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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속의 모자와 신발, 형태미

조선시대 남성의 대표적 쓰개였던 갓[黑笠]은 시대에 따른 변화가 가장 많이 보인다. 

갓 모정(帽頂)의 높낮이 변화와 양태 너비의 변화는 각 시대의 유행을 보여준다. 개화기에 유행한 

좁은 갓은 양복이 들어오면서 중절모와 맥고모로 대체되었다. 

여성들은 ‘몽수(蒙首)’라는 쓰개를 고려시대부터 사용하였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너울·장옷·쓰개치마 등으로 얼굴을 가리다가 개화기에는 검은 우산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양장을 입으면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왕과 문·무 관리들이 착용한 

모자와 신발,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맞는 모자와 신발, 종교인과 재인(才人) 등이 착용했던 모자와 

신발 등 시간 속에서 다채로운 형태로 존재해 왔던 모자와 신발들이 소개된다.  

Th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crown and the width of the brim of the Joseon period's 
typical men's horse hair hat show the trend of each period.  A narrow horse hair hat was 
replaced by a fedora and a straw hat.  The Joseon period's women wore a type of veil, hood 
and cape to cover the faces but when they began to wear the western style outfits, 
they stopped covering the faces.  Hats and shoes worn by the royals, administrative and 
military officials, a person of religion and entertainment and for ceremonial occasions of 
coming of the age, marriage, funeral and ancestral rites, are introduced in this exhibit.    

Hats and Shoes through the Times, Beauty of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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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흑립黑笠  Men's Hat 

높이 195 지름 723, 조선

조선시대 남자들이 외출이나 의례를 행할 때 썼던 관모로 모정 부분이 좁고 

양태가 매우 넓다. 17·18세기에 유행하였던 형태이다. 

1. 흑립黑笠  Men's Hat

높이 204 지름 640, 조선

조선시대 남자들이 외출이나 의례를 행할 때 썼던 관모로 모정 부분이 좁고 양태가 넓다.

모자와 신발의 시대적 변천

조선시대 남성의 대표적 쓰개인 갓은 시대에 따라서 갓모자의 높이와 양태의 넓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숙종·정조 연간을 제외하고 양태가 넓은 갓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고종(高宗)대에 가장 좁은 갓이 되었다. 

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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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립과 갓집 朱笠 朱笠函  Official's Hat and Hat Case

높이 190 지름 645, 조선,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주립은 왕의 행차를 수행할 때,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될 때, 그리고 국난을 당했을 때 입는 융복에 

착용한다. 형태는 흑립과 같으며 영조 때 편찬한 『속대전』에 당상관은 주립에 패영(貝纓)을, 

당하관은 흑립에 정영(晶纓)을 한다고 기록되었다. 입식으로 호수를 꽂고 홍색, 황색의 구슬을 꿴 

패영을 단다. 이 주립은 순조 때에 병조참판을 지낸 ‘김희주’가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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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흑립黑笠  Men's Hat 

높이 107 지름 250, 조선

조선시대 남자들이 외출이나 의례를 행할 때 썼던 관모로 

모정부분은 넓어지고 양태가 가장 좁은 형태로 19세기 말경에 유행하였다.

5. 흑립黑笠  Men's Hat

높이 140 지름 330, 조선

조선시대 남자들이 외출이나 의례를 행할 때 썼던 관모로 이전 시기보다  

모정부분은 넓어지고 양태는 넓어졌다. 20세기 초에 유행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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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흑립 黑笠  Men's Hat

높이 160 지름 403, 조선

조선시대 남자들이 외출이나 의례를 행할 때 썼던 관모로 

모자의 내부에 정꽃을 장식하였다. 

9. 흑립 黑笠  Men's Hat

높이 145 지름 445, 1997년

중요무형문화재 4호 입자장 정춘모의 작품이다.

6. 흑립黑笠  Men's Hat 

높이 140 지름 375, 현대, 박창영 소장 

중요무형문화재 4호 입자장 박창영의 작품이다.

7. 흑립黑笠  Men's Hat 

높이 150 지름 401, 현대, 박창영 소장 

중요무형문화재 4호 입자장 박창영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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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남성의 대표적 쓰개인 갓은 시대에 따라서 갓모자의 높이와 양태의 넓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선 초기의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성종(15세기)대에는 모정이 둥글고 챙이 넓은 형태였다. 연산군 초에는 모정이 조금 뾰족하게 변하였다가 

연산군 말기부터 모자의 모양이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원통형으로 되었다. 선조에서 광해군대(17세기 초반)에 양태가 가장 

넓은 갓이 유행하였고, 인조와 효종대(17세기 중반)에는 모정이 높고 양태가 너무 넓어 문을 드나들 때 방해가 될 정도로 큰 갓이 

유행하였다. 이후 성종대에는 한때 작아졌으나 영·정조대(18세기)에는 양태가 비교적 넓으며 거기에 밀화나 호박, 대모 등으로 

만든 갓끈으로 멋을 부렸다. 순조대(19세기 초)에 다시 넓은 갓이 유행하다가, 점차 작아지고 대원군의 의관 개정(20세기 전후) 

이후  작은 갓으로 정해졌으며, 갑신개혁 이후는 갓 대신 맥고모나 중절모자를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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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라고고관花羅姑姑冠  Headdress for Noblewomen 

높이 850 가로 235 세로 105, 원(元)대, 경기도박물관 소장

고고관은 원나라 후비 및 대신의 정처들이 머리에 쓰는 의식용 관모로써 고고, 고고륵 등으로 

불린다. 기록에 의하면 고고관의 틀은 자작나무나 대나무로 만들며 비단으로 겉을 싸고 각색 

보석과 진주와 새의 깃털로 장식하는데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이 유물은 출토품으로 장식용 

수식품이 탈락되어 있으나 기본틀은 유지하고 있다.  

