗

The King
1880년대 후반~1890년대 초반 촬영

미국 아칸소대학교 도서관 소장

Hugh Anderson Dinsmore 

Papers(MC1177),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Arkansas Libraries, Fayettville

8
고종高宗

The King of Korea 
출처: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90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9
고종高宗 

The King of Korea 
안토니오 지노 신들러Antonio Zeno Shindler, 

1893년

캔버스에 유화, 106.7×71.1㎝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Museum acquisition

10
선글라스를 쓴 고종

King Gojong wearing sunglasses
1880~1890년대 촬영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11
선글라스

Sunglasses
연대미상, 백그라이트Bakelite·유리, 

길이 11.5㎝ 

경운박물관 소장

12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한국 수신사修信使

Arrival of the Corean Ambassador at 
Yokohama
출처: The Illustrated London News, 26. 

Aug. 187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13
수신사 김기수修信使 金綺秀 

Kim Gi-su, a Special Envoy to Japan
1870년대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4
일동기유日東記遊

Record of a Journey to Japan
1877년, 종이에 필사, 25.8×17.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5
일본문견사건日本聞見事件 

Record of Firsthand Information on 
Japan 
1881년, 종이에 필사, 31.4×23.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6
일본국문견조건日本國聞見條件 

Record of a Journey to Japan 
1881년, 종이에 필사, 33.8×23.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7
보빙사報聘使 일행 

South Korea, Prince Min Yeong-Ik, 
diplomats, and naval officer
1883년, 21.5×26.6㎝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밀워키 도서관 소장

From 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Library,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

kee Libraries

18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외국 박람회에 참여한 한국 대사

The Corean Embassy at the Foreign 
Exhibition, Boston, September, 19, 
1883
출처: The Daily Graphic: New York, 

27. Sep. 1883

www.fultonhistory.com

19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 한국 대사 

Official Reception of the Corean 
Ambassadors, By President Arthur, 
at the Fifth Avenue Hotel, Sept,18th_
The Salaam of the Ambassadors
출처: Frank Leslie's Illustrated Newspaper, 

29. Sep. 188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20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 보빙사報聘使 일행

President Arthur Receiving the 
Corean Embassy at the Fifth Avenue 
Hotel Yesterday Morning
출처: The Daily Graphic: New York, 19. 

Sep. 1883

www.fultonhistory.com

21
오사모烏紗帽, 흑단령黑團領과 흉배胸背

Black satin hat (osamo) and black 
round-collared robe (heukdallyeong) 
with rank badges (hyungbae)
출처: 「대례복大禮服」, 『대한예전大韓禮典』, 189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2
유길준兪吉濬의 관복冠服 

The official court attire of Yu Kil-Chun
견, 뒷길이 130.5㎝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23
넓은 소매의 관복을 입은 유길준兪吉濬

Yu Kil-Chun dressed in a 
wide-sleeved official court attire
1894년 촬영(보빙사 단체사진의 부분)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24
유길준兪吉濬 단령團領

The round-collared robe (dallyeong) 
of Yu Kil-Chun
20세기 초, 모시, 길이 125.0㎝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25
단령을 입은 유길준兪吉濬

Yu Kil-Chun dressed in a 
round-collared robe (dallyeong)
20세기 초 촬영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26
대례복 차림의 민영환閔泳煥 

Min Young-hwan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daeryebok)
1896년 촬영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27
이하영李夏榮

Yi Ha-yung, Korean Charge' in 
Washington
1889년

미국 아칸소대학교 도서관 소장

Hugh Anderson Dinsmore 

Papers(MC1177),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Arkansas Libraries, Fayettville

28
한국의 대신과 수행원

Korean Ministers and Suites, the one 
in the middle holding a book, was 
ambassador to America
사진엽서, 박윤호 소장

29
대한협회 창립 2주년 기념사진大韓協會 創立 
二周年 記念寫眞

Photo commemorating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Korean 
Association (Daehan Hyeophoe)
1909년 촬영, 20.3×26.1㎝

한미사진미술관 소장

30
황룡포黃龍袍를 입은 고종과 순종

Gojong and Sunjong dressed in 
Emperor’s Official Costume
출처: 『韓末宮闕關係寫眞帖』, 1918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31
상의上衣

Overcoat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 뒷길이 128.4㎝ 화장 112.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왕의 붉은 옷

