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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 시기 조선은 국의 조공책  체제 속에 편입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국에 사신을 보내는 일이 빈번했다. 

조선은 건국 이후 명의 수도로 사신을 보냈으며, 1644년 이후에는 원의 새 주

인이 된 청의 수도로 사신을 보냈다. 명은 한족이 세운 나라이고, 청은 여진족이 

세운 나라이다. 조선 지배층은 병자호란 때 청에 굴복한 것을 치욕으로 여겼으며, 

청에 事大하면서도 청을 오랑캐의 나라로 여겨 한족 국가인 명과 차별하 다. 

조선이 명에 견한 사신의 총칭과 청에 견한 사신의 총칭이 다른 것은 이

에 기인한다. 이 다른 두 명칭에는 명과 청을 하는 조선 지배 엘리트 집단의 

상이한 인식과 태도가 반 되어 있다. 

조선이 명에 견한 사신의 총칭으로 리 알려져 있는 말은 ‘赴京使’일 것이

다. 그 기는 하나 조선 기 명에 견된 사신의 총칭에 ‘부경사’ 하나만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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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인 해조와 인조 에는 ‘朝天使’라는 말이 

쓰이기도 했다. 해조 때 이 새로운 호칭이 등장한 것은, 明의 조선 출병으로 

‘再造藩邦’이 가능했다는 상황 인식과 련이 있다. 한편 인조 에 이 호칭이 

좀 더 빈번히 사용된 데에는 인조반정 이후 조선 집권층의 권력 성격  명청교

체기의 외교  상황이 반 되어 있다. 

이처럼 조선 시 에 국에 견된 사신의 총칭은, 조선의 지배 엘리트 집단

이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국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인식의 문제와 결부되

어 있다. 한 지배 권력의 내  조건과 국 사신의 총칭은 상당히 한 연

을 맺고 있다. 이 에서 내치와 외치의 상호연 성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병

자호란 이 까지 명에 견된 사신이 여하히 呼名되었던가, 부경사라는 말과 조

천사라는 말의 시 별 사용 빈도와 그 교체 양상이 어떠했던가를 살피는 것은 

비단 정치사․외교사 으로만이 아니라 사상사 ․문학사 으로도 의미 있는 작

업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명청교체기와 淸初는 더욱 면 한 찰이 요구된다. 이 시기에 국 

견 사신의 총칭이 어떻게 바 어 갔던가, 긴 모색의 과정 끝에 조선 정자들

이 최종 으로 선택해 사용한 일반  총칭이 무엇이었던가를 살피는 것은 한

계사 연구 역에서는 물론이요, 조선 후기 문학이나 사상사 연구의 역에서

도 퍽 요한 일이 된다. 

그 다면 종 의 연구에서는 明使行이나 淸使行이 어떤 총칭으로 불리어

왔던가? 명사행의 경우, ‘朝天使’라는 말이 사용된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나 

체로 ‘赴京使’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온 것으로 보인다.1)1)이외에 ‘入明使’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했다.2)2) 청사행의 경우, ‘赴燕使’ 혹은 ‘燕行使’라는 말이 사용

1) ‘조천사’라는 말이 사용된 로는 鈴木 信昭, 2011 ｢朝鮮仁祖八年問安官崔有海の傳聞した

西學情報｣ �朝鮮學報� 221 참조. ‘부경사’라는 말이 사용된 로는 이원순, 1983 ｢부경사행

의 문화사  의의｣ �사학연구� 36; 백옥경, 2006 ｢조선 기의 私行 密貿易 연구: 부경사

행을 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5; 정은주, 2010 ｢부경사행에서 제작된 조선사신의 상｣ 

�명청사연구� 33 등 참조. 

2) 국사편찬 원회에서 1974년 간행한 �한국사 9: 조선-양반 료국가의 성립�의 제II장 ‘조선

기의 외 계’의 제2  ‘ 明關係’(이 종 집필)에서는, 조선이 명에 견한 사신을 ‘入

明使節’이라고 했다. “入明使節은 國初와 시 에 따라, 兩國 외교 계의 개 여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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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부연사라는 말은 2000년 이 에는 드물지 않게 사용되었으나 이후에

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3)3)연행사라는 말은 2000년 이 에도 사용되어 

왔지만 2008년 이후 히 많이 사용되어 바야흐로 청에 견된 조선 사신의 

총칭을 표하는 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4)4) 

조선이 국에 견한 사신의 총칭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행사’이다. 

김태  교수는 이 말을 1970년 에 이미 사용한 바 있는데, 그의 서 �홍 용

과 그의 시 : 燕行의 비교문학�에 이런 말이 보인다.  

燕行이란 조선시 에 나라의 사 로서 국에 여행하던 제도를 말한다. ( 략) 그

리고 이처럼 나라의 사 로서 청나라에 가는 여행자를 가리켜 연행사라고 했다.5)5)

견횟수 등이 다르다.”(316면) “여기서 보면 入明使節은 56회 견했는데, 귀환은 38회로

서 귀환기록은 18회가 부족하다. 이는 견횟수보다 귀환횟수를 철 하게 기록하지 않은 

데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319면) “明使出來의 소식은 遼東都司로부터 義州에, 

는 入明使節의 귀환편에 알려지게 되었는데”(323면) “入明使節의 경우는 이미 본 로 

가지고 가는 물화가 체로 규정되어 있으나”(349면) 등 참조.

3) 2000년 이 에 부연사라는 말이 사용된 사례로는 이원순, 1963 ｢赴燕使行의 經濟的 一 : 

私貿易 활동을 심으로｣ �역사교육� 7; 김종원, 1977 ｢조선 후기 淸貿易에 한 일고

찰: 潛商의 무역활동을 심으로｣ �진단학보� 43; 허재혜, 1990 ｢조선 후기 醫官의 경제

 활동양상: ･정조 를 심으로｣, 이화여  석사학 논문; 유승주, 1991 ｢조선 후기 

명･청 무역 ｣ �국사 논총� 30; 김태명, 2000 ｢조공무역체제에 한 연구｣ �한국傳統

商學연구� 14-2 등 참조. 참고로 국사편찬 원회에서 1975년에 간행한 �한국사 14: 조선-

근  사상의 맹아�에는 ‘부연사’라는 말이 4회, 연행사라는 말이 2회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국사편찬 원회에서 1998년에 간행한 �신편 한국사 31: 조선 기의 사회와 문화�의 

‘Ⅳ. 학문과 종교’(차주환 집필)에는, 연행사라는 말이 19회나 사용되고 있음에 반해, 부연

사라는 말은 단 2회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1998년에 간행된 �신편 한국사 35: 조선 후

기의 문화�의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박성래 집필)에서는 연행사라는 말만 사용되고 있

고 부연사라는 말은 일  사용되고 있지 않다.

4) 2000년 이 에 연행사라는 말이 사용된 사례로는 해종, 1970 ｢淸代 韓中朝貢關係 ｣ �韓

中關係史 硏究�, 일조각; 김태 , 1978 ｢18세기 연행사의 思 와 자각: �열하일기�를 심

한 여행자 문학론｣ �명 논문집� 11; 1982 �홍 용과 그의 시 : 燕行의 비교문학�, 일지

사, 13면; 三好 千春, 1989 ｢アヘン戰爭に關する燕行使情報｣ �史艸� 30; 1996 ｢燕行使の

ロシア認識｣ �駿台史學� 96; 夫馬 進, 1990 ｢萬曆二年朝鮮使節の‘中華’國批判｣ �山根幸夫

敎授 休紀念明代史論叢�, 東京: 汲古書院 등 참조. 

