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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시 는 조공체제를 근간으로 국 계를 형성하 으며, 국가의 안

과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하여 使行制度를 발 시켜 나갔다. 사행제도는 

문서 달이라는 기본 성격에 의해 운 되었으며, 개별 사행원들은 다양한 기

록을 남겼다. 이러한 기록 가운데 표 인 것이 연행록이며, 재까지 다양한 

연행록이 남아있어 조선시 의 외인식  문화교류의 모습을 가늠하게 한다.

연행록에 한 연구는 국문학․역사학․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

으로 진행되어 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개별 연행록을 통하여 사행원의 

국인식을 다룬 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1)1)연행록의 분류와 한국학

연구의 련성을 종합 으로 검토한 연구,2)2)연행록을 통하여 한 문화교류를 

다룬 연구,
3)
3)연행록의 문학과 인식을 다룬 연구,

4)
4)연행록의 서술방식을 검토

1) 이춘희, 2005, ｢19세기 燕行文人의 文學交流 양상  의미 - 藕船 李尙迪을 中心

으로｣한국어문학연구45; 李迎春, 2006, ｢麟坪大君의 燕行 ：燕途紀行｣사학연

구82
2) 임기 , 2001, ｢연행록과 한국학 연구｣한국문학연구24
3) 김주한, 1991, ｢燕行 을 通해 본 韓中文化交流｣모산학보2
4) 임기 , 1993, ｢연행록의 청의식과 조선의식｣연민학지1; 소재 , 2004,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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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5)
5)등이 범 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사에서 외 계 연구는 상당한 수 으로 축 되었지만, 조

계의 형식이었던 사행의 역사  의미를 심층 으로 궁구하는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하 는데, 주로 정치  측면과 경제  측면에 치 되어 왔다.
6)
6)외교

 의미에서 구체 인 외교 차와 형태에 한 연구는 소략한 실정이다.7)7)기

존 연구에서 외교 차에 련한 내용으로는 한 계사를 선구 으로 밝힌 

연구,
8)
8)조선에 出來한 中國使臣의 과정을 상세히 밝힌 연구,

9)
9)외교형태로

서 사행에 주목하여 구성과 역할을 규명한 연구10)10)등이 있다. 하지만, 사행의 

차를 통해 외교활동을 개하 는가에 한 설명과 사행의 문화 인 의미

를 설명한 연구
11)

는11)상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하여 본 에서는 조공체제의 외교형태로서 사행을 

살펴보고, 사행의 구체 인 차를 정리함으로써 조 계를 일 하고자 한다. 

사행과 사행기록의 련성을 기존 연구에서는 당연한 으로 인식하여 많은 

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 인 외교형태로서 사행 차를 살펴 으로

써 사행기록이 가지는 의미를 면 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행, 즉, 외교

차는 사행로와 사행의 횟수와 규모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 으로 사행이 

행의 산하와 연행사의 역사의식｣동양학35; 金明昊, 1988, ｢연행록의 통과 열

하일기｣한국한문학연구11 
 5) 임기 , 2004, ｢수로연행록과 수로연행도｣한국어문학연구43; 김명순, 2004, ｢洪

錫謨의 游燕藁 硏究｣동방한문학27; 정훈식, 2005, ｢홍 용 연행록의 구성방식

과 성격｣한국문학논총40; 노기춘, 2005, ｢李翊模의 丙辰燕行 에 한 연구｣한
국도서 정보학회지36-3

 6) 全海宗, 1970, 韓中關係史硏究 一潮閣

 7) 김경록, 2000, ｢조선 기 명외교와 외교 차｣한국사론44
 8) 全海宗, 1970, 韓中關係史硏究 一潮閣

 9) 이 종, 1961, ｢明使接待 ｣향토서울12; 김경록, 2004 ｢조선시  사신 와 

도감｣한국학보117
10) 김구진, 1990, ｢朝鮮前期 韓․中關係史의 試論; 朝鮮과 明의 使行과 그 性格에 

하여｣홍익사학4; 백옥경, 2000, 조선 기 역 연구 이화여  박사학 논

문; 김경록, 2000, ｢조선 기 명외교와 외교 차｣한국사론44; 2000, ｢조선

기 통사의 역할과 상변화｣한국학보101; 김일환, 2005, ｢조선후기 국사행의 

규모와 구성｣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11) 이원순, 1983, ｢赴京使行의 文化史的 意義｣史學硏究36; 정석원, 1992, ｢朝鮮의 

中國書籍輸入과 燕行의 機能｣ 국어문학논집4



․ 朝鮮時代 使行과 使行記  195

경사에 가서 어떠한 경로로 국의 원을 만나 사행목 을 달성하 는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에 한 설명을 바탕으로 당시 사행이 가지는 성격과 

의미를 악할 수 있고, 사행원의 활동이 설명될 것이며, 외 계사가 보다 

구체 인 모습으로 이해될 것이다. 조선이 사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 던 

외교목 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이들의 외교활동의 기록으로12)사행기록과12) 

외교문서와의 상 계를 심으로 살펴본다. 

본 에서 정리할 내용은 첫째, 조선시  조 계의 형식과 사행의 구성 

 기능을 정리한다. 조공체제의 실질 인 외교형태로서 사행이 어떠한 종류

와 구성  기능 등 사행제도 반에 해 간략히 정리한다. 둘째, 외교행태로

서 사행이 근본 으로 문서 달의 의미로 한정되는 구체 인 외교 차를 살

펴 으로서 조선시  엄격한 외교 차가 가지는 의미를 악하도록 한다. 셋

째, 외교문서의 종합본인 동문휘고의 사신별단 항목을 심으로 사행기록이 

공  사행기록과 사  사행기록으로 구분하고, 공  사행기록인 사신별단과 

사  사행기록인 연행록과의 련성을 살펴 사행기록의 역사 인 의미를 정

리한다.

2. 朝中關係의 형식과 사행의 기능

조선시  국제 계를 朝貢體制로 인식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13)13)조공체

12) 연행록의 명칭문제에 있어 본 에서는 사행기록으로 칭한다. 일반 으로 연행

록이란 개념으로 사행원이 기록한 것을 통칭하는데,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별반 이견이 없고, 賓王 , 朝天 , 燕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할 필요성은 없다

고 하더라도 사행원이 작성한 기록이란 에서 使行記 (내지 使行 )으로 통칭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연행록이란 명칭에 포함된 부정 인 반청인식과 

사행목 지의 치가 가지는 의미로 인하여 포 인 범주의 이름으로 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물론 존하는 명사행기록이 지만, 明․ 淸 使行記 은 

구체 인 내용과 인식에 있어 많은 차이 이 있기 때문이다. 임기 , 2001,  

논문. 11~12면. 자는 조천록과 연행록이란 용어를 명․청 왕조를 변별하는 용

어로 사용하려는 경향성을 언 하고, 명사행기록에 연행록이 존재함을 들어 

별도로 연행록이란 한국인이 원․명․청 왕조에 사행하여 남긴 紀行 을 포함한 

使行 을 지칭한다고 하 다.

13) 조공체제에 련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조할 것. Fairbank, J. K. 1968, 

"A Preliminary Framework." Fairbank(ed.) The Chinese Worl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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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통시  동아시아의 지역성을 띤 실  평화질서라 할 것이다. 조선은 

사행제도를 통하여 조공체제에 극 으로 참여하 으며, 이러한 참여는 조선

이 독립된 행 주체로서 문화공동체 성립과 조공체제의 평화유지 기능에 일

조하 음을 반증한다. 한 사행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조공체제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행 주체로서 자율성 공간을 확보하여 국가의 안 을 보장받으

면서도 정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 노력이 가능하 으며, 교역을 통

하여 국가이익을 얻고 다양한 행 주체와의 을 통하여 문화  변화를 추

구할 수 있었다는 이다.

조공체제를 국가간에 정착된 제도로 악한다면, 조공체제의 유지 여부는 

실이 기반한 구조에 좌우되기 보다는 제도를 뒷받침하는 규범을 믿고 실행

하는 행 주체의 인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14)14)사행기록이 많이 생산되었던 18

세기의 조공체제가 내용과 실질보다는 형식과 의례를 심으로 개되었기 

때문에 조공체제가 안정 으로 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면

으로 통 인 화주의 세계 을 지녔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만주족에 의

한 국통치라는 실과 괴리되는 모순된 국제 계로 인식하고 이를 사행기

록에 표 하 다. 

조선시 의 구체 인 외교 차를 살펴보면, ① 외교목표 설정, ② 사행명 

설정, ③ 사행원구성, ④ 사행시기 설정 등이다. 朝中間에 국가  문제가 발생

하면 이의 원활한 해결을 하여 외교목표가 설정된다. 외교목표에 부합되는 

외교형식을 고려하여 使行이나 使臣接待를 선정한다. 만약 使行으로 선정하

다면, 시기와 명분에 부합하는 사행을 정하여 使行名으로 삼는다.15)15)사행명이 

정해지면, 사행명에 맞는 품계와 직을 가진 능력있는 사신을 선별하고, 使行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해종, 1992, 한 계사연구 
일조각; 이용희, 1962, 일반국제정치학(상) 박 사; 김홍철, 1985 외교제도사 
민음사; 김한규, 1982 고 국 세계질서 연구 일조각

14) 남궁 곤, 2003, ｢동아시아 통  국제질서의 구성주의  이해｣국제정치논총
43-4, 20~21면.

15) 김경록, 2000,  논문. 23~27면. 조선의 사신이 국에 갈 때는 공식 인 직함

으로 가지고 간다. 이는 사행목 에 기반한 使行名으로 결정된다. 공식 으로 朝

天使, 燕行使 등의 명칭은 없다. 조선의 공식 인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행사 등으로 사신을 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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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을 구성한다.
16)16)구체 으로 正官과 隨行員으로 사행원이 구성되면, 사행명

에 맞도록 出行시기를 使行路 정세, 국정세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정한

다. 이러한 과정과 병렬 으로 외교목표 설정단계에서 출행단계까지 지속 으

로 진행되는 것이 사 문서의 생산이었다.
17)17)

使行을 冬至行과 別行으로 구분하는 경향이18)18)있는데, 이는 淸 계에 

용되는 한계가 있다. 즉 청나라는 조명 계에서의 節行을 冬至行으로 단일화

시키고, 기타 別行을 견하는 형식을 조선에 요구하 다.
19)19) 한, 기존연구에

서 일반 으로 사행을 행과 별행으로 구분하고,20)20) 행은 正朝使, 聖節使, 

千秋使, 冬至使 등이며, 별행은 謝恩使, 奏聞使, 計稟使, 進賀使 등으로 구분한

다. 이러한 구분은 통설로 받아들여져 리 인용되지만, 요동에 견된 사행을 

간과한 과 조선 기엔 동지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을 설명할 수 없다.

조선 기에 한정하여 보면 실록자료에 기록된 사행의 명칭으로 計稟使, 奏

聞使, 謝恩使, 千秋進賀使, 聖節使, 賀正使, 千秋節使, 押馬使, 節日使, 謝恩進表

使, 登極使, 陳慰使, 進香使, 謝誥使, 進賀使, 納徵使, 告朔使, 處女進獻使, 唐人

押 官, 欽問起居使, 種馬管押使, 正朝使, 賫進官, 押領官, 押馬官, 賫咨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행을 모두 포함한 사행구분이 필요하다. 즉 명사행을 赴京

使行과 遼東使行으로 구분하고,21)21)부경사행은 다시 행과 별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사행은 赴京使行과 瀋陽使行으로, 부경사행은 節行과 別行으로 

구분할 수 있다.

