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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18국립은행(第十八國立銀行)은 일본 나가사키 지역의 상인들이 16만 엔

의 자본을 출자하여 1877년에 설립한 민간은행이다. 이 은행은 개업 직후부

터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에 깊숙이 관여하며 무역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다

져나갔고, 특히 1880년대 상하이에서 나가사키를 거쳐 조선으로 재수출되는 

면제품의 유통을 중개하면서 조일무역 팽창에 기여하였다. 또한 1890년에는 

인천에 최초의 지점을 출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은행을 설립한 나가사

키 상인들은 에도시대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던 쓰시마 번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무역 자금을 제공하는 등 이미 조일무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본 논문의 과제는 나가사키 상인들이 제18국립은행을 설립하기까지의 

경위와 조일무역 참여 과정을 분석하여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실제 교역

을 수행하는 행위자로서의 쓰시마 상인들과, 수출품을 조달하고 수입품을 

판매할 시장으로서의 나가사키, 그리고 이러한 무역에 자금을 제공하는 

나가사키 상인으로 구성된 조일무역의 구조가 이미 19세기 초, 중엽부터 

형성되어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로 연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제Ⅰ장에서는 에도시대 조일무역을 독점하였던 쓰시마 번과 나가사키 

상인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제18국립은행 설립 당시 가장 많은 

자본을 출자한 나가미 가(永見家)는 에도시대에 나가사키의 회소무역에 참여

할 수 있었던 본상인(本商人) 가문이었다. 이들은 1800년대 초부터 대부업과 

무역업으로 자본을 축적하였고, 1850년대부터는 번(藩)을 대상으로 한 대부

업인 다이묘가시(大名貸)를 시작하였다. 에도시대에 조일무역을 독점하였던 

쓰시마 번이 바로 나가미 가의 주요 대출 대상 중 하나였다. 쓰시마 번은 조

선에 수출할 상품의 조달을 위해서 선대(先貸)를 받는 등 무역에 필요한 자

본을 나가사키 상인들에게서 빌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쓰시마 번이 이

처럼 나가사키의 상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배경에는, 조선으로 수출할 주

요 상품인 단목(丹木), 물소뿔[水牛角], 후추, 명반(明礬) 등의 상품을 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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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서 구입하고,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해산물(주로 해삼)을 역시 나가사키

를 통해 판매하는 무역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1872년 쓰시마 번의 무

역서(貿易署)가 해체될 당시 부채 40,696엔 중 21,295엔(약 52.3%)을 나가사

키의 상인 및 사족들에게서 빌리고 있었음이 확인될 만큼, 나가사키 상인들

의 자본은 이미 조일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Ⅱ장에서는 쓰시마 번의 독점무역체제가 해체되는 1872년부터 조일

수호조규가 체결되는 1876년까지의 과도기 동안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

이 어떤 행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859년 

이후 일본의 연이은 개항으로 나가사키는 독점 무역항으로서의 위치를 상실

하였지만, 기타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였던 나가사키에서 대외 무역은 여전히 

지역 경제의 중심 산업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나가사키의 

회소무역과 고리대업으로 성장한 나가미 가(永見家) 등의 자산가들은 점차 

무역금융에 특화된 독립적 금융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한다. 1872년 1월 설립

된 나가미마쓰다상사(永見松田商社)는 나가사키 상인들이 세운 최초의 독립

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이 회사는 1872년 말, 제18국립은행의 

전신(前身)이라고 할 수 있는 릿세이회사(立誠會社)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

관으로 전환된다. 릿세이회사는 예금업무, 어음취급은 물론 타 금융기관과의 

환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등 은행으로서의 체제를 상당히 갖추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 외무성의 외교문서에서 나타나는 조일무역의 동향을 살펴보

면, 쓰시마의 무역서 해체 이후에도 쓰시마 상인들은 조선과 무역을 지속하

고 있었으며, 수출입세도 면제를 받고 있었다. 쓰시마 상인들은 조선에서 일

본으로 소가죽, 목면(무명), 해삼, 백미, 인삼 등을 수입하였고 일본에서 조선

으로는 동(銅)과 함께 당목면, 비단, 천축목면 등 주로 나가사키를 통해 수입

되던 직물류를 수출하여 쓰시마 상인들이 여전히 나가사키의 수입품을 조선

에 재수출 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1880년대 조일무역의 팽창을 견인

한 일본 상인들의 면직물 중계무역의 단초가 이미 이 시기에 확인된다. 이러

한 무역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1872년 무렵부터 상인들의 독립적 금융기

관이 태동한 나가사키와는 달리 쓰시마에서는 1879년에야 옛 쓰시마 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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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사족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은행이 설립된다. 이 시기 영세한 쓰시마 상

인들에 대한 나가사키 자본의 영향력은 증대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가사키 상

인들이 주축이되어 설립한 제18국립은행이 조일무역에 참여하는 과정을 살

펴보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1877년 12월, 제18국립은행이 

개업하였다. 이 은행은 주주의 83%가 평민(대부분 상인)이고, 이들의 지분율

이 89%에 이르는 상인 은행이었다. 이 은행은 나가사키 회소무역과 고리대

업으로 성장한 상인자본이 무역금융에 특화된 은행으로 발전한 사례로 평가

할 수 있다.

1897년 국립은행조례의 폐지 때까지 모두 153개가 설립된 국립은행 중 조

선에 진출한 국립은행은 제1, 제102, 제18, 제58국립은행 등 모두 4개였다. 

이 중 도쿄에서 설립된 제1국립은행은 1878년 부산에 지점을 출점하면서 가

장 먼저 조선에 진출하였다. 옛 쓰시마 번의 사족 출신들이 1879년에 설립

한 제102국립은행도 1881년을 전후하여 부산에 출장소를 세웠다. 제18국립

은행은 이 두 은행에 비하여 조선 진출 시기가 늦지만, 먼저 조선에 진출한 

두 은행과 환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조선 내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도 대 조

선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옛 쓰시

마 번 출신 사족들이 세운 제102국립은행의 지점은 제18국립은행의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으며, 향후 제18국립은행 조선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다.

1877~1887년까지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화환어음 취급

은 동 기간 50배 이상 팽창하였다. 특히 조선과의 거래 비중은 타 지역을 

압도하였다. 제18국립은행의 대 조선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를 견인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금건(金巾), 한랭사(寒冷紗) 등 면제품을 조선에 재수출

하고,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을 일본 국내에 유통하는 형태의 중계무역이

었다. 1880~1890년대 초반까지는 상하이에서 나가사키로 수입되는 금건의 

99%가 조선으로 재수출되어, 나가사키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연결되는 이른

바 ‘상하이 네트워크’의 나가사키-조선 구간이 최대로 기능하는 때였다. 제18

국립은행의 경영활동은 중계무역이라는 산업에 특화되어 있던 나가사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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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여건 속에서 무역업과 고리대업으로 자본을 축적한 나가사키 상인들, 

그리고 이들과 조일무역에 종사하던 쓰시마 상인들과의 관계가 19세기 후반

에 국제적인 무역 네트워크의 일단(一端)으로 연속되어 1880년대 중국, 일본, 

조선 간의 무역 규모를 신장시키는 기능을 하였음을 증명한다.

주요어 : 조일무역(朝日貿易), 나가사키상인(長崎商人), 나가미가(永見家), 

쓰시마상인(對馬商人), 제18국립은행(第十八国立銀行), 제102국

립은행(第百二国立銀行), 중계무역, 무역금융

학  번 : 2016-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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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논문에서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제18국립은행은 일본 나가사키(長

崎) 지역 일군(一群)의 상인들이 16만 엔의 자본을 출자하여 1877년에 설립

한 민간은행이다.1) 이 은행은 개업 직후부터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업에 

깊숙이 관여하며 무역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고, 특히 1880년대 중후

반, 상하이에서 나가사키를 거쳐 조선으로 재수출되는 면제품의 유통을 중개

하면서 조일무역 팽창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1890년에는 인천에 최초의 

지점2)을 출점하며 개업 당시부터 염원하던 조선 진출을 이루어내기도 했

다.3) 

이처럼 제18국립은행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의 체결로 조선

과 일본 간의 무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경영 활동을 

시작하여 조일(朝日) 간의 무역사(貿易史)에 인상 깊은 족적을 남겼다. 그러

나 의외로 제18국립은행의 경영 활동, 특히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지역에서 

축적된 상인들의 자본이 조일무역에 진입하게 된 배경과 그 기능에 대해 초

 1) ‘국립은행’이라는 명칭은 마치 이 은행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국가(혹은 정부)
인 듯한 인상을 주지만, 본래 국립은행은 국가가 정한 법적인 조건에 맞춰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조직이었다. 따라서 ‘국립은행’보다는 ‘국법은

행’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高垣寅次郎, ｢ナ
ショナル・カレンシー・アクトと國立銀行條例｣, 成城大學経済硏究, vol.31, 1970, 
p.128 참조.

 2) 이 지점 건물은 몇 차례 개보수를 거쳐 현재까지도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3
번길 77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0호(2002.12.23. 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에서 검색: http://www.heritage.go.kr/
heri/cul/culSelectView.do?mn=&pageNo=5_2_1_0 (검색일: 2018.02.12.)

 3) 그 이후 원산(1894년), 부산(1897년), 경성(1905년), 목포와 나주(1906년), 용산과 

군산(1907년)에도 차례로 지점 혹은 출장소를 세우며 영업을 확대해 나가다가, 
1936년에 조선 내 모든 지점을 ‘조선식산은행’에 양도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였

다. 제18국립은행이 조선 내에 세운 지점 및 출장소의 위치와 설립 시기 등은 

十八銀行総合企画部130年史編纂担当, 十八銀行130年の歩み, 2008, pp.434-436
에 수록된 연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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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한국 학계에서는 물론이고, 일

본 학계에서조차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는 

접근 가능한 사료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서 나가사키 상인들의 자본, 

그리고 이 자본을 바탕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 조선에 진출하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드러난 사실들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서 제18국립은행의 조선 진출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을 추론해보고, 이 진출이 가지는 의미를 탐구해보는 것이다.

본 논문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18국립은행은 일본에 존재했던 

153개의 국립은행들 중 조선에 진출한 단 4개의 은행 중 하나였으며,4) 나가

사키 현에서 설립된 최초의 은행이자 150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나가

사키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은행이다.5) 따라서 제18국립

은행의 조일무역 참여는 비단 한 은행의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18

국립은행으로 대표되는 나가사키 상인들의 자본과 금융시스템이 진출한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8국립은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19세기 

후반 조일무역에서 나가사키 상인들이 수행한 기능과 차지한 비중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다면 비록 수는 많지 않지만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제18국

립은행에 대해 밝혀진 사실들은 무엇이며, 제18국립은행이 조선에 진출한 의

의는 어떻게 해석, 평가되고 있는가? 가장 먼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960년대, 이타미 마사히로(伊丹正博)는 제

 4) 1872년 국립은행조례의 포고 이후부터 1897년 해당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일본

에는 총 153개의 국립은행이 설립되었다. 이 중 조선에 진출한 국립은행은 모두 

네 개로, 조선 내에 출장소 혹은 지점을 설립한 시기에 따라 나열하면 제1국립

은행(1876년), 제102국립은행(1881년), 제18국립은행(1890년), 제58국립은행(1892
년)이다. 이 은행들에 대한 설명은 본 논문의 제Ⅲ장 제2절 ‘조선에 진출한 국립

은행들’을 참조.
 5) 제18국립은행은 1897년 국립은행조례의 폐지 이후 보통은행으로 전환되었으며, 

은행의 이름도 ‘18은행(十八銀行)’으로 바뀌었다. 2018년 현재도 이 명칭을 그대

로 사용하며 나가사키에 본점을 두고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주4)의 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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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를 분석하여 제18국립은행이 단순히 자금만을 중개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상품을 중개하는 기능까지 수행한 ‘무역상

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6) 이타미는 이 논문에서 

매 반기마다 단절적으로 기록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고 상세하게 분

석함으로써 제18국립은행이 영위한 무역업의 실상을 매우 알기 쉽게 전달하

고 있다. 필자는 이타미의 논문을 참조함으로써 영업보고서의 해석에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다카시마 마사아키(高嶋雅明)가 1911년까지를 시야에 넣고 

좀 더 진전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연구의 성과는 1978년에 출간한 朝
鮮における植民地金融史の硏究에 종합되어 있다.7) 연구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카시마는 제18국립은행의 조선 진출과 무역 활동을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식민지금융 전개 과정의 일환으로서 포착하였다. 즉, 다카

시마는 일찍이 1878년에 조선에 진출한 제1국립은행을 주축으로 하여 일본

의 면제품과 조선의 곡물을 거래하는 ‘면미교환체제(綿米交換體制)’를 금융의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식민지금융정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8) 제18국립은

행의 대 조선 무역활동 역시 나가사키에서 태동한 무역금융이 바로 이러한 

교역 체제를 뒷받침하며 ‘식민지금융으로 변모해 간’ 하나의 실증적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9)

이타미와 다카시마의 견해를 종합하면, 19세기 후반 무렵 제18국립은행을 

설립한 나가사키 지역 일군의 상인들은 금융업자인 동시에 무역상인으로서

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으며, 이들이 조선과의 무역에 뛰어들어 점진

적으로 경영 활동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의 체결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특수한 무역 관계의 수립, 그리고 이러한 

무역 관계를 금융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식민지금융정책의 추진이 있었

 6) 伊丹正博, ｢第十八國立銀行の貿易商人的性格-荷爲替業務を中心として｣, 九州大學

九州文化史硏究所, 九州文化史硏究所紀要, vol.(8, 9), 1961, pp.261-273.
 7) 高嶋雅明, 朝鮮における植民地金融史の硏究, 大原新生社, 1978.
 8) 高嶋雅明, 1978, p.9.
 9) 高嶋雅明, 1978,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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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1877년 제18국립

은행의 설립, 1878년 제1국립은행의 부산 출점과 곧 이어진 제18국립은행의 

대 조선 무역 참여라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전개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제18국립은행의 조선 진출이라는 사태를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이

후 전개된 일본의 식민지금융정책에 수반된 결과로서만 이해하는 것은 재검

토의 여지가 있다. 시계열적으로는 1877년에 설립된 제18국립은행의 모든 

경영 활동이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라는 시간대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제18국립은행의 설립 주체들로 시야를 넓히면 이들의 활동에서는 조일수호

조규의 체결 이전으로 소급되는, 과거로부터의 연속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근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특히 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이 급속한 

팽창을 이루어낸 현상에 주목한 스기하라 가오루(杉原薫)가 “아시아 간 무역

을 현실적으로 담당한 것은 주로 아시아인 상인이고 또한 그 배후에 있는 

아시아의 공통적인 생산과 소비구조였”음을 강조한 바가 있다.10)

이러한 시각으로 제18국립은행의 조선 진출이라는 사태를 바라볼 때 특히 

새롭게 주목되는 것은 이 은행의 설립 주체들과 에도시대를 관통하여 조일

무역을 담당해 온 쓰시마의 사족, 상인들과의 긴밀한 관계이다. 19세기 중엽 

쓰시마 번의 조일무역을 분석한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는 쓰시마를 매개로 

하여 나가사키와 조선 사이에 유통된 물자의 흐름을 분석해 냈고,11) 비슷한 

시기의 나가사키 지역 경제 동향에 대해 세밀한 연구를 수행한 고야마 유키

노부(小山幸信)는 훗날 제18국립은행 설립의 주축이 되는 나가미 가(永見家)

나 다카미 가(高見家) 같은 상인들이 일찍부터 쓰시마 번의 조일무역에 상당

한 자본을 제공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12) 다시 말해서 조선과 일본을 오가

며 실제 교역을 수행하는 행위자로서의 쓰시마 상인들과, 수출품을 조달하고 

수입품을 판매할 시장으로서의 나가사키, 그리고 이러한 무역에 자금을 제공

10) 스기하라 가오루 저, 박기주, 안병직 옮김, 아시아간 무역의 형성과 구조, 전통

과현대, 2002, p.2
11) 田代和生, 日朝貿易と對馬藩, 創文社, 2007.
12) 小山幸伸, 幕末維新期長崎の市場構造, 御茶の水書房,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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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나가사키 상인으로 구성된 조일무역의 구조는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형성되어,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로 연속되었던 것이다.

제18국립은행 관련 문건 중에는 쓰시마의 이즈하라(嚴原)에서 1879년에 설

립된 제102국립은행과의 특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적지 않다. 제102

국립은행은 옛 쓰시마 번 출신의 사족들이 설립한 은행으로, 조선과의 무역

에 사활을 걸었던 은행이다. 이 은행과 제18국립은행의 긴밀한 관계 역시 

나가사키 상인들과 쓰시마 상인, 사족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계승, 발전된 과

정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러한 관계가 제18국립은행이 조일무역에 직접 뛰

어드는 데에 ‘레버리지’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18국립은행이 조선과의 무역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1878년 이후, 조일

무역의 규모는 급속도로 팽창한다. 특히 1880년대는 주로 중국의 상하이를 

통해 동아시아 각지로 재수출된 영국제 면제품이 일본의 나가사키를 거쳐 

조선의 부산으로 유입되는 무역의 구조가 형성되어, 조선과 나가사키의 무역 

루트가 이른바 ‘상하이 네트워크’라는 국제적 무역체제 속에 하나의 구간으

로서 편입되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왔다.13)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무역체제 속

에서 특히 나가사키와 부산 구간을 연결하는 데에 있어 자금과 물류를 중개

한 제18국립은행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쓰시마의 배후에서 이미 조일무역

에 참여하고 있던 나가사키의 상인들이 기존의 무역 구조를 계승하는 가운

데 생산력의 비약적 향상, 증기선 등을 이용한 유통 구조의 확대, 서양의 

‘뱅크’를 답습한 선진적 금융시스템의 도입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며 19세

기 후반 조일무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근대 조일무역 구조의 형성 과정을 바라보면, 

조선과 일본의 접점에서 교역을 수행해 온 행위자, 이들이 거래한 상품의 유

통 구조, 그리고 이러한 무역을 뒷받침한 자본 등에서 조약체결 이전의 시기

와 상당한 연속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18국립은행 설립 주체들

13) ‘상하이 네트워크’의 한 구간으로 기능한 조선과 나가사키의 무역 구조에 대한 

연구는 古田和子, 上海ネットワークと近代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2000, 
pp.63-90, ｢上海ネットワークと長崎ー朝鮮貿易｣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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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근대 이전부터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존재한 시장과 무

역의 네트워크가 근대에 어떻게 해체되지 않고 오히려 연속성을 갖는 무역 

구조로 계승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은 훗날 제18국립은행의 최

대 주주로 등장하는 나가미 가(永見家)를 중심으로, 이들이 19세기 초중반 

나가사키의 회소무역(會所貿易)과 고리대업을 통해 점차 자산가로 성장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다이묘가시(大名貸)를 통해 당시 조일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쓰시마 번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19세기 중엽 조

일무역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쓰시마 번에 의한 조일무역 독점이 종식된 1872년부터 조일

수호조규가 체결되는 1876년 이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조일 무역이 진행

된 양상을 개괄하면서 조선과 일본의 접점에서 무역을 수행하던 담당자들인 

쓰시마 상인들과 이들에게 무역 자금을 제공하던 나가사키 상인들과의 관계

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Ⅲ장에서는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와 제18국립은행의 후신

인 18은행에서 발간한 회사의 역사서인 사지(社志)를 검토하여 무역업과 고

리대업으로 자본을 축적한 나가사키 상인들이 무역금융에 특화된 은행을 설

립하면서 나가사키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간 과정을 살펴보고, 제

18국립은행의 경영이 그 이전 시기와 어떠한 연속성을 가지면서 조일무역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본 은행의 경영활동이 궁극적으로 조일무역에 있

어서 수행한 기능이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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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쓰시마 번의 조일무역과 나가사키 상인의 관계

1. 나가사키의 회소무역(會所貿易)과 상인자본의 성장

1878년, 대장성(大藏省)에서 전국 각지의 지조개정(地租改正) 진행상황 조

사를 주목적으로 지방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한 각지방역관기(各地方歴観
記)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가사키 현(長崎縣) 지역의 호족(豪族)과 

부민(富民)의 리스트가 실려있다.14)

<표 1> 나가사키 현 호족・부민 일람표(1878년)15)

구분

(호족・부민)
소재지 이름

호족 肥前國 高来郡 諫早村 諫早一學

호족 肥前國 彼杵郡 深堀村 鍋島孫六郎
부민 肥前國 彼杵郡 長崎桜町 三田村庄次郎
부민 肥前國 彼杵郡 長崎酒屋町 松田源五郎
부민 肥前國 彼杵郡 長崎榎津町 高見和平

부민 肥前國 彼杵郡 長崎袋町 島田惣兵衛

부민 肥前國 彼杵郡 長崎紺屋町 山田恒三郎
부민 肥前國 彼杵郡 長崎銅座町 永見傳三郎
부민 肥前國 彼杵郡 長崎本石灰町 和田仙吉

부민 肥前國 彼杵郡長崎本籠町 八代屋新三郎
부민 肥前國 高来郡小浜村 肥藤西男

부민 肥前國 高来郡島原村 中山文樹

부민 肥前國 松浦郡山口村 草刈太一左衛門

14) 各地方歴観記에서 나가사키 현의 호족・부민의 성명을 찾아내 처음 소개한 것

은 구라시마 슈지(倉嶋修司)와 사카네 요시히로(坂根嘉弘)이다(倉嶋修司, 坂根嘉

弘, ｢戦前期長崎縣資産家に関する基礎資料<資料>｣, 廣島大學經濟論叢, vol. 
36(3), 2013).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오노 다케오(小野武夫)가 복각(復刻)한 各
地方歴観記를 참고하였다고 한다. 현재 各地方歴観記는 가고시마대학부속도서

관(鹿児島大學付属図書館)에 오노문고(小野文庫)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15) 倉嶋修司, 坂根嘉弘, 2013, p.6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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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나가사키 현의 유력 자산가로 이름을 올린 부민(富民) 11명 중 8

명은 이른바 죠닌(町人)이라 불린 상인들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

는 인물이 나가미 덴자부로(永見傳三郎), 마쓰다 겐고로(松田源五郎), 다카미 

와헤이(高見和平) 세 사람이다. 이 세 사람이 바로 각지방역관기가 작성된 

이 해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제18국립은행16)의 주요 주주들이기 때문

이다.17)

나가미 덴자부로는 제18국립은행의 초대 은행장[頭取]이었고, 마쓰다 겐고

로는 이 당시 지배인(支配人)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2대 은행장으

로 취임하는 인물이다. 제18국립은행이 조선에 지점을 출점한 것은 바로 이 

마쓰다 겐고로가 은행장으로 있던 시기의 일이었다.

