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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types of clothing imported from Japan during the port-opening era and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import trade related to these clothing products. This is a literature study based on trade
statistics data and books on Western clothing published in Japan during the Meiji period.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clothing products imported from Japan were divided into 6 types: 1) clothing, 2) undergarments, 3)
shirts, 4) waterproof coats, 5) European-style clothing, and 6) nightgowns. “Clothing” is a unified name for any
kind of garment, appearing in import records only from 1877 to 1884. Undergarments and shirts were imported
from 1884. Waterproof coats were imported only in 1886 and 1898. European-style clothing and nightgowns
were imported from 1902. In the total import of clothes, the proportion of clothing was the highest (48.0%),
followed by undergarments (41.3%) and shirts (10.6%), while the ratio of nightgowns and raincoats was almost 0%. During the port-opening period, the change in the import value of clothes did not show a continuous
increase, but rather showed a large stepwise increase over the course of several years.
Key words: European clothing, Imported clothes, The port-opening era,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양
복, 수입 의복, 개항기, 한국 일본 간 무역

I. 서

론

생필품 종류가 많았으며, 이 외에도 직물, 의복, 모자,
양말, 신발, 허리띠와 주머니, 각종 의복 부속품, 우산
과 양산, 가방, 시계와 안경과 같은 패션 액세서리 종류
도 있었다(Kim, 2018).
의복은 종류나 수입 무역의 가액 규모 면에서 직물
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이나, 상품의 희소성과 개항기
한국인의 의생활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상품군이다. 개항기 의류 직물 관련
수입품의 종류와 무역 특성을 고찰한 Kim(2018)의 연
구에 의하면, 개항기 대외(對外) 수입 무역에서 의복과

한국은 1876년 처음으로 항구를 외국에 개방하면
서 근대적 해상 무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개항과 동시
에 무역이 시작되었고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도 증가
하게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생필품과 더불어 의복이
나 잡화의 수입도 증가하게 되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인기가 높았던 수입품은 석유, 성냥, 의약품 등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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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clothing and haberdashery)의 수입액은 개항
초기(1883년)에 756파운드(전체 수입액의 0.2%)로,
직물 가운데 가장 수입액이 적었던 모직물(1,209파운
드, 전체 수입액의 0.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
나 의복과 부속품의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여
1894년에는 모직물을 능가하고, 1904년에는 마직물
을 능가하며, 1907년에는 143,425파운드(전체 수입액
의 3.4%)로 견직물과 견줄 만큼 크게 증가하였다(Kim,
2018).
지금까지 복식사 분야에서 이루어진 개항기 수입 패
션 상품 또는 수입 무역에 관한 선행연구는 Hong(2005)
과 Kim(201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Hong(2005)의 연
구는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여성 장신구의 수용 전개
과정을 고찰한 것으로, 장신구의 종류, 장신구 수입과
유통 과정, 장신구 수용의 사회적 의의 등을 분석하였
다. 그러나 Hong(2005)은 의복이 아닌 장신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개항기 대일 무역의 관점에서 상
품 종류와 수입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
았다. Kim(2018)의 연구는 영국 외무성이 발행한 자료
를 바탕으로 개항기 대외 무역 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의류 직물 수입품의 종류와 수입 무역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러나 Kim(2018)의 연구는 연구대상이
포괄적이며,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의복 상품
에 대해서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
또한 무역 특성에 있어서도 일부 연도의 수입액만을
언급하여 시계열적 무역 특성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
며, 그 대상을 수입 의복 상품으로 구체화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개항기(1876~1910년) 일본으로부터 수입
된 의복의 종류를 고찰하고, 그 형태를 추정하며, 의복
의 수입액 규모와 무역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개항기 수입 의복 상품의 다양
성과 근대 의생활 문화의 역동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무역의 특성을 고찰한다. 즉, 개항기 34년 동안 일본으
로부터 수입된 의복 상품의 총수입액 규모를 살펴보
고, 주요 상품별로 수입액의 연도별 변화를 고찰하며,
일본산과 외국산의 비중을 비교 분석한다.

2. 연구자료
본 연구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일본 대장성
관세국이 편찬한 두 종류의 무역 통계 자료를 연구자
료로 활용하였다. 하나는 대일본외국무역 1868~1885
십팔개년대조표(大日本外國貿易 自明治元年 至同十八
年 十八箇年對照表)(Bureau of Customs, 1909)의 권말
부록인 ｢조선구무역 1877~1884 팔개년대조표｣(이하
｢팔개년대조표｣)이며, 다른 하나는 대일본외국무역연
표(Bureau of Customs, 1885-1911/1912) (이하 무역연
표)이다. ｢팔개년대조표｣는 1877년 7월부터 1884년 1월
까지 8개년의 무역 통계표로, 수입 상품의 종류가 비교
적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수입액은 상품 종류별로
연도순으로 시계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무역연표
는 1884년 2월부터 1910년 8월까지 매년 발행된 무역
통계 자료로, ｢팔개년대조표｣에 비해 수입 상품의 종
류가 훨씬 상세하고 수록 내용도 매우 광범위하다. 무
역연표에 수록된 여러 내용 중에서 수출품국별표(輸
出品国別表), 수입품국별표(輸入品国別表 ), 재수출품
국별표(再輸出品国別表 ), 재수입품국별표(再輸入品
国別表)의 기록을 주로 살펴보았다.
한편,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의복의 형태를 추정하
기 위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일본에서 편
찬된 양복 재봉서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자
료는 西洋衣食住(Katayama, 1867), 男女西洋服裁縫
新書(Watanabe, 1887), 裁縫独案内: 男女洋服(Mori,
1887), 洋服裁縫教科書(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洋服裁縫新書(Yamada, 1907), 洋服裁縫
之栞(Women's Education Society, 1907), 洋服大全
(Tokyo Western Dress Study Group, 1908) 등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항기(1876~1910년)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의
복 상품의 종류를 살펴보고 형태를 추정한다.
둘째, 의복 상품을 중심으로 개항기 대일(對日) 수입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의복 상품의 종류는
다음의 방법으로 선별하였다. 첫째, 두 종류의 무역 통
계 자료에서 ‘의복 및 패션 잡화’로 판단되는 상품군에
함께 묶여 있는 상품들을 일차로 선별하였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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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상품들은 의상류, 속옷, 셔츠, 비옷, 양복, 잠옷,
모자, 장갑, 신발, 숄, 넥타이, 양말, 스타킹, 단추, 트리
밍 등이었다. 둘째, 이들 상품 가운데 의복으로 판단되
는 상품을 다시 선별하였는데, 여기에 의상류, 속옷,
셔츠, 비옷, 양복, 잠옷이 해당되었다. 이들의 종류와
형태, 무역 특성을 살펴보았다.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의복 상품의 수입액
은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수입액의 통화
단위는 무역 통계 자료에 표기된 엔(円, Yen)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둘째, 의복 상품의 수입액 분석에서 1877년
과 1910년의 가액은 1년 합산이 아니다. 1877년은 7월
부터 12월까지의 합산이며, 1910년은 1월부터 8월까
지의 합산임을 밝힌다. 셋째, 1884년의 수입액은 ｢팔
개년대조표｣와 무역연표의 자료를 합산한 것이다.
｢팔개년대조표｣ 1884년에는 1월의 수입액만 기록되
어 있고, 무역연표 1884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합산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자료의 가액을
합하여 1884년의 수입액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넷째,
‘일본산(內國産 )’과 ‘외국산’의 원산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원산지 표기 대신 ‘수출’과 ‘재수출’의 표기가
있는 자료(무역연표1884년(2~12월), 1885년)의 경
우에는 수출을 일본산으로, 재수출을 외국산으로 판
단하여 원산지를 구분하였다. 내용의 맥락을 볼 때, 수
출은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며, 재수출
은 외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된 상품이 다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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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항 초기에 일본으로부
터 수입된 일본산 의상류의 상당수는 국내에 체류한
일본인 또는 외국인을 위한 의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2) 속옷