節行은 명 계에서 正朝使․聖節使․千秋使․冬至使 등이 있으며, 청

계에서 冬至使․年貢使 등이 있으며, 別行은 謝恩使․奏請使․進賀使․陳慰

使․進香使․辨誣使․問安使․參覈使․進獻使 등이 있었다. 節行의 경우 正

16) 김경록, 2000,  논문. 27~33면.

17) 김경록, 2006, ｢조선시  사 문서의 생산과 달체계｣한국사연구134
18) 金聖七, 1960, ｢燕行 ｣歷史學報12
19) 通文館志卷3, 事大 赴京使行

20) 李相佰, 1962, ｢初期의 外關係｣韓國史近世前期篇, 震檀學

21) 김경록, 2000,  논문, 24면. 요동사행은 외교사 으로 요동을 통한 계는 赴京

使行의 한 단계로 의미, 명 계의 많은 事案이 遼東都司나 瀋陽과 조선사이에 

발생하 으며, 출래하는 국사신의 지 않은 회수가 요동도사나 심양의 원

이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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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副使․書狀官․從事官․從人 등이 갖추어진 형태 으며, 別行은 正使․副

使․書狀官 등의 모든 사신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기도 하 다. 이외에

도 다양한 名目의 사신이 견되었다.22)
22)

일반 으로 명나라에 가는 사행을 赴京使行이라고 하 다. 이는 명나라의 

수도를 京師라고 부르는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淸關係에 있어서도 통용되

었다. 부경사행 차는 이 의 宋․元代에 비하여 폐쇄 이었으며, 이는 關禁과 

海禁, 고착화된 朝貢體制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명나라의 제한된 조공 계를 

통하여 조선의 명 계는 이루어졌으며, 청나라는 명나라의 朝貢關係를 根幹

으로 하여 주변 외국과 계를 맺었으며, 일부 형식 인 면에 있어 강화된 모

습을 보 다. 이는 使行의 명칭과 인원의 조정이라는 방법으로23)이루어졌다.
23) 

赴京使行은 高麗 恭愍王 17년(1368, 홍무원년) 2월에 元 帝가 燕京을 떠났

다는 소식이 고려에 해지자 공민왕이 百官 議를 통하여 禮曹判書 張子溫

을 명나라에 견하고, 뒤이어 명의 國書가 來到하면서 시작되었다.
24)24)

반면에, 국사신의 출래는 목 에 따라 사행명이 정해지고, 사행명은 주로 

사신이 지니고 오는 문서의 종류에 의해 구분된다.25)25) 국사신이 지참하는 황

제명의의 문서는 制, 詔, 誥, 勅 등이 있어 詔使, 勅使 등으로 칭하기도 하고, 

명  사신을 天使, 明使 등으로, 청  사신을 勅使, 淸使 등으로 칭하기도 하

다.

사행은 매우 제한 인 활동범 를 가지는 제도 다. 명․청은 조공에 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시행하 는데, 조공의 기한, 사행규모, 사행로, 조공물품, 

22) 김경록, 2000,  논문, 23~25면. 별도의 사행명이 부여되는 사행으로 賀大行皇

帝 諡使, 欽問起居使, 告訃請諡使, 請承襲使, 齎咨官, 齎進官, 奏聞使, 進奏使, 節

日使, 進表使, 進箋使, 押解官, 押馬官 등이 있는데, 구체 인 사행목 을 명시하

여 使行名으로 정하 다.

23) 全海宗, 1977 韓中關係史硏究一潮閣. 107~108면

24) 大明 典卷105, 禮部63 朝鮮國. “洪武二年 國王王顓 遣使奉表賀卽位 請 貢方

物 詔 爲高麗國王 賜龜紐金印誥命”; 高麗史世家 卷42, 恭愍王 19年 5月 甲寅. 

“帝遣尙寶司丞偰斯來 錫王命 王率百官郊迎詔”; 明 要卷十五, 禮十 蕃使入貢. 

“洪武二年 八月 高麗國王王顓遣使修貢 請  命符璽郎偰斯齎詔及金印往 之”; 吏
文卷2, 洪武 3年 1月 10日字 咨文. “安南高麗占城 旣來歸附 其各國山川 合於洪

武參年 過正朝後 擇日齋戒降”

25) 김경록, 2004, ｢조선시  사신 와 도감｣한국학보117. 78~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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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程 등이 구체 으로 명시되었다.
26)26)청나라는 治 9년(1652)에 조공제도에 

한 구체 인 제한사항을 정하 다. 육로로 조공하는 번국의 사행인원을 매

회 100인이하로 제한하 으며, 더욱이 입경인원은 20인만 허락하 다. 해로로 

조공하는 경우는 배 3척을 과할 수 없었으며, 탑승인원도 100인으로 규정하

다. 한 입경인원의 경우에도 20명 내외로 제한하 다.27)
27)

사행의 규모에 한 내용은 經國大典을 비롯한 찬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經國大典에 正使․副使․書狀官․從事官․從人의 品階만 기재되어 있

어 조선 기 명확한 사행원의 수는 알 수 없지만, 략 40여명이었으며,28)28)이 

가운데 正使로부터 押物官까지 약 30명 내외를 正官이라 칭하여, 禮가 있으

면 朝 하는 인원이었다.
29)29)

요 사행원의 역할을 살펴보면, 正使는 사행을 표하는 역할과 使行의 등

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宗親이나 일정한 품계 이상의 인물이 임명되

었는데, 京師에 갔을 때 에 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世宗은 謝

恩使를 차정하면서 비록 勳親으로 1품의 지 에 있던 부사 李澄보다 駙馬

를 선호하 던 에서도 정사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국이 부마를 하

는 禮에 있어 등 을 더할 것이라는 계산이 제된 조처 다. 한 使行에 있

어서 禮행사는 요한 것으로 의례행사에 正使는 朝鮮과 使行員을 표하

는 역할을 하 다.30)
30)

副使는 正使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 으로 明關係에 정통한 官

員, 즉, 명나라 원을 할 능력이 있는 인물이 임명되었다. 이러한 역할의 

분담으로 인해 정사는 宗親․皇親․宰相班列에서, 부사는 이 에 書狀官이나 

從事官으로 사행에 참여하 던 인물이 임명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서장 은 정사가 2품 이상이면 견되다가, 세종 14년 이후로는 3품의 사신

26) 大明 典권105~106, 禮部63~64, 朝貢1~2; 大淸 典事例권514, 禮部 朝貢

27) 大淸 典事例권514, 禮部 朝貢 從人

28) 通文館志 卷3, 事大 赴京使行. “國初歲遣朝京之使 有冬至正朝聖節千秋四行 謝

恩奏請進賀陳慰進香等使則隨事差  使或二員一員而不限品 從事官或多或 而無定

額 ( 략) 該數中間 有上通事又有 上通事 仍居從事官之上 而從事官則自敎誨以

下各有名目 外有醫員寫字官書員 共四十餘員”

29) 世祖實  卷36, 世祖 11年 8月 庚寅

30) 김경록, 2000,  논문,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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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정되어도 견되었다.
31)31)서장 은 귀환한 뒤 聞見單子를 왕에게 올리고, 

왕의 재가를 받아 이를 승정원에 보내 등록하 다.32)32) 재 남아 있는 燕行

이나 朝天記의 상당수가 서장 의 이러한 임무와 련되어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33)33)

이상의 정사, 부사, 서장 을 일반 으로 三使라고 하며, 이하의 정 에 해

당하는 사행원을 從事官이라고 하 다. 종사 은 사행에 있어 실무 인 역할

을 담당하 으며, 부분이 역 으로 구성되었다. 종사 은 官品과 인원수에 

제한이 없었으며, 敎誨 이하로 名目이 있는 인원(押物官, 打角夫 등)이었다.

삼사는 역할분담이 있어 사행목 의 달성을 한 외  역할은 정․부사

가 담당하고, 사행 자체의 규율담당은 서장 이 담당하 다. 서장 이 臺官職

을 兼帶한 이유로 일행을 규찰하 지만, 실질 으로 일행이 사행에서 돌아오

기 까지 통사가 총 하 다.34)34)통사가 基幹的인 역할을 담당하 음은 日本

使行에서도 명확하게 보인다.
35)35)사행일정에 따라 외교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이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행활동 반에 걸쳐 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한 한 처방안을 지시하 다. 물론 정사와 부사가 모든 것을 결

정할 수는 없었으며, 부분이 본국의 훈령이나 조선에서 지니고 온 사목에 

의거하여 처하 다.36)
36)

이외에 역 으로 사행에 참여하는 이는 通事, 押物, 打角夫의 직책을 띄었

다. 司譯院出身 들을 상으로 사역원에서 都目政에 取才하여 선발된 인원 

가운데 등 의 순서 로 上等은 通事, 中等은 押物, 下等은 打角夫로 삼았

다.37)37)押物․打角夫는 사행의 왕래시에 수행하는 각종 물을 호송하는 원

으로 歲幣를 비롯한 각종 方物․禮物을 운송, 리, 수납하는 임무를 지녔는

데, 부분 사역원의 역 들로 차정되었다.

31) 世宗實  卷58, 世宗 14年 10月 丙申

32) 經國大典禮典 藏文書條

33) 원재연, 1998, ｢朝鮮後期 西洋에 한 著述의 조사 연구｣ 國史館論叢 81. 283 
~290면.

34) 通文館志 卷1, 沿革 登第條. “ 上官遞兒 摠察行中 主管公幹”

35) 金良洙, 1983, ｢朝鮮後期 譯官에 한 一硏究｣ 東方學志 39 57면.

36) 김경록, 2000,  논문, 28면.

37) 문종실록 권3, 문종 즉 년 9월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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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는 명나라 부와의 뿐만 아니라 赴京使行 동안에 발생한 외교

인 문제를 三使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38)38)이는 통사가 비록 실무외교

인 면을 담당하더라도 사신의 지휘와 통제를 받았음을 보여 다. 한편, 통사는 

의례행사에서 서장 과 동일한 서열에서 참여하 으며, 조선으로 돌아온 뒤 

하사받는 賞給에 있어서도 서장 과 동일하 다. 이는 통사가 사행에서 단순

한 통역 의 역할을 넘어선 역할이 있었음을 보여 다.

외교 차에서 통사가 실무외교 의 역할을 하 는데, 이는 사행기록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다. 세종 8년 節日使의 通事로 경사에 간 兪 俊이 禮部郎中 

王濬, 陳敬과 員外郞 楊旭을 만나 황태후에 한 표문과 방물의 유무를 논쟁

한 일이 있다.
39)39) 부 원이 황태후에게도 표문과 방물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

하자 유흥 이 례에 없는 일이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부 원의 

단호한 태도로 인해 황태후에 한 표문과 방물을 가져오게 되자 유흥 은 

다시 부상서에게 다시 물어보는 차를 밟았다.

한 다음달에 명나라에 견되는 사은사행의 정사 南暉를 제쳐두고 통사 

朴叔陽에게 세종이 황태후의 표문과 문에 해 훈령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유흥 의 답 내용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40)40)즉 통사는 단순한 임기응변으

로 부 원을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입장을 분명하게 악한 상태에서 

변한 것이다. 한 세종이 사은사 남휘가 아닌 통사에게 황태후의 표문문제

를 명한 은 부 원을 만나 실무외교활동을 개하는 주체가 통사라는 사

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兪 俊과 朴叔陽의 활동은 단순한 

통역의 임무가 아니라 회동 에 있는 사신을 신하여 부 원을 만나 조선

의 입장과 주장을 펼치는 실무외교 이라고 할 것이다. 구체 인 사행원의 구

성은 아래 표와 같다.