5) 김태 , 1982 앞의 책,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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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조선의 사 단이 국에 가는 것을 흔히 ‘燕行’이라고 이른 것은 

사실이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정부 공식 기록은 물

론이려니와 문집이나 筆記를 비롯한 사 부의 각종 기록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사실이다.6)6)하지만 “나라의 사 로서 청나라에 가는 여행자”를 ‘연행사’라고 했

다 함은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조선시  정부 공식 기록이든 지배 엘리트인 

사 부의 기록이든 청나라에 견된 사 을 ‘연행사’라고 한 경우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이 호칭은 당시에 통용되지 않았다고 단언해도 좋은, 말하자면 아무 ‘족

보’가 없는 말이라 할 것이다. 김태  교수는 비록 일 부터 ‘연행사’라는 말을 

사용해 이 말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왜 조선이 청나라에 견한 

사신의 총칭을 ‘연행사’라고 해야 하는가에 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태  교수 이후 이 말을 사용한 연구자들 가운데도 조선이 청에 견한 사신

의 총칭을 왜 ‘연행사’라고 해야 하는지 본격 으로 따진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 견 사신의 총칭 문제를 처음으로 학문  검토의 상으로 삼아 논

의를 펼친 학자는 후마 스스무(夫馬 進) 교수이다. 후마 교수는 오랜 동안 조선이 

명․청에 견한 사신과 일본에 견한 사신에 한 연구를 수행해 왔고, 2008년

에는 한국에서 �연행사와 통신사�라는 제목의 책을 간행했다. 그리고 이 책을 보

완해 2015년 일본에서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라는 책을 간행한 바 있다.7)7) 

주목되는 것은 후마 교수가 ‘연행사’라는 용어를 상당히 ‘자각 ’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그 논리구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연행

사와 통신사�에 피력된 후마 교수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하지만 ‘연행’이 흔히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조선 후기 조선 사 단의 ‘ 국행’을 일컫는 

가장 일반 인 말인가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말만큼 많이, 혹은 이 말

보다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赴燕’이라는 말이다. 가령 국사편찬 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에서, ‘연행’이라는 말은 381건 검색되는 데 반해 ‘부연’

이라는 말은 1,006건 검색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연행’이라는 말은 93건 검색되나, 

‘부연’이라는 말은 195건 검색된다. 정부 기록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고 번역원에서 온라인

으로 제공하는 한국문집총간에서, ‘연행’이라는 말은 1,533건 검색되는 데 반해 ‘부연’이라

는 말은 2,132건 검색된다. 이 수치는 �목은집�과 같은 고려말 문인의 문집과 조선 기의 

문집들에 나타나는 약간의 용례가 포함된 것이기는 하나 이 을 감안하더라도 사 부 문

집에서 ‘연행’이라는 말보다 ‘부연’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7) 夫馬 進(하정식 외 옮김), 2008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15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

使�, 名古剭: 名古剭大學出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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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선에서 서울을 출발해 북경까지 왕복했던 사람이 남긴 여행기는 ‘燕行 ’으

로 불린다. 조선 기의 여행기는 ‘朝天 ’이라고도 하나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

서는 이를 포함해 모두 ‘연행록’으로 부른다. 

② 이 연행록을 남긴 사 에 한 汎稱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다. “부경사라는 

이름은 국에서 명청 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8)8)비록 ‘부경사’나 ‘조천사’와 같은 용어는 “당시 국과 조

선의 외교 계를 확하게 보여주는 것임이 분명하고, 사 의 실체를 사실 으

로 표 하고”9)9)있음에도 불구하고 “ 무나 특정시 의 가치를 표 하는 말이

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학술용어로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 학술의 

진 을 해하게 될 것”10)이다.10)

③ ‘연행록’이라는 용어가 학술용어로서 정착되고 있는 상에 비추어 명청시 에 

조선에서 국에 보낸 사 의 명칭은 ‘연행사’ 혹은 ‘조선연행사’라고 통칭하는 

것이 하다.11)11)

�연행사와 통신사�의 제8장 ‘일본 존 조선연행록 해제’의 머리말에 서술된 내

용이다.12)12)2015년에 간행된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에서는 이 부분이 ‘序章 朝

鮮燕行使とは何か’의 제1  ‘朝鮮燕行使という呼稱とその回數’로 옮겨져 있다. 내

용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되나 단 다음 말이 새로 추가되어 있다. 

국에서 만주족이 통치자가 된 淸朝로 되면 ( 략)  일 이 ‘赴京使’로 불렸던 

것과 같은 것이 ‘赴燕使’로 바 어 불렸다.13)13) 

요컨 , �조선왕조실록� 등에 ‘赴京使’는 명 에 주로 사용되고 ‘赴燕使’는 청

에 국한되어 사용된 말이므로 조선이 명･청에 견한 사 의 총칭으로는 ‘연

행사’가 하다는 것, 게다가 ‘부경사’라는 말은 특정시 의 가치를 표 한 말

 8) �연행사와 통신사�, 287면.

 9) 의 책, 288면.

10) 의 책, 288면.

11) 의 책, 286-288면. 

12) 夫馬 進, 2003 ｢日本現存朝鮮燕行 解題｣ �京都大學文學部硏究紀要� 42를 轉載한 것이다. 

13) 원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中國で滿洲族が統治 となった淸朝になると、( 략) また

かつて｢赴京使｣とよばれていたのと同じものが、｢赴燕使｣と呼び換えられた｡”(�朝鮮燕行

使と朝鮮通信使�,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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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연행사’라는 말은 그 지 않으니 학술용어로서 더 타당할 뿐더러 中國使

節이 남긴 여행기를 ‘연행록’으로 통칭하는 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후마 교수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 지배층의 명 과 청 은 근본 으로 달랐

다. 명에 보낸 사신과 청에 보낸 사신의 총칭이 다른 것은 이에 기인한다. 이 

을 捨象시킨 채 명과 청에 보낸 사신의 총칭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올바른 의

미에서의 역사  사고라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 

둘째, 국 견 사신의 총칭을 ‘연행록’이라는 명칭에 맞추는 것이 정당한 일

인가 하는 이다. ‘연행록’은 私的 기록에 속한다. 그 에서는 사신이 남긴 것

이든 子弟軍官 등의 수행원이 남긴 것이든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사 의 명칭

은 사  차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  차원에 속하는 문제다. 그러니 사  차

원의 명칭에 맞춰 사 단의 명칭을 ‘연행사’로 하는 것이 하다 함은 좀 이상

한 주장일 수 있다. 더군다나 ‘연행록’이라는 말과 달리 ‘연행사’라는 말은 당

에 통용된 말이 아니다. 그러니 연행 기록의 명칭에 맞춰 사 단의 명칭을 ‘연행

사’로 하는 것이 하다 함은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당 에 사용된 호칭을 무시하고 임의로 새로운 학술용어를 만들어 쓰는 

일의 문제 이다. 이는 거시 으로 보면 텍스트나 事象의 이해 내지 해석과 

련된 사안이다. 가다머(H. G. Gadamer)에 의하면, “역사  상은 한낱 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他 의 통일체이며, 역사의 실과 역사  이해의 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계”14)이다.14)그러므로 연구자의 편 한 주 성은 地平融

合을 통해 역사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해할 수 있다. 왜 당시 조선에서 일반

으로 사용된 호칭이 있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배척하

는가? 당시의 호칭에 특정한 가치의식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배척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15)15)이 경우 특정한 가치의식은 오히려 直視되면서 연구되는 것이 

14)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임홍배 옮김), 2012 �진리와 방법� 2, 문학동네, 183면. 원문은 다

음과 같다: “Der wahre historische Gegenstand ist kein Gegenstand, sondern die 

Einheit dieses Einen und Anderen, ein Verhältnis, in dem die Wirklichkeit der 

Geschichte ebenso wie die Wirklichkeit des geschichtlichen Verstehens besteht.” 