(1) 메리야스 속옷
의복의 구체적 품목은 무역연표 1884년 2월 기록
부터 나타나는데, 최초 품목은 ‘메리야스 속옷(メリヤ
ス 肌衣; under-shirts & drawers)’과 ‘셔츠(襦袢; shirts)’
이다(Table 1). 이들은 모두 한국으로의 재수출 상품에
포함되어 있어 외국산인 것으로 추정된다. 메리야스
속옷과 셔츠는 의복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한국으
로 수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중요한 의류 품목이다. 메
리야스(メリヤス)가 ‘니트 원단(knitted fabric)’이라는
뜻이므로(“Meriyasu”, n.d.), 메리야스 속옷은 니트 원
단으로 제작된 속옷을 말한다. 메리야스 속옷은 영어
로 ‘under-shirts & drawers’로 기록되어 있어 상의와 하
의 한 벌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반 서구의 신사
들은 보통 여러 벌의 속옷 상 · 하의 세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유사한 소재로 만든 상 · 하의 세트를 입는
것이 20세기에 매우 인기를 얻게 되었다(Victoria and
Albert Museum [V&A], 2003b)
‘언더셔츠(undershirts)’는 피부와 셔츠 사이에 입는
속옷 상의로, 영국에서는 ‘베스트(vest)’라고도 했으며
1840년대에 유행이 시작되었다(V&A, 2003c). ‘드로
어즈(drawers)’는 피부와 바지 사이에 입는 속옷 하의
로, ‘언더팬츠(underpants)’라고도 했으며 19세기 내내
입혀졌다(V&A, 2003b). 19세기 말에는 길이에 따라
드로어즈와 언더팬츠의 구분이 생기면서 무릎 근처
길이를 드로어즈, 종아리부터 발목 길이를 언더팬츠
라 구분하기도 했다(V&A, 2003b). 언더셔츠와 드로
어즈는 주로 리넨, 면, 메리노울, 기계 니트 원단(stockinette)으로 만들어졌는데, 특히 기계 니트 실크 소재
는 부유층 속옷이나 여름용으로 많이 입혀졌다(V&A,
2003b). 그러나 1906년 무렵부터는 대부분의 남자들
이 더 이상 여름에는 속옷을 입지 않게 되었다(V&A,
2003b).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메리야스 속옷은 섬유에 따라
면(綿; cotton), 모면(毛綿; woollen & cotton mixture),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수입 의복의 종류 및 형태
1) 의상류

의복은 ‘의상류(衣裳類; clothing)’라는이름으로1877년
처음으로 수입 기록이 나타난다(Table 1). 이후 1884년
1월까지 품목 구분 없이 계속 ‘의상류’로 명명되어 등
장하다가, 1884년 2월 이후부터 구체적 품목이 나타나
면서 ‘의상류’라는 명칭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개
항 초기에 수입된 의상류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복
상품들이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산지를 보
면 이들은 모두 일본산이었음이 확인된다. 개항 초기

모(毛; woollen)의 세 종류가 확인된다. 면메리야스 속
옷은 1884년 외국산이 처음으로 수입된 이후, 1886년
부터 외국산과 일본산이 모두 수입되었다. 모면메리

(1877~1883년)에는 외교 등의 특수 목적을 제외하고
는 한국인들이 외국 의복을 착용할 기회가 거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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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s of clothes imported from Japan

Types

Kinds

English name

Japanese name

Clothing

衣裳類

Under-shirts &
drawers

Shirts &
drawers

メリヤス肌衣

襦袢及股引

English name

Japanese name

First import
year

Production
place

1877

J

Cotton

綿

1884/1886

F/J

Woollen & cotton mixture

毛綿

1884

F

Woollen

毛

1888

F

Cotton crapes

綿縮製

1904

J

Cotton flannels

綿フラソネル製

1904

J

Cotton-net

網製

1904

J

Cotton, knit

綿メリヤス製

1907

J

Silk

絹製

1905

J

Others

其他

1904

J

Shirts

襦袢

1884

F

Cotton

綿

1898

J

Silk

絹製

1903

J

Stiffened

洋服用シャツ

Shirts

襦袢

1904

J

Waterproof coats

雨衣

1886

F

European clothing

洋服

1902

J

Silk nightgown

絹製寢衣

1902

J

Adapted from Bureau of Customs (1909). pp. 1–18; Bereau of Customs (1885/1912). pp. 106–110, pp. 159–161, pp. 178–183, p.
196; Bereau of Customs (1886/1912). pp. 107–111, pp. 158–159, pp. 174–179, p. 190; Bereau of Customs (1887/1912). pp. 113–121;
Bereau of Customs (1888/1912). pp. 117–125; Bereau of Customs (1889/1912). pp. 118–126; Bereau of Customs (1890/1912). pp.
120–127; Bereau of Customs (1891/1912). pp. 120–128; Bereau of Customs (1892/1912). pp. 117–125; Bereau of Customs
(1893/1912). pp. 120–128; Bereau of Customs (1894/1912). pp. 126–133; Bereau of Customs (1895/1912). pp. 125–134; Bereau
of Customs (1896/1912). pp. 125–135; Bereau of Customs (1897/1912). pp. 125–134; Bereau of Customs (1898/1912). pp. 133–143;
Bereau of Customs (1899/1912). pp. 152–163; Bereau of Customs (1900/1912). pp. 163–172; Bereau of Customs (1901/1912). pp.
155–164; Bereau of Customs (1902/1912). pp. 161–171; Bereau of Customs (1903/1912). pp. 173–184; Bereau of Customs
(1904/1912). pp. 174–186; Bereau of Customs (1905/1912). pp. 174–185; Bereau of Customs (1906/1912). pp. 174–185; Bereau
of Customs (1907/1912). pp. 194–205; Bereau of Customs (1908/1912). pp. 245–258; Bereau of Customs (1909/1912). pp. 233–246;
Bereau of Customs (1910/1912). pp. 209–221; Bereau of Customs (1911/1912). pp. 207–220.
J: Japanese production; F: Foreign production; F/J: Foreign production in the early stages and Japanese production either in the
latter stages

야스 속옷은 1884년에, 모메리야스 속옷은 1888년에
처음으로 수입되었는데, 이들은 전부 외국산이었다.
세 종류의 메리야스 속옷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면
메리야스 속옷이다. 면메리야스 속옷은 1884년부터
1906년까지 ‘면메리야스 속옷(綿メリヤス 肌衣; cotton under-shirts & drawers)’으로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1907년 이후부터는 ‘셔츠 & 드로어즈(襦袢
及股引; shirts & drawers)’ 항목의 세부 품목으로 이동
되면서 1910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입 기록이 나타났
다. 면메리야스 속옷은 1886년부터 일본산이 확인되
는데, 일본이 면메리야스 속옷 분야에서 1886년이라

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미 생산 수출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메리야스 속옷의 형
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867년 일본에서 편찬된
西洋衣食住(Katayama, 1867)에 실린 그림<Fig. 1>과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 소장된 유물<Fig. 2>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Fig. 1>은 상의와 하의 한 벌의 속옷 그림으로
모두 메리야스로 만들어졌다. 상의는 풀오버 스타일
로 라운드 네크라인에 단추 여밈의 앞트임이 있다. 도
련 가까이에 약간의 옆트임이 있고 긴 소매가 달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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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 Museum of Korea [NFMK], n.d.). 이로 볼 때, 유물
의 제작 시기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 3개의 단추를 달아 여밀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허리끈을 달아 앞에서는 상
침으로 고정시키고 옆에서 겉감과 안감 사이로 넣어
뒤에서 허리끈을 당겨 바지허리를 조절하게 했다. 이

