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작은전시

140th Anniversary of Korea-U.S. Diplomatic Relations Exhibition
纪念韩美建交140周年小型展
韓米修好140周年を記念する小展示

조미수교와 태극기
Taegeukgi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
朝美建交和太极旗
朝米修交と太極旗

2022.05.13.금~07.07.목

전시를 열며
올해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1882.5.22.)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은 19세기 말
외국과 수교를 맺기 시작합니다. 조미수교는 서구열강 중 최초로 맺은 조약입니다.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슈펠트* 문서(Shufeldt Papers)」(1882.6.11.)에서 2018년에 찾은 태극기
도안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해양국가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1882)에 수록
되어 있는 태극기 도안은 조미수교를 위해 고안된 국기입니다. 아울러 가장 오래된 태극기 도안이
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미수교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 그리고 한미동맹의 현재적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슈펠트(Robert Wilson Shufeldt, 1822∼1895) 미국 전권대사

Opening the exhibition

It has been 140 years since the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was signed between
Joseon and the United States (May 22nd, 1882). Joseon began entering into treaties with other nation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of which the Joseon–United States Treaty was the first.
It is believed that this design of the Taegeukgi was made at the time of the treaty fo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design was found in 2018 at the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where it had been included in the 「Shufeldt* Papers」 (June 11th, 1882), and also in the 『Flags of
Maritime Nations』(1882)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is particular design is the oldest known design of the Taegeukgi.
It is our desire that this exhibition will inspire a rethinking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lessons, and
meaning of the Korea-U.S. Alliance at this moment in time.
*Robert Wilson Shufeldt(1822~1895) Representative of the U.S. in signing the treaty

在举办展览之际
今年是签订朝美修好通商条约（1882年5月22日）的第140周年。朝鲜从19世纪末开始与外国建交。朝美
建交是西方列强中最早缔结的条约。
据推测，在2018年美国议会图书馆收藏的「薛斐尔*文件(Shufeldt Papers) 」（1882年6月11日）中找到
的太极旗图案和大韩民国历史博物馆收藏的『海洋国家的旗帜』（1882年）中收录的太极旗图案是朝美
建交签字仪式时制造的国旗。同时，这也是历史最悠久的太极旗图案。
希望通过此次展览，能成为重新回顾韩美建交的历史意义和教训以及韩美同盟当前意义的契机。
* 薛斐尔(Robert Wilson Shufeldt, 1822∼1895) 美国全权大使

展示を開きながら
今年は、 朝米修好通商条約が締結(1882年5月22日)されて140周年になる年です。朝鮮は、19世紀末、外国
との国交を結び始めます。朝米修好は西欧列強の中で、初に結んだ条約です。
米国議会図書館に所蔵されている「シューフェルト*文書(Shufeldt Papers)」(1882年6月11日)から2018年に
見つかった太極旗の図案と大韓民国歴史博物館に所蔵されている『海洋国家の旗』(1882年)に収録された太
極旗の図案は、朝米修好の調印式の際、作った国旗と推定されます。またこの図案は、最も古い太極旗の図
案でもあります。
今回の展示を通じて、韓米修好の歴史的意味と教訓、そして現在の韓米同盟の意味を振り返ってみる機会と
なってほしいと願っております。
* シューフェルト(Robert Wilson Shufeldt、1882～1895年) 米国全権大使

전시품 설명
1. 최초의 태극기 도안 1882.5.22.(음력 1882.4.6.)
The first design of the Taegeukgi(Korean Flag)
最早的太极旗图案
最初の太極旗図案

미국 의회도서관 「슈펠트 문서(Box 24)」 중 1882.6.11(음력 5.7)일자 보고서에서 2018년
이태진 교수가 찾은 태극기(도안)이다. 『해양국가의 깃발』 1882년 판(9쪽)의 원 도안이다.
It is the design of the Taegeukgi professor Lee Tae-Jin found in 2018, from the
Shufeldt Papers’ report of June 11th, 1882 (Box 24) at U.S. Library of Congress.
This is the original design of the 1882 ed. 『Flags of Maritime Nations』 page 9.

美国议会图书馆保持的"薛斐尔文件(Box 24)," 1882年6月11日(阴历5月7日)的报告中, 2018
年李泰镇教授找到的太极旗(图案)。 这是『海洋国家的旗帜』1882年版(第9页)的原图。
米国議会図書館シューフェルト文書(Box 24)のうち1882年6月11日(旧暦5月7日)日付報告
書で、2018年に李泰鎭(イ·テジン)教授が見つけた太極旗(図案)だ。
『海洋国家の旗』1882
年版(9ページ)の元図案だ。

17×8.5cm

2. 『해양국가의 깃발』 1882
『Flags of Maritime Nations』
『海洋国家的旗帜』
『海洋国家の旗』

1882년 미국 해군부 항해국에서 총 32쪽, 양장본으로 발행하였다. 49개국의 국기와 나라별
선기船旗, 삼각기, 문장紋章, 대통령 기旗, 신호기信號旗 등의 도안을 담고 있다. 9쪽에 한국
(COREA)의 태극기가 수록되어 있다.

