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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876년에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이후 조선은 일본으로 수신사라
고 하는 사절을 네 차례에 걸쳐 파견했다. 수신사에 관해서는 일반
적으로 일본의 신식 문물을 시찰하고 양국 간의 외교 현안을 해결
하기 위한 사절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호조규가
맺어진 직후에 있었던 김기수의 제1차 수신사 사행은, 초청한 일본
의 의도와 조선 측의 사행 태도가 대비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절에
비교할 때 그 성격이 복합적이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주된 자료는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기록한
자료들이다. 제1차 수신사 사행이 갖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일본 외
무성 자료를 중심으로 파견이 결정된 배경과 준비 과정, 실제 사행
과정의 기록을 통해 그 특징과 성격을 추출해내고자 하였다. 제1차
수신사의 방문이 예고된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방대한 범위의 시
찰 및 견문을 유도하고자 계획했다. 그 시찰의 대상으로는 근대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신식시설과 제도가 대거 포함되었다.
제1차 수신사 사행은 수호조규 체결을 전후한 메이지 일본의 대
조선 외교 구상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일본이 지속적으로
사신 파견을 권유한 것에 기인하여 파송이 결정된 것에서 그 근거
를 찾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 측에 메이지유신의 성과를 적극
적으로 홍보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고, 당시 외교 현안으로 생
각하고 있던 통상 문제와 러시아 남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
했다.
제1차 수신사가 파견된 것은 조일 간의 300년의 평화로운 성신외
교가 막을 내리고 관계의 지형이 격변하던 시기였다. 서세동점에 직
시한 조선은 통상을 요구해오는 구미 제국에 대해, 청국과의 사이에
있어 半屬的이던 입장을 실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당초의

기본적인 자세로 취했다. 만국공법으로 무장하여 통상 개항을 요구
해오던 일본 측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메이지유신을 단행하여
서구화를 꾀한 일본과 서양을 동일시하여 수교를 거부하던 다수의
관료들과 달리 고종은 수교에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이야기되는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했다. 이후 제1차 수신
사가 일본으로 파견되면서 ‘조약 이후 파견된 최초의 사절’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제1차 수신사의 복합적이고 과
도기적인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1차 수신사 김기수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교·시찰·견문·
정탐 등과 관련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돌아왔다. 김기수는 외교 활동
으로서 예조에서 외무성으로 보내는 서계를 전달하고 예단을 증정
했으며, 일본 정부 고관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시찰 활
동의 경우, 일본 측이 마련한 계획에 비해 김기수가 실제 방문한 곳
은 크게 못 미쳤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방문 권유에 대하여 거절하
거나 일부 마지못해 응했다. 외교 활동에 있어서도 사명에 포함되지
않은 교제에 관해서는 경계하거나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조선 측이 인식한 사절의 파견 목적의 대요는 ‘구호회복’에 대한 축
하와 ‘회례’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조선 측에서 제1차 수신사를 파
견한 의의는 통신사를 파견한 의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조선 측의 입장은 일본 측의 입장과는 대치를 이루는 것이었다. 차
후 조선의 지도층이 점차 근대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데
에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김기수의 복명 내용에서 비롯된 관심
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조선 측의 변화에 영향을 미
쳤다.
근대 조약의 체결이라는 결절점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간적 간격
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1차 수신사는 후속 수신사들보다는 그
성격에서 통신사와 유사한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수신사라

는 사절은 근대적인 외교사절인 상주 사절로의 전환 속에서 과도기
적인 체제였다. 제1차 수신사는 그러한 수신사 속에서도, 전통적인
사행의 개념과 근대 외교사절로서의 명목이 병존하고 있던, 두 층위
에서 과도기적인 사절이었다.
주요어 : 수신사, 김기수, 외교사절, 일본 외무성, 조일수호조규
학 번 : 2014-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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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1876년은 한국 근대사 기점의 하나로 제시될 정도로 유의미한 결
절점으로 여겨져 오고 있다.
이 해에 조선은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여,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일본과의 수교는 당시 조선 정부 내에서 논란
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로써 개항하여 세계 자본주의 시
장에 편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선은 개항 이후 일본에 외교사절로서 修信使를 파견했다. 수신
사는 개항한 해인 1876년에 김기수가 정사로 파견된 제1차 수신사
를 시작으로, 김홍집의 제2차 수신사(1880), 조병호의 제3차 수신사
(1881), 박영효의 제4차 수신사(1882)까지 네 차례 파견된 바 있다.
수신사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신식 문물을 시찰하고 양
국 간의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절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 측 외교 사료를 살펴보면 1876년의 제1차
수신사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수호조
규가 맺어진 직후에 있었던 김기수의 제1차 수신사 사행은, 초청한
일본의 의도와 조선 측의 사행 태도가 대비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
절에 비교할 때 그 성격이 다소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丙子 修信使라고도 하는 제1차 수신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처음 시도한 것은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였다.1) 그의 연구는 ≪
航韓必携≫를 활용한 첫 연구였는데, 이를 토대로 제1차 수신사 사
행의 면모를 비교적 자세히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김기수의 사
행에 다소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수신사 복명으로 고종이 일본
의 개화를 이해하며 개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1) 田保橋潔, 1933 <丙子修信使とその意義> ≪青丘学叢≫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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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면을 부각시켜 평가했다. 그리고 조항래도 역시 ≪航韓必携≫를
참고로 하여 사행의 편성과 여정, 시찰 사항과 일본 측의 태도, 대
일인식 등을 정리했고, 이 사행이 사후 조선의 대외관에 영향을 미
쳤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다.2) 이 두 연구는 역사학 분야에서 일찍
이 이루어진 연구이자, 일본 자료를 활용한 몇 안 되는 연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이후 제1차 수신사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 아니
며, 그 경향으로는 수신사의 일본 인식에 주목한 것이 다수를 점하
고 있다. 정응수는 ≪日東記游≫를 중심으로, 김기수가 사행을 통해
근대식 제도와 문물들을 접했던 모습을 포착하고자 했다.3) 정훈식은
수신사의 사행과 그 기록인 사행록을 통해 일본인식과 지식이 재구
성되는 양상에 주목했다.4) 이 밖에 전성희(田星姬)의 연구 역시 김
기수의 일본 인식을 조명했다.5) 제1차 수신사 연구의 관심사가 수신
사의 일본 인식에 집중되었던 것은 ≪日東記游≫라는 널리 알려진
저작이 존재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수신사 사행에 관한 자료
를 얻기 위해서 국내의 사행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연
구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신국주와 김용구는 근대 정치외교사의 관점에서 제1차 수신
사를 언급했다. 이 연구들의 경우 김기수가 惡使였는가, 善使였는가
하는 부분을 평가함으로써, 이후 연구들에서 해당 연구들을 비판적
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기수의 사행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유도되기도 했다. 신국
2) 조항래, 1973 ≪開港期 對日關係史硏究≫, 형설.
3) 정응수, 1991 <근대문명과의 첫 만남 - 『일동기유 (日東記游)』와 『항해일
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17(2); 정응수, 2010 <조선사절이 본 메이지 일
본 - 김기수의 『일동기유』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45.
4) 정훈식, 2010 <수신사행록과 근대전환기 일본지식의 재구성> ≪한국문학논총≫
56.
5) 田星姬, 1998 <第1次修信使の見た明治日本について> ≪仏教大学総合研究紀要≫
5; 田星姬, 2000 <第1次修信使の日本認識-日本による富国強兵勧告をめぐって> ≪仏
教大学総合研究紀要≫ 別冊 近代日朝における朝鮮観と日本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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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수신사 복명은 통상조약 성립을 촉진시켜 조선과 일본의 평등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6) 김용구는 김기수가 역
사적인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못한 인물이었고 결론적으로 최
초의 수신사 파견은 실패였다고 평가했다.7) 한편, 한철호는 김기수
가 물정 탐색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재평
가했다.8)
근대 한일관계사의 전후 맥락 속에서 제1차 수신사 사행을 어떻
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어왔는데, 하우봉
과 이와카타 히사히코(岩方久彦)의 연구이다. 하우봉은 통신사와의
비교를 통해 수신사의 ‘근대적인 외교사절’의 측면을 조명하였다.9)
한편 이와카타의 경우, 수호조규와 관련한 고종의 舊好回覆論을 주
된 논거로 하여 제1차 수신사 사행이 구호회복을 관철하려는 조선
의 메시지를 담고 이루어진 방문이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10)
선행연구의 경향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
다. 첫째, 다수의 연구가 김기수의 사행록인 ≪日東記游≫를 비롯한
국내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기수가 견문한 것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당시 일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수신사를 초청한 일본 정
부의 의도에 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을 하지 않았다. 셋째, 그 시기
의 역사적 전후 맥락 속에서 제1차 수신사 사행이 갖는 복합적인
면모를 간과하고 단편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제1차 수신사 사행의
6) 申國柱, 1965 <金修信使一行의 渡日과 그 意義>, ≪近代朝鮮外交史硏究≫, 탐구
당.
7) 김용구, 2001 ≪세계관 충돌과 한말외교사≫, 문학과지성사.
8) 한철호, 2006 <제1차 수신사(1876) 김기수의 견문활동과 그 의의> ≪한국사상사
학≫ 27.
9) 하우봉, 1999 <開港期 修信使行에 관한 一硏究> ≪한일관계사연구≫ 10.
10) 岩方久彦, 2007 <1876년 修信使연구 –高宗의 舊好回復論을 중심으로-> ≪한
일관계사연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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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외교는 양자 간 대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도와 목적, 경과에 대한 분석이 있을 때에 그 의미와 성격
이 제대로 구명될 수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수신사의 방문을 대비
하며 방대한 범위의 시찰 및 견문을 유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일본의 대조선 외교의 일환으로 본 사행을 위
치 지을 수 있는 근거이자 제1차 수신사 사행의 성격의 한 단면을
제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않고 있었는데,
본 연구는 이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듯 적극적으로 시찰을 유도하는 일본의 태도와, 그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던 제1차 수신사의 태도를 통해 제1차 수신사
의 성격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였다. 당시 조선은 수호조규 체결을
거치며 근대 외교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제1차 수신사에서는 보이지 않던 근대적 외교 개념이 제3차 수신사
에 이르러서는 적용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제1차 수신사가 갖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또렷하게 제시하는
부분이다. 또한, 제1차 수신사의 면면에는 여전히 통신사와의 연속
성이 나타나고 있다. 제1차 수신사의 특수한 성격을 그 배경과 실제
기록으로부터 도출하여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주된 자료는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기록한
자료들이다. 지금까지 제1차 수신사에 관한 연구에서 주된 자료로
삼았던 일본 측 자료는 다보하시 기요시가 활용한 ≪航韓必携≫였
다. ≪航韓必携≫는 제1차 수신사 사행 이후에 일본의 외무성 소속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가 理事官으로 임명되어 우리나라에 올
때에 휴대하며 참고로 하기 위해 외무성 직원이 편집하여 만든 자
료이다. 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토대가 된 원 사료 격
인 공문 기록들이 존재했는데, 이 기록들은 수신사 방문 이듬해인
1877년 5월에 외무성 직원 오쿠 기세이(奧義制)에 의해 ≪朝鮮國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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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使來聘書≫(이하 ≪來聘書≫)라는 표제로 주제에 따라 15권으로
편철되었고, 이후 ≪對韓政策關係雑纂／明治九年朝鮮國修信使金綺秀
來朝一件≫이라는 표제로 다시 5권으로 묶여 현재 일본 외무성 외
교사료관에서 소장중이다.11) 대부분 초서로 되어 있고 필체도 건마
다 달라 해독이 쉽지 않은 자료였던 만큼, 기존 국내 연구 중에서는
이를 활용한 연구가 많지 않다.12) ≪航韓必携≫가 ≪來聘書≫의 서
류들 중 중요한 건들을 선정하여 필사한 자료인 만큼, 보다 자세한
사정의 파악을 위해서는 ≪來聘書≫를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 공문서 기록을 중심으로 사행의 면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航韓必携≫는 사후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수신사와 동행한 외무성 직원들의 사후 복명의 기
록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기록들을 토대로 실제 사행의 경과를 조선
의 사행록 및 복명 기록 등과 교차하여 살폈다. 이밖에도 ≪日本外
交文書≫에 수록된 사료들을 참고하였다.
일본 외무성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자료로는 기본 사료인 ≪
實錄≫과 ≪承政院日記≫, ≪日省錄≫을 참고로 하여 수신사 파견
전후의 경위와 정황을 살펴보았다. 수신사 파견의 前史로서 19세기
11) ≪朝鮮國修信使來聘書≫와 ≪對韓政策關係雑纂／明治九年朝鮮國修信使金綺秀來
朝一件≫는 각각 15권과 5권이라고 하는 편철 방식에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본래 오쿠 기세이가 ≪來聘書≫를 엮을 때 문서들의 성격에 따라 15권으
로 분류하여 편철한 것이었던 만큼 전자의 15권 편제를 따르고자 한다. ≪來聘
書≫의 구성과 관련하여 편자가 작성한 범례에 따르면, 제1권부터 제2권까지는
대우의 순서, 신사 착경 전의 일에 관한 것이다. 제3권은 영접관 출발 이래 수신
사 착경 복명의 일에 관한 것이다. 제4권부터 제5권에 이르기까지 체경 및 귀국
에 관한 것이다. 제6권은 왕복서한에 관한 것이다. 제7권은 각 처 관람에 관한
것이다. 제8권은 증답품에 관한 것이다. 제9권은 잡건이며, 제 10권은 송영선의
전말에 관한 것이다. 제11권은 전보에 관한 것이다. 제12권은 접대음식 등에 관
한 것이다. 제13권은 출장관원의 여비 및 잡비 마련에 관한 것이다. 제14권은
비용 및 경비 정산에 관한 것이다. 제15권은 信使旅館日記로, 합하여 15권이다.
JACAR Ref.B03030149100, ≪來聘書≫ 首卷, 「朝鮮國修信使來聘書凡例」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12) 이 자료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연구로는 한철호의 앞의 논문이 있으나, 전체적
으로 활용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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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신사 파견 논의와 관련해서는 규장각 소장의 조선시대 외교자
료인 ≪同文彙考≫를 참고하였고, 파견의 직접적인 경위와 관련해서
수호조규의 체결 과정에서 관련 논의들을 확인하기 위해 ≪乙丙日
記≫와 신헌의 ≪沁行日記≫를 참고하였다. 수신사 일행이 남긴 기
록으로는 正使 김기수의 ≪修信使日記≫ 및 ≪日東記游≫와 伴倘副
使 安光默의 기록으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滄槎紀行≫
을 참고하였다.
또 ≪讀賣新聞≫, ≪每日新聞≫, ≪東京曙新聞≫ 등 일본 현지의
신문·잡지의 당시의 보도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당시의
바깥에서 비춰지는 수신사 일행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기층민들의 조선 인식도 함께 살핌으로
써 당시의 조일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본 논문의 1장에서는 제1차 수신사 파견
의 前史로서 파견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짚어볼 것이다. 거시적인
배경으로서 19세기 조일 간 외교 사절이 왕래하던 전례들을 살펴봄
과 동시에 당시 조일관계가 격변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수신사가
놓여있던 위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시적인 배경으로서는 조일수호
조규의 체결 중에 사신에 대한 언급을 들어, 직접적인 파견 결정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양국의 수신사 파견의 사전 협
의의 과정을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인원 구성 등 조선 측의 준비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일본 측에서 제1차 수신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일본의 외무성 자료를 통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실제 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를 정리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행 과정을 설명할 때에 주로
≪日東記游≫만을 활용했으나, 여기서는 일본자료인 ≪來聘書≫ 및
≪航韓必携≫를 함께 살핌으로써 사행 과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도
록 하겠다.
- 6 -