며 소매 끝은 손목에 밀착하도록 되어 있다. 하의는 점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웨이스트 밴드로 짐작되는데,
앞에 3개의 단추를 달아 여밀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동시에 허리 뒤에도 트임을 주고 끈으로 당겨 바지허
리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바지 부리는 소매 끝처럼
발목에 밀착하도록 되어 있다. 19세기 후반의 속옷 형
태가 허리 여밈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대의 방한용 내
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2>는 1880~1900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언더
셔츠와 언더팬츠로 상의와 하의의 형태가 <Fig. 1>과
매우 유사하다. 이 속옷은 기계 니트 실크로 만든 것이
다. 언더셔츠의 네크라인이 하이 네크라인으로 살짝
올라와 있는 것이 <Fig. 1>과 다른 점이긴 하지만, 앞여
밈이 중심에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
는 모양은 <Fig. 1>과 동일하다. 언더팬츠에는 <Fig.
1>과 유사한 모양의 곡선적 웨이스트 밴드가 상침으
로 대어져 있으며 3개의 단추로 여밀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에도 니트 소재의 언더팬츠 유물이 있다.
<Fig. 3>의 언더팬츠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연
도 미상의 남자 내복 하의 가운데 하나이다. 이 유물에
서 <Fig. 1>‒<Fig. 2>의 언더팬츠와 유사한 구성이 확
인된다. 바지의 앞 오른쪽 허리 부분에 ‘Mitsukoshi’
라벨이, 뒤 허리 부분 안감에 ‘KANTO SENKO & CO.
LTD’, ‘TOKYO JAPAN’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National

Fig. 1. Undershirt (肌襦袢) and
underpants (下股引).
Adapted from Katayama
(1867). p. 1.
https://dl.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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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여밈과 허리끈 처리 방식이 <Fig. 1>‒<Fig. 2>
의 언더팬츠와 유사하다.
(2) 셔츠 & 드로어즈
무역연표 1904년 이후 자료부터 ‘셔츠 & 드로어
즈’라는 항목이 새로 생겨난다(Table 1). 새로 생긴 이
항목은 상의와 하의가 함께 명명된 점에서 ‘메리야스
속옷’ 항목과 성격이 유사하다. 1907년 이후부터는 ‘메
리야스 속옷’ 항목이 무역연표에서 완전히 사라지
는데, 이 가운데 특히 면메리야스 속옷은 ‘셔츠 & 드
로어즈’ 항목으로 이동되어 계속 기록되고 있다. 이상
에서 ‘셔츠 & 드로어즈’ 항목은 ‘메리야스 속옷’ 항목
과 마찬가지로 상의와 하의 한 벌의 속옷류를 지칭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셔츠 & 드로어즈는 소재나 조직 특성에 따라 면축
제(綿縮製 ; cotton crapes), 면플란넬제(綿フラソネル
製; cotton flannels), 망제(網製; cotton-net), 면메리야스
제(綿メリヤス製; cotton, knit), 견제(絹製; silk), 기타
(其他; others)로 나누어졌다. 면축, 면플란넬, 망, 기타 소

Fig. 2. Undershirt and
underpants, 1880-1900.
Adapted from
V&A (2003b).
https://collections.vam.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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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nderpants and the front and back details.
Adapted from NFMK (n.d.).
https://www.nf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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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셔츠

재가 1904년 이후부터 수입되었으며, 견 소재는 1905년
이후부터, 면메리야스 소재의 셔츠 & 드로어즈는 1907
년 이후부터 수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면메리야스 속옷은 1884년부
터 1906년까지 ‘면메리야스 속옷’으로 기록되어 있었
으므로 면메리야스 소재의 셔츠 & 드로어즈가 1884
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셔츠 & 드로어즈 제품
들은 모두 일본산이었다.
洋服裁縫新書(Yamada, 1907)에는 남자의 12가지
체형이 셔츠와 드로어즈 착용 상태의 옆모습 그림으
로 실려 있는데, 여기서 20세기 초 일본 남자들이 착용
한 셔츠와 드로어즈 모양을 볼 수 있다(Table 2). 이 그
림에서 셔츠는 모두 양복용 셔츠, 하의는 속옷용 드로
어즈로 추정된다. 하의는 상의인 셔츠와 달리 디테일
에 변화가 거의 없으며 모두 동일하다. 바지통이 비교
적 넉넉하며 바지 밑단에 주름이 잡혀서 밴드가 달린
모양으로 볼 때, 신축성 있는 메리야스 소재가 아닌 다
른 소재의 드로어즈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연표에서 셔츠(襦袢/シャツ; shirts)는 일본
어로 ‘쥬반[襦袢]’ 또는 ‘셔츠(シャツ)’로 표기되어 있
다. 셔츠는 원래 남자의 속옷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칼라, 커프스가 있는 소매, 단추나 스냅
으로 여미는 세로 방향의 여밈 구조를 갖춘 상의를 말
한다(“Shirt”, 2021). 쥬반은 일본옷의 속옷을 지칭하
는 용어로, 착용 위치, 옷 길이, 소매 너비 등에 따라 여
러 가지가 있다(“襦袢 [Shirts]”, n.d.). 셔츠가 일본어
‘쥬반’으로 표기되기도 한 것은, 두 옷의 형태 유사성
보다는 용도 유사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일본에서 셔츠는 속옷 위에 착용하는 ‘양복용 속옷’
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며, 재료는 리넨이나 면직물이
주로 사용되었고, 줄무늬 또는 백색의 무늬 없는 천으
로 많이 제조되어 일본 국내의 수요를 충당하고 해외
로도 수출되는 상품이었다(Nagai et al., 1910).
무역연표에서 셔츠는 1884년 외국산이 처음으로
수입된 이후 1896년까지 전부 외국산만 수입된 것으
로 확인되는데<Table 1>, 이 외국산 셔츠의 소재나 용

Table 2. Side view illustrations in shirt and drawers, 1907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Pull
over
shirt
and
drawers

No.

Front
opening
shirt
and
drawers

Adapted from Yamada (1907). pp.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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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898년 이후부터는 소
재나 용도에 따라 세분화된 셔츠의 명칭이 등장하는
데 이들은 면 셔츠(綿襦袢; cotton shirts), 견 셔츠(絹製
襦袢; silk shirts), 양복용 셔츠(洋服用 シャツ; shirts, stiffened) 등이었다. 1898년부터 1903년까지 면 셔츠가 지
속적으로 수입되었으며, 1903년에는 견 셔츠의 수입
이 확인된다. 1904년부터 1910년까지는 면 셔츠 대신
양복용 셔츠가 꾸준히 수입되었다. 면 셔츠와 양복용
셔츠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양복용
셔츠의 영문이 ‘shirts, stiffened’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셔츠에 풀을 먹여 빳빳하게 하여 양복에 적합하도록
만든 드레스 셔츠(dress shirt)를 양복용 셔츠라 명명하
며 풀을 먹이지 않은 면 셔츠와 구분한 것이 아닐까 생
각된다. 1898년 이후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면 셔츠, 견
셔츠, 양복용 셔츠 등의 셔츠는 모두 일본산이었다.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셔츠는 소재나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西洋衣
食住(Katayama, 1867)에 실린 두 종류의 셔츠[上襦袢]
<Fig. 4>와 男女西洋服裁縫新書(Watanabe, 1887)에 실
린 셔츠<Fig. 5>를 통해 19세기 후반의 셔츠 형태를 어
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Fig. 4>의 위쪽에 그려진 면 셔츠는 스탠드 칼라에
어깨에 요크가 있으며 세로로 핀턱이 잡힌 셔츠 프론
트(shirt front)가 있는 형태이다. 긴 소매 끝에는 커프
스가 있으며 겨드랑 부분에 보강 천인 거셋(gusset)이
대어져 있다. 단추는 목부터 가슴까지 4개가 달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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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앞여밈 선이 밑단 끝까지 그려져 있어 전개형
(front opening) 셔츠로 보인다. 양 옆선에 트임이 있으
며 밑단 모서리가 적당히 굴려져 있고 뒷길은 앞길보
다 길며 넓은 맞주름(inverted pleats)이 잡혀 있다.
<Fig. 4>의 아래쪽에 그려진 모직 셔츠는 여행 중이거
나 선상(船上)에서 입는 것으로, 머리 위로 입는 풀오
버(pullover)형이며 스탠드 칼라에 단추 여밈의 앞트
임이 있다. 긴 소매의 끝에는 커프스가 없고 약간의 트
임만 있다. 양 옆선에 트임이 있으며 뒷길이 앞길보다
길다. 양쪽 가슴 부위에 점선으로 세로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셔츠 앞트임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안쪽에 덧
댄 천(안단)을 박은 스티치일 가능성이 있다.
<Fig. 5>의 셔츠도 풀오버형이며 스탠드 칼라에 단
추 여밈의 앞트임이 있다. 가슴 부위에는 곡선적인 셔
츠 프론트가 있다. 셔츠 프론트 아래로 약간의 주름이
잡혀 있으며, 긴 소매 끝에는 원 버튼 커프스가 달려 있
다. 19세기 후반의 셔츠에는 가슴 부분에 셔츠 프론트
장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셔츠 프론트는 주름 없
이 평평한 것, 약간 주름잡은 것, 프릴을 단 것 등 종류
가 다양했으며, 항상 풀을 먹여 빳빳하게 사용하였다
(V&A, 2003a). 셔츠 프론트는 탈부착이 가능한 것도 있
어, 세탁을 용이하게 하고 셔츠 프론트만 바꾸어 데이
타임 셔츠를 이브닝 타임 셔츠로 바꾸는 등 셔츠 활용
도를 높이는 기능을 했다(V&A, 2003a).
한편, 앞서 언급한 <Table 2>에서도 20세기 초 일본
남자들이 착용한 셔츠의 다양한 모양을 확인할 수 있
다. 12가지 체형에 입혀진 셔츠는 모두 스탠드 칼라에
어깨에 요크가 있으며 소매 끝에 커프스가 달린 모양
이다. 그러나 각각의 셔츠는 앞여밈 형식(풀오버형 또
는 전개형), 셔츠 프론트 유무, 가슴 주머니 유무, 커프