11. 너울羅兀  Veil 

길이 700 너비 3300, 조선, 경기도박물관 소장

너울은 조선시대 상류층이나 궁중의 여인들이 외출시 머리와 얼굴을 가리기 위한 

여성용 쓰개의 일종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비치는 직물을 사용하였다. 검정색의 얇은 

비단[四經交羅]으로 만든 여흥민씨(1586–1656)의 너울은 출토 당시 머리에 씌워져 있었다고 한다. 

너울 안쪽에는 끈이 달려 있다.

『정조헌경후가례도감의궤』에서 

너울을 쓴 여인의 모습

원세조(쿠빌라이 칸)의 부인이 

고고관을 착용한 모습

여자 쓰개의 변천 |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던 쓰개는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흑색 계통의 얇은 비단을 사용했고, 의례시에는 금박장식을 하기도 했다. 개화기 이후에는 모자가 이를 대신하였다. 

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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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삿갓笠  Conic Hat 

높이 145 지름 750, 20세기 초

비를 피하거나 햇볕을 가리기 위해 종이로 만든 챙이 크고 둥근 모자이다. 높이가 낮은 원뿔 

형태로, 댓살을 둥글게 엮은 후, 한지를 바르고 기름을 칠했다. 삿갓은 머리에 고정시키지 

않고 손으로 쥘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사람을 만나 피해야 할 때 삿갓을 기울여 가리게 하는 

내외용으로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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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처네薦衣  Women's Cape

길이 790 너비 275, 개화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개화기의 여성용 쓰개로, 겉은 자색의 명주이고 안감은 남색이며 속에 솜을 넣었다. 

머리에 쓰고 이마 쪽에서 목 부분으로 끈을 묶어 사용한다.

15. 처네薦衣  Women's Cape 

길이 815 너비 280, 조선

서민층 부녀자들이 쓰던 쓰개의 하나이다. 

남색 비단에 화문이 있는 옥색 비단으로 안감을 대어 만들었다. 

13. 장옷長衣  Coat Styled Veil 

길이 1227 품 515 화장 780, 1997년, 박광훈 기증

여성의 외출용 쓰개로 여름용이다. 목판깃에 배래가 일직선이고 양쪽 겨드랑이에 삼각무가 달렸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11호 침선장 박광훈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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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흑혜·녹비혜黑鞋·鹿被鞋  Men's Shoes, Deer Leather Shoes

길이 245 너비 70, 조선

혜(鞋)는 보통 운두가 낮은 신을 말한다. 흑혜는 검은색 융으로 만들었고 녹비혜는 사슴가죽으로 

만들어 상례용으로 착용하였다. 밑창의 앞뒤에 말발굽 형태의 징을 박았다. 

17. 태사혜 太史鞋  Men's Shoes with Line Patterns 

길이 235 너비 69, 조선

신코와 뒤축에 태사문이 있는 신발을 말한다. 주로 양반가의 남성들 혹은 남자 아이들이 신었던 

신으로 남성들의 경우 갓과 함께 착용하였다. 밑창에는 말발굽 형태의 징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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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협금혜挾金鞋  Brass Shoes

길이 220 너비 64, 15세기,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협금혜는 유혜, 놋신, 놋갓신 이라고도 하였다. 일반화 된 것은 아니지만 상류층에서 비가 

올 때 신던 신이었다. 모양은 태사혜와 비슷하며 놋으로 만들었고 코와 뒤꿈치에 태사문을 

선각하였다. 앞부분이 태사혜에 비해 좁게 되어 있으며 바닥에 징이 박혀있다. 바닥의 징이 

닳은 것으로 미루어 상당기간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

19. 진신油鞋  Oiled Shoes

길이 280 너비 80, 개인소장 | 길이 250 너비 70 | 길이 210 너비 80, 조선

수분이 스며들지 않도록 들기름을 바른 가죽으로 만들고 밑창에 징을 박아 비가 

올 때 착용하던 신으로 남성, 여성이 함께 신었다. 여성의 것은 앞코가 뾰족하다. 

징이 달려 ‘징신’이라고 하였으며, 진날에 신어서 ‘진신’ 또는 기름옷을 입혀 

‘유혜(油鞋)’라고도 불렀다. 신의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 신골을 넣어두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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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혜唐鞋  Women's Shoes with Vine Patterns

길이 240 너비 70, 조선, 예병민 기증

당혜는 신코와 뒤축에 당초문이 장식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여성용 신발이지만, 

남자용 태사혜의 태사문과 장식 형태가 유사하다. 자주색 비단으로 신울을 만들고 

앞코와 뒤축에는 백색 가죽을 덧붙여 장식하였다.

