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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국립박물관 보관

＊1) 왕비관련유물 반환에 따른 인수보고

이   명   희

(궁중 유물전시관장)

목(目)    차(次)

                            Ⅰ. 머   리   말                          Ⅳ. 유물인수 

                        Ⅱ. 역사적 배경                             1. 사전조사

                        Ⅲ. 반환추진 경위                           2. 유물인수단 편성

                          1. 추진경위                               3. 일본에서의 유물 인수 일정

                          2. 추진과정                             Ⅴ. 인수해 온 유물과 그 가치

                                                                  Ⅵ. 맺   음   말

Ⅰ. 머   리   말

  이 보고는 한․일 외교협정에 따라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왕과 왕비의 복식류․장신구류등 총 227점의 유물을 반환

 받기위해 필자가 1991년(年) 10월(月) 15일(日)까지 9일간에 걸쳐 인수단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파견되어 이 유물들을 직접 확인, 포장하고 운송하여온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외국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유물반환의 좋은 예로써 소개하고자 한다.

Ⅱ. 역사적 배경

  

  왕은 조선왕조 제26대 고종황제와 엄비사이에서 1897년 10월 20일 출생하 다.  고종 

황제가 헤이그 사 사건으로 일제의 강압에 의해 책임을 지고 양위케 되자 제 1 왕자인 

순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왕은 국법에 따라 자손이 없는 형님의 뒤를 이어 황태자

가 되었다.  그후 1908년(年) 11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1910년 한일병탄으로 순종이 폐위되어 이왕(李王)으로 격하되자 와도 황태자에서 

왕세자로 불리게 된다.  결혼은 일본 이본궁가(梨本宮家)의 방자(方子)여사와 하게된다.

결혼 후 1922년(年) 4월(月) 순종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귀국하는데 인수유물의 대부분

이 이때 의식에 사용된 것이다.  1947년(年) 일본의 황족 및 왕족이 특권계급에서 평민

계급으로 격하됨에 따라 왕과 왕비 역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51년(年) 당

시는 한․일관계가 원만한 상태가 아닌데다 왕과 이방자여사 역시 생활이 넉넉하지 

＊ 고종과 엄비사이에서 태어난 은(垠)의 왕명.

   공식명칭으로는 의민황태자(懿愍皇太子)라고 불리워지나 여기에서는 통칭되는 왕으로 표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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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때 다.  

오오사카에서 생활하고있던 왕은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사간 집이 협소하여 전 복식류

를 보관하기 힘들었다.  이때 일본 동경박물관측에서 적극적으로 기증요청을 해오자 

1957년 일괄로 기증하게 된 것이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서 이 유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이다.

Ⅲ. 반환추진 경위

  1. 추진경위

  1988년(年)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각 궁․능에 보관되어 있는 궁중유물을 한 곳에 모아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유물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체계적 조사․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에게 공개․전시하고자 궁중유물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

다.  이때 마침 동경국립박물관에 500년 왕조의 역사적인 인물-최후의 황태자-의 복식

일체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반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과정

  

  1988년(年) 문화재관리국장은 고 왕비(이방자여사)를 방문하 다.  문화재관리국장

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덕수궁내 궁중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후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있는 복식류․장신구류를 되돌려 받아 조성될 전시

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 다.  이방자여사는 이 계획에 적극 찬성하시고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6월 22일 동경국립박물관장 앞으로 유물의 반환을 요구하

는 서신을 발송하게 되었다.

  1988년 7월 5일 동경국립박물관장의 답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유물이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있어 서면교환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므로 이방자여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

접 오셔서 면담할 것을 제의하 다.  답장을 받자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대리인선정 방안

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유물반환 추진을 위한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제 2분

관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1988년 10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일본을 방문하여 동경국립박물관장과 문화청 

관계자들을 만나 반환에 관한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결과 일본의 관계자들도 반환에는 

원칙적으로 동감하지만 이 유물들이 정부재산으로 대장성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검을 지적하 다.  그후 1989년 4월 1일 제 4 차 한일외무차관 회담시에

도 일본측에 이 유물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외교적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하

던 중 1990년 5월 24일∼5월 26일 노태우대통령 각하의 일본 방문시 한․일 정상회담

에서 이 유물을 반환하기로 협의하 다.