Gadamer, Hans-Georg, 2010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7.Auflage(durchgesehen), Tübingen: Mohr Siebeck, S.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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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연구 태도이지 않은가? 배척하는 것 자체도  다른 하나의 가치의식일

진 , 이 가치의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16)16)더군다나 당 에 일반 으로 

통용된 호칭은 他 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가령 일제강 기의 어떤 용어들

과 달리) 주체의 내  요구에 따라 자발 으로 사용된 것이지 않은가? 후마 교

수는 당 에 일반 으로 사용된 용어를 사용한다면 연구의 해를 낳을 것이라

고 했는데,17)17)오히려 언어의 통  존재방식을 무시하는 태도야말로 연구의 심

각한 왜곡을 낳지 않을까? 한편 새로운 용어의 모색이 한국 역사의 통  지평

과 언어 습을 존 하는 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 

후마 교수의 입론에는 이런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는바, 조선이 명과 청에 

견한 사신의 총칭에 해서는 면  재론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후마 교수도 

조선측 사료를 면 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다. 

필자가 여기서 후마 교수의 所論을 좀 자세히 언 한 까닭은, 2008년 그의 

서  �연행사와 통신사�가 출간된 이후 학계에서 ‘연행사’라는 말의 사용 빈도수

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구자는 물론이고, 국, 일본, 만의 

연구자들이 이제 거개 ‘연행사’라는 말을 학술용어로 구사하고 있는 상을 목도

하게 된다.18)18) 

15) 당  맥락에서 본다면 ‘부경’이라는 말에만 가치  의식이 담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연행’이라는 말에도 그것 로의 가치  의식이 담지되어 있다 할 것이다. 

16) 조선시  지배 엘리트 집단의 명과 청에 한 상이한 가치  태도와 그 언어  표 을 

무시하고 연구자의 주 성을 들이 으로써 조선시  체의 中國使節의 총칭을 ‘연행

사’로 고정시키고자 한 후마 교수의 圖는 보기에 따라서는 근  이후의 國民國家的 視

角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국민국가  시각의 이면에는 

근  동아시아의 질서를 일본과 국 양국의 수평  계라는 임으로 이해하고자 

하는(그래서 가능한 한 일본을 국의 높이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식 내지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명･청에 견된 조선 사신을 ‘연행사’로 단일화해 ‘통신사’

와 마주세우고자 한(기실 국 견 사신과 통신사는 1 1로 마주세울 수 없는 것으로 생

각되지만) 데서 그 이 확인된다. 필자가 말한 ‘  다른 하나의 가치의식’이란 바로 이 

과 련된다. 

17) 게다가 후마 교수는 “일본의 류큐사 연구에서 실태를 그 로 반 하고 있는 책 사라고 

하는 용어를 극히 자연스럽게 학술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실태를 나타내

는 용어를 학술용어로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려면 우리는 앞으로 더 오랜 ‘역

사’가 쌓이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연행사와 통신사�, 288면)라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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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는 재 사용되고 있는 ‘연행사’라는 말이 과연 학술용어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면 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학문에서 용어 혹은 개념의 문제는 

이래도 좋고 래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한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

되어도 좋은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것은 종종 학문의 근거 혹은 정당성의 문제

와 직결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가치의식이라든가 이데올로기와 련되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  립’이라는 것 자체가 한갓 허구이며, 기실은 어

떤 이데올로기의 표방일 수도 있다. 연구자가 그것을 의식하는가 의식하지 못하

는가는 연 별개의 문제다.

본고에서는 먼  비 으로 통일신라시 와 고려시 에 국 견 사신을 각

각 어떻게 호칭했는지를 간략히 검토한 뒤, 조선시 에 국 사신을 어떻게 호

칭했는지를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의 국가 기록을 통해 면

히 검토하는 ‘통시 ’ 근법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실증분석을 바탕

으로 용어 문제에 한 필자의 所見을 말해 볼까 한다.  

2. 조선시  이  국 견 사신의 명칭

통일신라에서 唐에 견한 사신은 ‘入唐使’로 호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

18) 최근의 논문을 몇 편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안 회, 2010 ｢조선 후기 燕行을 보는 세 가지 

시선: 燕行使를 보내는 序를 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9; 신익철, 2010 ｢18~19세기 

연행사 의 북경 천주당 방문 양상과 의미｣ �교회사연구� 44; 이홍식, 2015 ｢연행사와 

청  북경의 朝鮮使館｣ �한국한문학연구� 57; 胡婷, 2016 ｢康乾时期朝鲜燕行使眼中的大

明衣冠｣ �忻州师范学院学报� 2016-3; 赵现海, 2017 ｢ 域看长城——明清时期朝鲜燕行使

的长城观念｣ �社会科学文摘� 2017-7; 鈴木 開, 2009 ｢一六二〇年の朝鮮燕行使李廷龜一

行の交渉活動: 光海君時代における対明外交の一局面｣ �東洋学報� 91-2; 程 永超, 2016  

｢十七ˎ十八世紀朝鮮人の日本․中国体験: 通信使と燕行使の二重経験の人を中心に｣ �旅の

文化研究所研究報告� 26; 楊雨蕾, 2009 ｢燕行使臣 西學初傳朝鮮｣ �輔仁歷史學報� 22, 

2009; 羅 然, 2015 ｢燕行使團擔任文化媒介的朝鮮譯官: 以金慶門為研究中心｣ �漢學研究�

33-3. 한편 ‘연행사와 통신사’라는 주제 하에 학술 회가 열리기도 하 다. 鄭光․藤本幸

夫․金文京 편집, 2014 �燕行使와 通信使: 燕行․通信使行에 한 韓中日 三國의 國際워

크 �, 박문사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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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기�를 살피면 ‘입당사’라는 용어는 세 번 쓰 다. 첫 번째는 聖德王 12년

(713)에 “입당사 金貞宗이 돌아오다”(入唐使金貞宗迴)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文聖王 13년(851)에 “입당사 아찬 원홍이 불경과 佛牙를 가져오다”(入唐使阿湌

元弘, 賷佛經并佛牙來)라 한 것이며, 세 번째는 景文王 2년(862)에 “입당사 아찬 

부량 등 일행이 익사하다”(入唐使阿湌富良等一行人溺沒)라 한 것이다.19)19)

반면 ‘遣唐使’라는 용어는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는다. 통일신라 이후의 기록

을 살피면 당나라에 사신을 견한 경우 ‘遣使入唐’ 등의 표 을 써서, ‘사신을 

견하다’라는 뜻인 ‘遣使’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견당사’와 같이 

명칭을 정확히 부르는 형태로 쓴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신

라에서 당에 견한 사신의 명칭은 ‘입당사’ 다고 일단 정리할 수 있다.

고려시 에 들어와서는 宋에 견한 사신의 명칭이 문제가 된다. 사료에 보이

는 것은 ‘入宋使’이다. ‘입송사’가 쓰인 용례로는 �고려사� 종 13년(1118) 6월

에 “왕이 연친 에서 잔치를 베풀어 입송사 鄭克永과 李之美를 별하다”(御宴

親殿置酒, 餞入宋使鄭克永ˎ李之美)라 한 것과, �고려사� 열 에 “곽여가 일 이 

입송사 王字之와 文公裕를 別業에서 별할 것을 청하 다”(輿嘗請餞入宋使王字

之․文公裕于別業)라 한 것을 우선 들 수 있다. �고려사 요� 종 10년(1115) 

6월에도 “처사 곽여가 자신이 사는 서의 별업에서 入宋使 正使와 副使를 별

할 것을 청하 다”(處士郭輿請於所居闕西別業餞入宋使副)라는 기록이 보인다. 

