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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序論)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식(服飾)은 단순히 외면적이 치레나 장식적(裝飾的) 요소(尿素)의 

1차적인 목적보다는 당대의 사회조류와 시대정신을 반 하고 있는 정신사적(精神史的)인 측

면(側面)의 중요성으로 해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착용복식(服飾)의 형태나 

색감(色感)․문양(文樣) 등은 사회상(社會像)의 반 이었으며, 당대의 의식구조를 대면해 준

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볼 때 복식(服飾)의 연구도 어느 분야의 연구 못

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筆者)는 수년전 한국복식자료선집(韓國服飾資料選

集)(전4권(全四卷))을 엮으면서 많은 자료(資料)들과 접하던 중 조선시대(朝鮮時代) 통신사

(通信士)들의 복식(服飾)에 관한 자료(資料)가 의외로 많은 것을 알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되

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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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화(文化)의 일본(日本)에의 전달(傳達)은 이미 상고시대(上古時代)부터 행해져왔다. 

삼국시대(三國時代)의 문자(文字) 및 직조(織造)기술의 전달은 잘 알려진 것들 중의 하나이

다. 특히 조선시대(朝鮮時代)의 통신사(通信士) 및 그 수행원(隨行員)1)들의 일본파견은 17세

기초 이후의 일본(日本) 역사(歷史)에 있어 커다란 위치를 점하는 사실들이었다. 적어도 그

들은 우리의 훌륭한 문화의 수용을 위해 적극적이며 과감히 고개 숙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실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통신사(通信士) 및 그 수행원(隨行員) 복식(服飾)에 관한 자료(資料)는 실물(實物) 사료(史

料)가 거의 없어 도회(圖繪)와 문헌(文獻) 자료(資料)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資料)들을 통하여 통신사(通信士) 및 수행원(隨行員)들의 복식(服飾)을 연구해 보

면 계급별 복식(服飾)의 차이와 특징이 밝혀질 것이고, 또한 파견 시기(時期)별로 그들의 복

식(服飾)에 있어 일어나고 있는 변화(變化)의 정도를 통한 통시적(通時的) 고찰이 가능해지

리라 믿는다. 이러한 점에서 각종(各種) 통신사(通信士)행렬도(行列圖)에 나타난 제인물(諸人

物)의 복식(服飾)과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 이후의 수신사(修信使) 복식(服飾)도 포함시

켰다. 이는 비단 통신사(通信士) 복식(服飾)에게만 한정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조선(朝鮮) 통

신사(通信士) 및 수행원(隨行員)들의 복식(服飾)과 일본인(日本人)들의 관복(官服) 및 서민

(庶民) 복식(服飾)을 통한 우리 복식(服飾)과의 대비 고찰도 가능할 것이며, 도회사료(圖繪史

料)를 통하여 17세기초부터 19세기초까지의 조선조인(朝鮮朝人)들의 복식(服飾)을 이해하는

데도 큰 구실을 하리라는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Ⅱ. 통신사(通信士)의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 및 구성(構成)

 통신사(通信士)는 조선(朝鮮)에서 일본(日本)에 파견된 외교사절(外交使節)을 말한다. 조선

(朝鮮)이 개국(開國)한 태조(太祖) 원년(元年)(1392)부터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기 직

전이 선조(宣祖) 23年(1590)까지의 200여년 동안만 해도 무려 70여회에 달하는 사절의 파견 

기록이 있다. 이는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일본(日本)에 대한 평화적(平和的) 회유의 정도를 

짐작케 해주는 것으로서 조선(朝鮮)의 대외정책(對外政策)의 근간(根幹)을 이해할 수 있다. 

일본(日本)에 파견된 사절자 가운데에는 향화(向化)한 일본인(日本人)이 평도전(平道全)이 5

차례(태종(太宗) 8年, 9年, 10年, 11年, 16年)나 사절자로 활약하고 있어 이채롭다. 당시 파견

되었던 사신들을 해행총재(海行摠載)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表1><表2>와 같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朝鮮)개국이후 70여회에 걸쳐 행해진 사절의 파견은 선

조(宣祖) 23年(1590)에 일단 중단된다. 그리고 임진왜란(壬辰倭亂)의 발발로 인하여 두나라

의 관계는 악화되고 만다. 그 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끝나고 10여년 후인 선조(宣祖) 40年

(1607)에 사절의 파견이 재개되어 순조 11年(1811)까지 12차례에 걸쳐 행해진다. 현전(現傳)

하고있는 도회 및 문헌자료(資料)는 이때의 것들인 바 복식(服飾)분야의 고찰범위도 여기에 

한정시킬 수밖에 없다. 이때에 파견된 통신사(通信士)에 관한 사항들을 요약하면 <表2>와 

같다.

 <表1><表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횟수에 걸쳐 파견된 통신사(通信士)들의 기록을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로 나누어 왕대별(王代別)로 정리하면 <表3><

1) 日本에 파견되었던 모든 사절 중 本考에서는 通信士는 三使를 지칭하는 것이고, 三使를 제외한 모든 사절구성원

은 隨行員으로 分類하여 처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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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4>와 같다.

 다음은 이처럼 많은 횟수에 걸쳐 파견되었던 통신사(通信士)와 그 수행원(隨行員)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구성 인원을 보면 삼사(三使)를 시작으로 하여 상상

관(上上官), 상판사(上判事)가 있으며 다음으로 제술관이 있으며, 상관(上官), 차관(次官), 중

관(中官), 하관(下官)의 순으로 되어 있다. 삼사(三使)는 정사(正使), 부사, 조사로서 정사(正

使)는 정3품 당상관이 임명되고, 부사는 정3품 당하관을, 종사는 5․6품의 인물을 임명했다. 

삼사(三使) 다음가는 직위인 상상관(上上官)과 상판사(上判事)는 통역이 임무인데 왜학관과 

왜학의 교관이 임명되었고 그 다음이 학사는 제술관으로 외교문서의 초안 등을 담당했다. 