21. 운혜雲鞋  Women's Shoes 

길이 230 너비 75, 조선

부녀자들이 신었던 신발로 수복(壽福)문이 있는 분홍색 양색단으로 신울을 만들었다.



38 39

22. 나막신木屐  Wooden Clogs

높이 110 길이 250 너비 90, 20세기 초

두 개의 굽이 달린 신으로 통나무를 다듬어 만들었다. 주로 비가 올 때 신던 것이나,

개화기 이후 사진에서는 마른날에도 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3. 미투리草鞋  Hemp Shoes

길이 240 너비 70, 1950년대

신바닥은 삼을 6날로 삼아 촘촘하게 짜고 상부는 종이를 꼬아 총을 세워 만들어 

지총미투리라고도 한다. 미투리는 대개 선비들이 맑은 날 나들이에 신었으며, 조선 말기에는 

종이미투리와 미혼남녀의 장식신인 꽃미투리도 있었다. 『성호사설유선(星湖僿說類選)』에서는 

왕골신이나 망혜(芒鞋)는 가난한 사람의 신이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미투리도 신분에 따라 그 재료가 달라졌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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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익선관翼善冠  King's Crown for Attending to Government Affairs

높이 170 지름 200, 조선,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왕이나 세자가 집무를 볼 때 곤룡포(袞龍袍)에 쓰던 관이다.

24. 원유관遠遊冠  Crown of King Eui 

높이 210 지름 180, 1900년대,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원유관은 조선시대 때 왕과 왕세자가 조정에 나갈 때 입던 옷인 강사포(絳紗袍)에 쓰던 관(冠)이다. 

이것은 의왕(의친왕 이강, 1877~1955)이 친왕 봉작 때 썼던 관이다.

왕과 왕세자 및 왕족이 의례에 사용하는 모자와 신발은 색상·장식 등이 정해져 있어서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었다. 

시대에 따라 홍색·황색·자색 등의 규제가 있었고, 금박이나 용무늬·봉황무늬 등의 장식은 왕가의 상징이었다.

왕 족

신분에 맞는 모자와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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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목화木靴  Mid-calf Length Boots for Royals

높이 240 길이 250 너비 72, 19세기,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구한말 왕족이 착용하였던 목화이다. 외피는 흑색 우단이며 내피는 흰색 융으로 되어 있다. 

신목 입구에 홍색 모직과 녹색 비단으로 섶을 달았다. 비단 섶이 달린 목화는 주로 왕실이나 

상류층에서 착용하였던 것이다. 밑창은 5겹이며 밑창 중앙에는 활촉모양의 파임이 있고 

홍색 모직으로 안을 대어 주었다.

26. 흥선대원군 망건網巾  Horsehair Headband and Its Case of the Prince Regent Heung-Seon

길이 570 너비 75, 조선.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망건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에 두르는 띠로 말총으로 만들었다. 

이 망건은 흥선대원군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옥관자와 풍잠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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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화관花冠  Women's Ceremonial Coronet for Royals

높이 115 가로 80 세로 100, 조선, 개인소장

궁중에서 착용하였던 화관으로 중앙에 봉황옥장식과 좌우에 봉황금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29. 화관상자花冠函  Coronet Case

높이 170 가로 150 세로 175, 조선, 개인소장

화관을 보관하던 함으로 밑면은 화관이 움직이지 않게 홈이 파여 있고, 

태극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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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 모습

31. 사모紗帽  Official's Hat 

높이 165 지름 170, 조선

조선시대 관리들이 집무할 때 착용하던 관모로, 혼례 때에는 서민에게도 착용이 허용되었다. 형태는 

뒤가 높고 앞이 낮은 2단의 머리부분을 이루며, 뒷면에는 각(角)을 달고 있다. 겉면은 죽사(竹絲)와 

말총으로 짜고 그 위를 얇은 비단[紗]을 씌우는데 사모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관리들은 집무시, 국가의 행사시 착용하는 관모와 신발이 정해져 있고, 평상시에는 편복에 어울리는 갓과 

같은 모자와 신발을 착용한다.

문관·무관

30. 족두리簇豆里  Women's Ceremonial Coronet for Royals

높이 80 가로 130 세로 130, 조선, 개인소장

궁중에서 착용하였던 외봉 족두리로 비교적 소박하나 옆면에는 비취, 밀화매미로 장식하였고 

은나비꽂이가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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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관祭冠  Hat for Royal Ancestral Rites

높이 210 지름 170, 조선, 장양원 기증, 중요민속자료 241호

조선시대 관리들이 제복(祭服)에 착용하던 관모이다. 금관은 밑의 당초무늬 부분과 비녀를 

모두 금칠 하였는데, 제관은 경건의 뜻을 표시하여 당초무늬 앞면 소부분과 나무비녀의 

구멍 둘레만을 금칠하고 그 외는 전부 흑색으로 칠하였다.