38) 단종실록 권10, 단종 2년 3월 임자

39) 세종실록 권31 세종 8년 2월 신사

40) 세종실록 권31 세종 8년 3월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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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年代

 職名

① 太宗 7년 進

表使行

② 宣祖 7年 奏請

使行

③ 仁祖 卽位年 

奏請使行

④ 仁祖 14年 

進香使

正使 世子 李禔 朴希立 李德泂 金

副使 李天祐 吳䎘

侍從官
李玄, 孟思誠 

등 12인

書狀官 薛偁, 許稠 許篈 洪翼漢 李晩榮

質正官 趙憲

上譯官 尹慶龍, 韓瑗

上通事
宋大春, 安廷蘭,

洪純彦
黃孝誠, 朴仁厚 崔元立

次上通事 李春暐

(漢學習讀官) 李元亨 趙典

通事
郭海龍, 吳眞 등 

6인

李廷敏, 申燦, 

尹秀寬,白元凱,

金鸞孫

表正 , 金悌佑, 

秦仁男

朴仁厚, 洪貴一,

朴尙直, 金大嶸,

등 15인

押馬 李公孝 등 2인 金沔, 鄭亨復

押物 李薈 등 2인 玄禮祥

理馬 林有聃

司僕官 河敬復

寫字官 玄得洪 劉義立

醫員 楊弘達 張彦龍, 具澄 康大立, 尹信立

內侍 朴英文 등 2인

奚官 蔡貴 등 2인

司衣 沈舒 등 2인

打角夫 金時遇 등 2인 金榮

監廚 洪義成

廚子 3인

內僚 7인

乾糧掌務官 朴致龍, 李應翼

養馬 3인 鄭渾

馬醫 1인

<표 1> 조선시  사행의 규모와 구성



․ 朝鮮時代 使行과 使行記  203

驅趕駄子軍 24인

牽馬陪 7인

各官의 從人 27명

別破陳 朴義龍

司憲府書吏 劉仁

軍官

鄭雪, 吳慶祐, 

朴 而, 金麗生,

 許昳, 李寬

朴信生, 李大仁, 

尹以顯, 崔悌立, 

權悅

火砲匠 閔勳

官奴 孫鶴 등 語孫, 祥世

總員 36명 내외 40명

* 근거: 太宗實 , 荷谷朝天記, 花浦朝天航海 , 朝京日 
* 김경록, 2000, ｢조선 기 명외교와 외교 차｣한국사론44에서 재인용

국에서 사행의 활동 역, 즉, 문서 달과 문서수납을 포함한 사행 차는 

使行員에게 매우 제한 인 활동범 를 허락하는 형태 다. 특히 三使는 공식

인 행사(즉 公事)를 제외하고 회동 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으며, 辦事官이 

微服차림으로 同舘과 조선사신이 출입하는 도로에서 動靜을 정찰할 정도로 

제한 이었다.41)41)만약 허락을 받아 특정한 장소를 구경하더라도 명나라의 

원이 함께 동행하여 사행을 감시하 다.

“가정 26년(명종 2, 1547)에 使臣과 書狀官, 從人 두세명이 郊壇과 國子監을 둘

러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때 국인 통사 1명을 伴行으로 임명하여 同

館을 나서면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 다.”
42)42)

大明 典에서는 보호라고 하 지만, 감시라고 표 하는 것이 당할 것이

며, 明宗代 이 에는 다른 곳에 출입하는 것을 엄히 하 음을 보여 다. 

한 북경의 다른 지역을 구경하는 것도 회동 의 提督이 발 하는 票文이 있

어야 가능하 다.43)43)太宗代 賀正使로 사행한 讓寧大君에 하여 락제가 매

41)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9월 을묘

42)  명회  卷105 禮部63 朝貢一 朝鮮. “嘉靖二十六年 特許其使臣同書狀官及從

人二三名 於郊壇及國子監游觀 禮部箚委通事一員伴行 撥館夫防護 以示優異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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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館(회동 )에만 머물면 심심할 것이니 朝天宮, 靈谷寺 등 京師의 여러 곳

을 구경하도록 특별히 허가할 정도 다.44)44)世子에 해서도 이러한 행동상 제

약을 가하 던 으로 미루어보아 일반 인 사행에 있어 행동반경의 제한은 

심하 던 것으로 보인다.
45)45)이에 비하여 청 에는 상 으로 제약이 완화되

었다. 특히, 강희제 이후 청의 조선 계에 한 확고한 자신감의 표 이 있

은 이후에는 사행의 활동이 많은 간섭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제약의 완화는 사행원이 작성하는 사행기록의 다변화에 향을 주었다.

使行이나 사신 는 모두 문서를 매개로 외교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명․

청의 국정운 이 모두 文書를 통한 운 46)이었음을46)통해 부경사행의 근본

인 의미는 교섭이라기 보다는 文書의 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 

의미의 외교활동처럼 회담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이 아

니라, 일정한 외교문서를 미리 작성하여 이를 달하고 答書를 받아가는 형식

으로 외교 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경사행의 성격은 신하는 通交가 있을 

수 없다는 당시의 일반 인 인식이 반 된 결과이며, 사신이 부여받은 사행목

, 즉 문서의 달이외에 별도의 교섭을 벌이는 것은 참람한 행 로 여겨졌

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使行員이 가지는 의미는 문서의 달과 사행과정

에서의 정보 악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외교문서의 측면에서 사행의 역할이 문서 달이라면, 조선에서 문서

를 생산하는 과정은 일정 외교사안이 발생하여 필요한 외교목 이 설정되고 

이의 달성을 하여 작성  검단계를 거쳐 생산되었다. 조선에서 외교사안

으로 단하게 되는 근거는 주로 국 계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통하여 이

루어지며, 정보수집의 경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국사행을 통한 정보수

집, 사 문서 가운데 국문서를 통한 수집, 표류민이나 일본에 인질로 잡혔던 

43) 花浦朝天航海  卷2, 天啓 5年 乙丑 1月. “提督下票文 許往天壇”

44)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4월 경진

45) 大東野乘 卷4, 稗官雜記 1. 稗官雜記의 자 魚叔權은 嘉靖初年 이 에는 京師

에서 사행의 활동이 자유로웠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 인 측면에서 기

술한 것으로 世宗實 에 국의 원이 조선사신의 행동을 감시하 다는 기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활동의 제약은 조선 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6) 吳緝華, 1971, 明代制度史論叢 만학생서국, 179-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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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신문과정에서 수집, 변경지방을 통한 수집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행

과 국문서를 통한 수집이 가장 많았고 정보의 신뢰수 도 높았다.47)47)기타 

연행로의 경우도 일정한 시기별로 변화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세 히 검토함

으로써 역사지리  외인식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48)48)

3. 사행 차와 문서 달

에서 살펴본 외교 차(사행 차)를 통하여 조공체제에서의 외교활동이 

매우 제한 이었음을 악할 수 있으며, 자국의 외교목 을 달성하기 해서

는 외교문서의 달에 집 할 수밖에 없다. 즉, 사행 차에서 가장 요한 과

정이 조선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차와 격식에 어 남 없이 명확하게 달하

는 최선의 통로가 사 문서 달이었다.

이러한 차에 있어 요한 제요소가 있다. 使行目的은 藩王과 赴京使行

이 하는 것을 지한 국의 태도와 부여받은 王命이외의 일을 참람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조선의 태도가 련되어 사행의 성격을 규정지었다. 국에

서 엄격한 의례 차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별 사행원은 자신이 담당하 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사행의 목 을 달성할 수 있었다.
49)49)

조선시 의 외교문서는 크게 事大文書와 交隣文書로 구분할 수 있고, 사

문서는 발 주체에 따라 朝鮮文書와 中國文書로 구분할 수 있다.50)50)조선문서

는 조선국왕이나 의정부 등 조선이 발 주체가 된 문서를 말하며, 국문서의 

경우도 국이 발 주체가 된 문서를 통칭하기로 한다. 조선후기 외교문서의 

집 성이라 할 同文彙 의 편집방식을 살펴보면, 조선문서와 국문서를 아

47) 김경록, 2000, ｢조선 기 통사의 활동과 상 변화｣한국학보101.
48) 김태 , 2004, ｢ 국 내 연행노정고｣동양학35, 10~13면.

49) 김경록, 2000,  논문. 34면.

50) 김경록, 2005, ｢조선시  사 문서의 종류와 성격｣한국문화35. 참조. 조선문서

와 국문서로 구분하는 것은 필자가 발 주체를 기 으로 구분한 것이다. 동
문휘고에 사 문서와 교린문서가 종합 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사 문서의 경

우, 조선에서 국에 보낸 문서뿐만 아니라 국에서 발 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문서를 구분하기 하여 조선문서와 국문서

로 본고에서는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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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사 문서로 인식하고 교린문서에 비하여 상 으로 시하 다.
51)51)한편, 

典律通補의 事大文書式에 수록된 문서식은 모두 조선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수시로 조선에 달되는 表箋式을 참조하여 규례화한 것으로 국문서

에 련해서는 조선에서 어떠한 의견 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외교문서로서 조서는 조선에 달되었을 때, 부의 부본을 수하는 내외

아문의 수 차와 동일한 의식을 거쳤다.52)52) 도감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

식 차를 거쳐 조서를 수하 다. 보다 세 한 연구성과가 이루어져야 밝

지겠지만, 체 으로 조선사행이 국에서 돌아올 때, 국의 외교문서를 

수하여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가져오는 문서는 勅書가 부분이며 

詔書는 국사신이 가져오는 경향성이 있다. 이는 조서가 칙서보다 높은 격의 

문서임을 반 하는 것이다.

사 문서 가운데 조선문서는 明․淸代를 공통 으로 表文, 箋文, 狀文, 咨

文, 奏文, 啓文, 申文, 呈文, 單子 등이 있는데, 문서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 아

니라 문서 달의 최종 상을 고려한 구분이었다. 典律通補에 따르면 사

문서는 23종, 교린문서는 2종이다. 동문휘고와 典律通補 종합하여 정리하

면, 개별 문서의 성격은 엄격한 차이가 있었다.
53)53)

본 에서는 사행에 을 두어 사행이 요동과 북경에서 문서를 어떻게 

달하고, 어떠한 활동을 하 는가를 살펴보자. 외교문서(사 문서) 가운데 朝

鮮文書의 생산은 문서의 요성으로 인하여 특정 아문(文書應奉司, 承文院)에

서 담당하 다. 文書應奉司는 고려시 부터 조선 태종 11년(1411) 승문원으로 

개편되기까지 事大交隣의 외교문서를 작성하던 기 으로 처음에 文書監進色

51) 해종, 1978 동문휘고, 국사편찬 원회편. 동문휘고의 각 항목별로 수록된 

문서를 살펴보면, 외교  사안에 따른 국문서와 조선문서를 모두 수록하여 편

집하 다.

52) 攷事新書卷7 行人門, 皇明進貢使价 皇明詔使迎接 . “朝廷使臣則遣遠接使于義

州 宣慰使于五處(竝二品以上) 迎 宴慰(都司隨使臣來則遣三品 上官宣慰 赴京使

臣還時 遼東護 官 亦宴慰) 到京設下馬宴翌日宴(王世子宗親府議政府六曹亦以次

設宴) 及還設餞宴”

53) 김경록, 2005, ｢조선후기 사 문서의 종류와 성격｣한국문화35, 189~191면. 기

타 大明 典(江 廣陵古籍刻印社), 淸 典事例(中華書局), 吏文(상백 411. 