Fig. 4. Two types of shirt.
Adapted from Katayama (1867). p. 2.
https://dl.ndl.go.jp

Fig. 5. Shirt with shirt front.
Adapted from Watanabe (1887). p. 78.
https://dl.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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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단추 개수(1개 또는 2개) 등에 따라 디테일이 조금
씩 달랐다. 1~6번은 풀오버형 셔츠, 7~12번은 앞이 완
전히 열리는 전개형 셔츠로 판단된다. 1번과 6번에는
셔츠 프론트가 있으며, 나머지 셔츠에는 셔츠 프론트
가 없다. 그리고 5번, 7번, 12번에는 가슴 주머니가 있
으며, 나머지 셔츠에는 가슴 주머니가 없다. 2번, 4번,
7번은 투 버튼 커프스이며, 나머지는 원 버튼 커프스
이다.
<Fig. 6>은 洋服大全(Tokyo Western Dress Study
Group, 1908)에 소개된 세 유형의 셔츠이다. 모양과 디
테일을 볼 때, 1과 2유형은 예복용 셔츠, 3유형은 일상
복용 셔츠로 판단된다. 1유형은 스탠드 칼라에 세로로
긴 타원 모양의 셔츠 프론트가 부착된 모양으로, 어깨
에 요크가 있으며, 여밈은 풀오버형과 전개형의 두 종
류가 있다. 전개형의 경우, 셔츠 프론트 아래부터 밑단
까지 완만한 곡선의 여밈선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커프스는 소매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탈부착이 자유
로운 것도 있었다. 1유형은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어
린이도 착용하였다(Tokyo Western Dress Study Group,
1908). 2유형은 스탠드 칼라에 세로로 핀턱이 잡힌 셔
츠 프론트가 부착되거나 셔츠 프론트가 아예 없는 셔
츠이다. 어깨 요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여밈은 풀오버형과 전개형의 두 종류가 있다. 셔츠 프
론트가 없는 셔츠의 경우에는 가슴 주머니가 있다. 3유
형은 셔츠 칼라가 달린 셔츠이다. 셔츠 칼라는 스탠드
부분에 해당하는 ‘칼라 밴드’와 접혀서 꺾이는 부분인
‘위 칼라’로 구성되는데(Park, 2010), 위 칼라의 끝이

뾰족한 셔츠 칼라는 현대의 남성복 드레스 셔츠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보편적인 칼라 모양이다. 3유형의
셔츠는 모두 어깨에 요크가 있으며, 여밈은 풀오버형
과 전개형 두 종류가 있다. 가슴 주머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4) 비옷

비옷은 무역연표에서 ‘우의(雨衣; waterproof coats)’로 기록되어 있으며, 수입 의복 가운데 비교적 이
른 시기인 1886년 처음으로 수입 기록이 확인되는 품
목이다(Table 1). 우의는 영어로 ‘waterproof coat’로 되
어 있어 외투의 일종인 방수 코트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방수 코트는 1820년대 영국에서 찰스 매킨토
시(Charles Macintosh)가 고무 코팅된 천을 개발하면
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초기의 방수 코트는 고무의 불
안정성으로 인해 인기가 없었다(Shephard, 2012). 그
러나 이 문제점이 개선된 후 1850년대부터 인기를 얻
기 시작했으며, 1880년대와 1890년대에는 이전보다
더 저렴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되면서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Shephard, 2012). 방수 코트는 개발자의 이름을
본 따 ‘매킨토시(Macintosh)’라 불리기도 했다(“Mackintosh”, 2021).
방수 코트는 대개 탈부착이 가능한 케이프를 덧대
어 물이 의복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
어졌는데(Shephard, 2012), 색상이나 소재, 칼라의 모
양, 케이프 길이, 케이프 유무 등에 따라 여러 디자인의
상품이 있었다(Lyons, 2007). 특히, 어깨부터 소매까지

Fig. 6. Front and back view of three types of shirt.
Adapted from Tokyo Western Dress Study Group (1908). pp. 103‒104.
https://dl.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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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로 덮인 형태의 외투를 ‘인버네스코트(inverness coat)’ 또는 ‘인버네스케이프(inverness cape)’라
했는데, 인버네스코트는 1880년대가 되면 대개 케이
프 아래의 소매를 없애면서 암홀을 통해 팔을 뺄 수 있
는 형태로 만들어졌다(“Inverness cape”, 2021). 케이
프가 달린 이러한 형태의 인버네스코트는 메이지 시
대 일본에서 크게 유행했는데, 이 옷은 남성용뿐만 아
니라 아동용 외투로도 입혀졌다(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우의는 무역연표 1886년과 1898년 두 연도에서
수입 기록이 확인되며, 모두 외국산이었다. 1880년대
와 1890년대 서구 방수 코트의 형태는 1887년 일본에
서 출판된 두 종류의 양복 재봉서와 19세기 말 미국에
서 발행된 카탈로그에서 외관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Fig. 8>은 양복 재봉서에 실린 케이프 달린 외투
그림인데, 하나는 ‘편복(蝙蝠)’, 다른 하나는 ‘이중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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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二重マンと)’라고 되어 있다. 이 두 책에서는 ‘인버
네스(インバネス)’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옷 모양이 박쥐와 닮아서 ‘편복’이라 하거나, 케이프
가 이중으로 덧대어 있어 ‘이중망토’라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스탠드 칼라에 케이프를 덧댄 모양인데,
이중망토 그림에서 케이프 속의 소매 없는 몸판이 확
인된다.
<Fig. 9>는 카탈로그에 실린 매킨토시 착용 그림들
이다. 1897년의 신상품을 소개한 것으로, 두 가지 스타
일이 발견된다. 하나는 탈부착이 가능한 케이프를 덧
댄 매킨토시 코트이고, 다른 하나는 더블 브레스티드
박스 스타일 매킨토시 코트이다. 이 옷들은 <Fig. 10>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920년대 한국에서 판매된 레
인 코트 및 인버네스코트와 그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
았다.
5) 양복

양복(洋服; European clothing)은 1902년 이후부터
1910년까지 꾸준히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수

Fig. 7. Bat-shaped coat.
Adapted from Watanabe
(1887). p. 76.
https://dl.ndl.go.jp

Fig. 8. Double cloak.
Adapted from Mori (1887). p. 51, 53.
https://dl.ndl.go.jp

Fig. 9. Two styles of Macintosh coat.
Adapted from Lyons (2007). p. 201.