나가사키 지역의 유력 상인이 세 사람이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

실은 제18국립은행이 나가사키의 상인자본으로 탄생한 상업은행이었음을 의

미한다. 그런데 이 당시 은행을 설립할 정도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사키의 유력 자산가로 

성장하였을까?

제18국립은행의 후신인 18은행이 여러 차례 발간한 사지(社志)에는 초대 

은행장이었던 나가미 덴자부로나 제2대 은행장이었던 마쓰다 겐고로 개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실려 있기는 하지만,18) 이들이 제18국립은행의 설립 이

전에 이미 나가사키의 유력 자산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도 에도시대 나가사키 지역의 무역상

16) 제18국립은행은 1877년 11월 8일 개업면장을 교부받아 12월 20일 개업, 1878년
부터 본격적인 경영에 들어갔다. 百年の歩み, 十八銀行総合企画部百年史編纂担
当, 1978, pp.37-45.

17) 제18국립은행의 창립 당시 나가미 덴자부로는 200주(12.5%), 마쓰다 겐고로 100
주(6.25%), 다카미 와헤이 50주(3.125%)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百年の歩み, 
p.50.

18) 나가미 덴자부로와 마쓰다 겐고로 개인에 대한 소개는 18은행이 은행 창립 100
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사지인 百年の歩み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다. 본 은행

의 은행장을 역임했던 인물에 대한 소개인만큼, 日本人名大辭典 등 다른 곳의 

기록보다 비교적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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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부업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서, 이들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나가사키

의 자산가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19)

나가미 가, 마쓰다 가, 다카미 가 등은 모두 나가사키의 본상인(本商人)들

로 나가사키의 회소무역(會所貿易)에 참여하였던 유력한 상인 가문이었다.20) 

회소무역(會所貿易)이란 에도시대에 막부가 임명한 역인(役人)의 통제를 받는 

회소(會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무역을 말한다. 나가사키에서는 1698년, 나

가사키 부교(長崎奉行)의 감독 하에 나가사키총감정소(長崎総勘定所)라는 것

이 설치된 이래로, 중국이나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무역은 모두 이 단일한 

창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회소(會所)에서는 중국이나 네덜란드 

상선이 입항하면 적하 물품을 조사하여 품목 및 수량, 전년도 가격, 막부로 

올려 보낼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표준가격을 설정한 다음, 이것을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인 가부(株)를 가진 상인들에게 고지해서 낙찰 

받도록 했다.21)

그런데 고야마 유키노부(小山幸伸)의 분석에 따르면, 에도시대 후기로 시

간대가 내려올수록 이 낙찰에 참여하는 상인들의 숫자는 적어지는 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찰 받는 규모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고야마 유키노부

19)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로는 다케노 요코(武野要子), 고야마 유키노

부(小山幸信)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나가미 가, 다카

미 가 등에 대해서는 武野要子, ｢長崎商人・永見家の一硏究｣, 福岡大學商學論叢

, vol.34(2・3), 1989, pp.755-779; 小山幸伸, 幕末維新期長崎の市場構造, 御茶

の水書房, 2006; 小山幸伸, ｢幕末期長崎落札貨物の動向｣, 経済文化硏究所紀要, 
vol.4, 1999, pp.23-58 등에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있다

20) 본상인(本商人)이란, 회소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부(株)를 가지고 있어서, 수입

품 낙찰 참여하거나 반대로 수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인이었다. 
수입 생사(生絲)의 매입을 독점하던 ‘5개소 상인(五箇所商人)’과 유사한 개념이

다.
21) 나가사키의 회소무역(會所貿易)에 대한 설명은 長崎縣史編集委員會, 長崎縣史 

藩政編, 吉川弘文館, 1973, p.553, ｢長崎會所｣ 이하, 그리고 太田勝也, 鎖國時代

長崎貿易史の硏究, 思文閣出版, 1992, p.565, ｢長崎會所貿易の成立｣ 이하를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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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것이 근세 후기, 낙찰상인들의 자립성이 약화되는 대신 대규모 자본을 

운용하는 대상인들의 영향력이 강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22) 그리고 이처럼 

영향력이 큰 대상인들 중에는 미쓰이(三井)처럼 에도라는 큰 중앙시장에 기

반을 둔 상인들도 있었지만 나가사키에서 성장한 상인도 있었다. 그 대표적

인 사례가 바로 나가미 가다.

나가미 가의 경영 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나가사키현립

도서관, 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 그리고 게이오의숙대학도서관 등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가장 먼저 이 자료를 소개한 다케노 요코(武野要子)에 따르

면, 나가미 가는 1800년대 초반, 다노모시코(頼母子講)23)와 같은 금융조직을 

운영하거나 소규모의 고리대업으로 성장하다가, 1830~1840년대부터는 나가

사키의 중국인 거류지인 당인야시키(唐人屋敷)를 통해서 유입되는 수입품을 

낙찰받거나 반대로 당인야시키에 수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인 가부(株)

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며 무역상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다케노 요코

가 소개한 아래의 사료를 보면, 나가미 가가 가부(株)를 확보해 가는 방법의 

일단을 알 수 있다.

○화약종(和薬種) 납품 가부의 이동24)

하나, 나가사키(長崎) 모토카고마치(本籠町)의 나카무라 가에몬(中村嘉右

衛門)은 당인야시키(唐人屋敷)에 납품[売込]하는 화약종(和薬種)25)에 대한 

가부시키(株式)를 지난 자년(子年)부터 10년 간 은(銀) 200관목에 빌려주어, 

야마이치야(山一屋)의 젠에몬(善右衛門)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납품 해 왔

는데, 이번에 상의한 끝에 올 사년(巳年) 가을부터 앞으로는 귀하에게 가부

(株)를 맡기기로 하였으므로, 회소(會所) 연부금 및 가에몬 부자(父子) 양육

료 두 가지를 합쳐서 1년에 은 50관(貫) 638문(匁)씩, 이쪽(야마이치야)과는 

22) 小山幸伸, ｢幕末期長崎落札貨物の動向｣, 経済文化硏究所紀要, vol.4, 1999, p.27.
23) 다노모시코(頼母子講)란 주로 금전의 융통을 목적으로 한 민간의 조직. 정해진 

날마다 구성원들이 소정의 금액을 불입하고, 추첨 등으로 순번을 정하여 금액을 

취득. 전원이 금액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한다. 한국의 계회(契會)와 유사.
24) 武野要子, 1989, p.766에서 재인용.
25) 일본산의 약재류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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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귀하 쪽에서 은을 내어주시고, 원은(元銀) 200관목을 가에몬이 지

불하며 가부(株)를 돌려받기를 청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용

해주십시오. (이하 생략)

고카2년(弘化二年) 사(巳) 9월26)

모리 소스케(森莊助)

도미나가 주자에몬(冨永十左衛門)

사다마쓰 쓰구에몬(貞松継右衛門)

나마기 후쿠주로(永見福十郎)

나가미 도쿠타로(永見徳太郎) 앞

이것은 당인야시키(唐人屋敷)에 화약종(和薬種), 즉 일본산의 각종 약재를 

납품할 수 있는 권리인 가부(株)를 가진 나카무라 가에몬(中村嘉右衛門)이라

는 상인이 그 가부를 야마이치야(山一屋)의 젠에몬(善右衛門)에게 10년 계약

으로 맡겼다가 중도에 다시 나가미 가의 나가미 후쿠주로(永見福十郎), 나가

미 도쿠타로(永見徳太郎)에게 맡기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가미 

가에서는 이 가부를 빌리는 조건으로 회소에 납부할 연부금과 이 가부의 원

래 주인인 가에몬(嘉右衛門) 부자의 양육료 명목으로 연 50관 638문의 은을 

지불하게 되어있고, 원래 주인인 가에몬이 가부를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 은 200관목만 지불하면 돌려주게끔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자료는 나가미 가와 같은 고리대업자가 어떻게 무역상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는지를 잘 알려준다. 또 나가미 가가 1830~40년 대에 당인

야시키 관련 가부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다고 하는 사실은, 1837년 무렵부터 

나가미 가가 회소를 통해 낙찰 받는 품목의 종류와 수량이 급증했다는 고야

마 유키노부의 지적과도 합치되는 정황이다.27)

26) 1845년 음력 9월. 본 논문에서 연월일 표기는 서력(西曆, 그레고리우스력)을 기

준으로 통일한다. 단, 사료를 인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따

르고, 서력으로 환산한 연원일을 각주로 표기한다. 원문에 월(月) 표기만 있고 

일(日) 표기가 없어 양력으로 환산했을 때의 월(月)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에는 음력 월(月)을 그대로 표기하되, 월(月) 앞에 ‘음력’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27) 小山幸伸, 1999,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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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부업자이자 무역업자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점차 자본을 

축적해 나간 나가미 가는 입지를 탄탄히 다진 1850년대 무렵부터는 좀 더 

큰 규모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을 넓혀 가는데, 바로 나가사키라는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유인을 가진 번(藩)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융통해주

는 이른바 다이묘가시(大名貸)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2. 나가미 가(永見家)의 다이묘가시(大名貸)와 쓰시마 번

다이묘가시(大名貸)란 에도시대에 고리대 상인 등이 번(藩)의 번주(藩主)에

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에도시대 전기에는 이미 각 번들이 대개는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번의 산물(産物)을 에도(江戸)나 오사카(大阪)와 같은 

거대한 중앙시장에 판매하고 여기에서 화폐나 각종 수공업품을 획득하는 시

장 구조가 확립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유력 번들이 번의 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오사카에 구라야시키(藏屋敷)28)를 설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각 번들은 오사카에 판매할 번의 산물이나 혹은 이 산물의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하여 오사카의 유력 상인들로부터 다이묘가시를 받는 

일이 흔했다.29) 

그런데 쌀의 매매가 중심이 되었던 일본 경제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쌀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오사카가 일본 경제의 중심이었지만, 나가사키는 나가

사키 나름대로 번의 물자를 유인할 매력이 있는 지역이었다. 일본 내에서 유

일하게 중국, 네덜란드와의 무역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가사키에는 이미 17세기 말~18세기 초엽부터 많은 번들의 구라야시키(藏屋

28) 구라야시키(藏屋敷)란, 에도시대에 막부(幕府), 다이묘(大名), 하타모토(旗本), 사
사(寺社), 그밖에 여러 번의 가신 등이 연공미나 기타 산물을 매각하기 위해 설

치한 시설로, 대개 창고가 딸려있었다. 오사카, 에도, 오오쓰(大津), 나가사키 등 

상업과 금융상의 요충지에 주로 설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의 산물들이 집

중되는 오사카에 가장 많은 구라야시키가 설치되었다.
29) 에도시대의 시장 구조에 대한 설명은 深尾京司 外編, 日本経済の歴史, 岩波書

店, 2017, p.256, ｢地域間の循環構造｣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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敷)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구라야시키로 보내는 번의 물자를 매각하

거나, 반대로 번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등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사키 지역의 

상인들을 ‘어용상인’으로 고용했다.30)

그렇다면 번들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판매하고자 했던 산물은 어떤 것이었

을까?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바로 다와라모노(俵物)와 쇼시키(諸色)라고 불린 

해산물이었다. 다와라모노는 해산물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세 가지 품목인 

말린 해삼[煎海鼠], 말린 전복[干鮑], 상어 지느러미[鱶鰭]를 의미하고, 쇼시

키란 그 외에 다시마, 오징어, 말린 새우, 기타 해조류 등을 의미한다. 이 중

에서도 특히 다와라모노에 해당하는 세 가지는 중국인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기호품으로 수출이 매우 잘 되는 상품이었다.31) 그런 이유에서 막부에서는 

18세기 중엽에 다와라모노회소(俵物會所)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할 정도였

다.32) 이처럼 나가사키는 비록 오사카와는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일본 내에

서 유일하게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직접 무역이 가능하다는 그 독특한 입지

로 인하여 나름의 시장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중반, 고리대업과 당인야시키에 대한 수출입업으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나가미 가는, 위와 같은 나가사키의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마치 오

사카의 유력 상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가사키 지역에서 산물을 유통할 

유인을 가진 번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이묘가시를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이 

나가미 가의 주요 고객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번이 있다. 바로 이 당시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쓰시마 번(對馬藩)이다. 고야마 유키노부는 

나가미가문서(永見家文書)에서 나가미 가가 쓰시마 번에 대출해준 다이묘

가시와 관련된 기록을 25건이나 발견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30) 長崎縣史編集委員會, 長崎縣史 藩政編, 吉川弘文館, 1973, pp.368-370.
31) 松浦章, ｢江戸時代に長崎から中國へ輸出された乾物海産物｣, 関西大學東西學術硏

究所紀要, vol.45, 2012, pp.47-76.
32) 長崎縣史 藩政編, p.569, ｢長崎會所の俵物貿易統制｣이하를 참조. 막부가 다와라

모노회소를 설치한 배경에는, 나가사키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대금으

로 막대한 양의 동(銅)이 유출되자 이를 해산물 수출로 일정부분 대체하려는 의

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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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표 2> 나가미 가의 쓰시마 번에 대한 다이묘가시의 개요(1850~1872년)33)

33) 小山幸伸, 2006, p.263에서 인용.
34) 당시 쓰시마 번의 영지인 다시로(田代).
35) 당시 쓰시마 번의 영지인 마쓰라 군(松浦郡)과 이토 군(怡土郡).

시기 대부금액 내용

1850. 음력8월
은(銀)200

관목(貫目)

다와라모노(俵物) 대금으로 변제, 부족한 경우

에는 田代34) 영지의 쌀로 회송

1851. 음력5월 은256관목
松浦・怡土 양 군(郡)35) 수납미 1만 표(俵) 매

각 대금으로 변제

1852. 음력6월 은300관목
松浦・怡土 양 군(郡) 수납미 5,000 표(俵) 매

각 대금으로 변제

1853. 음력9월 은100관목
松浦・怡土 양 군(郡) 수납미 4,000 표(俵) 매

각 대금으로 변제

1856. 음력4월 은200관목
헌금(이 중 100관목은 기본의 대출금), 이에 

대한 사의(謝意)로 500표(俵)를 계속 제공

1856. 음력9월 은135관목
오사카 구라야시키 어용 주석[錫] 1만 5,000근 

담보
1857. 음력9월 은64관목 소목(蘇木) 6,575근 담보
1859. 은9관목 기존의 대출을 연장
1861. 음력5월 은21관600목 말린 해삼・말린 전복 매각 대금을 담보
1862. 음력9월 은18관369문2푼5리

1862. 음력8월 은250관목
150관목은 헌은(献銀), 100관목은 무이자・무

담보

1862. 음력8월 은6관450목
사의(謝意)로 매년 보내야 할 은 150매가 지불

되지 않아 번채(藩債)로 계상
1863. 음력3월 금(金)1,000량(両)
1863. 음력6월 금200량
1865. 음력11월 금1,000량 永見와 高見의 공동대출

1867. 음력2월 금400량
올봄 도착하는 다와라모노(俵物) 매각 대금으

로 변제

1867. 음력7월 금1,000량
올가을 도착하는 다와라모노(俵物) 매각 대금

으로 변제

1870. 음력10월 금4,850량
永見와 高見가 공동으로 쓰시마의 무역서(貿易

署)에 대출



- 15 -

이 표만 보더라도, 쓰시마 번과 나가미 가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나 ‘조선산물 매각 대금으로 변제’니, ‘조선산 인삼 매각 대

금으로 변제’니 하는 등의 내용을 보면, 나가미 가로부터 대출한 자금이 당

시 쓰시마 번이 독점하던 대 조선무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짐작된다. 그런

데 이 당시 조일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쓰시마 번은 왜 유독 나가사키의 상

인인 나가미 가로부터 이처럼 많은 자금을 빌렸던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9세기 중반 무렵 조일무역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에도시대 일본이 오직 중국, 네덜란드, 조선, 유구(琉球) 이 네 나라와만 

무역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중국, 네덜란드와의 접점은 

나가사키였고, 유구와의 무역은 사쓰마 번이 독점했다. 그리고 에도시대 일

본과 조선 사이에 무역의 창구는, 임진왜란 이후인 1609년에 맺어진 기유약

조(己酉約條)의 틀에 따라 쓰시마 번이 독점하고 있었다. 

기유약조에 따르면, 쓰시마에서는 매년 20척의 세견선(歲遣船, 즉 무역선)

을 부산에 설치된 왜관으로 보내서 무역을 할 수 있었다.36) 그런데 1630년

36) 增正交隣志 제4권, ｢約條｣에는 “도주세견선은 감해서 17척으로 하고 특송선 3
척과 합해서 모두 20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한국고전종합DB｣ 검색: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71A_0050_010
_0010(검색일: 2018.2.28.)

시기 대부금액 내용

1871. 음력1월 금6,400량

永見・高見・嶋田・品川 공동으로 대출, 조선

산물 자본금 조달 목적, 돌아오는 조선산물 매

각대금으로 변제

1871. 음력3월 금1,000량
永見・高見・嶋田・品川 공동대출, 조선산 인

삼 매각 대금으로 변제

1871. 음력3월 금1,000량
永見・高見・嶋田・品川 공동으로 무역서(貿易

署)에 대출

1871. 음력7월
금1,631량

4홉(合)9사(夕)
동(銅) 대가 조달금, 석탄을 담보

1871. 음력8월 금480량 동(銅) 대금 부족 및 기타, 교역품을 담보
1872. 음력6월 금1,500량 永見・高見의 공동대출, 돌아오는 물품을 담보
1872. 음력6월 금1,000량 말린 우뭇가사리[寒天] 조달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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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되면 각종 명목으로 무역선의 수가 30척까지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호

송 등의 명목으로 따라 붙는 배까지 합하면 부산을 드나드는 왜선(倭船)은 

연간 40척을 헤아렸다고 한다.37) 대체로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초반에 이

르는 시기가 이러한 조일무역의 최고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조선에서는 청(淸)과의 조공 무역에서 백사(白絲)를 수입하여 이것을 왜관을 

통해 일본에 수출하는 일종의 중계무역이 번성하였다.38) 그러나 18세기 중

반을 지나면서 왜관을 통한 무역은 크게 위축된다. 1719년 시점에는 일본으

로부터 다량의 은이 유입된 것에 힘입어 조선 정부 호조(戶曹)의 수세은(收

稅銀)이 66,780냥에 달했으나 1780년에는 수세은이 고작 716냥에 불과했으

니,39) 왜관으로부터 조선의 중앙정부로 유입되는 은은 씨가 말라버렸다고 해

도 좋을 정도였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는 일본의 은 생산량 감소와 백사(白絲)의 국산화가 맞물렸기 때문이라

고 보는 견해가 점차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40)

그러나 18세기 말 이후 조일무역의 규모가 축소되었다고는 해도, 왜관을 

통한 무역은 그 이후로도 1세기가 넘도록 중단되지 않고 명맥이 이어졌으며, 

19세기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가령 James, 

B. Lewis의 분석에 따르면,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 왜

관의 유지와 무역품을 조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cost)은 경상도 지역 전

체 세입(歲入)의 절반을 초과하고 있었고,41) 비슷한 시기 동안 쓰시마 번의 

37) James, B. Lewis, Frontier Contact Between Choson Korea and Tokugawa Japan, 
RoutledgeCurzon, 2003, p.110.

38) 유승주, 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2002, pp.51-70. 1670년 무렵, 왜관

에서 거래된 백사(白絲)의 판매 가격은 청(淸)으로부터의 수입 가격에 약 2.7배
에 달했다고 한다. 이 시기 왜관을 통해 유입된 막대한 양의 은(銀)은, 조선의 

대청 조공사절단의 사행비를 충당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39) 유승주, 이철성, 2002, pp.109-110.
40) 이에 대해서는 김동철, ｢17~18세기 조일무역에서 ‘私貿易 斷絶論’과 ‘나가사키 

直交易論’에 대한 硏究史 검토｣, 지역과 역사 , vol.31, 2012, pp.307-339를 참

조.
41) James, B. Lewis, 2003, pp.107-145. 단, James, B. Lewis의 분석은 무역에 수반

되는 비용의 크기로 경제적 규모를 추론한 것일 뿐, 무역이 지역 경제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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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조선과의 공・사무역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번 전체 재정에서 매

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42)

이처럼 부산의 왜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조일무역은 19세기에도 경제적

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았지만, 무역의 양상은 전성기를 구가하던 17세기 

중반~18세기 초반과는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19세기 중엽 쓰시마 번의 대 

조선 무역을 분석한 다시로 가즈이에 따르면, 이 시기 조일무역은 쓰시마 번

이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정해진 양만큼의 무역품을 전달하고 그 총액을 공

목(公木), 즉 조선산의 무명으로 지급받던 관영무역(공무역)과, 조선의 상인

들이 상품을 가지고 왜관에 들어가 쓰시마의 상인들과 품목이나 수량의 제

한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하던 사무역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행해지고 

있었다.43)

이 당시에는 조선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대금으로 은(銀) 대신 동

(銅)을 지급하게 되어 상당량의 일본산 동(銅)이 쓰시마 번을 통해 조선으로 

유출되었다. 이 동(銅)을 제외하면 쓰시마 번이 주로 수출하는 물품은 단목

(丹木)44), 물소뿔[水牛角], 후추[胡椒], 명반(明礬)45) 등과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상품들은 대체로 중국이나 네덜란드 상선을 통해서 나가사키로 들어

오는 수입품이었다.

이와 반대로 쓰시마 번이 조선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던 물건은 공무역품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되던 공목(公木), 즉 조선산 무명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42)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는 쓰시마 번의 재정출납기록인 御出入積写 속에서 

1824년(文政7)의 수치를 뽑아 분석하였는데, 해당 년도 쓰시마 번의 쌀 소득[所
務米] 중 26.7%(23,431석 중 6,250석), 화폐 소득[務米金] 중 23.8%(33,698량 중 

8,033량)가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 발생했다. 단, 여기 소득[所務]은 공무역을 통

해 얻은 수입에 한정된다. 田代和生, 日朝貿易と對馬藩, 創文社, 2007, 
pp.190-194.

43) 田代和生, 2007, p.202.
44) 단목(丹木)은 주로 동인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식물로, 붉은색 염료를 만드

는 데 쓰였다.
45) 명반(明礬)은 백반(白礬)이라고 하는데 염료를 추출하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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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입품이 소가죽[牛皮], 소뿔[牛角], 소발굽[牛爪], 황금초(黃芩)46), 인삼(人

蔘)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리코’라고 부르는 말린 해삼[煎海鼠]이었다.47)

이러한 무역품의 구성을 보면 왜관을 통한 무역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

절, 조선이 중국산 백사와 일본산 은을 중계무역 하던 구조는 사라지고 오히

려 쓰시마 번이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품을 조선으로 재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쓰시마 

번이 조선으로부터 수입하는 중요한 수입품 중 하나가 해삼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해삼은 이 당시 나가사키를 통해 국외로 수출되던 몇 안 되

는 상품 중 한 가지였다.