In 1882,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Navy, Bureau of Navigation published
this volume in a total of 32 pages in hardcover. It contains the national flags of 49
countries and designs such as flags, pennons, crests, presidential flags, and signal
flags for each country. On page 9, the Taegeukgi of Corea is included.

1882年美国海军部航海局共发行了共32页精装本。 其文件包括49个国家的国旗和各国船旗、
三角旗、纹章、总统旗和信号旗等图案。 文件的第9页上刊载了韩国(COREA)的太极旗。

1882年、米国海軍部航海局で計32ページ、ハードカバーで発行した。 49カ国の国旗と国別
の船旗、三角旗、紋章、大統領旗、信号旗などの図案が盛り込まれている。 9ページに韓国
(COREA)の太極旗が収録されている。

23×29×1.5cm

[참고] 『해양국가의 깃발』 1899
『Flags of Maritime Nations』
『海洋国家的旗帜』
『海洋国家の旗』

1899년 미국 해군부 장비국에서 총 67쪽, 양장본으로 발행하였다. 57개국의 국기와 나라별
선기船旗, 삼각기, 문장紋章, 대통령 기旗, 신호기信號旗 등의 도안을 담고 있다. 16쪽에 한국
(COREA)의 태극기가 수록되어 있다.

In 1899,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Navy, Bureau of Equipment published
this volume in a total of 67 pages in hardcover. It contains the national flags of 57
countries and designs such as flags, pennons, crests, presidential flags, and signal
flags for each country. On page 16, the Taegeukgi of Corea is included.

1882年美国海军部设备局共发行了共67页精装本。 其文件包括57个国家的国旗和各国船旗、
三角旗、纹章、总统旗和信号旗等图案。 文件的第16页上刊载了韩国(COREA)的太极旗。

1899年、米国海軍部装備局で計67ページ、ハードカバーで発行した。 57カ国の国旗と国別
の船旗、三角旗、紋章、大統領旗、信号旗などの図案が盛り込まれている。16ページに韓国
(COREA)の太極旗が収録されている。

23×29.5×2.4cm

국기(태극기) 제정 초기의 주요 연표
Major Chronological Table of the early days of flag establishment
国旗制定初期主要年表
国旗制定初期の主要年表
*최초사용, 국가공식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품 중심으로 작성
그림

실물
미국 의회도서관 「슈펠트 문서(Box 24)」
중 1882.6.11(음력 5.7)일자 보고서에서
2018년 이태진 교수가 찾은 태극기 도안이다.
『해양국가의 깃발』 1882년 판(9쪽)의
원 도안이다.

1882.5.22.
(음력 4.6.)

최초의
태극기 (도안)

The first design
of the Taegeukgi (design)
最早的
太极旗(图案)
最初の
太極旗(図案)

It is the design of the Taegeukgi professor
Lee Tae-Jin found in 2018, from the Shufeldt
Papers(Box 24) at U.S. Library of Congress.
This is the original design of the 1882 ed.
『Flags of Maritime Nations』 page 9.

在美国议会图书馆「薛斐尔文件(Box 24)」中
1882年6月11日(阴历5.7)的报告中, 2018年李泰
镇教授发现的太极旗图案。 这是『海洋国家
的旗帜』1882年版(第9页)的原图。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사진 이태진 교수 제공) | 6.1×3.8cm
1882.7.28.
(음력 6.14.)

국제 (미국 의회)
최초 공인 태극기
(도안)

米国議会図書館「シューフェルト文書(Box
24)」のうち1882年6月11日(旧暦5.7)日付報告書
で、2018年に李泰鎭(イ·テジン)教授が見つけた
太極旗図案だ。 『海洋国家の旗』1882年版
(9ページ)の元図案だ。

미국 의회(상, 하원)에서 출판(3천 부)을 결의
하여 해군부에서 발행한 『해양국가의 깃발』
1882년 판(9쪽)에 태극기 도안이 실려 있다.

There is a design of Taegeukgi in the page 9 of
『Flags of Maritime Nations』, 1882 ed. which
U.S.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solved to publish (3,000 copies) and issued by
the Department of the Navy. It is assumed to
be the first approved Taegeukgi internationally.

