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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록」을 통해 본 1811년의 조선통신사 복식과 교환물품

-정사 부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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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stume of Korean Envoys and Trading Goods in 1811 through Dong-sa-lok

- Focused on Jeongsa, B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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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stumes and trading goods of the Korean envoys in 1811.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Korean envoys, as shown in literature, were dressed up three different types
of costumes: Pyongbok, Gongbok, Jobok. They put on different kinds of clothe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events
such as for ceremonial purpose or for traveling purpose. For traveling purpose, the envoys wore Pyongbok like Wary-
onggwan and Hakchangeui, which were commonly used as Pyeonbok in those times of Chosun era. For ceremonial pur-
pose, they chose to wear Danryeong, Gongbok, Geumgwanjobok in this order following the order of the importance of the
ceremony. The design of Jobok and Gongbok of Jeongsa and Busa we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early Chosun era. This
difference in the Jobok and Gongbok demonstrates that Gwanbok has been transformed with the change in the general
Po system in the late Chosun era. When the costumes of Korean envoys in 1811 were compared to those in 1711, there
were similarities in terms of the design of Jobok and Gongbok, which indicated that little had changed for the period of
100 years. The most popular exchanged Byeolpok of Chosun was articles of clothing such as Daeyuja, Daedanja, Baekjeopo,
Sangjeopo, and Baekmyeonju, while that of Japan was mostly objects of craftwork and a small amount of Po. The fact that
cloth was one of the main items from the early Chosun era to the early 19C shows the highly developed clothing culture
of Chos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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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대일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였던 조선통신사 행차 중, 1811년의 통신사일행의

복식을 중심으로 이들의 복식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19세기 초

기 조일외교 시의 복식문화양상과 복식문화교류에 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내용으로는 조선통신사와 일본사신과의 교

류가 가능하게 되었던 조·일 간의 정치적 상황과 통신사일행

의 규모와 행로, 일정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통신사의 복식이

여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

행이 경성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의 각종 의식과 연회 등에 참

석한 후, 조선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여정은 어떠하였는지 살펴

보기로 하며, 외국과의 교류 시 복식의 구별이 명확히 나타나

는 정사와 부사의 복식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통신사복

식이 조선시대의 외교 시 행사복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는 점에서 복식의 역사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711년의 통

신사행 복식과 비교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양국

사신과의 교류 시, 교환된 예물의 품목과 수량 등을 통하여 조

선시대 복식문화의 한 면을 밝힌다. 

본 연구의 주요자료로는 1811년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

이교의 사행기록인「동사록(東 錄)」의 기록을 중심으로 분

석한다.「동사록」은 일본 사행기록을 모아놓은 해행총제에도

없는 것으로 일본의 제의에 의하여 조·일 양국의 중간 지점

인 대마도에서 사행 임무를 수행하는 역지교빙 관계라는 점에

서 귀중한 자료가 되며, 대일관계사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

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예단은 통신사

및 일본사신간의 교환물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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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세기 초 조선과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외교

조선통신사의 방일은 대마도 소오씨의 교섭으로 1607년부터

전개되었으며 이후 조선에서는 장군의 대가 바뀔 때마다 통신

사를 보내었으며 그 횟수는 12차에 이른다(박동석 외, 1999).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파견되는 통신사는 임진왜란 전까지 일본

의 수도이며, 족리막부가 있었던 경도까지 내왕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내는 전국시대를 맞이하여 혼란 상태에 있었으며, 전국

시대를 수습한 풍신수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경도와 대

판이 중심이 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일본 내의 권력의 중심이

바뀌어, 왜란 중에 강호를 중심으로 세력을 펴면서 풍신수길과

대치 상태에 있던 덕천가강이 임진왜란 중 풍신수길이 죽자 그

여세를 몰아 풍신 가문을 누르고 권력을 장악한 뒤 우리나라와

의 교통을 재개시키고자 통교허용을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국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의 1811년 통신사행은 종전의 일본 강호(江戶) 즉 동