다시로 가즈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해삼은 쓰시마 번에게 있어서는 

거의 이익이 남지 않는 품목이었다. 심지어 어떤 해에는 수입에 들어가는 각

종 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상품이었다.48) 

그런데 쓰시마 번이 이처럼 이윤이 거의 남지 않고 때로는 손해가 발생하기

도 하는 해삼 무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해삼을 나가사키의 회소

에 납품하는 반대급부로서 단목, 물소뿔, 후추, 명반 등을 조달해야만 했기 

때문이다.49)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쓰시마 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을 조선에 판매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해산물을 나가사키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쓰시마 번이 중계무역을 

하였던 것이다.

이제 다시 위의 <표2>를 살펴보면, 쓰시마 번이 나가미 가로부터 돈을 빌

리면서 담보로 제시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조선에 수출할 상품(주석, 소목[=

46) 황금초(黃芩草).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47) 田代和生, 2007, pp.198-216. 
48) 田代和生, 2007, p.211. 쓰시마 번의 御出入積写의 기록을 토대로 1844년의 수

입품 판매・이윤을 살펴보면, 말린 해삼을 판매해 얻은 대금은 20貫584匁46인데, 
상품 구입비와 운송 등에 들어간 각종 경비를 합한 비용은 54貫481匁543으로, 
오히려 33貫897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듬해인 1845년에는 약 4貫 정도의 이

윤을 남기지만, 이는 무역을 통한 전체 이윤 약 573貫에 비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49) 田代和生,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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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목])이거나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상품(해산물, 인삼 등) 혹은 그것을 판매

하여 얻게 될 대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사카에 구라야시키를 운영하

던 많은 번들이 자기 번의 산물 혹은 산물의 판매 대금을 저당으로 잡히고 

유력 상인들로부터 다이묘가시를 받은 것처럼, 쓰시마 번은 조선과의 무역이

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수출 상품을 조달하고 수입 상품을 매각할 나가사

키라는 시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때때로 나가사키 상인들로부터 자금

을 조달하였던 것이다. 물론 쓰시마 번이 이처럼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에 구라야시키를 두었던 것은 물론이다. 고야마 유키노부가 소개하는 다음의 

사료를 통해 구체적인 대출 내역을 살펴보자.

○소목(蘇木)을 담보로 은(銀) 64관목(貫目)을 대출함50)

하나. 은(銀) 64관목(貫目)임.

단, 소목(蘇木) 6,575근, 3개 묶음 150개

이상은 이번에

공납(公納)을 저당으로 하여 차용(借用)하는 바, 틀림없습니다. 이는 조선

으로 건너갈 예정인 물건인 바, 오는 사년(巳年) 3월까지, 1관목(貫目)에 10

문(匁)씩 이자를 더하여,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 돌려받겠습니다. 이에 

후일을 위해 담당자 모두 아래와 같이 함께 날인합니다.

안세이(安政)3 병진(丙辰)년51)

시바야마 헤이자부로(芝山平三郎) 인(印)

나카무라 기치이치로(中村吉一郎) 인

시라미즈 이에몬(白水威右衛門) 인

시바야마 쇼이치로(芝山庄一郎) 인

나마기 덴자부로(永見傳三郎) 님(殿)

에가미 신스케(江上眞助) 님

위 문서의 내용이 틀림없으므로 날인함, 이상.

오다 기베에(小田儀兵衛)52) 인

50) 小山幸伸, 2006, p.260에서 재인용.
51) 18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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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목(蘇木)은 단목(丹木)의 다른 이름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쓰시마 번

이 조선으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 중의 하나였다. 이 사료에도 이것이 조선

으로 수출될 상품임이 명기되어 있다. 조선에 수출할 상품을 나가사키 상인

들에게 저당 잡히고 자금을 빌린 이유는 나가사키 현지에서 낙찰을 통해 상

품을 조달하는 시기와 조선에 세견선을 보내서 해당 상품을 실제로 거래 할 

때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자금을 빌려주고 있

는 인물이 다름 아닌 후의 제18국립은행 초대 은행장이 되는 나가미 덴자부

로(永見傳三郎)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고야마 유키노부에 따르면, 여기 등장

하는 시바야마 헤이자부로(芝山平三郎)라는 인물은 쓰시마 번의 나가사키 구

라야시키가 지정한 어용상인이다. 나가사키 내에 쓰시마 번의 산물을 유통시

키는 구라야시키와 고리대업자 나가미 가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19세기 후반, 쓰시마 번이 무역에 필요한 자금을 

상당 부분 나가사키의 상인들로부터 대출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나가사키 상인들의 자본은 쓰시마 번의 조일 무역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을 알려줄 사료가, 일본 외무성의 외교문서 자

료인 조선사무서(朝鮮事務書)에 수록되어 있다. 바로 쓰시마 번의 무역서

(貿易署) 해체 당시의 부채 내역을 조사한 문건이다.

52) 여기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말미에 오인(奥印)을 날인한 오다 기베에라는 

인물은 쓰시마 번에서 나가사키의 구라야시키에 파견한 역인(役人)으로, 기키야

쿠(聞役)라는 직책에 있었던 인물이다. 기키야쿠(聞役)는 나가사키 현지에서의 정

보 수집, 나가사키 부교(奉行)나 번과의 연락 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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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쓰시마 무역서의 일본 내 상인들에 대한 부채 현황

(1872년 12월 기준)53)

채권자 정보
채무액 채무 내용

지역 신분 이름

도쿄 상인
尾張屋의 善六

外 1인

6,395엔

71전 2리 5모
무역품 조달

도쿄 상인
越前屋의治兵尉

外 2인
1,200엔 무역품 조달

도쿄 상인
伊藤八兵尉

外 2인
2,000엔 무역품 조달

나가사키 상인
永見傳三郎
外 3인

18,670엔

51전 4리
무역품 조달

나가사키 사족

渡辺栄
(※永見傳三郎 등이 

알선)

2,625엔 무역품 조달

쓰시마 상인 상인들
2639엔

98전 3리 6모

각종 물품구입비

체불

쓰시마 상인
三浦右衛門

外 7인
2,935엔

저폐(楮幣)의 

소각54)

쓰시마 상인
川上歳治

外 12인

4.230엔

50전

저폐(楮幣)의 

소각
총계 40,696엔 71전 1모

이 부채 내역을 담은 문서는 아직까지 소개 된 적이 없으므로, 이 문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메이지 정부는 1872

년,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당시 외무대승(外務大丞)을 조선에 파견하

53) 朝鮮事務書, ｢卷之十九｣(外務省外交史料館, 레퍼런스코드: B03030171400), 이 

부채내역은 작성기준일자가 1872년 음력11월(壬申十一月)로 되어있으나, 1873년
(明治6年) 3월 4일, 대장대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나가사키 현청에 하달

한 문서 뒤에 첨부되어 있다.
54) 원문은 ‘저폐단재(楮幣断裁).’ 일종의 어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저폐에 대해서 지불 

요구를 받았으나 응할 수 없어서 이것이 부채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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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기존에 쓰시마 번에서 보내던 세견선 파송을 완전히 중지하기로 결정

한다.55) 이에 따라 기존 무역 관계의 청산을 위해서 조선에 대한 부채, 즉 

체납품의 내역을 조사하였는데, 이 와중에 쓰시마의 무역서가 조선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

실이 드러났다.56) 아래는 하나사부사 요시모토의 명으로 쓰시마 무역서의 부

채 내역을 조사하던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나가사키 현청에 보낸 문

서이다.

○히로쓰 히로노부가 나가사키 현청에 쓰시마 무역서의 부채 조사를 요

청하는 건57)

나가미 덴자부로(永見傳三郎)

다카미 와헤에(高見和兵衛)

위 두 사람과 관련하여, 지금 이즈하라 현(嚴原縣)58) 조선국과 무역에서 

55) 太政類典, 第二編, 第九十巻(國立公文書館, 레퍼런스코드: A01000019500), 1872
년 9월 20일(明治5年八月十八日),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가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에게 전달한 칙지(勅旨)의 내용 중 “세견은 보내지 

말 것”, “세견 체품(滯品), 소 씨(宗氏) 부채가 된 것은 계산하여 (조선에)넘겨줄 

것.” 두 항목이 보인다.
56) 朝鮮事務書, ｢卷之十二｣(外務省外交史料館, 레퍼런스코드: B03030167200), 

1872년(明治5年) 음력 6월. 소 시게마사는 조선에 대한 부채 내역에 대해 보고하

라는 지시를 받고 정동(丁銅) 5만 5천 근(斤)을 포함하여 2만 4천 181량(兩) 740
문(文) 분량의 체납 물품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소 

시게마사가 보고한 부채 금액 중, 정부가 인수해야 할 공무역 부채 외에 사사로

운 무역으로 생긴 채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이 당시 마침 쓰시

마에 체류 중이던 외무성 관원 히로쓰 히로노부 등에게 쓰시마 무역서의 부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한다(朝鮮事務書, ｢卷之十二｣, 1872년 7월 14일(음력 

6월 9일)).
57) 朝鮮事務書, ｢卷之十三｣(外務省外交史料館, 레퍼런스코드: B03030167200), 

1872년(明治5년) 8월 16일(음력 7월 13일).
58) 1869년 6월 19일, 판적봉환(版籍奉還)이래 쓰시마 번의 정식 명칭은 이즈하라 번

(嚴原藩)이 되었고, 번의 지사(知事)는 쓰시마 번의 마지막 번주였던 소 시게마사

(宗重正)가 맡아오고 있었으나, 1871년 폐번치현이 단행되어 8월 7일, 이즈하라 

번은 폐지되고 이즈하라 현(嚴原縣)이 설치되었다. 곧 9월 4일 이즈하라 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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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과 수입품의 과부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 두 상인이 이즈하라의 

무역서에 금자(金子)를 대납[取替]해 온 것이 현재 부채가 되어있다고 하니, 

몇 년 몇 월 얼마를 대납하였는지 상세한 내역에 대한 조사서를 긴급히 작

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시고, 제출하면 저에게도 회람해 주시기를 부탁드

리고자 의뢰를 드립니다.

임신년 7월 13일59) 히로쓰 외무권대록(外務権大録)

나가사키 현

         전사(典事)60) 어중(御中)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조선으로 출장을 가던 도중 쓰시마에 들러서 쓰시마 

무역서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부채 내역에 대해서는 귀국 후에 외무

성에 보고하였다.61)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보고를 받은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

오미는 일본 국내 상인들에게 지고 있는 부채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정원

(正院)에 문의를 했고,62) 이듬해인 1873년 3월 4일, 당시 대장대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이 부채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서 

양식까지 첨부해서 나가사키 현청에 보고를 지시한다.63) 위 부채 내역은 이

노우에 가오루의 지시를 받아 나가사키 현청에서 양식에 맞추어 재작성하여 

상신한 것이다.

시 이마리 현(伊万里縣)에 합병되었다가, 이듬해인 1872년 5월, 이마리 현이 사

가 현(佐賀縣)으로 개칭된 지 얼마 안 되어 본래 이즈하라 현이었던 관할지는 

나가사키 현으로 이관, 8월에 나가사키 현 출장소 이즈하라 지청이 설치되었다. 
히로쓰 히로노부가 이 서신을 보낸 1872년 8월 16일 시점에는 아직 이즈하라 

현이 존재하고 있었다.
59) 1872년 8월 16일.
60) 전사(典事)란 1871년부터 1873년까지 각 현에 설치되었던 관직. 종6위에 상당.
61) 이상의 경과는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귀국 후 상신한 ｢復命書｣에서 확인할 수 있

다(朝鮮講信録, 1872년 12월 10일(음력 11월 10일), 國立公文書館, 레퍼런스코

드: A01100126500),
62) 朝鮮事務書, ｢卷之十五｣(外務省外交史料館, 레퍼런스코드: B03030169200), 

1872년(明治5년) 11월. 해당 문서 뒤에는 이에 대한 정원의 답신도 첨부되어 있

다.
63) 주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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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표 3>의 부채 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이즈하라의 무역서가 

지고 있던 부채의 규모는 약 4만 엔인데, 이 중에 절반을 초과하는 21,295엔

을 나가사키 상인과 사족들이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여기에는 이미 익숙한 이름인 나가미 덴자부로가 대표 채권자로 등장한다. 

나머지 3명의 상인은 누구였을까? 1872년 7월 히로쓰 히로노부가 나가사키 

현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근거로, ‘나가미 덴자부로 외 3인’ 중 한 명은 다카

미 와헤에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카미 가(家) 역시 제18국립은행 설립 당시 

나가미 가, 마쓰다 가를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자본을 출자한 가문이다.

쓰시마 무역서가 나가미 덴자부로와 다카미 와헤에 등에게 진 부채의 성

격은 어떠하였을까? 히로쓰 히로노부의 서신에서 이들이 쓰시마 무역서를 

대신하여 돈을 납부했다고 언급하는 부분과, 부채 내역에 ‘무역품 조달(貿易

仕入)’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종합해서 추측해본다면, 이 부채는 쓰시마 무역

서가 일본 국내에서 조선에 수출할 무역품을 조달하면서 그 조달 비용을 나

가사키 상인들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한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 쓰시마 무역서의 대 조선 무역은 수출을 위한 무역품 조달 

비용의 상당부분을 나가사키 상인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쓰

시마의 대 조선 무역이 나가사키 상인들의 자본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나가사키의 상인과 사족이 투자하고 있는 약 2만 엔은 어느 정도의 금액

이었을까? 이 부채 내역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된 무역잔품내역서를 살펴

보면, 백미(白米) 1석의 가격은 3엔 80전으로 되어있으니,64) 21,295엔은 백

미로 환산하면 약 5,600석(石)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1871년에 나가미 가와 

마쓰다 가가 공동 투자하여 세운 ‘나가미마쓰다상사(永見松田商社)’의 총 자

본금이 5만 엔이었고, 1870년대 나가사키 현에는 불과 2만 엔도 못 되는 소

자본으로 설립된 유사 금융기관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부채금

액은 상당한 거액이었다.65)

64) 朝鮮事務書, ｢卷之十五｣(外務省外交史料館, 레퍼런스코드: B03030169200), 
1872년(明治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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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9세기 후반기의 조일무역은, 표면적으로는 여전

히 쓰시마의 상인, 사족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나

가사키 상인들의 자본이 있었으며,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65) 이 부채는 결국 1875년 5월에 가서야 모든 부채를 국채로서 인수하여 상환해 주

기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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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나가사키 지역금융기관의 태동과 조일무역

19세기 후반은 격변의 시기였다.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자, 막부의 직할령이었던 나가사키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막부가 엄격히 통제하는 회소무역에 의존하고 있던 나가사키 상인들은, 점차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회사 설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

다. 한편 1609년 기유약조 이래로 유지되어 온 쓰시마 번의 조일무역 독점

도 1872년에는 그 기능이 완전히 종식된다. 그렇다면 나가사키의 회소(會所)

를 통한 수출입무역과 고리대업으로 성장한 나가미 가(永見家) 등의 나가사

키 유력 상인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을까? 또 이들이 거액의 자

본을 투자하고 있던 조일무역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자본을 가진 나가사

키 상인들과 실제 무역을 행하던 쓰시마 상인들 사이의 관계는 과연 지속되

었을까? 만약 지속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그것이 가능했을까? 본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모색한다.

1. 상인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태동

제Ⅰ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가사키에서 성장한 자산가들은 무역항이라는 

나가사키의 독특한 지역적 입지를 바탕으로, 무역업 혹은 무역에 관련된 고

리대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다. 그런데 나가사키라는 지역은 이러한 독특

한 형태의 무역업을 제외하면 기타 산업적 기반이 매우 취약했다. 에도시대 

나가사키의 무역도 당인야시키(唐人屋敷)나 데지마(出島)를 통해서 들어온 수

입품을 일본 국내로 유통시키거나 혹은 쓰시마 번이 수입한 해삼의 재수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전역으로부터 수집된 물건을 수출하는 등 

그 형태는 대부분 ‘통과무역’이었다. 나가사키의 이와 같은 산업 구조는 

1859년 개항 이후로도 연속되어 나가사키 지역에서 제조업의 발달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다.66) 이러한 여건에서 외국 상인들과의 무역은 개항 이후의 

나가사키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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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말기부터 무역업과 고리대업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나가미 가가 

1870년 이후 보여주는 행보를 살펴보면, 중계무역이라는 에도시대 이래의 

전통적 산업에 특화된 무역금융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제 

제18국립은행의 후신인 18은행의 사지(社志)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그 과

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1870년을 전후한 시점에 나가미 가를 비롯

한 나가사키 유력 자산가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나가사키의 회소무역 체제에 

대한 이들의 종속적 관계가 상당기간 유지되고 있었던 흔적이 보인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관(官)의 요청으로 설립된 ‘협력사(協力社)’라는 반민반

관의 금융기관의 존재다.

1869년 12월, 나가사키 현청의 요청으로 나가미 덴자부로, 나가미 간지(永

見寛二), 마쓰다 가쓰고로(松田勝五郎) 등 나가사키의 유력 상인 13인이 가담

하여 ‘협력사(協力社)’라는 조직이 만들어진다.68) 이 협력사의 전신은 산물회

소(産物會所)라는 반민반관의 무역회사였는데, 이것은 제Ⅰ장에서도 언급했던 

해산물 전매 조직인 다와라모노역소(俵物役所)를 계승하여 1865년에 만들어

진 사실상 막부 산하의 조직이었다. 이 산물회소는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에 

메이지 정부로 인계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과거 막부가 나가사키의 회소에서 

무역 이익금을 세금으로 가져갔던 것처럼 이 산물회소의 이익금을 수차례 회

66) 1874년 나가사키 현의 산물 구성을 보면, 농산물이 전체의 약 60% 차지하고 있

으며, 공산품의 경우 23%로, 전국 평균 30% 대비 약 2/3 수준이었다. 長崎縣史, 
p.68. 

67) 18은행의 사지인 百年の歩み, pp.11-12에서는 1874년 무렵 출판된 것으로 추

정되는 長崎名商社社寺版画의 자료를 인용하여 이 당시 나가사키 소재 상사들

의 업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외국무역상(겸 하청도매, 일본산 약재상

을 포함) 29개, 증기선 회조(回漕)업(겸 숙박업) 13개, 담배제조판매(담배 중간상 

포함) 13개, 식료품・의료품 소매업 8개; 長崎市小學校職員會 編, 明治維新以後

の長崎, 1925, pp.388-389에도 1874년 나가사키 소재 주요 회사 18개를 소개한 

자료가 실려 있는데, 업종은 다음과 같다: 상품 중개 및 운송업 6개, 증기선 회

조, 여객, 숙박 3개, 석탄 매매 2개, 인쇄 2개, 기타 5개.
68) 이 협력사와 나가사키 유력 상인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는 18은행의 사지 중

에서도 특히 九十年の歩み, 十八銀行九十年史編纂委員編, 1968, p.11에 가장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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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갔는데, 결국 1869년 말에는 이 산물회소의 자산 전체를 정부가 회수하

고 회소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산물회소는 장부상으로는 

자산으로 남아있지만 막부가 존속하던 시절부터 해산물상인 등에게 빌려준 

상당량 대부금이 있었다. 메이지 정부는 이 대부금까지도 회수할 목적으로, 

앞서 언급한 나가사키의 유력 상인 13명에게 ‘협력사’라는 회사를 조직해서 

이 대부금을 인수하도록 했다. 조건은 이 대부금을 1871년부터 10년에 걸쳐 

정부에 상환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이 대부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이 대부금에는 악성 부채가 많아서 좀처럼 회수가 진행되지 

않았고, 협력사의 운영도 난항에 빠지고 말았다. 이처럼 반민반관적 성격을 

지닌 협력사의 존재는 1859년 나가사키의 개항 이후에도 회소무역의 체제가 

한동안 유지되었으며, 이 회소무역을 바탕으로 자본을 축적한 나가사키의 상

인들이 상당 기간 이 체제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1870년대 이후 이러한 체제가 이완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1872년에 나가미 덴자부로와 나가미 간지 등 협력사를 구성하고 있던 주요 

멤버가 이 조직을 탈퇴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8은행의 사지에 따르

면, 훗날 제18국립은행의 제2대 은행장이 되는 마쓰다 겐고로(松田源五郎)가 

서양의 ‘뱅크’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 기관 설립을 주장하며 나가미 덴자부로 

등을 열심히 설득했다고 한다.69) 그리하여 결국 나가미 가와 마쓰다 가, 두 

집안의 공동출자로 나가미마쓰다상사가 1872년 1월 2일에 개업하였다.70) 이 

회사의 설립에 동참한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제18국립은행의 초대 은행

장이 되는 나가미 덴자부로를 비롯하여 나가미 간지, 마쓰다 겐고로, 마쓰다 

가쓰고로(松田勝伍郎) 등 예외 없이 제18국립은행의 주주가 되는 인물들이

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닌 합자회사의 형태였고, 자본금은 5만 엔이었

다. 이 나가미마쓰다상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확인할 수 없지만, 회

소무역과 고리대업으로 성장한 나가사키 상인들이 세운 최초의 독립적 금융

기관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 나가미마쓰다상사는 개업 1년이 못되어 1872년 

69) 百年の歩み, pp.13-14.
70) 百年の歩み,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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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에,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회사 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 사명도 ‘릿세이회사(立誠會社)’로 개칭하였다. 자본금도 8만 엔으로 

증액 되었다. 릿세이회사의 주주는 총 9명이었는데 모두가 나가미 가와 마쓰

다 가 출신이었다.71) 오늘날 이 릿세이회사의 경영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적

해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18은행의 사료전시실에 보

관되어 있는 릿세이회사관계서류(立誠會社関係書類)라는 문서철에, 릿세이

회사의 상업정칙(商業定則)이 남아있어서 이 금융기관의 업무가 무엇이었

는지는 살펴볼 수 있다. 기록된 영업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예금, 당좌예금, 

당좌대월, 어음할인, 화환어음 취급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후신인 제

18국립은행과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은행으로서의 체제를 갖추

고 있었다. 또한 상업정칙 제22조를 보면, 이미 릿세이회사가 제1국립은행

의 도쿄 본점, 오사카 지점과 환거래약정을 맺어 도쿄, 오사카 등 경제적 요

충지와 물류, 금융의 통로를 확보해 두었음이 확인된다.72) 이 릿세이회사는 

1877년에 제18국립은행이 설립되자 해산하지만, 주주의 구성부터 임원진의 

면면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상이 나가사키에 제18국립은행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나가미 가와 마쓰

다 가의 동향이다. 이 시기에는 나가사키의 회소무역과 고리대업으로 성장한 

나가사키의 자산가들이, ‘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금융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

해 나가는 과정이 포착된다. 