Red Robe of Joseon Kings

1

변화의 시작

Beginning of the Change 
in Clothing

2

황제의 두 모습

Two Looks of the emperor

3

대한제국 황제 복식170



32
중단中單

Inner Robe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 뒷길이 138.2㎝ 화장 112.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33
면류관冕旒冠

Crown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옥·대나무·견, 면판: 너비 23.0㎝ 길이 46.0㎝, 

관무: 최대높이 22.5㎝, 재현품

경운박물관 소장

34
하상下裳

Men’s Skirt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 허리 둘레 88.5㎝ 총 길이 94.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35
폐슬蔽膝

Ornamental Front Apron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 길이 75.0㎝ 너비 32.5㎝,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36
대대大帶·대수大綬

Silk Belt and Back Apron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견사·옥, 전체 길이 77.0㎝, 

재현품(자문: 박성실, 제작: 이영애, 정미경)

이영애 소장

37
패옥佩玉 

Jade String Pendants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사·옥, 전체 길이 79.5㎝, 재현품

이영애 소장

38
옥대玉帶 

Jade Belt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옥, 길이 118.0㎝ 너비 4.3㎝, 재현품

39
적말赤襪 적석赤舃

Red Silk Socks and Shoes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 적말: 길이 36.6㎝ 버선목 19.4㎝, 

적석: 길이 26.0㎝, 재현품

경운박물관 소장

40
규圭

Jade Tablets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옥, 17.2×4.1×0.98㎝, 재현품

경운박물관 소장

41
방심곡령方心曲領

Round Neck Band and Ritual Token 
for the Emperor’s Ritual Costume
견, 전체 길이 46.0㎝ 곡령 너비 4.5㎝,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42
황제 면복을 착용한 순종皇帝冕服 純宗 

Sunjong dressed in Emperor’s Ritual 
Costume
출처: 이각종, 『순종실기純宗實紀』, 1927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43
순종 어진純宗 御眞 

Royal Portrait of Emperor Sunjong
권오창 그림, 1997년, 

비단에 채색, 114.0×164.0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44
문조文祖(익종益宗) 어진御眞

Royal Portrait of King Munjo(Ikjong) 
1826년, 비단에 채색, 148.6×45.2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45
대례의궤大禮儀軌(어람용御覽用)

The Royal Protocol for Great 
Ceremonies
1897년, 종이에 묵서(필사본), 43.8×32.0㎝, 

보물 1901-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46
대한예전大韓禮典 

Code of Rites of the Daehan Empire
장례원 편, 1898년, 종이에 묵서(필사본), 

28.4×20.0㎝,10권 1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47
통천관通天冠 

Crown for the Emperor’s Ceremonial 
Costume
견·옥, 총 높이 25.8㎝ 관무 지름 30.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48
의왕 원유관義王 遠遊冠 

The “Ceremonial Crown” 
(Wonyugwan) of Prince Ui
1900년 추정, 견·옥, 높이 21.8㎝ 

관무 지름 16.5㎝, 국가민속문화재 제274호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49
황제(고종) 성수50주년 기념장記念章

Imperial 50 Years Felicitations 
Commemorative Medal for Emperor 
Gojong
1901년, 은·견사, 지름 3.3㎝ 

육군박물관 소장

50
강사포絳紗袍

Overcoat for the Emperor’s 
Ceremonial Costume
견, 뒷길이 132.0㎝ 화장 111.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51
중단中單

Inner Robe for the Emperor’s 
Ceremonial Costume
견, 뒷길이 140.0㎝ 화장 111.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52
하상下裳

Men’s Skirt for the Emperor’s 
Ceremonial Costume
견, 허리둘레 87.0㎝ 총 길이 94.0㎝,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53
폐슬蔽膝

Ornamental Front Apron for the 
Emperor’s Ceremonial Costume
견, 길이 75.0㎝ 너비 32.5㎝, 재현품

한국문화재재단 소장

54
고종 어진高宗 御眞

Royal Portrait of Emperor Gojong 
20세기 초, 비단에 채색, 162.5x100.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55
통천관복을 착용한 고종

Gojong dressed in Emperor’s 
Ceremonial Costume
출처: 『皇室家族聖鑑』, 193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56
고종일가 사진 高宗一家寫眞

Gojong and His Family
1913년경 촬영, 19.2×24.4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57
황룡포黃龍袍