I. 19세기 조일관계의 변동과 외교사절의
위상 변화
1. 통신사에서 수신사로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로 조일관계는 이전과 달라지게 되었다.
통신사를 통해 외교교섭을 진행해왔던 조일 양국은, 1811년을 마지
막으로 중단된 통신사행의 재개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였고, 마지막
합의로 1876년에 통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1876년에 조일수
호조규가 체결되면서 통신사가 아닌 수신사가 파견되었다. 또한 국
왕과 쇼군 사이에서 국서를 전달했던 통신사행과 달리 외교의 주체
가 예조와 외무성으로 바뀌었다. 19세기 조일관계의 변동은 당시의
외교사절의 성격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조선에서는 일본으로 대규모 사절단인 통신사를 파견해왔다. 조일
간의 교제는 정부와 정부 간의 직접적인 교제가 아닌 중계 역할의
쓰시마(對馬)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졌던 것이 특징이다. 조선은 일
본에 통신사를 파견함으로써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라고 하는 효
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일본은 막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다. 쓰시
마는 그 사이에서 중계역을 담당함으로써 외교상의 지위와 무역상
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통신사의 파견이 이득만을 가져다준 것은 아닌데, 특히 조선과 일
본 양국이 재정적 부담을 호소했던 것은 양국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일본에서는 1711년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논의로 대표되
는, 통신사 의례를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다. 원래 에도(江戸:
東京)까지 가던 통신사행이 막대한 변화를 겪은 것은 1811년의 마지
막 통신사 때였다. 인원을 360여 명으로 크게 감축했고, 에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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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고 쓰시마까지 사행을 가는 易地通信이 행해진 것이다. 이것
은 일본 내에서 아라이 하쿠세키 이래 통신사를 접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문제 삼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어왔던 것에 기인했다.
이렇게 규모가 축소된 통신사는 1811년을 마지막으로 끊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중지가 요청되거나 논의된 것은 아니었으
며, 일본의 막부 습직에 따라 파견 협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1811년 통신사의 바로 다음의 사행은 역시 쓰시마 역지통신의 방식
으로 계획되었고, 이후에는 오사카 역지통신이 논의되기도 했다. 통
신사 파견에 관해 연기 교섭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역시 양
국의 재정난이 주된 이유였는데, 특히 조선 내부적으로도 재정난이
심각했다.13) 1864년의 협의에서는 ‘1866년에 파견하기로 했던’ 통신
사를 10년을 연기하기로 했는데, 즉 마지막으로 통신사행이 예정된
해는 실제로 제1차 수신사가 渡日한 병자(1876)년이었다.14) 통신사
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고, 누차 연기 교섭이 있었던 끝에
메이지유신이 단행됨으로써 암묵적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던 것이
다.
통신사행이 예정되었던 1876년에 제1차 수신사가 실제 도일하였
다는 것은, 제1차 수신사가 전혀 예정에 없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사절은 기본적으로 이질성을 지닌다. 메이지유
신으로 王政復古, 廢藩置縣, 版籍奉還의 일련의 조치가 단행되면서
기존의 상호관계가 변모를 겪게 된 것이다. 우선 독자적으로 조선과
교섭하던 쓰시마는, 그 지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해
당 藩과 도주가 각기 일본국의 縣과 관료로서 편입된 것이다. 그리
고 연이어 서계문제, 외무성의 왜관 접수, 모리야마 시게루 이사관
의 왜관 담판, 운요호 사건 발발 등, 굵직한 외교 문제들이 발발했
다. 조일수호조규는 운요호 사건의 사후처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엄
13) 糖谷憲一, 1979 <なぜ朝鮮通信使は廃止されたか> ≪歷史評論≫ 355, 10-18쪽.
14) ≪同文彙考≫ 附編續, 通信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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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 말하자면 이러한 몇 년 간의 외교적 충돌의 역사에 대한 사후
처리이기도 했다.15) 이러한 관계의 격변 속에서 통신사의 논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수신사는 이
러한 상황이 종결된 후에 파견된 사절로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쓰시마가 중간 역할이 되어 막부가 영접하던 통신사에서, 쓰시마의
대조선 외교권이 외무성으로 일원화되어 외무성이 영접하는 사절로
갈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약 체결 이전 조선과 일본의 관계 교착 상태의 근본 원인에 양
국 간 외교의례의 문제가 얽혀있었던 것도, 제1차 수신사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으로서는 청국과의 사대관계, 일본과의 교린관
계를 견지하는 것으로 歐美 諸國의 세력의 임박에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皇, 勅을 칭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일본과의 대등항례의 관계를 내세우기보다 천황과의 직접 교제를
회피하는 전략을 취했다.16) 한편, 일본 내에서 처음에는 조선을 한
단계 낮은 국가로 보고 교제해야 한다는 건의가 거셌다. 그러나 일
본 정부는 일본이 조선보다 높은 황제국임을 주장함으로써 얻어지
는 명분적 이득보다 조선을 대등한 독립 국가로 보고 교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리를 높게 평가했다.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
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874년의 동래부사 朴齊寬과 모
리야마 시게루 사이의 협정으로 정부등대론(政府等對論)적인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17) 조선의 예조 관헌과 일본의 외무성 관헌이 교
제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후 당분간 전개된
수차례의 교섭은 이러한 방침 하에서 이루어졌다.
15) 19세기, 쓰시마를 매개로 한 선린우호관계에서 침략과 저항의 한일관계로 급변
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주로 김흥수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김흥수, 2009 ≪한일
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6) 石川寛, 1999 <近代日朝関係と外交儀礼-天皇と朝鮮国王の交際の検討から> ≪
史學雜誌≫ 108, 44쪽.
17) 김흥수, 앞의 책, 356-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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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은 곧 전통적인 의례의 개념이 국제공법과 충돌하
면서 빚어진 상황이었다. 조선이 아직 근대 외교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과 조약 체결을 시도하면서 서양
으로부터 받아들인 근대 외교의 개념을 동원하고 있었다. 일본은 조
선이 서양의 외교 제도를 신속히 수용하기를 희망하고, 유도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쓰시마가 향유하던 조선과의 외
교권을 접수했을 당시에 조선에 대해서는 300년의 구교를 운운하며
의리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한 미국과의 우
호가 조선과의 그것보다 앞선다고 하였다.18)
이 시기 일본이 채용하고 있던 외교 사절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
한 조선 측의 대응은, 조일수호조규 체결 시에 外務大丞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가 申櫶에게 설명한 바에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1
등은 全權公使, 2등은 辨理公使라고 하고, 모두 그 국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서 상대 국가의 군주에 대한 알현을 청하고 이 친서를 건
네게 된다. 3등은 代理公使라고 칭하며, 자국의 외무경으로부터 상
대 국가의 외무경에게 보내는 서한을 가지고 가서 직접 그 외무 재
상에게 건네어 그 국가의 군주에게 제시하게 하는 것으로, 군주를
알현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교제사무에 있어서는 3등급 모두 다
를 것이 없다.19) 신헌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 파견될 공사는 몇
등이 될 것인가를 물었고, 외무경과 예조판서 사이에 서계를 왕복하
18) 三宅英利(손승철 옮김), 1991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447-449
쪽.
19) 국제법 개념이 번역을 거쳐 수용된 것인 만큼, 당시 일본에서 유통되던 국제법
서적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주오(中央)대학에서 발행한 국제
법 교재인 ≪平時國際公法≫(立作太郎 講述, 1900)에서는 미야모토 고이치의 설
명과 거의 유사한 번역어가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國際公法≫(山田喜之助 述
[他], [東京法学院], 1889)에서는 特命全權大使, 特命欽差大使, 全權大使, 代理公使
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상주’ 외교사절을 기본적
인 형태로 설명하고 있으며, 임시적 외교사절은 특정한 외교적 사무의 수행을
위해 파견된 사절이라는 등의 예외적인 형태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주하지 않고 특정 외교 사무 수행의 목적도 없었던 제1차 수신사에 근대 외
교사절의 개념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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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야모토 외무대승은 해당
시점에서 확약은 어렵지만, 조선에서 이렇게까지 국서 왕복을 꺼린
다면 당분간은 가급적 국서 왕복 등의 授受를 생략하도록 외무성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조선은 일본의 隣邦으로 교제사무도 많고 고관
을 보내야 할 것이지만, 다소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대리공
사 또는 이사관으로 당분간은 파출하겠다는 것이었다.20)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가 全權辨理大臣
으로 파견된 것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주로 모리야마 시게루(森山
茂),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등이 이사관의 등급으로 파견된 것,
1877년에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대리공사라는 직함으로 파
견된 것, 그리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제1차 수신사가 국서 없이 파견
된 것은, 청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 속에서, 帝國을 자처하던 일본과
직교하며 생길 곤란을 회피하던 당시 조선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였
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일찍이 조선과의 담판이 이루어지면 사신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위의 의례문제
에 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875년 2월, 일본 정부는 왜
관 담판을 위해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를 이사관으로, 히로쓰 히
로노부(廣津弘信)를 부관으로 조선에 파견했다. 주된 사명 중의 하
나는 소(宗) 당시 외무대승의 예조참판에게로 보내는 서계를 전달하
고 회답 서계를 휴대한 조선의 사신을 보낼 기한을 바로 약정하도
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1월 14일,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는 태정
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앞으로 서계안을 보내면서, 附記付屬
書로서 조선국으로부터 사절 파견을 요구할 일의 상세에 관해 문의
20) ≪日本外交文書≫ 권9, 사항1, 문서번호34, 朝鮮國ニ駐派スヘキ我カ外交代表ノ
齎スヘキ國書又ハ書翰ニ關シ朝鮮國判中樞府事申櫶ト談合ノ次第具申ノ件,
134-136쪽.
- 11 -

하는 서간문을 첨부했다. 외무경은 「조선국 來使의 일(朝鮮國來使
の事)」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서술했다. 그 내용은, 종전에 그 국
가로부터 온 신사라는 자는 국서를 휴대한 왕사였는데, 지금은 아직
교제의 適主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사신은 외무성 서계의 뜻에
응하는 예조판서로부터의 회간을 휴대하여 오는 回報使이므로 종전
의 신사와 상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능한 한 尋舊講新
의 뜻을 다하기 위해 有權者를 유도하여 올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21) 최종 위임장과 지령에는 이러한 사전 협의의 내용이 반영되었
다. 지령에는 “예조판서로부터의 回翰은 즉시 그 使伻이 이를 휴대
하여 도래할 기한을 약정할 것”과 “그 使伻은 尋舊講新을 위한 것이
므로 종전의 신사(통신사)에게 내린 품급보다 낮지 않은 인물로 할
것”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었다.22) 즉, 통신사의 경우 국서를 봉정하
는 사신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품급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격
에 맞지 않는 것이었고, 그보다 낮은 품급으로 할 경우 국가의 명예
를 낮추는 일일 수도 있으므로, 이로 인해 종전의 통신사에게 내린
품급보다 ‘낮지 않은’ 품급으로 하라는 등의 우회 서술 방식을 취한
문언이 사용된 것이다.
1875년 4월 25일자로 외무경이 태정대신의 결재를 위해 상신한
모리야마 이사관에 대한 추가 지령안에는, 사절 파견 요청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이 구상되었다.
1. 조선국으로부터의 使員의 경우, 지금 바로 交誼의 尋舊講新을 할 만
한 有權의 使員을 내기 어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우선 우리 一新을 축
하하는 등의 사절로 하더라도 일단 유도하고, 만일 그 일도 잘 진행되
지 않을 때에는 일본으로부터 다시 사절을 그 경성으로 파견할 뜻으로
21) ≪日本外交文書≫ 권8, 사항4, 문서번호15, 宗外務大丞ヨリ朝鮮國禮曹參判ヘノ
書契案ニ關シ伺ノ件, 48쪽.
22) ≪日本外交文書≫ 권8, 사항4, 문서번호21, 朝鮮國派遣ノ際ノ心得方ニ關スル件,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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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판을 할 것23)

즉, 계획한 성격의 사절 파견의 유도가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명
목을 대고서라도 우선 사절을 파견하도록 하라는 방침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일본 측은 모리야마 시게루의 담판을 통해 조선
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고자 했지만, 조선 측에서는 협상
관원의 양복 착용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협상은 결렬되고 협상 담
당자들은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후 운요함의 시위 사건이 발발하게
된다.
일본 측이 모리야마 시게루를 파견했을 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세워진 사절 파견 요구의 방침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조일수호조규
체결에 임한 구로다 기요타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국 ‘回禮使로 예조의 서계를 지참한 사절’로서 제1차
수신사가 파견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수호조규 1관에 조선이 독립국
임을 명시하면서 淸屬/半屬의 문제가 문서상으로는 명시가 된 이후
임에도, 조선 측은 국왕과 천황의 직교를 여전히 꺼리고 있었다. 이
러한 태도의 변화는 1881년, 제3차 수신사가 파견되면서 변리대신의
이름으로, 국서를 휴대하고 가는 것으로 감지된다.
요하자면, 19세기 약 100년간, 통신사의 파견과 쓰시마의 중계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조일관계와 국제공법에 대한 조선 나름의 대응
이 반영된 수정된 조일관계, 그리고 19세기 말엽으로 가며 근대 공
법 체제를 받아들이는 조선의 태도라고 하는 격동의 국면들이 이어
졌고, 수신사는 이러한 흐름 속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분히 과도기적
인 성격을 띤 것이다.
23) ≪日本外交文書≫ 권8, 사항4, 문서번호30, 朝鮮國派遣森山理事官ヘノ追加指令
案ニ關シ伺ノ件竝ニ之ニ對スル三條實美太政大臣決裁, 73쪽.
- 13 -

2. 조일수호조규 전후 사절 파견 논의
1875년 운요호 사건의 사후처리를 위해 일본의 전권대신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부전권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강화도
에 와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당시 조선의 대표는 대관 판중추부
사 申櫶, 부관 도총부 부총관 尹滋承이었다.
수신사 파견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조일수호조규의 제2관을 그 법
적 근거로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조관의 초안은 상주 외
교사절, 즉 근대 외교사절의 일반적인 형태를 의도하고 있었다. 구
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는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국의
수도에 상호 사신을 ‘재류’시키고 ‘예조판서’와 대등한 예로 교섭에
임한다”는 내용을 조문에 넣으라는 일본 정부의 훈령에 입각하여,24)
1876년 2월 12일 신헌에게 제시한 조약 초안 제2조에서 사절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다.25) 이에 관해 조선 측은, 조선국의 秉權
大臣과 외무성의 貴官이 친접한다는 것에 대해 평등 문제를 제기했
으며, “양국의 국왕이 파견하는 國使의 직무는 交聘에 국한해야 하
며, 交聘이라는 大事로 빈번하게 왕래하기 어렵기 때문에 10년이나
15년의 기한을 정하여 왕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26) 조선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제2관은 일본 측의 초안에서 수정이 가해졌고, 사
신의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뜻이 합치되지 않은 채 상주의 여부도
24) ≪日本外交文書≫ 권8, 사항5, 문서번호64, 黑田中將ニ對スル特命全權辨理大臣
トシテ朝鮮國派遣ノ辭令, 146쪽. “一 彼我ノ親睦ヲ保存スル爲ニ兩國ノ都府ニ互
ニ使臣ヲ在留セシメ其使臣ハ禮曹判書ト對等ノ禮ヲ執ルヘシ”
25) ≪乙丙日記≫(김종학 옮김, 65쪽) 고종 13년 1월 19일. 「수호조규 초안」 제2
관. “일본국 조정은 조선국 경성에 사신을 파견해서 반드시 秉權大臣을 직접 만
나서 교제사무를 상의한다. 이 사신은 경성에 체류할 수도 있고, 혹은 사무가 정
리됨에 따라서 바로 귀국할 수도 있으니, 이는 모두 시의에 맡긴다. 조선국 조정
은 수시로 일본국 도쿄에 사신을 파견해서 외무성 貴官을 직접 만나서 교제사
무를 상의해야 한다. 이 사신은 도쿄에 체류할 수도 있고, 혹은 사무가 정리됨에
따라서 바로 귀국할 수도 있으니 이 또한 그 시의에 맡긴다.”
26) 위의 책, 고종 13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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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상태로 확정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체결된 수호조규에는 제2관에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에 가서 직접 예
조 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
은 다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도 수시로 사신을 파
견하여 일본국 도쿄에 가서 직접 외무경을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
하며,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 역시 그 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
다”고 하여, 사신의 왕래가 규정되었다.27) 이 조문의 해석과 관련해
서는 머지않아 조선과 일본의 입장 대립이 표면화하게 된다. 일본에
서는 이 사신을 상주사절로 해석하여, 수호조규의 부록을 협상하기
위해 이사관으로 조선에 온 미야모토 고이치는 이 합의의 사실을
거론하면서 관사의 설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조선 측 조인희는 제2
관에 규정된 사신은 이사관, 수신사와 같은 사절을 지칭한다고 주장
하였다.28)
사절제도를 협상하는 단계에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교린관계라는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관은 전통규범에
입각한 조선의 의지가 투영되어 전통제도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절
교환 규정이 타결되는 측면이 강한데, 우선 상주의 필요성을 거절한
것은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일본 측에서 조선국의 병권대
신과 외무성 귀관을 대응시킨 것은 禮典을 관장하는 예조판서와 근
대적인 대외관계 업무를 협의할 수 없다는 뜻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볼 것인데, 이와 같이 전통적인 교린관계를 부인하려던 일본의 의도