Fig. 10. Yangbok advertisement.
Adapted from 流行語 내듸-메이드
[Buzzword ready-made] (1924). p. 3.
https://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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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양복은 전부 일본산이었다(Table 1). 양복은 영어
로 ‘European clothing’이라 되어 있으며 무역 자료에
서 구체적 종류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20세기 초 일본
에서 출판된 재봉서를 살펴보면, 당시 일본에서 유행
한 양복의 종류를 알 수 있다.
<Table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洋服裁縫教科書 
(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洋服裁縫自在:
家庭独習(Koyama & Okamoto, 1906), 洋服裁縫新書
(Yamada, 1907), 洋服裁縫之栞 (Women's Education
Society, 1907) 4책에 모두 소개된 양복은 세비로[背廣,
색코트(サックコート)], 독일형 세비로[ドイツ形 背廣],
모닝코트(モーニングコート), 연미복(燕尾服), 프록코트
(フロックコート), 오버코트(オーバコート), 수렵복(狩服, 狩
獵服), 인버네스코트(インバネスコート) 정도였다. 이들

종류가 수입 양복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 외에, 일부 책에서 돈비(とんび), 아즈
마코트(吾妻コート), 존벨(ジョンベル), 부인복(婦人服),
재킷(ジャツケトー), 독일 만테루(獨逸 マンテル), 경관
복(警官服), 남아복, 여아복, 간호복(看護服), 케이프(ケ
ェフス) 등이 소개되고 있었다.
한편, 1900년대 한국의 양복점에서 제작 판매된 양
복은 주로 군복, 대례복, 예복, 상인복(商人服), 상복(商
服), 통상복(通常服), 외투, 학생복 등이었다(Kim, 2017).
대한제국 시기의 서구식 대례복은 연미복 형태를 기
본으로 하였고, 소례복은 연미복 또는 프록코트 또는
모닝코트였다(Lee, 2018). 상인복과 상복은 당시의 보
통 양복인 세비로, 즉 색코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
되며(Kim, 2017), 통상복은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대

Table 3. Kinds of European clothing

Kinds

洋服裁縫教科書
(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洋服裁縫之栞
(Women's Education
Society, 1907)

洋服裁縫自在:
家庭独習
(Koyama &
Okamoto, 1906)

洋服裁縫新書
(Yamada, 1907)

Sebiro (背廣) or
Sack coat (サックコート)

〇

〇

〇

German-style Sebiro (ドイツ形 背廣)

〇

〇

〇

Morning coat (モーニングコート)

〇

〇

〇

Tail coat (燕尾服)

〇

〇

〇

Overcoat (オーバコート)

〇

〇

〇

Frock coat (フロックコート)

〇

〇

〇

Shooting suit (狩服, 狩獵服)

〇

〇

〇

Inverness coat (インバネスコート)

〇

〇

〇

Tonbi (とんび)

〇

〇

Azuma coat (吾妻コート)

〇

John bell (ジョンベル)

〇

〇

Women's clothes (婦人服)

〇

〇

Jacket (ジャツケトー)

〇

German mantle (獨逸 マンテル)

〇

Police uniform (警官服)

〇

Boys clothes (男兒服)

〇

Girls clothes (女兒服)

〇

Nursing clothes (看護服)

〇

Capes (ケェフス)

〇

Adapted from 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pp. 29‒31; Women's Education Society (1907). pp. 6‒10; Koyama & Okamoto
(1906). pp. 14‒16; Yamada (1907). pp.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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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프록코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Lee, 2018). 1914년
경 정자옥(丁子屋) 양복점에서 판매된 기성 양복은 오
바코트, 돔비(돈비), 긴 망토[長만도] 등이었다(Kim,
2017). 이상에서 20세기 초 국내에서 입혀진 양복은 세
비로(색코트), 연미복, 모닝코트, 프록코트, 오버코트,
돈비, 긴 망토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 수입
된 일본산 양복은 비록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었지만
국내의 양복 수요를 감안하여 수입되었을 것이다. 따
라서 당시 국내에서 입혀진 양복들이 수입 양복에 포
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양복은 겉옷 상의, 조끼, 바지로
이루어지며, 조끼는 생략될 수 있다. 상의와 하의의 원
단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것
을 수트(suit)라 한다. 양복은 대개 서로 다른 특징을 지
니는 겉옷 상의를 기준으로 그 종류가 나누어진다. 세
비로<Fig. 11>는 ‘보통의 양복’으로(Clothes Iimprovement Society, 1903), 겉옷 상의가 엉덩이를 덮는 정도
이며 코트에 비해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짧은 겉옷 상의를 서구에서는 라운지재킷(lounge
jacket) 또는 색코트(sack coat)라 했다(“背広 [Sebiro]”,
n.d.). 독일형 세비로<Fig. 12>는 ‘독일 만테루(マンテ
ル)’의 변형으로, 앞길 좌우에 어깨부터 세로 방향의
줄을 드리우고 여기에 허리띠를 붙인 일종의 ‘산보의
(散步衣)’이다(Yamada, 1907). 만테루(マンテル)는 ‘만
텔(mantel)’의 가타가나 표현으로 보이는데, 만텔은 남

Fig. 11. Sebiro (Sack coat).
Adapted from 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Intro.
https://dl.ndl.go.jp;
Yamada (1907). p. 22.
https://dl.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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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외투나 코트를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이다(“Mantel”, n.d.). 일본 군인이나 교원 등의 복장이 독일형 세비
로에서 변화된 것이었다(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7일자 모자 광고
<Fig. 12>의 우측 세 번째 인물이 독일형 세비로로 보
이는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러한 그림으로 볼 때 당시
국내에도 알려졌던 양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모닝코트<Fig. 13>는 겉옷 상의의 뒷자락이 길게
드리워지는데 앞에서 뒤로 갈수록 완만한 곡선으로
잘린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 모닝코트는 ‘반만테루
(半マンテル)’라고도 하며, 대개 방문복(訪問服)으로 사
용하나 통상예복(通常禮服)의 대용도 가능했다(Yamada, 1907). 연미복<Fig. 14>은 겉옷 상의의 뒷자락이 제
비꼬리처럼 길게 드리워진 것으로 모닝코트와 유사한
모양이지만 앞자락이 잘려나간 것이 특징이다. 일본
에서는 대례(大禮)의 정복(正服), 민간의 정식(定式) 예
복으로 사용된 옷이다(Yamada, 1907). 프록코트<Fig.
15>는 모닝코트와 유사하며 앞자락을 둥글게 자르지
않은 옷이다(Women's Education Society, 1907). 일본
에서는 ‘장만테루(長マンテル)’라고도 하며, 통상예복
으로 사용되었다(Yamada, 1907). 오버코트<Fig. 16>는
겉옷 상의의 위에 착용하는 옷, 즉 외투이다(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Women's Education Society,
1907).
돈비는 <Fig. 17>의 좌측에서 그 뒷모습이 확인된

Fig. 12. German-style Sebiro.
Adapted from 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Intro.
https://dl.ndl.go.jp;
Yamada (1907). p. 24.
https://dl.ndl.go.jp;
玉虎書林廣告 [Okho bookstore
advertisement] (1909). p. 3.
https://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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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orning coat.
Adapted from 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Intro.
https://dl.ndl.go.jp;
Yamada (1907). p. 22.
https://dl.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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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ail coat.
Adapted from 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Intro.
https://dl.ndl.go.jp;
Yamada (1907). p. 20.
https://dl.ndl.go.jp

Fig. 15. Frock coat.
Adapted from 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Intro.
https://dl.ndl.go.jp;
Yamada (1907). p. 21.
https://dl.ndl.go.jp