1J773i), 訓讀吏文(景文社)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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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비상설기구로 설치되어 使․副使․判官 등의 원을 두었으나 모두 

다른 부서 직자들로 겸직시켰다.54)54)조선시 에도 지속 으로 사 문서를 담

당하 다.55)55)

외교문서의 생산 차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① 製述, ② 繕寫, ③ 讀准黑草

(黑草査 ), ④ 畢寫, ⑤ 安寶, ⑥ 裏의 단계를 거쳐 문 으로 이루어졌으

며, 査 의 경우 서울과 使行路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56)56)節

行이면 表․箋 등을 작성하고, 別行이면 謝恩表, 陳慰表 등의 문서를 작성한

다. 表․箋은 禮曹에서 藝文館으로 移文하여 製述하고, 임 이 이를 御覽한 다

음 承文院으로 啓下하 다.57)57)禮物單子는 啓下후 戶曹와 工曹에서58)措備하 다.58)

사행 차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행목  설정, 사 문서의 생산, 문서의 納入

과 受納과정이다. 사행목 은 개별 사행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된 

역할로 인해 조선 기의 사행은 兼行이 일반화된 조선후기와 달리 겸행을 하

지 않았다. 兼行하더라도 사안별로 별도의 문서를 비하 다. 이는 조선시  

국 계가 문서를 통한 외교 계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행 비 과정에

서 요한 것이 事大文書의 생산이었다.

사 문서는 여러 차례의 교열과 검사를 통해 생산되었는데, 사행의 성격을 

악할 수 있는 기 이었다. 당시 외교는 문서 달이 주된 활동이었으며, 조선

에서 의도하는 詔書나 勅書를 수납하여 돌아오는 것이 목 이었다. 경사에서

의 사행과정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문서 달이 가지는 의미를 악

할 수 있다. 사 문서는 使行名에 따라 달하는 문서에 차이가 있었다. 사행

목 이 節行이면, 해당 표문과 箋文, 咨文, 方物表 등의 문서가 달되지만, 別

行이면 奏文이나 咨文 등을 달하 다. 문서의 종류는 사행목  즉, 사행명에 

의해 결정되고, 이에 따르는 부수 인 문서들이 함께 달되었다. 사 문서 가

운데 표문과 문은 正本과 副本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달되었다.

사 문서의 달은 拜表단계부터 復命단계로 마무리된다. 세부 으로 국

54) 增補文獻備 卷221, 職官 , 館閣, 承文院.

55) 태종실록권21, 태종 11년 6월 임진

56) 김경록, 2006, ｢조선시  사 문서의 생산과 달체계｣한국사연구134 참조.

57) 經國大典卷3, 禮典, 事大.

58) 六典條例卷5, 禮典, 稽制司, 事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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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요동․북경 등 권역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서생산 차와는 달리 달

차는 明․淸의 시  특징이 두드러진다. 권역별 달과정은 ① 拜表단계

에서 渡江단계까지의 국내과정, ② 鎭江城(구련성)에서부터 遼東都司(청  盛

京)에 해당 문서를 달하는 요동과정, ③ 山海關을 지나 북경에 들어가 정식

으로 문서를 달하는 북경과정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체로 사행의 과

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행의 목 이 문서 달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국에서의 달과정은 요동과 북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서 달은 사

행과정과 거의 일치하여 ① 遼東八站-遼東都司-山海關 入關, ② 京師 도착, ③ 

同舘 入館, ④ 禮部를 통해 行事日程 통보받음, ⑤ 表箋文 納入, ⑥ 禮行

事 참가, ⑦ 賞賜, ⑧ 開 , ⑨ 先來通事의 견, ⑩ 상마연, ⑪ 京師 출발 등

이었다.59)
59)

요동 차는  과정 에서 ①에 해당하며, 구체 인 문서 달과정을 살펴

보면, 압록강을 건 기 에 조정에 渡江狀을 달하면서 시작된다.
60)60)사행문

서로 구분할 수 있는 渡江狀에는 渡江日字, 使行名, 使行員, 從人, 物品 등을 

자세히 기재하 다. 도강과정에서 書狀官은 平安道의 都事, 義州府尹 등과 江

邊의 帳幕에서 물품의 搜檢, 人馬의 點閱을 하 으며, 도강후에는 正․副使가 

國王에게 馳啓하 다. 이 과정에서 사 문서에 한 최종 인 査 가 시행되

었다.

압록강을 건  사행은 명 에는 湯站부터, 청 에는 鎭江城부터 요동의 여

러 驛站을 경유하 다. 특히, 청 에는 柵門이 설치되면서 책문에 들어가기 하

루 에 날짜, 사행명, 인마 등이 기재된 入柵報單을 제출하 다. 入柵報單 이

후 작성되는 문서가 실질 으로 국에 달되는 문서 으며, 명 에 비하여 

청 에 들어와 심양과 북경으로 구분하여 기재하 다. 

59) 大淸 典卷56, 禮部, 主客淸吏司, 賓禮, 朝貢. 청 에는 압록강을 건  鳳凰城을 

경유한 陸路로 盛京에 들어가고, 이후 山海關을 거쳐 京師에 入京하도록 규정되

었다.

60) 通文館志卷3, 事大 上, 赴京使行, 渡江狀. 사 문서와 달리 사행이 사행과정에

서 국의 각 아문에 사행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달하거나 교부받는 문서를 

使行文書라 한다. 사 문서와 사행문서의 구분은 필자에 의한 試論的인 구분이

다. 사 문서와 달리 使行文書는 渡江狀, 入柵報單, 각 아문에 제출하는 呈文, 각 

아문에서 발 하는 票文, 선래통사를 통한 啓文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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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은 淸譯으로 하여  수문장에게 입책보단을 통지하면, 입책 당일에 鳳

凰城 城 , 主客司, 護行伏兵 , 迎 官, 衙譯, 諸章京, 博氏, 當月撥什庫, 甲軍 

등이 성문에서 사행을 맞이하고, 보단을 국 원에게 달하 다. 이후 청

에는 盛京(瀋陽)을 경유하여 갔다. 조선후기 盛京을 경유하면서 북경 부와 

성경 부 사이에 왕래한 을 조할 기회가 있었다. 한, 부에서 차견된 

通官이 조선사행을 맞이하 다.61)
61)

사행이 요동도사에 제출하는 사행문서는 咨文이었으며, 발 받는 문서는 票

文이었다. 이 표문을 이용하여 車輛을 얻어 方物을 운송하 다. 각 沿路에 있

는 여러 站에서 票文에 따라서 車輛을 교체할 수 있었다. 治 이후에는 牛家

庄에 도착하여, 押車章京에게 交付하여, 北京의 館所까지 운송하 다. 청 에

는 단련사가 돌아가는 편에 狀啓를 보냈다.62)
62)

使行이 龍江驛에 도착하면 應天府에서 中書省과 禮部에 稟旨하고, 侍 司 

人이 接伴官으로 견되었다. 接伴官의 인도로 同舘에 도착하면 먼  통

사를 禮部에 보내어 조선사행의 회동  도착을 呈文하 다. 主客司의 원이 

사행의 등 에 따라 숙소를 배정하는데, 이때 正使의 品階가 요한 역할을 

하 다. 즉 고  원일수록 우 를 받고, 향후 일정에 많은 배려를 받았던 것

이다. 숙소가 정해지면 膳部의 下程, 主客司 主事(提督으로 범칭)의 物品點檢, 

禮部의 下馬宴이 이어지고, 사신은 通事를 보내어 禮部에 사 문서를 달하

다. 다음 차는 禮司의 習 , 의식 참여(일부는 朝 ), 賞給의 下賜가 이

루어졌다. 賞給의 하사는 사 문서에 한 회답을 의미하 다. 이후 회동  開

를 허락받아 통사를 심으로 한 從事官들이 시장을 열어 매매를 하 는데, 

조선은 날짜의 제한이 없어 종사 들의 농간으로 의도 으로 부에서 詔書

나 咨文을 늦게 수납하는 폐단도 있었다.

사행목 (문서의 달받음)을 달성하면 先來通事를 견하여 조선에 통보

하 는데, 이때도 부로부터 표문을 받아야 했다. 이를 해 회동 의 提督에

게 呈文을 보내고 제독은 이를 尙書에게 아뢰어 표문을 받아 다시 사행에 

61) 通文館志卷3, 事大 上, 赴京使行, 入柵報單. “ 例 使行到鎭江湯站等衙門 傳報

單受下程 崇德以後 始有柵門 而每於入柵前一日 先 淸譯”

62) 通文館志卷3, 事大 上, 赴京使行, 瀋陽交付分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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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63)63)이상과 같은 사행과정에서 제한된 실무교

섭  사 문서의 달은 통사가 담당하 다. 통사는 사행과정을 復命 후 手

本으로 작성하여 승정원에 제출하 다.64)
64)

문서 달에 있어 명․청은 차이를 보이는데, 명 의 사 문서 달은 부

에 사 문서를 달하고, 부에서 심의후 案呈하여 題本을 작성하고, 司禮監 

소속의 文書房으로 달하면, 문서방에서 內閣의 票擬를 거쳐 황제에게 달

되었다. 황제의 御覽이나 批紅을 거치면 司禮監, 文書房, 六科로 내려져 六科

에서 抄出하여 다시 부로 달되고, 이를 조선사행이 받아 돌아왔다. 청  

사 문서의 달은 부에 사 문서를 달하고, 부의 심의를 거쳐 제본이 

작성되었다. 제본은 內閣의 漢票簽處, 滿票簽處, 大學士의 檢閱, 批本處, 奏事

處, 皇帝 등의 순서로 조선의 의견이 달되었다. 명․청 의 북경에서 사 문

서를 달하는 과정은 크게 명 의 환 조직을 거쳤던 것에 비하여 청 에는 

내각에서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달된 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행의 엄격한 차는 사행구성원의 개별 인 업무를 규정하게 하

여 극 인 외교활동을 제약하는 면이 있었다. 실제 사행과정에서 정사를 비

롯한 사신들은 공 인 행사참가를 제외하고 국 원과의  등 별다른 외

교활동을 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제약을 언어 인 능력과 여러 차례 사행

경험을 바탕으로 극복하고 외교문서의 달, 실질 인 교섭의 진행 등 요 

업무를 수행하 던 通事가 활발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정사, 부사, 서장 을 비

롯한 정  뿐만 아니라 수행군  등의 사행원들은 나름 로 일정한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공식 으로 국 원을 하기 어려웠기에 사 으

로 그 지역의 학문 인 소양을 갖춘 인물들과 교제할 여유가 사행원들에게 

있었으며, 이러한 교제와 문견의 기록은 귀국이후 일정한 정리작업을 걸쳐 연

행록이라는 사  사행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63) 김경록, 2000,  논문. 34~39면.

64) 김경록, 2000, ｢조선 기 통사의 활동과 상 변화｣한국학보101. 59~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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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문서와 사행기록

이상의 정리를 통하여 조선시  외교활동은 사행을 통하여 개되었으며, 

사행은 문서 달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악할 수 있다. 문서 달 이

외에 正官들의 구체 인 활동은 국의 법제에 의해 제한되었기에 사행원이 

작성하는 각종 사행기록의 경우, 공식 인 업무보다는 사 인 교류를 심으

로 하거나 람을 통하여 문견한 바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사행기록

은 보고서의 성격 여부를 기 으로 공  사행기록과 사  사행기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공  사행기록은 사행이 귀환후 승정원에 제출하여 국왕의 어람

을 거치는 공식 사행보고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문휘고의 사신별단이 표

이며, 사  사행기록은 공  사행기록과 개별 인 사행시 나 었던 필담 등

에 한 기록을 수집․정리하여 개인 문집으로 편찬하는 것으로 일반 으로 

연행록이라 부르는 것이다.