  그후 일본정부는 국유재산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협정을 체결

해야하므로 어떤 법적 형식으로든 이 유물이 빠른 시일내로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유물반환에 따른 사전 현지조사단 파견을 외무부에 문의해왔다.

  1991년 10월 14일 외무부에서는 유물반환 협정안과 일본에서 보내온 유물목록을 첨

부하여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을 문의해 왔다.  즉시 협정문안을 검토하고 일본에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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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유물목록과 명칭․수량을 우리말로 작성 검토하 다.  협정문안에 이의 없음을 외무

부에 통보하 고 우리말로 작성된 유물목록을 송부하 다.

  1991년 4월 15일 일본 동경에서 우리 정부측 오재희 주일대사와 일본정부측 나까야마

타로 외무대신이   왕비(고 이방자여사)에 유래하는 복식등 양도에 관한 협정서  에 
서명하므로써 일본에 보관되어 있던   와비 관련 유물  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돌아오
게 되었다.

  ◎한․일 협정서 내용

  와비(고 이방자여사)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

제 1 조

  일본국 정부는 양국간 우호관계 및 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조치로서 와비(고 이방자여사)로부터 유래하는 복식등 부속서에 열거한 품목을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후 6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

가 없이 양도한다.

제 2 조

대한민국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될 복식등이 양국간의 우호관계 및 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이 협정은 일본국이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 음을 통지하는 일본

국 정부의 공문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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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명  칭 내  역 수량 명  칭 내  역 수량

 1. 왕비 대례복
     (일 괄) (1) 적의 1점

 3. 왕비 소례복
    (일 괄)  (1) 당의(겨울용) 1점

(2) 폐슬 1점  (2) 당의(겨울용) 1점

    대대 1점  (3) 당의(여름용 1점

(3) 대대후수 1점  (4) 반회장저고리(겨울용) 1점

(4) 하피 1점  (5) 반회장저고리(여름용) 1점

(5) 치마 1점  (6) 댕기 1점

(6) 패옥 1점  (7) 치마 1점

(7) 옥규 1점  (8) 치마 1점

(8) 청석 1점  (9) 치마 1점

(9) 치마 1점  (10) 치마 1점

 (10) 가체 1점  (11) 버선 1점

 (11) 옥대 1점  (12) 버선 1점

 2. 왕비 예복
    (일 괄)

 (1) 원삼(겨울용) 1점  (13) 버선 1점

(2) 원삼(여름용) 1점  (14) 버선 1점

(3) 치마(겨울용) 1점  (15) 당혜 1점

(4) 치마(여름용) 1점  (16) 당혜 1점

(5) 치마(겨울용) 1점
 4. 왕 예복, 평복
      (일 괄)  (1) 홍룡포 1점

(6) 치마(여름용) 1점  (2) 전복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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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내  역 수량 명  칭 내  역 수량

