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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序言

본 연구는 朝鮮時代 前期 15, 16세기에 있어서 朝鮮의 使節과 日本使臣간의 교류를 통하여 

파생된 交易品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의 변화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조선사회의 복식문 

화의 한 면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양국사신 간에 이루어진 교역물과 그 특성에 관하여 검토하고, 둘째, 

일본에서 수입된 교역품을 중심으로 교역품목의 변화를 파악한 후, 變化推移 및 그 원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셋째, 일본에서 유입된 교역품으로 인하여 발생된 영향을 조선사회의 복식 

문화와 관련하여 각 품목별로 검토하여 보고, 또한 조선사회에서의 교역품의 위상에 관하여 

도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硏究方法으로는 각종 文獻과 朝鮮王朝實錄 등 關聯 史料 等의 記錄 

을 參考로 하여 考察한다.

n. 조일간 사신의 교류 및 교역품

1. 조선통신사룰 포함한 조선의 사절과 일본사신의 교류

조선에서는 건국 초부터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외교정책을 선린외교의 자세로 세워 고려 

때부터의 국난이었던 왜구의 단속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수호를 위한 교섭의 길을 터 

놓고 있었다. 일본측에서는 일본국왕의 명의로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를 엄히 다스릴 

것을 약속하였으며, 조선은 報聘使를 보내어 이에 대한 회답을 하였다. 양국사신들에 의한 왕 

래는 당시 日本國王은 明의 册封을 받고 있으므로 조선의 王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으 

나, 諸巨酋使나 諸酋使는 日本國王과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교류가 행하여졌다. 이것은 對 

□ 交易에 있어서도 조선과 日本 國王使와의 交易, 그리고 日本의 여러 豪族들과의 교역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일간의 교역품과 그 특성

조선전기 조일관계에서, 양국사신들에 의한 교역품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에서 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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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주요 품목은 染料, 香料를 비롯하여 銀, 銅, 藥材類, 硫黃 등 다양한 품목에 이르고 있다. 

朝鮮으로부터의 交易品은 苧布, 麻布, 紬布 등의 織物類와 服飾類를 비롯하여, 毛皮, 大藏經, 

書籍, 工藝品과 같은 물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교역품목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일 수출 

품은 주로 직물류나 대장경, 서적 등의 가공상품이었고, 수입품은 주로 광산물, 염료, 약재와 

같은 원료품이었다.

in. 조일간의 교역품과 조선사회의 복식문화

1. 일본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교역품목의 변화양상

일본에서 수입된 교역품목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일무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역 

품목을 주요 지표로 삼았을 경우 대략 세 시기로 나누었다. 각 시기별로 수입품목은 소목一동 

은의 순으로 변화되었다. 수입품인 소목은 귀족들의 복식에 염색을 하는 염료로 널리 쓰였 

던 물품이며, 은은 장신구, 대용화폐로서의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 

목, 은과 같은 수입품은 주로 부유한 특권층이 국내생산물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외국생산 

물에 대한 사치욕구에서 수입된 물품으로 생각되나, 동과 같은 비사치품목도 거래가 많았음 

을 볼 때, 화폐나 병기제조 등의 국가의 수요도 고려한 교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목, 

은과 같은 수입품은 당시의 복식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수 

입품목을 중심으로 교역관계, 그리고 수입품으로 인한 조선사회에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기 

로 한다.

2. 소목교역과 복식문화

1) 소목교역

소목은 15세기 중기까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가장 거래 량이 많았다. 이후, 일본과 소 

목 생산국인 동남아시아 각 국과의 교역이 원만하지 못하였다는 점, 지배계급의 사치경향이 

적색의복의 선호에서 중국산 백사 및 사라능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 또한 홍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점등의 요소가 상호연관성을 가지면서 그 수요가 점차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2) 소목소비와 조선의 복식문화

卿大夫로부터 賤隸에 이르기까지 赤色을 좋아하여, 蘇木의 필요성을 上疏하였다는 기록과 

赤色衣服을 금지하는 禁止令, 그리고 일반상인 및 귀족, 시녀들의 하사품으로 배분된 사실을 

통하여, 소목은 身分貴賤을 막론하고 복식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당시의 赤色衣服에 대한 選好는 극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적색선호의식과 

소목염색선호로 인하여 더욱 蘇木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 

작하였고, 의복에 대한 사치경향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동교역과 복식문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걸쳐서 동 수입량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전, 銅 

-88 -



鐘 등의 器物로 제조하여 일본으로 다시 수출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국가의 수요에 해당되 

는 화폐나 병기제작에 쓰였다. 그러나 16세기 후반기에는 동의 주산지인 일본의 중국지방과 

博多지방과의 운수장애로 인하여 동 무역이 부진하게 됨에 따라, 민간으로부터 병기제조용 

동을 수납할 정도였다.

4. 은교역과 복식문화

1) 은교역과 조선사회에의 영향

15세기 중엽까지 조일교역의 주요 수입품이었던 소목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동, 은과 같은 

광산물이 주요 수입품목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국내의 광산 개발 붐으 

로 인하여 다량의 은이 石見, 但馬 등지에서 생산되면서 이전에 없든 막대한 양이 산출됨에 

따라, 이것을 조선으로 수출하는 대신, 일본 국내에서의 면포의 수요가 늘어나 日本使臣들이 

綿布賜與를 요구하는 등 면포를 다량 수입하였다. 즉, 일본은 국내에서 산출되는 은을 결제수 

단으로 삼아 다량의 면포를 일본으로 가지고 갔으며, 조선은 15세기 중엽까지 이루어진 소목 

수입과는 달리 일본에서 은을 대량 수입하게 되면서, 은의 거래량은 최고치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일무역은 기존의 면포 對 남해물산에서 면포 對 은 교역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2) 은의 수요와 복식문화

일본의 은이 조선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국내의 은가를 급락시켰고, 조선의 왕실과 지주층 

을 중심으로 한 중국산 물품에 대한 선호로 인하여, 조선은 은을 결제수단으로 삼아 중국과의 

교역을 하게 되었다. 중국과의 주요 교역품목으로는 사라능단이라는 비단이었으며, 이러한 

비단의 사용은 귀족에서 賤隸에 이르기까지 선호하는 등 사치풍조가 유발되기도 하였다. 중 

국과의 사치품 교역의 기저가 된 동기는, 일본국내의 은 산출량의 증가와 함께 조선으로의 

은의 유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V.結言

本 硏究는 朝鮮 전기 조일간의 교역품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중심으로 교역품목의 

변화양상과 그 원인, 조선사회에의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바, 조선전기의 복식문화에 간 

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일간의 교류는 처음에는 정치 의례적인 목적이 중심이었다가 점차 경제적인 교류로 확대 

되면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다원적인 교역형태를 취했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물품은 주로 남해산물품인 소목과 향료 등 원료에 해당하는 물품인 반면,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물품은 주로 직물, 서적, 대장경 등 문화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조선전기 15, 16세기에 

걸쳐 수입된 물품은 시기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그 변화양상은 소목-동t은의 순으로 변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입품목의 변화이유는 각각의 품목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었으나, 

대체로 상대국의 생산물과 수요 • 공급량의 변동, 자국의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필요에 의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일간의 교역품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이 조선의 복식문화에 미친 영향은 직 

접적으로는 염료인 소목 수입으로 인한 적색의복 유행현상을 들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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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 유입으로 사라능단 등 중국산 물품의 수입을 촉진 • 조장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직 • 간접적인 영향 모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복식의 사치성향과 관계가 깊었던 

것을 보면 사치성 수입명품을 찾는 오늘날의 세태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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