2. 1872년~1876년의 조일무역과 나가사키의 자본

앞서 제Ⅱ장의 제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1871년 나가미마쓰다상사의 설립

부터 1877년 제18국립은행 설립 전까지의 시기는 회소무역과 고리대업을 통

해서 자본을 축적한 나가사키의 상인들이 점차 독립적이고 제도화된 금융기

관을 설립해 나가는 과도기적 시기였다. 그런데 마침 이와 비슷한 시기인 

71) 百年の歩み, p.14.
72) 商業定則(18은행사료전시실), 第二十二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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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부터 1876년까지는 기존의 기유약조 체제는 붕괴되었으나 조일수호조

규는 체결되지 않은 시기로, 공교롭게도 조일무역에 있어서도 역시 과도기적

인 시기였다.

1872년 쓰시마 무역서가 폐지되기 직전까지, 다이묘가시(大名貸)라는 형태

로 무역자금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조일무역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 나가

사키 상인들이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1872년부터 1876년까지의 

과도기 동안, 조일무역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또 나가사키 상인들과의 관계

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일본 외무성의 외교문서에 드문드문 나타나는 조일무역 동향을 살펴

보면, 1872년부터 1876년에 이르는 시기, 쓰시마 상인들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무역을 지속하고 있는 정황이 파악된다. 특히 조선과의 무역

품에 대한 과세(課稅)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 내부의 논의 과정에서, 쓰시

마 상인들의 동향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대 조선 무역 상선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전달하는 이즈하라 출장소의 

문서73)

진(進)제4호부속서류

여러 물품 수출입세에 관한 것은 이번 포고로 인하여 모두 폐지되었지

만, 조선국 수출입 건은 외국과 마찬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추후 지령이 있

을 때까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거두도록 하라는 지시가 본청으로부

터 내려왔으므로, 본 지청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지(明治) 6년 4월 16일74)

이즈하라 출장소

초량공관 어중

73) 外務省調査部 編, 日本外交文書, 第6卷, ｢韓國トノ通交ニ関スル件｣, 1940, 
p.259, 112의 附屬書1.

74) 1873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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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료의 내용은 얼핏 이해하기가 힘들다. 여러 물품에 대한 수출입세가 

새로운 포고로 인하여 폐지되었는데, 조선국은 외국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존

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우선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번 포고”라고 하는 것은, 

1873년 1월 12일자로 공포된 태정관포고제8호를 가리킨다.75) 이 포고의 내

용은 그동안 항만이나 해안, 하구 등을 출입하는 상선에 적재된 물품에 대하

여 부과하던 세금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폐지된 것이 외국 

상선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상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었

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세금이 “국내 일반의 운송을 경색시키고 교역의 이

윤을 저해하여 마침내는 물가 불균등을 조성하므로”76) 폐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나가사키 현청에서는 그간 조선을 왕래하는 쓰시마의 상선을 일본 국내를 

오가는 상선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였

던 것이다. 그러나 1873년 1월부로 이 세금이 폐지되자, 나가사키 현청에서

는 돌연 조선을 왕래하는 쓰시마 상선을 외국을 왕래하는 무역선으로 간주

하고 적용하는 세칙을 바꾸어서 세금을 계속 거두고자 했던 것이다. 나가사

키 현청의 이즈하라 출장소는 위 문서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조선의 초

량에 체재하는 외무성 관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마침 조선에 체류하고 있던 히로쓰 히로노부는 이즈하라 출장소로부터 이 

문서를 접수하자마자 1873년 4월 28일자로 외무성에 이 사실을 상신하며, 

“조선국이 외국인 것은 본래 당연한 것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른)외

국과는 크게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외교가 옹색되어 불통하는 가운데 상인

들도 약간의 잠상들만이 쌍방(雙方)의 묵허(默許) 속에 서로 교정(交情)을 이

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초량 공관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이 과세가 철폐될 

75) 이 사실은 1873년 6월 13일, 외무소보 우에노 가게노리가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

미에게 상신한 문서 (日本外交文書, 第6卷, p.297, 123)속에서 이 포고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된다: “同冬海湾川江ノ船々解税云々ﾉ御布令”
76) 内閣官報局, 法令全書, 明治6年, p,6, ｢明治六年一月太政官第八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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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상신한다.77)

이에 당시 외무경 대리를 역임하고 있던 우에노 가게노리(上野景範) 역시 

태정대신인 산조 사네토미에게 “지금으로서는 기맥이 끊기거나 막히지 않도

록 야간에라도 은밀하게 상로(商路)를 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역

도 또한 1년에 수 만 금(金)의 액수를 넘지 않”으니 정원의 허가를 얻어서 

공연(公然)한 상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면세 조치를 취해달라고 상신한다.78) 

결국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1873년 8월 4일, 대장성 참의 오쿠마 시게노

부 명의로 나가사키 현에 추후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조선을 왕래하는 

상선에 대하여 세금 부과를 보류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79)

과세 문제를 둘러싼 이상의 논의에서 1872년 이후 조일무역의 명맥을 간

신히 이어가는 쓰시마 상인들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외교적 의례를 수반

하는 전통적 무역 관계에 의지할 수도 없고, 근대적 조약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쓰시마의 상인들은 여전히 암암리에 조선과의 무역에 종사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과세를 보류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서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역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1872년부터 1876년까지의 과도기 동안에도 조선과 일본의 접

점에서는 쓰시마 상인들은 여전히 교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조일무역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고, 어떤 상품들이 거래

되었을까? 1872년부터 1876년까지의 시기 동안 조일무역의 규모, 거래 물품

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존재한다. 1872년 11월부터 1874

년 3월까지의 무역 통계 중 일부가 조선사무서(朝鮮事務書)에, 그리고 

1874년 9월부터 1875년 3월까지의 무역 통계가 미야모토대승조선이사시말

(宮本大丞朝鮮理事始末)이라는 또 다른 외무성 외교문서에 수록되어 있

다.80)

77) 日本外交文書, 第6卷, p.254, 112.
78) 日本外交文書, 第6卷, p.286, 123.
79) 日本外交文書, 第6卷, p.298, 130의 附屬書3.
80) 이 통계는 이미 2013년에 정성일이 국내에 소개한 바가 있다: 정성일, ｢1872-75

년 조・일 무역 통계｣, 한일관계사연구, vol.46, 2013, pp.53-118. 그러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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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외무성 관원인 모리야마 시게루가 하나

부사 요시모토에게 상신한 1873년 1월 17일자 보고서에서다.81) 이 통계는 

보고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앞선 1872년 음력 11월의 대 조선 수출입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모리야마 시게루는 “당(當) 감항소(監港所)82)에서 조사한 11

월 중 조선국 통상화물 출입표를 보내드립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이 

통계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표에는 수출입

품의 품명, 수량, 총액, 그리고 수출품에 한하여 세금의 액수가 적혀있고, 수

입품에는 ‘무세품(無税品)’라고 되어있다.

이와 유사한 표가 몇 차례 더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83) 무역통계가 매월 

집계되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중 

일부뿐이다. 이러한 통계가 남아있는 시기에 한해서,수출입 상품의 명칭, 수

출입 수량과 액수, 상품의 단가 등을 알 수 있다. 단, 이 표가 이 당시 조일

무역의 실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앞서 언

급한 것처럼, 조선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이나 수입 모두 세금이 부과되

지 않았고, 암암리에 활동하는 잠상(潛商)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수출액 상품의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었던 1872년 음력 11월의 표의 제외

하면 모든 금액은 한전(韓銭)을 단위로 작성되었다.84) 통계가 남아있는 시기

히 이 통계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다.
81) 朝鮮事務書, ｢卷之十九｣(外務省外交史料館, 레퍼런스코드: B03030171400), 

1873년(明治6年), 1월 17일.
82) 쓰시마의 이즈하라(嚴原) 감항소(監港所)를 말한다.
83) 단, 1872년 음력 11월 통계는 수출품과 수입품을 별도의 표로 작성한 반면, 

1873년 3월 통계부터는 하나의 표에 수출입 내역을 모두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

식의 변화는, 통계의 작성 기관이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주84) 참조.
84) 어째서 1872년 음력 11월 통계는 엔(圓)을 단위로, 그 이외의 통계는 한전(韓銭)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하다. 가능성을 두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첫째, 1872년 11월 통계는 앞서 언급한 내국의 운송세가 폐지되기 이전으로 세

금을 징수해야 했기 때문에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엔(圓)으로 환산한 가격을 

표기했을 수 있다. 둘째, 1872년 음력 11월의 자료는 쓰시마의 이즈하라(嚴原) 
감항소(監港所)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 후 1873년 3월 통계부터 1874
년 1월 통계까지는 작성 기관이 표기되어있지 않지만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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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추려서 수출액과 수입액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1873년 3월~1885년 3월 조일무역 수출입액 규모(단위: 관(貫))85)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월도 많은데다가, 그나마 통계가 있는 월도 수출입

액 규모가 들쭉날쭉하고, 무역수지도 자주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수출입액

을 기준으로 해서는 무역 규모가 팽창하고 있는지 위축되고 있는지조차 단

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무역이 활발한 달에는 수출입액을 합쳐 1만 관(貫) 

이상의 무역량을 보이는가 하면, 저조할 때에는 3천 관을 밑돌기도 한다. 평

1874년 2월 통계부터는 ‘초량공관수출입조서’라고 표기되어 있어, 조선의 초량공

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 작성한 통계는 엔화를 기준

으로, 조선 내에서 작성된 통계는 한전(韓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무역 통계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85) 朝鮮事務書, 卷之十九(1872.11), 卷之二十(1873.3., 1873.4.), 卷之二十三

(1873.7.), 卷之二十四(1873.10.), 卷之二十五(1874.1.), 卷之二十六(1874.2~3.); 宮
本大丞朝鮮理事始末, 丙号乾, ｢草梁公館輸出入物品調書｣(1874.10-1875.3). 이상의 

통계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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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내어보면 약 8천 관 수준이다.86) 그러나 적어도 1873년부터 1875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조선과 일본의 무역이 현상 유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

었다는 것 정도는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는 주로 어떤 상품이 거래되고 있

었을까? 위에서 인용한 무역 통계는 무역상품의 품목별로 수출입 규모를 기

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당시 무역의 구조를 상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에는 

적절하다. 단위가 엔으로 되어 있어서 합산이 어려운 1872년 음력 11월 자

료는 제외하고, 1873년부터 1875년까지 거래된 상품의 액수를 합산하여 그 

액수가 큰 것부터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1873~1875년 수출입액 상위 5개 품목87)(단위: 한전(韓銭))

구분 수입품(조선 → 일본) 수출품(일본 → 조선)
순위 품목 액수 비중88) 품목 액수 비중89)

1
우피

(牛皮)

20,037관

141문
38%

당목면

(唐木綿)

21,503관

500문
35.8%

2
목면

(木綿)

10,236관

5문
19.4%

정동

(丁銅)

9990관

750문
16.6%

3
해삼

(煎海鼠)

6,025관

30문
11.4%

비단

(海黄)

9537관

300문
15.9%

4
백미

(白米)

3,036관

777문
6.9%

천축목면

(天竺木綿)

5582관

400문
9.3%

5
인삼

(人参)

2,443관

50문
5.8%

고동

(古銅)

2823관

324문
4.7%

86) 이것을 엔화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 정확한 환산은 어렵지만, 朝鮮事務書, 
卷之二十五, 1873년 음력 12월자에, “二萬貫文, 即二萬七千圓ナリ”라는 기록이 

보이고, 또 1873년 4월 무역통계에 조선으로부터의 총 수입액 한전 4,036관 370
문을 일본 동전 46,615관 997문, 다시 엔화로는 4,661엔 60전으로 적고 있다. 두 

기록의 환율이 약간 차이가 나지만, 엔과 한전의 교환 비율은 대략 1.15:1~1.3:1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한전 8,000관은 대략 9,200~10,400엔 정도가 된다.

87) 주85)와 동일 자료에서 작성.
88) 해당 기간 전체 총수입액 중 해당 품목의 총수입액 비중.
89) 해당 기간 전체 총수출액 중 해당 품목의 총수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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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품 구성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일본이 조선

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주요 상품은 다시로 가즈이가 분석한 19세기 중엽 

조선의 주요 수출품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목면과 백미는 주로 공무

역을 통해서, 우피와 해삼, 인삼은 사무역을 통해서 주로 쓰시마로 유입되던 

상품이다. 또 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우뭇가사리[天草], 상어지느러미

[鱶鰭] 같은 해산물도 많이 수출되고 있다.90) 

반대로 일본이 조선에 수출하는 상품의 구성은 19세기 전반과는 다소 달

라진 양상을 보인다. 조선과의 무역에서 상품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동(銅)이 여전히 높은 순위에 있지만, 상위 5위 안에 당목면과 비단, 천축목

면 등 직물류(織物類)가 세 가지나 포함되어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수출품에서 당목면의 비중은 전체 수출액 중 35.8%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

다. 당목면은 수입 면포의 총칭인데, 이 당시 일본은 영국이나 중국 등으로

부터 많은 면직물을 수입하고 있었지만, 특히 나가사키 지역은 중국 상하이

로부터 많은 양의 면직물을 수입하고 있었다. 메이지 초기부터 일본으로 대

량 수입되기 시작한 인도산 면제품인 ‘천축목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주목

할 만하다.

상품의 구성이 약간 달라지기는 했지만, 쓰시마 상인들은 여전히 나가사키

를 통해 들어온 수입품을 조선에 재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

선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무역품 중에서 해산물은 역시 나가사키로 이동되

어 중국 등지로 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개항 이후 1880~1890

년대까지의 무역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은 일본과 중국으로 주로 쌀, 콩 등

의 곡물이 수출되고 영국 등 서유럽 제품의 면직물이 일본, 중국을 거쳐 수

입되는 것인데,91) 이러한 무역 구조의 단초가 이미 이 시기에 확인되고 있

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무역에 종사하던 쓰시마 상인들이 어떻게 무역 

90) 동(同) 기간 중 우뭇가사리는 1,471관 800문, 상어지느러미는 660관 840문이 수

입되었다.
91) 이영훈, 한국경제사 I, 일조각, 2016, p.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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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조달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쓰시마 무역서의 해체 이후, 간신히 무역

의 명맥을 이어가던 영세한 상인들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서 

무역을 지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앞서 나가미 가가 1871년 릿세이회사

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하였는데, 1874년 시점에 쓰시마의 상인

이 이 릿세이회사로부터 무역 자금을 빌린 내역이 나가미가문서(永見家文

書)에 포함되어 있다. 고야마 유키노부가 소개한 아래 사료를 살펴보자.

○릿세이회사로부터 무역자금을 빌리는 쓰시마 상인92)

하나. 금(金) 800엔. 단, 소유하고 있는 집과 대지 한 곳을 저당으로 잡

음

이상은 이번에 상담을 드린 사유로, 여러 산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용

하는 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환은 오는 12월 중을 기한으로 

매월 1분(分) 5주(朱)93)의 이자를 더하여, 약정대로 오징어[烏賊], 해삼[煎海

鼠] 및 기타 이곳으로 보낼 물품을 충분히 실어 보내 기일을 어기는 일 없

이 원리금을 상환하겠습니다. 이에 나중을 위하여 증인을 세워 아래와 같

이 보증합니다.

메이지 7년 술(戌) 9월 16일94)

보증인(受人) 시바야마 헤이자부로(芝山平三郎) (인)

차용인(借主) 고오리 가네자부로(郡金三郎) (인)

동(同) 고오리 이헤이(郡伊兵衛) (인)

나가미 덴자부로(永見傳三郎) 님(殿)

릿세이회사(立誠會社) 어중(御中)

이것은 고야마 유키노부가 소개하고 있는 나가미문서(永見文書) 중에서 

‘릿세이회사’가 등장하는 유일한 문서이다. 여기 보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바야마 헤이자부로(芝山平三郎)는 앞서 제Ⅰ장에서 소개한 차용증에도 등

장하는 인물이다. 돈을 빌리는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가미 

92) 小山幸信, 2006, p.272.
93) 1分5朱는 1.5%
94) 1874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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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오랜 관련을 맺고 있는 시바야마 히라자부로를 보증인으로 세워서 무

역품 조달을 위한 자본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Ⅰ장에서 소개

한 사료와는 달리 문서 안에 비록 조선(朝鮮)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해삼이 

이 시기에도 쓰시마 상인들이 조선으로부터 수입하던 주요 상품 중 하나였

다는 점을 고려하면 쓰시마의 상인이 조선과의 무역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서 돈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릿세이회사가 오징

어와 해삼이라는 현물로 상환을 받는 것도 눈여겨 볼 점이다. 앞서 릿세이회

사의 업무 내용이 외견상 은행의 체제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지만, 이

러한 현물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기까지도 여전히 선대

(先貸)를 통해서 사실상 상품을 획득하는 ‘중간상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Ⅲ장에서 릿세이회사의 후신인 제18국립은행의 경

영을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중간상인’적 성격은 제18국립은행으로도 상당부

분 계승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다. 제Ⅰ장에서 살펴본 쓰

시마 번에 대한 다이묘가시(大名貸)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월 1%였다. 그런

데 이 차용증에 따르면 주택과 택지를 저당으로 잡히고도 월이율이 1.5%나 

된다. 쓰시마 번이라는 보호의 테두리가 없어진 이상 쓰시마의 영세 상인들

이 감당해야 했던 대출 조건은 훨씬 가혹해진 것으로 보인다.95) 달리 말하

면, 쓰시마의 상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조일무역에 대한 나가사키 상인자본의 

지배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1871년부터 1877년에 이르는 시기, 나가사키 지역에서는 에도 막부 시대

부터 나가사키의 회소무역과 고리대업으로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점차 무

역금융에 특화된 금융업자로 전환되어 가던 시기였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쓰시마에서는 유사한 움직임이 없었을까? 쓰시마 지역에서 최초의 은행이 

설립되는 것은 1879년의 일이다.96) 그 이전까지 쓰시마에 은행과 유사한 성

95) 그런데 朝鮮事務書, 卷之二十五, 1873년 음력 12월자에, “對州ニテ金利廉ナル
處ハ一分五厘”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월 1.5%의 이율은 그나마 낮은 편

에 속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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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금융기관이 존재했다는 기록도 없다.97) 1879년 쓰시마에서 처음 문을 

연 제102국립은행은 상인들의 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된 제18국립은행과는 성

격이 전혀 다른 은행이었다. 제102국립은행들의 주주들은 대부분이 옛 쓰시

마 번의 사족 출신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질록공채를 자본으로 하여 은행을 

설립했다. 게다가 제102국립은행은 개업 직후부터 제18국립은행에 종속된 

형태의 경영을 보인다.98) 이는 쓰시마 상인들의 자본 축적이 미미하여 조선

과의 무역을 위해서는 나가사키 상인들의 자본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황을 잘 보여준다. 1872년부터 1876년에 이르는 과도기적 기간 동안 조선

과 일본의 접점에서 조일무역의 명맥을 유지한 것은 쓰시마 상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자본을 제공하는 나가사키 상인들이 있었다.

96) 제102국립은행은 1878 11월에 개업면장을 교부받아 1879년 1월 28일에 개업하

였다.
97) 百年の歩み, p.58, <표 2-2> ｢明治10年代, 本縣における銀行類似會社｣
98) 가령 제102국립은행이 조선의 부산, 원산에 지점을 출점한 이후에 이 지점들은 

사실상 제18국립은행의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것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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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18국립은행의 설립과 조일무역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다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1876년 11월, 나가사키와 부산을 잇는 증기선 항로가 개설되

었고,99) 1878년 3월에는 일본에서 설립된 최초의 국립은행인 제1국립은행의 

지점이 부산에 설치되어 6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100) 개항 직전 조선의 

무역액은 국내총생산의 2% 미만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나,101) 조선이 부산, 

원산, 인천을 차례로 개항하고 또한 1882년에 조선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조

선상민수륙무역장정(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102)이 의정된 이후로는 대 중

국 무역도 활기를 띠면서 1880년대 조선의 무역액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

한다. 이 시기 조선의 무역액 증가를 견인한 것은 쌀, 콩, 우피, 금(金) 등의 

수출, 그리고 주로 영국제 면제품의 수입이었다.