그 다음의 상관(上官)에는 동의학(東醫學)에 정통한 양의와 통역관인 차상통사, 씨에 능한 

사자관, 의원, 서기, 화원이 속했으며, 이들은 학술 문화(文化)교류에 대비하여 각 분야의 제

1인자가 선발되었다. 상관(上官)에는 또한 삼사(三使)의 연고자로 선발되는 자제군관(子弟軍

官)과 군관(軍官)이 속한다. 차관(次官)은 승마술에 능한 마상재, 전학, 삼사(三使)의 종벅인 

반상, 선장(船將)이 속했으며, 그 다음의 중관(中官)은 종선장, 소동(小童), 사령(使令), 소통

사, 사공, 취수, 포수(砲手), 기수(旗手) 등이다.  마지막의 하관(下官)은 풍악수와 선부 등이 

포함되었다. 대략 7계층으로 분류되어진 이들은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왕래하 는바 노정에 

관하여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 

 부산포에서 出發하여 對馬島 都伊沙只까지 48里, 都伊沙只에서 船越浦까지 19理, 船越浦에

서 壹岐島 風本浦까지 48理, 풍본포(風本浦)에서 죽전 박다까지 38리, 박다에서 장명주까지 

30리, 적간관에서 조호까지 35리, 조호에서 미로관까지 35리, 미로관에서 병고가지 70리, 병

고에서 왕성(지금 경도)까지 18理(리), 이렇게 해서 水路(수로) 323理(리), 陸路(육로) 18理

(리)를 가야 한다.2)

2) 소재 , 김태준편, 旅行과 體驗의 文學, p.p 23∼25, (서울, 1985,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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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朝鮮時代) 선조(宣祖) 23年(임란이전(壬亂以前))까지 일본(日本)에 파견된 통

신사(通信士)

<page 152 표1>

192



<page 153 표1>

<page 153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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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54 표2>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以前) 파견회수

왕대

(王代)

태조

(太祖)

정종

(定宗)

태종

(太宗)

세조

(世祖)

단종

(端宗)

세조

(世祖)

성종

(成宗)

연산군

(燕山君)

중종

(中宗)

명종

(明宗)

선조

(宣祖)
계(計)

사절회수

(使節回數)
7 2 24 15 4 4 5 1 3 1 1 67

<표(表) 3>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以後) 파견회수

왕대

(王代)

선조

(宣祖)

광해군

(光海君)

인조

(仁祖)

효종

(孝宗)

숙종

(肅宗)

조

(英祖)

순조

(純祖)
계(計)

사절회수

(使節回數)
1 1 1 1 3 2 1 12

<표(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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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왕래약도(通信士往來略圖)

고 하여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지명을 중심으로 지도와 연결시켜 보면 위와 같

다. 

Ⅲ. 통신사(通信士) 및 수행원(隨行員)의 복식(服飾)

 1. 계급별(階級別) 복식(服飾)

1) 삼사(三使)복식(服飾)

 삼사(三使)의 복식(服飾)의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자.

 (1) 국서전달(國書傳達) 및 봉정사 복식(服飾)

 圖1․2는 국서전달(國書傳達)시의 양사 복장이다. 圖1은 순조(純祖) 11年(1811) 양사의 금

관복조차림으로 청소의, 적소의, 백소중단, 훈상, 폐슬(蔽膝), 대대, 후수 등을 착용한 모습이

다. 조복에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전후에 부착하고, 좌우 양측에는 패옥을 늘어뜨리며, 대

대를 띠고 후수를 늘 다. 손에는 홀을 들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다. 조복은 나 또는 소로 하

고 청소의, 적소의, 훈상은 가장자리에 흑전을 댔다. 잔주름을 잡은 상은 전후중앙에 오도록 

착용하 는데, 위엄있고 당당한 양사의 모습이다. 圖2는 국서전달(國書傳達)시의 양사 모습

으로 양관에 쌍학흉배․대․패옥․폐슬․후수 등을 갖춘 조복차림으로 목화를 착용하고 있

다. 그리고 圖3은 숙종(肅宗) 45年(1719) 도서봉정행렬(行列)의 종사의 모습으로 사모에 관

대를 하고 쌍학흉배가 부착된 녹색단령을 입고 있다.

 (2) 향연참석시 복식(服飾)

  圖4는 양사의 향연참석자 모습으로 오사모에 홍단령을 입고 관대를 하고 있다.

 (3) 인물도(人物圖)에 나타난 복식(服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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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5는 숙종(肅宗) 37年(1711) 정사(正使)로 일본(日本)에 갔던 조태억의 초상화로서 아청

색 운문관복 차림에 사모관대를 하고 쌍학흉배를 부착한 당사문관의 복장이다. 단령의 깃이 

목부분까지 바짝 올라와 있어 일본(日本)의 소구다이이[속대의]3)와 유사한 깃 형태를 취하

고 있는데 이는 일본(日本)식 화법의 향이라 생각된다. 이 초상화는 당시 동행했던 부사 

임수간의 <동사일기>에 의하면 강호에서 어용화사로 활동하던 가노쓰네노부(수양상신, 호

는 고천수)가 그린 것으로 밝히고 있다. 圖6은 순조 11年(1811) 통신사(通信士) 중 정사(正

使) 김리교의 인물도(人物圖)로 홍색깃이 달린 군청색단령을 입고 사모를 쓰고 있는데 근등

자문이 그린 것이다.

 

2) 상상관(上上官)․상판사(上判事) 복식(服飾)

 상상관(上上官)과 상판관은 삼사(三使)다음의 계급으로 두계급 모두 통역을 임무로 했다.

         

 <圖1> 양사공복(兩使公服)                           <圖2> 양사공복(兩使公服)

3)일본의 관리들이 입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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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3> 종사복(從事服)                        <圖4> 양사복(兩使服)

           

<圖5> 정사(正使) 조천억상(趙泉億像)           <圖6> 정사(正使) 김리교상(金履喬像)

 

(1) 국서전달(國書傳達)시 복식(服飾)

 圖7은 국서를 전달할 때의 상상관(上上官)과 상판사(上判事)의 모습이다. 상상관(上上官)

(圖7의 右)과 상판사(上判事)(圖7의 左)는 모두 오사모를 쓰고 단학흉배가 부착된 녹색단령

을 착용하고 목화를 신었다. 대의 경우 상상관(上上官)은 양사와 동일한 관대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판사(上判事)는 흑각대를 띠고 있다. 圖8은 상상관(上上官)인 당상역관의 모습으

로 동파관 쓰고 옥색단령을 착용하고 세조대를 띠었다. 그런데 동파관에 두줄의 황색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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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을 해놓아 이채롭다. 圖9는 순조 11年(1811)의 상상관(上上官)과 상판관의 복식(服飾)으