경까지 갔던 통신사행과는 달리 조일양국의 중간 지점인 대마

도에서 사행 임무를 수행하는 처음의 역지교빙의 통신사행으로,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어 수신사가 파견될 때까지 공식적인 우

리의 일본사행으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역지

교빙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학

의 대두 진흥, 존앙사상 등 왕정복고로의 새 기운이 나타났으

며, 국방론 등이 강력히 대두하였다. 따라서 일본학의 진흥을

위하여 왕정복고로의 정신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사상체계에서

도 커다란 변화가 왔었다. 일본 국내의 사상 체계의 변화는 이

익의 성호사설의 일본충의조에서도 일본 유학의 풍조를 논하며

존왕론의 대두와 전개사실을 주목하여 덕천막부 정권의 앞날을

예상하면서 왕정복고가 되었을 경우의 국제적 명분론을 통찰한

정도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보아 북방에서는 명, 청 교

체기에 접어들어 북방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통신사로 왜

인과의 단교상태는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여 왜인들

의 통교간청을 받아, 선조 32년부터 사절을 우리나라에 보내오

기 시작하였으며, 선조 33년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우리나라의

동래변장으로부터 회답서계를 받아가는 등 왜인들과의 교역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민족문화추진회, 1977).

3. 조선통신사일행의 여정과 복식양상

1811년의 조선통신사일행의 여정에 대해서는「동사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동사록」은 12회 통신사행의 정사

김이교일행의 일본 대마도 왕환의 개인 기행문이다.「동사록」

은 육당 최남선의 소장이던 것을 아세아문제연구소에 기증한

것으로, 자료의 본문은 모두 49장 98면으로 되어있으며, 주요

의례와 여정, 복식, 일본인 사신의 차림새 등에 관한 것이 상

세히 기록되어 있다(민족문화추진회, 1977). 

정사인 김이교는 일본 측에서 제안한 역지교빙에 따라 종전

에 막부 정권이 있던 강호까지 왕래하는 원칙이 바꿔진 후 처

음이며 마지막이었다. 대체로 통신사 일행은 5백 명 내외였으

므로 그들의 정권과 국내 사상변화 등의 영향으로, 사절 일행

을 대접하는데 번잡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호간의 간소화를 위

하여 사절들의 사행 목적을 대마도에서 교빙하자는 것이었다.

조선통신사 일행의 신원과 신분은 1810년 12월 12일에 조정으

로부터 사신 제수의 명이 내려졌는데, 이를 살펴보면, 정사에는

부제학 김이교를, 제술관으로는 봉상첨정 이현상을, 서기로는

김선신을, 그리고 이하 군관 4인, 장사군관, 반인, 일당역관, 삼

당역관, 상통사 한학 각 1인씩, 차상통사 2인, 압물통사, 양의,

사자관, 화사, 외응, 이마, 기선장, 복선장, 집사, 향서기 각 1인

씩, 지인 9인으로 정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 외, 원역 및 노자,

사령, 사공, 격군, 악공 기수, 취수 등 일행의 인원은 모두 336

인이었다. 

「동사록」을 통해 1811년에 방일한 제 12차 조선통신사일

행의 일정을 보면, 정사 김이교를 중심으로 한 일행은 경성을

출발(1811년 2월 12일)- 부산 동래에 도착(동년 3월 1일)-대마도

좌수포 도착(동년 3월 13일)- 대마도 부중도착(동년 3월 29일)-

부산에 돌아옴(동년 7월 3일)- 부산에서 서울로 떠남(동년 7월

11일) 의 일정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

에서 대마도, 다시 부산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부산에서 대

마도, 부산귀환까지가 4개월이 소요되었다.「동사록」에 나타

난 조선통신사일행의 여정과 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월 12일-3월 1일 : 통신사일행이 서울을 떠나 동래에 도

착하다. 

2) 3월 6일 : 국서의 사대와 각처의 서계를 전례에 따라 사

대하기 위하여 황산찰방 이덕승을 사대관으로 정하고, 신등이

입회하여 국서를 사대하다.