한 �東人之文四六� 권13에는 김부식이 쓴 ｢入宋使臣上引伴使狀｣이 실려 있는

데, 이 의 제목에 쓰인 ‘入宋使臣’은 곧 ‘入宋使’를 가리키는 말이다.20)20)

반면 통일신라의 당사신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견당사’가 보이지 않았던 것

과 유사하게, 고려시 의 송사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遣宋使’가 쓰인 경우는 

19)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2년 冬10월;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문성왕 13

년;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경문왕 2년 秋8월. 본고에 명기된 서력 연도는 편의를 

해 병기한 것으로, 태음태양력의 연도를 태양력으로 환산했을 때 연도가 넘어가는 경

우에 따로 반 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컨  조선 성종 8년은 개 양력 1477년에 해당

하지만, 성종 8년 12월 7일은 곧 양력 1478년 1월 10일이다. 이런 경우에도 본고는 해당 

일자의 서력 연호를 병기할 때 편의상 1477년에 속한 것으로 한다.

20) �고려사� 권14, 世家 종 13년 6월; �고려사� 권97, 列傳 諸臣 ‘郭輿’조; �고려사 요�

권8, 종 10년 6월; �東人之文四六� 권13, ｢入宋使臣上引伴使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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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에서 찰되지 않는다. 이로써 보건  고려에서 송에 견한 사신의 명칭은 

‘입송사’ 다고 단할 수 있다.

고려시 에는 송뿐만 아니라 북방 이민족이 세운 국가인 遼와 金에 보낸 사신

의 명칭도 문제가 된다. 遼의 경우 ‘入遼使’라는 명칭이 보인다. 곧 �고려사� 열

의 ‘邵台輔’조에는 邵台輔가 올린 奏文의 내용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 “청컨

 지 부터는 入遼使臣으로 하여  건장한 자를 훈련시켜 시종으로 삼게 하소

서”(請自今令入遼使臣揀壯健 , 爲傔從)라는 구 이 보인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구 이 �고려사 요� 宣宗 10년 6월 조에도 실려 있다.21)21)金의 경우에도 ‘入金

使’라는 표 이 보인다. 곧 �東人之文四六� 권13에 실린 金克己의 ｢入金使臣回平

州狀｣이라는 의 제목에 ‘入金使臣’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22)22)

元의 경우에는 ‘入元使’, ‘遣元使’ 등의 용어는 찰되지 않고 “元에 大 軍 金

伯鈞을 견하여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다”(遣大 軍金伯鈞如元,23)賀節日)23)와 같

은 문장 형태의 기술만이 찰된다. 

이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에서 당에 견한 사신은 ‘입

당사’로, 고려에서 송에 견한 사신은 ‘입송사’로 불렸다. 고려에서 요와 에 

견한 사신은 각각 ‘입요사’와 ‘입 사’로 불렸으나, 원에 견한 사신은 그 일

반  명칭이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3. 조선시  국 견 사신의 총칭

조선으로 들어오면 국 견 사신 련 사료의 양이 많아지고 그 양상도 복

잡해진다. 따라서 기와 후기를 양분하여 따로 살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련 

21) �고려사� 권95, 列傳 諸臣 ‘邵台輔’조; �고려사 요� 권6, 宣宗 10년 6월 “請自今令入遼使

臣揀取其壯健 , 以爲傔從.” �고려사� 열 에 실린 邵台輔의 奏文에 ‘揀其壯健 , 爲傔從’

이라 한 구 이 �고려사 요�에 실린 邵台輔의 奏文에는 ‘揀取其壯健 , 以爲傔從’라 하

여 ‘取’와 ‘以’가 추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2) �東人之文四六� 권13, ｢入金使臣回平州狀｣.

23) �고려사� 권27, 원종 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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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명확히 정의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기서는 조선에서 

마지막으로 명에 사신을 보냈던 1636년을 기 으로 하여 그 이 과 이후를 나

어 논하기로 한다. 곧 조선 건국으로부터 1636년까지를 조선 기로, 1637년 이

후를 조선 후기로 획정한다.24)24)

조선에서 국에 견한 사신은 명에 견한 사신과 청에 견한 사신 두 가

지가 있다. 논의상 편의를 해 자를 明使行으로, 후자를 淸使行으로 부르

기로 한다. 이러한 사신의 명칭은 ‘赴京使’, ‘赴燕使’와 같이 명사행 는 청

사행 일반을 가리키는 명칭과, ‘冬至使’, ‘謝恩使’와 같이 해당 사행이 띤 특수한 

목 에 따른 명칭이 존재한다. 자를 국에 견한 사신의 ‘총칭’으로, 후자를 

‘특칭’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사행의 총칭은 사료에 힐 때 조 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赴

京使’를 로 들자면, 실제 사료에는 ‘赴京使臣’, ‘赴京使行’, ‘赴京使价’ 등의 형태

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해당 총칭의 ‘이형태’로 규정하며, 해당 총칭과 

같은 개념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료상에서 특정 시기에 특정 

총칭이 몇 회 나타나는지 집계할 때 이들 이형태 한 함께 집계할 것이다. 

1) 조선 기

조선 기에는 조선에서 明에 견한 사신의 명칭이 문제가 된다. 1636년 이

 조선의 明使行을 부르는 용어는 ‘赴京使’와 ‘朝天使’가 있었다. 그 출  횟

수를 다시 世紀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25)25)

24) 역사학계에서는 일반 으로 임진왜란을 기 으로 조선 기와 후기를 나 다. 그러나 본

고는 조선이 명과 청에 견한 사 의 명칭이 어떠하 으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편의상 1636년을 기 으로 조선 기와 후기를 구획하

기로 한다. 

25) 도표는 국사편찬 원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검색한 결과를 토 로 작성하 다. ‘朝天使’의 경우 ‘이번 왕조의 天使’(今朝天使)와 같이 

명에서 조선에 견한 사신인 ‘天使’를 가리키는 사례는 제외하고, 의미상 ‘朝天使’와 

련된 것만 집계하 다. 집계 횟수는 각 용어가 포함된 기사를 기 으로 셌으며, 같은 기

사 내에서 해당 용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되더라도 복하여 계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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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세기
赴京使 朝天使

15세기 실록26) 127회26) 실록 0회

16세기 실록 168회27)
27) 실록 1회

17세기 반

(1636년까지)

실록 59회28)
28)

승정원일기 29회

실록 12회29)
29)

승정원일기 7회

<표 1> 조선 기 명사행 명칭 출  횟수

표를 살피면, 조선 기에는 ‘赴京使’ 쪽이 압도 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이 

찰된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조선 기에 명사행을 가리킨 일반  명칭은 

‘赴京使’이며 ‘朝天使’는 특정시기에 이례 으로 쓰 던 부차  명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부경사’라 함은 京師에 나아가는 사신을 뜻한다. 京師라 함은 곧 명의 수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명의 수도는 永樂 19년(1421) 이 에는 南京이었고 이후 北京

으로 옮겨졌다.30)30)그러나 락 19년의 遷都 이 에도 황제가 北京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北京으로 보낸 사신도 ‘京師’에 간다고 말한 사례가 발견

된다.31)31)따라서 15세기 기에는 ‘京師’는 상황에 따라 ‘北京’을 지시할 수도 있

26) �조선왕조실록�을 말한다. 이하 때때로 �조선왕조실록�을 �실록�으로 약칭한다.  

27) �선조수정실록� 선조 3년(1570) 6월 1일 기 승의 사직 상소문에는 ‘赴京使臣’이라는 말

이 보이는데, 이 기사는 �선조실록�에 실려 있지 않다. 여기서는 이 기사도 합산하여 집

계하 다. 

28) � 해군일기�는 정 본을 바탕으로 집계하 다. 단, � 해군일기� 본 해 6년(1614) 

7월 1일 호조가 주청사에게 보낼 은 5백 냥의 수송 등에 해 보고한 기사에 ‘赴京使臣’

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 기사는 � 해군일기� 정 본에 보이지 않는다. 이 기사도 합산

하여 집계하 다. 