27) <修好條規> 제2관. “日本國政府, 自今十五個月後, 隨時派使臣, 到朝鮮國 京城,
得親接禮曹判書, 商議交際事務, 該使臣駐留久暫, 共任時宜。 朝鮮國政府亦隨時派
使臣, 到日本國 東京, 得親接外務卿, 商議交際事務, 該使臣駐留久暫, 亦任時宜”
본 조문과 관련하여, 김수암은 조일수호조규에 상주사절제도가 규정된 것이라는
그동안의 견해는 적절치 못하며, 사절제도 협상 단계에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교
린관계라는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 자세한 것은 김수암의
글을 참조할 것. 김수암, 2000 <조선의 近代使節制度 수용 - 公使의 서울주재와
全權委任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0(4), 466쪽.
28) 김수암, 위의 논문, 468-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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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산되었다.29) 이 시기의 미묘한 신경전의 끝에 애매한 문언으로
작성된 제2관은, 상주 외교사절이라는 근대 외교사절의 주재를 우선
거절하고 수신사와 같은 특수한 성격의 사절을 두게 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인 것이다. 상주 외교사절 제도는 4년 후인 1880년에
일본 공사가 주재함으로써, 또한 1887년에 조선의 공사가 일본에 파
견됨으로써 시행되게 된다.
한편, 구로다 기요타카와 이하의 수행원들은 조약의 체결 도중 혹
은 직후에 신헌에게 구체적인 말로써 사절 파견을 권유했다. 수호조
규의 체결 당일, 구로다 기요타카의 수행원 중 잔류한 미야모토 고
이치(宮本小一)와 노무라 야스시(野村靜)는 조약의 조인을 축하하기
위해 신헌을 방문했고, 이때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거듭 사절 파
견을 요청했다.
노무라 : 이번에 일본에서 양 대신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는 귀국에
서도 신속히 답례 사절을 일본으로 파견했으면 합니다. 원래 양국에
서 대등한 예를 갖춘 후에야 만사가 평등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
다.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일관되게 300년의 舊交를 중
시하여 현재 아시는 것처럼 귀중한 대신을 파견하여 수 척의 군함을
가지고 ... 위의 비용만을 계산해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 귀국에서 和好의 본의를 표하여 신속히 사절을 답파하는 것이 당
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막부의 시절에 조선으로부
터 사절을 일본으로 보낸 것은 용이하지 않았고 잡비도 소요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실로 무용한 것
으로, 이제는 각국과도 사절을 보내는 것에는 서기관을 포함하여 고
작 5, 6명에 지나지 않게 하여 간편함을 중시하고, 번거롭거나 소란
스럽게 하지 않고, 쉽게 정취가 통하는 것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자
연히 조선으로부터 사절을 보낼 때가 되면 부산으로 출발하기만 하
면 때마다 일본에서 왕복편이 있는 기선에 탑승하면 일이 참으로 용
29) 김수암, 앞의 논문, 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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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헌 : 거듭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응당 그래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상세히 우리 조정으로 알리겠습니다.
미야모토 : 방금 노무라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귀국에서 드디어 사
절 파견을 파견하게 되는 것은 진실로 큰 경사입니다. 부산에서 일
본의 증기선에 탑승하여 시모노세키에 도착해서 우편선으로 환승하
여 도쿄로 가면 실로 간편하며 가능한 한 비용도 소요되지 않도록
주선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進贈物 등은 일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贈答을 두텁게 해서 禮로 했을지라도 지
금은 어느 나라에서도 증품을 지참하는 등의 일은 다시 없습니다.
이번 양 대신으로부터 증품들을 드렸지만, 이것은 조약의 순조로운
성립을 기뻐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코 상시 사
절 왕래의 例禮는 아닙니다. 한편, 귀 사절이 파견될 때는 이쪽에서
기한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6개월 후 통상장정이 조
사되기 전으로 하면 일본의 사정도 완전히 알고 일본 정부의 성의도
이해될 것입니다.30)
30) ≪日本外交文書≫ 권9, 사항1, 문서번호30, 朝鮮國ヨリノ答禮使、通商章程、露
國ノ南下等ニ關スル件, 122-129쪽. “野 今般我國ニ於テ現ニ兩大臣ヲ被差立タル
ニ付テハ貴國ニ於テモ速ニ答禮ノ使節ヲ我國ヘ差立ラレタキ事ト存ズ元來兩國ニ
テ對等ノ禮ヲ立ツル上ハ務メテ事物ノ平ヲ得ル樣ニスベキ事ハ勿論ナリ追々御咄
申セシ如ク我國ニ於テハ偏ニ三百年ノ舊交ヲ重ジ候ヨリ現ニ御承知ノ通リ貴重ノ
大臣ヲ派出シ數隻ノ軍艦ヲ以テ……右ノ出費ノミヲ算シテモ眞ニ容易ナラザル事
ナリ……貴國ニ於テ和好ノ本意ヲ表シ速ニ使節ヲ答派セラルベキハ當然ノ儀ニ被
存候然ルニ我ガ舊幕府ノ時ニ貴國ヨリ使節ヲ我國ニ差立ラルヽハ容易ナラヌ雜費
モ掛ル由承タリ右等ハ今日ニナリテハ實ニ無用ノ事ニテ方今ハ各國トモ使節ヲ派
出スルニハ書記官トモ僅五六名ニ過スシテ其簡便ヲ貴ヒ其繁擾ヲ省キ惟々情味ノ
相通スルヲ主トス故ニ自然貴國ヨリ使節ヲ發スル事ニ至ラバ釜山マデ出向キニサ
ヘナレバ時々我國ヨリ往復ノ便アル汽船ニ乘込マルレバ事誠ニ容易ナリ呉々モ此
事アリタシ/申 縷々ノ貴意事理自カラ當ニ然ルベシト存ス詳ニ我朝廷ヘ具申スベ
シ/宮 只今野村ヨリ申上ケシ如ク貴國ニテ愈々使節派遣ノ順路ニ相運ヘバ誠ニ大
慶ノ事ナリ釜山ヨリ我國ノ蒸氣船ニ乘込マレ下ノ關ニ至リ夫ヨリ郵便船ニ乘リ替
ヘ東京ニ至レバ實ニ簡便ニテ成ルダケ出費モ掛ラヌ樣ニ周旋致スベシ且ツ政府ヘ
ハ進贈物等ハ一切之レナクシテ可ナリ昔ハ贈答ヲ厚シテ禮トセシカトモ方今ハ孰
レノ國ニテモ贈品ヲ持參スル等ノ事ハ更ニ無シ此兩大臣ヨリ諸品ヲ呈出シタレト
モ是レハ條約順成ヲ喜ブノ心ノ溢レテ其レガ爲メニ斯クシタルニテ決シテ常時使
節往來ノ例禮ニハ之レ無シ扨貴使差遣ノ事ハ此方ニテ期限ヲ刻スル譯ニハ之レナ
シト雖トモ成ルベクハ六ヶ月後通商章程取調ニナル其前ニナサルレバ我國ノ事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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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 야스시(野村靜)는 “대등한 예”를 갖추기 위해 조선에서도
답례의 사절을 파견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고, 미야모토 고이치(宮
本小一)는 일본의 증기선으로 이동할 때의 간편성을 강조하며 편의
제공을 약속했다. 그리고 통신사와 다른 점으로 예단의 교환이 없음
을 지적했다. 그리고 당장 기한을 정할 수 없더라도 가능한 한 6개
월 후 통상장정이 처리되기 전으로 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6개월 내
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우선에는 본 사절 대신에 이사관이나 유람
서생이라도 일본의 형세를 시찰하기 충분한 인물을 보내기를 바란
다고 덧붙였다. 신헌은 회답 사절 요청에 대해 회례의 필요성과 관
련하여 공감의 뜻을 밝혔고, 조정으로 알리겠다고 응답했다.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역시 신헌에게 대체로 같은 내용의 설
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31) 일본 측이 권유한 자세한 내용을 신헌
이 상주한 것은 ≪承政院日記≫와 ≪日省錄≫이 전하고 있다.
구로다 기요타카는 6개월 안에 사신을 보내 회답사례와 풍속을 알
아보기 위해 유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기
선을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가서 거기서 도쿄까지는 7,8일이면 도착
하니 노고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이는 통신사인
가 하니, 신헌이 아뢰기를, 品秩의 帶例에 구애받지 말고 일을 잘 하
는 사람을 보내라 합니다. 이제부터 사신은 모두 禮幣를 없애고 일
본에 가면 방세를 주고 거처하고 밥을 사서 먹으니, 이것은 통신사

モ備サニ分リ我政府ノ誠意ヲモ解了セラルベシ”
31) 신헌과 구로다 기요타카가 조규책자에 서명, 날인 후에 교환할 때 구로다 기요
타카는 사절 파견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이때의 부연설명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乙丙日記≫ 고종 13년 2월 3일. 「문답」 “6개월 뒤에 세목을 처리
하기 이전에라도 조선에서 먼저 사리를 이해하는 사람 1명을 파견해서 물정을
상세히 관찰한다면, 일본이 이번 수호를 위해 오랫동안 쏟은 심력을 저절로 환
히 알게 되어 여러 의심들이 모두 풀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세목을
협상할 때 아마도 다시 다툴 우려가 없을 것이다. 귀 사신이 왕래할 때 이제부
터는 지극히 편하고 신속해서, 부산에서 화륜선을 빌려 타면 6, 7일 사이에 도쿄
에 도착할 수 있으며, 또한 예물, 조선, 양식 준비 등의 폐단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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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릅니다. 미야모토, 노무라가 말하기를, 일본의 병기, 농기는 천
하에서 으뜸인데, 귀국에서 살 뜻이 있고 또 장인을 보내어 본떠 만
든다면 모두 힘껏 주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32)

조선의 신헌을 비롯한 관료들도 국내 사정의 낡고 어려움을 강조
하며 병기 제조 및 기타 개화 시찰을 위해 사신을 꾸려 일본에 파
견할 것을 주청하였다.33) 이에 고종이 명함으로써, 제1차 수신사와
그 수행원들을 일본으로 파견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는 조선통신
사가 1811년을 끝으로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 이래 처음으로 파견된
사절단이었다.
사절의 호칭은 ‘修信使’라고 하여 그 명칭에서 이전의 통신사와 차
이를 보였다. 명칭과 관련하여 일본 측 자료에 ‘수신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조선 측 자료보다 늦은 3월 28일자가 가장 이른 것
이다. ≪高宗實錄≫과 ≪日東記游≫는, 의정부에서 “지난번에 일본
사신의 배가 온 것은 전적으로 우호를 맺기 위한 것이었으니 善隣
하려는 우리의 뜻에서도 마땅히 이제 專使를 파견하여 신의를 강조
해야 하겠습니다. 사신의 칭호는 修信使라고 할 것이며 應敎 金綺秀
를 특별히 加資하여 差下하되 따라가는 인원은 일에 밝은 사람으로
적당히 선택하여 보낼 것”이라고 아뢴 것을 계기로 김기수가 파견되
었다고 전한다.34) 따라서 ‘수신사’라는 명칭은, ‘修好’한 것에 의의를
두어 조선 측에서 붙인 호칭인 것으로 보인다.
32)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2월 6일; ≪日省錄≫ 고종 13년 2월 6일. “櫶曰淸隆
之言六個月內卽爲送使一以爲回謝一以爲採其謠俗一以爲遊覽似好而自釜山乘赤間
關 火輪船自赤關至東京可以七八日卽達別無勞苦云矣予曰然則此是通信使乎櫶曰不
拘品秩帶例只以解事人送之云從此彼我使竝除禮幣到彼給房貰而居接買飯供而吃喫
此與信使不同矣仍奏曰宮本小一 野村靖等曰日本兵農之器甲於天下貴國若有意貿取
亦送匠人倣製”
33)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2월 6일; ≪日省錄≫ 고종 13년 2월 6일.
34) ≪高宗實錄≫ 권13, 고종 13년 2월 22일 甲申; 김기수, ≪日東記游≫ 권1, <差
遣> “向者日本使船之來, 專由於修好, 則在我善隣之意, 亦宜及今專使, 以爲修信使
號。 稱以修信使, 應敎金綺秀特爲加資差下, 隨帶人員, 以解事者, 量宜擇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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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신사 파견이 건의될 때, 신헌은 통신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단을 지참하지 않고, 품급에 관계없이 사리에 밝은 자
를 보내며, 숙식을 자국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다녀오는 점 등을 지
적했다. 이것은 구로다 기요타카, 미야모토 고이치, 노무라 야스시
등의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었는데, 김용구는 이러한 신헌의 말이
교린 제도의 변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갖
는다고 보았다.35) 그러나 이것은 제1차 수신사에 한해 볼 때 실제와
는 달랐다. 비록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단을
교환하였고, 이동이나 숙식의 비용은 일본 정부의 관비로 처리되었
다. 수신사의 품급 역시 일본 측에서 여러 번 문의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진 부분이었다.36) 즉, 통신사로부터 명칭이 변경되고, 그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연속성 역시 강하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회례사’의 파견이라고 하는 제1차 수신사 파
견의 명분을 보면, 和好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통신사 파견의
대요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었다. 제2차, 제3차, 제4차 수신사와는
달리 김기수의 제1차 수신사는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37)
즉,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통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舊好가 회복되
고, 제1차 수신사의 파견이 진행된 것에 있어서, 외교사절과 관련하
여 조선 측과 일본 측의 여러 입장이 존재했던 것이다. 조선 측은
일본이 의도한 상주 외교사절을 원하지 않았고 예전과 같이 禮曹가
담당하여 왕래하는 사절의 형태를 선호함을 밝혔다. 일본 측은 상주
외교사절을 추후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두었고, 당장은 회례
35) 김용구, 앞의 책, 216쪽.
36) JACAR Ref.B03030149200, ≪來聘書≫ 권1, 「朝鮮政府ニ於テ信使發遣決議ノ旨
ヲ報上スル草梁館來信」 부속 イ호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37) 제2차 수신사 파견 당시 조일 간에는 해관세 징수, 제물포 개항, 미곡 수출 금
지, 공사 주경 문제 등의 외교 현안이 존재했다. 제3차 수신사는 무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세칙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 파견되었으나 조병호에게 전권이 위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제4차 수신사는 임오군란 및 그에 따른 제물
포조약의 사후 조치로 파견되었다. 자세한 것은 하우봉의 앞의 논문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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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는 명목을 들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시찰하고 배울만한 사절
을 보낼 것을 구두로 여러 차례 요청했다. 조선 측은 회례사라는 명
분과 낡은 병기 등을 개선할 시찰 기회라는 것에 공감하여 파견하
였는데, 기본적인 외교 방식에 대한 입장이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었
기 때문에, 제1차 수신사의 면면에는 통신사와의 연속성이 다분히
드러나게 되었다.