사행을 통한 문서 달은 조선의 외교  입장을 표명하고, 국의 외교정책

을 악하는 유용하고 수단이었기에 조선시  외교문서의 정리는 매우 요

한 일이었다. 조선시  외교문서를 종합한 同文彙 를 통하여 조선의 외

인식  외정책의 결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65)65)동문휘고는 조선후기 외

교문서를 주로 정리된 것으로 정조 12년(1788)에 출간된 初編 60冊과 그 후

에 속간된 續編 36冊으로 구분되는데, 初編은 정조 8년(1784) 10월 왕의 하교

에 의하여 承文院提調 鄭昌 , 李崇祜가 譯官 玄啓桓-金倫瑞-崔麒齡 등을 董

督하여, 4년에 걸쳐 국-일본과의 事大-交隣關係에 한 詔, 表, 咨文, 使臣別

單, 國書, 書契 등을 目別로, 년차로 분류 편찬하여 정조 12년에 2000兩의 

特別經理에 의하여 上梓하 다. 그후 수차의 續纂을 거쳐 高宗 18년(1881)의 

文書까지를 整理 出版한 것이 續編이다. 특히, 사행기록과 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補編에 수록된 “使臣別單”항목이다. 동문휘고 補編의 항목구성을 정

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65) 김경록, 2005, ｢조선후기 ‘동문휘고’의 편찬과정과 성격｣조선시 사학보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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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항목명 수록문서 상기간

卷一
使臣別單(一) 書狀官聞見事件, 

譯官手本
34건 인조17년(1639)~숙종1년(1675)

卷二 使臣別單(二) 22건 숙종2년(1676)~숙종15년(1689)

卷三 使臣別單(三) 33건 숙종16년(1690)~경종1년(1721)

卷四 使臣別單(四) 13건 경종1년(1721)~ 조5년(1729)

卷五 使臣別單(五) 32건 조7년(1731)~ 조45년(1769)

卷六 使臣別單(六) 36건 조47년(1771)~정조9년(1785)

卷七 使行

* 거 : 同文彙  補編

<표 3> 同文彙  補編 구성항목 

동문휘고에 수록된 사신별단은 서장 의 문견사건과 賫咨官․역 의 수

본까지 포함하여 기재하 으며, 체 170건이 수록되어 있다. 사신별단의 상

기간은 인조 17년(1639)부터 정조 9년(1785)까지로 조선후기 청 계에 직

으로 활동하 던 사행원들의 기록으로 가치를 가진다. 

사신별단은 사행원이 사행과정에서 문견한 바를 정리하여 승정원을 통하여 

국왕에게 보고되었던 정식문서로서 외교문서의 범주에 포함된다. 조선에서 생

산하여 국에 달하 던 조선문서나 국에서 수하여 보고한 국문서가 

아니지만, 외교목 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조선에서는 이를 

외교문서의 범주로 악하고 동문휘고에 수록하 다. 사신별단은 정식 외교

문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행기록 가운데 공식 인 기록이라 할 것이며, 연행

록은 사 인 사행기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행기록과 연행록과의 련성

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성종  崔溥가 지은  海 이 있다. 표해록 권1의 

서두에서 최부는 다음과 같은 언 을 하 다.

“상인인 신 최부는 제주로부터 표류하여 甌東에 배를 고, 越南을 지나 燕北을 

거쳐, 올 6월 14일에 靑坡驛에 도착하여 삼가 傳旨를 받들어 이번 길의 일지를 편

집하여 바치나이다.”
66)66)

66) 박원호, 2006, 崔溥 海 譯註 고려 출 부.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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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부는 귀환하여 성종의 지를 받았으며, 자신의 문견한 바와 그 동안

의 일정에 해 상세히 기록하여 바치게 되었다는 이다. 물론 최부의 경우, 

정식 사행으로 국에 다녀온 것은 아니지만, 국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귀환

하는 시 에서 국왕에게 자신의 경험과 문견한 바를 상세히 보고하는 차가 

기본 으로 있었다. 국왕에게 바치는 은 사 인 기록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공식 인 보고서라 할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확인된 사항

에 한정되었을 것이기에 표해록은 다른 사  사행기록보다 사료로서의 가치

를 가진다. 이 이 표해록이 기타 다른 사  사행기록과 다른 특징이라 할 

것이다. 조선 기의 최부가 작성한 표해록의 경우도 표류하여 조선으로 귀환

하는 과정에 한 국왕 보고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공  사행기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67)
67)

이처럼 표해록을 보고서라는 공  사행기록의 성격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공  보고서의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은 발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 돌아와 도성 밖에 이르자 임 께서는 行 을 바치도록 명하신 뒤, 이를 

훑어보고 훌륭하다 여겨 드디어 이를 승문원에 보 하게 하셨다. 그 은 분량이 

3권에 지나지 않지만 바다의 변화 상황과 강 동남에서 북경 일 에 이르는 여정

의 산천, 물산, 풍속이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생의 經世의 재능도 

열에 하나 정도는 엿볼 수 있다. (…)”
68)68)

당시 최부가 성종에게 올린 보고서의 형식은 일반 으로 사신별단으로 제

출되었던 보고서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동
문휘고에 수록된 사신별단과 비교하여 알 수 있다. 한, 표해록의 일반

인 서술양식이 사  사행기록인 연행록의 서술양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통하여 조선시  사행기록은 기본 으로 공  사행기록과 사  사행기록이 

일정한 연 성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먼  공  사행기록을 살펴본다. 사신별단 작성의 기 이 무엇인가를 보

여주는 사례는 국왕과의 알 과정에서 보인다. 사신을 견하면서 국왕이 사

67) 박원호, 2006, 崔溥 海 硏究 고려 출 부. 자는 표해록에 기재된 공문에 

주목하여 조 간에 형성되었던 정보 달의 흐름을 밝혔다.

68) 박원호, 2006,  책. 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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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통하여 악하고자 하는 을 주지시키는 장면을 통하여 사신별단에 포

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다. 체 으로 사행은 조선의 

국 외교정책을 실질 으로 수행하는 행 이므로 사신으로 차정된 인물에 

해 국왕은 나름 로의 행동강령을 매번 주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인

용문은 종  賀禮使 조참  尹希仁에게 교한 내용이다.

 

“ 국 조정의 일을 경(卿)이 잘 들어보고 오라. ① 황제가 즉 한 뒤에 정치가 

어떠하며, ② 有司들과 말을 통하든가 하여 간혹 睿斷한 일이 있었는지를 듣거나 

보고 와야 한다. 한 ③ 조정의 紀綱이 어떠한지? ④ 朝臣들의 章奏를 듣는 로 

어오라. ⑤ 唐皐와 史道 두 사신이 북경에 돌아가 우리나라 일을 어떻게 奏達하

고, ⑥ 천자는 어떻게 결정하 으며, ⑦ 동료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했으며, ⑧ 그

들의 前職이 교체되었는가? ⑨ 金義․陳浩 두 사신이 북경에 돌아가 우리나라 일

을 어떻게 말했고, ⑩ 비록 彈劾은 받았다 해도 무사히 어느 직에 있는가? ⑪ 廣

寧都御史 李承勳이 遞職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⑫ 㺚子들의 동태가 正德 무렵에 

비하면 어떠한가? ⑬ 조정이 問罪하는 일이 없을 것인가? ⑭ 諸國의 朝貢하러 오

는 사신의 왕래가 에 비하여 어떠한가? 억지로 물을 것은 없고 卿이 들은 로 

와서 아뢰라.”
69)69)

종이 윤희인에게 사신별단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14가지 

항목이며, 황제의 정치운 , 국의 정세, 국사신이 조선에 해 어떻게 보

고하 는가, 국제정세 등 조선에서 필수 으로 확보해야 할 정보를 범 하

게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왕의 특별한 지침이외에도 사행은 출발에 앞서 

일정한 節目을 설정하고 이를 기 으로 사행을 진행하 다. 이러한 목은 주

로 조에서 승문원과 사역원의 례를 상고하여 작성하 던 것으로 보이며, 

특정 사안이 두하면 節目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의 표

인 사례는 종  종계변무에 한 사행 견시 확인된다. 종 의 종계변

69)  종실록권44, 종 17년 5월 임신. “遣禮曹叅判尹希仁 如京師 賀上皇太后 號

(太后即 獻王妃 帝生母也) 傳于希仁曰 中朝事 卿可詳聞而來 皇帝即位後 政治何

如 其從有司之 間有睿斷之事 可聞見也 且朝廷紀綱爲何如 朝臣章奏 隨所聞書

來唐史 兩天使還京 我國事何以奏達 而天子何以發落 於其僚中 亦何以 之 其不

遞前職 否及金陳 兩天使還京 我國之事何如 難被彈章 尙無事爲某職 廣寧都御

史李承勳遞期 在何時 㺚子聲息 比正德年何如 朝廷無問罪之擧 否 諸國朝貢之使

徃來 比古何如 此等事非必强問 卿其隨所聞來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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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활동은 태조 , 태종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 하게 비되어 사신

이 국에서 원을 응 할 때 답변할 사항까지 일일이 정하 다. 한, 사행

시 비 의 출몰 등과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것에 비하는 행동 차까

지 목으로 정하 다.
70)70)

이러한 목과 국왕의 사행지침은 사신에게 있어 사행시 행동지침이 되었

을 것이며, 자신들의 사행에 한 보고내용에 필수 으로 기 으로 작용하

을 것이다. 이러한 공  사행기록인 사신별단의 작성자를 먼  살펴보면, 정

사, 부사, 서장 이 많으며, 首譯이라 하여 통사가 작성한 手本도 포함된다. 동
문휘고 보편의 사신별단을 기 으로 정리하면, 정․부사의 별단은 56건, 서장

의 문견사건은 86건, 賫咨官의 수본은 18건, 수역의 수본은 10건 등이다. 

체 으로 서장 과 사신의 기록이 으로 많다. 여기서 보고서의 종류가 

사신별단, 문견사건, 수본 등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는데, 사행에 있어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러나 특징 인 은 단일 사행에 해 기록이 하나만 기재되어71)있다.71) 

즉, 사신별단이 있으면 서장 의 문견사건과 수본이 없다. 사행과정에 한 기

록을 담당하 던 임무는 서장 에게 있었으며, 기본 으로 서장 이 사행에서 

70)  종실록권33, 종 13년 6월 정유. 구체 으로 첫째, 주청임무를 담당할 주청

사의 선정에 있어 신 을 기할 것. 둘째, 련 근거자료를 최 한 수집하여 주본

에 기재할 뿐만 아니라 주청사일행이 등서하여 명에서 응 시 활용할 것(‘推戴

太祖奏’, ‘請改宗系奏’, ‘再請改宗系奏’, ‘準改宗系咨’, ‘謝改宗系表’), 셋째, 명의 

부 원 등과 응 시 상되는 질문을 뽑고, 이에 한 답변을 세세히 비할 것, 

넷째, 당시 건주여진의 흥기로 인하여 요동이 소란스럽고, 황제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주청사 일행이 도에 변고를 만나게 될 경우에 비할 것 등이었다. 

세부 으로 변고에 비하는 항목으로 ① 요동에서 변고를 만나면 조선에 馳報

하여 取稟한 뒤 진퇴를 결정할 것. ② 명 경계 깊이 들어가 변고를 만나면 일단 

나아가되 여러 州의 鎭官이 제지하면 明朝에 進達해 주기를 청하여 거 하면 돌

아올 것. ③ 북경에 도착한 뒤 변고를 만나면 남곤 등 사신이 형편을 살펴 처리

할 것 등이 정해졌다.