그런데 개항 이후 조선의 무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개항 직후

의 무역 형태는 개항 이전부터 이어져 온 무역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쌀, 콩, 우피 등은 1872년 이래 이미 쓰시마 상인들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

되던 상품이고, 면제품 역시 나가사키를 거쳐 쓰시마 상인들을 통해 조선으

로 유입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을 담당하는 쓰시마 상인들에게 자

본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 점차 무역금융에 특화된 은행으로의 전환을 시

도하고 있던 나가사키의 상인들이었음을 제Ⅱ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99) 나애자, 1988, ｢개항후 청·일의 해운업침투와 조선의 대응｣, 이화사학, vol. 
17/18, p.409,

100) 第一銀行史, 第一銀行八十年史編纂室編, 1957, p.415.
101) 이헌창, 2004, ｢한국 전근대 무역의 유형과 그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vol.36(0), p.102.
102) 이 장정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에서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 조청상민수륙무역장

정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권혁수는 중국어로 작성된 이 장정의 유

일본을 통해서 정식 명칭이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명칭을 사용하였다. 權赫秀, ｢조공관계체제 속의 근대적 통상

관계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vol.28, 2010, 
pp.273-2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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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엽 이래 쓰시마 번에 대한 다이묘가시(大名貸)를 시작으로 조일

무역에 깊숙이 관여한 나가미 가는, 1871년 릿세이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조일무역에 종사하는 쓰시마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역 자금을 제공하고 현

물로 상환을 받는 선대(先貸)적인 고리대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일

수호조규가 체결된 이듬해인 1877년, 이들은 릿세이회사를 임의해산시키고 

제18국립은행을 설립한다. 그렇다면 제18국립은행으로의 전환 이후 이들의 

경영에는 어떤 연속성과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들의 경영활동은 조일

무역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였을까? 본 장에서는 18은행이 발간한 사지

(社志)와 제18국립은행의 창립 당시인 1877년부터 1887년까지의 실제 영업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색해본다.103)

1. 제18국립은행의 설립 배경과 그 특징

1872년 개업하여 5년간 영업을 지속한 릿세이회사는 1877년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어 해산하고, 대장성으로부터 국립은행 설립 허가를 얻어 이 해 12

월 20일부터 제18국립은행으로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였다.104) 제18국립은

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제정한 ‘국립은행조례’에 따

라 설립된 은행이었다. 국립은행은 일본 정부가 국내 상업의 진흥을 뒷받침

할 금융기관을 설립함과 동시에 메이지 정부 초기 남발되었던 정부지폐를 

소각시키고 이를 대체할 은행권을 발행할 목적에서 정책적으로 설계한 은행

을 말한다.105)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이면서도 국가에서 발행한 공채를 

103) 百年の歩み, p.73의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100주년 기념 사지가 편찬될 때까

지(1978년),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인 實際考課狀은 전체가 18은행 안에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2018년 현재는 그 소재가 묘연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 

중 1877년 개업당시부터 1887년까지(단, 1881년 하반기 1부를 제외)의 영업보고

서가 규슈대학도서관에 元山文庫라는 분류 아래 소장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이것을 참고하였다.
104) 릿세이회사의 주주 9명은 모두 제18국립은행의 주주로 참여하였다.
105) 明治財政史에서는 국립은행조례 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해

당 조례를 재정한 데에는 두 가지 중대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상업을 위한 



- 42 -

담보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이러한 은행의 제도는 미국에

서 1863년에 제정되고 1864년에 개정된 ‘국립은행법(National Bank Act)’ 상

의 은행 제도를 상당부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106)

그런데 제18국립은행은 1872년에 제정된 최초의 국립은행조례가 아닌, 

1876년 9월 1일자 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국립은행이다.107) 이 개정

안은 은행설립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1872년 국립은행조례의 

지나치게 엄격한 국립은행설립 조건으로 인하여 당초 메이지 정부의 취지와

는 달리 은행설립이 지지부진하였기 때문이다.108)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직전

까지 국립은행은 겨우 4개만이 설립되었고, 이 4개 은행이 공채증서를 저당

으로 잡히고 획득한 은행권발행 금액은 겨우 207만 엔에 불과하여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1억 엔의 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109)

금융기관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정부발행지폐의 소각(銷卻)처분을 위한 

것이었다.” 明治財政史, 第13卷, p.1.
106) 미국의 ‘국립은행법(National Bank Act)’에 따른 은행설립의 조건과 은행권 발행

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Rothbard, Murray, N., 2002, a History of Money and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The Colonial Era to World War II, Ludwig von 
Mises Institute, pp.135-136에 자세하다. 또한 국립은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수

많은 연구가 있으나, 비교적 최근의 연구 중에는 阿部隆, 2011, 日本における近

代的金融制度の形成と國立銀行, 新潟大學大學院現代社會文化硏究科에 국립은행

의 성립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한 분석이 상세하다.
107) ｢明治9年太政官布告第106号｣. 이 개정안 전문은 内閣官報局, 法令全書 明治9年, 

pp.81-147에 수록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질록처분의 결과로 사족들에게 지급

된 질록공채를 국립은행권 발행을 위한 저당으로 설정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 그리고 국립은행권에 대한 정금(正金)으로의 태환 의무를 폐지한 것 등이었

다. 또한 이 개정 이후, ‘은행’이라는 명칭을 국립은행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08) 1872년이 제정된 국립은행조례의 은행설립조건, 특히 은행권 발행의 조건은 이 

조례의 모델인 미국의 ‘국립은행법(National Bank Act)’보다도 훨씬 엄격했다. 미
국의 경우에는 은행의 규모에 따라서 발행한 은행권 총액의 15~25% 정도를 지

급준비금으로 보유하면 되었지만(Rothbard, Murray, N., 2002, p.136), 일본의 국

립은행의 경우에는 총 자본금의 40%, 발행한 은행권 총액 대비로는 66%까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했으며, 게다가 태환(兌換)에 대비하여 전액을 정금(正
金)으로 보유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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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메이지 정부는 은행설립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조치를 담아서 

1876년에 국립은행조례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말미

암아 1876년 이후에는 일본 전국 각지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은행을 설립하는 국립은행 설립 붐이 일어나게 되고, 불과 3년 후인 1879년 

영업허가를 획득한 국립은행의 수는 총 153개에 이르게 된다.110)

<표 5> 설립자본금규모별 국립은행 수111)

자본금

(엔)

10만 

미만

10만 

이상

20만 

미만

2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40만 

미만

4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합계

은행수

(비율)
71(46.4%) 47(30.7%) 25(16.3%) 5(3.3%) 1(0.7%) 2(1.3%) 1(0.7%) 1(0.7%) 153

자본금 

합계

(비율)

4,295,000

(11.4%) 

5,335,000

(14.1%) 

5,510,000

(14.6%) 

1,550,000

(4.1%) 

400,000

(1.1%)

1,300,000

(3.4%) 

1,500,000

(4.0%) 

17,826,10

0(47.3%) 

37,716,100

위 표는 1873년부터 1879년까지 설립된 153개의 국립은행을 그 설립자본

금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해 본 것이다. 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09) 阿部隆, 2011, p.37.
110) 1879년 11월 11일, 교토에서 설립된 제153국립은행에 대한 개업면장이 교부된 

것을 끝으로 더 이상의 국립은행 설립은 없었다. 1873년부터 1879년까지 설립허

가를 득한 국립은행의 총 수는 153개이지만, 이 153개의 은행이 모두 동시에 존

재한 적은 없었다. 몇몇 은행들이 도산하거나 합병되면서 국립은행의 총 수는 

1879년과 1880년 시점에 151개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0
년 후인 1890년에는 그 수가 134개로 줄어든다. 10년 사이에 1/10 이상의 은행

이 사라진 것이다. 초창기 국립은행들의 안정되지 않은 경영 여건의 일면을 확

인할 수 있다. 明治財政史 第13巻, pp.604-605.
111) 해당 표는 明治財政史 第13巻, p.260-273에 수록된 ｢國立銀行創立時期資本金

高及発行紙幣高表｣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단, 해당 자료는 1876년 국립은행조

례 개정 이후 새롭게 개업면장을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에는 오노구미(小野組)의 파산으로 감자를 단행한 제1국립

은행의 자본금 총액은 150만 엔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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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개의 국립은행들 중 약 77%에 가까운 수는 20만 엔 미만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다. 제18국립은행은 바로 이 하위 77% 그룹에 속한다. 자본의 규모 

면에서 보자면 제18국립은행이 결코 규모가 큰 은행은 아니었다. 참고로 국

립은행들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최초로 조선에 진출한 제1국립은행의 

경우에는 244만 800엔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규모 면에서 모든 국립은행

들 중 2번째로 컸다.112)

이와 같은 은행설립의 붐을 두고 취약한 자본구조를 가진 소규모 은행들

이 난립(亂立)한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 각지에서 태동한 소규모 은행들이 지역경제의 구심점

으로 작용한 측면에 주목하여, 이러한 은행들을 이른바 ‘릴레이션십 뱅킹

(relationship banking)’113)의 원형으로까지 간주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

다.114) 국립은행 설립허가 취득 당시에 부여받은 번호를 아직까지도 유지하

고 있는 6개의 은행을 비롯하여115) 153개의 은행 중 반수에 이르는 약 70여 

개 은행이 인수・합병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방은행으로 계승되

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116) 일본 전국 각지에서 설립된 국립은행들이 지역경

112) 제1국립은행이 1873년 개업할 당시 자본금은 244만 800엔이었지만, 1874년에 

제1국립은행의 2대 출자자 중 하나였던 오노(小野) 가문이 파산하면서 거액의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0만 엔의 감자(減資)를 단행하였다. 明
治財政史 第13巻, pp.260-273의 통계는 1876년 국립은행조례 개정 이후를 기준

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제1국립은행의 설립자본금이 150만 엔으로 표기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1국립은행의 설립 당시 자본금과 오노 가문 파산

에 따른 감자의 경과에 대해서는 第一銀行史, p.90과 p.198을 참조.
113) 릴레이션십 뱅킹이란 다른 말로는 지역밀착형금융(地域密着型金融)이라고도 하

며, 특정 지역의 고객과 장기간에 걸쳐 쌓아올린 친밀한 관계에 바탕하여 지역

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융자 등을 수행하는 금융서비스를 일컫는다.
114) 南地伸昭, ｢國立銀行設立にみるリレーションシップバンキングの原型 : 地域金融

の圓滑化と殖産興業｣, 生活経済學會, 生活経済學硏究, vol.21(0), 2005, 
pp.43-57.

115) 국립은행 설립 당시 부여 받은 번호를 현재까지도 은행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

는 6개 은행 및 해당 은행들의 본점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제4은행(新潟市), 16
은행(岐阜市), 18은행(長崎市), 77은행(仙台市), 105은행(津市), 114은행(高松市). 
이 외에 제19은행과 63은행이 합병하여 만들어진 ‘82은행’(19+6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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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중심으로서 기능한 측면 역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이미 제Ⅰ장과 제Ⅱ장을 통해 살펴보았듯, 이 은행의 설립 주체가 나가사

키 지역에서 에도시대부터 활동해오던 무역상인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은행이 설립 이후 무역상인들에 대한 자금 융자와 무역품에 대한 해상보험 

등 무역과 관련된 영업에 특화된 경영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제18국립은행

은 나가사키라는 지역의 ‘지역성(地域性, regionality)’을 뚜렷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18국립은행은 중계무역이라는 산업에 특화되어 

있던 나가사키에서 축적된 상인자본이 무역금융에 특화된 은행자본으로 전

화되어 간 실증적 사례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제18국립은행의 창립 당시의 주주들을 살펴보면, 전체 65명의 주주들 중 

약 83%에 달하는 54명이 평민 출신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전당포를 운영하

는 대부업자이거나 상인들이었다.

<표 6> 제18국립은행 주주의 신분과 직업117)

구분
주주의 신분 주주의 직업 구성

합계
사족 평민 임원118) 대부업119) 상인120) 기타121)

주주수 11 54 10 16 21 18 65명

보유주식 177 1423 650 403 390 157 1,600주

지분율 11.1% 88.9% 40.6% 25% 24% 10% 100%

116) 南地伸昭, 2005, p.53.
117) 創立証書의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작성. 創立証書의 주주명부는 百年の歩み, 

pp.51-54에도 수록되어 있다.
118) 제18국립은행 소속 임원을 의미한다. 은행장[頭取], 이사[取締役], 지배인(支配人) 

등이 포함된다. 
119) 주주명부에는 ‘질상(質商)’으로 되어있다. ‘질상’은 통상 담보를 잡고 금전을 빌

려주는 ‘전당포’와 같은 개념이다.
120) 무역상(貿易商), 주상(酒商), 석탄상(石炭商) 등 다양한 업종이 있으나, ‘상인’의 

카테고리로 묶었다.
121) 기타 항목에는 교사, 의사, 직인(職人), 관리 및 기타, 그리고 직업 표기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직업란이 공란인 경우는 평민의 경우 54명 중 6명(11%), 사
족의 경우 11명 중 7명(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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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주주들 중에는 역시 ‘나가미(永見)’와 ‘마쓰

다(松田)’라는 성(姓)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보인다. 나가미의 성을 가진 주

주는 모두 8명으로 합계 489주(48,900엔), 마쓰다의 성을 가진 주주는 모두 

4명으로 300주(30,000엔)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합

산하면 789주(78,900엔)로, 총 자본금액 16만 엔의 절반에 육박한다.122) 주주 

전체가 오직 나가미 가와 마쓰다 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릿세이회사

보다는 구성원이 다양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이 나가사키의 회

소무역과 고리대업으로 성장하여 금융회사로 발전한 릿세이회사의 계보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대 은행장은 나가미 

덴자부로, 지배인은 마쓰다 겐고로가 맡았다.

 

2. 조선에 진출한 국립은행

1873년 제1국립은행이 처음 설립된 이래, 1876년의 국립은행조례 개정을 

거쳐 1879년까지 일본 전국에는 153개의 국립은행이 설립되었다. 이 은행들

은 앞 절에서 서술한 것처럼 은행설립의 호기를 타고 금융업에 대한 지식이

나 경영의 비전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립된 은행들도 있는가 하면, 지역의 인

적 네트워크나 재래의 산업과 밀착하여 지역경제의 구심점으로 성장한 은행

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립은행들 중에서 특히 조선과의 관계가 주목

되는 은행들이 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이후 조선의 개항장을 중

심으로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여 조선 진출을 시도한 은행들이다. 153개

의 국립은행들 중 조선 진출을 시도한 은행은 모두 4개로, 이 은행들을 진출 

시기에 따라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22) 百年の歩み, p.50의 기록에 의하면 마쓰다 가쓰고로와 마쓰다 겐고로는 본래 

쓰루노(鶴野) 가 출신인데, 마쓰다 가에 양자로 들어갔다. 주주 중에는 이 쓰루

노 성씨를 가진 인물들도 2명이 확인된다: 쓰루노 도키조(鶴野常藏), 30주(3,000
엔); 쓰루노 기주로(鶴野喜十郎), 5주(500엔). 이 두 사람이 보유한 주식을 마쓰

다 가의 주식과 합산할 경우, 나가미 가와 마쓰다 가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는 

824주가 되어, 총 주식수의 절반을 약간 상회(51.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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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선에 진출한 일본 국립은행의 본점 소재지와 조선 진출 시기123) 

순번 은행명 본점 소재지 개업 시기
조선

진출 시기

조선 내

최초 거점

① 제1국립은행 도쿄 1873년 1878년 부산

② 제102국립은행 이즈하라124) 1879년 1881년(?) 부산

③ 제18국립은행 나가사키 1877년 1890년 인천

④ 제58국립은행 오사카 1878년 1892년 인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국립은행들과 그 은행들이 일본에서 개업한 시기와 

장소, 그리고 조선에 진출한 시기 및 조선 내 어느 곳에 최초의 거점(지점 

혹은 출장소)을 두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20세기 

이전에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국립은행은 도합 네 개였다.

153개의 국립은행 중 4개의 은행이 조선에 진출하였다면 이것을 많다고 

보아야 할까, 적다고 보아야 할까? 절대적인 많고 적음을 평가하기는 어렵지

만, 일본의 국립은행이 조선 이외의 나라에 진출한 사례와 비교해봄으로써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1897년 국립은행조례가 폐지되기 이전에 해외에 지점을 출점한 사례는 조선

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국립은행 이외의 은행들로 시야를 넓혀도 20세기 이

전의 해외 진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중국의 경우 제1국립은행이 조선 진출

보다 이른 시기인 1877년 무렵에 대장성의 요청으로 상하이에 출장소를 세

우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지만, 고문이었던 알렉산더 앨런 샌드(A.A. 

123) 제1국립은행과 제18국립은행이 조선에 진출한 시점은 각각 ‘제1은행’과 ‘18은
행’이 발간한 사지(社志)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第一銀行史, p.414, 百年の
歩み, p.104.) 제102국립은행의 경우에는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에 1881년 

상반기부터 제102국립은행 조선 부산포 출장소와의 거래 내역이 등장하는 것에

서 조선 진출 시점을 짐작할 수 있으나.(第八回明治十四年加上半季實際考課狀, 
p.32.), 정확한 지점 설립일은 알 수 없다. 제58국립은행과 관련하여서는 阿部隆, 
｢大阪における國立銀行の設立と特質｣, 現代社會文化硏究, 2009, pp.76-77을 참

조.
124) 이즈하라(嚴原)는 과거 쓰시마 번(對馬藩)의 번청(藩庁)이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현재는 행정구역상 쓰시마 시(對馬市)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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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d)의 적극적인 만류로 계획 자체가 철회되었고,125) 이후 1880년에 설립

된 요코하마정금은행(横浜正金銀行)이 1893년 상하이에 출장소를 세운 것이 

최초의 중국 진출이다.126) 대만의 경우에는 1894년에 오사카에서 설립된 중

립은행(中立銀行)이 1895년에 타이베이(台北), 지룽(基隆), 타이난(台南) 등지

에 출장소를 세운 것이 최초였다.127) 

그렇다면 1878년부터 1892년까지 무려 4개의 국립은행이 조선에 진출한 

것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이 은행들의 조

선 진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 이제 다시 <표7>로 돌아가 보자.

조선에 가장 먼저 진출한 은행은 제1국립은행이었다. 이 은행은 이름에서

도 알 수 있는 것처럼 1872년에 제정된 국립은행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허가

를 취득한 최초의 은행으로서, 일본 내에서 ‘은행’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

한 금융기관이다. 그리고 동시에 조선에 진출한 최초의 일본 금융기관이기도 

하다. 제1국립은행은 1873년 일본 도쿄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은행 설립에 대부분의 자본을 댄 것은 당대의 부유한 가문이었던 미쓰이(三

井)와 오노(小野) 두 가문이다. 시마다(島田) 가문과 함께 ‘가와세가타산케(爲

替方三家)’라 일컬어졌던 이들 가문은, 잘 알려진 것처럼 메이지 정부 수립 

당시부터 국고금의 출납을 담당하며 국가의 재정・금융 정책과 밀접한 관계

에 있었다.128)

제1국립은행의 후신인 제1은행이 발간한 사지(社志)인 제1은행사(第一銀

行史)의 기술에 따르면, 제1국립은행의 설립에 출자한 미쓰이와 오노 두 가

문 모두 당초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

립은행의 설립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하는데,129) 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

125) 岡田俊平, ｢アラン・シヤンドの國立銀行批判｣, 成城大學經濟硏究 vol.47/48, 
1974, pp.9-29를 참조.

126) 中國金融史编写组, 中國金融史, 四南财经大學出版社, 1993, pp.163-164.
127) 臺灣銀行, 臺灣銀行十年志, 1910, p.2.
128) 池田浩太郎, ｢明治初期における官金取扱の財政的意義｣, 成城大學經濟硏究

vol.14, 1963, pp.23-46
129) 第一銀行史,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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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국립은행 설립에 출자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은행장 자리에 취

임하기까지 한 인물이 당시 정부의 고위 관료이자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경제인 중 한 사람인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였다. 설립 당시의 자본금 

총액은 244만 800엔이었는데, 이는 약 4년 후에 개업하는 제18국립은행의 

창립 자본금 16만 엔과 비교하면 약 15배 이상 큰 규모였고, 1879년까지 설

립이 인가된 153개의 국립은행들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었다. 제1

국립은행은 명실상부 당대의 메가뱅크였던 셈이다.

이 제1국립은행이 조선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제1은행사에서

는 부산지점의 개설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부산의 개항 이래 “일한무역은 

급속하게 발전하여, 환어음[爲替]・화환어음]荷爲替]의 방법을 마련하여 대부

(貸付)의 편리함을 꾀하여 한전(韓銭)의 교환을 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130)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원활한 자금 융통이나 

환전을 통해서 대외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은 정부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식민지금융정책을 연구한 나미가타 쇼이치

(波形昭一)는 제1국립은행의 조선 진출 목적을 크게 ①환어음・화환어음의 

취급, ②한전(韓銭)에 대한 교환 ③조선 내에서 일본 통화의 유통 촉진, ④조

선산 금의 매집 등의 네 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다.131) 관료 출신이 은행장으

로, 또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정상(政商) 가문이 대주주로 있는 제1국

립은행은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준공공기관적 성격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금융기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조선 진출에 성공한 제1국립은행은 

이후로도 1880년에 원산, 1883년에 인천이 차례로 개항하자 즉시 해당 지역

에 출장소를 설립하는 등 조선의 개항장과 일본 사이에 금융의 통로를 연결

하는 데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132)

한편 제1국립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선에 진출한 제102국립은행은 앞

서 제Ⅱ장 말미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옛 쓰시마 번 출신의 사족들이 설립

130) 第一銀行史, p.414.
131) 波形昭一, 日本植民地金融政策史の硏究, 早稲田大學出版部, 1985, p.41.
132) 제1국립은행은 1880년 5월에 원산 출장소를, 1883년 11월에 인천 출장소를 각

각 설립하였다. 第一銀行史, pp.4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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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이었다. 개업면장은 1878년 11월 28일에 교부되었지만 영업을 시작

한 것은 이듬해인 1879년 1월 28일부터였다.133) 국립은행들 중에서 비교적 

늦게 설립되었고 자본금도 5만 엔으로 국립은행들 중에서도 비교적 적은 편

에 속했다. 그러나 이 은행이 특이한 점은 먼저 설립된 제18국립은행이나 

제58국립은행보다도 훨씬 빠른 시기에 조선에 지점을 출점하였다는 것이다. 

제102국립은행이 부산에 출장소를 개업한 시기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 상으로는 1881년 상반기부터 제102국립은행의 

부산 출장소와의 거래 내역이 등장한다. 이즈하라의 본점이 문을 연 지 약 2

년만에 해외 영업 거점을 구축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정책적인 목

적을 가지고 조선에 진출한 제1국립은행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조선과의 무

역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던 쓰시마 상인, 사족들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

목이다.

이처럼 도쿄에서 설립된 당대의 메가뱅크인 제1국립은행과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쓰시마에서 설립된 군소은행인 제102국립은행이라는 성격을 전

혀 달리하는 두 은행이 불과 수 년의 시차를 두고 조선에 진출하였다. 그런

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 두 은행이 모두 나가사키의 제18국립은행과는 특수

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선 조선과 일본 사이에 금융의 통로를 열어

서 편리한 송금과 무역대금 회수의 방편을 제공하는 것을 조선 진출의 목적

으로 내걸었던 제1국립은행은 1878년 부산지점의 설치 직후에 가장 먼저 나

가사키의 제18국립은행과 ‘환거래약정(correspondence agreement)’을 체결하

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환거래약정 체결의 시점은 1878년 3월 22일 이전으로, 이는 심지

어 제1국립은행의 부산 지점이 영업을 시작하는 6월 6일보다도 이른 시기였

다. 실제로 제1국립은행의 1878년 하반기 영업보고서를 살펴보면 부산 진출 

첫 해인 이 때 제1국립은행의 부산지점이 환거래약정을 맺은 은행은 제18국

립은행이 유일하다. 이는 조선으로 진출하는 제1국립은행의 입장에서 부산과 

133) 明治財政史 第13巻, p.266의 통계를 통해서 개업면장의 교부일과 실제 영업개

시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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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를 연결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것을 보

여준다.134)

한편 제102국립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의 설립 과정부터 제18국립은행과 매

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제18국립은행의 사지(社志)는 제102국립은행과의 

특수한 관계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동행(同行, 제102국립은행을 가

리킴)은 설립 과정에서 당행(当行, 제18국립은행을 기리킴)의 지도를 청하고 

원조를 받는 등 그 관계가 밀접하였다.”135)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듯,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제102국립은행 관계 자료 중 제102국립은행창립증서

(第百二國立銀行創立証書)와 제102국립은행정관(第百二國立銀行創定款)이 

18은행의 사료전시실에 소장되어 있다. 제102국립은행은 설립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경영면에서 제18국립은행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다. 1894년에 제102국립은행이 경영 파탄의 위기에 빠지자 제18국립은행

은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으로부터 사태 수습 업무를 위촉받아 제102

국립은행에 대한 관리에 나선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136)

성격이 전혀 달랐던 제1국립은행과 제102국립은행이 조선에 진출하면서 

공히 제18국립은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제18

국립은행이 조선에 직접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이 두 은행에 비하면 상당히 

나중의 일이지만, 진출 이전 시기에도 조일무역에 있어서 제18국립은행의 영

134) 第十一回半季實際考課狀(日本銀行調査局編, 日本金融史資料明治大正編, 第三

卷, ｢銀行全書｣, pp.220-263에 수록)의 ｢第一國立銀行コルレスポンデンス約定一覧
表｣ 참조. 한편, 第一銀行, 韓國ニ於ケル第一銀行, 1908, p.385에 제1국립은행

과 제18국립은행의 관계에 대하여 “특히 18은행은 메이지 12~3년의 교류 이래

로 한국과 관계가 있었으며, 본행과 제휴하여 동국(同國) 경제계의 발전에 힘을 

다한 바 적지않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메이지 12~3년은 1879~80
년에 해당하고, 제18국립은행과 환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은 1878년, 제18국립은

행이 조선에 지점을 출점한 것은 1890년으로 어느 것과도 연도가 맞지 않는다. 
1908년이라는 매우 이른 시기에 작성된 문건임에도 기록이 다소 부정확하다.