Internationally first
approved Taegeukgi
by U.S. Congress
(design)
国际(美国议会)
首次公认的太极旗(图案)
国際(米国議会)
最初公認の太極旗(図案)

太极旗图案刊载在美国议会(上下两院)决议以及
海军部出版的『海洋国家的旗帜』(3千册)1882年
版(第9页)上。
米国議会(上、下院)で出版(３千部)を決議し、
海軍部で発行した『海洋国家の旗』1882年版
(９ページ)に太極旗図案が載っている。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등록번호:한박13591] | 4.2×6.8cm

일본 외무성 관원 요시다 기요나리吉田淸成가
주일駐日 영국공사 해리 파크스(Harry
Parkes)에게 보낸 문서(1882.11.1.)에
남아있는 태극기 도안이다.

1882.11.1.
(음력 9.16.) 이전

영국에 전해진
태극기 (도안)

Taegeukgi(design)
reported to the U.K.

Japanese Foreign Ministry official Yoshida
Kiyonari sent the documents(Nov 1st, 1882)
including this design of Taegeukgi to British
Ambassador Harry Parkes in Japan.

传到英国的
太极旗(图案)
英國に伝わった
太極旗(図案)

这是日本外务省官员吉田清成发给驻日英国公使
夏利巴夏礼(Harry Parkes)的文件(1882年11月1
日)中留下的太极旗图案。

*영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등록번호:FO228/871]
(사진 한철호 교수 제공) | 142.4×115.1cm

日本外務省官員吉田淸成が駐日英国公社ハリー
・パークス(Harry Parkes)に送った文書(1882年
11月1日)に残っている太極旗図案だ。

조선의 외교, 통상을 담당하던 통리교섭통상사
무아문에서 제작하여 각국 공사, 영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선의 국기로 제정(1883.3.6.
<음력 1.27.>)된 태극기 도안으로 추정한다.
깃대를 묶는 끈의 위치가 다른 특징이 있다.

1883.3.6.
(음력 1.27.)~
1884년(추정)

조선 국기로
제정된 태극기 (도안)
Taegeukgi(design)
designated
as the national
flag of Joseon

太极旗图案被
确立为朝鲜国旗(图案)
朝鮮国旗として
制定された太極旗(図案)

*영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등록번호:FO228/749]
(사진 한철호 교수 제공)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ngri Kyoseop Tongsang Samu
Amun) which took charge of diplomacy
and commerce of Joseon produced and
disseminated to minister and consul of each
country. It seems to be the design officially
endorsed national flag by Joseon(March 6th,
1883). The position of the string tying the
flagpole is different.

通理交涉通商事务衙门负责朝鲜的外交、通商工
作。其制作太极旗并且提供给各国公使、领事。
推测是本图案被制定为朝鲜国旗(1883年3月6日<
阴历1.27.>)的太极旗图案。 捆绑旗杆的绳子的位
置不同。
朝鮮の外交、通商を担当していた統理交渉通商
事務亜門が製作し、各国の公使、領事に提供し
たもので、朝鮮の国旗として制定(1883年3月6
日<旧暦1月27日>)された太極旗図案と推定され
る。 旗竿を結ぶ紐の位置が異なる特徴がある。

미국 공사 푸트(Lucius Foote)가 1883년
조선에 왔을 때 수행했던 미국인 쥬이(Pierre
Jouy)가 1884년에 입수하여 미국으로 가져간
태극기이다.

1884년 이전

가장 오래된
태극기 (실물)
The oldest
Taegeukgi(real)
最久的
太极旗(实物)
最古の
太極旗(実物)

American Pierre L. Jouy acquired this
Taegeukgi and took it to the States in 1884
after he accompanied U.S. Ambassador Lucius
Foote when he visited Joseon in 1883.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소장 | 53×36cm

这是美国公使福德(Lucius Foote)来到朝鲜时
(1883年),随员的美国人朱伊(Pierre Jouy)获得带
到美国(1884年)的太极旗。

米国公使フート(Lucius Foote)が1883年朝鮮に
来た時に随行した米国人ジューイ(Pierre Jouy)が
1884年に入手して米国に持ち帰った太極旗だ。

고종의 외교 고문(1886~1890년)을 지낸
데니(Owen Denny)가 1890년 5월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갔던 태극기이다. 깃대를 묶는
끈의 위치가 다른 특징이 있다.

1890년 5월 이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 (실물)
The oldest
Taegeukgi(real) in Korea
韩国內最悠久的
太极旗(实物)
韓国で最も古い
太極旗(実物)

Owen Denny who served King Gojong as
a diplomatic advisor(1886~1890) took this
Taegeukgi when he returned to the U.S. in
May, 1890. The position of the string tying
the flagpole is different.

这是高宗大王的外交顾问(1886~1890年)德尼
(Owen Denny)在1890年5月回美国拿去的太极
旗。捆绑旗杆的绳子位置不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등록번호:신수6266] | 263×180cm

高宗の外交顧問(1886~1890年)を務めたデニー
(Owen Denny)が1890年5月に米国に帰る時に持
って行った太極旗だ。 旗竿を結ぶ紐の位置が異
なる特徴がある。

대한제국 외부外部가 발간한 『각국기도
各國旗圖』에 실려있는 태극기 도안이다.
서울대 도서관에도 같은 도서(古4635)가
소장되어있다.