다. 인버네스와 비슷하며 일본 ‘갑바[合羽: 우천 시 외
투]’의 일종이다(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Women's Education Society, 1907). 양 어깨에 펄럭이는
덮개처럼 커다란 플랩(flap)을 달고 옷 길이를 길게 하
여 우천 시 외투로 사용하였다. 망토(マント)는 20세기
초 일본의 재봉서에 그림이 실려 있지 않았으나, ‘케
이프(ケープ)라고도 하며 어깨부터 밑단까지 헐렁하
게 드리우는 외투’라고 설명되어 있었다(Nagai et al.,
1910). 앞단을 이중으로 해서 숨은 단추를 한 줄로 다
는 것도 있고, 깃의 꺾인 부분에 천아융(天鵝絨, びろ
うど)을 붙이고 단추 대신에 앞을 당겨 붙여서 합한 것
도 있고, 1장으로 빙 돌려 둥글게 만든 것, 2장을 이어

Fig. 16. Overcoat
Adapted from 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Intro.
https://dl.ndl.go.jp;
Yamada (1907). p. 25.
https://dl.ndl.go.jp

만든 것, 3장을 이어 만든 것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Nagai et al., 1910). 동아일보 1922년 11월 20일 정자옥
양복점의 광고에는 숙녀 및 여학생용의 긴 망토가 소
개되어 있는데 <Fig. 17>의 우측과 같이, 셔츠 칼라에
단추가 달린 듯 보이며 발목에 가까운 긴 길이였다.
6) 잠옷

잠옷은 무역연표에서 ‘침의(寢衣; nightgown)’로
기록되어 있으며, 1902년 처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기록이 확인된다(Table 1). 나이트가운은 밤에 휴식을
취할 때 입는 실내복 또는 취침 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의 일종이다(Kim, 2000).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은 실크 나이트가운(絹製寢衣; silk nightgown)으
로, 전부 일본산이었다. 19세기 말 서구 여성의 나이트
가운은 <Fig. 18>과 같이 헐렁한 튜닉 스타일에 네크
라인이나 소매 끝에 요크, 프릴, 레이스 등을 장식한 디

Fig. 17. Tonbi and cape.
Adapted from Clothes Improvement Society (1903). Intro.
https://dl.ndl.go.jp; 斯界變遷生活改善에 經濟宣傳隨行
慰身經濟的高級丁字屋旣成服宣傳 [Carry out economic
propaganda to improve living in this field. Promotion of Jeongjaok ready-made that is economical for the body] (1922).
p. 1. https://newslibrary.naver.com

Fig. 18. Ladies' nightgowns.
Adapted from H. O'Neill & Co. (2011). p. 26.
https://arch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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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이 많았다(H. O'Neill & Co., 2011).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일본산 침의가 당시의 서구 나이트가운과 유
사한 모양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 수 십 년간 일본에서 파자마나 여성용 네글리제
와 같은 서구 스타일의 나이트웨어가 서서히 정착되
어 간 정황을 고려해 볼 때(“寝巻 [Nemaki]”, 2021), 수
입된 침의도 서구의 나이트가운과 유사한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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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변화는 <Table 4>에 정리된 바와 같다. 가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1877년부터 1893년까지는 수입액이
0~1,199엔으로 소액이었고 의복 수입액이 대일 무역 수
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0.2%로 매우 낮은 수준
이었다. 그러나 1894년을 기점으로 가액이 크게 증가하
여 처음으로 1만 엔 이상을 기록하였고 비중도 0.5%로
높아졌다. 이후 3년간 수입액이 3~4천 엔대(0.1%)에 머
물렀으나, 1898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1900년에는 10만
엔(1.0%)을, 1902년에는 30만 엔(3.0%)을 넘고, 1906년
에는 60만 엔 이상(2.5%)으로 수입액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07년 이후부터 30~40만 엔대(1.1~1.4%)를 유지
하고 있다. 의복의 수입액 변화는 지속적 증가세가 아
니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1894년, 1898년, 1900
년, 1902년, 1906년 등 일부 연도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의복 수입액을 일본산과 외국산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개항기 34년 동안 일본산 의복이 99.1%, 외국산
의복이 0.9%를 차지하여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
된 의복이 대부분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
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이나 다른 수입품의 일본산
비중이 대략 91~92% 정도로 나타난 선행연구(Kim,
2021)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도 높은 수치이다. 1880년
대 후반에는 외국산이 일본산과 거의 대등하거나 일
본산을 능가하는 연도(1885~1886년, 1888~1889년)도
있었다. 그러나 가액이 적고 기간도 짧아 영향력이 크
지 않으며, 1890년 이후부터는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
지하게 된다.
(2) 속옷과 셔츠의 수입액 변화
1884년 2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약 27년 동안 일본
으로부터 수입된 속옷의 수입액 변화는 <Table 5>의
좌측에 정리된 바와 같다. 속옷은 1893년까지는 수입
액이 소액이었으나, 1894년 처음으로 1만 엔 이상을
기록하였고,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며 1901년에는 2만
엔 이상, 1904년에는 17만 엔 이상을 달성하였다. 1906
년에는 42만 엔 이상을 기록하여 최고치를 보였다. 앞
서 의복의 수입액 변화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일
부 연도(1894, 1906년)의 수입액 증가를 속옷이 견인
했음을 알 수 있다. 의복에서 속옷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4년과 1887~1897년에는 94.4~100.0%에 달할 만
큼 높았으나, 1898~1903년에는 6.5~36.6%로 낮아졌
다가, 1904~1909년에 42.4~67.6%로 다시 높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속옷 수입액을 일본산과 외국산으로 나
누어 살펴보면, 1884년과 1885년 두 해에는 전부 외국

2. 의복 수입 무역 특성
1) 의복 총수입액과 의복 유형별 총수입액 비중

1877년 7월부터 1910년 8월까지 개항기 약 34년 동
안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의복 총수입액은 3,416,311
엔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대일 무역 전체 총수입액
(268,283,150엔)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Table 4). 직물 총수입액(90,518,331엔)이 대일 무역 전체
총수입액의 약 33.7%를 차지했던 사실과 비교할 때
(Kim, 2021), 개항기 대일 수입 무역에서 의복이 차지
하는 비중이 직물에 비해 매우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복의 자가 제작 또는 주문 생산이 일반적이
었던 개항기의 의생활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에 의복
재료가 아닌 완성품 수입 의복들이 일정량 존재했음
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는 의미 있는 수치이다.
1877년 7월부터 1884년 1월까지 수입 의복은 ‘의
상류’ 하나로 통칭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일본산이었
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 1884년 2월부터 1910년 8월
까지 약 27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의복의 유형
별 총수입액을 살펴보면, 양복은 1,640,042엔, 속옷은
1,410,877엔, 셔츠는 362,099엔, 잠옷은 282엔, 비옷은
143엔으로 집계되었다. 양복은 27년간 의복 총수입액
(3,413,443엔)의 약 48.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속옷 41.3%, 셔츠 10.6%, 기타(잠옷과 비옷) 0.01% 순
으로 나타났다(Fig. 19). 양복과 속옷의 비중이 높은 편
이었으며, 잠옷과 비옷의 비율은 거의 0%에 달할 만큼
비중이 약하였다. 한편, 속옷 가운데 면메리야스 속옷
의 총수입액은 595,809엔으로 의복 총수입액의 17.5%,
속옷 총수입액의 42.2%를 차지하여 단일 품목 치고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의복 수입액의 연도별 변화와 원산지 분석 결과

(1) 의복 수입액 변화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모든 의복의 수입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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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mport value and percentage of all clothes

All clothes import
Year

Japanese
production
Yen

All clothes
import
(B)

Foreign
production
%

Yen

%

Yen

B/A

Total import
(A)

%

Yen

1877 (7-12)