로 사모관대를 하고 단학흉배가 부착된 유문사직의 군청색단령을 착용했으며, 목화를 신었

다. 그런데 도회에 보이고 있는 ‘상상관(上上官)판사관제술관 등’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상상

관(上上官)이나 상판사(上判事)보다 한 단계 아래인 제술관도 이러한 형태의 복식(服飾)을 

착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圖7> 상상관(上上官)․상판사복(像判事服)             <圖8> 당상역관복(堂上譯官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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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9> 상상관(上上官)․상판사복(像判事服)  <圖10> 상상관(上上官)․상판사복(像判事服)

(2) 향연참석시(饗宴參席時) 복식(服飾)

 圖10은 상상관(上上官)과 상판사(上判事)의 향연참석시 모습으로 상상관(上上官)은 양사와 

마찬가지로 모사모를 쓰고 홍색단령을 입었으며, 양사와는 달리 손에 홀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상판사(上判事)는 머리에 쓴 모사모는 동일하나 단령은 군청색단령을 착용하고 있어 

동일 계급간에 동일 목적에서의 단령의 색을 달리하고 있다.

3) 상관(上官)복식(服飾)

 (1) 자제군관(子弟軍官) 복식(服飾)

  圖11은 인조(仁祖) 14年(1636) 강호에 입성하는 통신사(通信士) 입성도 중 자제군관(子弟

軍官)의 모습이다. 삼사(三使)의 연고자로 선정되는 자제군관(子弟軍官)의 복식(服飾)은 자색

포 위에 녹색전복을 착용하고 흑색 세조대(細條帶)를 띠고 머리에는 모정에 정자와 삭모를 

장식한 전립을 쓰고 있다.

 (2) 군관(軍官) 복식(服飾)

  圖12는 순조(純祖) 11年(1811)에 일본(日本)에 파견되었던 정장을 한 군관(軍官)의 모습

으로 청색 첩리(帖裏) 위에 비교적 폭이 넓고 술이 달린 광다회를 띠고 모정에 옥로와 호수

를 장식한 립을 쓰고 목화를 신었다. 왼쪽에는 화살은 담은 통개를 매고, 그 밑에 장검을 차

고 있어 위풍당당하다. 圖13의 군관(軍官) 인물도(人物圖)는 대체적으로 圖12의 군관(軍官)

모습과 동일하나 립의 경우 圖12와 달리 전립을 쓰고 있다. 이 전립은 모정에 삭모와 검정

색 끈으로 장식하고 안은 홍색으로 만들었으며 황색 구슬을 꿰어 만든 패 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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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11> 자제군관복(子弟軍官服)                         <圖12> 군관복(軍官服)

                     

 <圖13> 군관인물도(軍官人物圖)                          <圖14> 마상재복(馬上才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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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관(次官)복식(服飾)

 (1) 마상재(馬上才) 복식(服飾)

 圖14는 승마술에 능한 마상재로서 연회시 각종 마술 묘기를 연출하여 모두를 즐겁게 해주

었던 재인이다. 마상재는 모정에 홍색 삭모가 장식된 흑색 전립을 쓰고 옥색 포위에 홍색 

전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세조대를 띠었다.

 (2) 반상(伴□) 복식(服飾)

 圖15는 삼사(三使)의 복식(服飾)으로 구성된 반상의 모습으로 머리에는 삭모와 공작 깃털

을 장식한 전립을 쓰고, 동달이를 입고 그 뒤에 전복을 받쳐입었다. 그런데 포의 소매 부분

에는 홍색 천을  덧대었으며, 전복은 겉과 속의 색을 각각 남색과 홍색으로 달리했다. 그리

고 허리에는 청색 세조대를 띠었다.

 (3) 별배행(別倍行) 복식(服飾)

 圖16은 별배행의 모습으로 립과 포 및 더그레의 색깔과 형태가 圖15의 반상 복식(服飾)과 

동일하다. 도회상에 별배행은 둥근 부채를 들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4) 이마(理馬) 복식(服飾)

 圖17은 이마(理馬)의 향연 참석시 모습이다. 머리에는 굵은 황색 패 을 단 전립을 썼는

데, 양태가 매우 넓다. 그리고 소매 끝동 부분에 홍색 천을 댄 등달이를 입고 그 위에는 양

쪽 무가 길게 터진 남색의 답호를 착용했는데 그 안에는 홍색 천을 덧댔다. 답호 위에는 청

색의 광다회를 매어 앞으로 길게 늘어뜨렸다.

  (5) 위응(喂應) 복식(服飾)

 圖18은 향연참석시 위응(喂應)의 모습으로 圖17의 이마(理馬)의 복장과 동일하다. 다만 대

에 있어 이마(理馬)의 광다회와는 달리 위응(喂應)은 황색 세조대를 띠고 있는 점이다.

 (6) 선장(船將) 복식(服飾)

 圖19는 향연 참석시 기선장의 모습으로 동달이에 남색 답호를 입었으며, 패  달린 전립

을 썼는데 전립의 정부에는 정자가 달려 있다. 허리에는 황색의 광다회를 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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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15> 반상복(伴倘服)                              <圖16> 별배행복(別倍行服)

               

    <圖17> 이마복(理馬服)                             <圖18> 외응복(喂應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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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19> 기선장복(騎船將服)

5) 중관(中官) 복식(服飾)

 (1) 향서기(鄕書記) 복식(服飾)

 圖20은 향연 참석시 향서기의 모습으로 양태가 넓은 흑립에 소매가 넓고 깃이 곧은 청색

직령을 착용하 으며, 세조대를 띠고 손에는 부채를 들었다.

 (2) 소통사(小桶事) 복식(服飾)

 圖21은 행렬(行列) 중인 소통사의 모습인데 모정에 옥정자가 달린 흑립을 쓰고, 녹색포를 

입었으며, 그 위에 전복을 착용하고 세조대를 띠었다. 

 (3) 사령(使令) 복식(服飾)

 圖22는 사령(使令)의 모습으로 백색 창옷위에 까치옷[작의]이라 부르는 흰줄무늬가 있는 

작의를 착용하 으며, 머리에는 공작깃털을 꽂은 양태가 넓은 흑립은 썼다. 그리고 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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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들었으며 오른쪽 허리 아래에는 커다란 방울을 걸고 있다. 그런데 인조(仁祖) 14年

(1636)의 행렬도(行列圖)에서는 사령(使令)을 나장으로 달리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직

분일 것으로 보인다.