32. 금관金冠  Official's Ceremonial Hat 

높이 200 지름 170, 조선, 장양원 기증, 중요민속자료 241호

조선시대 관리들이 원단(元旦)·국경일·대제례(大祭禮) 때에 조복(朝服)과 함께 착용하여 

금관조복(金冠朝服)이라고 한다. 관 전면의 머리둘레 부분과 후면 전체에 당초무늬가 있으며, 

여기에 이금(泥金)을 하고 나머지는 흑색으로 하였다. 목잠(木箴)에도 이금을 칠하였는데 이에서 

금관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관 전면에 줄(粱)이 5개 있어서 오량관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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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투구  Soldier's Helmet

높이 620 지름 120, 2003, 재현품

전쟁시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모자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를 

참고로 재현하였다.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과 양쪽 귀와 목을 보호하는 목가리개로 

구성되었다.

35. 투구 Soldier's Helmet

높이 433 지름 210, 조선,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세자시절 의례시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傳)영조 유품이다. 윗부분의 장식은 

모두 놋쇠이고 투구 머리의 앞면에는 용이, 옆면과 뒤쪽 옆면에는 봉황이 장식되어 있다. 

투구 머리의 중앙에 기둥을 세우고 붉은 털을 드리워 장식하였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나오는 투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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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립朱笠  Soldier's Hat

높이 140 지름 153, 조선

조선시대 무관이 융복(戎服)을 입을 때 쓰던 붉은색의 갓이다. 

양쪽 측면에 호수를 꽂을 수 있게 홈이 나 있다. 

37. 호수虎鬚  Hat Decorations of Tiger Whiskers

길이 380, 조선

호랑이 수염으로 주립에 꽂던 장식이다. 

38. 전립戰笠  Soldier's Felt Hat

높이 120 지름 380, 조선

조선시대 무관이 사용하던 모자로 동물의 털을 다져 만들었다. 

장식품은 없고, 주위에 나비모양의 상아 1개가 부착되었다.

39. 전립戰笠  Soldier's Felt Hat

높이 95 지름 345, 조선

조선시대 무관이 사용하던 모자이다. 동물의 털을 다져 만들고, 

보라색으로 물들인 공작의 깃털을 달았다. 대개 품계가 높은 무관이 쓰는 전립은 

품질이 좋은  모로 만들고 모자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정자)를 달거나 

공작의 깃털, 매미모양의 밀화를 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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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자관程子冠  Men's Indoor Headdress

높이 165 너비 290, 조선후기, 장양원 기증, 중요민속자료 241호

사대부들이 실내에서 착용하던 관모이다. 망건을 쓰고 다시 탕건을 쓴 후 그 위에 썼던 것으로 

말총으로 만들었다. 산(山)자 모양의 단수에 따라 단층, 이층, 삼층 정자관 등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이층 정자관이다.

42. 정자관程子冠  Men's Indoor Headdress

높이 350 너비 260,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김공춘이 만든 작품으로, 삼층 정자관이다.

40. 전립戰笠  Soldier's Hat

높이 160 지름 420,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 4호 입자장 박창영의 작품으로, 

갓머리에 옥으로 정자를 만들고 공작의 깃털로 장식하였다.

전면에 나비모양의 상아장식을 부착하였고, 밀화 갓끈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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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투관冠  Men's Topknot Covers

높이 60~68 지름 50~70, 조선

상투머리에 쓰는 작은 관(冠)이다. 관의 양 측면에 구멍이 있어 비녀를 가로질러 

상투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5. 상투관冠  Men's Topknot Cover

높이 65 지름 33, 조선,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상투머리에 쓰는 관으로 옻칠을 한 장지로 만들었다. 정면에는 태극문과 꽃이 장식되어 

있고 모부(帽部)에는 5개의 골이 나 있다. 비녀구멍에 양각이 달려 있다. 머리에 쓰면 곡면에 

맞게 움직일 수 있고, 완전히 접을 수 있다.

43. 탕건宕巾  Inner Hat for Noblemen

높이 140 너비 320, 조선후기

탕건은 조선시대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건(巾)이다. 뒤가 높고 앞이 낮게 

턱이 진 형태로 선비들이 평상시 집안에서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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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갓집과 갓黑笠函 黑笠  Hat Case and Hat

갓집: 높이 180 지름 295 | 갓: 높이 120 지름 250, 조선

갓을 보관하기 위하여 종이로 갓집을 만들고 그 안에 갓을 보관하였다. 

47. 갓집笠函  Hat Case 

높이 127 가로 396 세로 370, 조선,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장지를 이용하여 아래는 사각형으로 위는 원통형으로 접어서 만든 갓집이다. 

양 옆면에는 주름을 두고 뒷면은 막힌 상태에서 앞면을 열고 갓을 넣을 수 있게 하였다. 