71) 同文彙 의 편찬에 있어 모든 문서를 모두 수록한다는 방침은 있었지만, 이는 

조선문서나 국문서의 경우이며, 사신별단의 경우는 신뢰도를 기 으로 한 문

건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 으로 서장 이 사행 련 기록을 모두 

종합하여 승정원에 보고하 다는 에서 사신의 별단, 서장 의 문견사건, 수역

의 수본 등이 종합되어 보고되고, 그 가운데 등록으로 취합할 것을 선별하여 기

재하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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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후 기록을 종합하여 올리게 되어 있었다. 강희 10년(1671) 동지사로 

赴京하 던 李晩榮이 특이하게 別單을 제출하지 않고 聞見事件을 제출하는데, 

이때 서장  鄭積이 사행도 에 사망하 기 때문에 서장 의 업무를 부사 이

만 이 담당하여 문견사건을 제출하 다.
72)72)즉, 사행기록의 공식 인 제출의 

업무는 서장 에게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다.

정식 사행을 견하기에 어려운 咨文 달의 목 으로 견하 던 賫咨行은 

復命하면서 국의 자문을 받아오거나, 청 에는 曆行의 역할도 수행하 으며, 

표류인을 솔하여 왔다. 이때 국의 자문을 발 받아 가져오는 경우와 曆書

를 받아 오는 경우는 해당 문서를 승문원에 제출하 다. 재자행은 사 문서 

달  수를 목 으로 한 사행으로 재자행의 문서 달은 원래 사안별로 

해당 아의 차이가 있었다. 功勞를 敍勳하는 일은 吏部에, 地畝․倉庫․錢糧에 

한 일은 戶部에, 朝賀․方物․貢獻하는 禮는 禮部에, 軍務와 도망한 盜賊

에 한 일은 兵部에, 詞訟․告發하는 일은 刑部에, 城池와 邊方의 關門에 

한 일은 工部에 보고하 는데, 청 에 들어서 모두 禮部로73)일원화되었다.73) 

즉, 재자행이 국문서(回咨)를 발 받는 아가 6部에서 부로 일원화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한, 청 에 재자행은 曆書를 받아오는 역할이 강조되었

다.74)74)사행규모가 작았던 재자행은 재자 이 직  사행기록을 작성하여 승정

원에 별도로 제출하여 문견한 바를 보고하 다.

한, 사행기록 작성의 주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수역이다. 사행

과정에서 가장 활동범 가 넓었던 통사는 조선의 외교목  달성에 추 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개하여 귀국후 보고사항이 가장 

많았던 존재 다. 이들의 보고사항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은 사항으로 평가

되어 신분 인 천시경향과는 상 없이 시되었다.75)
75)

여기서 조선시  공  사행기록은 사행의 종합보고서로 정리되어 제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문휘고의 사신별단 항목에 수록된 문서를 분석함

으로써 단할 수 있다. 개별 사행이 있으면, 사신의 별단, 서장 의 문견사건, 

72) 同文彙 補編, 卷1.

73) 淸 典事例卷511, 禮部222, 朝貢, 禁令1.

74) 通文館志권3, 齎咨行.

75) 김경록, 2000,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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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의 수본 등이 서장 에게 제출되면 서장 이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문서

도 빼지 않고, 승정원에 제출하 다.76)76)승정원에서 사 문서 이외에 서장 이 

매일 어놓은 기록도 復命하면 啓下받아 承文院謄 으로 보존하 다. 그러

나 실제 동문휘고에 수록된 문서는 거의 부분 개별 사행에 해 1건의 사

행기록을 수록하 던 은 가장 요한 내용을 수록한 문서만을 선별하여 수

록하 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정조 4년(1780) 사은사행의 경우처럼, 서장 의 

문견사건과 수역의 기록을 함께 수록하기도 하 다.

정 이외에도 사행원들은 개별 으로 기록을 하 던 것으로 단되며, 이는 

사행기록의 승과정에서 확인된다.77)77)규정상 정 이 아니면 사행기록을 제출

할 의무가 없었다. 이러한 에서 군 으로 동행하 던 인물들은 사행기간 자

신이 문견한 바를 간략한 메모형식으로 기록하 다가 이를 바탕으로 각종 문

헌과 자료를 취합하여 사 인 사행기록을 작성하 다. 즉, 조선시  사행에서 

정 에 해당되는 구성원은 기본 으로 자신의 업무에 련한 사행기록을 남

기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귀국후 승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 제

출되는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에서는 국정책을 새롭게 채택하게 되며, 개

별 으로 사행원들은 사 인 사행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주로 문집에 수록하

는 형식을 띄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인 사행기록이 단순한 기행문의 수 을 

넘어 부분이 백과사 식의 범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에서 사행원들

이 사행기간 의 간략한 기록을 보 하 다가 련 서   자료를 참조하

여 재구성하 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때 요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이 공 인 

사행기록으로 보인다.

그럼, 구체 으로 공 인 사행기록과 사 인 사행기록의 련성에 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사행기록의 서술방식을 개 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 인 사행기록의 경우, 날짜별로 정리한 경우는 거의 드물고, 부

분이 특정 사안이나 항목별로 정리하 다. 사안별로 정리한 것의 표 인 사

례는 건륭 42년(1777, 정조 1) 進賀謝恩陳奏兼冬至使行의 書狀官 李在學이 올

76) ≪經國大典≫卷3, 禮典, 藏文書.

77) 임기 , 2002, 연행록 연구 50~51면. 화포연행록의 경우, 정사 이덕형과 부사 

오숙의 조천록은 서장  홍익한의 조천록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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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聞見事件이다. 문견사건은 구성에서 山川道路(각 노정별 특이사항을 설명), 

산해 , 황성, 각 건물의 규모, 몽고인의 제도  풍속, 청나라의 습, 화폐제

도, 朝服, 軍制, 官職제도 등을 상세히 서술하 다. 이러한 서술은 사 인 사행

기록에서 서술되는 형식과 거의 유사하다.

둘째, 문견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한 사신별단의 표 인 사례는 강희 16

년(1677, 숙종 3)에 謝恩兼冬至使行의 書狀宮으로 부경하 던 孫萬雄의 聞見

事件이다.
78)78)정사는 瀛昌君 李沉, 副使 沈梓 던 동지사행은 1677년 11월 출발

하여 다음해 3월에 귀환하 다. 復命後 숙종을 알 하며 강희제가 玉河館을 

개조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방물을 돌려 보낸 사실을 보고하 다. 별도로 손만

웅이 문견사건을 올렸는데, 당시 吳三桂의 반란사건의 경과를 자세히 기술하

고, 청 조정의 정치․군사  변화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하 다.

셋째, 문견한 내용을 사안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사례는 강희 34년(1695, 숙

종 21) 謝恩使行의 書狀官 金演이 올린 聞見事件이다. 蒙古部 四十八家에 

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정치  우열 계를 언 하 으며, 古北口外의 지리․인

구, 山海關밖의 인구  행정, 民俗, 풍속, 軍制, 衣服 등에 한 상세한 내용

과 더불어 황제의 동향, 북경에서 외교문서의 달에 련한 내용이 자세히 

언 되어 있다.79)79)

넷째, 사행목 인 문서 달의 과정을 면 하게 살펴 원활한 사행목  달성

을 해 노력한 을 자세히 언 한 사례이다. 강희 35년(1696, 숙종 22) 奏請

兼冬至使行의 書狀官 金弘禎이 올린 聞見事件이다. 당시 정사는 徐文重, 부사

는 李東郁으로 세자의 冊 을 주청하는 목 으로 부경하 다. 1月 1日 황궁에 

詣闕하 을 때 문견한 바를 기재하 는데, 주로 성격의 높이와 길이, 각종 건

축물에 련한 사항으로 의례행사에 참여하여 기록한 것이었다. 한 奏請文

을 어떻게 달하고, 달된 문서가 어떠한 차에 의해 보고되고 결재되는지 

상세히 어 사행의 목 달성을 해 노력하 음을 밝히고 있다.
80)80)禮部郎中, 

提督, 尙書 佛倫 등을 통한 받기 한 노력을 자세히 기재하 으며,  청

회 을 근거로 책 을 하지 않으려는 청의 의도를 보고하 다. 사행의 노력

78) 동문휘고보편 권2.

79) 동문휘고보편 권3.

80) 동문휘고보편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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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세자책 은 받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어 사행원들은 처벌을 받

게 되었다.81)
81)

다섯째, 실질 인 외교 상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수역들의 수본에서 악되는 것으로 사 인 사행기록이 없는 통사들의 활동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옹정 원년(1723, 경종 3) 황성에 견되었던 역  

劉再昌, 金慶門 등 手本이다.82)82)원래 조선사행의 물화를 운반하는 것은 사행

이 별도로 품삯을 주어 수 와 인원을 조달하여 운반하 는데, 강희 말엽에 

만주의 胡嘉佩 등이 欄頭를 설치할 것을 청하여 품삯의 이익을 독 하여 폐

단이 발생하자 조선에서 난두의 를 요구하는 자문을 달하고, 이의 실태

를 악하라는 황명으로 인하여 戶部侍郞 吳爾泰, 刑部侍郞 馬爾齊, 給事中 繆

沆 등이 조사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역  韓永禧, 劉再昌, 金澤, 金慶門 등을 

황성에 견하여 胡嘉佩, 蕫名珩, 李顯龍 등과 분변하게 되었는데, 이때 청

나라 사람과 분변하 던 화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록은 3가지 주

제에 련하여 논쟁하 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  사행기록은 

분명 사  사행기록과 일정한 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요 사행원이 

남긴 사  사행기록은 이러한 공  사행기록을 기 로 하여 작성되었을 것이다.

사행기록에 있어 명인식과 청인식은 기본 인 구조에 있어 차이를 가

진다. 명인식의 경우, 통 인 화주의에 입각하여 사 인식의 측면에서 

근하면서도 실 으로 내각에 의한 정치, 황제의 정치  무 심, 타성 으

로 부패 인 모습을 보이는 료체계 등 명나라 내부의 모순을 비 하는 구

조이다. 이에 비하여 청인식의 경우, 동일한 통 인 화주의에 입각하여 

만주족의 국통치를 비 하면서 선진화된 문물과 각종 제도의 우수함을 

정 으로 인정하는 구조이다. 

사행기록은 단순한 문학사  의미를 넘어 한 계사, 국사연구 등에 높

은 사료  가치를 가진다. 특히 구체 인 사료로서 한국과 국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당 의 사회실상을 직  문견하여 기록하 다는 과 정치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히 표명하지 못하는 사상  흐름을 악할 수 있다는 

81) 숙종실록권31, 숙종 23년 3월 임술.

82) 동문휘고보편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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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료로서의 가치는 높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외교형태로

서의 사행은 많은 제약을 수반하 으며, 국의 제도 인 깊은 이해가 바탕되

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 으로 聞見한 사실을 수록하 다는 에서 면 한 검

토를 필요로 한다.

5. 맺음말

간략한 정리와 사행기록의 가치에 한 언 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신하

고자 한다. 통시  동아시아의 국제 계는 조공체제 으며, 이는 사행이라는 

외교형태에 의해 운 되었다. 사행은 외교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한 외교목 이 설정되고, 설정된 목 에 부합되는 사행명을 채택하여 사행

규모와 사행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명 이후 국의 국가통치체제가 철

하게 문서 심의 운 체제로 정립되면서 사행 역시 조선국왕 명의의 문서

를 달한다는 명분에 입각하여 실시되었기에 개별 사행원의 외교활동은 상

으로 제약되었다. 언어 인 능력을 바탕한 통사들이 실무외교 으로 역할

하 다. 이러한 제도 ․운 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정사, 부사, 서장 은 상

으로 사행기간  다양한 문물을 견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견문한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하여 사행기록을 작성하게 되었다.