II. 사전 협의 및 계획
1. 파견의 사전 협의와 준비
일본 정부 측에서는 수신사가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조선의 통
지를 받고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에 착수했다.
3월 28일, 別差 李濬秀는 동래의 공관으로 출두하여 일본 공관장
대리 外務四等書記生 야마노조 스케나가(山之城祐長)에게 대면을 청
하여 조선 정부가 일본으로 수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
다.38) 이준수는 4월 6일에 다시 공관을 방문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
을 논의했다. 이준수는 조선에서 선박을 건조하기에 시일이 급박한
것을 들어 수신사의 왕복 시에 일본의 화륜선을 빌려 탈 수 있도록
주선해주기를 요청했고, 일본 측은 정사 김기수의 품급과 인원 수
등에 관해 문의했다.39)
4월 10일에는 訓導 玄昔運이 공관에 나아가 야마노조 書記生 등
과 면접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을 논의했는데, 이 때 동래부사의 口
陳書와 자세한 사항을 기록한 條陳, 수신사 일행의 명부 등 문서 3
38) JACAR Ref.B03030149200, ≪來聘書≫ 권1, 「朝鮮政府ニ於テ信使發遣決議ノ旨
ヲ報上スル草梁館來信」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39) 위의 자료, 별지 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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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제시하였다. 조진에는 4월 25일(1876년 5월 18일)이라는 승선
시기를 정했는데, 시일이 급박하여 4월 25일까지 기선이 부산포에
도착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는 야마노조의 말에, 연기가 된다면
중간 입장인 훈도로서는 조정에 황송하고 난처한 일이니 급속한 주
선을 희망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또, 이 때 야마노조는 國旗를
게양하지 않는지 문의했는데, 현석운은 “貴國의 기선에 탑승한다고
하여 별도로 조선의 旗號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
직 국기를 정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종래의 통신사와 다르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만사를 귀국에 신세를 지지 않도록 잡물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을 삼가도록 하는 하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40) 이 날까지 있었던 별차 및 훈도와의 논의, 그리고 조진을
비롯하여 전달된 문건들을 토대로 일본 정부는 수신사 영접의 계획
을 세우게 되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영접관을 임명하여 迎船에 태워 조선으로 파견
할 때에 몇 가지 사항을 주의시켰다. 여기에는 영접 시에 양복을 착
용하게 하고 음주를 엄금하는 등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외에 수신사
일행이 ‘淸道’, ‘巡視’의 旗를 가지고 왔을 경우 거부하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41) 淸道와 巡視의 기는 조선통신사 행렬 때 선두에
세웠던 깃발이기도 하다.42) 실제 수신사 사행에서는 淸道와 巡視의
40) 위의 자료, 별지 ロ호.
41) JACAR Ref.B03030149300, ≪來聘書≫ 권1, 「迎接官心得書」 (일본 외무성외
교사료관) “一 彼レ淸道巡視之旗ヲ持來ルハ是ヲ拒ムヘシ武器ハ戈矛ノ類儀仗ニ
飾ルハ不苦ト雖モ大小銃砲ヲ多數鹵簿中ニ整列スルハ堅ク拒絶シテ許ス可カラサ
ル事”
42) 박려옥은 근세 일본의 조선관과 관련하여 ‘청도기’를 분석하고 있는데, 일본에
서도 근세 이래로 해석은 분분하여 왔지만 왕(국서를 가지고 왔으므로)의 행렬
이니 길을 비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근대’의 ‘개화’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진
일본인들에게는 거부감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도기’, 나아가
‘기’ 자체는 통신사행을 계기로 ‘도래한 외국인’의 표상으로서 근세와 근대 속에
서 변용 및 정착되고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박려옥의 글을 참조할 것. 박려옥,
2013 <조선통신사 정보와 일본 근세연극(통신사 행렬을 중심으로)> ≪日本語文
學≫ 61. 이밖에 근세 일본 민중의 조선과 조선인관을 조루리, 가부키 등 미디어
를 통해 살펴본 것으로 杉田努의 연구가 있다. 杉田努, 2010 <江戸時代 民衆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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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들지 않고 다만 令旗 두 개를 들었는데, 수신사 일행의 입장으
로서는 이번 사행에서는 통신사 때와는 달리 국서가 아닌 판서와
참판의 서계를 소지했을 뿐이므로 淸道, 巡視의 기를 들 이유는 없
었다. 다만 일본 측은 사절 일행이 淸道와 巡視의 기를 소지하고 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것을 꺼리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東京曙新聞≫은 수신사의 도쿄 방문을 보도하며, “예
전 조선인 내빙 때는 淸道巡使의 兩旗를 선두에 내세워 失敬之極한
체재였다고 하는데, 이번 令의 글자가 적힌 旗도 마찬가지로 괘씸하
지 않은가” 라고 하기도 하였다.43) 당시 일본의 조선의 사절에 대한
인식에 통신사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이다.
4월 26일에는 外務大丞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와 外務權大丞
모리야마 시게루가(森山茂) 參議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수신사 영접에 관해 문건을 송신했다.
여기에는 수신사 사행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일본 정부 측에서 부
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서한을 아뢰어 올립니다. 조선 수신사 영접의 일로 정부에서도 깊
이 배려하여 그로부터 화륜선 임차 및 식대 담당 모두를 自費 營辨
할 것으로 말해왔음에도 이쪽에서는 일체 관비로 지급하여 쓰게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쪽에서 억지로 거절한다면 마땅히 그 시
의에 따라 임할 계획입니다.44)

당초 사신 파견 논의 단계에서 수신사가 통신사와 다른 점으로
朝鮮・朝鮮人観-浄瑠璃・歌舞伎というメディアを通じて> ≪思想≫ 1029.
43) ≪東京曙新聞≫ 1876년 5월 30일.
44) JACAR Ref.B03030149300, ≪來聘書≫ 권1, 「宮本森山兩名ニテ信使迎接手續大
略ヲ黑田參議井上議官ヘ通報セシ書並外務卿ヨリ禮曹判書ヘノ遞簡寫ヲ添宮本ヨ
リ黑田井上兩氏ヘ通知書」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日本外交文書≫ 권9, 사
항3, 문서번호55, 朝鮮國修信使迎接ニ關シ條陳ノ件, 192-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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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되었던 ‘自費 營辨’이 실제로는 일본의 관비로 대체되어 운영되
고 있는데, 이것의 배경에는 위와 같은 일본 측 고관들의 결정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5월 13일(丙子 4월 20일)에는 영선 고류마루(黃龍丸)가 부
산포에 도착하는데, 실제로 수신사 일행이 영선에 탑승하여 부산포
를 출발하는 날은 조진서에 명시된 4월 25일(양력 5월 18일)보다 늦
은 4월 29일(양력 5월 22일)이었다. 이 논의 과정은 영접관 미즈노
세이치(水野誠一)의 복명서에 첨부된 문건에서 확인된다. 5월 14일
과 17일에 수신사 일행의 출발에 관해 훈도 현석운과 미즈노 세이
치, 아라카와 도쿠지(荒川德滋) 등의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다. 우선
14일에 훈도 현석운이 공관에 왔을 때, “지금까지 수년래 사신을 외
국에 파견한 일이 없어 국가로서는 이번의 거행이 실로 나라의 大
事이기 때문에 제반 사항에 마음을 써야 하며 경솔하게 행할 수 없
고, 또한 아직 사원이 모두 동래에 도착하지 않아서” 4일을 연기하
여 출항 날짜를 4월 29일(양력 5월 22일)로 해줄 것을 부탁했다.45)
미즈노 세이치는 선장에게 출항일자를 연기할 것을 통지했고, 부산
포에서 출항하는 날은 5월 22일로 확정되었다.46)
조선 정부는 1876년 2월 22일에 수신사를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
하면서, 홍문관 응교 김기수를 예조참의로 품급을 올려 수신사로 임
명했다. 이 달 25일에는 별견당상역관 현석운과 이용숙을 수행원에
임명했다. 박영선은 서기로서, 김문식, 오현기는 군관으로, 안광묵과
김상필은 반당으로 임명되었다. 서기 이하의 관원은 수신사가 자의
로 임명하였다.47) 사절단의 인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표 1>에 그
품급과 직책 및 성명을 정리하였다.
45) JACAR Ref.B03030149500, ≪來聘書≫ 권3, 「信使迎船乘組水野少錄外三名歸京
復命書」 부속문서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46) 위의 자료, 「迎船釜山浦出錨日限決定ニ付船長鳥谷ヨリ水野ヘ回答書」
47) 김기수, ≪日東記游≫ 권1, <隨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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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표 1> 제1차 수신사의 인원 구성
직위 (품급) 성명 순번 직위 (품급)
修信使 禮曹參議 金綺秀 39 刀尺奴 (중관)
(정3품)
別遣堂上 嘉善大 玄昔運 40 刀尺奴 (중관)
夫 (상상관)
上判事 前 參奉 玄濟舜 41 日傘直奴 (중관)
(상관)
副司勇 (상관) 高永喜 42 節鉞手 (중관)
別遣 漢學堂上 嘉
義大夫
李容肅 43 節鉞手 (중관)
(상상관)
書記 副司果
朴永善 44 巡令手 (중관)
(상관)
畫員 司果
金鏞元 45 巡令手 (중관)
(상관)
軍官 前 郎廳
金汶植 46 喇叭手 (중관)
(상관)
前 判官 (상관) 吳顯耆 47 喇叭手 (중관)
伴倘 副司果
安光默 48 後陪使令 (중관)
(상관)
前郞廳 (상관) 金相弼 49 後陪使令 (중관)
禮單直 (차관) 盧命大 50 後陪使令 (중관)
使奴子 (중관)
漢釗 51 後陪使令 (중관)
使奴子 (중관)
漢甲 52 乾粮馬徒 (중관)
一行奴子 (중관) 韓仲祿 53 廚房使喚 (중관)
一行奴子 (중관) 劉永云 54 廚房使喚 (중관)
一行奴子 (중관) 雀孫伊 55 廚房使喚 (중관)
一行奴子 (중관) 張漌吉 56 廚房使喚 (중관)
一行奴子 (중관) 張漢五 57 廚房使喚 (중관)
一行奴子 (중관) 李吉伊 58 廚房使喚 (중관)
一行奴子 (중관) 金景石 59 廚房使喚 (중관)
一行奴子 (중관) 李福伊 60 熟手 (중관)
一行奴子 (중관) 洪昔伊 61 樂工 (중관)
一行奴子 (중관) 倉順得 62 樂工 (중관)
一行奴子 (중관) 金順得 63 樂工 (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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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章五
敬五
鶴伊
朴日成
趙文哲
陳業伊
朴正奉
朴化俊
梁致雨
金以宗
金明植
朴用安
姜光玄
金弘基
方成玉
朴同伊
李宗伊
金大業
宋萬宗
尹桂安
金性信
朴永五
李雲伊
朴春燮
柳尙龍

순번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직위 (품급)
卿書記 (차관)
卿書記 (차관)
卿書記 (차관)
通引 (중관)
通引 (중관)
小童 (중관)
小童 (중관)
通事 (중관)
通事 (중관)
通事 (중관)
通事 (중관)
及唱奴 (중관)
及唱奴 (중관)

성명
金漢奎
邊宅浩
姜益洙
洪致肇
朴永浩
朴文燦
李章昊
金福奎
金應祺
朴淇宗
金采吉
得尹
今石

순번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출전 : ≪航韓必携≫ 권2, <信使一行列名>

직위 (품급)
樂工 (중관)
樂工 (중관)
樂工 (중관)
轎軍 (하관)
轎軍 (하관)
轎軍 (하관)
轎軍 (하관)
轎軍 (하관)
轎軍 (하관)
轎軍 (하관)
轎軍 (하관)
轎軍 (하관)
轎軍 (하관)

성명
陳長命
李鍾明
金冨伊
金道明
徐啓化
邊永執
金光甫
金士賢
金德伊
洪聖洛
李平心
趙元黙
朴孫儉

인원의 구성을 보면 76명으로, 500여 명에 달했던 조선통신사에
비해 큰 감축이 있었다. 그러나 76명 중 30명에 가까운 수가 악공이
나 기수, 가마꾼 등 의장에 관련된 인원이었다. 실제 제1차 수신사
가 도쿄에 막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행렬의 선두에는 예복을 입고
총포를 소지한 근위 기병이 18명이 있었고, 피리, 북, 나팔, 징 등이
그 뒤를 따르며, 그 뒤로는 소동이 두 명, 또 보행하는 사람, 그 뒤
가 정사로, 마차를 타고 차양이 드리워진 모습이었다고 한다.48)
문물을 견문하고 배울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한 구로다 기요타카
(黑田淸隆) 등의 말을 고려할 때,49) 사절의 성격에 대해서 양 측의
입장차가 존재했던 것이다. 수신사의 인원은 제2차 수신사 때는 58
명, 제3차 수신사 때는 35명으로 감축된다.50) 특히 의장과 예식에
48) ≪讀賣新聞≫ 1876년 5월 30일 1면 3단 기사. 이러한 행렬을 구경하던 일본인
들은 심하게 비웃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신문, 1876년 6월 2일.
49)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2월 6일; ≪日省錄≫ 고종 13년 2월 6일. “櫶曰淸隆
之言……不拘品秩帶例只以解事人送之云”
50) JACAR Ref.A01000066800, ≪太政類典≫ 제5편, 권9, 明治 14년 10월 4일. 「在
釜山領事近藤真鋤ヨリ修信使来朝ヲ報ス附修信使一行人名」 (일본 국립공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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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인원은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변화가 생긴다.51)
한편, 자료상에는 일본 측에서 통신사와의 단절을 위해 노력한 부
분이 엿보인다. 영접관에게 주의사항을 내린 것에는 청도순시의 기
를 지참하지 못하도록 강조한 것 외에 도쿄로 가는 배편이 도중에
쓰시마에는 들르지 않도록 명시하여 정하고 있다.52) 이것 역시 통신
사가 쓰시마의 주선으로 이루어져왔던 것과의 단절을 의도하는 것
으로 그려진다.

2. 일본 외무성의 시찰 유도 계획
한편, 일본 외무성에서는 수신사의 내방에 대비하여 일찍부터 정
부 각 성에 관람 협조를 요청하였고, 각성 관할별로 관람할 곳을 최
종적으로 확정하여 5월 31일에 太政大臣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에
게 결재를 받았다.53) 외무성에서는 이렇게 결정된 장소 목록을 토대
로 32일간, 132처에 달하는, 빼곡하고도 광범위한 관람 일정을 편성
했다.54) 그들이 관람을 유도하고자 했던 장소나 사항은 군사, 산업,
행정, 박물,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것들이었다.

51) 하우봉, 앞의 논문, 146쪽.
52) JACAR Ref.B03030149300, ≪來聘書≫ 권1, 「迎接官心得書」, 「宮本森山兩名
ニテ信使迎接手續大略ヲ黑田參議井上議官ヘ通報セシ書並外務卿ヨリ禮曹判書ヘ
ノ遞簡寫ヲ添宮本ヨリ黑田井上兩氏ヘ通知書」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日本
外交文書≫ 권9, 사항3, 문서번호55, 朝鮮國修信使迎接ニ關シ條陳ノ件, 192-193
쪽.
53) JACAR Ref.B03030150100, ≪來聘書≫ 권7, 「同前諸省寮ノ體裁一覽ノ義ニ付上
申及御指令」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54) 위의 자료, 「信使觀覽場所調書四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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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분
外務省
元老院
宮內省

陸軍省

海軍省
內務省
工部省

文部省

<표 2> 일본 외무성에서 시찰을 계획한 목록
시찰 항목
-延遼館
-議事堂
-吹上禁園 -濱離宮
-陸軍練兵
-軍馬局 -同局廐 –同局蹄鐵製所 -箱馬場運動
-近衛步兵營 -同營兵數整頓法
-士官學校 -同校理化學器械 및 石版摺 -同校敎場
-戸山學校 -同校體操場 -同校體操技術 –同校射的 -同
校擊劍術
-砲兵本廠 -同廠木工 –同廠火工 –同廠銅分折 –同廠
鑄物 –同廠大砲小銃 –同廠見本器械 –同廠鞍具製造
-同廠銃器製造 –同廠園庭
-海軍調練 -同省中練砲場發砲 –横須賀造船所 –東艦
-越中島鐵板發彈試驗跡 –兵學寮 -同寮帆前調練
-博物館 –淺草文庫 –勸業寮出張所植物園 –衛生局司藥
所 -石川島懲役場 -上州富岡製絲場
-市ヶ谷囚獄所 –橫濱製鐵所 -泉州境紡績所
-工學寮 -同寮敎場 -同寮理化學器械 및 蒸氣船雛形 等
-同寮風船 -同寮博物
-赤羽根製作所 –同所鑄物
-書籍館 -同館孔子其他木像 및 釋尊器 –師範學校 -同
校敎場
-女子師範學校 -同校敎場
-英語學校 -同校敎場 및 理化學器械 -同校西洋樂器 및
解剖圖
-外國語學校 -同校敎場 및 理化學器械
-開城學校-同校敎場 및 理化學器械 –同校電氣 –同校
博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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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분
大藏省
開拓使
警視廳

其他

雜

시찰 항목

-小石川植物園
-醫學校附病院 -同校解剖 및 治療器械顯微鏡 等
-紙幣寮 -同寮銅版彫刻 -同寮版摺 및 紙截 –同寮製肉
-同寮女工職 -同寮所轄王子抄紙局
-活版局 -同局活字鑄造 -同局版摺 및 製本 –同局石版
-郵遞寮郵便取扱
-大坂造幣寮
-北海道生産博物園 -勸業試驗場
-消防ポンプ(펌프)調練
-書畵 -筆文房具 -書庫 -漆器 -墨 -石版 -擬氈紙
-羊羹煙草入 -國立銀行 -骨董 -西洋裁縫 -活版 -時計
-蒔會漆器 -新聞社
-骨董 -金刀昆羅神社 -製絲所 -山王社 -愛宕山
-北海道産物博覽 -独乙博物會 -瓦斯燈製造所
-書肆 -德川氏墓所 芝 增上寺 -陶器 -骨董 -絲店 -呉服
-三ツ井洋館 -外療道具藥種 -筆文房具 -玩弄物
-西洋秤座 -金物 -呉服 -漆器細工所 -刃物 -書肆 -錦繪
-喜世留 -水天宮 -骨董 -淺草觀音並奧山 -電機器械
-佐竹園庭- 墨隄花屋敷 -製革所 -堀切菖蒲 -金魚 -瓦焼
-柳島妙見 -天満宮 -辨天社 -深川八幡宮
-蒔繪物 -順天堂病院 -神田社 -喜世留 -辨天社 不忍池
-上野公園 -東照宮 寬永寺 -文部省博物 -東寺願寺
-陶器師 -巢鴨植木屋 -招魂社 -飛鳥山 -紙抄所
-川口ノ鑄物師 -千住屠牛場 -目黑不同 -池上本門寺
-目黑火藥庫
-堀內妙法寺 -橫濱各國軍艦ノ內 -橫濱外國人商店
-橫濱町會所 -鎌倉舊跡 -鎌倉建長寺並圓覺寺大佛堂 等
-魯公使館 –英公使館 –打球 –競馬 –角觝 –鷹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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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분