딸기술이 달린 매듭 끈을 양 끝의 뒷면과 중앙에 달린 고리에 연결하여 벽에 걸어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물쇠로는 끈에 달린 ‘ㄷ’자형 주석 장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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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목화木靴  Mid-calf Length Boots for Officials 

높이 220 길이 220 너비 57, 19세기,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관리들이 통상적으로 관복에 갖추어 신던 신이다. 신목부분 상단에 백피선을 넣어 금과 같은 

효과를 내었다. 얇은 밑창이 앞 코까지 올라와 굽어져 있다. 이러한 모양은 구한 말 사진 자료에서 

착장한 모습이 주로 관찰된다. 만듦새가 정교하지 않고, 재질로 미루어 보아 하급 관리가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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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전립戰笠  Shaman's Hat

높이 200 지름 360, 1950~1980년대

황해도 성수굿에서 무복(巫服)에 갖추어 쓰던 모자이다. 무관이 사용하던 전립과 형태가 같으나, 

종이 위에 흑색 융단을 발랐고 모자 주위를 진분홍색의 종이꽃으로 장식하였다. 

50. 호수갓黑笠  Shaman's Hat with Tiger Whiskers

높이 455 지름 420, 1950년대

황해도 무복에 갖추어 쓰던 모자이다. 갓에 호랑이 수염을 꼽아 만들었다.

무당이 굿을 할 때 쓰는 모자는 문·무관이 착용한 관 또는 장군 모자를 사용하여 화려한 장식을 가미한 

것이 많다. 산대놀이나 농악모자는 하급관리용 모자에 종이꽃장식 및 화려한 술장식을 하였다.

종교(불교, 무속),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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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화관蓮花冠  Lotus-shaped Shaman's Hat 

높이 188 너비 258, 20세기 초

연꽃모양으로 장식한 종이로 만든 관이다. 8개의 연잎을 4층으로 장식하여

양 측면에서 연꽃이 되도록 이어 붙였다. 

51. 와룡관臥龍冠  Shaman's Hat

높이 180 지름 170, 1950년대

황해도 만구대택굿 중 와룡신장거리에서 사용되었던 관이다. 

원래 와룡관은 중국의 제갈량이 썼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관으로 말총으로 만든 

사대부들이 썼던 관이다. 따라서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사용하던 것과는 형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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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화관花冠  Shaman's Hat

높이 237 253 270, 조선

화려하게 장식한 종이로 만든 사면관으로 밑이 좁고 위가 넓다. 각 면을 끈으로 연결하였다. 

각 면에는 삼태극문, 卍자문, 수부강령(壽富康寧) 등의 글씨와 용·학·봉황 등을 그려 넣었다. 

무복에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8 69

55. 승립僧笠  Buddhist Monk's Hat

높이 180, 1850년,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승려가 평상시에 착용하는 모자이다. 송라립(松蘿笠)이라고도 한다. 소나무에 기생하는 

지의류(地衣類)인 송라로 엮어 만드는 것인데, 위는 촘촘히 엮고 아래 15㎝쯤은 엮지 않고 

그대로 둔다. 위는 뾰족한 삼각형이나 정수리 부분은 뚫려 있다.

ANGUS HAMILTON이 지은 

『한국-동녘의 나라』에 수록된 

승려의 모습이다. 왼쪽에 승립을 쓰고 있는 

승려가 보인다. 

54. 사방관四方冠  Shaman's Hat

높이 98 지름 125, 조선,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무당이 굿을 할 때 쓰던 관이다. 윗면에 색색의 크고 작은 구슬을 하나에서 아홉까지 

나누어 배열하였는데 이는 팔괘(八卦)의 원리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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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모자巾  Headdress Worn for Mask Performance

가로 165 세로 150, 1950년대

양주별산대놀이 제5과장 팔목중 놀이와 제6과장 노장놀이에 등장하는 완보가 쓰는 모자이다. 

회색 베를 겹쳐서 건 형태를 만들고 면사를 꼬아서 끈을 만들어 양 옆에 달았다.

57. 고깔  Peaked Hat Worn for Mask Performance

가로 290 세로 260, 1950년대

양주별산대놀이 제1과장 상좌춤과 제2과장 옴중놀이에서 상좌가 쓰는 고깔이다. 

58. 패랭이  Bamboo Hat Worn for Playing Farmer's Music

높이 1190 지름 310, 19세기

일반적인 패랭이에 장식을 더해 농악에서 쓰는 모자로 만들었다. 패랭이는 대나무를 가늘게 

오려 엮은 것으로, 형태는 갓과 비슷하지만 머리 모양이 둥글다. 머리 위에 약 1m 길이의 

대나무 한 쌍을 꽂고 가늘게 자른 종이를 감아 술장식을 하고 그 끝에는 꽃장식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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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돌모  Straw Hat Worn Playing Farmer's Music

높이 172 지름 335 상모길이 600, 조선,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농악에 썼던 것으로 짚을 엮어서 전립형태의 모자를 만들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모자 가운데 

부분에 헝겊 끈을 두르고 정상에는 원추꼴의 나무를 만들어 부착하였으며 상모를 달았다. 