Emperor’s Official Robe 
견, 뒷길이 130.0㎝ 화장 95.0㎝, 재현품

58
익선관翼善冠 

Emperor’s Official Hat 
견, 전체 높이 23.0㎝ 지름 19.5㎝, 재현품

59
목화木靴 

Man’s Court Shoes
견, 길이 26.0㎝ 높이 24.0㎝, 재현품

60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Grand Medal of the Golden Rule
금속·견, 

대수: 146.0×11.0㎝

정장: 지름 7.8㎝ 길이 12.4㎝

부장: 지름 8.9㎝, 재현품

61
곤룡포袞龍袍와 용문보龍紋補 

Emperor’s Official Robe and 
Rank-badge with Dragon Design
20세기 초, 견, 뒷길이 127.0㎝, 화장 95.0㎝, 

뒤품 54.0㎝,

국가민속문화재 제58호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62
고종 황제보 목판高宗 皇帝補 木板

Rank-badge Pattern Stamp with 
Dragon Design
1897년, 나무, 지름 20.3㎝ 두께 5.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63
고종 황제군복보 목판高宗 皇帝軍服補 木板

Rank-badge Pattern Stamp with 
Dragon Design for gojong’s Militarry 
Waistcoat
1898년, 나무, 가로 10.0㎝ 세로 20.0㎝ 

두께 7.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64
흉배용 용문 목판胸背用 龍文 木板

Rank-badge Pattern Stamp with 
Dragon Design
1905년 추정, 나무, 지름 20.4~21.0㎝ 

두께 5.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65
고종 어진高宗 御眞

Royal Portrait of Emperor Gojong
전傳 채용신, 20세기 초(1920년대 이전), 

비단에 채색, 180.0×104.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66
고종 어진高宗 御眞

Royal Portrait of Emperor Gojong
전傳 채용신, 20세기 초(1920년대 이후), 

비단에 채색, 137.0×70.0㎝

원광대학교 박물관 소장

67
고종 어사진高宗 御寫眞

Portraits of Emperor Gojong
김규진 촬영, 1905년 

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The Alice Roosevelt Longworth Collection 

of Photographs from the 1905 Taft Mission 

to Asia, 1905, Freer Gallery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Archives.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FSA A 

2009.02 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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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고종 초상화高宗 肖像畫

Portrait of Emperor Gojong 
조제프 드 라 네지에르 그림, 1902년

출처: Joseph de La Nézière, l'Extreme 

Orient en Image, 1903

개인 소장

69
대한제국 황제 초상화 

Official Portrait of Emperor Gojong
출처: La Vie Illustrée, 19. Jan. 190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70
코리아와 황제 

Korea and the Korean Emperor
출처: Harper’s Monthly Magazine, 

pp. 575~582

1901년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71
대원수 예복大元帥 禮服

Emperor’s Ceremonial Military 
Uniform
재현품

72
투구형 모자帽

Helmet for Emperor’s Ceremonial 
Military Uniform
재현품

73
황제(순종)즉위 기념장皇帝(純宗)卽位 記念章 

Commemorative Medal of Emperor 
Sunjong’s Coronation
1907년, 금·견사, 지름 3.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74
원수 예복을 입은 순종 초상화
元帥 禮服 純宗 肖像畫

Portrait of  Empero Sunjong dressed 
in Ceremonial Military Uniform 
휴버트 보스Hubert Vos 그림, 1902년

출처: L'Illustration, 29. Mars, 1902

개인 소장

75
예도禮刀 및 부속품

“Sharp-pointed” military swords 
(yedo) with accessories
재현품

76
대원수 예복을 입은 고종과 
원수 예복을 입은 순종

Emperor Gojong and Crown prince 
Sunjong dressed in Ceremonial 
Military Uniform
1900년경 촬영

Division of Rare and Manuscript 

Collections, Cornell University Library

77
대원수 예복을 입은 고종 초상화 

Portrait of Emperor Gojong dressed 
in Ceremonial Military Uniform 
20세기, 종이에 채색, 82.0×57.0㎝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78
대원수 예복을 입은 고종 초상화

Portrait of Emperor Gojong dressed 
in Ceremonial Military Uniform
20세기, 종이에 채색, 85.0×59.0㎝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79
대원수 상복大元帥 常服

Emperor’s Official Military Uniform
재현품

80
투구형 모자帽

Helmet for Emperor’s Official Military 
Uniform 
재현품

81
대원수 상복을 입은 고종과 순종

Emperor Gojong and Crown prince 
Sunjong dressed in Official Military 
Uniform 
출처: Burton Holmes, Travelogues, 190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82
대원수 상복을 입은 고종 

Emperor Gojong dressed in Official 
Military Uniform 
1901년 이전 촬영

Library of Congress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 Washington, D.C. 