시찰 항목
-太神樂 –能狂言 –角兵衛獅子 –花火 –奏樂 –三曲
-中村樓三曲サラヒ

출전 : ≪來聘書≫ 권7, 「朝鮮國修信使滯京中幷途中觀覽可爲致箇所調
書」

일할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제7일
제8일
제9일
제10일
제11일
제12일
제13일
제14일
제15일
제16일

<표 3> 일별 시찰 계획
항목
-延遼館 -濱離宮
-博物館 -書籍館 -師範學校 -女子師範學校
-紙幣寮 -消防ポンプ調練 -活版局 -東京裁判所
-吹上禁園 -骨董
-上野公園並不忍池弁天 -淺草本願寺 -淺草觀音並奧山
-電機器械 -骨董 -喜世留 -淺草文庫
-順天堂病院 -神田社 -湯島天神 -砲兵本廠
-小石川植物園
-陸軍練兵
-海軍調練
-竹橋近衛兵營 -士官學校 -戸山學校
-書畵 -漆器 -書林 -筆文房具 -墨 -西洋裁縫
-西洋秤座 -赤羽根製作所 -芝山內徳川墓所
-巢鴨植木屋 -飛鳥山並王子抄紙所 -川口ノ鑄物師
-千住屠牛場
-陶器 -三ツ井洋館 -呉服及絲店 -工部省中製絲所
-瓦斯燈製造所 -愛宕山 -北海道物産博物 -独乙博物
-兵學寮 -蒔會漆器 -醫學校並病院 -司藥場
-軍馬局 -開成學校 -外國語學校 -英語學校
-議事堂 -工學寮 -藥種及外科道具 -呉服及絲店 -金物屋
-筆及文房具 -刃物 -玩弄物 -錦繪
-擬氈紙 -時計 -煙草入 羊羹 -郵便取扱振 -國立銀行
-日報社 -招魂社 -陶器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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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제17일
제18일
제19일
제20일
제21일
제22일
제23일
제24일
제25일
제26일
제27일
제28일
제29일
제30일
제31일
제32일
기타

항목
-深川八幡 -洲崎弁天 -龜井戶 -柳島妙見 -蒔繪物
-堀切菖蒲 -墨堤花屋敷 -佐竹園庭 -金魚 -製革場 -瓦焼
-目黑不同 -目黑火藥庫 -池上本門寺
-橫濱縣廳 -燈臺寮 -瓦斯製造所 -製鐵所
-稅關波戶場荷物ノ出入 -收稅手續 -各國商館二三ヶ所
-山手邊一覽
-橫須賀造船場 -鎌倉ニ一泊
-幡宮 -弁天社等一覽人力車ニ而神奈川邊戾ル鐵道分歸京
-大佛 -建長寺並圓覺寺 -繪島岩本本院
-越中島鐵板打拔試驗場 -東艦
-市ヶ谷囚獄 -石川島懲役所
-上州富岡
-製絲場 -中小坂鐵山
-桐生織物
-日光
-日光見物了テ出立
-東京ニ歸ル
-堀內妙法寺
-四ツ谷勸業寮出張 -靑山勸業試驗場
-魯公使館 -英公使館 -打球 -競馬 -角觝 -太神樂
-能狂言 -角兵衛獅子 -奏樂 -三曲 -中村樓三曲サラヒ
-劇場 -手品 -花火

출전 : ≪來聘書≫ 권7, 「信使滯京中誘導場處書」

먼저 표 <2>의 목록을 보면 각 정부 관청 관할의 시설들과 그 밖
의 것들, 그리고 그 아래에 雜이라는 소제목으로 포함된 것들로 나
뉜다. 표 <3>은 이러한 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일자별로 관람 항목
을 배치한 자료를 옮긴 것이다. 관람 항목을 살펴보면, 각 정부 관
청 관할의 시설들은 곧 메이지유신 이후에 새로이 도입된 서양식
기술과 제도들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식산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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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강병과 관련된 신식 공장시설 뿐 아니라 각종 학교, 군사 조련,
병원 등 대다수의 항목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대장성 관할의 지
폐 발행 관청인 紙幣寮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정부
는 수립 이후 한동안 독일이나 미국 등에 지폐의 제조를 의뢰하고
있었는데, 지폐료의 개설로 지폐의 자국 내 조달이 가능하게 되었
다.55) 또한 수신사에게 조선으로의 귀국 도중 오사카를 들러 오사카
造幣寮를 관람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56) 이처럼 일본 측은 지폐료
와 조폐료를 시찰하게 하는 것을 특히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
다.57) 요코스카(横須賀) 造船所 역시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
는 공장이다. 해방론이 부상했던 막부 말기에 프랑스 기술을 빌려
건설이 시작되었고, 기계설비의 조달과 기술자 초빙을 위해 일본의
사절단이 프랑스와 영국으로 다녀오기도 했다.58) 또, 도쿄에서 떨어
진 도미오카(富岡)로 이동하여 富岡製絲場을 둘러보도록 했는데, 이
곳은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비단 생산의 거점인 관영모
범공장이었다.59) 또한 抄紙工場은 메이지 정부의 식산흥업 정책 가
운데 세워진 근대적 공장 중 민영공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양 제
지기술을 도입하여 지폐, 지권 용지, 교과서, 신문 등을 인쇄하는 공
장이었다. 특히 이번 유람 계획에 포함된 오지(王子) 抄紙所는 도쿄
55) 湯本豪一(연구공간 수유+너머 옮김), 2004 ≪일본 근대의 풍경≫, 그린비,
46-47쪽.
56) 개항 이후 일본은 금의 해외유출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조폐료는 이러
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화폐 개혁을 위해 오사카에 개설한 관청
이다. 엔(円), 센(銭), 린(厘) 등 금화, 은화, 동화를 주조했다. 위의 책, 48-49쪽.
57) JACAR Ref.B03030150100, ≪來聘書≫ 권7, 「信使造幣寮一覽ノ義ニ付大藏省ノ
上申ヲ添テ史官ヨリ來簡」; JACAR Ref.B03030150000, ≪來聘書≫ 권6, 「大坂
造幣寮經覽ノ義ニ外務卿ヨリ信使往復書及該使神戸ニ在テ造幣寮經覽セザルニ付
本卿ヘ來簡但シ兵庫縣令ヨリ送達ノ爲メ來書」; JACAR Ref.B03030150200, ≪來
聘書≫ 권7, 「造幣寮ハ修繕中休業ノ趣ニテ上申書ヲ添テ大藏省ヨリ來簡及信使登
坂ノ義ハ該省ヨリ造幣寮ヘ電報セシ旨來書」, 「信使紙幣寮一覽ノ義ニ付紙幣頭ヨ
リ來簡及諧使屬官同寮一覽セシ時ノ姓名問合ニ付該寮往復書」 등 (이상 일본 외
무성외교사료관)
58) 湯本豪一, 앞의 책, 28-29쪽.
59) 위의 책,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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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소개에도 빈번히 등장하는 곳이었다.60)
군 시설이나 군사 훈련도 대거 포함되었는데, 부국강병의 성과에
대한 과시를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육군의 연병(練兵)과 군
마국 및 그 부속 건물, 근위보병영, 사관학교, 육군보병학교의 전신
인 도야마(戸山) 학교와 포병본창 및 그 부속 건물 등을 둘러보게
하였다. 또, 해군의 조련과 해군성 내의 연포장 발포 시연, 요코스카
조선소, 군함 아즈마(東), 철판 발탄시험 터, 兵學寮 등을 관람하게
하였다.
의료와 교육 부문 역시 일본 전통의 의료와 교육이 아닌 신식 시
설과 제도들에 대한 시찰이 계획되었다. 우선 의료와 관련해서는 준
텐도(順天堂) 병원과 의학교 및 병원, 사약장, 藥種 및 외과도구를
살펴보도록 했다. 당시 일본이 조선에 대하여 서양식 의료 기술을
선보이고자 했던 것은 여러 자료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수신사를
위한 송영선에는 외무성에서 해군성에 의뢰하여 차출한 군의가 탑
승하고 있었고, 수신사 귀국 출항 직전 박영선은 종두법을 배우고
귀국하기도 했다. 실제 송영선이 부산포에 도착했을 때 탑승 중이던
군의가 부산의 인민을 치료한 것과,61) 수신사의 수행원이 도쿄 체재
중 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62) 아직 조선에 서양 의학이
들어오기 전이었으므로 생소한 경험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근대 의료를 선전하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교육 부문에서는 사범학교, 여자사범학교, 개성학교, 외국어학교, 영
어학교 등의 교장과 관련 시설을 관람하도록 했는데, 이 학교들은
모두 신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시설이었다.
60) 増山守正, ≪補遺東京名勝畵詞≫ 下卷 「王子村製紙工場」, 1891; 原田真一, ≪
東京名所案内≫ 下卷 「王子村製紙會社」, 金盛堂, 1894.
61) JACAR Ref.B03030149500, ≪來聘書≫ 권3, 「信使迎船乘組島田中軍醫滯韓中該
地人民ヲ治療セシ事等ヲ外務卿ヘ上報書」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62) JACAR Ref.B03030151300, ≪來聘書≫ 권13, 「信使滯京中該使屬員病氣ニ佐藤
尙中順天堂病院及東京府病院ヨリ治療受ケタル藥劑調書」 (일본 외무성외교사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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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수속을 시찰하고 각국의 상관, 공사관에 방문하도록 하는
등, 외교·통상 방면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되었다. 당시는 조일 간에
통상장정과 상주사절의 문제가 다투어질 것이 목전에 있던 상황임
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 역시 일본이 조선에 대해 근대 제도를 수
용할 것을 유도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가늠하게 한다.
이상의 각 관청 관할의 신식 시설에 대한 시찰에 일본 정부는 많
은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외무성에서는 우선 각 성에 수신사가 도
착할 때에 시찰을 유도할 것임을 알렸고, 이를 위해 적당한 시설이
나 관람할 사항들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외
무성 관원이 미리 직접 출장하여 시찰의 동선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꼼꼼한 준비로 인하여 육군성과는 다소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한 것
으로 보이는데, 육군대좌는 공문을 통해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이러
한 장소들을 일람하게 한 사례는 수차례 있었지만 먼저 檢分하도록
한 일은 없었다’는 식의 약한 항의를 표명하고 있다.63) 이에 관해
외무대승 미야모토 고이치는 ‘조선인은 구미인과 달라서 착목하는
바가 우리(일본인)와 다른 점이 있다. 각소의 순람은 그 국가의 군
제 개혁에 참고하게 하기 위해 외무성에서 먼저 일람한 후에 해당
사신을 유인할 때의 수순을 미리 세워두고자 하는 생각이다’라는 설
명을 통해 사전 출장의 당위를 설명했다. 외무성에서 수신사에게 시
찰을 유도했던 의도가 조선국 내 제도의 개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찰과 신사 등 종교시설과 자연 유람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奏樂과 산쿄쿠(三曲), 노(能) 교겐(狂言), 다이카구라(太神樂),
가쿠베지시(角兵衛獅子) 등 일본의 전통연희들도 포함되어 있다.64)
63) JACAR Ref.B03030150200, ≪來聘書≫ 권7, 「信使陸軍所轄兵營學校等巡覽ノ爲
前以テ本省官員一覽ノ義ニ付陸軍省往復書七通」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64) 산쿄쿠(三曲)는 일본 전통음악에서 3종의 악기를 합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노
(能) 교겐(狂言)은 일본 전통연희인데, 노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연극으로 가
면을 쓰고 공연하는 노래와 춤이 중심이 되며, 교겐은 이야기극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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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쿠사 혼간지(淺草本願寺)는 옛 통신사의 여관이었으며, 옛 통신
사에게 연회를 열고 아악 연주를 감상하도록 했던 것 등을 생각하
면, 이러한 것들은 통신사를 영접하던 전례와 비슷한 선상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계획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신식 시설에 관한 사항들
은 일본의 의도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신사행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각 정부 부처에 시찰 항목 추천을 받는 등의 작업을 통해
시찰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이외의 부분인 유람, 관광에 대해서는 통
신사 때의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도쿠가와 씨의 사당이 있는 시바(芝) 조조지(增上寺)와 우에
노사쿠라기의 간에이지(寬永寺) 방문 계획 및 가장 큰 도쇼구(東照
宮)가 위치한 닛코에 대한 방문 계획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특히
조선통신사가 막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닛코와
도쇼구를 방문한 바 있었을 정도로 도쿠가와 막부는 닛코에 큰 의
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도쿠가와 씨를 모신 사당들에 대하여 메이지
정부가 조선의 수신사를 방문하도록 계획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쉽
지 않은 부분이다. 전체적인 시찰 유도 계획이 곧 유신의 성과를 홍
보하는 것과 같았던 만큼 구 막부의 쇠락을 보여주는 목적일 수도
있고, 옛 통신사와 구 막부간의 유대를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
다.65)
이상의 계획을 살피면 일본 정부는 제1차 수신사 일행에 대하여
집중적인 시찰을 유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많게는 하루에
9개 항목을 배치했을 정도였다. 계획에 포함된 항목들은 그 성격으
로 미루어 여러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
나, 그 전체적인 비중을 고려하면 당시의 근대화 성과를 과시하고자
다. 이 두 가지는 메이지 시대 이후로 노가쿠(能楽)로 총칭되기도 한다. 다이카
구라(太神樂)와 가쿠베지시(角兵衛獅子)는 일본의 전통연희로 각각 곡예와 사자
춤을 가리킨다.
65) 조선통신사의 닛코 방문에 대해서는 최종일의 논문을 참고할 것. 최종일, 1998
<朝鮮通信使의 日光山致祭 硏究>,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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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66) 이것은 실제 사행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III. 실제 사행의 내용과 특징
1. 일본 정부의 근대화 성과 과시
일본 측이 실제 방문한 제1차 수신사를 응접하는 과정을 살펴보
면, 그 계획에서만큼이나 근대화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다. 특히 그 면면에 근대 서양식의 제도나 기술들이 깔려있었다. 그
예로서 영접 과정에서는 영접관에게는 양복을 착용하도록 하고,67)
영선에는 서양의학을 전수한 군의관을 탑승시킨 것을 들 수 있다.68)
정사 김기수가 사진 촬영을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권유하여 기
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동 과정에서 증기선과 기차를 이용
할 것도 외무성이 사전 준비 과정에서 거듭 강조한 부분으로, 역시
과시하고자 있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양식 건
물인 延遼館에서 수신사에 대하여 두 차례 개최된 연회는 서양식으
로 이루어진 연회였고, 서양식 만찬으로 진행되었으며, 음악 역시
66) 근대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의 성과에 관한 사전류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시
이 겐도(石井研堂)의 ≪明治事物起原≫은 메이지의 새로운 사물이나 제도에 대
해서 1천 400여 항목을 21개의 부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 사물기원 부류의 대
표적인 저작이다. (石井研堂, 1908 ≪明治事物起原≫, 橋南堂) 또한 이 시기 도
쿄의 명승을 소개하는 그림책에는 신식 공장이나 시설들이 대거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에서 열거된 항목이나 그 구성과 제1차 수신사 사행에 관해 일본
정부가 수립한 시찰 계획을 함께 놓고 보면 그 성과 과시의 의미는 더욱 선명
하게 드러난다.
67) JACAR Ref.B03030149300, ≪來聘書≫ 권1, 「迎接官心得書」 (일본 외무성외
교사료관)
68) 위의 자료, 「信使迎船醫官乘組ノ義ニ海軍省來書貳通及上申書其他海軍省並島田
中軍醫等往復書八通附タリ看病夫旅費渡方ノ義ニ付宮本大丞ヨリ來書」; JACAR
Ref.B03030149500, ≪來聘書≫ 권3, 「信使迎船乘組島田中軍醫滯韓中該地人民ヲ
治療セシ事等ヲ外務卿ヘ上報書」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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洋樂이 연주되었다.69) 일본 측에 의해 계획된 시찰 일정 가운데 대
부분이 메이지유신의 성과를 과시하는 산업, 제도 등에 집중되어 있
었던 것도 들 수 있다.
실제 사행의 과정에서는 일본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관람을 유
도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외무성은 수신사 일행이 도쿄에 체재
하며 사행 일정을 수행하는 동안 묵을 여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수
신사 일행의 응대에 관한 사무를 맡게 했다. 여관 측에는 “유람 동
행을 청구할 때는 劇場·花街를 불문하고 그의 요구에 응하라”는 내
용의 주의를 주었다. 또, “여관의 문은 오전 6시에 개문, 오후 9시에
폐문한다. 단, 상관 이상의 출입은 시간제한에 상관없이 정문을 열
어 다니게 하고, 중관 이하는 소문을 열어 출입시킬 것”이라고 지시
했다.70) 외국인인 사절 일행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
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외무권대승이 김기수
에게 “때때로 나와서 관람하여 기계의 편리한 것은 모방하고 타당한
것은 익히”기를 권장했던 것을 함께 생각하면, 그 시찰 유도의 의도
가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1)
또한, 수신사 일행이 이동할 때마다 안내하는 傳語官 측은 되도록
많은 곳을 구경하기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길을 돌아서 가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역시 이것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日
東記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매양 가는 데가 있을 때마다, 왕래는 반드시 길을 달리하고 또한 돌
아서 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것은 모두 傳語官들이 하는 짓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였다. 어느 날 외무성에서 돌아오