60. 광대립廣大笠  Entertainer's Hat

높이 140 지름 290, 1930년,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광대나 재인(才人)들이 썼던 모자로 전해진다. 모양은 흑립과 비슷하나 전체를 누런 천으로 

감싸고 둘레에 빨간 선을 둘렀으며, 꼭대기에는 빨간 술을 부착하였다. 이렇게 특수한 계층이 

썼던 모자는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매우 귀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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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유건儒巾  Confucius Scholar's Hat

높이 210 가로 140 세로 135, 조선

유생(儒生)들이 실내에서 쓰던 두건(頭巾)이다. 검은색의 삼베를 접어 사각형의 모자를 만들고 

윗변은 귀를 접어 뒤로 넘겼으며 밑단에 끈을 달아매어 쓴다.

62. 상투관冠  Men's Topknot Cover

높이 140 지름 120, 조선

관례를 치를 남자는 머리카락을 정수리로 끌어올려 상투를 틀게 되는데, 이는 남자가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이다. 상투는 상투관을 씌워 동곳으로 고정시켜 주었다. 이 상투관은 

관례 때 쓰는 치포관 형태의 상투관이다. 조선시대 남자들은 망건을 쓰고 난 뒤 상투관을 쓰고, 

그 위에 탕건을 쓰고, 정자관 혹은 갓을 쓰는 순서로 차림을 하였다.

관례는 성인이 되는 도리를 일깨우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의례로, 남자는 상투를 틀고 어른의 관(冠)과 옷으로 

갈아 입으며, 여성의 관례는 비녀를 꽂기 때문에 계례(笄禮)라고도 하며 혼례복인 홍장삼을 입으며 화관을 쓴다. 

관 례

관·혼·상·제, 의례에 맞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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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망건網巾  Men's Headband

길이 545 너비 80, 조선

남자들이 상투를 틀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띠이다. 

64. 풍잠風簪  Headband Ornament

가로 58 세로 25 높이 32  | 가로 53 세로 87, 조선

풍잠은 망건 앞에 달아 갓을 고정시키는 장신구이다. 얇은 대모판으로 만들었다. 

65. 관자貫子  Headband Buttons

지름 20~21, 조선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망건에 달린 줄로 이를 잡아당겨 두상에 맞게 조절한다)을 꿰는데 

사용하는 단추 모양의 작은 고리이다. 금속에 도금을 하거나 흰색 옥을 다듬어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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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흑혜黑鞋  Men's Shoes

길이 255 너비 70, 19세기 말

67. 흑립黑笠  Men's Hat

높이 130 지름 303,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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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화관花冠  Women's Ceremonial Coronet

높이 100 지름 105, 조선,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여성의 경우 혼례전이나 혼례시 관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혼례 때 착용하였던 화관, 족두리와 신발이 관례용으로도 사용되었다. 

화관의 끝에 붉은색 비단 드림댕기로 달아서 혼례 때 사용하였다.

69. 족두리簇豆里  Women's Ceremonial Coronet

높이 85 지름 120 조선, 개인소장

강화도 지방의 여성이 착용하였던 족두리이다.

70. 운혜雲鞋  Women's Shoes

길이 200 너비 60, 1950년대 

진분홍색의 작은 꽃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울을 만들고, 

남색 비단으로 코와 뒤축을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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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모紗帽  Official's Hat also Worn at Weddings 

높이 170 너비 260, 조선

사모는 관리들이 주로 평상 집무복인 단령과 함께 썼던 관모였지만, 

혼례 때에는 서민에게도 착용이 허용되었다.

72. 목화木靴  Official's Boots also Worn at Weddings

높이 280 길이 260 너비 70, 조선

목화는 관리들이 관복에 신던 신으로, 혼례 때에는 서민에게도 착용이 허용되었다.

73. 화관花冠  Women's Ceremonial Coronet for Weddings

높이 120 너비 150, 조선, 개인소장

함흥지방에서 혼례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혼례는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며 대를 이어가기 위한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첫단계로 일반 서민도 사대부가의 

예복을 입을 수 있었다. 혼례복으로 남자는 사모관대, 여자는 홍장삼(활옷), 원삼과 함께 화관이나 족두리를 쓴다. 

혼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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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족두리簇豆里  Women's Ceremonial Coronet

높이 100 너비 130, 개인소장

혼인할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족두리로 서울에서 사용했던 것이다. 

75. 수혜繡鞋  Women's Shoes

길이 230 너비 75, 현대, 개인소장

인간문화재 37호 황한갑(화혜장 황해봉의 조부)이 만든 것으로 신울은 적색공단에 

십장생을 수놓았고, 앞뒤 마구리는 남색공단으로 붙이고, 굼벵이와 죽엽으로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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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백사모白紗帽  Official's Hat for the Period of Mourning

높이 165 지름 170, 조선

관리들이 국상 때 백색단령(白色團領)과 함께 착용하던 것으로 죽사(竹絲)로 엮고 

종이로 형태를 잡은 후 흰 베로 싸서 만들었다. 

77. 백목화白木靴  Mid-calf Length Boots the Period of Mourning

높이 240 길이 280 너비 87, 조선

상중에 착용하였던 관리의 신발이다. 

78. 백립白笠  Hat for the Period of Mourning

높이 150 지름 410, 1995년

백립은 상복에 착용하였던 관으로 대나무를 쪼개 흑립과 같이 만든 뒤, 

다시 그 위에 베를 입혀 만들므로, 백포립(白布笠)이라고도 한다. 