1897~1900년

대한제국
태극기 (도안)

Taegeukgi(design) of the
Korean Empire

The design of the Taegeukgi in 『Flags of
Nations(Gakgukkido)』 which Foreign Ministry
of the Korean Empire published. The same
volume is also in the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大韩帝国
太极旗(图案)
大韓帝国
太極旗(図案)

这是大韩帝国外部发行的『各国旗图』中记载的
太极旗图案。 首尔大学图书馆也保持同一本书。
大韓帝国外部が発刊した『各国旗圖』に載って
いる太極旗図案だ。 ソウル大学図書館にも同じ
図書が所蔵されている。

1899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등록번호:K3-0544] | 16.5×16.9cm

태극기
(도안)

Taegeukgi
(design)
太极旗
(图案)
太極旗
(図案)

미국 해군부에서 발간한 『해양국가의 깃발』
1899년 판(16쪽)에 태극기(도안)가 실려있다.
『해양국가의 깃발』 1882년 판(9쪽)과 비교
하면 괘卦의 방향과 국기의 명칭이 다르다.
There is a design of Taegeukgi in the page 16
of 『Flags of Maritime Nations』, 1899 ed.
issued by the Department of the Navy.
Comparing the one in the edition of 1882, the
position of the trigrams(kwe) changed from
left to right. Moreover it is officially named
as a national flag.

美国海军部发行的『海洋国家的旗帜』1899年版
(第16页)上刊登了太极旗图案。 与『海洋国家的
旗帜』1882年版(第9页)相比, 四卦的方向和旗帜
的名称不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등록번호:한박13592] | 4.3×5.8cm

米国海軍部で発刊した 『海洋国家の旗』 1899年
版（16ページ）に太極旗図案が載っている。
『海洋国家の旗』1882年版(9ページ)
と比べると、卦の方向と国旗の名称が異なる。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실에 1923년
걸렸던 태극기이다.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김붕준 유품이다.

1923년 이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실물)

Taegeukgi(real)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Taegeukgi which was hung at the conference
room of Korean Provisional Congress in 1923.
Kim Bung-Jun who was a cabinet memb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left this flag.

大韩民国临时议政院
太极旗(实物)
大韓民国臨時議政院
太極旗(実物)

1923年在大韩民国临时议政院会议室内挂到的太
极旗。这是临时政府国务委员金朋濬的遗物。
大韓民国臨時議定員会議室に1923年かかった太
極旗だ。 臨時政府国務委員を務めた金朋濬(キ
ム・ブンジュン)の遺品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등록번호:구입772] | 187.8×152.5cm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1942년 6월
29일 태극기의 제작규정을 통일했다.

1942.6.2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태극기 (도안)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State Council
set the standard of making Taegeukgi in June
29th, 1942.

Taegeukgi(desig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大韩民国临时政府的
太极旗(图案)
大韓民国臨時政府の
太極旗(図案)

1942年6月29日,大韩民国临时政府国务委员会统
一制定了太极旗的制作规定。
大韓民国臨時政府国務委員会は1942年6月29
日、太極旗の製作規定を統一した。

*출처 :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75호(1942.8.20.)
1949.10.18.

대한민국 정부의
태극기 (도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정부에서 규격을
바로잡은 시정是正 태극기 도안이다.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y corrected the standard
of revised design of Taegeukgi.

Taegeukgi(design) of
the Korean government
大韩民国政府的
太极旗(图案)
大韓民国政府の
太極旗(図案)

大韩民国政府成立之后, 政府纠正规格的太极旗
图案。

大韓民国政府樹立後に政府で規格を改めた是正
太極旗図案だ。

*출처 : 『관보』 제199호(1949.10.1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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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much.go.kr

관람안내

주차안내

전시기간 | 2022.05.13.(금) ~ 07.07.(목)

인근 공용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로비
관람시간 | 10시 ~ 18시 (월/화/목/금/일)
10시 ~ 21시 (수/토)

휴 관 일 | 1월 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박물관 주차장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람문의 | 02-3703-9200

관 람 료 | 무료

오시는 길

[연계 프로그램] 초청 강연회

1차 | 5월 13일 (금) 오전 10시 | 이태진(서울대), 슈펠트(Shufeldt) 태극기(1882, 최초 도안), 어떻게 찾았나?
2차 | 7월 1일 (금) 오전 10시 | 목수현(명지대), 만국기 속의 태극기

전시를 만든 사람들

기획 | 권기준, 고종성, 염경화

자문 | 이태진(서울대), 한철호(동국대)
디자인 | 김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