69) 이정희, 2011 <제1차 수신사 김기수가 경험한 근대 일본의 외교의례와 연회>
≪朝鮮時代史學報≫ 59, 191-193쪽.
70) JACAR Ref.B03030149400, ≪來聘書≫ 권2, 「朝鮮修信使旅館誥心得書」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71) 김기수, ≪日東記游≫ 권2, <問答> “權大丞曰，時時出游，器械之利焉而效之，
制度之便焉而習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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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오정 때에 출발한 것이 석양이 되어도 아직 노상(路上)에 있었
다. 한 거리를 나오면 또 한 거리가 있고, 한 골목을 나오면 또 한
골목이 나왔다. 거리마다 새로 대하는 것이요, 골목마다 처음 보는
것이었다. 생각건대 저들이 매양 나에게 구경하기를 요청하였지만,
내가 한결같이 허락하지 않으매 저들이 괴이히 여겨, 내가 길 모르
는 것을 기회로 제 마음대로 나를 끌고 안 가는 데가 없는 듯하니
참으로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반드
시 뽐내게 될 것이니, 훗날의 폐단을 생각지 않을 수도 없었다. 드디
어 하례를 엄책(嚴責)하여 탄 수레를 재촉해 돌아오니 한 길거리가
막혔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굽이굽이 돌아 한정없이 돌아가려는
셈이었던 것이다.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小通事를 잡아들여, 저들이
무례하게 농락하는데도 살피지 못하고 망연히 있은 죄를 들추어, 한
차례 호되게 매질하였다. 이것은 갑에게 화난 것을 을에게 옮기는
것이었지만, 저들도 두려워 다시는 감히 이같이 하지는 못하였다.72)

위의 기록과 같은 사건을 다룬 일본 외무성 관원의 기록으로, ≪
航韓必携≫ 所收의 <信使滯京日記>에 이런 대목이 있다.
그런데 수신사가 문내로 들어오자마자 가마에서 내려 현관의 板綠에
걸터앉아 크게 怒聲을 내고 통사 양인을 엎드려 볼기를 드러내게 하
여 예와 같이 몽둥이로 5회씩 때렸다. 그 이유를 물으니 돌아오는
길에 길을 돌아오게 한 것을 그대로 아무 말도 접대담당에게 하지
못하고 사절의 피로를 돌아보지 않은 것은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기 때문에 벌한 것이라고 한다. 접대담당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해외의 사신이 처음으로 도래할 때는 왕래를 가급적 주의
72) 김기수, ≪日東記游≫ 권1, <留館> “每有所往，往來必異路，亦多迂回，皆傳語
官輩所爲，余亦知之而不知也，一日自外務省還，日中而發，日西昃尙在路上，出
一街又有一街，出一巷又有一巷，街街新面，巷巷初見，意彼每要我遊覽，我一直
不許，則彼必怪我，今欺我不識路逕，恣意引我，無所不至，心甚可恨，此而置
之，其必揚揚他日之弊，不可不念，遂嚴責徒隷，促駕而返，則只隔一街巷，而回
回曲曲，其將迂回無已時也，纔下車，而拿入小通事，數彼人之無禮玩弄而茫不覺
察之罪，而猛杖一頓，可謂移乙之怒而彼亦恐嚇，不復敢如是也”(밑줄은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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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오가는 길을 다르게 하여 그 사신을 권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라는 말을 사절에게 알려두도록 훈도에게 전했다.73)

양 측의 기록을 근거로 할 때, 수신사 일행을 수행한 일본 관원들
이 여러 곳을 둘러보도록 길을 돌아간 것은 고의였다는 것이 분명
해 보인다. 일본 측은 수신사에 대해 최대한 많은 시찰 일정을 마련
했던 것에서 나아가, 그 실제의 안내에서도 적극적인 관람을 유도하
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 정사 김기수는 어느 정도 통찰을 하고 있었다. 김기수
는 이번 행차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두 나라의 국교를 수호하고
자’ 온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구경하는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김기수의 “저들
에게 따라만 할 수도 없고, 저들이 두 번 세 번 와서 요청하면 괄시
하는 모양으로 있을 수도 없어서 마지못하여 응했다”는 설명은 이러
한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74) 김기수는 일본 측에서의 관람 유도가
산천·풍경의 완상보다 제도·기계의 시찰에만 주로 이루어진 부분 또
한 지적하고 있다.75)
제1차 수신사를 초청하면서 나타난 위와 같은 일본 측의 태도에
관해, 일본식의 ‘초대외교’의 시도라는 설명이 岩方久彦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76) 일본은 미국에 의한 1854년 개국 이후, 1860년
73) ≪航韓必携≫ 권7, <信使滯京日記> 乾, 6월 6일. “但シ信使門內ニ入ルヤ否輿ヲ
下タリ玄關板綠ニ腰ヲ懸ケ大ニ怒聲ヲ發シ通事兩人ヲ俯臥セシメ臀ヲ露ハサシメ
例ノ通リ棍ニテ五返ツヽ打チタリ其譯ヲ聞ケハ歸路廻リ路セシヲ其儘何共接待掛
リヘ申出テス使節ノ疲勞ヲ不顧ルハ失職ナル故罰スルト云接待掛リヨリ我國ニ於
テハ是迄海外ノ使臣初而渡來ノ節ハ往來成ル丈ケ注意イタシ往返路ヲ異ニシテ其
使臣ヲ倦マザラシムルナリ云々使節ニ申入置候樣訓噵ヘ申聞候事”
74) 김기수, ≪日東記游≫ 권2, <玩賞> “今玆之行，奉命專對，以修兩國之好，行止
之不可以不審愼也，威儀之不可以不矜持也，所以玩賞一事不可恣我，亦不可以徇
彼，止於彼之再四邀請，不可恝然處，强而應之而已”
75) 위의 책. “亦惟其制度器械之間，苟然從事，故於樓觀市肆之勝，山川風景之賞，
足到而目不到處，槩不能存一焉”
76) 岩方久彦,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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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미통상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위해 미국에 견미사절단(萬延元年
遣米使節)을 파견했다. 1876년 6월 1일자 ≪東京日日新聞≫에는, 수
신사의 사행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에 거부
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일본이 1860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군
함으로 미국에 가고 막대한 비용도 모두 미국이 부담했던 것을 들
어 “이번 수신사의 일본방문은 조선을 문명사회에 가입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우대해야 한다는 글이 실렸다.77) 또 1876
년 5월 31일자 ≪郵便報知新聞≫은 현재 조선에 대하여 일본이 서
있는 위치는 20년 전 일본에 대한 미국의 위치와 유사하며, 마음을
매우 기쁘게 만드는 바가 있다고 하며 우월 의식을 드러냈다.78) 비
록 신문의 논평이지만, 미국과 일본 사이의 초대외교를 조선을 대상
으로 시도하겠다는, 즉 조선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예전의 미국과
같은 위치임을 선전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 내에서 전반적으로 공감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79)
이러한 외교의 방향에는 조약 개정을 위해 사행을 떠나 신식 문
물을 시찰하고 돌아온 이와쿠라 사절단의 경험 역시 반영이 될 수
밖에 없었는데, 정부 요원인 공부경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그
일원으로서 사행을 다녀온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
는 수신사 일행과 정부 주최의 연회 외에 사적으로 만찬을 가졌는
데,80) 수신사 사행 동안에 사적 연회는 주로 외무성 고관들과 가졌
던 것으로 미루어 특이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토 히로부미는
김기수에게 자신이 가보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하며 국제정세에 관
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81) 일본 정부가 수신사 파견을 요
77) ≪東京日日新聞≫ 1876년 6월 1일(岩方久彦, 앞의 논문, 253-254쪽에서 재인용)
78) ≪郵便報知新聞≫ 1876년 5월 31일(조경달(최덕수 옮김), 2015 ≪근대 조선과
일본≫, 열린책들, 74쪽에서 재인용)
79) 岩方久彦, 위의 논문, 251-256쪽.
80) ≪航韓必携≫ 권8, <信使滯京日記> 坤, 6월 12일.
81) 김기수, ≪日東記游≫ 권2, <問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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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고자 하는 정론을 세울 때에 이러한 경험을 가진 고관들의 의
견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한계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일본 측에서 조선의 사절
을 대상으로 신식 문물을 시찰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조선을 ‘문명사
회에 가입시킨다’는 것을 의도로 제1차 수신사에 대한 시찰 계획을
세우고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조선 측은 시찰을 주된 의도로 하여
그를 파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응하지 않았고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일본에서 구미로 떠난 사절단의 사행이 외교 현안 해결을
위한 것이었지만 좌절된 후 시찰만을 하게 되면서 신식 문물을 접
했던 것이 기화가 되어 급속한 서양화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초대외교’를 시도하고 그러한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조
선을 ‘문명사회에 가입시키고자’ 했던 이유와 관련해서는, 다시 1876
년 당시에 일본이 조선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호조규가 체결될 당시 일본 측이 조선 측에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크게 구호의 회복, 러시아 문제, 통상장정 등
후속 조약에 대한 협조, 부국강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호조규
의 조인 당일,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와 노무라 야스시(野村靜)
는 신헌을 찾아 회답 사절의 파견을 거듭 권유하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통상장정 문제와 러시아 문제 등 외교 상 현안들을 언급했
다.82)
이러한 의도는 제1차 수신사 사행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
다. ≪日東記游≫의 <問答>에 의하면, 모리야마 시게루는 김기수와
의 담화에서 조일수호조규의 세목을 정하는 일에 관해 언급했다.
“매양 귀국과 담판할 적에는 말이 지리하고 일을 오래 끌어서 한 가
지도 즉시 결정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며, “6개월 후에 細目을 정하
82) ≪日本外交文書≫ 권9, 사항1, 문서번호30, 朝鮮國ヨリノ答禮使、通商章程、露
國ノ南下等ニ關スル件, 12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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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혹시라도 그전처럼 지연시킨
다면 답답하게 될 것이니 중간에서 교섭하는 사람이 어찌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로, 통상장정의 신속한 처리를 희망함을 표현하고
있다.83)
또, 이노우에 가오루는 김기수에게 수 차례 러시아 남하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봄에 강화도에 왔던 부관(副官)이었다. 관소(館
所)로 와서 방문하고 나에게 말하기를,
“러시아가 동병(動兵)할 징조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강화도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저 러시아의 땅에 갈 때마다 그
들이 날마다 병기를 만들고 흑룡도(黑龍島)에 군량을 많이 저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장차 무엇을 할 것인지, 귀국에서는 마
땅히 미리 대비하여 기계를 수선하고 병졸을 훈련시켜 방어의 계책
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들이 혹시 올 때에도 귀국에서
는 절대로 대포는 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온 뜻이 어떤 것인지도 알
지 못하면서, 갑자기 먼저 대포를 쏜다면 그것은 귀국의 실책입니
다.”84)
이노우에 가오루가 말하기를,
“어제 거듭 말한 일을 공은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귀국
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중략)”
하고는 이내 세계지도 한 폭을 내놓으며,
“이것을 드리겠으니 가지고 돌아가서 때때로 1도(度)씩 보십시오. 1
83) 김기수, ≪日東記游≫ 권2, <問答> “森山又曰，每與貴國商辦，支離拖延，無一
下卽決之事，我國則不然，苟利于國，則上下一心，斷然行之，無所持難也，六個
月後細節之定，亦無甚難事，而若或如前遲捱，則令人沓沓，居間之人，寧不難哉”
84) 위의 책. “井上馨，春間來沁都之副官也，來訪館所，謂余曰，露西亞之有動兵之
漸，吾於沁都，已有言之者而我國之人，每往彼地，見其日造兵器，多積糧于黑龍
島，其意將何爲，貴國須先事而備，繕器械練兵卒，以爲防禦之策可也，彼或來
時，愼無砲放，未知其來意之爲何，而遽先砲放，貴國之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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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다 각각 이정(里程)이 있으니 이로써 미루어본다면 러시아가 귀
국과 서로 떨어진 것이 몇 리나 되는지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나
는 지금 구라파 여러 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6∼7년 후에야 돌아올
것인데, 진실로 정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
한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공은 이러한 나의 고심을 양해하시기 바
랍니다.”85)

조선과의 사이에서 향후 예정된 통상장정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
상하여 타결하는 것 외에, 당시 일본의 시야에 들어와 있던 러시아
의 행보와 관련하여 조선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또한 당시 일본
정부에게 있어서는 외교급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수신사
파견 요청은 조선과의 향후의 외교 협상을 문제없이 진척시키고, 또
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시찰·견문·정탐에 대한 金綺秀의 선택적 수행
도쿄에 도착한 수신사는 양력 5월 30일, 외무성을 방문하는 것으
로 일정을 시작했다. 참의 겸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외무대보 사메지마 나오노부(鮫島尙信), 외무대승 미야모토 고이치
(宮本小一), 외무권대승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외무권소승 후루
사와 쓰네노리(古澤經範)가 수신사 일행을 접견했다. 수신사는 사명
을 개진하고 당상역관 현석운에게 명하여 예조판서와 참판의 서계
를 모리야마 외무권대승에게 전달하게 했다.86)
통신사의 전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 전통적으로 사
85) 위의 책. “井上曰，日昨申告之事，公非有心人耶，露西亞之注心貴國，吾已言之
縷縷，(중략) 仍出地球全圖一軸曰，以此奉贈，携歸去，時時觀察一度，度各有程
里，以此推之，露西亞之距貴國幾里，亦可知也，吾今奉使歐羅諸國去，六七年後
方可歸來，苟無所見，何苦爲此縷縷之言也，公可以諒此苦心也”
86) JACAR Ref.B03030150000, ≪來聘書≫ 권6, 「信使渡來ニ付禮曹判書及參判ヨリ
外務卿丞ヘ來簡」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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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왕래할 때에는 전달할 예단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새
로이 수호조규를 체결한 이래 사절을 교환할 때에 서로 예단은 생
략하기로 하였으나, 일본 사절이 조선에 올 때 사적으로 예단을 지
참했던 것을 고려하여 정사 김기수는 사적으로 예단을 전달했고 또
한 일본 측에서 준비한 예단을 증정 받았다.
수신사가 접견을 마치고 여관에 돌아온 후, 미야모토 고이치(宮本
小一) 외무대승과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외무권대승은 回謝를 위
해 수신사를 방문했다. 그리고 예정에는 없었던 일본 국왕 예방의
분부가 내렸다고 전달했는데,87) 수신사는 어명에 포함되지 않은 일
이며 국서도 지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으나, 미
야모토 대승이 일본 국왕이 고대했다는 이유로 거듭 청함에 응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 측은 수신사에 대하여 궁내성 소관의 영빈관인 엔료칸
(延遼館)에서 방문을 축하하고 작별하는 연회를 각각 개최하고 있
다. 이 연회들에는 태정대신을 비롯하여 고위급 정치인들이 대거 참
석했다.88) 다음 <표 4>는 두 연회에 배석한 일본 측 관원들의 관명
과 성명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 측에서는 이 연회에 정사 김기수와
당상역관 현석운, 이용숙이 참석했다.