  4. 왕의 예복, 평복

       (일 괄)
(3) 바지 1점  (13) 홍대 1점

(4) 바지 1점  (14) 버선 1점

(5) 저고리 1점  (15) 저고리 1점

(6) 속바지 1점  (16) 신발 1점

(7) 조끼 1점
  6. 왕손 예복

     (일 괄)
 (1) 자적룡포 1점

(8) 속바지 1점  (2) 두루마기 1점

(9) 두루마기 1점  (3) 조끼 1점

(10) 마고자 1점  (4) 조끼 1점

(11) 마고자 1점  (5) 전복 1점

 (12) 토수 1점  (6) 바지 1점

 (13) 두루마기 1점  (7) 복건 1점

 (14) 두루마기 1점  (8) 행전 1점

 (15) 두루마기 1점  (9) 버선 1점

 (16) 마고자 1점  (10) 토수 1점

 (17) 버선 1점  (11) 옥대 1점

 (18) 허리띠 1점  (12) 낭 1점

 (19) 행전 1점  (13) 낭 1점

 (20) 옥대 1점  (14) 낭 1점

 (21) 신발 1점  (15) 낭 1점

 (22) 익선관 및 탕건 1점  (16) 낭 1점

 (23) 망건 1점  (17) 대 1점

  5. 왕 손 복

     (일 괄)
 (1) 두루마기 1점

  7. 화장함 및

           장신구
 (1) 화장함 1점

 (2) 두루마기 1점        (일 괄)     내용품 주칠함자 4점

 (3) 두루마기 1점  (2) 발식용구 1점

 (4) 두루마기 1점     내용품 도자기함 2점

 (5) 저고리 1점            첩지머리 1점

 (6) 조끼 1점           대(댕기 및 속댕기) 4점

 (7) 조끼 1점            다래 2점

 (8) 풍차바지 1점  (3) 노리개(백옥단작) 1점

 (9) 풍차바지 1점  (4) 노리개(산호단작) 1점

 (10) 풍차바지 1점  (5) 노리개(자마노단작) 1점

 (11) 풍차바지 1점  (6) 노리개(나비단작) 1점

 (12) 베개 1점  (7) 노리개(산호단작)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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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내  역 수량 명  칭 내  역 수량

  4. 화장함 및

           장신구

       (일 괄)

(8) 노리개(불수단작) 1점  (22) 잠(도금제) 1점

(9) 마리삭금당기 1점  (23) 잠(도금제) 1점

(10)쌍지환( 화,자마노) 2점  (24) 잠(도금제) 1점

(11) 장도 3점  (25) 잠(도금제 1점

(12) 향낭 1점  (26) 잠(도금제) 2점

(13) 향낭 1점  (27) 잠(도금제) 1점

(14) 향낭 1점  (28) 잠(백옥제) 1점

(15) 향낭 1점  (29) 잠(패제) 1점

(16) 염낭 4점  (30) 잠(도금제) 1점

 (17) 염낭 1점  (31) 잠(도금제 1점

 (18) 귀주머니 4점  (32) 쌍지환(비취제) 1점

 (19) 수저주머니 1점  (33) 잠(비취제) 1점

  8. 머리 장식품

        및 쌍지환

      (일 괄)

 (1) 잠(도금제) 1점  (34) 잠(도금제) 1점

 (2) 잠(백옥제) 1점  (35) 잠(도금제) 1점

 (3) 어염족두리 1점  (36) 잠(백옥제) 1점

 (4) 잠(도금제) 1점  (37) 잠(도금제) 1점

 (5) 잠(도금제) 1점  (38) 잠(도금제) 1점

 (6) 잠(산호제) 1점  (39) 잠(도금제) 1점

 (7) 쌍지환(자마노) 1점  (40) 잠(백옥제) 1점

 (8) 앞줄댕기 1점  (41) 잠(백옥제) 1점

 (9) 속댕기류 2점  (42) 석웅황 1점

 (10) 잠(도금제) 1점  (43) 잠(백옥제) 1점

 (11) 족두리 1점  (44) 잠(도금제) 1점

 (12) 잠(백옥제) 1점  (45) 잠(도금제) 1점

 (13) 잠(백옥제) 1점  (46) 잠(도금제) 2점

 (14) 잠(비취제) 1점  (47) 잠(도금제) 1점

 (15) 잠(비취제) 1점   9. 경    대  1점

 (16) 잠(도금제,산호제) 2점      (일 괄)   내용품 빗 20점

 (17) 잠(도금제) 2점          잠 2점

 (18) 잠(도금제) 2점  10. 왕손 유아복  (1) 상내의 1점

 (19) 잠(도금제) 2점       (일 괄)  (2) 저고리 1점

 (20) 잠(백옥제) 1점  (3) 허리띠 1점

 (21) 잠(도금제) 1점  (4) 소매달린 긴바지 1점

 (5) 유아복 1점

 (6) 유아복 1점

 (7) 유아복 1점

 (8) 유아복 1점

 (9) 유아복 1점

 (10) 유아복 1점

 (11) 유아복 1점

 (12) 유아복 1점

 (13) 유아복(누비처네) 1점

 (14) 염낭(부착주머니)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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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물 인수

  1. 사전조사

    와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 양도에 관한 협정  이 체결된 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유물인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 1991년 5월 7일∼5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일본

을 방문하여 유의 인수시기와 운송방법을 등을 협의하 다.  일본에서는 항상 인계준비

를 하고 있으며, 다만 6월∼8월은 우기이므로 이때를 피해서 유물을 운송하는 것이 좋

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유물 인수단 편성

  1991년 10월 유물의 인수를 위해 일본으로 파견할 인수단을 구성하 다.