135) 百年の歩み. p.105.
136) 이 같은 사실은 18은행 사료전시실에 소장되어 있는 金庫及日本銀行代理事務

取扱委託約定書를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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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제18국립은행은 어

떤 연유로 조일무역에 있어서 그처럼 중요한 은행으로 부각되었던 것일까? 

또 제18국립은행과 제1국립은행, 제102국립은행의 밀접한 관계는 19세기 후

반 조일무역에서 어떻게 기능하였을까?

3. 제18국립은행의 조일무역 참여 과정과 그 특징

1878년 상반기의 영업 결과를 정리한 메이지11년상반계실제고과장(明治

十一年上半季實際考課狀은 제18국립은행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된 영업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안에는 중국과 조선, 두 무역 

상대국으로 영업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제18국립은행의 비전이 드러난

다. 조금 길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자.

청국(淸國)과의 통상을 융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오늘의 급선무로서, 

상업의 방침도 그 한 점에 귀결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상하이에 

지점을 설치하여 환・화환 및 환전 등의 통로를 열어서 상인들에 편리함을 

주고 통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일도 또한 일천하니 아직 그 뜻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

서 상하이에 출장 나간 미쓰이물산회사(三井物産會社)와 ‘코레스폰덴스’ 약

정137)을 맺어 미리 은행환거래의 단서를 열어 점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을 희망하여 1월 12일 그 약정을 맺고 대장성에 청원하여 2월 6일 공인을 

얻었다.138)

뒤이어 조선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언급을 하고 있다.

조선 통상의 길이 차츰 열려 상인들이 왕래하는 것도 점차 많아지니, 기

운이 이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 우선(郵船)의 편, 항로가 본항(本港)에

137) correspondence agreement, 즉 환거래약정을 의미한다.
138) 明治十一年上半季實際考課狀,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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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한다.139) 이로써 살피건데, 청국(淸國)과 마찬가지로 (지점 설립에)

착수해야 하는 것은 가장 힘써야 할 급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청국의 

경우와)마찬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행히 그곳(조선) 부산포에서 

제1국립은행 지점이 설치되는 호기를 만났다. 이에 (제1국립은행 부산지점

과)서로 조회하여 환[爲換] 및 화환[荷爲換]의 약정을 맺어 3월 22일 이를 

대장성에 품청하였다.140)

무역업에 경영의 초점을 맞춘 은행답게 개업 초창기부터 주요 무역 상대

국으로의 영업 확대를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자금과 경험의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다. 제18국립

은행이 해외로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해 선택한 우회로는 이미 해외에 진출

한 타 금융기관과 ‘환거래약정(correspondence contract)’을 맺어서 금융의 통

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환거래약정이란 하나의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 주로는 해외에 직접 

지점을 내는 대신 그곳에 이미 존재하는 타 금융기관과 일종의 업무제휴를 

맺어 지점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이와 같은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은행을 통하여 멀리 떨어져있는 곳으로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을 추심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먼 곳으로 상품을 보낼 때 이 

상품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인 화환어음[荷爲替]의 취급은 현대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무역대금의 수취 방법으로, 뒤에 더 자세하게 서술하겠지만 

무역금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다. 제18국립은행은 이처럼 영업 초

창기부터 중국과 조선, 양쪽 모두에 금융의 통로를 열어서 영업망의 확대를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한 영업의 내용은 전

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우선 제18국립은행의 대 중국 영업을 살펴보자. 제Ⅰ장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제18국립은행 설립의 주축인 나가미 가는 당인야시키(唐人屋敷)를 통

해서 중국 상인들이 들여온 수입품을 낙찰받아 일본 국내에 유통하거나 반

139) 1876년 11월부터 운항을 시작한 郵船汽船三菱會社의 우선(郵船)을 말한다.
140) 明治十一年上半季實際考課狀,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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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일본의 수출품을 납품하는 상업 활동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였다.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맺으며 

일본 내의 항구를 차례로 개항하자, 에도시대 유일한 개항으로서 무역상 독

점적 이익을 향유하던 나가사키의 입지는 약화되었지만,141) 그러한 가운데에

서도 대 중국 무역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표 8> 나가사키의 주요 항구별 수출입액 비교(단위: 엔)142)

수출 1883년 1884년 1885년 1886년 1887년
홍콩 747,559 956,571 1,078,056 1,304,451 1,136,475
상하이 746,829 899,278 1,156,407 1,185,879 953,596
런던 437,518 751,947 87,412 653,433 326,699

샌프란시스코 297 1,251 1,929 1,758 1,678
수입 1883년 1884년 1885년 1886년 1887년
홍콩 224,941 343,667 435,665 357,455 535,611
상하이 399,658 437,782 617,932 441,833 425,246
런던 4,902 2,368 15,478 28,967 37,907

샌프란시스코 15,501 8,010 23,949 22,543 21,368

1883년부터 1887년까지 나가사키의 주요 항구별 수출입액 비교표를 보면, 

홍콩과 상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히 수입액에 있어서는 상하

이에서 수입되는 액수가 대체로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액수를 초과한다. 이

러한 상황에서 대 중국 무역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온 나가사키 상인들이 중

국으로의 영업 확대를 고려하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을 것

이다. 제18국립은행이 1877년에 상하이에 출장소를 세운 미쓰이물산회사와 

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 중국 금융 업무에 대비한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영업보고서 상에 나타나는 대 중국 영업의 실상

141) 수출입액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나가사키는 일본의 개항 직후인 1859년에 이

미 요코하마(横浜)에 추월당하였고, 1878~1882년 무렵 일본 전체의 수출입액 규

모 대비 나가사키의 수출입액 비중은 약 6.25%로 하락하였다. 長崎縣史 近代

編, pp.446-447.
142) 古田和子, 2000, p.7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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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빈약했다.

미쓰이물산회사는 1876년 설립되어 1877년에 상하이에 출장소를 세운 무

역회사로,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었지만 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금융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본업인 무역 외에 현지의 일본 상인들을 위한 

환전 업무나 어음 취급 업무를 보조업무로 취급하고 있었다.143) 제18국립은

행은 환거래약정을 맺었음을 보고하는 1878년 상반기부터 이 미쓰이물산회

사와의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규모로 송금이 이루어진다.

<표 9> 제18국립은행과 미쓰이물산회사 간의 송금 내역(단위: 엔)144)

구분 나가사키 → 상하이 상하이 → 나가사키

1878 년 상반기 9,960 5,000
1878 년 하반기 25,915 22,112
1879 년 상반기 40,216 45,500
1879 년 하반기 22,091 19,665
1880 년 상반기 34,587 48,505
1880 년 하반기 13,270 18,351
1881 년 상반기 42 0

제18국립은행과 미쓰이물산회사가 주고받은 금액은 엇비슷한데, 1880년 상

반기까지 송금이 이루어지다가 하반기부터 그 액수가 감소하더니, 1881년에

는 상반기를 통틀어 제18국립은행이 42엔을 상하이로 송금한 것이 고작이다. 

1882년이 되면 매반기의 영업보고서마다 실려 있는 환거래약정 기관 리스트

에서도 미쓰이물산회사의 이름이 사라진다. 이후 1887년 하반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광업양행(廣業洋行)이라는 곳에 3,663엔을 송금하는 기록이 등장하

기 전까지, 중국 쪽으로 돈으로 송금한 기록도, 송금을 받은 기록도 전무하

다.

143) 藤田幸敏, ｢創業期三井物産の爲替業務｣, 経営研究, vol.13(3), 2000, pp.379-391
을 참조.

144) 각기 實際考課狀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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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뿐만 아니라, 무역금융에서 매우 중요한 화환어음을 취급한 기록은 

1878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는다. 같은 시기 조선에 진출

한 은행들과의 사이에서 화환어음의 취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나가사키와 상하이의 무역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동안, 나가사키 상인 자본을 대표하는 무역은행인 제18국립은행이 이 무역에 

사실상 아무런 참여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은 

나가사키 상인들의 금융업이 중국과 나가사키 사이의 무역 구조 속에 진입

하는 데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당시 나

가사키의 대 중국 무역과 대 조선 무역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나가사키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과의 거래는 일본 내에 진출해 

있는 중국 상인들과의 거래였던 반면, 조선과의 거래는 조선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과의 거래였다. 거래의 창구를 독점하던 회소(會所)가 없어졌을지언정, 

이미 일본 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상인들과 거래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당인야시키(唐人屋敷)에 묶여있던 중국 상인들과 거래하는 것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던 것이다. 나가사키의 중국 상인들은 본토의 중국 상인들과 거래

하고 있었고, 제18국립은행은 그 긴밀한 네트워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다. 반면 일본 상인들, 특히 상당기간 나가사키 상인 자본의 영향력 하

에 있었던 쓰시마 상인들이 주축이 된 조선과의 무역에서는 제18국립은행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이후 일본에서 조선으로 도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알기는 어렵지만, 초창기 이주민들의 대부

분은 쓰시마에서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신문 1880년 4월 22일자

에는 “최근 조선 부산포에서 온 통신에 따르면 이 지역 거류민들은 시시각

각 늘어나서 현재 이미 천 사오백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열에 일고여덟 

명은 쓰시마 사람으로...(중략) 만일 오늘날의 정황으로 장래를 추측해보면 

부산포는 결국 쓰시마의 식민지처럼 될 것이라고 상상이 된다.”145)라는 내용

145) 이선윤, ｢1880년 전후 일본 소신문에 나타난 왜관 및 재조일본인에 대한 표상-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vol.5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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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사가 있다. 이처럼 기존에 조선과의 무역에 지역 경제의 기반을 두고 

있었던 쓰시마의 상인들은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자 더욱 적극적으로 조선

으로 진출하였던 것이다. 조금 나중이기는 하지만, 1896년 시점에서 조선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의 출신지는 아래와 같았다.

<표 10> 1896년 본적지별 조선 체류 일본인 통계146)

출신 부현(府県) 인구 수(단위: 명) 비율

나가사키(長崎) 3,587 30.3%
야마구치(山口) 3,294 27.8%
오이타(大分) 970 8.2%
후쿠오카(福岡) 646 5.4%
구마모토(熊本) 460 3.9%
오사카(大阪) 427 3.6%
히로시마(広島) 310 2.6%
사가(佐賀) 257 2.2%
효고(兵庫) 233 2.0%
도쿄(東京) 229 1.9%
기타 지역 1,441 12.2%

계 11,854 100%

여기 본적지가 나가사키 현으로 되어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쓰시마 출

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47) 같은 시기, 조선으로 건너간 일본인들의 

30~50%는 도항 목적을 ‘상용(商用)’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48) 조일무역에 종

p.242에서 재인용.
146) 木村建二, 1999, p.14의 표에서 인용.
147) 1871년 이즈하라 번의 폐번 이후 잠시 이즈하라 현이 설치되었지만 이후 쓰시

마는 이마리 현, 사가 현을 거쳐 1872년에는 나가사키 현 관할로 이관되었다. 
이후 쓰시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행정구역 상 나가사키 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출신 본적지를 부현단위까지만 표시한 <표 10>에서 쓰시마 출신자는 나

가사키 현 출신자 통계에 포함된다. 
148) 木村建二, 1999,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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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쓰시마 상인들과 나가사키 상인들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다. 쓰시마에서 조선으로의 활발한 이주, 무역의 

팽창이 결과적으로 조일무역에서 나가사키가 차지하는 위상을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무역상인들에게 환어음・화환어음과 환전의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부산에 지점을 출점한 제1국립은행은, 

일본 내지와의 금융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가사키의 제18국

립은행과 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제18국립은행은 실제로는 조선에 진출한 제1국립은행, 그리고 후

에 마찬가지로 부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제102국립은행과는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까? 제18국립은행이 제1국립은행과 체결한 환거래약정의 약정

서가 현재 18은행 사료전시실에 보관되어 있어, 이들의 거래가 어떠한 방식

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제18국립은행과 제1국립은행의 환거래약정서149)

제1조

제18국립은행이 해당 지역의 상인을 대상으로 화환어음[荷爲替]을 취결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화물[荷物]은 모두 제1은행을 도착지로 하여 확실한 

운송방법을 이용해 체송(遞送)해야 한다.

제3조

제1국립은행은 위의 화환어음 거래의 물품이 도착하면 이것을 창고에 보

관하고(중략) 화물의 수취인에게 통지하여 화환어음 대부금 전액을 추심한 

뒤 해당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중략)

제6조

제18국립은행은 이 화환어음 대부를 할 때에는 가능한(중략) 그 물품의 

실가보다 적게 계산할 것...(중략)이상의 화물에 조악한 잡품이 섞여있거나 

149) 約定書(18은행사료전시실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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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도중에 화물이 손상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도 마찬가지로

(제1국립은행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

화물을 제1국립은행이 맡아 두는 기간 동안 이 상품을 보관한 것에 대

해 합당한 창고 수수료를 화물의 수취인 또는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이 환거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전부가 화환어음의 취급 방법에 

관련된 것이다. 화환어음 거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로 멀리 떨어져있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신용도가 높은 은행을 끼워 넣어서 거래상의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으로, 오늘날 무역거래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상품의 대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어음을 한 장 쓰고 이것을 거래 은행에 매도(어음할인)하여 상품 대금을 즉

시 회수할 수 있다. 물론 은행은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어음 

한 장 만을 믿고 돈을 내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어음에는 운송 중

인 상품에 대한 권리를 문서로 만든 ‘선하증권’이라는 것이 따라붙는다. 은

행이 이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한, 수입업자가 은행에 대금을 치르지 않고

서는 화물을 인수할 수 없게 되어, 은행으로서는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1877년 당시에 맺어진 환거래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화환어음 취급 방식과는 상이한 점들이 있다. 

계약서 상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이것은 원격지로 

상품을 보내는 상인(수출상)이 판매 물품에 대한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형적인 무역금융의 형태로서, 제18국립은행의 무역은행으로서

의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점에서는 오늘날의 화환어음 취급 방식과 

유사하다. 

둘째, 화환어음을 취결할 때 운송되는 화물을 은행이 직접 인수하여 보낸

다(제1조). 이점이 운송 화물을 ‘선하증권’ 등으로 증권화해서 어음에 첨부하

는 오늘날과 가장 큰 차이다. 화환어음을 할인하는 은행이 직접 상품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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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운송까지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18국립은행은 사실상 ‘중간상인’으로

서의 성격도 지닌다.

셋째, 발송한 화물이 원격지에 도착하였을 때, 은행은 수입업자가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화물을 은행의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제3조, 

제10조). 이 경우 창고를 운영하는 주체는 수입업자가 있는 조선에 진출한 

제1국립은행이겠지만, 반대로 조선쪽에서 나가사키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에는 제18국립은행이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관하는 창고업자가 

된다. 그러므로 은행은 창고업자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넷째, 이 계약서상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18국립은행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손상, 손실 등에 대비하여,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에 한해 해

상보험까지 운용한다. 계약서의 제6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송 중 상품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데다가, 나가사키와 부산은 배

를 이용한 해상운송을 해야하는 만큼 리스크가 더 높았다.150)

오늘날 국제무역에서는 운송업, 창고업, 보험업 등이 모두 분화하여 전문 

업체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는 은행이 여러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18국립은행이 아직도 중간상인으

로서의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

로는 이런 중간상인적 성격을 갖는 금융기관이 조선의 부산과 일본의 나가

사키를 연결함으로써 오히려 영세한 상인들의 무역 참여를 이끌어낸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151)

제18국립은행은 1878년 제1국립은행의 부산지점과 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

고, 1879년에 쓰시마의 이즈하라에서 제102국립은행이 설립되자 이 은행과

도 바로 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제102국립은행이 부산에 

출장소를 설치하자 역시 이곳과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약정의 내용은 대체

150) 明治十一年上半季實際考課狀, p.19에 당 은행에서 거래하는 물건에 한하여 보

험업을 운영할 것을 대장성에 품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51) 유사한 사례로 三井銀行의 쌀 荷爲替를 분석한 岡田俊平, 1958, ｢明治初期にお
ける荷爲替金融｣, 成城大學經濟研究 vol.8/9, pp.207-23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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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18은행 사료전시실에 보관된 환거래약정서의 내용은 당시 제18국

립은행이 제1국립은행을 비롯한 타 금융기관들과 ‘화환어음’을 주고 받은 방

법, 즉 거래의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제18국립은행은 이

러한 방식을 이용해 어떤 지역의 어떤 은행들과 무엇을 얼마만큼 거래했을

까? 또한 그 거래의 양상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지적해 낼 수 있을까? 거

래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는 

1877년부터 1887년까지의 시기 동안 발간된 것에 한정되지만,152) 이 10년의 

시기 동안 제18국립은행이 어떻게 무역에 특화된 금융기관으로서 발전해 나

가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조선과의 무역 비중이 얼마만큼 팽창하고 그 팽창

을 견인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해당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제 영업보고서에서 화환어음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부분을 집중

적으로 살펴보자.

화환어음 거래 내역은 제18국립은행 창립 직후에 발간된 1878년 하반기 

영업보고서(정식 명칭은 제1회실제고과장(第一回実際考課狀))에서부터 등장

한다. 그런데 이 때의 기록은 화환어음을 주고 받은 거래 상대방의 명칭과 

거래 액수만을 간단하게 표기해놓았다. 이러한 약식의 기록은 1879년 하반

기까지 변함이 없다가, 1880년 상반기 영업보고서에서부터는 거래처의 명칭, 

화환어음의 취급액에 더하여 이 화환어음 거래를 통해 실제로 오간 물건의 

목록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한다. 아래는 제102국립은행의 부산 

출장소와의 거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1881년 상반기 영업보고서의 화환어

음 사항(荷為替ノ事)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153)

152) 주103) 참조.
153) 원표은 새로쓰기로 되어있으나, 보기에 편하도록 가로쓰기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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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881년 상반기 제18국립은행의 화환어음 취급 현황 중 일부(단위: 엔)154)

원사료에는 세로쓰기로 되어있는 것을 보기 쉽도록 가로쓰기로 고쳤으나, 

양식은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그림 2>의 가운데 ‘각지 거래처’ 항목을 기

준으로 위로는 제18국립은행에서 각지 거래처로 발송한 내역, 아래로는 각지 

거래처에서 제18국립은행으로 발송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료

는 제18국립은행이 매해 반기(半期)마다 각 거래처와 얼마 만큼의 화환어음

을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어떠한 물품을 주고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다만 물품은 품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량이나 단가는 표

기되어 있지 않아서 품목별로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특정 물품

의 이름이 등장하는 빈도를 통해서 각 거래처 간에 오고간 주요 물품이 어

떠한 것이었는지는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156) 따라서 이러한 표를 

154) 第八回明治十四年上半季実際考課狀, pp.31-32에서 발췌.
155) 나가사키 소재 제18국립은행 본점.

이

하

생

략

금건(金巾)

금건(金巾), 한랭사(寒冷紗), 

천축목면(天竺木綿), 

견오로(絹吳路), 백동(白銅)

쌀(米), 차(茶), 

도기(陶器)
물품

600 25,276 3,430

본점155)에서 

각지로 발송한 

금액
조선(朝鮮) 조선(朝鮮) 요코하마(横浜)

각지 거래처제102국립은행

출장점
동(仝) 지점 제1국립은행지점

-

대두(大豆), 쌀(米), 

상어지느러미(鱶鰭), 

인삼(人蔘), 사향(麝香), 

마족은(馬足銀), 

말린 해삼[煎海鼠]

야자유(ヤシ油) 물품

- 8,270 250

각지에서 

본점으로 보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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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면 1880년대 나가사키의 제18국립은행을 거쳐간 물류의 흐름과 각 거

래처별 거래 비중을 알 수 있다.

거래처 별 거래 규모와 주고받은 물품의 종류를 확인하기에 앞서 제18국

립은행이 주로 어느 지역의 어느 기관과 거래를 했는지를 살펴보자. 제18국

립은행이 타 기관과 ‘화환어음’을 거래하기 위해서 ‘환거래약정’을 체결했음

은 앞서 살펴보았다. 제18국립은행이 그와 같은 환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

는 1878년 하반기에는 제1국립은행의 6개 지점을 포함하여 총 12곳에 불과

하였으나, 1887년 상반기에는 거래처가 50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단, 실제로 

화환어음의 거래 기록이 남아있는 기관은 그보다는 적은데, 제18국립은행의 

주요 거래처를 지역별로 그룹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조선 지역의 거래처이다. 조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처는 

단연 제1국립은행의 지점들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제18국립은행은 제1국

립은행의 부산 지점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기도 전인 1878년 3월에 이미 

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1880년부터는 제1국립은행의 원산지점이 거래선에 

추가된다. 제102국립은행 부산 출장소와의 거래 내역은 1881년부터 등장한

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887년 하반기에 처음 등장하는 ‘히라타 나오타

쓰 점(平田直達店)’이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히라타 

나오타쓰 점은 제102국립은행의 이사[取締役]였던 히라타 나오타쓰가 조선의 

원산(元山)에 개인 명의로 출점한 은행인데, 사실상 제102국립은행의 원산 

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도쿄와 요코하마 등 간토(関東) 지역의 거래처이다. 도쿄 지역 

소재 은행으로는 제1국립은행 본점과 제3국립은행이 포함되고, 요코하마 지

역 소재 은행으로는 제1국립은행 요코하마 지점이 있다.