3) 3월 9일 : 서계를 받다. 

4) 3월 12일 : 영가대에서 해신제를 지내다. 

5) 3월 15일 : 망궐례를 행하다.

6) 3월 22일 : 두 사신은 와룡관에 학창의를, 군관은 융복을,

역관은 흑단령을 입고서 국서를 받들어 선창으로 전진하다. 바

다로 나가려 할 즈음에 풍세가 불순하여 다시 정박을 하고 계

문하다. 배타는 날을 다시 정하다.

7) 윤3월 12일 : 일기가 좋지 못하여 부산에서 계속 머물렀

던 일행이 일본으로 출발하다. 

8) 윤 3월 13일 : 오시에 대마도 좌수포에 도착하다. 

9) 윤 3월 29일 : 배가 대마주에 가까워지자 정사는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았다가 양선이 대면하게 되니, 도주가 먼저 의

자에서 내려서고, 정사도 의자에서 내려서, 서로 인사의 예를 갖

추다(민족문화추진회, 1977). 정사는 국서를 받들고 있으므로 흑

단령의 관복을 입었으며, 수역, 제술관, 서기, 장무관도 모두 흑단

령을 입고, 군관은 군복 차림에 칼을 차고 있다. 부사는 와룡관에

학창의를 착용하고, 당상 역관은 동파관에 도포를 착용하다. 

10) 5월 22일 : 국서를 전하다. 오후에 두 사신이 도주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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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차하였는데, 금관조복으로 육인교를 타고, 제역과 제관

은 모두 흑단령을, 군관은 융복에 전대와 가죽신을 착용하고 도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용정자로서 국서를 받들게 하고 별폭함

은 백반에 옮겨 홍복으로 덮다. 두 사신은 배행하고 제관은 뒤

를 따르며 군관 및 인신통인이 전배하다. 도주는 뜰 서쪽에서

공손히 맞이하고, 이정암 2인은 뜰 동쪽에서 공손히 맞이하여

두 사신으로 더불어 서로 읍을 하고 국서와 별폭을 광간으로

모시다.

11) 5월 26일 : 두 사신이 도주의 집에서 베푸는 잔치에 나

가는데, 여러 관원 역관, 군관이 모두 따르다. 도주는 하단에

앉아 먼저 칠오 삼미상을 올리고, 3차 전반하고 3차 요반을 마

친 후 술상과 주준을 올리다. 여러 관원은 바깥 광간에 앉아서

모두 상을 받았으며, 군관과 상상관에도 칠오삼미상을 차리다. 

12) 6월 15일 : 새벽에 망궐례를 행하고, 식후에 일본 국서

가 오다. 두 사신은 도주의 집으로 가서 접서를 하는데, 일체

를 전일의 예와 같이 하다.

13) 6월 19일 : 도주의 집에서 하선연을 베풀다. 강호의 상,

부사가 참석을 하고 잔치를 마친 뒤에 봉행왜가 우리나라의 풍

악을 청하였기에 즉시 풍악을 베풀도록 하고, 춤을 잘 추는 소

동으로 하여금 전립을 쓰고 쾌자를 입고 춤을 추게 하니, 강호

의 사자와 도인들로서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다.

14) 6월 25일 : 두 사신은 학창의에 와룡관을 쓰고 국서를

받들고 승선하였으나, 발선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안에서 자다. 

15) 6월 27일 : 부산으로 출발하다.

16) 7월 3일 : 부산포 선창에 정박하고 하륙하다. 

17) 7월 11일 : 두 사신일행이 상경하다. 

4. 양국의 교환 예단

양국간에 교환된 예단으로 조선에서 일본 측에 지급하는 물

품으로는 공예단과 사예단이 있으며, 일본 측에서 통신사일행

에게 지급하는 것으로는 은자(銀子)와 잡물이 있다. 은자는 양

사신과 상관, 차관, 소동, 중관, 하관, 공인 등에게 골고루 분배

하였으며, 본 고에서는 복식품이 포함된 예단인 잡물만 명기토

록하고, 복식품과 구별되는 은자는 생략한다. 