  실무책임자는 와비관련 유물 반환업무를 맡아온 필자와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담당

하는 전문직원 강대일씨, 궁중복식을 연구하는 동양복식연구원장 김 숙씨, 그리고 외무

부에서는 동북아 1과의 외무사무관 류준하씨 등 4명이 동행하게 되었다.

  3. 일본에서의 유물인수 일정

  필자가 인수단원으로 동경에 도착하여 유물을 확인하고 인수한 내용을 간략하게 일정

별로 요약하고자 한다.

-1991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 대한항공 KE002편에 탑승하여 김포공항을 출발하 다.  햇살이 조금 

따갑게 느껴졌으나 하늘은 맑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어서 여행하기에는 최고의

기상조건이었다.  그러나 귀중한 유물을 인수받기 위해 파견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으며 필자나름대로 인수절차와 방법을 계획해 보았다.  공항도착을 알리는 

방송이 있어서 기내 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우리나라의 맑은 가을과는 달리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공합 대합실로 나오다 문화재연구소 김병호씨와 안희균 연

구관을 만났다.  두 분은 일본 나라 문화재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한일 목제 유물 공동
연구  에 참여한 후 귀국하기위해 기다리던 중이었다.  우연히 국외에서 만나 너무나 
반가 웠지만 서로의 일정관계로 섭섭하게 헤어질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인수단원들은 

주일대사관에 근무하는 조세  이등 서기관의 안내로 나리다공항에서 동경까지 대사관 

승합차를 이용하 다.  우에노(상야(上野))공원 부근에 있는 기누야(きぬや)호텔에 여장

을 풀고나서 동경국립박물관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다.  우리 일행은 동경국립박

물관 총무부 관리과 미야자끼 에이료(관산기 삼(官山奇榮三))과장보좌의 안내로 관장

실 옆 소 회의실로 인도되었다.  동경국립박물관장은 일정 때문에 오후 5시에 접견키로 

되어있었으므로 한시간의 여유가 있어 일본측과 우리측간의 유물의 포장 및 인수절차에 

따른 사전협의를 가졌으며 인계인수를 위한 작업장소를 답사하 고 작업일정과 작업방

법을 협의하 다.

　① 일정

  7일  월(月) : 저녁 타합(打合) (동경국립박물관과 한국측 전문가)

  8일  화(火) :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포장

  9일  수(水) :     상     동(上    同)

  10일 목(木) : 일본의 휴일(체육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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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금(金) : 통관수속

  12일 토(土) : 휴무일

  13일 일(日) : 일요일

  14일 월(月) : 통관수속

  15일 화(火) : 나리다(성전(成田))공항으로 운송하여 KE701편으로 한국으로 운송.

  ② 작업방법

   1) 한국측 전문가, 동경박물관측 전문가, 외무성 담당자, 일본주재 한국대사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

   2) 한 품목마다 리스트 품목과의 대조.

   3) 대조후 업자가 포장하고 나무상자에 넣는 것까지를 확인하고, 케이스마다 외무성 

재일 한국대사관의 봉인(케이스는 6∼7개)

   4) 통관은 동경박물관이 실시하고 서류심사(포장을 풀 필요없음)

   

   5) 15일은 한국측 전문가와 외무성담당관이 동경박물관으로부터 나리다 공항으로

출발하고 공항에서 짐을싣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측 전문가와 외무성 담당관은 같이

KE701편으로 한국으로 출발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반입할 때까지 확인한다.

  오후 5시가 되어 관장을 접견한다.  이 자리에는 사전협의한 일본측 관계관과 우리 

일행이 자리를 같이 하 다.  참석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관장 이나이 게이지로( 정내ㅇ차ㅇ(井內ㅇ次ㅇ)), 차장 모리와기 에이이찌(삼ㅇ 일

(森ㅇ英一)), 관리계장 다께우찌시게루(죽내무(竹內茂)), 동양과장 나시오까 야스히로

(서전당굉(西岡唐宏)), 동양과 북동아시아 실장 사오도매 마사히로(조을녀아박(早乙女雅博)),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장 히사이 찌쇼죠(구일창삼(久一昌三)), 북동아시아과 과장

보좌 오가다 류 (강전ㅇ(岡田ㅇ)).

  동경국립박물관장은 우리 일행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표현으로 간단한 인사를 했다.