20540 USA

83
대원수 상복大元帥 常服

Emperor’s Official Military Uniform
대한제국, 융, 총 길이 78.0㎝ 소매 길이 57.0㎝ 

소매 지름 15.5㎝

육군박물관 소장

84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

Regulations on Army Uniforms, 
Imperial Edict No.78
1895년 4월 9일 제정

출처: 『관보』 제10호, 개국504년(1895) 

4월 11일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5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 文官服裝規則 

Regulations on Civil Official Uniforms, 
Imperial  Edict No. 14
1900년 4월 17일 제정 

출처: 『관보』 호외, 광무4년(1900) 4월 19일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6
대한제국군大韓帝國軍

Armed Forces of the Daehan Empire
출처: W.A:son Grebst, I Korea, Elsnders 

Boktryckeri Aktiebolag, 191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87
한국군 병사들과 러시아 고문

Armed Forces of the Daehan Empire
출처: I. B.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Volume 1, 1898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88
황제의 경호원

Bodyguards of the Emperor
출처: L’Illustration, 29 Mars 1902

개인 소장

89
육군부령 상복陸軍副領 常服

Uniform of a lieutenant colonel 
(buryeo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1897~1900년), 융, 

길이 63.5cm 소매 길이 55.5cm

육군박물관 소장

90
육군부장 예복陸軍副將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lieutenant-general (buja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1897년 이후), 모·견, 

상의: 품 44.0cm 소매 길이 56.0cm 

뒷길이 64.0cm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91
대한제국의 군인들大韓帝國軍

Soldiers of the Daehan Empire
대한제국

출처: 『韓國風俗人物事蹟名勝寫眞帖 』, 

간행년도 미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92
육군참장 예복을 입은 민영찬陸軍參將 閔泳瓚

Min Yeoung-chan dressed in the 
ceremonial uniform of 
a major-general (chamja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1900년경

Archives du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Etrangères – La Courneuve 

93
육군참위 예복을 입은 박승환陸軍參尉 朴昇煥

Park Seung-hwan dressed in the 
ceremonial uniform of a lieutenant 
(chamwi)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

독립기념관 소장

94
육군부장 상복陸軍副將 常服

The uniform of a lieutenant-general 
(buja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 모, 

상의: 품 37.0㎝ 소매 길이 53.0㎝ 뒷길이 70.0㎝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95
육군부장 예복陸軍副將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lieutenant-general (buja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1900년 이후), 융, 

총 길이 73.0 cm 등 길이 14.3cm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96
보병정위 예복步兵正尉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captain 
(jeongwi) in the infantry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1900~1907년), 모,

총 길이 74.5㎝ 소매 길이 55.5㎝

육군박물관 소장 

97
참장 예복參將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major-
general (chamja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대한제국(1900~1907년), 모, 

총 길이 77.5㎝ 소매 길이 55.0㎝

육군박물관 소장 

98
군의부위 예복軍醫副尉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first 
lieutenant (buwi) in the Medical 
Corps
대한제국(1900~1907년), 모,

총 길이 71.0㎝ 소매 길이 55.0㎝

육군박물관 소장 

서양식 
관복으로의 변화

Court Uniforms for 
the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of the Daehan Empi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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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기병정위 예복騎兵正尉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captain 
(jeongwi) of a cavalry regiment
대한제국(1900~1907년), 모,

총 길이 75.0㎝ 소매 길이 58.0㎝

육군박물관 소장 

100
헌병부위 예복憲兵副尉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first 
lieutenant (buwi) of the military 
police 
대한제국(1900~1907년), 모,

총 길이 73.5㎝ 소매 길이 55.5㎝

육군박물관 소장 

101
포병참령 예복砲兵參領 禮服

The ceremonial uniform of a major 
(chamnyeong) of an artillery unit
대한제국(1900~1907년), 모,

총 길이 73.0㎝ 어깨너비 39.0㎝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102
대한제국기 강화진위대 장교들
大韓帝國 江華鎭衛隊 將校