4.1. 조선통신사일행이 일본에 지급한 공예단

대군 : 인삼 33근, 대유자 5필, 대단자 5필, 백저포 15필,

생저포 15필, 백면주 25필, 흑마포 15필, 호피 7장, 표피 10장,

청서피 15장, 어피 50장, 색지 15속, 채화석 10립, 각색 필 30

병, 진묵 30홀, 황밀 50근, 청밀 5기, 응자 10련, 안장 갖춘

준마 1필

저군 : 인삼 3근, 대유 5필, 무문릉자 10필, 백저포 15필,

흑마포 10필, 호피 5장, 표피 7장, 청서피 10장, 어피 50장,

색지 15속, 각색 필 30병, 진묵 30홀, 화연 3면, 응자 5련, 안

장 갖춘 준마 1필.

일본 양사신에게 지급하는 공예단 : 각각 표피 2장, 호피 2

장, 백면주 10필, 백저포 10필, 흑마포 5필, 색지 2속, 황필

20병, 진묵 10홀.

태수 : 인삼 3근, 호피 2장, 백면주 10필, 백저포 10필, 백

면목 20필, 흑마포 5필, 화석 5립.

4.2. 조선통신사일행이 일본에 지급한 사예단

대군 : 호피 3장, 표피 2장, 백저포 5필.

저군 : 호피 3장, 표피 2장, 백저포 5필

양사신 : 각각 호피 2장, 표피 2장, 백저포 5필, 백면주 5필,

백면목 10필, 흑마포 5필, 화석 3립.

태수 : 인삼 2근, 호피 1장, 유둔 3장, 화석 5립, 색지 3속,

청심원 10환, 백저포 10필, 석린 2근, 황필 30병, 진묵 30홀.

강호 접대관 6원 : 각각 호피 1장, 표피 1장, 백면주 3필,

백면목 5필, 장지 2속, 황필 10병, 진묵 5홀.

4.3. 일본 측이 조선통신사일행에게 지급한 예단

군관 병방 2원 : 각각 설면자 5파, 금병풍 1좌, 금갑경 1좌,

남항라 1필, 용단색 각기소리 1좌, 유주전자 1좌, 동대야 1좌,

능화지 50장, 동식로구 1좌, 황련 반근.

일공 2원 : 각각 설면자 5파, 옥색주 1필, 소별 각기소리 1

좌, 황련 반근, 시회사층함 1좌, 사대 접시 1좌, 동대야 1좌,

동주전자 1좌, 황련 반근.

3당역 3원 : 각각 설면자 7파, 남비 2좌, 지행담 1건, 동주

전자 1좌, 미선 1병, 연죽 1개.

제술관 1원 : 설면자 5파, 채화연갑 1좌, 금갑경 1면, 진서

1질, 산우별찬합 1좌, 동대야 1좌, 색시전지 50장, 황련 반근,

미선 1병.

장무관 1원 : 설면자 7파, 화초초 1필, 소별각기소리 1좌,

황련 반근, 산우찬합 1좌, 시회사층합 1좌, 일인면도 1좌, 전골

1좌.

당하역 4원 : 각각 설면자 5파, 동주전자 1좌, 황련 반근,

식로구 1좌, 유개화보아 1개, 철전망 1건, 유개칠보아 1개.

화사, 사자관 2원 : 각각 설면자 5파, 수촉롱 1좌, 황련 반

근, 유개사보아 1개, 동주전자 1좌, 납보아 1개, 연죽 1개.

이마, 외응, 양기장 4인 : 각각 설면자 3파, 채화보 1건, 동

주전자 1좌, 유개칠목보아 1개, 주개남비 1좌.

승차관 9인 : 각각 설면자 3파, 유개칠목보아 1개, 납종자 1

개, 동주전자 1좌, 선자 2병.

청직 2인 : 각각 설면자 3파, 철망장 1차, 납접시 1개, 전롱

1건.