  필자는 관장에게 그동안 이 유물을 잘 보관하여 주셔서 고맙다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간단한 인사 후 이 자리에서 인수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 작업시간은 오전 10세에서 오후5시로 한다.

 ․ 유물의 확인순서는 협약서 부속서에 기록된 순서에 의해 확인한다.

 ․ 확인된 유물에 대해서는 양국대표가 카드에 서명한다.  (우리측 대표: 이명희, 일본측

    대표 오가다 류(강전ㅇ(岡田ㅇ))

 ․ 유물의 확인은 문화재관리국과 동경국립박물관에서 한다.

 ․ 유물의 포장된 상자의 봉인은 상자마다 두 곳에 하며 봉함싸인은 한국 외무부와

    일본 외무성이 하기로 한다.

- 1991년 10월 8일

  오늘 역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 일행은 유물을 인수받기 위해 작업에 필요한 용

구 등을 준비하여 9시 30분 호텔을 떠나, 걸어서 9시 50분에 박물관에 도착하 다.  우

리가 인수받게되는 왕비 관련 유물의 관리는 1991년 5월 21일 일본국 국내법(法)상 

절차에 따라 북동아시아실에서는 유물인계에 따른 행정사항을 처리하게 되었고 동양과 

북동아시아실에서는 유물계에 따른 협조만 하게 되어 있었다.  10시 정각이 되자 외무

성과장보좌 오가다씨는 인계대상유물 앞에서 한일 양국간에 협의된 왕비 관련 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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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인수하는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간략한 행사를 하 다.  양국전문가의 확인이 있은 

후 양국 대표가 이미 작성된 카드에 서명을 끝내고 포장하게 되었다.  일본통운의 미술

품만 포장하는 전문가 4명이 포장을 하 다.  이 작업에 참여한 동양과 조사원 오가 사

와라사네(소립원소지(小笠原小枝))씨는 유물이 동경 국립박물관에 보관될때부터 지금까

지 관리를 담당해온 직원으로 한국으로 반환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쓸쓸하기도 하

고 슬프기도 하다며눈시울을 적셨다.  필자는 오가 사와라씨에게 이 유물을 이렇게 잘 

관리하여 주어 고맙다고 하 다.  

  오전 작업이 끝나자, 박물관측에서 박물관장 주최 오찬에 참석하여 달라는 연락을 하

여 우리 일행은 회의실로 갔다.  그 자리에는 박물관 차장을 비롯 부장급 간부와 외무

성 동북아 과장등 20여명이 참석하 다.

  오후작업에서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유물을 확인하고 포장하 으며, 보편적으로 유

물의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 다.  저녁에는 외무성측의 만찬에 참석하여 달라는 초청

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주일한국대사관 조세  이등서기관의 안내로 약속장소에 갔다.  만찬에

는 북동아과장은 참석하지 못하고 북동아과 지역조사관 히사이찌 쇼죠(구일창삼(久一昌

三))와 외무사무관 기따노리오(ㅇㅇㅇ(ㅇㅇㅇ)), 대신관방 회계과 외무사무관 이또야스

오(ㅇㅇㅇㅇ(ㅇㅇㅇㅇ)), 과장보좌 오가다 류(강전ㅇ(岡田ㅇ))와 우리 측의 김 숙씨와 

강대일씨, 주일한국대사관조세 씨와 필자 8명이 참석하 다.

-1991년 10월 9일

  오늘도 우리 일행은 유물의 확인을 위해 동경국립박물관으로 출발하 다.  일본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지만 비는 계속 내렸다.  전날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유물을 확인하고 포

장하 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후4시 20분에 포장이 완료되었다.  외무성측에서는 

유물인수인계와 포장이 완료된 사항을 공포하고 양국대표가 서로 서명한 유물카드를 확인했

다.  유물이 포장된 외피상자는 4개 으며 완전히 포장된 227점의 유물들을 나무로 제작된 

상자4개에 분류하여 재포장하 으며, 상자의 규격과 무게는 1번 상자 

1601m/m*1175m/m*835m/m이며 무게는 135kg, 2번상자 1385m/m*970m/m*800m/m 무게

는 84.5kg,3번상자 1270m/m*775m/m*995m/m 무게는 82kg, 4번상자 1410m/m*645m/m*880m/m 

무게는 95kg이다.  