세 번째는 오사카와 고베 등 간사이(関西) 지역의 거래처이다. 오사카 소

재 은행으로는 제1국립은행 오사카 지점, 제3국립은행 오사카 지점, 제17국

립은행 오사카 지점, 제32국립은행 본점, 제58국립은행 본점, 제121국립은행 

156) 가령 제18국립은행에서 조선 지역으로 보낸 물품 목록을 살펴보면 금건(金巾)과 

한랭사(寒冷紗)는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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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등이 있고, 그밖에 사카이(界) 지역의 제32국립은행 지점, 고베 지역의 

제1국립은행 고베 지점 등이 포함된다.

네 번째는 나가사키를 포함한 규슈(九州) 일대의 거래처이다. 제18국립은

행이 위치한 지역인 만큼 거래처의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개별 은행들과의 

거래 규모는 타 지역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거래처는 바로 이즈하라에 소재한 제102국립은행의 본

점이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제102국립은행 본점이 상

당기간 조선에서 나가사키로 이동하는 물류를 중개한 흔적이 엿보이기 때문

이다. 이제 이 네 지역을 중심으로 화환어음의 취급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화환어음 취급액(제18국립은행에서 타 지역으로 발송) (단위: 엔)157)

구분 조선

　
간토

(関東)

간사이

(関西)

규슈

(九州)

　
　

전체
제1

국립은행

제102

국립은행

이즈하라

(嚴原)
1878년상 100 100 - 114 - - - 214
1878년하 5,300 5,300 - 590 7,280 - - 13,170
1879년상 3,790 3,790 - 1,075 73,400 - - 78,265
1879년하 6,080 6,080 - 1,450 6,000 - - 13,530
1880년상 26,983 26,983 - 4,590 6,050 - - 37,623
1880년하 55,063 55,063 - 6,300 3,370 370 - 65,103
1881년상 25,876 25,276 600 3,430 - - - 29,306
1881년하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1882년상 20,190 16,620 3,570 6,180 - 280 280 26,650
1882년하 32,265 26,390 5,875 1,000 - - - 33,265
1883년상 22,355 20,055 2,300 - 172 - - 22,527
1883년하 92,878 91,268 1,610 - 750 973 - 94,601
1884년상 39,035 27,955 11,080 270 410 - - 39,715
1884년하 39,113 36,868 2,245 200 100 - - 39,413
1885년상 98,575 67,565 31,010 272 32,155 - - 131,002
1885년하 218,101 158,609 59,492 575 17,120 1,090 - 236,886
1886년상 130,093 101,393 28,700 2,005 32,630 1,580 180 166,308
1886년하 265,314 222,831 42,483 830 83,940 850 - 350,934
1887년상 122,000 96,985 25,015 - 88,707 4,380 - 215,087
1887년하 256,471 149,115 107,356158) 3,058 76,585 11,586 - 347,700

157) 각기 實際考課狀에서 작성.
158) 조선 원산(元山)의 ‘히라타 나오타쓰(平田直達)’와의 거래 금액 29,200엔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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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화환어음 취급액(타 지역에서 제18국립은행으로 발송) (단위: 엔)159)

구분 조선
간토

(関東)

간사이

(関西)

규슈

(九州)

　

전체제1

국립은행

제102

국립은행

이즈하라

(嚴原)
1878년상 600 600 - - - - - 600
1878년하 600 600 - - - - - 1,060160)

1879년상 6,540 6,540 - 6,310 - - - 12,850
1879년하 6,183 6,183 - - - 3,675 - 9,858
1880년상 3,461 3,461 - - - 4,874 2,897 8,335
1880년하 10,530 10,530 - - - 6,811 1,586 17,341
1881년상 8,270 8,270 - 250 - 5,329 3,253 13,849
1881년하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1882년상 38,826 38,700 126 - - 22,892 7,417 61,718
1882년하 16,555 16,555 - - - 20,199 3,755 36,754
1883년상 14,653 13,363 1,290 561 - 7,889 923 23,103
1883년하 26,961 25,001 1,960 398 - 10,811 2,905 38,170
1884년상 65,451 43,700 21,751 277 - 7,062 58 72,790
1884년하 36,440 16,640 19,800 - 152 5,900 - 42,492
1885년상 114,076 80,770 33,306 634 - 20,435 250 135,145
1885년하 144,543 98,248 46,295 575 2,500 25,941 298 173,559
1886년상 111,592 84,017 27,575 519 580 18,783 148 131,474
1886년하 164,442 143,626 20,816 662 150 8,935 200 174,189
1887년상 139,030 123,550 15,480 637 3,696 4,484 376 147,847
1887년하 99,989 54,135 45,854161) 405 1,380 14,453 6,541 116,227

 

먼저 표의 의미를 집고 넘어가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표 11>은 

제18국립은행을 거쳐서 각지로 보내진 물건의 금액, <표 12>는 반대로 각지

에서 제18국립은행으로 보내진 물건의 금액이다.162)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

면 1878년 첫 해 화환어음 취급액은 상하반기 수출입 합계 15,044엔이었던 

159) 각기 實際考課狀에서 작성.
160) 1878년 하반기에는 상하이에 소재한 미쓰이물산회사지점에서 발송한 460엔 어

치의 화한어음을 수취한 기록이 있어, 이를 합산하였다.
161) 조선 원산(元山)의 ‘히라타 나오타쓰(平田直達)’와의 거래 금액 5,750엔을 포함.
162) 좀 더 부연하자면 <표 11>의 숫자들은 제18국립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액

수이며, 장부상으로는 이 화환어음을 수취하는 기관(가령 제1국립은행)에 대한 

제18국립은행의 대출로 표시되며, <표 12>의 숫자는 반대로 제18국립은행이 수

입업자로부터 추심해야 할 액수이고 이 금액은 화환어음을 발송한 기관(가령 제

1국립은행)에 대한 제18국립은행의 부채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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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약 10년 뒤인 1887년에는 상하반기 수출입 합계 826,861엔으로 무려 

50배 이상 팽창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과의 거래액은 비약적으로 상승

하였다. 조선과의 거래에 비중을 둔 무역은행으로서의 면모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각 지역 별로 실제로 오간 물건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영업보고

서의 화환어음 거래 내역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주고받은 물건의 종류는 다

종다양하지만 거래 지역별로 자주 등장하는 주요 물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3> 1880년~1887년 제18국립은행을 경유한 주요 물품의 종류163)

구분
제18국립은행에서 

각 지역으로 발송한 물품

각 지역에서 

제18국립은행으로 발송한 물품

조선

(朝鮮)

직물류(금건, 한랭사, 천축목면, 

비단)

곡물류(쌀, 조, 보리, 대두)

금속류(동, 아연, 납) 등

곡물류(쌀, 대두, 밀, 보리)

해산물(해삼, 상어지느러미, 오징어, 

해조류, 말린 전복)

금속류(금괴・사금)

기타(인삼, 우피) 등
간토

(関東)
차, 도기, 담배 등 기름, 소다(曹達) 등 

간사이

(関西)

조선산 생사, 조선산 우피, 금・은, 

공채증서 등
우피, 설탕, 담배 등

규슈

(九州)
쌀, 대두, 면(綿) 등

해산물(해삼, 상어지느러미, 오징어, 

해조류, 말린 전복)

곡물류(쌀, 밀, 대두),

기타(장뇌, 버섯, 담배, 설탕) 등

이상 <표 11>, <표 12>, <표 13>을 통해서 1878년부터 1887년까지 제18

국립은행의 화환어음 취급 규모의 추이와 거래지역 별로 운반된 주요 물품

을 살펴보았다. 이 내역은 바꾸어말하면 제18국립은행이 나가사키라는 지역

을 중심으로 조선, 간토, 간사이 그리고 규슈 전역을 연결하는 무역에 직접 

종사한 내역을 총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역에서 

163) 1880년~1887년 각기 實際考課狀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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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개항 이전 시기의 조일무역과 비교하여 어떠한 연속성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각 지역별 거래 내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1870~1880년대 제18국립은행의 무역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래 지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조선이다. 화환어음의 취급액은 발송이나 수취 모두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 <표 11>과 <표 12>의 내용을 시기 별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면 1878년~1879년에 한하여 간사이 지역으로 발송한 화환어음의 액수

가 조선으로 발송한 액수를 상당히 큰 폭으로 초과하고 있으나 이것은 1878

년 하반기에 금록공채의 매매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164)됨과 동시에 나가

사키 지역의 금록공채 중 상당량이 오사카 시장에서 매각되면서 발생한 일

시적 현상이다. 실제로 제18국립은행의 1879년 상반기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간사이 지역으로 발송한 화환어음 총액 73,400엔 중 68,400엔이 나가사키에

서 오사카로 발송된 금록공채를 담보로 취결된 것이었다.165) 이에 반하여 동 

기간에 조선으로 발송한 화환어음은 나가사키에서 조선으로 수출된 금건(金

巾) 등 수출품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취결된 것이었다.166) 제Ⅱ장에

서 1872년~1876년의 과도기 동안 조일무역에서 일본의 대 조선 수출을 견인

한 것은 외국산 직물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1878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

을 시작한 제18국립은행은 바로 이러한 무역 구조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으

로 대 조선 영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제18국립은행의 대 조선 화환어음 취급액은 1880년 이후 급격한 팽창을 

보인다. 1880년 상반기 영업보고서에는 대 조선 수출 초과를 은행 내 여유

자금에 일시적인 압박이 발생 한 이유로 꼽고 있을 정도다.167) 이미 1879년 

164) 당초 메이지 정부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족들이 금록공채를 헐값에 매각할 것

을 우려하여 매매를 금지하였으나 이 금지 매매조치는 1878년 9월에 해제되었

다.
165) 第四回明治十二年上半季実際考課狀, p.18. “大阪の取組六萬八千四百圓ハ金録公

債証書額面九萬九千○六十五圓ニ對シタルノ貸附ナリ”
166) 第四回明治十二年上半季実際考課狀, p.18. “朝鮮ノ輸送品ニ係ル三千七百九拾圓

ノ如キハ金巾綛糸等ノ外國品ニアラサルハナシ”
167) 第六回明治十三年上半季実際考課狀, p.12. “本年一二月ノ頃最も必(sic)迫ノ景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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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영업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전망이 실려있는데, “(조선에)새롭게 다른 

한 개의 항구를 연다고 하니 이에 이르러 더욱 운반과 교통의 편리함을 일

으키지 않으면 무역의 왕성함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거나, 이미 현 내의 

유력 인사들은 “미쓰비시기선(三菱滊船)과 함께 항해의 편리함을 열기 위해

서 지금 부단히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언급이 보인다.168) 제18국립은행 

내부에서도 나가사키와 조선 간의 무역 확대 계기로 첫째는 조선의 추가적

인 개항, 둘째는 각 항구를 연결하는 증기선 항로의 추가 개설을 꼽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880년에 원산(元山), 1883년에 인천(仁川)이 추가로 개항되

자 곧 이 지역에도 제1국립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어 제18국립은행의 거래선

이 확장되었고169) 영업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선 회사인 미쓰비시도 

같은 기간에 고베(神戸)에서 출발하여 나가사키를 경유해서 조선의 원산

(1881년)과 인천(1883년)으로 향하는 증기선 항로를 각각 새롭게 신설하였

다.170)

이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면서 나가사키를 통해 수입된 상품이 조선으로 

재수출되고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이 다시 나가사키로 유통되는 종래의 

무역 규모가 더욱 팽창하였다. 실제로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교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1880년 한 해 기록적인 수출초과를 기록한 이후 무

を見ハシタルモノハ...朝鮮貿易暫ク旺盛ニ赴キ従テ荷為換ノ夥多ナルト”
168) 第四回明治十二年上半季実際考課狀, p.23. “彼國新ニ他ノ一港ヲ開クノ議アリト

此ニ至リテハ愈運搬ノ便ヲ開キ交通ノ利ヲ興スアラサレハ貿易旺盛期スベカラス縣

下ノ有志者茲ニ見ル所アリ相計リテ滊船ヲ購三菱滊船ト共ニ航海ノ便ヲ開カント目

下頻リニ其擧ニ従事セリ”
169) 제1국립은행은 1880년 5월에 원산 출장소를, 1883년 11월에 인천 출장소를 각

각 설립하였다. 第一銀行史, pp.416-417.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에는 제1국
립은행의 조선 내의 각 지점 혹은 출장소와의 거래량을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지

는 않다. 단, 1880년 상반기에는 거래선 명칭이 ‘조선 부산포 제1국립은행 지점’
이라고 표기되어 있던 것이 같은 해 하반기에는 ‘조선 동(仝, 제1국립은행을 의

미함) 지점’으로 변경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시기부터 제1국립은행의 원산 지

점과의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70) 나애자, ｢개항후 청·일의 해운업침투와 조선의 대응｣, 이화사학, vol. 17/18, 

1988, p.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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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지는 서서히 균형을 회복하는데, 이때 제18국립은행을 통해서 일본으로 

유입된 상품은 주로 쌀, 대두 같은 곡물류와 해삼, 상어지느러미, 오징어 등

과 같은 해산물류였다. 이는 과거 쓰시마 번이 조선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

의 구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조선이 개항하기 이전에 양국의 접점에서 조일무역을 중개하는 유일

한 창구로 기능하였던 쓰시마는 조약체제의 시작과 함께 그 독점적 입지를 

상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마 상인들은 나가사키 상인들과의 밀

접한 관계 속에서 1880년대 이후에도 상당기간 조일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표 12>를 보면 제102국립은행의 설립 직후인 

1880년부터 이즈하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화환어음이 제18국립은행으로 발

송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화환어음과 함께 이즈하라에서 나가사키로 

보내진 물건의 품목을 살펴보면 쌀, 말린 해삼, 오징어, 전복, 우피 등 많은 

품목이 조선으로부터의 수입품과 겹친다. 이는 상당 기간 조선에서 쓰시마를 

경유하여 나가사키로 이동되는 물류의 흐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제102국립은행의 부산 지점과의 거래 내역이다. 제

102국립은행 부산 지점의 정확한 설립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제18국립

은행의 영업보고서 상으로는 1881년 상반기부터 거래 내역이 확인된다. 거

래 규모는 1884년부터 크게 신장되는데, 제102국립은행 부산 지점과의 거래 

역시 수출 초과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부산 지점에서 나가사키로 발송하는 

화환어음의 액수도 비례해서 상당폭 증가한다. 이와 동시에 이즈하라의 본점

으로부터 나가사키로 발송하는 화환어음 액수는 대폭 감소하는데, 이것은 제

102국립은행의 부산 지점과 제18국립은행 간의 직접 거래가 안정화되면서 

쓰시마를 경유하는 루트를 대체하였음을 시사한다.

제102국립은행의 조선 내 지점과의 거래량 증가는 비단 쓰시마를 경유하

는 루트를 대체하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종래 유일한 거래선이었

던 제1국립은행 지점에 편중되었던 거래량을 분산시키는 효과와 함께 사실

상 제18국립은행의 지점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1880년의 기

록적인 수출초과 이후 조선으로부터의 수입액도 점차 증가하지만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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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887년 기간 동안 수출액(1,444,312엔)과 수입액(994,819엔)을 비교해보면 

약 1.5:1로 여전히 수출초과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수출액과 

수입액을 상쇄하더라도 여전히 조선에서 나가사키로 상당한 대금이 송금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 내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

고 있던 제1국립은행과의 사이에서 화환어음의 대금 회수를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항상 순탄했던 것 같지는 않다. 사지인 100년의 발걸음(百年の歩み)

의 기술에 따르면 1880년대 중반까지 제1국립은행의 조선 지점에 대해서는 

항상 거액의 대출 회계가 미정산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다.171)

설립 직후부터 조선 내에 지점 설립 문제를 검토했던 제18국립은행은 

1880년대 중반 조선과의 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데에 이어 제1국립은행

의 지점으로 발송한 화환어음에 대한 대금 회수의 문제까지 불거지자 다시 

한 번 조선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다. 1886년 1월에 열린 주주

총회에서는 조선의 부산과 인천에 각각 거점을 세우는 것을 추진하자는 안

건이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거점 설립은 제1국립은행과 화환어음 대

금 회수에 관한 협상을 먼저 진행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 

협상은 이사회에 맡겨졌다.172) 이 당시 은행장이었던 마쓰다 겐고로가 제1국

립은행과의 협상에 나섰는데, 이때는 조선 진출까지 불사하는 제18국립은행

의 대금회수 요청에 대해 제1국립은행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

섰고 이에 따라 제18국립은행의 조선 내 지점 설립은 다시 한 차례 미루어

지게 되었다.

이처럼 제1국립은행은 제18국립은행의 대 조선 영업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지만, 동시에 단일 거래선에 대한 지나친 편중으로 인한 문제점도 

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립 당시부터 제18국립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

었던 제102국립은행의 조선 지점은 제1국립은행으로 편중된 거래 관계를 분

171) 百年の歩み, p.109. “當時第一國立銀行仁川出張所、同釜山支店との荷為替取引

において、當行の圧倒的仕向け超過により、同行両点に対し常に多額の貸勘定と
なっていた(이하 생략)”

172) 百年の歩み,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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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우회로였다. 제102국립은행의 이사[取締役]였던 히라

타 나오타쓰(平田直達)가 조선의 원산에 개인 명의로 개설한 ‘히라타 나오타

쓰 점(平田直達店)’은 제18국립은행의 이러한 전략이 실현된 사례다. 원산에

는 개항 직후인 1880년 5월에 이미 제1국립은행의 출장소가 설립되고, 1881

년부터는 고베에서 출발하여 나가사키를 경유해 원산으로 가는 증기선 항로

가 개설되는 등 일찌감치 일본과의 사이에 금융과 유통의 통로가 열렸기 때

문에 부산 못지않게 일본 상인들의 영향력이 강했다. 원산으로 수입되는 면

제품도 일단은 나가사키의 중국 상관(商館)에서 나가사키 상인들에게 건네진 

다음에 일본 상인들을 통해서 원산으로 유입되었다.173) 나가사키의 유력 은

행인 제18국립은행도 당연히 원산에 지점을 출점할 의향이 있었으나, 역시 

제1국립은행과 직접 경쟁하는 관계가 될 것을 우려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던 

제102국립은행에게 요청해서 이사 중 한 명인 히라타 나오타쓰의 개인 명의

로 점포를 개설하게 하고 제18국립은행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174) 이 

‘히라타 나오타쓰 점’이 대행한 업무의 핵심은 물론 나가사키와 원산 간의 

화환어음 취급이었고 그밖에도 예금, 송금, 어음할인, 담보대출 같은 통상적

인 은행 업무와 함께 제18국립은행의 의뢰에 따라 지금은(地金銀) 매입 등의 

업무도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다.175) ‘히라타 나오타쓰 점’은 제102국립은행

의 지점으로서의 성격도 있었지만 사실상 제18국립은행의 지점으로서도 기

능했던 것이다. 이 히라타 나오타쓰 점은 1891년에야 제102국립은행의 지점

으로 정식 인정되었다.176)

173) 古田和子, 2000, pp.79-81, 87.
174) 百年の歩み, p.105. “當行(제18국립은행)は元山津に支店を設置する意向であっ
たが、第一國立銀行の元山出張所があり競合するところから、同行(제102국립은행)
に平田直達店(個人)を出店させ、當行の業務を代行せしめた。” 이 히로타 나오타

쓰 점과의 거래 내역은 1887년 하반기 영업보고서부터 등장한다. 화환어음 거래 

내역을 정리한 <표 11>과 <표 12>에서는 히라타 나오타쓰 점과의 거래 내역을 

제102국립은행 조선 지점 거래 내역에 합산하였다.
175) 九十年の歩み, p.227.
176) 九十年の歩み, pp.226-227. 1891년 5월 4일 제102국립은행의 임시주주총회에

서 원산 지점 설치 안건이 의결되어 같은 해 5월 20일 원산 지점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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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국립은행의 부산 지점과 원산 지점은 이후 제18국립은행이 조선에 

진출하는 교두보로서 기능했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1886년에 조선 

내 지점 설립을 한 차례 단념했던 제18국립은행은 결국 1890년에 가서야 인

천에 최초의 지점을 세운다. 1877년 설립 직후부터 조선과의 무역에 적극적

으로 나섰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다. 개업 초창기에는 자금과 경험

의 부족으로 인하여 섣불리 지점 설치를 추진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제18국립은행보다 훨씬 더 적은 자본을 가지고 설립된 제102국립은

행이 개업 1~2년 사이에 이루어낸 조선 진출을 제18국립은행이 거의 10년이

나 늦게 실현시킨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제18국립은행이 최

초의 지점을 설치한 곳은 나가사키의 조일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

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이 아니라 인천이었다. 제18국립은행의 조선 내 지

점 설치가 이처럼 늦어진 것은 물론 먼저 조선에 진출한 제1국립은행과 직

접 경쟁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던 제102국립은행의 부산 지점이나 원산 지점이 직영점 설립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제18국립은행이 인천에 최초의 지점을 설립할 것을 의결한 1890년 

7월 8일의 주주총회에서 당시 은행장이었던 마쓰다 겐고로는 “현재 원산에

는 제1은행의 지점과 히라타 나오타쓰라는 거래처가 있고, 히라타 나오타쓰

는 사실상 본행(제18국립은행)의 지점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

문에 지점 개설의 필요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산은 나중에 

착수할 생각이다.”라고 발언한 기록이 있다.177) 마쓰다 겐고로의 이 같은 발

언에 근거한다면, 1890년 제18국립은행의 인천 지점 설치는 조선의 개항장 

중 제102국립은행의 지점이 부재한 공백지를 메우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이

해할 수 있다.