29) 여기서도 � 해군일기�는 정 본을 바탕으로 집계하 다. 단, � 해군일기� 본 해 

13년 5월 10일 水路를 경유하는 朝天使臣에 한 논의와 � 해군일기� 본 해 13년 

8월 6일에 국에 朝天使節 견을 연기하지 말 것을 청한 내용은 정 본에 포함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이들 기사도 합산하여 집계하 다. 

30) 조 헌, 2010 ｢원․명․청 시  首都 북경과 陪都의 변천｣ �역사학보� 209, 84면. 

31) “遣參贊金漸如京師, 賀聖節也. 漸啓曰: ‘帝在金陵時, 我國使臣前期三月而發行可也, 今帝

在北京, 前期三月而行, 則使臣往來, 前後相望, 驛路不息, 且 入帝所, 曠日淹留, 似乎不可. 

帝若永都北京, 則自今但令及期而已. 臣欲以此意, 達於禮部何如?’”[�태종실록� 태종 18년

(1418)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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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南京’을 지시할 수도 있었으며, 遷都 이후에는 일 되게 ‘北京’을 지시하는 

말이라 생각된다. 어 되었든 명에 보내는 사신을 ‘京師’에 보내는 사신으로 호

칭한다는 것은 조공 책  체제 속에 속한 조선이 제후국으로서 천자가 있는 수

도에 사신을 보낸다는 함의를 지니는 것이다. 

우선 15세기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赴京使’가 �실록�에 처음 나타난 사

례는 �태종실록� 태종 13년(1413) 10월 24일의 기록이다. 

通事 宣存義가 京師에서 돌아왔는데, 崔浩의 유골을 거두어 왔다. 임 이 명하

다. “ 후로는 赴京使臣이 象毛를 무역하여 國用에 보태는 것을 길이 常例로 삼도록 

하라.”

通事宣存義, 回自京師, 收崔浩之骨而來. 命曰: “今後赴京使臣, 易換象毛, 以充國用, 

永爲常例.”32)32)

부경사가 明의 京師를 오가며 象毛를 무역하여 나라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

는 것을 常例로 삼으라는 분부이다. �태종실록�을 살피면 ‘赴京使臣’, ‘赴京使臣

之行’, ‘赴京使臣行次’ 등의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를 살피면 당시 명에 

견한 조선 사신을 부르는 일반 인 용어가 ‘赴京使’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종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 1년(1419) 6

월 10일의 기록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명하기를, “赴京使臣 행차의 검찰과 行臺監察은 후부터 교지를 받고 떠나 보내

게 하라”라 하 다.

命赴京使臣行次檢察ˎ行臺監察, 今後取旨發遣.33)33)

�문종실록�․�단종실록�․�세조실록�에서도 명에 견한 조선 사신은 ‘赴京使

臣’이라 호칭된다.34)34) 

32) �태종실록� 태종 13년(1413) 10월 24일. 이하 �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서 인용할 때

에는 번역문 아래에 원문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33) �세종실록� 세종 1년(1419) 6월 10일. 

34) 다음을 그 일례로 들 수 있다: “赴京使臣, 多載米 , 以貿彩帛 , 滔滔皆是”[�문종실록�

문종 즉 년 12월 20일]; “今年則勿造別例弓, 道內所産綿紬ˎ人蔘ˎ皮物, 付赴京使臣, 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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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赴京使臣’은 ‘赴京使’의 이형태이다. 따라서 여태까지 살핀 사례들은 모두 ‘赴

京使’의 용례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는 하나, ‘赴京使臣’과 같은 이형태가 아니

라 ‘赴京使’라는 정확한 형태가 �실록�에 출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할 

듯하다. 이형태인 ‘赴京使臣’이 아니라 ‘赴京使’라는 세 자 단어가 �실록�에 처

음 출 한 것은 �성종실록� 성종 8년(1477) 12월 7일의 기록이다. 

掌令 朴悌 이 아뢰었다. “신이 지난번에 평안도 鐵山에 있을 때, 鄕吏가 신에게 

고하기를, ‘이 지역에 牧場이 둘이 있는데, 항곶이[ 串]와 稷島라고 합니다. 本邑의 

향리들로 牧子를 삼고,  赴京使의 騎馬와 駄馬에 부역토록 하여 役事가 괴롭고 무

거워서 장차 도망하고 흩어지기에 이를 것입니다’라고 하 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목자를 諸司의 奴子로 充定하면, 鄕戶가 두 가지 役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掌令朴悌 啓曰: “臣往在平安道鐵山, 鄕吏告臣曰: ‘此地牧場有二, 曰 串, 曰稷島. 

以本邑鄕吏爲牧子, 又役於赴京使騎駄, 役事苦重, 至 散矣.’ 臣意牧子以諸司奴子充

定, 則鄕戶可以得免兩役.”35)35)

평안도 철산의 향리들이 赴京使의 “騎馬와 駄馬”에 부역하도록 하여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이다. 이는 �실록�에서 조선의 明使行을 ‘赴京使’라는 세 

자 형태로 호칭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 이후로 �성종실록�에는 ‘赴京使’라는 세 

자 형태가 여러 번 출 하는데, 그 횟수는 총 여섯 번이다.36)36)그  15세기의 

사례를 하나 뽑으면 아래와 같다. 

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차는 마땅히 李克增이 아뢴 

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赴京使로 하여  咨文을 가지고 가서 부에 바쳐 議

稟하여 시행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라 하니, 교하기를, “ 國이 어  大國과 

禮를 다툴 수 있겠는가? 옛날 그 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 다.

鄭文炯議: “迎詔勑節次, 宜如克增之啓, 令後次赴京使, 賫咨文去, 呈禮部議稟施行, 

似爲無妨.” 傳曰: “ 國豈可 大國爭禮? 不如仍 之爲愈也.”37)37)

遼東水牛角造作”[�단종실록� 단종 즉 년(1452) 7월 13일]; “�續典謄 �, 赴京使臣回還

時, 先 從事官一人馳告, 勿令監司別報, 今因循 弊, 邀留先來人, 爭先馳奏, 因此驛馬困

斃”[�세조실록� 세조 3년(1457) 3월 10일]. 

35) �성종실록� 성종 8년(1477) 12월 7일.

36) �성종실록� 성종 8년(1477) 12월 7일; 성종 12년(1481) 6월 9일; 성종 15년(1484) 5월 

29일; 성종 16년(1485) 1월 10일; 성종 23년(1492) 6월 1일; 성종 24년(1493)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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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에서 ‘赴京使’는 명에 견한 조선 사신 일반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

다. 明使行의 총칭으로서 ‘赴京使’라는 용어가 쓰 음을, 그것도 정확히 ‘赴

京使’라는 세 자로 지칭된 경우가 있음을 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5세기에 조선에서 명에 견한 사신을 ‘朝天使’라고 호칭한 경우는 �실

록�에서  찰되지 않는다. �성종실록� 성종 9년(1478) 7월 26일 기사에 ‘朝

天使臣’이라는 단어가 보이기는 하나, 이는 日本에서 明에 견한 사 을 지칭한 

말이지 조선에서 명에 견한 사신과는 무 하다.38)38)

이를 통해 보면, 15세기에는 조선의 명사행을 부르는 총칭은 일 되게 ‘赴京

使’ 음을 알 수 있다. ‘赴京使臣’ 외에도 ‘赴京使命’이라는 형태의 호칭도 발견되

는데39)
39)이 역시 부경사의 이형태다. 