Officers of the Ganghwa Garrison in 
the Daehan Empire
대한제국

독립기념관 소장

103
육군부장 예복을 입은 민영환陸軍副將 閔泳煥

Min Young-hwan dressed in the 
ceremonial uniform of 
a lieutenant-general (bujang) of 
the Daehan Imperial Army
1904년, 13.3×9.8㎝

Division of Rareand Manuscript 

Collections, Cornell University Library

104
법규유편法規類編 

Classified Compi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Byeopgyu Yupyeon)
1908년, 종이에 인쇄, 24.2×16.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05
의정부 칙령議政府 勅令 권18

Fascicle 18, Imperial Edict on the 
State Council.
Designs of court uniforms for civil 
officials
1906년, 종이에 채색, 26.5×18.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06
1등 칙임관 대례복一等 勅任官 大禮服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of 
the first grade
대한제국, 모, 길이 82.3㎝ 소매 길이 56.0㎝

서울시청 박물관과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소장 

경운박물관 제공

107
2등 칙임관 대례복二等 勅任官 大禮服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of 
the second grade
대한제국, 모, 

상의: 전체 길이 105.4㎝ 길이 56.5㎝ 

         어깨 너비 38.0㎝ 

바지: 길이 107.3㎝, 시도민속문화재 제8호

부산박물관 소장 

108
주임관 대례복奏任官 大禮服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n 
imperial appointee (juimgwan)
대한제국, 모, 

상의: 품 39.0㎝ 소매 길이 57.0㎝ 뒷길이 84.0㎝ 

바지: 허리둘레 67.0㎝ 길이 93.0㎝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109
1등 칙임관 대례복을 입은 이범진
一等 勅任官 李範晉

Yi Beom-jin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of the first 
grade
대한제국

Archives du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Etrangères – La Courneuve

110
1등 칙임관 대례복을 입은 이재완
一等 勅任官 李載完

Yi Jae-wan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of the first 
grade 
대한제국

한국금융사박물관 소장

111
2등 칙임관 대례복을 입은 김가진
二等 勅任官 金嘉鎭

Kim Ga-jin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of 
the second grade
대한제국

김자동(김가진 후손) 소장

112
주임관 대례복을 입은 이한응奏任官 李漢應

Yi Han-eung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n 
imperial appointee (juimgwan)
대한제국 

이민섭(이한응 후손) 소장

113
칙임관 대례복勅任官 大禮服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대한제국(1905년 이후), 모, 

상의: 총 길이 105.0㎝ 가슴둘레 71.0㎝ 

         어깨 길이 15.0㎝ 

바지: 길이 96.0㎝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114
주임관 대례복奏任官 大禮服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n 
imperial appointee (juimgwan) 
대한제국, 직물, 

앞길이 53.0㎝ 품 36.0㎝ 소매 길이 56.0㎝,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6호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소장 

115
1등 칙임관 대례복을 입은 조중응
一等 勅任官 趙重應

Jo Jung-eung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the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of the first grade
출처: 『倂合記念朝鮮寫眞帖』, 191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116
칙임관 대례복을 입은 윤치호勅任官 尹致昊

Yun Chi-ho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대한제국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117
칙임관 대례복을 입은 하상기勅任官 河相驥

Ha Sang-gi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대한제국

하준복(하상기 후손) 소장

김란사기념사업회 제공

118
칙임관 대례복勅任官 大禮服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enior 
imperial   appointee (chigimgwan) 
대한제국(1906년 이후), 모, 

상의: 길이 109.5㎝

바지: 길이 110.0㎝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소장 

119
궁내부 주임관 대례복宮內府 奏任官 大禮服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n 
imperial appointee (juimgwan) in 
the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gungnaebu) 
대한제국, 모, 길이 103.2㎝ 소매 길이 58.0㎝

서울시청 박물관과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소장 

경운박물관 제공

120
친임관 대례복을 입은 이완용親任官 李完用

Yi Wan-yong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upreme imperial appointee 
(chinimgwan)
출처: 『倂合記念朝鮮寫眞帖』, 191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121
친임관 대례복을 입은 송병준親任官 宋秉畯

Song Byeong-jun dressed in 
the ceremonial court uniform of 
a supreme imperial appointee 
(chinimgwan) 
출처: 『倂合記念朝鮮寫眞帖』, 191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122
대례복을 입은 궁내부 대신들宮內府 大臣

Officials of the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gungnaebu) dressed in 
ceremonial court uniforms 
대한제국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23
중명전 앞에서 영친왕과 대신들大韓帝國 大臣