 (4) 흡창(吸唱) 복식(服飾)

  圖23은 흡창(吸唱)의 모습으로 행렬(行列)시 대개 양사의 가마 옆에서 양사를 수행하

다. 흡창(吸唱)의 상의는 연분홍색의 연포이고, 하의는 옥색의 마로 되어있다. 머리에는 감투

와 비슷한 가죽으로 만든 두건을 썼다.

 (5) 악인(樂人) 복식(服飾) 

 圖 24, 25, 26, 27은 각기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는 악인(樂人)들의 모습이다. 그 중 圖24는 

왼쪽 손에 긴 날라리[태평소]를 들고 있는 악인(樂人)[취수]으로 모체가 높은 주립을 쓰고 

첩리를 착용하고 있다. 첩리는 홍색인데 마직으로 만들었으며, 상의에는 잔주름을 많이 잡은 

하상이 연결되어 취수(吹手)가 쓰고 있는 주립(朱笠)의 패 은 당상관의 것보다 굵고 큰 것

으로 되어있다. 圖25도 圖24와 마찬가지인 취수의 연주 모습인데 태평소에 여러 구슬장식을 

해놓아 행렬(行列)시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섰음을 짐작할 수 있다.  圖26은 퉁소를 불고 있

는 악인(樂人)의 모습이고, 圖27은 징(정)을 들고 있는 악인(樂人)의 모습이며, 圖28은 아박

을 들고 있는 악인(樂人)의 모습인데 이들의 복식(服飾)은 전체적으로 취수의 복식(服飾)과 

동일하다.

 (6) 포수(砲手) 복식(服飾)

 圖29는 포수(砲手)(포수)의 모습으로 삭모를 장식한 전립을 쓰고, 백색포에 남색 전복을 

입었으며, 왼쪽 어깨에는 종을 메고 있다. 

 (7) 기수(旗手) 복식(服飾)

 圖30은 기수(旗手)의 모습으로 전립을 쓰고 백색포에 남색 전복을 착용했으며, 그 위에 남

색 세조대를 띠었다. 전체적인 모습이 동일 계층인 포수(砲手)의 모습과 동일하다.

 (8) 소동(小童)복식(服飾)

 圖31과 32는 소동(小童)의 모습이다. 소동(小童)은 주로 향연시 일인들에게 조선(朝鮮)의 

고유한 춤을 보여주었던 무동이라 할 수 있다. 圖31은 순조(純祖) 11年(1811) 통신사(通信

士) 일행 중 소동(小童)의 모습으로 상․하의는 엷은 황색의 마직으로 된 직령포이고, 머리

를 길게 땋아 뒤로 드리웠으며 손에는 선을 들었다. 圖32는 엷은 황색 마직포를 속에 입고 

그 위에 양쪽 무가 완전히 트인 진초록색 전복을 착용하고 홍색의 띠를 메었다. 그리고 왼

쪽 손에는 장죽을 들고 있다. 圖31과 圖32는 같은 소동(小童)의 모습이데 춤의 종류나 장면

의 변화에 따르는 다른 모습을 표현해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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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20> 향서기복(鄕書記服)                              <圖21> 소통사복(小通事服)

                            

 <圖22> 사령복(使令服)                              <圖23> 흡창복(吸唱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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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24> 악인복(樂人服)                           <圖25> 악인복(樂人服)

        

       <圖26> 악인복(樂人服)                         <圖27> 악인복(樂人服)

206



            

          <圖28> 악인복(樂人服)                           <圖29> 포수복(砲手服)

 <圖30> 기수복(旗手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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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31(右), 圖32(左)> 소동복(小童服)                <圖33> 하관복(下官服)

 (6) 하관(下官) 복식(服飾)

 하관(下官)은 조선(朝鮮) 통신사(通信士) 일행(一行) 중 가장 낮은 계층의 인물들이다. 대

개 풍악수(風樂手)와 선부(船夫)가 이에 해당된다.

 圖33은 순조(純祖) 11年(1811) 마지막으로 파견되었던 통신사절단(通信使節團)의 하관(下

官)의 모습으로 선부(船夫)이다. 백색포(白色袍)에 옥색(玉色) 전복(戰服)차림이며, 머리에는 

망건(網巾)을 쓰고 손에는 흑립(黑笠)을 벗어들고 있다. 그런데 통신사절단(通信使節團) 중 

선부(船夫)의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상에서 보여진 통신사(通信士) 및 수행원(隨行員)들의 복식(服飾)을 도회(圖繪) 및 문헌

자료(文獻資料)에 의거하여 정리해 보면<表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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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통신사(朝鮮通信士)의 계급별(階級別) 복식(服飾) 일람표(一覽表)

<page 166 표>

<page 167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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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사(修信使) 복식(服飾)

 전항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조선조(朝鮮朝)의 대일(對日) 외교사절(外交使節)은 태조(太祖) 

원년(元年)(1392)부터 순조(純祖) 11年(1811)까지 79차례에 걸쳐 파견되었다. 즉, 조선(朝鮮)

개국때부터 임진왜란(壬辰倭亂) 전까지 꾸준히 계속되던 사절단(使節團)은 임진왜란을 기점

으로 하여 중단되었다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끝나고 난 후인 선조(宣祖) 40年(1607)에 재

개되어 순조(純祖) 11年(1811)까지 계속되다가 중단되었다. 그후 고종13年(1876)병자(丙子) 

수호조약(修好條約)이 맺어짐에 따라 조선(朝鮮)과 일본(日本) 양국에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

(外交)를 편다는 뜻에서 종전까지 대일(對日) 사절(使節)을 통신사(通信士)라 칭하던 것을 

수신사(修信使)로 개칭하 다. 그리하여 1876年 2월 22일 일본(日本)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

로 사절(使節)을 파견하게 된다. 圖34는 수신사(修信使)로서는 처음으로 일본(日本)에 파견

된 정사김(正使金) 기수(綺秀)의 1876年 모습으로 탕건(宕巾)위에 방건(方巾)을 쓰고 학창의

(鶴 衣)를 착용하고 세조대(細條帶)를 띠고 있다. 학창의(鶴 衣)는 소매가 넓고 깃, 수구

(袖口), 도련의 둘레에는 흑색전(黑色□)을 두르고 뒷등솔 아래와 양쪽 옆의 아래를 터놓았

다. 사진 옆 탁자(卓子)에는 ‘신사인신’이란 상자가 놓여 있다. 圖35는 구한말 개화당의 거두

로서 일본(日本)에 파견되었던 수신사(修信使) 김 홍 집(1842∼1896)의 모습으로 당시 예조

참의 다.