  외피상자 4개의 좌우에 봉인을 위한 구멍을 뚫었으며 최종봉인은 오후 7시에 하기로 

결정하 다.  우리 일행은 숙소인 기누야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박물관에 오후 

6시 40분에 도착하여 봉인작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봉인 약속시간인 오후 7시가 

되어도 일본측 봉인 기술자가 오지 않아 작업을 시작 못하고 대기중에 있었다.  오후 7

시 20분이 되어서야 일본측 봉인 기술자가 도착하 으므로 오후 7시 40분부터 봉인 작

업이 시작되었다.  

  봉인작업에 참여한 우리측 사람은 외무부 류준하 외무사무관, 문화재관리국 필자, 강

대인, 주일 한국대사관 조세  이등서기관이고, 일본측은 이 유물과 한국까지 동행할 외

무성 북동아과 외무사무관 스스끼 미찌하루(ㅇㅇㅇㅇ(ㅇㅇㅇㅇ)), 북동아과 과장보좌 오

가다 류(강전ㅇ(岡田ㅇ)), 박물관 동양과, 관리과 직원들과 봉인 기술자 한명이었다.

  먼저 일본측의 봉인이 시작되었는데 일본의 봉인방법은 재래식인 납봉인방법으로

먼저 상자구멍에 면으로 꼰 끈을 넣어 작은 화판(8㎝*8㎝)에 끈을 대고 녹인 납을 

부은 후 철인으로 눌러 마감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방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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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측은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준비해온 납 봉인방법을 사용하 는데 대사관 직원 조

세 씨와 필자가 상자 구멍에 가는 강철줄을 넣은 후 일원짜리 동전만한 보인용 납에 

강철끝을 서로 빗가게 한 후 철인 펜치로 마무리하는 방법이었다.  우리가 전기계량기

에서 흔히 볼수 있는 봉인방법이다.  땀을 흘리며 봉인작업을 완료한 시간은 오후 8시 

20분으로 4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991년 10월 10일

  오늘은 일본의 체육의 날로 공휴일이다.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어서 역사 박물관을 

견학하려 했으나 태풍으로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교통이 두절되어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필자는 애석했지만 휴식을 가지면서 일본에서 구입한   표구의 연구   책자를 보며 
하루를 보냈다.

- 1991년 10월 11일

  오늘 우리 인수단의 공식일정은 포장이 완료된 유물의 통관수속서류를 확인하고 봉인

되어 박물관 지하격납고에 보관중인 4개 상자의 봉인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전 시간에 오늘의 공식일정 행사를 마무리 하고 오후에는 동경문화재연구소를 방문

하 다.  필자가 수중고고학 현장 연수차 일본에 왔을 때 북해도(北海道) 강ㅇㅇ(江ㅇㅇ)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발굴중이던 개양환(開陽丸)인양현장에 동행했던 생물연구실장 

아라이(ㅇㅇㅇㅇ(ㅇㅇㅇㅇ)) 실장과 아시가와(ㅇㅇㅇㅇ(ㅇㅇㅇㅇ)) 주임연구관, 제3수복 

기술연구실 아오끼(ㅇㅇㅇㅇ(ㅇㅇㅇㅇ)) 실장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웠다.  필자가 연

구소의 표구실을 견학 할 것을 부탁하자 아오끼실장은 표구실로 안내해 주면서 작업시

설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으며 작업에 임하고 있는 표구실장 이오희의 형이라고 소개하

니 더 반갑게 맞아 주었다.  오늘은 계속 내리는 비 속에서 뵙고 싶었던 분들을 만나뵙

고 표구실을 견학하면서 하루의 일정을 끝냈다.

-1991년 10월 12일

  오늘은 우리와 같이 인수단으로 온 외무부의 류준하 사무관이 서울로 가는 날이며 

문화청 개청일로 휴일이므로 공식일정은 없는 날이다.  류사무관을 배웅하고 강대일씨

와 비를 맞으며 동경문화재연구소의 아오끼 실장의 안내를 받아 세전구 야모대 총고분 

(世田區 野毛大 塚古墳)

발굴 현장 답사에 나섰다.  이 고분은 4∼5C에 조성된 고분으로서 전방후원분이며 현장

에서 단갑, 철도, 고곡, 관옥, 동경, 석기 등의 유물을 볼 수 있었다.  유구의 폭은 60㎝이

며 길이는 500㎝이고 유구는 봉분정상에서 밑으로 3㎝에 있었다고 발굴자가 설명하 다.