269

100.0

0

0.0

269

0.2

126,569

1878

145

100.0

0

0.0

145

0.1

244,545

1879

-

-

-

-

0

0.0

566,955

1880

1,199

100.0

0

0.0

1,199

0.1

978,014

1881

-

-

-

-

0

0.0

1,944,737

1882

-

-

-

-

0

0.0

1,708,437

1883

685

100.0

0

0.0

685

0.0

2,211,869

1884

570

83.7

111

16.3

681

0.2

451,331

1885

0

0.0

196

100.0

196

0.0

460,724

1886

115

11.8

864

88.2

979

0.1

829,316

1887

90

89.1

11

10.9

101

0.0

551,908

1888

190

57.0

143

43.0

332

0.0

707,175

1889

29

30.5

65

69.5

94

0.0

1,092,996

1890

254

94.4

15

5.6

269

0.0

1,250,713

1891

884

100.0

0

0.0

884

0.1

1,466,040

1892

2

100.0

0

0.0

2

0.0

1,410,699

1893

13

100.0

0

0.0

13

0.0

1,301,243

1894

11,499

97.0

355

3.0

11,854

0.5

2,365,112

1895

4,083

88.8

515

11.2

4,599

0.1

3,831,477

1896

3,453

98.0

69

2.0

3,522

0.1

3,367,693

1897

2,864

81.8

635

18.2

3,500

0.1

5,196,573

1898

17,919

91.1

1,750

8.9

19,669

0.3

5,844,332

1899

46,604

97.6

1,166

2.4

47,770

0.7

6,995,931

1900

100,211

98.9

1,132

1.1

101,343

1.0

9,958,272

1901

117,962

99.0

1,250

1.0

119,212

1.0

11,372,551

1902

299,827

95.5

14,248

4.5

314,075

3.0

10,554,183

1903

265,095

98.9

3,017

1.1

268,112

2.3

11,761,494

1904

348,982

99.0

3,398

1.0

352,380

1.7

20,389,728

1905

217,728

99.3

1,533

0.7

219,261

0.8

26,618,870

1906

628,873

100.0

0

0.0

628,873

2.5

25,209,796

1907

472,144

100.0

0

0.0

472,144

1.4

32,792,476

1908

329,512

100.0

0

0.0

329,512

1.1

30,273,171

1909

353,188

100.0

0

0.0

353,188

1.3

26,997,842

1910 (1-8)

161,450

100.0

0

0.0

161,450

0.9

17,450,380

3,385,838

99.1

30,473

0.9

3,416,311

1.3

268,283,150

Total

Taken from the same sources as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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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액 규모로 수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의 셔츠는 모두 외국산이었다. 1898년부터 수
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1900~1901년에 9만 엔 이상
(81.7~91.7%)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1898년 이후의 셔츠는 모두 일본
산이었다. 셔츠의 수입액 변화는 1897년 전 · 후를 기
점으로 원산지가 극명하게 구분되면서 가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산 셔츠의 수입 확대 및 수입액 증가 역시 일본
Fig. 19. Total import value percentage by type of
imported clothes.
Taken from the same sources as <Table 1>.

내 셔츠 산업의 발달과 무관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본에
서 양복의 기성복 산업은 1877년 무렵 태동하는데, 화
이트 셔츠 제품도 이 시기에 전문업자가 등장하여 기
성복화가 일찍 시작되었다(“既製服 [Ready-to-wear]”,

산 속옷만 수입되었으나, 1886년부터 일본산 속옷이
수입되면서 일본산 속옷의 우세 속에 외국산이 공존
하다가 1906년 이후부터는 전부 일본산만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속옷의 수입 증가는 일본 면메리야스 공업
의 성장과 수출 신장에 일부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메리야스는 생지(生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속옷, 양말, 숄, 넥타이 등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것이
특징이며,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한 공
업이었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일본의 산업화에서 섬
유 산업의 큰 역할을 인식하고 니트의 기계화와 대량
생산을 적극 장려하였다(slouch&chic, 2017). 1870년
에 외국산 편직기가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1874
년에는 일본산 편직기가 최초로 보급되었으며, 1876
년부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slouch&
chic, 2017).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니트 기계는 양말
편직기였으나, 니트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다양
한 종류의 편직기가 사용되었으며 기계 니트 시장이
확대되었다(“Meriyasu”, n.d.). 일본은 1880년대 후반
에 면방적 산업을 크게 발달시켰는데(Kim, 2021), 당
시 면방적 산업의 발달과 기계 니트 산업의 발달이 맞
물려 1886년 일본산 면메리야스 속옷의 한국 수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면메리야스 속옷은 20세
기 초 일본 고베항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1904년에 수출액이 1,344,000엔으로 고베항 수
출 목록 10위였고, 1910년에는 수출액이 5.645,000엔
으로 5위까지 상승하는 성장세를 보였다(Kobe Customs, n.d.).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셔츠의 수입액 변화는 <Table

n.d.).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기간(1894~1904년)에 양복
의 기성복 산업이 더욱 성장했는데(Nakagome, 1982),
이 시기에 셔츠 산업도 함께 성장하면서 일본산 셔츠
의 한국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양복, 잠옷, 비옷의 수입액 변화
양복은 <Table 6>의 좌측에 정리된 바와 같이 1902
년부터 수입 기록이 등장하며 모두 일본산이었다. 양
복은 1902년부터 1910년까지 9개 연도의 수입액만 기
록되어 있으나, 총수입액이 속옷보다 더 많았다(Fig.
19). 속옷은 1884년부터 1893년까지 소액으로 수입되
다가 1894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양복은 1902
년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첫 해부터 바로 의복의 78.9%
를 차지할 만큼 괄목할 만한 수입액을 보이는 것이 특
징이다. 1902년 이후부터 양복이 속옷과 함께 의복 수
입액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양복의 기성복 산업은 1877년 세이난[西
南] 전쟁을 계기로 군복이 재봉틀로 대량 생산되면서

태동하였다. 세이난 전쟁 이후 오사카와 도쿄를 중심
으로 군복을 불하받은 어용상인이나 헌옷가게에서 중
고 군복을 수리 개조하여 팔게 되었고, 1880년대에는
이들 가게에서 중고복의 개조뿐만 아니라 새 원단으
로 돈비와 같은 간단한 양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였
다(Nakagome, 1982).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기간(1894~
1904년)에 중고복과 함께 기성복을 팔고 있었던 가게
의 수는 도쿄에서만 대략 180개 정도였으며, 러일전쟁
이후에는 세비로나 오버코트의 기성복이 시장에 나타
나게 되었다(Nakagome, 1982). 이처럼 19세기 말~20
세기 초 일본의 기성복 산업은 성장세에 있었으며, 이

5>의 우측에 정리된 바와 같다. 셔츠는 1884~1896년

는 한국으로의 양복 대량 수출이 가능해진 배경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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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mport value and percentage of under-shirts & drawers and shirts

Under-shirts & drawers
Year

Japanese
production

Foreign
production

Yen

Yen

%

%

Shirts

Under-shirts &
drawers
C/B
(C)
Yen

%

Japanese
production

Foreign
production

Yen

Yen

%

%

Shirts
(D)

D/B

Yen

%

All
clothes
import
(B)
Yen

1884
(2-12)