              

<圖34> 수신사복(修信使服)(김기수(金綺秀))   <圖35> 수신사복(修信使服)(김홍집(金弘集))

 高宗(고종) 17年(1880) 파견된 그의 모습을 보면 사모를 쓰고 쌍학흉배가 부착된 단령을 

착용하고 그 위에 대를 띠었다. 그리고 목화를 신고 있는 차림인데, 옆 탁자에는 ‘수신사(修

信使)인’이라 씌어진 인신상자가 놓여 있다. 이 때 김홍집은 <조선(朝鮮)책략>이란 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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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들어왔으며, 그는 1896年 아관파천 때 친로파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이상 두 인물의 

복식(服飾)은 구한말 관리의 공복 모습을 짐작케 해주는 것으로 정리해 보면 <表6>과 같다.

    

인  물 관   모 의    복 대

김기수 방   건 학 창 의 세 조 대

김홍집 사   모 단    령 관    대

                                                          <表6>

3. 행렬도(行列圖)에 나타난 제인물(諸人物)의 복식(服飾)

 조선(朝鮮) 통신사(通信士)들의 행렬도(行列圖)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 특징적인 것만 

설명하고자 한다. 圖36은 청도기를 선두로한 인조(仁祖) 2年(1624)의 통신사(通信士)행렬(行

列)의 일부분으로 도서를 모신 채여가 앞에 가고 악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도

서를 모신 가마를 메고 가는 4명의 일본(日本)인 복식(服飾)은 넓은 소매의 고동색 단의를 

입고 허리에는 청색의 띠를 두르고 있으며 검을 차고 있는 무사의 모습이다. 악대의 선두에

는 모정에 호수를 장식한 흑립을 쓰고 홍첩리를 착용한 사람이 서고, 그 뒤에 꽹과리, 제금

[동발] 날라리[태평소], 북, 징[정] 등의 순서로 악기를 연주하는 악인(樂人)들이 뒤따르고 있

다. 그 악인(樂人)들의 복식(服飾)을 보면 연분홍색, 홍색, 주황색 등의 포에 대 또는 비백대

대를 띠고 머리에는 흑립을 쓰고 흑피혜를 신었다. 이러한 악인(樂人)들의 모습은 매우 질서

정연하고 의복의 색에서 오는 색감이 매우 곱다. 대체적으로 이 행렬도(行列圖)에 나타난 포

의 특징을 보면 앞자락은 뒷자락보다 짧은데, 아마도 보행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듯 

싶다. 이 행렬도(行列圖)에 나타난 인물들의 복식(服飾)을 간략히 정리하면 <表7>과 같다.

직   분 관   모 의   복 신

사 자 관 흑   립 포 흑 피 혜

악   인 〃 포 〃

일 본 인 무 단   의 맨   발

                                                  <表7>

<圖36> 인조(仁祖) 2年(1624) 통신사(通信士) 행렬도(行列圖)의 일부분(一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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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37은 효종(孝宗) 6年(1655) 강호성으로 입성하여 성내의 대청에서 도서를 전달하는 모

습이다. 도서 전달은 통신사(通信士)일행이 강호에서 행하는 가장 엄숙한 의식으로 이때의 

삼사(三使)는 금관에 조복을 착용하고 옥패를 늘인 정장차림을 했다. 상상관(上上官)과 제술

관은 홍단령에 사모차림을 하고있고, 우측의 상관(上官)은 도포에 전복을 착용했다. 전면 대

청밖에 서있는 통신사(通信士)들은 학창의. 전보 및 홍․청색의 금창이나 도창 등을 착용하

고 양태가 큰 갓을 썼다. 그리고 의식에 참석하고 있는 일본(日本)인들은 관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들의 관복에 관하여는 <해행총재(海行摠載)>에

 

 관복의 제도는 관직이 있는 자는 적삼 옷깃[衫領]이 둥그스름하면서 단추가 있어 우리나

라의 단령과 비슷하나 매우 넓고 길며, 소매도 매우 넓다. 그래서 넓적한 띠로 누르되 모두 

무늬가 없는 비단이고, 등뒤에는 엷고 반듯한 나무 판자를 띠 안에 넣어 쭈구러들지 않게 

하 다. 冠은 앞은 높고 뒤는 넓으며, 검은 색을 칠하여 모양이 긴 표주박과 같은데 이름을 

풍절건이라 한다. 또 우리나라의 화양건과 같은 것이 있는데, 흰 노끈으로 그 위를 둘러서 

목 아래로 매었다. 귀인에서 천인에 이르기까지 옷 등에 토지에 따른 표지가 있고 기, 장막, 

배,  돛대와 그밖에 기 따위에 붙인 표문도 다 옷 등의 표지를 모방하 는데, 연로의 지나

는 참마다 다 달랐다.4)

라 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바, 옷은 우리나라의 단령(團領)과 비슷한 넓은 소매의 옷을 

입고 있으며, 그 위에 무문(無紋)의 긴 표주박과 같은 풍절건을 착용하고 있다. 이 국서전달

(國書傳達)의식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복식(服飾)을 정리하면 <表8과> 같다.

膱(직)   分(분) 관   모 의            복

삼   사 금   관 조            복

상 상 관 사   모 단            령

제 술 관 사   모 〃

상   관 갓  [립] 전          복

차관(次官)이상 갓  [립] 도 포 ․ 전 복

일 본 인 풍 절 건 소매가 넓고 길가 긴 우리나라 단령 비슷한 옷

                                                                 <表8>

 圖38은 효종(孝宗) 6年(1655) 통신사(通信士)환대도중 국서와 정사(正使)를 모신 가마가 

입성하기 전의 행렬(行列)모습이다. 수석역관 이하가 국서를 받들고 가고, 뒤에 정사(正使)

행렬(行列)이 뒤따른다. 맨 앞에는 의장의 하나인 선을 든 기수(旗手)가 말을 타고 가며, 그 

뒤에 통개(筒箇)를 짊어지고 현란한 무늬가 놓인 군복차림의 도훈도가 말을 타고서 국서를 

받든 채여를 호의하고 있다. 뒤를 이어 정사(正使) 행렬(行列)이 따르고 있는데 정사(正使) 

조형은 사각의 진 사모에 유문의 단령을 착용하고 손에는 선을 들었다. 