  답사를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니 프론트에서 이정섭전문위원의 전화가 있었다고 전해

주었다.  이정섭전문위원은 일본에 있는 한국 전적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단장인 

천혜봉 문화개위원과 함께 동경에 도착하여 필자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강대일씨와 함

께 두 분이 계신 숙소를 찾아가 인사와 간단한 식사를 했다.

-1991년 10월 13일

  오늘은 동경에 도착한지 7일째되는 날인데 계속 비가 오고 있었다.  숙소에는 필자 

혼자 남게 되었다.  인수단원으로 같은 숙소에 있던 류준하 사무관은 귀국했고, 자문을 

해 주시던 김 숙 동양복식연구원장님도 우리와의 공식 일정이 끝나 별도의 일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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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와 헤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왕비관련 유물 인수 확인차 자문위원으

로 동행한 김 숙 원장님은 이 유물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하 다.  수년동안 일본을 왕

래하면서 이 유물을 조사, 연구, 촬 하여 최초로 「조선조 말기 궁중 복식사 고찰」이

라는 제목으로 「문화재」제17호(1984. 12. 25 발행)에 기고 하 고, 칼라판으로 도록을 

발간하여 이 유물반환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다.  일본에 같이 있는 동안 아주 자상하

셔서 헤어지고나니 무척 섭섭하 다.  강대일씨와 필자는 동양국립박물관 동양관을 관

람하 다.  전시방법은 우리와 동일한 형식으로 보 다.  국립서양미술관에선 91년 9월 

18일∼12월 17일까지   Louver전  이 있어 관람하 다.  참으로 보기 어려운 작품을 보

게되어 기쁜 마음이었다.  숙소로 돌아와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

렸다.  수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된장찌개 같이 구수한 박상국 전문위원이었다.  박

전문위원은 일본내 고려사경을 조사하기위해 교또에 출장 중이었다.

-1991년 10월 14일

  월요일인 오늘의 공식 일정은 마지막 통관수속에 대한 점검이었다.  오전 9시 주일대

사관 조세  이등서기관에게 통관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전화를 하 으나 통화가 되

지 않았다.  

물론 통관수속은 일본 외무성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통관수속 완료 통보를 받지못

해 걱정이 되었다.  오전 10시 40분경 외무성 북동아시아과 스즈끼 미찌하루(ㅇㅇㅇㅇ

(ㅇㅇㅇㅇ))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침 스즈끼씨가 전화를 받았다.  통관수속에 대해 

문의하니 통관수속은 서류심사만으로 끝났고 명일 오전 7시에 동경국립박물관에서 유물

운송 차량에 싣고 나리다공항으로 출발할 것이라 하여 일차적 운송과정은 마무리된 것

으로 보고 마음이 놓 다.  강대일씨와 필자는 내일 아침 일찍 나리다공항으로 유물과 

함께 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경국립박물관의 관계관을 방문하여 일일이 인사를 하

며,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 다.  오후에는 동경문화재연구

소를 방문하여 미생물 실험실과 수복처리실등을 견학하고 아라이씨, 이시가와씨, 아오끼

씨에게 협조하여준 것에 대해 고마음을 표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비는 그치고 구름이 

떠있는 흐린 날씨 다.

-1991년 10월 15일

  오늘로서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다.  오전 5시에 기상하여 모든 짐

을 점검하고 나리다공항까지 운반할 유물을 완전히 상차하여 동경국립박물관을 출발 오

전9시에 나리다공항 화물터미날에 도착 유물통관 수속밑 항공운반을 위한 재포장이 끝

난 시간은 오전 10시 다.  강대일씨와 필자는 출국수속을 받고 일본 외무성 외무사무

관 스스끼씨와 KE 701편 12시 40분이었다.  입국수속을 끝낸 후 대합실로 나오니, 강

희철과장님과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즉시 유물을 통관하기 위해 김포세관 수

입과로 갔다.