Imperial Prince Yeong with courtiers 
at Jungmyeongjeon Hall
1907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24
순종 남서순행 기념사진純宗南西巡幸紀念寫眞

Photograph commemorating 
Emperor Sunjong’s Royal Tour
1909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25
칙령 제13호 훈장조례勳章條例 

Ordinance on the Orders of Merit, 
Imperial Edict No. 13
1900년 4월 17일 제정

출처: 『관보』 호외, 1900년 4월 19일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26
구한국훈장도舊韓國勳章圖 

Chart of the Orders and Decorations 
of the Daehan Empire 
1910년 추정, 종이에 채색, 34.1×26.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27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Grand Medal of the Golden Rule
대한제국, 금·견, 

대수: 길이 146.0㎝ 폭 11.0㎝ 

정장: 지름 7.8㎝ 길이 12.4㎝ 

부장: 지름 8.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28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Grand Medal of the Auspicious Star
대한제국, 금속, 

대수: 길이 163.6㎝ 폭 11.0㎝ 

정장: 지름 7.9㎝ 길이 12.3㎝ 

부장: 지름 8.8㎝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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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Grand Medal of the Plum Blossom
대한제국, 금속, 

대수: 길이 166.8㎝ 폭 10.8㎝

정장: 지름 7.6㎝ 길이 12.3㎝ 

부장: 지름 8.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30
훈공1등 태극대수장勳功一等 太極大綬章

Grand Cordon of the 
Taegeuk(Supreme Ultimate) for the 
Order of Merit, First Grade
대한제국, 금속, 

대수: 길이 172.8㎝ 폭 10.8㎝ 

정장: 지름 7.3㎝ 길이 9.2㎝ 부장: 지름 8.3㎝, 

등록문화재 제651호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131
훈공1등 팔괘대수장勳功一等 八卦大綬章

Grand Cordon of the Palgwae(Eight 
Trigrams) for the Order of Merit, First 
Grade
대한제국, 금속, 

대수: 길이 172.8cm 폭 10.8cm 

정장: 지름 7.3cm 길이 9.2cm 

부장: 지름 8.3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32
훈공3등 팔괘중수장勳功三等 八卦中綬章

Cordon of the Palgwae for the Order 
of Merit, Third Grade
대한제국, 금속, 

중수: 길이 24.0㎝ 폭 3.8㎝ 문채: 지름 5.7㎝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33
황제(고종)성수50주년기념장皇帝(高宗)聖壽

五十周年記念章

Imperial 50 Years Felicitations 
Commemorative Medal for Emperor 
Gojong
1901년, 은, 지름 3.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34
황제(고종)망육순등극40주년기념장皇帝(高

宗)望六旬登極四十周年記念章

Commemorative Medal for Emperor 
Gojong’s 51th Birthday and his Ruby 
Jubilee
1902년, 은, 지름 3.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35
황태자(순종)가례기념장皇太子(純宗)嘉禮記念章

Commemorative Medal for Prince 
Imperial Wedding
1907년, 은, 지름 3.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36
황제(순종)즉위기념장皇帝(純宗)卽位記念章

Commemorative Medal of Emperor 
Sunjong’s Coronation
1907년 , 은, 지름 3.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37
황제(순종)남서순행기념장皇帝(純宗)南西巡幸

記念章

Commemorative Medal for Emperor 
Sunjong’s Royal Tour
1909년, 은, 지름 4.0㎝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38
태황제 예복을 입은 고종

Gojong in Former Emperor’s 
Ceremonial Uniform
출처: 『李王家記念寫眞帖』, 1919 

1907년 촬영,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39
민영환 초상화

Portrait of Min Young-hwan
대한제국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140
육군대장 예복을 입은 순종

Emperor Sunjong dressed in the 
ceremonial uniform of an army 
general of the Daehan Imperial Army 
출처: 『李王家記念寫眞帖』, 1919 

1907년 촬영,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41
이범진李範晉 초상화

Portrait of Yi Beom-jin 
대한제국

http://mpva.tistory.com/1306

142
김가진金嘉鎭 초상화 

Portrait of Kim Ga-jin 
1905년, 비단에 채색, 105.5×71.4㎝

김자동(김가진 후손) 소장

143
이용익李容翊 초상화

Portrait of Yi Yong-ik
대한제국, 비단에 채색, 111.0×232.5㎝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44
태황제 예복太皇帝 禮服