4) 奉使日本時聞見錄, 總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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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37> 효종(孝宗) 6年(1655) 통신사강호입성도(通信士江戶入城圖)의 국서전달부분(國書傳達部分)

 그리고 그 뒤를 일산을 들고 홍․록․자․다갈색 등의 포에 화려한 무늬가 있는 옷을 입

은 수행원(隨行員)들이 따르고 있다. 가마를 메고 가는 일본(日本) 군사[족경]의 복장을 보면 

가문표시인 원형무늬가 있는 옷을 백색단의에 상체만 가리운 모습이고 머리 형태는 뒷부분

만 남겨 짤막하게 묶고 단검을 차지 행전을 두르고 있는데 맨발이다. 그런데 일인 남녀의 

일상적 모습에 대해

 

 男子斷髮而束之 人佩短劍 婦人拔其眉 而黛其額 背垂其髮 而續之以髢 其長曳地5)

 남자단발이속지 인패단검 부인발기미 이대기액 배수기발 이속지이체 기장예지

 남자는 머리털을 짤막하게 잘라 묶으며, 사람마다 단검을 차고 다닌다. 부인은 눈썹을 뽑

고 이마에 눈썹을 그렸으며, 등에 머리털을 드리우고 다리(체)로써 이어, 그 길이가 땅에까

지 닿았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남자는 머리털을 짤막하게 잘라 묶고 단검을 찼으며 여자는 눈썹을 

그리고 머리는 다리(체)를 사용하여 길게 늘이고 다녔던 것이 오래된 일본(日本)인들의 습

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가 쓰여진 것이 성종 2年(1471)

인데 그 때의 기록된 모습과 200여年이 경과한 후의 모습인 圖38의 행렬도(行列圖)의 모습

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행렬도(行列圖)에 나타난 인물들의 복식(服飾)을 정리해보

면 <表9>과 같다.

 

5) 海東諸國記, 日本國紀, 風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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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분 관     모 의     복

정     사 사     모 단     령

역관 (이하) 립 녹 단 령

군     관 립 단     령

도 훈 도 립 포

일본(日本)인
관  인 무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긴 포

종  인 무 단     의

                                                                 <表9>

  <圖38> 효종(孝宗) 6年(1655) 통신사(通信士) 환대도(歡待圖)의 정사(正使) 부분(部分)

 

 圖39는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통신사(通信士) 행렬도(行列圖)의 일부인데 람여

(藍輿)를 탄 정사(正使)를 선두로 일산(日傘)을 받치고 등록을 든 수행원(隨行員)들이 뒤따

르고 있다. 정사(正使)는 사모에 흑단령을 착용하 고, 수행원(隨行員)들은 수식이 없는 전

립에 백색의고(白色衣袴)와 남색전복을 착용하 으며 초혜를 신고 있다.

직     분 관     모 의     복

정     사 사     모 단     령

판     사 립 도     포

군     관 립 전     복

일본(日本)

인

무사 무 가단의미시모[롱]

종인 무 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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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10>

  <圖39> 통신사(通信士) 행렬도(行列圖)의 일부분(一部分)(연대미상)

 바로 뒤에 가미시모(롱(裃))를 착용한 일본(日本) 무사(武士)가 뒤따르고 있고, 짐을 등에

진 전복(戰服) 차림의 수행원 모습도 보인다. 계속하여 여러 명의 판사(判事)들이 유유자적

하게 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는데 도포(道袍)에 갓을 쓰고 있다. 판사(判事)들의 말을 끄는 

종인(從人)들은 단의(短衣)에 단검(短劍)을 차고 있으며 맨발이다. 이 행렬도(行列圖)에 나타

난 인물(人物)의 복식(服飾)을 정리해 보면 위의 <表10>과 같다.

직      분 관     모 의     복

정      사 사      모 단     령

흡     창 립 청     포

래     령 우     립 작     의

반     당 의 전     복

일본(日本)인
무    사 무 가미시모[롱(裃)]

교    군 무 녹 단 의

                                                             <表11>

 圖40은 숙종(肅宗) 37年(1711) 조선(朝鮮) 통신사(通信士) 행렬(行列) 중 정사(正使) 조태

억(趙泰億) 일행의 행렬 모습이다. 앞에 있는 두 사령(使令)은 청색(靑色) 창옷 위에 흰색줄

무늬의 작의(鵲衣)와 립(笠)의 상부(上部) 양쪽에 두 개의 호수(虎鬚) 장식이 있는 양태(凉

太)가 넓은 립(笠)을 쓰고 손에는 긴 주장(朱杖)을 들었다. 대개 사령복(使令服)에는 깔대기

전건을 쓰도록 되어 있으나 행렬시(行列時) 위엄을 갖추기 위함인지 계복(戒服)에 착용하는 

전립(戰笠)을 쓰고 있어 이채롭다. 뒤에는 소교(小轎)를 탄 정사행렬(正使行列)이 이어지는

데 정사(正使)는 쌍학횽배(雙鶴胸背)가 부착된 홍색(紅色) 단령(團領)에 사모(紗帽)를 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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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다. 정사(正使)의 좌우에는 양태(凉太)가 큰 립(笠)을 쓰고 청단령(靑團領)을 착용하 으

며 바지에는 전대를 두른 흡창(吸唱)이 보좌하고 있다. 교군들은 모두 일인(日人)들로서 녹

색단의(綠色短衣)를 착용한 맨발의 모습이고 교군들 주위의 일본(日本) 무사(武士)들은 가미

시모(롱(裃))를 착용하고 장검(長劍)을 차고 있는데 양어깨와 소매 그리고 등부분에 가문을 

나타내는 둥근 문양의 표식을 부착하고 있다. 이 정사행렬(正使行列)에 나타난 인물(人物)들

의 복식(服飾)을 정리해보면 왼쪽의 <表11>과 같다.