아직 송장의 원본이 도착되지 않아 이곳 저곳에 연락하면서 기다렸다.  오후 5시가되서 

통관을 마치고 유물상자를 찾아 경찰의 수행을 받으면서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국립중앙

박물관에 6시에 도착하 다.  오후 6시 30분에 박물관 수장고에 유물을 보관시킴으로써 

유물인수의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이번 유물인수에 따른 포장 및 운송에 관한 비용은 일본에서 김포공항까지 전부 일본

측에서 부담하 고 우리 한국측에서는 김포세관 통관 수수료등 김포공항에서 국립중앙

박물관까지 운송료등을 부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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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수해 온 유물과 그 가치

    이수해온 유물은 총 227점으로 크게 복식류와 장신구류로 나눌 수 있는데 복식은 

총 109점으로 왕복이 26점, 왕비복이 35점, 왕손복이 48점이다.

  장신구류는 총 118점으로 족두리, 댕기, 첩지, 비녀, 떨잠, 지환, 주머니, 경대 등이다.

와복으로는 홍룡포를 비롯하여 이에 따르는 익선관, 옥대, 목화등이 있으며 평상복으로 

착용했던 마고자, 두루마기, 저고리, 바지, 조끼등이 있다.  이중에 홍룡포는 왕의 시무

복(視務服)으로 이번에 인수해온 홍룡포는 친왕이 결혼한 후 왕비와 함께 1922년 귀

국하여순종을 배알할 때 착용했던 것이다.

  색감, 재질, 형태 등이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는 현전하는 유일한 홍룡포이다.

  왕비복으로는 적의를 비롯하여 금직다의, 금직스란치마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특히

적의는 왕비용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물이다.  이와함께 적의 착용시 따르는 부속

품 일체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어 형태 밑 착장상태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부속품으로는 패옥, 후수, 전형웃치마, 폐슬, 하피, 옥규등이 있다.

  적의는 왕비, 왕세자의 대례복으로 조선시대 최고 신분의 여성 복식이었을 뿐만 아니

라 상하신분이 뚜렸한 계급사회에서 그들의 신분적 위치와 권위의 상ㅇ징으로 표상되기

도 하 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적의는 세종대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 인수해온 

것 2종류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적의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 유물도 와비가 1922년 

순종을 알현할 때 착용한 것이다.

왕손복으로는 자적용포를 비롯하여 사규삼(四揆衫), 홍포, 복건등이 있다.

  자적용포(紫的龍袍)는 조선시대 후기 왕손의 평상복(平常服)이다.  명칭은 자색의 용

포(龍袍)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이 용포는 왕손에게 입히기 위해 미리 지어 놓았던 

것으로 착용흔적이 거의 없다.

  사규삼(四揆衫)은 동자가 관례(冠禮)때 착용하는 예복이다.  왕비 소장 사규삼은 분

홍색 생고사로 지었는데 왕이 어렸을때(10세경) 착용했던 유일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복식은 종류에 있어서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조선조 말기 궁중복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장신구류는 용잠, 봉잠 등 각종의 노리개, 그외 적의 착용시 

대수(大首) 전면 하단 죄우에 꽂았던 한쌍의 대봉잠등을 비롯하여 매죽잠, 초롱잠등 다

양한 비녀들은 궁중풍속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왕가의 복식은 현전하는 복식유물이 흔치 않을뿐더러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궁중예복(禮服)과 평복, 그리고 이에 따르는 수식품들이 일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데 일차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제작년대는 그렇게 상위하

지 않으나 이를 바탕으로 전대(前代)의 왕실복식을 추정할 수 있다는 데에도 중요한 가

치를 지닌다.

Ⅵ. 맺 음 말

  우리나라는 역사적 특수상황으로 말미암아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많다.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 문화재 유입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왕비

관련 유물은 외교를 통한 반환 협의가 이루어져 문화재를 반환 받은 예로써 문화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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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번에 반환된 왕비 관련 유물은 500년 왕조의 역사적인 유물의 궁중복식으로 공사

(公私)의 혼례의복은 물론 여기에 부수된 모든 부속품이 갖추어져 있어 1992년 12월

(月) 개관될 궁중유물전시관에 상설전시할 예전이며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학술연구자료

로 활용함과 동시에 궁중복식의 이해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1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아시아 과장 보좌 岡田隆(오가다류)와

       문화재관리국 학예연구관 이명희의 서명 모습.

사진 2 우리측과 일본측의 전문가 유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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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일본 미술품 포장전문업체 포장 모습

사진 4 포장완료 상자에 봉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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