그 외, 반당, 별배행, 소동, 중하관 등 일행에게 설면자, 병풍,

우산, 황련, 능화지 등을 지급함.

5. 정사, 부사의 복식과 교환물품 분석
 

5.1. 정사, 부사의 복식 분석

1811년의 조선통신사일행의 복식에 관한 것은 문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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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그림에 의한 것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우선 문헌인

「동사록」에 나타난 복식을 살펴보면, 복식은 주로 정사와 부

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외 일행에 관한 것은 간단히

명기되어있다. 이것은 기록자가 사신에 포함되어 있고, 주로 이

들의 여정을 다루는 일기체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신의

행동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그리

고 1711년의 기록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1711년의 기록이 매

의례 시 마다 복식의 자세한 기록이 있었던 반면, 1811년 「동

사록」의 기록은 간단히 명기되었거나, 복식의 설명이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록자가 의례와 여정에

비중을 더하여 복식의 설명은 누락하였거나, 12차례의 행차 시

마다 그 기록들을 보았을 때, 실제 의례의 경우 선례에 의한다

는 점에서 복식의 경우에도 선례대로 착용되었기 때문에 의도

적으로 그 설명을 제외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문헌에는 사신과 일행의 여정 외에 일본인의 모습들에

관한 기록이 종래의 기록에 비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

시 일본인에 대한 생활문화의 이해와 관심도를 알 수 있다. 

문헌에 나타난 사신의 복식은 평복, 공복, 조복이 나타났으

며, 이들 의복은 그 용도에 따라 의례복과 평복으로 대별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의례복으로는 단령과 공복, 조복이

해당되며, 평복은 와룡관과 학창의가 착용되었다. 의례복을 착

용하였던 경우를 보면, 사신일행이 대마도에 도착하여 처음으

로 대마도 도주를 접견하였을 때에는 흑단령을 착용하였으며,

강호에서 온 사신을 맞이할 경우에는 공복으로 의례의 형식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국서전달 의례 시에는 금관조복을 착용함

으로써 외국에서의 조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최고의 복장

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평복의 와룡관과 학창의는 부산과 대

마도간의 선상에서 여행복으로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행사의 용도에 따라 복식의 종류를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례용으로 착용된 복식의 경우, 대마도주 접견의례, 강호에

서의 사신접견의례, 강호사신과 대마도주가 배석한 국서전달의

례의 순으로 의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통신사 복식의 유형

도 단령, 공복, 금관조복의 순으로 나타나, 지방의 사신접견, 중

앙의 사신접견, 국가간의 문서전달과 같이 의례의 비중이 높을

수록 복식의 양식도 의례용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711년의 경우를 보면 통신사가 착용한 의례복으로는 공복과

조복으로 대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공복은 주로 주요도시 입

성 시나 도주와의 의식, 연회, 관백의 접견 시와 같은 경우에

착용되고, 조복은 국서맞이나 통신사일행이 처음 일본에 도착

하여 대마도 부중에 입성할 때 착용함으로서, 행사의 용도에 따

라 복식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1811년의 경우도 이와 같

다. 또한, 의례용의 조복이 공복보다 상위의 복으로 취급이 된

점도 1811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하겠다(이자연, 2003).

사신의 의례복의 경우, 단령으로 기록된 것은 공복과 상복의

단령 중 어느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흑단령으

로 표기가 된 것으로 보아, 복두에 흑단령의 관복을 착용하였

고, 당시 이미 단령에 있어서 흑단령이 보편적으로 착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사신의 공복에 관하여 살펴보면, 통신사의 기록에 남겨진 공

복의 차림에는 그 구성에 관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811년 통신사일행의 모습을 그린 조선인물정사조선인어향흥지

절(朝鮮人物正寫朝鮮人御饗應之節)(京都文化博物館·京都新聞

社編, 2001)에 정사와 부사의 공복착용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것을 보면, 정사의 인물화는 두 점이 있는데, 한 점은 양관에