선시  외교문서의 종합이라고 할 동문휘고에 수록된 사신별단은 정식 

외교문서는 아니지만, 공식 인 사행기록으로 가치를 가진다. 사신별단은 정․

부사의 별단, 서장 의 문견사건, 재자 ․수역의 수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술방식에 있어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에 제출되었던 공식 사

행기록은 이후 개별 사행원이 문집에 정리하는 사  사행기록의 본이 되었

을 것으로 보이며, 승정원에 기록제출의 의무가 없었던 사행원들은 보다 자유

로운 형태의 사행기록을 문집에 남겼다.

사행기록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이다. 조선은 국 계에 있어 조공

책 체제라는 한계에 해 많은 실과 명분 사이의 괴리에 의해 갈등구조를 

가진다. 이는 시 으로 차이를 보인다. 명․청 의 차이는 더욱 분명하지만, 

명 에도 이념  사 의 상과 실 으로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 명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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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행기록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조선의 국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

는 자료가 사행기록이다. 조선시  사행기록은 화주의 인 화이 에 입각하

여 명, 청인식에 차이 을 보인다. 명인식의 경우, 통 인 화주의를 

표방한 것에 해 일정하게 동의하면서도, 제군주 인 성향으로 개되는 

, 명의 행정통치체계에서 발생하는 부패상, 양명학으로 환되어 흐르는 사

상  흐름 등에 해 부정 인 인식을 보 다. 청인식의 경우, 이민족으로 

군림하는 것에 해 기본 으로 비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지만, 청나라의 

선진문물에 한 동경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  인식은 사행기

록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사행기록에서 청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발견

된다는 은 조선의 실문제 해결을 한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고 있음을 

반 한다. 연암이나 담헌의 사행기록에는 이용후생의 에서 稅政의 문란과 

리의 부패문제 등 청나라 內政의 문란에 해 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는데, 이는 실성 없는 북벌에 한 비 의식에 기반한다고 할 것이다.

사행기록은 국을 다녀와 문견한 바를 기록한 일종의 기행문이므로 조

계와 동아시아 문화교류 반을 구체 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서책과 제

도의 도입을 통하여 조 계를 가늠할 수 있지만, 구체 으로 조선의 사 부

들이 어떻게 국의 학자와 학 , 문화 , 사상  교류를 펼쳤는지 보여주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한, 사회 변에 흐르는 사상  흐름을 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물론 

제도 인 제약으로 인하여 그러했지만, 박지원이 사행기간  한 인물은 

부분 유명인사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 당시 청나라의 변에 흐르는 

사회분 기와 사상조류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  수 있다.

향후 사행기록에 한 연구에 있어 개별 학문 분야별 연구도 큰 의미가 있

지만, 보다 학제간의 교류에 의한 입체 인 사행기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행기록에 담긴 내용 에서 일부는 사행원이 그 분야에 한 해박

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상 인 감상만을 언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은 보다 주의깊게 다루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단  사행기록의 세 한 분

석과 함께 사행기록의 반 인 작성경 와 배경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행의 목 과 시  상황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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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 사행기록은 넓은 의미에서 국 기행문이라 할 것이며, 기록양식

에 따라 詩, 文, 歌辭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행기록이 언제부

터 존재하 는가는 사행의 존재와 동시에 있었다고 야 할 것이며, 보다 고

부터 사행기록은 존재하 지만, 존하는 것이 없을 뿐이다. 한, 사행기록

을 보다 정형화하는 경향성은 유학이 보편 인 지배원리로 등장하는 고려이

후로 짐작되며, 조선에 들어와서는 제도 으로 사행기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

록 되었다. 이는 조선시  사행기록이 보다 범 하게 확 되는 계기가 되었

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사행기록에 한 문학 , 민속학  근과 함께 

제도와 정치  측면의 세 한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필자 : 공군사 학교 인문사회계열 역사철학과 조교수)

주제어 : 사행기록, 동문휘고, 사신별단, 문견사건, 승정원

투고일(2006.11.7), 심사시작일(2006.11.7), 심사종료일(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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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haeng(使行) and Sahaeng record(使行記 ) 

during the Joseon Dynasty

Kim, Kyeong-lok *

83)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in traditional East Asia was based on a 

Tribute/recognition system(朝貢體制) and was performed through a diplomatic 

form of sahaeng(使行). The development of an issue, setting diplomatic 

goals, granting a name of sahaeng, and deciding the right time and size 

comprised the procedures of sahaeng. Especially, as the governing system of 

China, after the Ming Dynasty, was strictly based on documentation, the 

justification of sahaeng for delivering documents of the Joseon Dynasty King 

was emphasized, while individual diplomatic activities of sahaeng's members 

were restricted. Due to such restriction, Tongsa(通事), based on language 

ability, acted as practical diplomats. While the diplomatic role of Tongsa 

increased, messengers and other staffs had enough time to experience 

various cultures during the period of sahaeng, and kept these accounts for 

the sahaeng record(使行記 ).

Although Sasinbyeoldan(使臣別單), which is recorded in the diplomatic 

documentation of Joseon's “Tongmunhwigo(同文彙 )”, was not an official 

diplomatic document, it had the vale of an official sahaeng record. 

Sasinbyeoldan consisted of the byeoldan of sasin, the mungyeonsageon(聞見

事件) of seojangkwan, and the subon(手本) of yeogkwan, and was not 

restricted to any method of description. The official sahaeng record 

submitted to sengjeongwon formed the bases for private sahaeng records 

* an assistant professor. Korea air force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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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were arranaged by individual sahaeng's members, and the sahaeng's 

members, who did not have the responsibility to submit records to 

seungjeongwon, left sahaeng records in collections more freely.

Sahaeng records were a kind of an account of one's trip to China. They 

showed the Joseon-China relationship and the overall cultural exchanges of 

East Asia in detail. They have meaning in that they show how the 

sadaebu of Joseon engaged in exchanges with Chinese scholars.

Key Words : sahaeng record, Tongmunhwigo, Sasinbyeoldan, 

mungyeonsageon, seungjeo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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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도 조선 청 문서명 수록

1 1639 仁祖17 崇德4 己卯 奏請行書狀宮鄭致和聞見事件 補編卷1

2 1639 仁祖17 崇德5 己卯 冬至行書狀官李元鎭聞見事件

3 1644 仁祖22 治1 甲申 冬至行書狀官李奎 聞見事件

4 1648 인조26 治5 戊子 謝恩行書狀官李惕然聞見事件

5 1649 인조27 治6 己丑 謝恩兼冬至行書狀官姜 載聞見事件

6 1650 효종1 治7 庚寅 陳奏兼謝恩行書狀官鄭知和聞見事件

7 1651 효종2 治8 辛卯 謝恩行書狀官趙珩聞見事件

8 1652 효종3 治9 壬辰 冬至行書狀宮沈儒行聞見事件

9 1653 효종4 治10 癸巳 謝恩行書狀官李光載聞見事件

10 1653 효종4 治10 癸巳 謝恩行書狀宮林蔡聞見事件

11 1654 효종5 治11 甲午 謝恩行書狀官李齊衡聞見事件

12 1654 효종5 治11 甲午 進賀兼冬至行書狀官沈世鼎聞見事件

13 1658 효종9 治15.5.4 戊戌 別齎咨官李芬手本

14 1659 효종10 治16 己亥 告訃兼奏請行書狀官鄭榏聞見事件

15 1660 종1 治17 庚子 謝恩行書狀宮李元禎聞見事件

16 1662 종3 康煕1 壬寅 進賀兼陳奏行書狀宮李東溟聞見事件

17 1663 종4 康煕2 癸卯 進賀兼謝恩行副使李㬅聞見事件

18 1664 종5 康煕3 甲辰 冬至行書狀官禹昌績聞見事件

19 1665 종6 康煕4 乙巳 冬至使書狀官李慶果聞見事件

20 1666 종7 康煕5 丙午 謝恩兼陳奏行書狀宮孟曺瑞聞見事件

21 1666 종7 康煕5 丙午 謝恩兼冬至行書狀官趙遠期聞見事件

22 1667 종8 康煕6 丁未 謝恩兼陳奏行書狀宮慶㝡聞見事件

23 1667 종8 康煕6 丁未 冬至行書狀宮李世翊聞見事件

24 1668 종9 康煕7 戊申 進賀兼謝恩行書狀宮鄭檏聞見事件

25 1668 종9 康煕7 戊申 冬至行書狀官朴世 聞見事件

26 1670 종11 康煕9 庚戌 進賀兼謝恩使書狀官趙世煥聞見事件

27 1670 종11 康煕9
庚戌 進賀謝恩兼冬至行書狀官鄭華齊聞見事

件

28 1671 종12 康煕10
辛亥 冬至行副使李晚榮聞見事件(書狀宮鄭

積中路身故)

29 1672 종13 康煕11 壬子 進賀兼謝恩行書狀官李柙聞見事件

<표 6> 同文彙 의 使臣別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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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673 종14 康煕12 癸丑 謝恩兼冬至行書狀官李宇鼎聞見事件

31 1674 종15 康煕13 甲寅 陳慰兼進香行書狀宮姜碩 聞見事件

32 1674 종15 康煕13.1.10 甲寅 告訃奏請兼謝恩行書狀官宋昌聞見事件

33 1674 종15 康煕13 甲寅 進賀兼冬至行書狀官洪萬鍾聞見事件

34 1675 숙종1 康煕14 乙卯 謝恩行書 官閔黯聞見事件

35 1676 숙종2 康煕15 丙辰 冬至行書狀宮兪夏謙聞見事件 補編卷2

36 1677 숙종3 康煕16 丁巳 謝恩兼冬至行書狀宮孫萬雄聞見事件

37 1679 숙종5 康煕18 己未 進賀兼謝恩行書狀官李華鎭聞見事件

38 1680 숙종6 康煕19 庚甲 謝恩行書狀官睦林儒聞見事件

39 1680 숙종6 康煕19 庚申 冬至行書狀宮申讓聞見事件

40 1681 숙종7 康煕20 辛酉 謝恩行書狀宮李三錫聞見事件

41 1681 숙종7 康煕20 辛酉 奏請兼冬至行書狀官申琓聞見事件

42 1682 숙종8 康煕21 壬戍 問安行正使閔鼎重別單

43 1682 숙종8 康煕21
壬戍 進賀兼謝恩陳奏行書狀官韓泰東聞見事

件

44 1682 숙종8 康煕21 壬戍 冬至行正使金錫冑副使柳尙運別單

45 1683 숙종9 康煕23 癸亥 冬至行書狀官鄭濟先聞見事件

46 1684 숙종10 康煕23 甲子 告訃行書狀官李著晚聞見事伴

47 1684 숙종10 康煕23 甲子 謝恩兼冬至行書狀官李宏聞見事件

48 1686 숙종12 康煕25 丙寅 謝恩使正使南九萬副使李奎齡別單

49 1686 숙종12 康煕25 丙寅 陳奏行書狀官李墪聞見事件

50 1686 숙종12 康煕25 丙寅 謝恩行書狀官吳道一聞見事件

51 1686 숙종12 康煕25 丙寅 謝恩兼冬至行書狀宮李宜昌聞見事件

52 1687 숙종13 康煕26 丁卯 謝恩兼冬至行書狀官朴世聞見事件

53 1688 숙종14 康煕27 戊辰 告訃行正使尹世紀別單

54 1689 숙종15 康煕28 己巳 謝恩兼陳奏奏請行書狀官權持聞見事件

55 1689 숙종15 康煕28 己巳 陳慰兼進香行書狀官成瓘聞見事件

56 1689 숙종15 康煕28.10.12 己巳 別齎咨官申澯手本

57 1690 숙종16 康煕29
庚午 謝恩兼進賀陳奏行書狀官金元變聞見事

件
補編卷3

58 1691 숙종17 康煕30 辛未 別賞咨官金翊漢手本

59 1691 숙종17 康煕30 辛未 謝恩兼陳奏行書狀官李震休聞見事件

60 1692 숙종18 康煕31 壬申 謝恩兼冬至行書狀官朴昌漢聞見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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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693 숙종19 康煕32 癸酉 謝恩行書狀官崔恒齊聞見事件