 <圖40> 숙종(肅宗) 37年(1711) 통신사(通信士) 행렬도(行列圖)의 정사(正使) 부분(部分)

 圖41은 숙종(肅宗) 45年(1719) 장군 덕천길종(德川吉宗)의 습직(襲職)을 축하하는 국서(國

書)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日本)에 간 통신사(通信士) 행렬(行列)중의 일부(一部)이다. 그림

은 청도기(靑道旗)를 앞세워 사관(使館)으로부터 강호성(江戶城)에 입성(入城)하고 있는 행

렬 모습이다. 1719年 9月 27日의 행렬(行列)을 보면 의협(義俠)을 갖추고 막부(幕府)의 기마

(騎馬) 20기(騎)를 선두로 사관을 떠나 청도기수(淸道旗手)를 선두로 군관(軍官), 악대(樂隊) 

그리고 국서(國書)를 모신 가마, 삼사(三使)의 가마가 따르고 그 뒤에 제술관(製述官), 양의

(良醫), 화원(畵員), 서기(書記) 등이 차례로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은 전립(戰

笠)과 전복(戰服) 차림의 청도기를 든 마상기수(馬上旗手)를 선두로 하여 칼을 차고 광주리 

2개를 긴 막대에 연결시켜 어깨에 멘 일인(日人) 수행행렬이 뒤따르고 있다. 그 뒤를 있는 

행렬도 삼지창(三枝槍)을 든 기수(旗手)가 있고, 옆에는 흑색(黑色) 단의(短衣)에 쌍칼을 찬 

1명의 일인 무사와 종아리에는 천을 두른 맨발의 녹색단의 차림의 일인(日人)들이 뒤따르고 

있다. 맨 뒤를 잇는 행렬(行列)의 모습은 의장기(儀杖旗)[형명기(形名旗)]를 든 모습인데, 기

(旗)는 쌍용(雙龍)과 사채운기(四彩雲氣)를 그린 청색(靑色) 바탕에 둘레는 화염각(火焰脚)으

로 되어 있다. 숙종(肅宗) 45年(1719) 당시 제술관(製述官)으로 파견되었던 청천(淸泉) 신유

한(申維翰)의 기록을 보면 조선통신사일행(朝鮮通信士一行)에 관하여는 

 일찍이 밥먹고 길에 올라 江戶로 향하는데 당상약관 이하가 검은 관대를 하고서 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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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셨고 가마 메는 군관은 군복을 갖추고 무장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행하 고, 세 사신

은 붉은 단령을 입었고 나[신유한(申維翰), 제술관(製述官)]과 상통사와 의관도 또한 붉은 단

령을 입고 뒤에 따랐으며 세 서기는 선비의 의관을 입었고, 말을 탄 여러 상관(上官) 중관

(中官) 하관(下官)들이 차례로 뒤를 따랐다.6)

라 하 고 <알본황한일기(日本往還日記)>에는 일인(日人) 남여(男女)의 모습에 관하여는 

 남자들은 수염과 머리를 깎고 단지 정상 뒤에 한줌 털을 길이 반자[尺]쯤만 남겨 노끈

으로 묶고, 또한 종이로 싸며, 망건이나 감투, 입자, 이엄, 바지와 잠방이나 행전 신발 등

은 없다. 부녀자들은 머리를 등으로 내려 뜨려 모양을 꾸미는데, 평상시에는 뒤통수에 묶

으며 또한 바지 치마 배자 모자 등은 없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반폭의 청포로 배꼽 

아래만 가리어 보호하는데, 또한 그다지 깊이 감추지도 않으며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온 폭의 도포를 입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는 여인들의 장옷 제도와 같았다. 귀한 사람 

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짚신을 신고 출입할 때 남자는 맨머리를 하거나 혹은 대나무 

삿갓을 쓰거나 혹은 무색 비단으로 머리를 싸고 부녀자는 옷으로 머리를 덮고 다닌다.7)

고 하 다. 이상의 기록들을 통하여 당시 행렬(行列) 인물(人物)들의 복식(服飾)을 정리해 

보면 <表12>와 같다.

 이상에서 행렬도(行列圖)에 나타난 제인물(諸人物)들의 복식(服飾)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한정되어진 자료를 통한 고찰에 불과하다. 또한 제시되어진 행렬도(行列圖)의 부분도 기나긴 

행렬(行列) 중 어느 부분인가에 따라 인물들의 복식(服飾)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서 여

기에 소개되지 못한 행렬도(行列圖)의 부분들까지 망라하여 복식(服飾)에 관한 사항을 정리

해보면 <表13>과 같다. 부언해두지만 이것은 현전(現傳)하는 행렬도상(行列圖上)의 복식(服

飾)이므로 복식사(服飾史)에 나타난 당대 복식(服飾)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직       분 관      모 의     복

삼      사 사      모 홍 단 령

제  술  관 〃 〃

상  용   사 〃

의      관 〃

군      관 전     립 전    복

일 본 인 무 녹색단의

                                                                     <表12>

6) 海行摠載, 海游錄, 己亥 9月 27日 (가점필자)

7) 海行摠載, 日本往還日記, 丙申 12月 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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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41> 숙종(肅宗) 45年(1719) 통신사(通信士) 행렬도(行列圖)의 일부분(一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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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通信士) 행렬도(行列圖)의 연도별(年度別) 복식(服飾) 일람표(一覽表)

년   대
행렬도회명

사절

회수

총인원

(대판유)
행렬사의 복식특색 및 비교

서  기 왕  대

1624
인조(仁

祖)2年

통신사(通信士)

행렬도(行列圖)

3

300

현존하는 행렬도(行列圖) 중 가장오래된 그림, 

사령은 흑립에 양어깨가 치솟은 작의차림이고, 

악인은 모정이 높은 흑립에 비백대대와 첩리를 

착용하고 앞자락은 뒷자락보다 짧게 하 다. 

정․부사는 사모단령에 소교를 타고 있는 

질서정연한 모습.

1636
인조(仁

祖)14年

통신사(通信士)

행렬도(行列圖)
475

도회의 윗부분에 일일이 명칭이 표기되어 있는 

긴 행렬에 이르는 웅장한 기마행렬도, 소동은 

갓에 더그레, 정․부사는 옥고를 타고 잇고 

역관은 와룡관에 학창의, 기수들은 전립에 

전복차림, 악인(樂人)들은 호수를 장식한 립에 

홍첩리를 착용한 모습으로 전통적인 

복식(服飾)제도에 따르고 있다.