주로 국상이 났을 때 착용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4호 갓일 전수교육보조자 정한성의 작품이다.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일정기간 근신하고 애도를 표하면서 상복(喪服)을 입는 것을 성복(成服)한다고 한다. 

남자의 굴건제복과 여자의 대수장군은 주로 거친 삼베로 만든다. 

상 례  



80. 굴건屈巾  Chief Mourner's Hat for Funerary Service 

높이 390, 1996년, 박광훈 기증 

상주가 쓰는 남성용 건(巾)이다. 거친 삼베 네 조각을 길게 붙여 '∩' 형태로 만들고 삼끈을 

새끼로 꼬아 머리에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11호 침선장 박광훈의 작품이다. 

81. 수질 首絰  Women's Headband for Funerary Service

지름 220, 1996년, 박광훈 기증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둥근 테로 여성들이 착용하였다. 짚과 삼 껍질을 길게 꼬아 

엮어서 원형으로 만들고 군데 군데 삼베 조각과 삼껍질을 끼워 두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11호 침선장 박광훈의 작품이다. 

82. 짚신草鞋  Straw Shoes

길이 270 너비 80, 1996년

상주가 초상(初喪)부터 졸곡(卒哭: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까지 신는 남성용 짚신이다. 

79. 백전립白戰笠  Soldier's Felt Hat for the Period of National Mourning

높이 100 지름 300, 1863년,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백전립은 국상 때에 착용하는 무관의 관모로 전립과 동일하나 흰색으로 꾸민 것에 차이가 

있다. 백색의 돼지털을 사용하였고 안쪽에도 백색 비단을 댔으며 양 옆의 끈까지 백색 

일색으로 하여 장식없이 만들어 상중임을 나타내었다.

8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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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복건幅巾  Hood of the Shroud

길이 720 너비 280, 19세기 말 

시신을 염습(殮襲)할 때 씌웠던 모자이다. 한 폭의 옷감으로 뒤통수 부분은 약간 둥글게 하고, 

이마부분에 주름을 잡고, 귀 위치에 끈을 달아 뒤통수에서 묶어 고정시켰다. 

이 복건은 심의와 함께 출토되었다.

83. 혜鞋  Shoes of the Shroud

길이 260, 너비 95, 18세기 중반

겉감은 무늬없는 비단이고, 안은 주(紬)로 되어있다. 신코와 뒤축에는 별도로 재단한 구름문양의 

비단을 부착하였다. 이진숭(李鎭嵩, 1702~1756)묘에서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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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혜祭鞋  Shoes Worn for Ancestral Rites

길이 250 너비 85, 조선

관리들이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신던 신이다. 가죽 위에 하늘색 비단을 덧대었고, 

양측면과 뒷부분에 가죽고리를 만들어 가죽끈을 달았다. 

명성왕후의 조카였던 민영소(閔泳韶, 1852~1917) 집안의 유품이다.   

85. 유건儒巾  Confucius Scholar’s Hat

높이 200 가로 145 세로 140, 조선

유생들이 향교와 서원 등에서 제사 지낼 때 썼던 것으로 삼베로 만들었다. 

86. 유건儒巾  Confucius Scholar’s Hat also Worn for Ancestral Rites

높이 210 가로 140 세로 135, 조선

유생들이 평소에 썼던 흑색의 건이지만 제사 때에도 착용하였다. 

시제(時祭)나 기일(忌日), 정지(正至)나 삭망(朔望) 등에 제사를 지낼 때는 제례복을 입는다. 제복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백색도포나 청색 도포를 입고 유건 또는 갓을 썼다. 

제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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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학생모學生帽  Student's Cap

지름 260, 1960년대

앞부분에 '大學'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대학생 모자이다. 사각형의 머리모양에 챙이 있다.

89. 학생모學生帽  Student's Cap

지름 260, 1970년대

챙 위에 ‘高’ 마크가 부착된 고등학생 모자이다. 둥그런 머리모양에 챙이 있다. 

90. 학생모學生帽  Student's Cap

지름 240, 1970년대

앞부분에 ‘중’ 이라는 마크가 부착된 중학생 모자이다.

91. 학생모學生帽  Student's Caps

남학생용: 지름 270 | 여학생용: 지름 250, 1960년대, 강신표 기증

기증자가 대학 시절에 썼던 모자로 남학생·여학생용이다. 

모자 앞에는 서울대학교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개화기 이후 양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좁은 갓은 중절모와 맥고모로 대체되었고, 학생교복·경찰제복·군복도 

서양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제복에 어울리는 모자와 신발을 착용하였다.  

근·현대 제복과 어울리는 모자와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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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베레모  Berets

초록색: 지름 260 | 검은색: 지름 24.0, 1992년, 1996년 

'EASTMAN'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베레모이다. 

상표를 보면 초록색은 1992년, 검은색은 1996년에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92. 특전사 검은 베레모와 서울올림픽 선수촌 경호용 베레모  

Special Forces Black Berets

지름 270, 1987~1988, 정연학 소장

소장자가 특전사로 근무할 때 착용하였던 베레모이다.