0

0.0

106

100.0

106

95.5

0

0.0

5 100.0

5

4.5

111

1885

0

0.0

123

100.0

123

62.8

0

0.0

73 100.0

73

37.2

196

1886

115

63.6

66

36.4

181

18.5

0

0.0 752 100.0

1887

90

89.1

11

10.9

101

100.0

-

-

1888

190

60.4

124

39.6

314

94.4

0

0.0

1889

29

30.5

65

69.5

94

100.0

-

-

1890

254 100.0

0

0.0

254

94.4

0

0.0

1891

884 100.0

0

0.0

884

100.0

-

-

-

-

1892

2 100.0

0

0.0

2

100.0

-

-

-

-

0

0.0

2

1893

13 100.0

0

0.0

13

100.0

-

-

-

-

0

0.0

13

752

76.8

979

-

0

0.0

101

19 100.0

-

19

5.6

332

-

0

0.0

94

15 100.0

15

5.6

269

0

0.0

884

-

1894

11,499

97.1

347

2.9

11,846

99.9

0

0.0

8 100.0

8

0.1

11,854

1895

4,083

89.2

497

10.8

4,580

99.6

0

0.0

19 100.0

19

0.4

4,599

1896

3,453

98.6

50

1.4

3,503

99.5

0

0.0

19 100.0

19

0.5

3,522

1897

2,864

81.8

635

18.2

3,500

100.0

-

-

-

-

0

0.0

3,500

1898

5,551

77.1

1,653

22.9

7,204

36.6

12,368

100.0

0

0.0

12,368

62.9

19,669

1899

8,771

88.3

1,166

11.7

9,937

20.8

37,833

100.0

0

0.0

37,833

79.2

47,770

1900

7,265

86.5

1,132

13.5

8,397

8.3

92,946

100.0

0

0.0

92,946

91.7

101,343

1901

20,518

94.3

1,250

5.7

21,768

18.3

97,444

100.0

0

0.0

97,444

81.7

119,212

1902

12,143

46.0 14,248

54.0

26,391

8.4

39,752

100.0

0

0.0

39,752

12.7

314,075

1903

14,328

82.6

3,017

17.4

17,344

6.5

37,808

100.0

0

0.0

37,808

14.1

268,112

1904

176,487

98.1

3,398

1.9

179,885

51.0

3,208

100.0

0

0.0

3,208

0.9

352,380

1905

108,253

98.6

1,533

1.4

109,786

50.1

4,741

100.0

0

0.0

4,741

2.2

219,261

1906

425,127 100.0

0

0.0

425,127

67.6

4,691

100.0

0

0.0

4,691

0.7

628,873

1907

226,032 100.0

0

0.0

226,032

47.9

11,018

100.0

0

0.0

11,018

2.3

472,144

1908

146,951 100.0

0

0.0

146,951

44.6

7,437

100.0

0

0.0

7,437

2.3

329,512

1909

149,853 100.0

0

0.0

149,853

42.4

8,240

100.0

0

0.0

8,240

2.3

353,188

1910
(1-8)

56,702 100.0

0

0.0

56,702

35.1

3,704

100.0

0

0.0

3,704

2.3

161,450

97.9 29,421

2.1

1,410,877

Total

1,381,456

41.3 361,190

99.7 909

0.3 362,099

10.6 3,413,443

Taken from the same sources as <Table 1>.

산이었다. 잠옷은 1902년이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처음 수입되었으나 외국산이 전혀 없고 바로 일본산
제품이 수입된 반면, 비옷은 잠옷보다 이른 시기에 수
입이 확인되나 외국산만 있고 이후에 일본산 제품이
전혀 없는 것이 대조적이다.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잠옷은 <Table 6>의 우측에 정리된 바와 같이 1902
년 이후 4개 연도에서만 수입 기록이 확인되는데, 모
두 일본산이었다. 비옷은 <Table 7>과 같이 1886년,
1898년 두 해에서만 수입 기록이 확인하며 전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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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mport value and percentage of European clothing and silk nightgown

European clothing
Year

Japanese
production

Foreign
production

Silk nightgown

European
clothing
(F)

F/B

Japanese
production

Foreign
production

Silk
nightgown
(G)

All
clothes
import
(B)

G/B

Yen

%

Yen

%

Yen

%

Yen

%

Yen

%

Yen

%

Yen

1902

247,868

100.0

0

0.0

247,868

78.9

64

100.0

0

0.0

64

0.0

314,075

1903

212,863

100.0

0

0.0

212,863

79.4

97

100.0

0

0.0

97

0.0

268,112

1904

169,287

100.0

0

0.0

169,287

48.0

-

-

-

-

0

0.0

352,380

1905

104,654

100.0

0

0.0

104,654

47.7

80

100.0

0

0.0

80

0.0

219,261

1906

199,014

100.0

0

0.0

199,014

31.6

41

100.0

0

0.0

41

0.0

628,873

1907

235,094

100.0

0

0.0

235,094

49.8

-

-

-

-

0

0.0

472,144

1908

175,124

100.0

0

0.0

175,124

53.1

-

-

-

-

0

0.0

329,512

1909

195,095

100.0

0

0.0

195,095

55.2

-

-

-

-

0

0.0

353,188

1910
(1-8)

101,044

100.0

0

0.0

101,044

62.6

-

-

-

-

0

0.0

161,450

Taken from the same sources as <Table 1>.
Table 7. Import value and percentage of waterproof coats

Waterproof coats
Japanese
production

Year

Yen

Foreign
production
%

Yen

%

Waterproof
coats
(E)

E/B

All clothes
import
(B)

Yen

%

Yen

1886

0

0.0

46

100.0

46

4.7

979

1898

0

0.0

97

100.0

97

0.5

19,669

Taken from the same sources as <Table 1>.

IV. 결

었다. 셔츠는 1884년 외국산이, 1898년 일본산이 처음
수입되었으며, 면 셔츠, 견 셔츠, 양복용 셔츠 등 소재
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셋째, 비옷은 방수 코트를 말하는 것으로, 1886년과
1898년 두 연도에서만 수입 기록이 등장하며 모두 외
국산이었다. 양복은 1902년 이후부터 수입되었으며
전부 일본산이었다. 20세기 초 일본에서 유행한 양복
과 당시 국내에서 입혀진 양복 종류를 감안해 볼 때, 수
입된 양복은 세비로, 독일형 세비로, 모닝코트, 연미
복, 프록코트, 오버코트, 수렵복, 인버네스코트, 돈비,
긴 망토 정도의 품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잠옷은
1902년 이후부터 수입되었으며 전부 일본산 실크 나
이트가운이었다.
넷째,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의복의 총수입
액은 대일 무역 전체 총수입액의 약 1.3%에 불과했다.

론

본 연구에서는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의복
의 종류와 형태를 살펴보고 대일 의복 수입 무역의 특
성을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로 다음의 결론의 얻었다.
첫째,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의복은 의상류,
속옷, 셔츠, 비옷, 양복, 잠옷 등 대략 6종류의 상품으
로 분류되었다.
둘째, 의상류는 의복의 총칭으로, 개항 초기(1877년
~1884년 1월)에만 등장하며 모두 일본산이었다. 속옷
은 ‘메리야스 속옷’ 또는 ‘셔츠 & 드로어즈’ 항목에 포
함된 상품들을 말한다. 메리야스 속옷은 1884년 외국
산이, 1886년 일본산이 처음 수입되었다. 셔츠 & 드로
어즈는 1904년 이후부터 수입되었는데 전부 일본산
이었다. 속옷은 소재나 조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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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패션 잡화에 대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근대 초기 복식

비중이 낮으나 개항기 시장에 완성품 수입 의복들이
일정량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의미 있는 수
치이다. 의복 상품별로 총수입액 비중을 살펴본 결과,
양복(48.0%)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속옷
(41.3%), 셔츠(10.6%) 순이었으며, 잠옷과 비옷의 비율
은 거의 0%였다. 속옷 가운데 특히 면메리야스 속옷
은 의복 총수입액의 1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
게 나타났다.
다섯째, 개항기 의복의 수입액 변화는 지속적 증가

문화에 대한 보다 완성도 높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1. 사사
해당사항 없음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후속 연구 발표 예정이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공개 불가능함.

세가 아니라 증감을 반복하면서 일부 연도(1894, 1898,
1900, 1902, 1906년)에서 큰 폭의 계단식 증가세를 보
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1894년과 1906년에는 속

4. 이해관계 상충
저자 SYK는 2019년 4월부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지
만, 편집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이해관계 상충 문제
가 없음.

옷의 수입액 증가가, 1902년에는 양복의 수입액 증가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의복의 수입액 증가를 견인하
고 있었다.

5. 연구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여섯째,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의복은 일본
산이 99.1%, 외국산이 0.9%를 차지하여 대부분 일본
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이 일본산과 대등하거

6. 저자의 기여
SYK는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원고 작성을 담
당하였음.

나 일본산을 능가하는 연도도 있었으나, 가액이 적고
기간도 짧아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며, 1890년 이후부
터는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속옷은 가

7. 저자 정보
김순영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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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른 시기인 1886년부터 일본산이 수입되었으며,
셔츠는 1898년부터, 양복은 1902년부터 일본산이 수
입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산 속옷, 셔츠, 양복의 수입
증대는 메이지 시기 일본 내 면메리야스 공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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