1655
효종(孝

宗)6年

통신사(通信士)

강호입성도
488(103)

통신사(通信士)일행이 강호성으로 입성하는 

모습. 정사는 옥교를 타고 사각이진 사모에 선을 

들고 있고 역관은 흑립에 진록색단령을 입고 

국서를 모시고 가는 행렬. 착용신을 위시하여 

수행원(隨行員)들은 문채있는 색견포나 반비의를 

착용하고 있어 다른 행렬도(行列圖)에 비해 

사치스럽다.

1682
숙종(肅

宗)8年

통신사(通信士)

행렬도(行列圖)
475(112)

1636年(인조(仁祖)14年)의 행렬도(行列圖)와 

비슷한 복제형태. 정․부사는 사모단령차림이고 

기수들은 모정이 높은 관을 쓰고 있고, 

순시기수들은 양측에 호수를 장식한 립을 착용. 

그 학사, 상상관(上上官)등은 평교를 타고 

사모단령형제.

1711
숙종(肅

宗)37年

통신사(通信士)

행렬도(行列圖)

3

500(129)

최대의 인원이 파견된 행렬도(行列圖). 의관은 

타행렬도(行列圖)와 비슷하나 양측립식에 숫이 

많은 것이 특색. 기수는 전립에 전복, 도훈도는 

립에 첩리, 악인(樂人)은 립에 분홍색 포, 정사는 

금관에 청단령, 반당은 립에 전복을 입었다.

1719
숙종(肅

宗)45年

조선(朝鮮)국서

봉정행렬도(行

列圖)

479(110)

수행원(隨行員)들의 복식(服飾)은 

1655年(효종(孝宗) 6年)의복과 동일. 정․부사는 

사모에 청단령, 종사는 사모에 녹색단령, 

마상재는 호수립에 홍색전복이고 사자관은 갓에 

청포차림이다. 대체로 관모는 량태가 넓고 일인 

수행원(隨行員)들이 어깨에 광주리를 메고 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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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
행렬도회명

사절

회수

총인원

(대판유)
행렬사의 복식특색 및 비교

서  기 왕  대

1748
조(英

祖)24年

통신사(通信士)

행렬도(行列圖)

2

475(83)

1624年(인조(仁祖)2年)통신사(通信士)행렬도(行列

圖)보다 비교적 수행원(隨行員)들의 의복이 

단순하고 관모의 정부에 흰줄 장식이 있는 

흑립을 쓰고 있다. 의색은 회색, 홍색, 아청색인 

포를 입었다.

1764
조(英

祖)40年
조사래빙도 476(106)

산실을 오르고 있는 모습의 통신사(通信士) 

일행. 앞에는 사모단령을 착용한 정사, 소동, 

기수 등이 차례로 따르고 있다. 

수행원(隨行員)들의 복식(服飾)은 립에 단령, 

간혹 반비의 차림도 있다.

                                                                        <表13>

Ⅳ. 결론(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朝鮮時代) 대일외교사절(對日外交使節)은 조선(朝鮮)

이 개국(開國)하던 태조(太祖) 원년(元年)(1392)에서부터 시작되어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

인 선조(宣祖) 23年(1590)까지 67회에 걸쳐 파견되다가 중단되었고, 임진왜란(壬辰倭亂) 이

후 선조(宣祖) 40年(1607)에 재개되어 순조(純祖) 11年(1811)까지 1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런데 통신사(通信士)라는 정식 명칭(名稱)은 인조(仁祖) 14年(1636)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1811年 중단된 후 고종 13年(1876) 재개되어서는 그 명칭(名稱)이 수신사(修信使)로 바뀐다. 

이처럼 장구한 세월을 통한 외교사절의 파견을 통해 새삼스레 대일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중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1607∼1811年 사이의 12차례에 걸친 통신사(通信士) 

및 수행원(隨行員)들의 복식(服飾) 양상은 일상적(日常的)이지는 않았다. 각 계급별 복식(服

飾)의 경우 상․하 계층간에 색상(色相)의 엄격한 구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회자료(圖

繪資料)에 나타난 통신사(通信士)들의 상․하계급의 복식(服飾)은 색상구분이 모호하다. 이

는 당시 통신사(通信士)들의 모습을 재현했던 일본화공(日本畫工)들의 오류(誤謬)이거나 또

는 통신사(通信士)나 수행원(隨行員)들이 외교사절이라는 특수목적의 인물이었다는 점을 감

안한다면 대일관계를 의식한 의도적인 동일 색상의 복식(服飾)착용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출발에서 도착지에 이르기까지 의식(儀式)이나 행사내용에 따라서 착용복식의 색감

(色感)․형태(形態) 등이 달리 사용되었다. 국서전달(國書傳達)과 같은 의식(儀式)때와 향연

참석시의 복식(服飾)은 차이가 있었으며 계층이 다른 수행원(隨行員)들의 상당수가 전복을 

착용하고있었다. 이와 같은 점들이 상기(上記)한 이유로 해결되어지리라 믿는다. 관모(冠帽)

의 경우를 보면, 정도 이상으로 양태(凉太)가 매우 넓고 작우(雀羽), 또는 호수(虎鬚)장식을 

사용하여 호화롭게 꾸몄는데 이는 긴 여정에 따른 일사광선의 차단 목적고가 아울러 일본

(日本)인에 대한 상국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도 도

회(圖繪)자료의 대부분이 일인(日人) 화공의 손으로 그려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료(資料)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운 자세일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개의 자료(資料) 중에 나타

난 깃이 일본(日本) 관복의 깃 형태와 흡사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화공(畵工)이 일인(日人)

이었기 때문에 일인(日人)의 관점과 화법(畵法)으로 그렸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전체적으로 연대를 달리한 통신사(通信士) 및 수행원(隨行員)들의 행렬도(行列圖)에 나타

난 복식(服飾)이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것은 없었는데 이 점은 조선왕조(朝鮮王朝) 복식(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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飾)의 변화 폭이 적었던 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끝으로 좀더 완벽에 가까운 통신사복식(通信士服飾)의 규명과 복식사적(服飾史的)인 면

(面)에서의 대비 고찰은 다음의 과제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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