93. 교련복敎鍊服,  High School Drill Uniform 

소매길이 420 기장 1400, 현대

고등학교 교련시간에 입었던 교련복이다. 상·하의 모자와 벨트를 다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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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모자와 모자함帽子 帽子函  Wool Hat and Hat Case 

모자: 높이 120 너비 300 | 모자함: 높이 140 너비 330, 현대, 김영준 소장 

남성용 예장모자와 보관함이다. 모자함에 ‘MITSUWAI’라는 로고가 써있다. 

98. 모자와 모자함帽子 帽子函  Wool Hat and Hat Case 

모자: 높이 120 너비 290 | 모자함: 높이 140 너비 335, 현대, 김영준 소장

남성용 예장모자와 보관함이다. 모자함에 ‘MITSUKOSHI’라는 로고가 써 있다. 

99. 중절모中折帽  Fedora

높이 120 지름 320, 1960년대 

중절모는 가운데를 눌러쓰는 남성용 모자로 펠트(felt)로 만들었다.

95. 중절모中折帽  Fedora

높이 110 지름 320, 1960년대

중절모는 가운데를 눌러쓰는 남성용 모자를 말하며 이 모자는 여름용이다. 

모자 안 쪽에 ‘동신’이라는 상표가 보인다.

96. 종이가방  Paper Bag

가로 430 세로 420, 김영준 소장

‘甲子屋帽子店’ 이라는 모자가게에서 모자를 담아 포장해 주던 종이가방이다.

중절모를 쓴 남성의 모습을 앞, 뒷면에 그려 넣고 가게이름과 위치가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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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모자와 모자함帽子 帽子函  Silk Hat and Hat Case 

모자: 접힌 높이 40 펼친 높이 157 너비 300 | 모자함: 높이 55 너비 335, 현대, 김영준 소장

남성용 예장모자와 보관함이다. 특이한 점은 모자 내부에 철판이 있어서 보관할 때는 

납작하게 눌러서 보관하고, 쓸 때는 내부를 밀어 올려 착용하는 것이다. 

100. 모자와 모자함帽子 帽子函  Silk Hat and Hat Case 

모자: 높이 162 너비 300 |  모자함: 높이 250 너비 333, 20세기 초

남성용 예장모자와 보관함이다. 모자 내부와 모자함 바닥에 모두 

일본 ‘MITSUKOSHI’사의 문장과 로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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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어린이 모자兒童帽子  Children's Hat

높이 115 지름 210, 1960년대

여름에 햇볕을 막기 위해 쓰는 어린이 모자이다.

104. 어린이 모자兒童帽子  Children's Hat

높이 140 지름 210, 1960년대

추위을 막기 위해 머리에 쓰는 어린이 모자로 붉은색 모직으로 만들고 

꽃을 달아 장식한 모자와, 그 위에 털을 덧댄 모자가 있다. 

102. 여성모자女性帽子  Women's Hats

검은색: 높이 30 지름 230 | 남색: 높이 50 지름 190 |  고동색: 높이 110 지름 270, 현대, 김영준 소장

여성들이 쓰던 모자이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망사를 달아 장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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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어린이 고무신  Children's Rubber Shoes

너비 50 길이 120~170, 1970년대

어린이들이 신던 고무신이다. 특히 빨갛고 작은 고무신은 ‘홍화두’라고 불렸다. 

106. 여성 고무신  Women's Rubber Shoes

너비 65, 길이 230~240, 1970년대

여성용 고무신은 신코와 뒤축을 운혜모양으로 장식하였다. 

하이힐처럼 고무신에 굽을 달아 신기도 하였다.

1967년 간행된 『자유의 벗』이라는 잡지이다. 

‘한국의 고무공업’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수록하였다. (김영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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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문관대례복文官大禮服  Official Ceremonial Robe

소매길이 420 기장 1400, 19세기

1900년에 반포된 문관복상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대례복으로, 유럽의 궁중예복을 모방한 일본의 

대례복을 참작하여 만든 연미복 형태이다, 대례복은 문안(問安), 동가(動駕), 궁중에서 사연(賜宴)할 

때 착용하며 모자에 달린 수식이 흑색인 것으로 보아 주임관 의복이다. 상의는 흑라사(黑羅紗)이고, 

깃과 소매는 청라사(靑羅紗)로 앞가슴과 소매에는 무궁화 금사 자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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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참장 예복參將 禮服  Major General's Dress Uniform

소매길이 542 기장 720, 1900~1907, 육군박물관 소장

참장이 입었던 예복이다. 참장은 구한말의 무관(武官) 장교 계급의 하나이다. 

109. 군의부위 예복軍醫副尉 禮服  Medical Lieutenant's Dress Uniform

소매길이 560 기장 710, 1900~1907, 육군박물관 소장

검정 융 바탕에 유록색 소매가 군의 병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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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강재구 소령 유품姜在求 少領 遺品  Relics of Major Kang Jae Gu

소매길이 540 기장 650, 1960년대, 육군박물관 소장 

강재구(1937~1965) 소령의 유품으로 그가 생전에 입었던 예복이다. 상의와 모자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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