마쓰다 겐고로가 당장 지점 설립이 급하지 않다고 본 원산에 제18국립은

형식적으로는 신규 지점 설치를 표방했지만, 실은 히라타 나오타쓰 점을 지점으

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177) 九十年の歩み,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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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지점이 설치되는 것은 1894년인데, 이 해는 제102국립은행이 경영 파

탄에 이르게 되어서 이즈하라의 본점을 나가사키로 옮기고 제18국립은행이 

사태 수습에 나선 해이다. 또한 부산에 지점을 설치한 1897년은 제102국립

은행이 보통은행인 102은행으로 전환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임의해산하게 된 

해이다. 제102국립은행의 경영 파탄과 동시에 이 은행의 지점이 있었던 지

역에 제18국립은행이 지점을 설립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제18국립은행이 

인천 지점 다음으로 설립하게 되는 원산, 부산 지점은 사실상 이미 존재하던 

제102국립은행의 원산, 부산 지점을 흡수하는 형태로 설립된 것이다.178)

제102국립은행이 조선 내에 세운 지점이 사실상 제18국립은행의 거점으로 

간주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기능을 했다면, 제18국립은행의 조선 진출은 제

102국립은행의 부산 출장소가 처음 세워진 1881년 즈음이나 늦어도 원산에 

히라타 나오타쓰 점이 설치된 1887년 무렵으로 소급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나가사키 상인들로부터 상품과 자금을 제공받아 조선과의 무역에 종사해오

던 쓰시마의 사족, 상인들이 앞장서서 조선 내에 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제18

국립은행은 상당 기간 조선에 직접 지점을 세우지 않고서도 대 조선 영업을 

상당히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쓰시마 사족들이 세운 제

102국립은행의 조선 진출이라는 사태는 그 배후에 있던 나가사키 상인들의 

제18국립은행의 행보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이제 다시 <표 11>과 <표 12>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간사

이 지역과의 거래 내역이다. 간사이 지역으로의 화환어음 발송은 1885년 이

후 본격적으로 증가한다. 1878년~1880년 사이 일시적인 거래 팽창이 금록공

채의 매각에 기인한 것이었던 비해, 1885년 이후로는 조선으로부터의 수입

품인 우피, 금 등이 나가사키를 거쳐 주로 오사카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나

가사키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과 조선, 그리고 일본 국내를 연결하는 물류의 

178) 1894년 6월 1일, 제102국립은행의 원산 지점 내에 제18국립은행의 지점이 설치

되었다. 부산 지점도 비슷한 경위로 1894년에 이미 지점 설립이 임시주총에서 

의결되었으나 실제 개설은 1897년에야 이루어졌다. 한편 제102국립은행의 본점

이 있던 쓰시마의 이즈하라에도 1897년에 제18국립은행의 지점이 생겼다.九十

年の歩み, p.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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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확실히 구조화되었다. 그리고 설립 직후부터 조일무역에 참여하기 시

작한 제18국립은행은 1880년대 중반에는 이처럼 구조화된 3개국 간의 무역

에서 상품과 자금의 중개를 담당하는 중요한 은행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

음이 확인된다.

4. 제18국립은행의 무역금융과 ‘상하이 네트워크’

제3절에서 정리한 제18국립은행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1877년~1887

년 사이에 제18국립은행을 경유한 물류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18국립은행을 경유하는 물류의 흐름(1877-1887년)

제18국립은행과 직접 거래가 없는 중국을 그림에 표시한 것은 나가사키에

서 조선으로 건너가는 주요 상품인 금건과 한랭사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서다. 이 도식을 살펴보면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무역은행인 제18국립은행이 

어떠한 무역구조 속에서 조선과 일본의 무역을 중개하는 주요 은행 중 하나

로 성장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제18국립은행의 대 조선 거래량의 급격

한 증가를 견인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금건, 한랭사를 조선에 재수출

하고,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곡물, 해산물, 금 등의 산물을 일본 국내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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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의 중계무역이었다.

이미 제Ⅰ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가사키는 조선이 개항하기 이전부터 이

미 중국과 일본, 조선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의 요충지로서,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던 쓰시마 번의 사족, 상인들이 교역에 필요한 자본과 상품을 조달하

던 시장이었다.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이후 조선이 본격적으로 세계무역체

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가사키를 하나의 거점으로 하는 기존의 무역 구

조는 해체되지 않고 오히려 활기를 띠었다. 무역의 구조만이 아니라 이 무역

에 종사하는 행위자들도 연속된다. 쓰시마 번에 다이묘가시의 형태로 무역 

자금을 빌려주거나 영세한 쓰시마 상인들에게 선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사실

상 조선과의 무역에 관계해 왔던 나가미 가는 제18국립은행 설립의 주축이 

되었고 이 은행은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더욱 활기를 띤 중계무역 루트

에서 자금과 상품을 모두 중개하는 중요 무역은행으로서 발돋움하였다. 마찬

가지로 나가사키 상인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조선과의 무역에 종사해오

던 쓰시마의 사족과 상인들은 제102국립은행을 설립 후 앞장서서 조선에 진

출함으로써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던 제18국립은행의 대 조선 무역을 훨씬 

용이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연속성은 단순히 조약의 수립 이전에 존재하던 무역구조와 그 행

위자들이 조약체제의 성립 이후로 이어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18국립은행으로 대표되는 나가사키의 상인

들이 연결한 무역의 루트는 조선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폐

쇄된 무역 루트가 아니라 중국, 특히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지

였던 상하이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적 무역체제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제3절의 <표 8>에서 살펴본 것처럼 1880년대 상하이는 홍콩과 더불어 나

가사키와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당시 상하이

는 단순히 수많은 무역항 중의 하나가 아니라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다. 

상하이에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생산된 면제품이 집결하는 곳이었

고, 여기에서 재수출된 상품이 중국 내지는 물론이고 일본과 조선 등 동아시

아 각국으로 도달하는 광범위한 교역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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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이 후루타 가즈코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아시아 역내의 교

역의 네트워크를 ‘상하이 네트워크’라 명명한 바 있다.179)

상하이에서 재수출된 면제품이 나가사키를 거쳐 조선의 부산이나 원산으

로 유입되는 루트가 바로 이러한 ‘상하이 네트워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은 

이미 후루타 가즈코가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180) ‘상하이 네트워크’의 나가

사키-조선 구간이 가장 활기를 띠었던 시기는 1880~1890년대 초반까지로, 

이 당시에는 상하이에서 나가사키로 수출된 금건의 99%가까이가 조선으로 

재수출되었다.181) 그 중에서도 특히 재수출 물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885

년~1887년까지의 3년간이었는데, 상하이 현지의 중국 상인들 사이에서 조선 

시장에 대한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면제품의 대 조선 

수출은 호황이었다.182)

그런데 이처럼 호황을 누린 면제품 수출 무역에서 중국의 상하이와 일본

의 나가사키 구간, 즉 <그림 3>에서 실선으로 표시한 구간은 중국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나가사키 지역의 가장 유력한 무역은행인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에서조차 1880년대에는 상하이 지역으로는 화환어음 거래는 물론 

변변한 송금 기록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가사키 지역의 일본 상인들

은 상하이-나가사키 구간의 무역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조선의 부산이나 원산으로 이어지는 루트는 일본 상인

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줄곧 집중해 온 

제18국립은행이 바로 이 나가사키와 조선을 연결하는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행위자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18국립은행의 영업 

내용은 ‘상하이 네트워크’로 통칭되는 국제적인 무역구조 속에서 무역 행위

의 담지자가 실제로 어떻게 무역 활동을 전개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실례

179) 古田和子, 2000, 上海ネットワークと近代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p.1.
180) 古田和子, 2000, p.63 이하 ｢第3章 上海ネットワークと長崎ー朝鮮貿易｣
181) 古田和子, 2000, p.73.
182) 후루타 가즈코의 분석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출발하여 나가사키를 거쳐 조선으

로 유입된 생금건의 양은 1885년 260,443 반(反), 1886년 311,968 반, 1887년에 

338,865 반 정도로 추계된다. 1반(反)은 38야드(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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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1878년~1887년까지 제18국립은행의 영업보고서 상으로 확인되는 화환어음

의 발송 규모는 상하이에서 나가사키를 경유하여 조선으로 유입되는 면제품 

물량의 추이와 연동된다. 특히 재수출 물량이 정점을 찍은 1885~1887년의 3

년간 제18국립은행이 제1국립은행과 제102국립은행의 조선 내 지점 혹은 출

장소로 발송하는 화환어음의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줄곧 고공행진을 

지속한다. 이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의 총 수입액과 제18국립은행의 

화환어음 발송액을 비교해보면 과연 제18국립은행이 조선을 포함한 국제무

역 구조 속에서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 행위자였는지를 알 수 있다.

1885년~1887년 조선의 총 수입액에 대해서는 조선해관연보(朝鮮海關年報)
에 수록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해관연보에 수록된 수

입액은 수입된 상품의 가격에다가 수입관세 및 수입업자의 이윤까지 더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에서 본다면 실제 수

입액보다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기주와 김낙

년(2009)이 조선해관연보에 기록된 수입액을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IF 가격183)으로 환산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추정치 제18국립

은행의 화환어음 발송금액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4> 조선의 총 수입액(1885-1887년) (단위: 천엔)184)

연도 원통계 추정치
제18국립은행

화환어음 발송액(비중)
1885 1,672 1,443 316.6(21.9%)
1886 2,474 2,178 395.4(18.1%)
1887 2,815 2,429 378.4(15.5%)

183)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이란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갑판위로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해상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설정된 상품의 가격이다.
184) 박기주, 김낙년, ｢한국의 장기 무역통계와 무역지수(1877~1963)｣, 경제학연구, 

vol.57(3), 2009, p.168. 원통계는 조선해관연보에 기록된 숫자, 추정치는 여기

에서 CIF 가격을 추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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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시점에서 조선의 총 수입액이 약 1,443,000엔 정도였던 것으로 추

산되는데, 이 해 나가사키에서 제18국립은행을 통해 수출된 수출품의 총액은 

316,676엔으로 전체의 21.9%를 점유하고 있다. 1887년에는 그 비율이 15.5% 

정도로 다소 하락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조선으로의 면제품 수출에 있

어서 제18국립은행이 차지한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상하이에서 수입한 면제품을 조선으로 재수출할 뿐인 중계무역이 그 규모

에 비해서 큰 이익이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하지만,185) 

에도시대 이래 줄곧 배후에 이렇다 할 상품의 산지를 갖지 못한 채 중계무

역에 의존해 왔던 나가사키의 산업 구조를 고려한다면 이는 그리 새삼스러

운 지적이 아니다. 오히려 중계무역이라는 산업에 특화되어 있던 나가사키와 

그러한 여건 속에서 무역업과 고리대업으로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 그리고 

이들과 조일무역에 종사하던 쓰시마 상인들과의 관계가 19세기 후반에 국제

적인 무역 네트워크의 일단(一端)으로 연속되어 1880년대 중국, 일본, 조선 

간의 무역 규모를 신장시키는 기능을 하였다는 사실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185) 古田和子, 2000,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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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동아시아 세계에서 19세기 후반은 “함포와 조약을 내세운 전혀 다른 영역 

국가의 논리가 서구 열강에 의해 강제되었던”186) 시기였으며, 이러한 ‘서양

의 충격(Western Impact)’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둘러싼 국제 질

서에 중대한 변혁이 초래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래에는 이 ‘서양의 충

격(Western Impact)’의 영향을 심대한 것으로 상정하고 그 이전과 이후의 역

사를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시각에 수정을 요구하는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 즉, 근대 

이전부터 아시아지역에는 독자적인 시장과 무역의 네트워크가 존재했으며, 

이 아시아 내의 무역 네트워크는 근대 이후 새로운 상품, 효율성 높은 운송 

수단, 효과적인 결제의 수단 등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해체’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아시아 교역권이 발전하는 밑바탕으로 기능했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라는, 오늘날 동아시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사(貿易史)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조망할 수 있지 않을까? 흔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한국과는 달리, 조선은 도저히 무역입국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1876년을 기점으로 본

격적인 세계 무역체제에 편입되기 이전에도 조선은 중국과는 주로 조공사절

단의 파견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과는 부산 초량 왜관을 드나드는 쓰시마 상

인들을 통해서 각각 무역을 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쓰시마 번이 독점하던 대 조선 무역과 여

기에 자본을 공급하고 있던 나가사키 상인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러한 구조

가 19세기 후반 새로운 무역체제의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를 살펴보았다.

19세기 초반, 쓰시마 번은 여전히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조

186) 강진아, ｢동아시아의 개항: 난징조약에서 강화도조약까지｣, 현대사광장, vol.7, 
2016,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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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무역의 구조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17세기 무렵과는 양상이 달라져 있었다. 

쓰시마 번의 무역은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온 수입품을 조선에 재수출하고, 

조선의 산물을 일본에 유통시키는 중계무역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쓰시마 번의 무역에 자본을 제공하고 있던 것은 나가사키에서 무역

업과 고리대업으로 자본을 축적해 나가고 있던 상인들이었다. 외형적으로는 

쓰시마 번이 독점하는 조일무역이었지만, 그 실상은 나가사키 상인들의 자본

에 의해 좌우되었다. 1872년 쓰시마 무역서가 해체될 당시 일본 국내에 지

고 있던 부채 총액의 50% 이상을 나가사키 상인들에게서 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무역의 큰 틀은 쓰시마 무역서가 폐지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일본 정부는 쓰시마 번이 무역을 독점하던 구조는 철폐하더라도 상인들 간

의 무역은 장려하고자 하였다. 왜관에 체류하던 쓰시마 상인들의 거취를 선

택에 맡겼으며, 쓰시마 무역서 폐지 이후 위축된 상인들의 무역이 단절되지 

않도록 과세를 보류하는 정책적 지원도 있었다. 이 시기 무역 통계는 극히 

빈약하지만 일부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조선으로부

터 변함없이 쌀, 무명, 우피, 해삼 등이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 조선으로는 동(銅)과 함께 중국에서 수입된 당목면이나 인도산 면

포인 천축목면 등이 수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면제품은 이 당시 주로 중

국을 거쳐 나가사키로 수입되던 상품이었다.

한편 나가사키에서는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점차 독립적이고 체계화된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가미 가와 마쓰다 가는 정부의 요청으

로 설립된 ‘협력사’라는 반민반관적 금융기관에서 탈퇴하고 ‘나가미마쓰다상

사’라는 독립된 합자회사를 설립한다. 이후 ‘나가미마쓰다상사’는 사명을 ‘릿

세이회사’로 바꾸고 회사 형태도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등, 점

차 근대적 은행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한다. 같은 시기, 쓰시마에

서는 이와 같은 은행 설립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가운데, 쓰시마의 영세

한 상인들에 대한 나가사키 자본의 지배력은 강화되었다.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의 조일무역은 이렇게 형성된 구조를 계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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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한 것이었다. 같은 시기, 중계무역에 특화된 나가사키의 산업 구조 속에

서 무역금융으로 전문화하는 길을 선택한 나가미 가, 마쓰다 가 등 나가사키

의 유력 상인들은 1877년 제18국립은행을 설립하였다. 한편 조약의 체결 이

후 쓰시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건너갔고, 이는 종래 쓰시마 상인

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일무역에 관여하고 있던 나가사키의 입지를 강화시

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78년에 부산에 진출한 제1국립은행도 진출 첫 

해에 가장 먼저 제18국립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어, 조선과 나가사키를 잇는 

금융의 통로를 확보하였다. 한편 쓰시마에서는 1879년에 옛 쓰시마 번의 사

족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최초의 은행을 설립하고 제18국립은행보다 앞선 

시기에 조선 진출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영업은 상당부분 제18국립은행에 

종속되었고, 이들이 부산과 원산에 세운 지점은 제18국립은행 조선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다.

이처럼 제1국립은행, 제102국립은행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점차 조일무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제18국립은행은 종래의 무역상인적 기질을 발

휘하여 운송, 보관, 보험을 책임지는 사실상의 무역업도 수행하였다. 특히 제

18국립은행은 1880년대 상하이를 통해 나가사키로 유입된 면제품을 조선으

로 재수출하는 중계무역을 뒷받침하며, 조일무역을 이른바 ‘상하이 네트워크’

라는 국제적 무역체제로 편입시키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조약 체결 

이후의 무역은 기존에 무역을 담당해 온 상인들과 이들을 뒷받침한 금융, 그

리고 상품의 생산과 유통의 구조가 연속되는 가운데 더욱 확장되고 발전되

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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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要旨>

長崎貿易金融の成長と

日朝貿易の関係

- 第十八国立銀行の設立と朝鮮進出過程を中心に -

金 旻

東洋史學科

ソウル大学校大学院

第十八国立銀行は、日本長崎地域の商人たちが16万円の資本を出資して、
1877年に設立した民間銀行だった。この銀行は、開業直後から日本と朝鮮間の

貿易に深く関わりながら貿易銀行としての立地を築き、特に1880年代、上海か

ら長崎を経由して朝鮮に再輸出される、綿製品の流通を仲介しながら、日朝貿

易の膨張に寄与した。また、1890年には、仁川に最初の支店も出店させた。と

ころで、当銀行を設立した長崎の商人たちは、江戸時代に朝鮮との貿易を独占

していた対馬藩との密接な関係を持ち、彼らに貿易の資金を融資するなど、既

に日朝貿易に参加していた。
本論文の課題は、長崎商人たちが第十八国立銀行を設立するまでの経緯と、

当銀行が日朝貿易に参加する過程を分析し、日本と朝鮮の間で実際に交易を担

当した対馬商人たちと、朝鮮への輸出品を調達し、朝鮮からの輸入品を販売す

る市場としての長崎、そしてこの貿易に資金を提供する長崎商人から構成され

た日朝貿易の構造が、既に19世紀の初・中葉から形成され、日朝修好条規の締

結以後に連続されたことを立証することだ。
第Ⅰ章では、江戸時代に日朝貿易を独占していた対馬藩と長崎商人の関係を

検討した。第十八国立銀行設立当時、最も多くの資本を出資した永見家は、江

戸時代、長崎の会所貿易に参加できる本商人だった。永見家は1800年初から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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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と貿易で資本を蓄積し、1850年代からは藩を相手に行う金融である大名貸を

始めた。江戸時代に日朝貿易を独占していた対馬藩は、永見家の主要取引の相

手の一つだった。対馬藩は、朝鮮に輸出する商品を調達するために前貸を受け

るなど、貿易に必要な資金を、長崎商人から借り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る。対

馬藩が長崎の商人たちから資金を調達した背景には、朝鮮に輸出する主要商品

である丹木, 水牛角, 胡椒, 明礬などを長崎から購入し、また朝鮮から輸入した

海産物(主にイリコ)をまた長崎を通じて販売する貿易の構造が存在していた。
1872年、対馬の貿易署が解体される当時、貿易署の負債40,696円の内、21,295

円(約52.3%)を長崎の商人及び士族たちから借り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るほど、
長崎の資本は、既に日朝貿易に於いて大きな比重を持っていた。
第Ⅱ章では、対馬藩の独占貿易が解体される1872年から、日朝修好条規が締

結される1876年までの過渡期の間、日朝貿易の担当者たちと彼らの活動に注目

し、日朝貿易の様子を検討した。1859年以後、日本の相次ぐ開港で長崎は独占

貿易港としての立地を失うが、その他の産業基盤の成長が十分でなかった長崎

では、対外貿易が相変わらず地域経済の中心産業であった。このような地域的

特性を背景に、長崎の会所貿易と高利貸で成長した永見家等の資産家たちは、
漸次貿易金融に特化された独立的な金融機関を設立し始める。1872年1月に設

立された永見松田商社は、長崎商人たちによって設立された最初の独立的金融

機関としての意義を持ち、この商社は、1872年の末頃、第十八銀行の前身とも

言える立誠會社という、株式会社形態の機関に転換される。立誠會社は、預

金・手形取組の業務は勿論、他の金融機関とコレスポンデンス約定を締結し金

融の通路を確報するなど、銀行としての体制を相当備えていた。
一方、同時期に外務省の外交文書に現れる日朝貿易の動向を検討してみる

と、対馬の貿易署の解体以後にも、対馬の商人たちは、朝鮮との貿易を持続

し、しかも輸出入税も免除されていた。対馬の商人たちは朝鮮から日本へ牛

皮、木綿、イリコ、白米、人参等を輸入し、日本から朝鮮へ銅の他、唐木綿、
絹布(カイキ)、天竺木綿など、主に長崎を通じて日本に輸入された織物類を再

輸出し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る。特に1880年代、日朝貿易の膨張を牽引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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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商人による綿製品中継貿易の端初が、既にこの時期から確認される。この

ようば貿易の構造が維持される中、1872年頃には商人たちによる独立的金融機

関が胎動した長崎とは異なり、対馬では1879年に入ってから旧対馬藩出身の士

族たちを中心に、最初の銀行が設立される。この時期に、零細な対馬商人に対

する長崎資本の影響力は強まった。
第Ⅲ章では第十八国立銀行の営業報告書の内容を根拠に、長崎商人たちが中

心となって設立した当銀行が日朝貿易に参加して行く過程と、その特徴を分析

した。1877年12月、第十八国立銀行が開業する。当銀行は、株主の83％が平民

(殆んどが商人)で、彼らの持分が総株数の89％に至る、まさに商人銀行という

名に相応しい銀行だった。第十八国立銀行は長崎の会所貿易と高利貸で成長し

た商人資本が、貿易金融に特化された銀行資本へと発展した事例として評価す

ることが出来る。
1897年、国立銀行条例が廃止されるまで、総計153行の国立銀行が設立さ

れ、その内、朝鮮に進出した国立銀行は第一、第百二、第十八、第五十八国立

銀行の４行だった。その中でも東京で設立された第一国立銀行は1878年、開港

も間もない釜山に出張所を設けて、一番早く朝鮮に進出した。旧対馬藩出身の

士族たちが1879年に設立した第百二国立銀行も1881年を前後して釜山に出張所

を立てる。第十八国立銀行は、この二つの銀行に比べると随分遅れて朝鮮に進

出するが、先に朝鮮に進出した両行とコレスポンデンス約定を結び、朝鮮に直

接支店を置かずとも対朝鮮営業に着手することが出来た。特に伝統的に密接な

関係を持っていた対馬の士族たちが設立した第百二国立銀行の支店は、第十八

国立銀行の依頼を受けて業務を代行するなど、第十八国立銀行の朝鮮進出の橋

頭堡となった。
1877~1887年までの第十八国立銀行の営業報告書を検討して見ると、荷為替

の取組は同期間で50倍以上膨張する。特に朝鮮との取引の比重は、他地域を圧

倒する。第十八国立銀行の対朝鮮取引量の急激な増加を牽引したのは、中国(上

海)から輸入された金巾、寒冷紗などの綿製品を朝鮮に再輸出し、朝鮮から輸入

した産物を日本国内に流通する形態の中継貿易だった。1880~1890年代初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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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上海から長崎に輸入される金巾の殆んどが朝鮮に再輸出され、長崎を経由

し釜山・元山までに繋がる、いわゆる｢上海ネットワーク｣の長崎-朝鮮区間が最

大に機能していた時期だった。第十八国立銀行の経営活動は中継貿易という産

業に特化されていた長崎と、そのような背景の中で貿易と高利貸で資本を蓄積

した長崎商人たち、そして伝統的に日朝貿易に従事してきた対馬商人たちの関

係が、19世紀後半に、国際的な貿易ネットワークの一端として連続され、1880

年代、中国、日本、朝鮮間の貿易を伸長させる役割を果たした事実を証明す

る。

主題語 : 日朝貿易、長崎商人、永見家, 対馬商人、第十八国立銀行、第百二

国立銀行、中継貿易、貿易金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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