Former Emperor’s Ceremonial 
Uniform
재현품

145
태황제 예복을 입은 고종太皇帝 禮服 高宗

Gojong dressed in Former Emperor’s 
Ceremonial Uniform
1907년 이후 촬영, 26.0×20.8㎝

한미사진미술관 소장

146
평상복平常服 

Daily costume
재현품

147
평상복平常服을 입은 고종高宗

Gojong dressed in Daily Costume 
출처: L'illustration, 7. Sep. 1907

개인소장

148
상복喪服을 입은 고종高宗

Gojong dressed in mourning Costume 
1896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유리건판 GF2571 

149
평상복平常服을 입은 고종高宗

Gojong dressed in Daily Costume
1911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50
실크모자를 쓰고 코트를 입은 고종

Gojong dressed in Cape with Silk hat
출처: 『韓末宮中關係寫眞帖』, 1918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151
연미복을 입은 고종

Gojong dressed in Tailcoat
1917년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52
일기日記

Ilgi, the Diaries of the Deoksugung 
Secretariat
덕수궁 찬시실 편, 26.8×19.7㎝, 종이에 묵서, 

10종 96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53
고종태황제 빈전혼전주감의궤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Imperial Protocol of Emperor 
Gojong’s Royal Coffin Hall and Spirit 
Hall
1919년, 종이에 필사, 42.5×29.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54
고종태황제 어장주감의궤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

Imperial Protocol for the State 
Funeral of Emperor Gojong
1919년, 종이에 필사, 42.5×29.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55
이태왕 전하 장의 사진첩李太王殿下葬儀寫眞帖

Photograph Album of Emperor 
Gojong’s Funeral Ceremony
1919년 촬영, 28.0×37.0×0.5㎝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황제의 
마지막 나날들

The Last Days of 
the Emperor Gojo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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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그림 명칭

1 상의(곤복/장복)

2 중단

3 면류관

4 전복

5 두루마기

6 저고리

7 바지

8 행전

9 망건

번호 그림 명칭

10 하상

11 폐슬

12 대대·대수

13 패옥

14 옥대

15 방심곡령

16 적말(버선)

17 적석(신발)

18 규

황제 복식 종류별 구성품 

1. 황제 면복 세부품목

전통식 황제복식은 중단이나 포를 입기 전에 기본 차림 위로 받침 옷을 착용한다. 기본 차림은 

저고리와 바지이며, 여기에 바지 위로 행전을 두르고, 저고리 위로 두루마기와 전복을 입는다. 

또 관모 착용 전에 머리에 망건을 쓴다. 이는 면복, 통천관복, 익선관복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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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그림 명칭

1 강사포

2 중단

3 통천관

4 전복

5 두루마기

6 저고리

7 바지

8 행전

9 망건

10 하상

11 폐슬

번호 그림 명칭

12 대대·대수

13 패옥

14 옥대

15 적말(버선)

16 적석(신발)

17 규

2. 황제 통천관복 세부품목

177



번호 그림 명칭

1 황룡포

2 익선관

3 전복

4 두루마기

5 저고리

6 바지

7 행전

8 버선

9 망건

10 목화(신발)

11 옥대

번호 그림 명칭

1 전복

2 두루마기

3 저고리

4 바지

5 행전

6 버선

7 망건

8 탕건

9 갓

10 혜(가죽 신)

11 세조대(허리띠)

3. 황제 익선관복 세부품목 4. 평상복 세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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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그림 명칭

1 상의

2 바지

3 소례견장

4 식서(견식 줄)

5 모자

6 구두

7 예도

8 도서(칼끈)

9 도대(칼걸이)

6. 대원수 상복 세부품목

번호 그림 명칭

1 상의

2 바지

3 대례견장

4 식서(견식 줄)

5 모자

6 식대(허리띠)

7 구두

8 장갑

9 예도

10 도서(칼끈)

11 도대(칼걸이)

5. 대원수 예복 세부품목

179



번호 그림 명칭

1 상의

2 바지

3 대례견장

4 모자

5 구두

6 장갑

7 예검

8 도서(칼끈)

9 도대(칼걸이)

7. 태황제 예복 세부품목

*	 	서양식	복식의	세부	품목	중	셔츠와	양말은	형태	추정이	어려워	품목표에서	생략하였다.

**		세부	품목	그림은	『왕실문화도감1-	조선왕실복식』(국립고궁박물관	발행,	2013년)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일부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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