흉배가 달린 붉은 단령을 입고 홀을 들고 있으며, 단령의 옷깃

사이로 청색 포가 보인다(Fig. 1). 또 다른 한 점은 복두에 현

록색 직령교임의 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의 설명에 정

사 공복이라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부사의 복장은 복두에 현

록색 직령교임의 포를 입고 있으며, 그림의 설명에 공복이라 명

기되어 있다(Fig. 2). 이 인물화에 의하면 정사와 부사의 공복

은 복두에 현록색 직령의 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공복제도는 원래 복두에 단령의 포, 대, 목

화로 구성된 차림으로(백영자, 2000), 1811년 통신사행의 사신

공복이 원래의 제도와는 다른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공복으로 단령의 포가 아닌 직령도 착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한

다. 한편, 1711년 통신사행의 경우 사신의 공복을 보면, 사모에

흉배가 달린 현녹색 단령의 양식인 상복을(유희경, 1981) 공복

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볼 때(이자연, 2003), 조선시대 후기의

공복은 포제에 있어 직령의 포나 흉배가 부착된 단령도 널리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라 사료된다. 

정사와 부사는 대마도주와의 접견을 위해 조복을 착용하였

는데, 조복은 의례용의 복식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조복의 경우를 살펴보면,「동사록」에는 양관에 흉배가

Fig. 1. 조선인물정사조선인어향흥지절-정사(こころの交流 朝鮮

通信使, 2001).

Fig. 2. 조선인물정사조선인어향흥지절-부사(こころの交流 朝鮮

通信使,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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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린 홍색 단령을 조복이라 칭하고 있다. 또한 1811년 통신사

일행이 종가 계원관으로 가는 장면을 그린 문화8년 조선통신

사행렬회권(朝鮮通信使行列繪卷)(京都文化博物館·京都新聞社

編, 2001)에 나타난 정사의 복장은 흉배가 달린 홍색 단령을

입고, 관모의 종류는 가마에 가려서 알 수가 없으나, 같은 장

면을 그린 다구시(多久市)향토자료관에 보관된 진도일기(津島日

記)의 가마를 탄 정사모습을 보면(京都文化博物館·京都新聞社

編, 2001) 관모는 양관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행

차 시 정사의 복장은 단령에 양관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관백이 화사를 보내어 조복과 양관을 그리게

하였다는 기록(민족문화추진회, 1977)으로 보아서도, 이때의 흉

배가 달린 홍단령에 양관이 조복으로 널리 통칭되고 있었음을

지적할 수가 있다. 

조복이란 원래 양관 즉, 금관에 적초의와 적초상, 중단, 폐슬,

대대 등 여러 복식품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나(백영자,

2000), 조선통신사의 경우, 당상 3품 이상이 입는 홍단령에 흉

배가 달린 즉, 상복용의 단령이 외국사신과의 접견 시 착용되

었으므로 사신의 조복은 당시 조선시대에 통용되고 있던 조복

과는 그 구성에 차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다. 

1711년의 경우에서도 양관에 흉배가 달린 홍색 단령을 조복

이라 칭하였음을 볼 때, 이러한 조복의 양식은 1811년대 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자연, 2003). 또한, 1811년의 경우

에서 품계가 다른 정사와 부사가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외국의 사신과 접견할 때의 복제는 국내의 복제와는 다

른 양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과, 국내에서도 이러

한 복제는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이경자, 1982), 외국에서도

통상 착용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5.2. 교환물품 분석

양국의 교환물품을 보면, 조선에서 지급한 물품의 종류는 의

료류(衣料類), 곡류, 동물, 그리고 색지, 진묵, 각색 필, 화연,

황필을 포함한 잡물이 있는데, 이 중 그 종류나 수량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류이다. 의료(衣料)로서는 대

유자, 대단자, 백저포, 생저포, 백면주, 흑마포, 호피, 표피, 청

서피, 어피 등이 있으며, 곡류는 황밀과 청밀을, 동물로는 응자,

준마를 각각 소량 지급하였다. 