87) ≪日本外交文書≫ 권9, 사항3, 문서번호60, 朝鮮國修信使ニ謁見仰出サレタル旨
通知ノ件, 200쪽. “서간으로써 아뢰어 올리는 바는, 귀하가 금번 수신사로서 내
착한 것을 우리 황제폐하께 말씀드린 바 만족하게 생각하시어 특별히 기쁜 마
음으로 귀하를 인견하실 뜻을 분부하셨습니다. 오는 양력 6월 1일 오전 11시 아
카사카.”
88) 김기수는 ≪日東記游≫에서 이 두 차례의 연회를 각각 하선연, 상선연으로 기
록하고 있다. 김기수, ≪日東記游≫ 권1, <歇宿>
89) 당시에는 明治 4년(1871) 7월에 제정된 관직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각성의 경
우 장관급인 卿으로 시작하여 그 아래가 大輔, 少輔, 大丞, 少丞, 大錄, 權大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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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행 중 개최된 공적 연회의 참석인 명단
관명89)
성명
관명
성명
太政大臣 三條實美 外務卿 寺島宗則
司法卿 大木喬任 工部卿 伊藤博文
陸軍卿 山縣有朋
議官
井上馨
外務大輔 鮫島尙信 海軍大輔 河村義純
1876년 宮内大輔 萬里小路 特命全權公使 森有禮
式部頭 坊城俊政
6월 教部大輔 宍戸璣
3일 内務少輔 林友幸 外務大丞 宮本小一
外務
權大丞 森山茂 外務權少丞 古澤經範
外務三等書 浦瀨裕 外務六等書記 荒川德滋
記生
生
太政大臣 三條實美 外務卿 寺島宗則
司法卿 大木喬任 工部卿 伊藤博文
陸軍卿 山縣有朋 開拓長官 黑田淸隆
外務六等書 中野
外務大輔 鮫島尙信
記生
許太郎
1876년 海軍大輔 河村義純 外務大丞 宮本小一
6월
外務
森山茂 神奈川縣權令 野村靖
15일 權大丞
開拓 安田定則
外務
少判官
權少丞 古澤經範
開拓幹事 小牧昌業 外務3等書記
浦瀨裕
生

출전 : ≪來聘書≫ 권4, 5

면면을 보면,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공부경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육군경 야마
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등, 당시 일본의 정계 핵심인물 대다수가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무권대승은 개인적으로도 각 성의 경들을 접견할 것을 김기수
에게 권하면서 일본 국법을 언급하며 각국 사신이 오면 8성의 卿을
中錄, 權中錄, 少錄, 權少錄 등의 관직이 있었다. 한편 각현의 경우 가장 상위의
직이 令이고 그 다음이 權令인데 이는 각성의 少丞과 같은 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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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찾도록 되어있고, 경을 만나지 못한다면 명함이라도 건네고
오는 것이 예의라고 하였으나, 김기수는 이것은 조선에서 일찍이 행
하지 않은 예라고 하여 거절했다.90) 김기수의 입장에서는 각 성의
경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접견하는 것은 익숙한 외교 관례가 아니었
고 왕명에 포함된 것 역시 아니었기 때문에, 그 권유대로 하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색하고 힘든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부분의 접견 혹은 식사는 외무성의 대승이나 권대승 등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맥락에서는 6월 12일에 공부경인 이토 히로
부미와 만찬이 있었던 부분은 특별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이미 개항하여 구미 각국의 공사가 주재 중이었고
수신사는 이러한 외국 공사들과 접견하게 되었는데, 6월 6일에 일본
에 주재 중이던 영국, 이탈리아 공사와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기록을 김기수의 복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외무성 직
원의 설명에 따르면, 당일 육군 연병을 관람 중이던 김기수가 영국
공사 파크스(Harry Smith Parkes) 및 이탈리아 공사 페(Alessandro
Fe D'Ostiani)와 예고 없이 면회하게 된 것에 심기가 상했다고 하는
데, 해당 공사들도 조련을 관람하기 위해 와 있어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라는 직원의 해명을 덧붙이고 있다.91) 그리고 수신사 일행이
귀국하던 중 풍랑의 문제로 고베에 잠시 정박할 때에 미국 공사가
면접을 청하고 봉서를 건네고자 했지만 김기수는 거절했다가 축하
외에 다른 뜻은 없다는 설명에 봉서를 열람했다고 한다.92) 봉서 안
에는 명함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비록 김기수가 고종에게 당부 받
90) 김기수, ≪日東記游≫ 권2, <問答> “權大丞曰，我國國法，各國使行之來，必歷
謁八省卿，卿若不見，只呈名帖而歸，禮也，再明行禮後，卽行此禮可也。余曰，
此未曾行之禮也”
91) ≪航韓必携≫ 권7, <信使滯京日記> 乾, 6월 6일. “接伴掛ノ評ニ此憤激ハ調練場
ニ於テ英公使パークス竝伊太利公使フエー面會致シ不備ヨリ生シタル事ナラン/但
シ英伊兩公使モ調練拜見ニ來リ居リ何歟ノ都合ヨリ不意ニ引會候事ニ相成タリ”
92) JACAR Ref.B03030149100, ≪來聘書≫ 首卷, 「明治九年五月朝鮮國修信使來聘
日表」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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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명 중에 정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외국 공사들과의 자유로운
접견에는 아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측에서는 수신사를 위한 시찰 일정을 미리 준비했지
만, 실제 활동은 정사 김기수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졌
다. 김기수는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거듭 요청을 받은 끝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하거나, 거절하고 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응한
곳보다 제의를 거절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수신사가 처음으로 시찰이라고 할 만한 활동을 한 것은 도쿄에
도착한지 6일차인 6월 3일, 延遼館에서의 연회를 마치고 돌아오며
박물관을 관람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5월 31일에 현제순과 중관 두
사람이 박물관에 간 일이 있으나 김기수는 동행하지 않았고, 대신
그들이 돌아와서 견문한 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진
다.93) 김기수는 엔료칸(延遼館)과 하마리큐(濱離宮)를 구경하고 돌아
오는 길에 외무대승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와 동행하여 박물관
을 관람했다.94) 김기수는 박물관 관람에 흥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데, 다음 날인 6월 4일에는 상판사 고영희 외 2인에게 박물관을
구경하도록 했다.95)
6월 5일에는 외무권대승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가 방문하여 다
음 날 육군 연병 일람을 하도록 제안했고, 당일은 우에노공원 및 아
사쿠사 주변을 유람할 것을 권했다. 김기수는 연병 관람의 뜻은 받
아들이겠으나 당일 유람의 뜻은 거절한다고 밝히면서 대신 屬官을
보내겠다고 하여, 훈도 현석운을 비롯해 18인이 유람하게 되었다.
외무성에서는 마차 두 량을 준비하여 상관 이상은 마차를, 나머지는
인력거에 탑승하도록 하여 紙幣寮, 우에노공원 및 아사쿠사 혼간지,
이어서 관음경 내를 관광하고 히로세(廣瀬)의 전기기계 등을 관람하
93) ≪航韓必携≫ 권7, <信使滯京日記> 乾, 5월 31일.
94) 위의 자료, 6월 3일; 김기수, ≪日東記游≫ 권2, <玩賞>
95) ≪航韓必携≫ 권7, <信使滯京日記> 乾,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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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했다. 속관들은 구경하는 과정에서 놀란 것이 많았는데, 특히 지
폐료 및 기계에 감심하고 돌아왔다고 전한다.96)
6월 6일에는 연병장에 가서 보병, 기병, 포병 세 분야의 調練을
관람했다.97) 또, 이 날, 해군성 관료가 이틀 후인 8일 오후 1시부터
水雷 및 학교 등을 관람할 것을 요청했는데, 김기수는 수뢰는 조선
에도 있고, 관람하더라도 지금 전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눈병도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외무성 직원이 여관에
와서 김기수에게 재차 권유했으나 김기수는 피로하다고 하여 면접
을 거절했고, 훈도가 응대하여 문답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승낙하였
다. 외무성은 해군성으로 그러한 사실을 통지했다.
수신사 일행은 6월 8일에 해군성 병학료를 방문하여 대포 空發
및 火矢, 수뢰 및 병학료의 교장 등을 시찰했다. 6월 12일에는 근위
병영과 포병본창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공학료와 아카바네 제작소를
둘러보았다.
다음 날인 6월 13일(음력 5월 22일)은 김기수가 귀국을 통보한 날
이었다. 이 날, 문부성의 대승은 김기수에게 와서 14일에 학교 및
서적관을 둘러 볼 것을 권유했다. 이에 김기수는 출범일이 이미 다
가와서 거절하고자 하며, 가야한다면 속관을 보내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원로원에서도 직원이 나와 15일에 의사당을 방문할 것을 권유
했으나 김기수는 문부성에 답한 것처럼 역시 속관을 차출할 뜻을
밝혔다.
다음 날 후루사와 쓰네노리(古澤經範) 외무권소승은 학교 및 서적
관, 원로원 등에 방문할 것을 재차 권유했다. 김기수는 처음에 받아
들이지 않았으나, 외무권소승이 서적관에는 공자묘도 있다고 하며
꼭 방문할 것을 거듭 청하니 그렇다면 ‘참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
96) 위의 자료, 6월 5일. 김기수는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日東記游≫의 <玩
賞>에는 해당 대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97) 위의 자료, 6월 6일; 김기수, ≪日東記游≫ 권2, <玩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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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들르기로 결정했다. 김기수의 공묘 참배를 중시하는 태도로 인해
시찰 순서에서 다소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기수는 공묘를 먼
저 참배하고자 했으나, 문부성에서는 개성학교를 선행하고 서적관을
후순으로 하여 제반 사항을 준비해두었으며 관원도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로 먼저 갈 것을 바랐다. 수신사는 공묘를
참배하지 않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조율하여
개성학교의 문전을 지나 서적관 대성전에서 수신사 이하 속관들이
공자묘에 숙배하는 것으로 관람을 시작하게 되었다.98) 당시 김기수
는 문부성을 곧 ‘태학’이라고 하여 본인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
다.99)
이어서 수신사 일행은 여자사범학교와 개성학교를 관람하였다. 개
성학교는 현 도쿄대학의 직접적인 전신기관의 하나로 간주되는 고
등 교육 기관으로, 양학 교육을 위한 교육 시설이었다. 수신사 일행
은 이곳에서 전기 등을 경험하고 돌아갔다. 김기수는 각종 학교에서
교수되고 있는 것이 “功利의 학문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
기도 했다.100)
6월 15일에는 수신사 및 수행원들이 원로원을 방문했고, 의사당을
일람했다.101) 김기수는 후루사와 外務權小丞과 원로원 방문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김기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원로원
방문에 난색을 표하며 원로원이 어떤 사무를 보는 곳인지 질문한
것이 발단이었다. 외무권소승은, 원로원의 의장은 일본 천황의 지친
인 친왕이므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고, 김기수는 화를 내며
“수신사가 비록 하찮은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의 奉命使臣인데, 다만
자기들이 보고자 하면 쉽사리 부르니 체통과 예절로 헤아려 보더라
98) ≪航韓必携≫ 권8, <信使滯京日記> 坤, 6월 14일.
99) 김기수, ≪日東記游≫ 권2, <玩賞> “文部省，卽太學也”
100) 김기수, ≪日東記游≫ 권3, <俗尙>
101) ≪航韓必携≫ 권8, <信使滯京日記> 坤,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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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비록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 일에 대
해서는 단연코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시한다. 이
에 외무권소승은 “원로원은 곧 우리 조정의 대소사를 회의하는 곳인
데, 의장이 곧 친왕”이라고 하며, “지금 두 나라가 다시 예전 情誼를
수호하게 되었으니, 우리나라의 규모와 시설을 귀국에 알려 드리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의 집으로 초청하지 않고 원로원으로 초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거듭된 권유 끝에 수신사 일행은 원로
원을 방문하게 된다. 김기수는 수신사로서 사명을 띠고 일본에 온
것을 늘 상기하며 일본 측에 의해 함부로 대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권유에 무작정 따르지 않은 것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일본 측에서는 30일이 넘는 시찰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수신사는
도쿄에 도착하고 보름이 지난 6월 13일에 귀국의 뜻을 외무경에게
알렸다.102) 이것은 고종이 수신사를 파견할 때에, 일본에 가서 체류
하는 기일이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당부했기 때문이다.103) 이에 외
무성에서는 수신사 일행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6월 22일자로
는 사후 조치로 각 省에 조회하여 ‘수신사 일행이 귀국을 서둘러’ 경
람하기로 한 장소에 도달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있다.104) 수신사
일행이 실제로 도쿄를 떠난 것은 6월 18일인데, 갑작스러운 출항으
로 송영선인 고류마루에 실려있던 모래를 내리는 등 출항준비가 필
요했기 때문으로, 김기수가 이를 양해하여 5일 정도가 더 지체된 후
에 출발하게 된 것이다. 김기수는 이러한 지체의 이유를 고종에게
102) JACAR Ref.B03030150000, ≪來聘書≫ 권6, 「信使ヨリ歸國商定ノ旨ヲ外務卿
ヘ申告スル書」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103) 김기수, ≪日東記游≫ 권2, <問答> “又曰，鄙人來時，奉有我主上之命，我主上
念鄙人之遠役，丁寧告戒，以到此留連，無得過十五日，一望之期看看不遠，幸望
善爲周章，速速送歸，俾無過此定限，區區之望也”
104) JACAR Ref.B03030150200, ≪來聘書≫ 권7, 「信使經覽スヘキ場所ノ義ニ付東
京府往復書七7通及該使歸國差急キ照會ノ場所ヘ不到旨同府ニ告ル往簡」 (일본 외
무성외교사료관)
- 50 -

복명할 때에 해명하고 있다.105)
이렇게 수신사 일행은 도쿄에 도착하고 보름에서 며칠 경과한 기
간 동안 사행 활동을 하고 돌아가게 된다. 수신사가 실제로 시찰한
곳은 외무성에서 관람을 권유한 것의 약 1/6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
다. 수신사가 일본 측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방문한 곳이나 관람한
사항을 살펴보면, 박물관, 육군 연병, 해군성, 근위병영, 포병본창, 공
학료, 아카바네 제작소, 개성학교, 서적관, 여자사범학교, 원로원에
그쳤다. 이 중 별다른 거절 없이 응했던 것은 박물관, 육군 연병, 근
위병영과 포병본창, 공학료, 아카바네 제작소 관람 정도였고, 해군성
소관 항목들과 원로원에 대한 시찰은 거듭 거절한 끝에 응했다. 또
한 문부성 관할의 학교 등에 대해서는 관람을 거절했으나 공자묘가
있다는 설명에 참배를 위해 방문하기로 했다. 이 밖의 유람 제의에
는 속관을 대신 보내거나 거절로 일관했다. 귀국길에 특별히 관람을
권유받은 오사카 조폐료는 처음에는 응했다가 병을 이유로 방문하
지 않았다. 이와 같은 김기수의 태도는, 그가 수신사로서 관람이나
시찰 활동을 주된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김기수가 귀국한 이후인 1876년 9월 11일자로 일본 정부 내
외무성에서 문부성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조선국 예조 관원이 白銅
제작법, 각색 칠기 제작법, 광산 석탄 연구법 등을 열거하며 그 제
조 기술을 알려주기를 질문하여 왔다는 것을 전하며, 이에 관해 조
사하여 漢譯文으로 송부해줄 것을 의뢰하는 내용이 있다.106) 이에
문부성은 도쿄 개성학교에 취조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조했
다. 제1차 수신사의 파견과의 사이에 미야모토 고이치가 이사관으로
조선으로 파견되는 등의 추가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역시 이러한 기
105)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6월 1일.
106) JACAR Ref.B11100732700, 『外務省記録』, 「朝鮮国礼曹官員ヨリ本邦ニ於ケ
ル諸製造法質問ニ対シ取調一件」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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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데에는 수신사 사행이 많은 영향을 미쳤
다고 볼 것인데, 김기수는 자신이 본 것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복명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측의 이러한 홍보와 과시는, 의
도했던 만큼의 다양한 물산에 대한 시찰에 응하게 하는 효과는 얻
을 수 없었지만, 사후적으로 효과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
한편, 김기수는 외무권대승에게 필담의 기회를 빌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질문했다.
1) 교제하는 국가가 모두 몇 개국인지 그 국호를 적어 보일 것
2) 현재 각국 공사 중 어느 나라의 공사가 와서 체류 중인지 적어
보일 것
3) 통상하는 곳이 몇 개소인지 지명을 적어 보일 것
4) 성상이 어느 지방을 행행 중이고 언제 환궁하는지 적어 보일 것
5) 도쿠가와 씨는 어느 관함으로 지금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적어
보일 것
6) 타국인이 귀 조정에 출사 중인지 적어 보일 것107)