16세기에 들어와서도 조선의 명사행을 부르는 총칭은 거의 부분 ‘赴京使’

다. �실록�에서 ‘赴京使’(‘赴京使臣’, ‘赴京使命’ 등)는 이 시기 총 168회 발견되

는 반면, ‘朝天使’는 단 1회 발견될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朝天使’가 언 된 맥락은 ‘赴京使’가 보통 언 되는 맥락과

는 달랐다는 이다. �실록�에서 ‘조천사’라는 단어가 최 로 보인 경우는 �연산

군일기� 연산 9년(1503) 7월 3일 기사인데, 이는 16세기에 �실록�에서 이 단어

가 조선의 명사행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윤필상․이극균․申浚․朴崇質․李諿이 의논드렸다. “우리 군사는 요동에 가서 오

래 머물더라도 料를 주도록 하는데, 요동군은 혹 오는 날을 만나더라도 강변까지 

왔다가 돌아간다면 情禮에 미안합니다. 지  사신이 廣寧에 가서 비록 우리에게 편

리한 말을 하더라도 그쪽에 불편하다면 일이 진실로 이치에 거슬리어 구하지 못할 

것 같으니, 지  말하여 주기를 ‘우리 나라에서 조종조 이래로 깊이 皇恩을 입어 朝

天使臣이 돌아올 때마다 모두 호송하 는데, 지 은 요동에서 강상까지 늘어선 鎭이 

37) �성종실록� 성종 23년(1492) 6월 1일.

38) “全羅道觀察使馳啓: ‘日本國使妙茂等三百人, 乘船三膄, 朝大明回來, 遇風 泊大靜縣界, 

濟州牧使鄭亨慰藉以 .’ ( 략) 承旨等啓曰: ‘曩 申子橋以上疏一紙, 尙有褒賞, 況亨分憂

海外, 鎭禦一境? 其使臣初泊時, 大靜縣監李誠孫發兵掩捕, 人可傳語, 亨以書相問, 知其

爲朝天使臣, 然後待之以禮, 屢遺食物慰之.’”[�성종실록� 성종 9년(1478) 7월 26일]

39) “且赴京使命及中朝使臣經由之地, 庶務浩繁, 倍於他邑, 凡事艱窘, 自古而然.”[�성종실록�

성종 23년(1492) 6월 14일] 원문의 ‘地’는 본래 ‘他’로 되어 있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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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바라다보이니, 국 군사가 호송할 것이 없다’고 하되, 만일 ‘황은으로 하는 것

이어서 마음 로 그만둘 수는 없다’ 한다면, ‘무슨 소식이 있을 때에는 우리 사신이 

구두로 알리는 것을 받아 호송하여 달라’ 하고, 만일 로 호송하려면, 요동의 

장수와 군사는 義 館에 와서 머물고 각 鎭의 군사는 강변까지만 왔다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尹弼商ˎ李克均ˎ申浚ˎ朴崇質ˎ李諿議: “我軍則到遼東, 雖久留, 亦許支料. 遼東軍則或値

雨雪, 到江上回還, 於情禮未安. 今天使到廣寧, 雖有便我之 , 不便於彼, 則事固拂理, 

似未永久. 今當語之曰: ‘我國自祖宗以來, 深蒙皇恩, 凡朝天使臣回還, 竝皆護 . 自今遼

東至江上, 列鎭相望, 不 煩天兵護 也.’ 若以爲: ‘出於皇恩, 不可擅沮’云則, ‘有聲息時, 

聽我使臣口告, 使之護 .’ 若仍 護 , 則遼東 士到義 館留之, 各鎭軍士只到江邊而

還何如?”40)40)

명에 갔다가 돌아가는 조선 사신을 요동 호송군이 호송해 주면서 압록강까지 

건  와 의주에서 머물다 가게 되어 接賓 비용이 문제가 된 상황이다. 요동 호

송군을 의주에서 하자니 빈 비용이 부담스럽고, 도 않고 압록강 경계

에서 돌려보내자니 “賓主의 의리”에 합당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41)41)윤필상 등

의 건의는 녕 총병 에게 가서 ‘이미 요동에서 압록강까지 鎭이 잘 구축되어 

있어 명에서 조선 사신을 따로 호송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호송하는 일을 그

만두게 하자는 것이다. 

이때 녕 총병 에게 할 말을 가설하면서 조선의 명사행을 ‘朝天使臣’이라 

부른 것이 에 띈다. 명의 리를 청자로 설정할 때 ‘조천사’라는 말이 쓰인 것

이다. 이는 ‘赴京使’보다 ‘朝天使’ 쪽이 事大的 함의가 큰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朝天使’란 ‘天子에게 朝 를 드리는 使臣’이라는 뜻이 담긴 말이기 때

문이다. 즉 이는 上國에 의를 갖추는 겸사로서 쓰 을 것이다. 요컨  16세기

에 �실록�에서 유일하게 ‘朝天使’가 쓰인 용례는 명의 리를 청자로 가설한 것

이었다. 

반면 조정에서 일반 으로 時事를 논의하는 맥락에서는 ‘赴京使’가 일 되게 

쓰 다. 종 에만 ‘赴京使’가 쓰인 용례가 136회 발견되며, 명종 에는 15회 

40) �연산군일기� 연산 9년(1503) 7월 3일.

41) “但我國人入留彼境, 遲速隨意, 而遼東軍護 至江邊, 或値風雪ˎ霾雨, 暴露乃還, 則於賓主之

義未便.”[�연산군일기� 연산 9년(1503) 7월 3일]



조선시대 중국 파견 사신의 총칭 문제·19

발견된다. 1588년에 선조가 傳敎하는 말에서도 조선의 명사행은 ‘赴京使’로 호

칭된다.42)42)임진왜란이 진행 이던 1593년 11월, 조선의 명사행이 명의 兵部에 

말을 잘못하여 문제가 생긴 상황을 논하는 맥락에서도 조선 사신은 ‘赴京使’로 

호칭되고 있다.43)43) 

이를 종합해 보면, 16세기에 조선의 명사행을 가리키는 총칭은 일반 으로 

‘赴京使’ 으며, ‘朝天使’는 단 1회에 한정하여 매우 이례 으로 쓰 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반에 들어와도 ‘赴京使’는 �실록�에서 59회, �승정원일기�에서 29회 

나타나, ‘朝天使’에 비해 훨씬 자주 쓰 다. 그러나 ‘朝天使’가 사용된 횟수가 이

 시기에 비해 늘어난 것이 함께 찰된다. 즉 �실록�에서 총 12회, �승정원일

기�에서 총 7회 사용된 것이다. 15세기에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16세기 에 

단 한 번 나타났던 ‘朝天使’라는 단어가 17세기 반에는 더 빈번하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사용된 빈도를 보면 이 시기 조선의 明使行을 부르는 총칭은 여 히 ‘赴京

使’이다. ‘朝天使’는 ‘赴京使’의 지 를 넘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하필 

이 시기에 와서 ‘朝天使’라는 명칭이 이 보다 빈번하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조선시  국 견 사신 명칭의 改變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단서를 제

공할 수 있다. 17세기 반에 들어와 이  시기보다 ‘조천사’가 더 많이 쓰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17세기 반에 �실록�에서 ‘조천사’가 쓰인 기록을 총

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2) “傳曰: ‘此由則已知之. 但二百年流來之規, 到今禁斷, 未知其意耳. 以一主事一時之意, 不應

禮部移文山海關, 無乃朝廷之意歟? 中朝待我國, 一視內服, 無纖芥之疑. 諸國不許帶兵器, 

而獨於我國則許之, 到今不許齎持, 是其視之無異外夷也. 軍器重物, 委而去之可乎? 今次謝

恩之行, 爲山海主事所誑奪, 至爲未穩. 安知後日, 復有重於此 ? 大槪軍機至密, 是以赴京使

臣, 亦以兵曹借銜 , 其意有在, 顧可以棄置兵器於他境乎? 欲移咨禮部, 願遵 規, 而惶恐不

敢.’”[�선조실록� 선조 21년(1588) 11월 21일]

43) “不意黃璡之行, 尙未前進, 赴京使臣, 又爲失辭於兵部, 事事不幸.”[�선조실록� 선조 26년

(1593)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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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시 기록의 성격 용어와 련된 내용

1 �선조실록� 1604년 12월 7일
임 이 

備忘記로 傳敎

사신이 국에 오래 체류하는 문제

에 해 질책함.