62 1693 숙종19 康煕32 癸酉 冬至行正使柳命天副使李麟徵別單

63 1695 숙종21 康煕34 乙亥 謝恩行書狀官金演聞見事件

64 1696 숙종22 康煕35 丙子 謝恩行書狀官任胤元聞見事件

65 1696 숙종22 康煕35 丙子 奏請兼冬至使書狀官金弘禎聞見事件

66 1697 숙종23 康煕36
丁丑 冬至兼謝恩進賀行書狀官柳重茂聞見事

件

67 1698 숙종24 康煕37 戊寅 問安行書狀官尹弘离聞見事件

68 1698 숙종24 康煕37 戊寅 謝恩行書狀官李健命聞見事件

69 1698 숙종24 康煕37 戊寅 冬至行書狀官李坦聞見事件

70 1699 숙종25 康煕38 己卯 謝恩兼冬至行書狀官兪命雄聞見事件

71 1700 숙종26 康煕39 庚辰 冬至行書狀官姜履相聞見事件

72 1701 숙종27 康煕40 辛巳 冬至行正使姜銀副使李善溥別單

73 1702 숙종28 康煕41 壬午 謝恩行書狀官李世奭聞見事件

74 1702 숙종28 康煕41 壬午 奏請兼冬至行書狀官黃一夏聞見事件

75 1704 숙종30 康煕43 甲申 謝恩行書狀官李夏源聞見事件

76 1705 숙종31 康煕44 乙酉 謝恩兼冬至行書狀官南廸明聞見事件

77 1706 숙종32 康煕45 丙戌 冬至行正使兪得一副使朴泰恒別單

78 1709 숙종35 康煕48 己丑 進賀兼謝恩行書狀官李翊漢聞見事件

79 1712 숙종38 康煕51
壬辰 謝恩兼冬至行正使金昌集副使尹趾仁別

單

80 1713 숙종39 康煕52 癸巳 謝恩行正使臨昌君焜副使權尙游別單

81 1714 숙종40 康煕53 甲午 冬至行正使李澤副使權 別單

82 1714 숙종40 康煕53 甲午 別齎咨官李樞手本

83 1715 숙종41 康煕54 乙未 別齎咨官金慶門手本

84 1716 숙종42 康煕55.3.9 丙申 別齎咨官韓 五手本

85 1716 숙종42 康煕55.11.20 丙申 憲書齎咨官韓有禧手本

86 1717 숙종43 康煕56 丁酉 冬至行書狀官李重協聞見事件

87 1719 숙종45 康煕58 己亥 謝恩兼進賀行書狀官宋必恒聞見事件

88 1720 숙종46 康煕59 庚子 冬至行正使李宜顯副使李喬岳別單

89 1721 경종1 康煕60.10.21 辛丑 別齎咨官劉再昌手本

90 1721 경종1 康煕60
辛丑 奏請兼冬至行正使李健命副使尹陽來別

單
補編卷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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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722 경종2 康煕61 壬寅 冬至行正使全城君混副使李萬選別單

92 1723 경종3 雍正1
癸卯 陳慰兼進香行正使礪山君枋副使金始煥

別單

93 1723 경종3 雍正1 癸卯 進賀行正使密昌君樴副使徐命均別單

94 1723 경종3 雍正1
癸卯 陳慰兼進香行止使吳命峻副使洪重禹別

單

95 1723 경종3 雍正1.5.12 癸卯 別遣譯官劉再昌金慶門等手本

96 1724 경종4 雍正2.10.16 甲辰 謝恩兼進賀行書狀官沈㻐聞見事件

97 1725 조1 雍正3 乙巳 奏請行正使礪城君楫副使權樸別單

98 1725 조1 雍正3.8.20 乙巳 別齎咨官金慶門手本

99 1727 조3 雍正5.10.18 丁未 別齎咨官李樞手本

100 1728 조4 雍正6.11.19 戊申 憲書齎咨官卞昌和手本

101 1728 조4 雍正6 戊申 冬至正行正使尹淳副使趙翼命別單

102 1729 조5 雍正7 己酉 謝恩行正使驪川君增副使宋成明別單

103 1731 조7 雍正9 庚亥 謝恩兼冬至行書狀官李日躋聞見事件 補編卷5

104 1732 조8 雍正10 壬子 謝恩兼進賀行書狀官韓德厚聞見事件

105 1735 조11 雍正13 乙卯 冬至行正使驪善君壆副使李德壽別單

106 1735 조11 雍正13 乙卯 進香行正使洛昌君樘副使李壽㲹別單

107 1735 조11 雍正13 乙卯 進香行書狀官李潤身聞見事件

108 1736 조12 乾隆1 丙辰 別齎咨官韓致亨手本

109 1738 조14 乾隆3 戊午 冬至行正使趙 壽副使李潝別單

110 1739 조15 乾隆4
己未 陳慰兼謝恩行正使密陽君梡副使徐宗玉

別單

111 1741 조17 乾隆6 辛酉 冬至行正使驪善君壆副使鄭彦爕別單

112 1742 조18 乾隆7 壬戌 冬至行正使洛昌君樘副使徐命彬別單

113 1745 조21 乾隆10 乙丑 冬至行正使趙觀彬副使鄭俊一別單

114 1746 조22 乾隆11 丙寅 陳奏行正使驪善君壆副使趙榮國別單

115 1746 조22 乾隆11.5.5 丙寅 別齎咨官李樞手本

116 1747 조23 乾隆12 丁卯 冬至行正使洛豐君楙副使李喆輔別單

117 1748 조24 乾隆13 戊辰 進香行正使海運君槤副使趙明謙別單

118 1748 조24 乾隆13 戊辰 別齎洛官金昌祚手本

119 1749 조25 乾隆14 己巳 進賀行正使趙顯命副使南泰良別單

120 1751 조27 乾隆16 辛未 冬至行正使洛昌君樘副使申思建別單



․ 朝鮮時代 使行과 使行記  229

121 1752 조28 乾隆17 壬申 冬至行正使海 君橿副使南泰齊別單

122 1753 조29 乾隆18 癸酉 冬至行正使洛豐君楙副使李命坤別單

123 1754 조30 乾隆19 甲戌 瀋陽行正使兪拓基別單

124 1755 조31 乾隆20 乙亥 冬至行正使海蓬君橉副使鄭光忠別單

125 1757 조33 乾隆22 丁丑 參覈行使臣李彝章別單

126 1758 조34 乾隆23.11.21 戊寅 憲書齎咨官李洙手本

127 1758 조34 乾隆23
戊寅 謝恩兼冬至行正使長溪君棅副使李得宗

別單

128 1760 조36 乾隆25 庚辰 冬至行正使洪啓禧副使趙榮進別單

129 1762 조38 乾隆27.11.20 壬午 憲書齎咨官洪大中手本

130 1762 조38 乾隆27 午午 冬至行正使咸溪君櫄副使李奎采別單

131 1764 조40 乾隆29 甲申 冬至行正使全恩君墩副使韓光 別單

132 1766 조42 乾隆31.11.7 丙戍 憲書齎咨官金弘喆手本

133 1766 조42 乾隆31 丙戌 冬至行正使咸溪君櫄副使尹得養別單

134 1769 조45 乾隆34 己丑 冬至行正使徐命膺副使洪梓別單

135 1771 조47 乾隆36.10 辛卯 陳奏行正使金尙喆副使尹東暹別單 補編卷6

136 1771 조47 乾隆36 辛卯 冬至行正使海溪君副使趙榮 別單

137 1772 조48 乾隆37 壬辰 冬至行正使 義君烜副使尹東昇別單

138 1773 조49 乾隆38 癸巳 冬至行正使 林君埏副使嚴璹別單

139 1774 조50 乾隆39 甲午 冬至行正使海溪君副使趙德成別單

140 1775 조51 乾隆40 乙未 冬至行五使 林君埏副使李海重別單

141 1776 조52 乾隆41 丙申 冬至行正使朴明源副使鄭好仁別單

142 1777 정조1 乾隆42 丁酉 進香行正使鄭尙淳副使宋載經別單

143 1777 정조1 乾隆42
丁酉 進賀謝恩陳奏兼冬至行書狀官李在學聞

見事件

144 1778 정조2 乾隆43 戊戌 謝恩行正使河恩君垙副使尹坊別單

145 1778 정조2 乾隆43 戊戌 瀋陽問安行書狀官南鶴聞聞見事件

146 1778 정조2 乾隆43 戊戍 冬至行書狀官趙時偉聞見事件

147 1779 정조3 乾隆44 己亥 冬至行正使黃仁點副使洪檢別單

148 1779 정조3 乾隆44 己亥 冬至行書狀官洪明浩聞見事件

149 1780 정조4 乾隆45 庚子 進賀兼謝恩行書狀官趙鼎鎭聞見事件

150 1780 정조4 乾隆45 庚子 謝恩行書狀官尹長烈聞見事件

151 1780 정조4 乾隆45 庚子 謝恩行首譯李洙聞見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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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780 정조4 乾隆45 庚子 冬至行書狀官林濟遠聞見事件

153 1780 정조4 乾隆45 庚子 冬至行首譯朴道貫聞見事件

154 1781 정조5 乾隆46.11.26 辛丑 憲書齎咨官李瀷手本

155 1781 정조5 乾隆46 辛丑 冬至行正使黃仁點副使洪秀輔別單

156 1781 정조5 乾隆46 辛丑 冬至行書狀官林錫喆聞見事件

157 1781 정조5 乾隆46 辛丑 冬至行首譯張濂聞見事件

158 1782 정조6 乾隆47 壬寅 冬至兼謝恩行書狀官洪文泳聞見事件

159 1782 정조6 乾隆47 壬寅 冬至兼謝恩行首譯李洙聞見事件

160 1783 정조7 乾隆48 癸卯 聖節兼問安行書狀官尹㬦聞見事件

161 1783 정조7 乾隆48.10.15 癸卯 聖節兼問安行首譯張濂聞見事件

162 1783 정조7 乾隆48
癸卯 冬至兼謝恩行正使黃仁點副使柳義養別

單

163 1783 정조7 乾隆48 癸卯 冬至兼謝恩行書狀官李東郁聞見事件

164 1783 정조7 乾隆48 癸卯 冬至兼謝恩行首譯洪宅憲聞見事件

165 1784 정조8 乾隆49
甲辰 謝恩兼陳奏奏請行書狀官李兢淵聞見事

件

166 1784 정조8 乾隆49 甲辰 謝恩兼冬至行首譯張濂聞見事件

167 1784 정조8 乾隆49 甲辰 謝恩行書狀官李鼎運聞見事件

168 1784 정조8 乾隆49 甲辰 謝恩行首譯洪命福聞見事件

169 1785 정조9 乾隆50 乙巳 謝恩兼冬至行書狀官宋銓聞見事件

170 1785 정조9 乾隆50 乙巳 謝恩兼冬至行首譯李洙聞見事件

* 典據 : 同文彙  補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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