고종은 김기수가 출국하기 전 하교하며 “그곳 사정을 반드시 자세
히 탐지해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거듭 당부하였다.108) 필담의
내용으로 미루어, 고종이 ‘상탐(詳探)’을 당부한 내용에 대하여 김기
수가 이해하고 있었던 바는 주로 일본의 현 국정의 상황과 일본이
타국들과 맺고 있는 국제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신사가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도쿄에서 귀국 기차에 탑승하
107) JACAR Ref.B03030150400, ≪來聘書≫ 권9, 「信使ヨリ我交際國名並駐京各國
公使等ノ件々質問及答書」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航韓必携≫ 권6, <筆談>
“交際之國凡幾國乎其國號錄示/見今各國公使中何國公使來留錄示/通商處所幾處乎
地名錄示/聖上幸行于何地方而何間還宮乎錄示/德川氏以何官今居何地乎錄示/他國
人出仕於貴朝乎錄示”
108) ≪高宗實錄≫ 권13, 고종 13년 4월 4일 乙丑. “敎曰此非但遠路渡海乃初去之行
凡事須善爲措處而彼地事狀必爲詳探以來可也綺秀曰謹當依下敎奉承矣敎曰凡諸可
聞之事須不漏一一錄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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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루 전인 6월 17일에는 다시 외무성을 방문하여 외무경과 외무
대승의 회답 서계를 인수했다. 부산에 도착한 수신사는 외무경의 회
답 書契 및 공문 1통과 한문으로 번역한 문서 1통을 당상에게 올려
보냈다. 사행을 다녀온 후, 입궐하여 고종의 소견을 받든 것은 7월
21일(음력 6월 1일)의 일이었다.109)
김기수가 자신의 수신사 사행을 어떠한 의도로 임했는지는, 귀국
한 후의 다음과 같은 복명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종 : 이번에 가서 보니 전일의 통신사의 행차 때와 비교하여 접대
하는 의절은 어떠하던가?
김기수 : 대동소이하였습니다.110)

일본 측에서는 서구식 예법이나 서양식 만찬 문화를 선보였음에
도 김기수는 그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111) 즉, 적어도 김기수에게서는 자신
의 사행을 예전의 통신사와 단절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 김기수의 ≪日東記游≫에는 창수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시를 창수하면서 교유하는 과거 통신사행의 전통이 지속되고 있음
을 엿볼 수 있다.112)

109) ≪高宗實錄≫ 권13, 고종 13년 6월 1일 庚寅.
110) ≪日省錄≫ 고종 13년 6월 1일. “上曰今旣往見以前通信使之行接待之節何如使
曰”
111) 이정희, 앞의 논문, 201쪽.
112) 박탄, 2009 <일본 수신사의 사행록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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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論
본 연구는 제1차 수신사 사행이 갖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일본 외
무성 자료를 중심으로 파견이 결정된 배경과 준비 과정, 실제 사행
과정의 기록을 통해 그 특징과 성격을 추출해내고자 하였다.
제1차 수신사가 파견된 것은 조일 간의 300년의 평화로운 성신외
교가 막을 내리고 관계의 지형이 격변하던 시기였다. 서세동점에 직
시한 조선은 통상을 요구해오는 구미 제국에 대해, 청국과의 사이에
있어 半屬的이던 입장을 실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당초의
기본적인 자세로 취했다. 만국공법으로 무장하여 통상 개항을 요구
해오던 일본 측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메이지유신을 단행하여
서구화를 꾀한 일본과 서양을 동일시하여 수교를 거부하던 다수의
관료들과 달리 고종은 수교에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이야기되는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했다. 이후 제1차 수신
사가 일본으로 파견되면서 ‘조약 이후 파견된 최초의 사절’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제1차 수신사는 파견의 법적 근거는 조일수호조규 제2관으로 볼
수 있는데, 보다 직접적인 파견의 계기가 된 것은 구로다 기요타카
(黑田淸隆)를 비롯한 일본 측 협상 위원들이 회례사 파견을 요청한
것이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조선 측에 사절 파견을 요구의 방침이
미리 내려져있었다.
제1차 수신사의 방문이 예고된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수신사 일
행이 실제 소화한 것보다 훨씬 방대한 범위의 시찰 및 견문을 유도
하고자 계획했다. 32일에 걸쳐 132곳을 둘러볼 곳을 계획하고, 도쿄
밖으로 외유하는 것까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모두 실현하기가 어
려울 정도의 일정이었고, 그 시찰의 대상으로는 근대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신식시설과 제도가 대거 포함되었다. 외무성은 각 시
- 54 -

설을 관할하는 省·寮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미리 관원을
출장시켜 동선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완료했다. 수호조규
를 전후하여 사신 파견을 요청할 때에 그 사신을 ‘시찰에 적합한 인
물’로 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지어 볼 때, 일본 정부
의 조선에 대한 문물 시찰 유도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본 측의 기획과 실제 영접 과정에서의 유도의 노
력은, 수신사 파견을 요청한 것이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전후한 메이
지 일본의 대조선 외교 구상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호조
규 체결을 위해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측 관원은, 조약 체결 직후
신헌을 찾아 사신 파견을 권유하면서 이와 함께 러시아 문제, 통상
장정 문제를 거론했데, 이 부분은 일본을 방문한 정사 김기수에게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었다. 조선에 대해, 일본의 성과를 견물
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기존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
운 아시아 관계 속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포
착할 수 있으며, 그 새로운 관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
를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성과의 과시를 통해 조선에 대한 자국
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
이 개국 이후 구미에 파견한 遣米使節團이나 이와쿠라 사절단의 사
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수신사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교·시찰·견문·정탐 등과 관련
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돌아왔다. 김기수는 외교 활동으로서 예조에
서 외무성으로 보내는 서계를 전달하고 예단을 증정했다. 두 차례의
공식연회, 여섯 차례의 사적인 연회에서 일본 정부 고관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시찰 활동의 경우, 일본 측이 마련한 계획에
비해 김기수가 실제 방문한 곳은 크게 못 미쳤는데, 사실상 대부분
의 방문 권유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일부 마지못해 응했다. 외교 활
동에 있어서도 사명에 포함되지 않은 교제, 예를 들어 천황이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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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사와의 접견에 관해서는 경계하거나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
다. 당시 조선 측이 인식한 사절의 파견 목적의 대요는 ‘구호회복’에
대한 축하와 ‘회례’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측이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은 곧 일본에게는 시찰 유도의 노력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정사 김기수는 본인이 접한 범위에 있
어서는 자세한 기록으로 복명한 바 있는데, 조선의 지도층이 점차
근대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서 김기수의 복명 내용에서 비롯된 관심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거
시적으로는 조선 측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제1차 수신사는, 근대 조약의 체결이라는 결절점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간적 간격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에서 이후의 외
교사절들보다 통신사와 유사한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즉,
그 자체가 상주 사절로의 전환 속에서 과도기적인 체제였던 수신사
중에서도, 제1차 수신사는 특히 전통적인 사행의 개념이 강하게 고
수되고 있던, 두 층위에서 과도기적인 사절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그 의의가 주목받지 못하고 단면적으로 파
악되어 왔던 제1차 수신사 사행을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제1차 수신사를 맞이하기 위한 일본 정부 측의 거창한
계획과 그에 대해 거의 응하지 않았던 실제의 사행의 모습을 밝히
고, 이러한 원인은 당시 조일 관계가 개편되어 가던 지형 속에 제1
차 수신사가 위치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제1차 수신
사의 사행으로만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그 이후 조선과 일본 간 관
계사의 전개 양상에 관해서는 검토가 다소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특히 후속 수신사나 조사시찰단의 파견은 제1차 수신사의
이후에 있었던 사절이라는 점에서 그 전의 사행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1차 수신사 사행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서도 일
- 56 -

본 측 자료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1
차 수신사 사행의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도출할 수 있음은 물론, 개
항기 한일 간의 비대칭적인 상호인식과 그 변화상을 한층 구체적으
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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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1차 수신사 사행 일표

일자(양력)
1876년 5월 10일
13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9일
30일
31일
6월 1일
2일
3일

내용
영접관 일동이 黄龍丸에 탑승하여 고베항에서 출항
迎船 부산항 도착
黄龍丸에 신사일행 76명을 태워 부산항에서 출항
오전 8시 黄龍丸가 시모노세키에 도착. 수신사 상륙
하여 永福寺에서 투숙
오후 4시 黄龍丸 출항
오후 12시 黄龍丸가 고베항에 도착
오전 8시 지나 신사 이하 일동이 상륙하여 무역회사
에서 휴식. 현령 측에서 屬官을 방문했고, 수신사 역
시 屬員을 파견하여 회답.
오전 6시 黄龍丸가 고베항을 출항
오전 6시 지나 黄龍丸가 요코하마항에 도착. 10시 45
분 출발 기차로 11시 43분에 東京 新橋 정차장에 도
착. 정오 12시 15분에 이곳을 출발하여 오후 2시 10
분에 錦町 2丁目 1번지 여관에 도착.
古澤 외무권소승으로 하여 수신사를 방문하게 함.
오전 9시 수신사 외무성으로 출두하여 예조판서로부
터 외무경에게로의, 예조참판으로부터 외무대승에게
로의 서한을 전달
6월 1일 오전 11시에 아카사카의 황거를 방문할 것
을 외무경이 수신사에게 알림. 오후 1시에 상판사 현
제순이 중관, 하관으로 하여금 궁내성에 보내는 수신
사의 증품을 전달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박물관을
견학.
오전 8시 수신사가 참내하여 알현하고, 吹上禁園을
관람. 濱離宮에서 오찬을 갖고 3시 지나 귀관.
연기자를 여관에 초대하여 연기를 관람하게 함. 수신
사가 훈도 현석운에게 宗氏의 별장을 방문하게 함.
수신사 및 상상관 두 사람에게 延遼館에서 오찬을
대접하고 太政大臣, 參議를 비롯하여 각 성의 장관이
대식함. 상관 이하 일동을 여관에서 만찬을 대접하여
대식. 수신사 등은 향응을 마치고 濱離宮 관람. 돌아
오는 길에 宮本 외무대승과 동반하여 박물관 일람

- 62 -

일자(양력)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내용
수신사가 屬官을 시켜 黒田 參議, 井上 議官을 방문
하게 함. 돌아오는 길에 박물관 일견. 오후 6시 지나
연기자를 여관에 초대하여 연기를 관람하게 함.
오후 森山 외무권대승이 와서 수신사를 초청하고자
하나 수신사는 고사함. 따라서 훈도 현석운을 비롯한
18인을 동반하여 紙幣寮 및 上野公園, 浅草本願寺, 전
기기계(공연) 등을 순람하고 돌아감.
오전 8시 30분 신사 일행 중 66인이 日比谷 연병소
에 도착하여 보병, 기병, 포병의 조련을 일견하고, 영
국, 이탈리아 양 공사와 마주침. 마치고 외무성에서
오찬.
오후 1시 넘어 수신사가 宮本 외무대승을 방문
오후 1시 넘어 수신사가 兵學寮에 도착, 대포, 수뢰
기타 병학교장 등을 견문. 마치고 초청에 응해 井上
의관의 자택 방문.
오전 수신사 및 屬官에게 권하여 사진을 찍게 함. 황
녀 梅宮 훙거와 관련하여 소리 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수신사에게 고함.
수신사가 宗氏의 별장 방문
수신사가 森山 외무권대승 자택 방문
수신사가 近衛兵營 및 砲兵本廠을 일람하고 본창에
서 오찬을 가짐. 오후에 공학료 및 제작소 관람을 마
치고 伊藤 工部卿으로부터 만찬을 대접받음.
수신사가 와서 18일에 귀국을 협의할 뜻으로 서를
가지고 외무경에게 알림
오후 4시 수신사가 서적관에 도착하여 공자목상에
참배. 강당에서 다과 대접. 마치고 여자사범학교 및
開成學校의 敎場을 순람.
수신사 및 상상관 양인이 延遼館에서 향응을 대접받
고 太政大臣 등이 대식. 오전 10시에 수신사 및 屬官
이 원로원을 방문하여 의사당을 일람. 延遼館에 도착
해서 식사를 마친 후 舞樂을 관람하고 마상타구를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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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양력)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내용
서사관 박영선이 順天堂 병원에 도착하여 종두법을
전습. (원주 : 서사관이라 하나 의원을 업으로 하는
자일 것이다. 짐이 많고 약을 소장 중인 것을 보았
다)
오전 10시 수신사가 외무성으로 출두하여 경승으로
부터 판서참판에게로의 회답 서계 및 音物을 전달했
고, 조정에서 수신사에게 지급하는 증품을 건넴. 외무
성에서 屬官 이하 일동에게 물품을 전달. 외무경은
문건을 통해 수신사에게 돌아가는 길에 오사카 조폐
료를 일람할 것을 권고했고, 수신사는 승낙의 謝書를
제출.
오전 10시 35분 수신사 일행이 출발하여 정오 12시
기차로 귀국. 가나가와縣權令인 野村가 내방했으므로
수신사가 현청에 도착하여 면례하고자 했으나 권령
이 부재하여 屬官에게 대신하게 함. 오후 5시 40분
수신사 일행이 黃龍丸로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6시
45분에 요코스카 입항
오전에 해군비서관 겸 조선 보조 遠武秀行가 黃龍丸
에 와서 수신사를 방문하여 면회하고자 했으나 수신
사가 병으로 사양함. 11시에 훈도 현석운이 상륙하여
면례함. 天城 迅鯨(배 이름) 2호의 제작을 실험하고
각 부를 순시하고 함선으로 복귀하여 오후 5시 10분
에 출발
오전 7시 35분 黃龍丸가 고베에 도착함. 풍랑 때문에
지연됨. 이 날 수신사가 외무경에게 글을 작성하여
병 때문에 오사카 조폐료를 관람하지 못함을 사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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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양력)

23일

25일
26일
27일
28일

내용
黃龍丸에서 체박. 오전 해당 항구 재류 미국영사가
인사 차 방문하고자 한다 하여 문서 3통을 넘겼으나
수신사가 이것을 알고 받지 않음. 호송관으로부터 영
사관에 조회함에 일본 정부를 위해 축하할 뿐이라고
말함. 그 후 문서를 개봉하니 영사로부터 신사 및 현
석운, 현제순에게 부치는 명표였음. 동 오전 10시 15
분 수신사 이하 45명이 상륙하여 무역회사에서 휴식
함. 수신사가 屬官 1명을 파견하여 효고현령을 심문
했고 縣吏가 와서 회례함. 오후 12시 黃龍丸 출항.
오전 6시 15분 黃龍丸가 시모노세키 도착. 수신사 이
하 50명이 상륙하여 永福寺에서 휴식하고 오찬을 가
짐. 오후 4시 50분에 출발.
오후 4시 40분 黃龍丸가 쓰시마 嚴原港에 도착. 6시
10분 수신사 이하 72명이 상륙. 西山寺에서 만찬을
즐기고 투숙함. 9시 宗氏(은거)가 수신사를 심문함. 9
시 40분에 현석운을 파견하여 면례함.
오전 신사를 비롯한 일동이 宗氏 자택에 도착하여
향응을 대접받았고 오후 8시 10분 黃龍丸가 嚴原港
을 출발
오전 7시 30분 黃龍丸가 조선 부산포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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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of the First
Susinsa:

With a Focus on Materials of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im Sun-young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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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Korea-Japan Treaty of Amity
(朝日修好條規) in 1876,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 1392-1910)
dispatched a goodwill delegation called the Susinsa (修信使;
“mission for the cultivation of trust”; Korean; Japanese:
Shushinshi) to Japan four times. The Susinsa is generally
explained as a group of envoys for inspecting Japan’s modern
civilization and for resolving diplomatic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dispatch of the first Susinsa under the
leadership of Kim Gi-soo (金綺秀; 1832-?), which took place
immediatel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of Amity, was
rather complex in nature in comparison with other delegations in
the contrast between the intentions of Japan, the host n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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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attitude in dispatching envoys.
The main data used in the present study are materials
recorded by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at
the time. Noting the particularity of the first Susinsa, the present
study sought, with a focus on materials of the Japanese MOFA,
to ex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delegation from
records on the background of the decision on, preparatory process
for, and actual dispatch of the mission.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visit of the first Susinsa was announced, the Japanese
government planned to induce a visit on a vast scale. Diverse
new facilities and institutions, which could be called the fruits of
modernization, were included on a large scale among the objects
of these inspections.
First, the first Susinsa was a part of Meiji Japan’s
(1868-1912) diplomatic design regarding Korea both before an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of Amity. The ground for this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Korea’s decision to dispatch envoys
was a result of Japan’s continued sugges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sought to publicize the achievements of the Meiji
Restoration (1868), thereby expanding its influence over Korea,
and continuously mentioned what it considered diplomatic issues
at the time including commerce and Russian’s southward
advancement.
In addition, the first Susinsa was complex in nature. Despite
the signing of a modern treaty and a considerable temporal gap,
the first Susinsa was still similar in nature rather to the earlier
Tongsinsa (通信使; “mission for the transmission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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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apanese: Tsushinshi) than to subsequent Susinsa. The
delegation called the Susinsa was a transitional system amidst
the transition to the modern diplomatic envoys of permanent
missions. Even among such Susinsa, the first Susinsa was a
transitional mission where the traditional concept of dispatching
envoys and the name of modern diplomatic envoys coexisted.
Keywords : Susinsa, Kim Gi-soo, envoys to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reaty of Gang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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