2 �선조실록� 1604년 12월 15일 諫院의 啓

헌납 김수헌이 앞서 선조가 비망기

로 국에 간 사신의 久留 문제를 

논하 음을 거론한 말을 인용한 것. 

3
� 해군일기�

(정 본)
1618년 7월 22일 備邊司의 啓

아직 요동․ 녕의 길이 막히지 않

았으니 朝天使를 바닷길로 보내는 

문제는 추후에 결정하자는 건의.

4
� 해군일기�

( 본)
1621년 5월 10일

左副承旨 

兪晉曾의 啓

이번에 朝天使를 水路를 통해 보낼 

것인데 御使를 보내는 일을 어  해

야 하냐는 질의.

5
� 해군일기�

( 본)
1621년 8월 6일

同副承旨 

朴弘道의 啓

水路로 朝天使를 견하는 일을 지

체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

6
� 해군일기�

(정 본)
1622년 2월 3일

禮曹의 啓에 

달린 주석

당시 三醫司가 朝天使의 遞改 등에

도 여하 다는 사실을 밝힌 주석.

7
� 해군일기�

(정 본)
1622년 11월 5일

大司諫 

兪大建의 啓

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海路를 

통해 朝天使를 보낸 임 을 해 

號 올리기를 청함.

8 �인조실록� 1624년 5월 15일 李廷龜의 啓

朝天使가 타고 간 배가 등주․내주

에서 한해를 기다리며 허비하는데 

나라에 식량이 부족하므로 그 배로 

을 사오자는 건의.

9 �인조실록� 1625년 5월 11일 諫院의 啓

해군 이래 水路로 가는 길이 험

하여 죄인을 朝天使로 뽑는 일이 풍

습이 되었는데 이를 해야 한다

고 건의.

10 �인조실록� 1625년 6월 29일 備邊司의 請

朝天使 편에 요동 백성이 국에 가

서 먹고 살게 해달라는 주달을 부치

기를 계청한 것.

11 �인조실록� 1627년 11월 18일
回禮官 黃㦿의 

馳啓

모문룡의 동태에 해 보고하며 그

가 朝天使가 국 문신에게 바치는 

인삼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구한 

말을 인용.

12 �인조실록� 1628년 12월 6일 임 의 下敎

朝天使는 萬里의 風濤를 겪으며 고

생하니 돌아오면 바로 實職을 제수

하라는 분부.

<표 2> 17세기 반 �실록� 소재 ‘조천사’ 련 기록 일람

1번과 2번 사료는 모두 1604년 12월에 기록된 것인데, 그  1번 사료는 ‘朝天

使’의 久留 문제를 언 한 선조의 비망기이고, 2번 사료는 며칠 뒤에 그 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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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즉 1번과 2번 사료는 연결된 맥락 속에 기록된 사료다. 

선조가 이례 으로 언 한 ‘朝天使’라는 단어를 2번 사료에서 다시 받아서 언

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반면 3번 사료 이후로 12번 사료에 이르기까지 10건의 사료는 앞서 1번과 2번 

사료와는 분리시켜 그룹화할 수 있을 듯하다. 이들 사료는 1618년에서 1628년에 

이르기까지 분포해 있는데, 그 출  시 의 간격은 1, 2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

는 2번 사료와 3번 사료의 출  시 에 14년의 간격이 있는 것과 다르다. 

편의상 1번 사료와 2번 사료는 제1그룹, 3번부터 12번 사료를 제2그룹으로 묶

기로 한다. 제2그룹은 제1그룹과 질 으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제2그룹 사료가 처음 나타난 1618년이라는 연도이다. 이 해는 후 이 명나라와 

쟁을 벌여 撫 과 淸河를 함락시켰던 때이다. 撫 은 1618년 4월에, 淸河는 

1618년 5월에 함락되었다. 1618년 7월 22일에 기록된 3번 사료는 후 의 세력이 

강화되어 명나라로 향하는 육로가 막혔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제2그룹에 속한 10개의 사료 에서 朝天使를 水路를 통해 보

내는 일에 련된 논의가 많다는 이 에 띤다. 즉 3번, 4번, 5번, 7번, 8번, 9

번, 12번이 이에 해당한다. 총 10건의 사료  7건이 련되어 있으므로, 해로 

견과 ‘조천사’라는 명칭의 사용 사이에 상당한 상 계가 있었던 것이라 가정

해 볼 수 있다. 즉 여진이 강성해지며 육로가 막  海路를 통해 명에 사신을 

견한 사실과 그 사신을 ‘朝天使’로 부르는 경향 사이에서 상 계가 감지되는 

것이다. 이는 제1그룹의 사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특성이다. 

한 여기서 ‘朝天使’를 운 하는 맥락은 딱히 국인을 청자로 가설한 상황이 

아니라는 도 유의하여야 한다. 11번 사료만이 “귀국의 조천사”를 거론한 모문

룡의 말을 인용하 고, 나머지 사료는 모두 조선 내부에서 조선인 화자가 조선

인 청자에게 ‘朝天使’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는 16세기에 특수하게 나타났던 ‘朝

天使’가 국인을 청자로 가설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보면 17세기 반 �실록�에 ‘朝天使’가 나타난 맥락을 다음처럼 

악할 수 있다: 16세기에 단 한번 이례 으로 ‘朝天使’가 쓰 던 맥락과는 다르

게, 17세기 반에 들어와서는 개 조선 내부의 화 맥락에서 ‘朝天使’라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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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쓰 으며, 특히 명청 쟁 이후 海路로 사신을 견하여야 했던 상황과 주

로 련되어 이 단어의 사용이 증가하 다. 

이러한 으로 미루어 볼 때, ‘朝天使’는 16세기에 국인 청자를 상으로 한 

사 인 겸사로서 쓰 던 것과는 달리 17세기에는 오히려 후 -청의 성장으로 인

해 화이질서가 무 질 수 있다는 기의식 속에서 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단 명청 쟁 이 에도 공식 기록에서 ‘朝天使’가 운 된 데에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명에 한 존숭의식이 강해진 것 역시 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 보인다. 

단, 앞서 지 한 것과 같이 17세기 반에 ‘朝天使’보다는 ‘赴京使’가 훨씬 더 

많이 언 되었고, �인조실록�에서 1618년에서 1636년 사이의 기록에서 찾아보아

도 ‘赴京使’가 사용된 용례는 총 7회이고(｢인조 왕행장｣은 제외함) 같은 기간  

�인조실록�에 ‘朝天使’는 총 5회 나타났기에, 이 기간 조선의 명사행을 가리키

는 총칭은 여 히 ‘赴京使’ 다고 할 것이다. , 당시 사신을 海路로 견하는 

문제에 하여 ‘赴京使’라는 용어 역시 운 되었으니, � 해군일기�(정 본) 

해 13년(1621) 4월 13일 “赴京使臣 朴彛叙와 柳澗이 京師에서 돌아오다가 폭풍

을 만나 표류하여 빠져죽었다”(赴京使臣朴彛叙ˎ柳澗, 回自京師, 遭風 沒)라 한 

기록이 보인다.