1711년의 지급품목을 보면, 약용류, 의료류, 동물, 기타 잡물

이었으며, 품목에 있어 1811년의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1811년의 지급품목에는 약용류가 전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1711년의 지급품목에서도 의료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었고, 그 종류가 대수자, 대단자, 백조포, 황조포, 백면주, 백목

면, 흑마포 그 외 호피, 어피 등이었음으로 보아, 당시 조선의

포류에 관련한 발전양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동물류의

준마와 응자, 기타잡물인 색지와 진묵, 필, 화석 등도 계속 지

급품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품목의 일본에서의 수

요와 조선에서의 생산양상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한편,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으로는 포류와 공예품이

있는데, 포류로서는 설면자, 남항라, 옥색주가 있으나, 설면자는

각 인원에게 소량으로 지급되었으며, 남항라와 옥색주는 군관

과 일공에게 1필만 지급하였다. 금병풍, 주전자, 대야, 미선, 연

죽, 찬합, 접시 등을 포함한 공예품은 1711년의 지급품목에서

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품목이 당시 일본의 주요 생

산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양국의 교환예물에

있어서는 100여 년간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6. 결 언

본 연구는 1811년의 조선통신사일행 중 사신의 복식과 교환

물품에 관하여 연구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통신사는 남쪽의 대외관계를 보다 안정되게 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수호와 장군의 즉위를 축하하고, 일본 사정을 자

세히 파악해 두고자하는 목적에서 파견되었다. 일본에 조선통

신사가 파견된 것은 1428년부터 1529년 임진왜란 전까지 약 7

회,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의 1811년의 조선통신사행은 공식적인 우리의 일본

사행으로서는 마지막이며, 그동안 11차례의 통신사행이 일본의

강호에서 사행임무를 수행한 반면, 1811년에는 대마도에서 임

무를 수행하는 역지교빙의 통신사행이었다. 규모면에 있어서도

1711년의 통신사일행이 정사와 부사 종사관의 삼사와 500여명

에 달하는 막대한 인원이었던 반면, 1811년의 경우에는 정사와

부사을 포함하여 300여명 정도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에 나타난 사신의 복식은 평복, 공복, 조복이 나타났으

며, 이들 세 유형의 복식은 의례용, 여행복 등 행사의 용도에

따라 복식의 종류를 달리하여 착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평복

으로는 와룡관과 학창의가 착용되어 당시 조선에서 편복으로

착용되던 복식이 의례가 없을 시나 선상여행 중 착용되었다. 

의례용으로 착용된 복식은 그 비중에 따라 단령, 공복, 금관

조복의 순으로 착용되었다. 국서전달의례 시에는 두 사신과 군

관을 제외한 일행은 모두 흑단령을 착용함으로서 중요행사시의

복장으로서는 금관조복을 비롯하여 융복, 흑단령 세 종류의 복

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례복 중 정사와 부사

의 조복과 공복의 구성은 조선전기의 것과 다소 다른 양식으로

나타남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포제의 변

화와 함께 관복에서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11년 과 1811년의 통신사행을 비교해 보았을 때, 1711년

의 사행이 강호까지의 장거리 여정이었던 만큼 도착지마다의

의례로 인해 복식에 있어서도 탈착이 많았으나, 복식은 의례복,

연회복, 여행복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1811년의 경우와 다름이

없었다. 1711년 과 1811년의 의례용 복식 중 조복의 경우에는

그 구성이 동일하게 나타나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양국의 교환별폭을 보면, 조선에서 지급한 물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유자, 대단자와 같은 비단을 비롯하여 백저포, 생저



27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8권 제3호, 2006년

포, 백면주, 흑마포, 호피, 표피, 청서피, 어피 등의 의료품이었

다.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으로는 설면자, 남항라, 옥색주

의 극히 소량의 포류를 제외하고는 금병풍, 주전자와 같은 공

예품이 주요품목이었음을 볼 때, 조선시대 초기부터 일본에 보

내진 직물이 19세기 초에도 주요 품목으로 나타나 조선의 발

달된 직물문화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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