즉 사신을 海路로 견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여 반드시 ‘朝天使’라는 말이 

쓰인 것은 아니며, ‘朝天使’가 ‘赴京使’를 체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이  세기

보다 ‘朝天使’라는 말이 �실록�에서 훨씬 많이 쓰이게 된 상의 배경에는 이러

한 사정이 있었음을 지 할 수 있을 뿐이다. �실록�을 기 으로 ‘朝天使’는 16세

기에 단 한번, 17세기 반에는 12번 나타나는데, 17세기 반 에서도 명청교

체기 쟁이 벌어지던 기간에 10회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실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반  경향을 놓고 말하자면 ‘朝天使’는 명청교체기 쟁이 

벌어지던 시 에 한정 으로 쓰 던 용어라 할 것이다. 

�실록� 외에, 17세기 반에 �승정원일기�에서 ‘朝天使’가 사용된 맥락을 보면 

총 7건의 용례가 발견되는데, 그 에서 水路와 련된 용례는 3회 보이고, 국

인 청자(모문룡․모유간)를 상으로 하여 ‘朝天使’를 운 한 경우는 2회 보인

다. 국인 청자를 상으로 하여 ‘朝天使’를 운 한 맥락은 椵島에 주둔하고 있

던 모문룡이 船材를 보내라 요구한 데 하여 朝天使臣이 탈 배 등을 만드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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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미 목재가 많이 이용되어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었다.44)44)총 7건

의 용례  水路 련된 논의가 3회 보인다는 측면에서, �실록�에서만큼의 강

한 상 계는 아니더라도 여기서도 일정 정도의 상 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상기 논의를 통해 15세기에서 17세기 반에 이르는 시기, 즉 조선 기에 조

선의 명사행을 부르는 일반  총칭은 ‘赴京使’ 음이 확인된다. ‘朝天使’는 이

보다 훨씬 게 사용되었으며, 그 출 도 개 17세기 반에 한정되었다.45)45)이

외에 ‘入京使’라는 용어도 선조 에 1회, 해군 에 1회 사용되었는데,46)46)이는 

‘朝天使’보다도 훨씬 게 사용된 외 인 용어 다. 

44) 수로에 한 용례로는 다음 세 건을 들 수 있다: �승정원일기� 인조 3년(1625) 5월 11

일; 인조 3년 5월 12일; 인조 9년(1631) 8월 2일. 국인 청자를 상으로 한 용례로는 

다음 두 건을 들 수 있다: �승정원일기� 인조 7년(1629) 3월 6일; 인조 7년 3월 7일. 

45) 공식 문헌인 �실록�에서 조선의 명사행을 부르는 일반  총칭은 ‘赴京使’ 으며 ‘朝天

使’는 매우 외 으로 구사된 용어임이 확인된바, 그 다면 �실록� 외에 조선 기 지배 

엘리트의 기록에서 ‘赴京使’와 ‘朝天使’는 각각 얼마나 사용되었으며 어떤 맥락에서 사용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듯하다. 이를 알아보기 해 한국고 번역원의 고 종

합DB에서 제공하는 �한국문집총간�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1614년 이 에 출생한 

자의 문집을 상으로 각각의 용어가 활용된 횟수를 집계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赴京使’의 경우 �한국문집총간� 정편과 속편을 통틀어 모두 55건의 용례가 

발견되는데, 산문에서 구사된 경우는 53건, 시에서 구사된 경우는 2건이다. ‘朝天使’의 경

우 모두 34건이 발견되는데, 산문에서 구사된 경우는 13건, 시에서 구사된 경우는 21건이

다(집계시 한 단어가 같은 작품의 제목과 본문에 동시에 발견되거나 본문 내에서 여러 

번 구사되었을 경우 한 건으로 집계하 다. ‘朝天使’의 경우 朴汝樑의 �感樹齋集� 권3에 

실린 ｢請皇朝賜祭, 勿設假主｣를 보면 “仁廟朝天使欲行私祭”라 하 는데, 이는 인조  

국에서 조선에 견한 ‘天使’를 언 한 경우이므로 집계에서 제외하 다). 이를 통해 

‘赴京使’가 ‘朝天使’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었으며, ‘朝天使’가 주로 16세기 반 이후에서 

17세기 반에 걸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한 ‘赴京使’가 부분 산문에서 구사된 반

면, ‘朝天使’는 시에서 구사된 경우가 산문에서 구사된 경우보다 3:2 정도의 비율로 우세

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 ‘朝天使’가 16세기 반 이후 산문에서 쓰이는 비율이 이

보다 늘어나긴 했으나 그럼에도 여 히 시에서 쓰인 경우가 우세했음이 확인된다. 이

는 ‘赴京使’는 일반 인 총칭이었으므로 疏․年譜․行狀 등에서 사실을 直敍하는 산문  

맥락 하에 주로 쓰인 반면, ‘朝天使’는 본래 雅化의 뉘앙스가 강하므로 상을 미화해서 

표 하는 시  맥락에 어울렸던 사정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46) �선조실록� 선조 14년 1월 5일; � 해군일기�(정 본) 해 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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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후기

1637년 이래로 조선은 명에 사 을 보내지 않게 되었고, 1644년 명의 멸망 이

후 동아시아는 청 심의 질서로 재편되어 조선의 청에 한 事大도 례가 되

어갔다. 그러나 조선의 청사행을 무엇이라 총칭할 것인지에 해서는 한동안 

명확한 결론이 나지 못했다. ‘赴京使’라는 기존의 용어가 지닌 함의 때문이었다. 

청의 수도 역시 1421년 이래의 명과 동일하게 北京이었므로 명에 사신을 보내든 

청에 사신을 보내든 같이 ‘赴京使’로 통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赴京使’란 천자가 있는 세계의 심인 京師에 나아가는 사신을 뜻하

는 말이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이러한 慕華的 함의를 담은 용어를 夷狄이 세

운 국가인 청에 쓰는 일을 불편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 다고 ‘赴京使’를 신할 

다른 안을 바로 찾을 수도 없었다. 

이 에서는 1637년 이후 조선의 청사행을 가리키는 총칭이 어떠한 혼란을 

거쳐 어떻게 정착되어 갔는지를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우선 1637년부터 18세기

에 이르는 기간에 청사행의 명칭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것

이 요하다. 이 시기 조선의 淸使行을 부르는 총칭으로는 ‘赴京使’, ‘赴燕使’, 

‘燕行使’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사행의 총칭 자체는 �실

록�에는 잘 등장하지 않고 �승정원일기�에 주로 나타나고, 숙종 에 이르기까

지는 ‘赴京使’ 쪽이 우세하게 쓰이다가 숙종 이후로부터는 ‘赴燕使’가 ‘赴京使’를 

체하는 양상을 보이며, ‘燕行使’는 거의 쓰이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이를 자세히 살피기 해 1637년 이후 正祖 에 이르기까지 �실록�과 �승정

원일기�에서 이들 용어가 쓰인 횟수를 집계해 보았는데 그 결과를 제시하면 아

래 표와 같다. 명청교체 이후 용어의 변화상을 좀 더 상세히 추 하기 해 여

기서는 세기별로 구별하지 않고 왕 별로 구별하여 집계하고, 한 각각 그에 

해당하는 기록의 일자를 모두 각주로 밝 주었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赴京使臣’․‘赴燕使臣’․‘燕行使臣’ 등 각각 ‘赴京使’․‘赴燕使’․‘燕行使’를 가리키

는 것이 분명한 이형태의 경우도 모두 함께 집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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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王代
赴京使 赴燕使 燕行使

仁祖

(1637~1649)

실록 0회47)47)

승정원일기 4회48)48)

孝宗

(1649~1659)

실록 0회

승정원일기 10회49)49)

顯宗

(1659~1674)

실록 1회50)50)

승정원일기 10회51)51)

肅宗

(1674~1720)

실록 0회

승정원일기 11회52)52)

실록 0회

승정원일기 11회53)53)

실록 1회54)54)

승정원일기 2회55)55)

景宗

(1720~1724)

실록 0회

승정원일기 0회

실록 1회56)56)

승정원일기 4회57)57)

英祖

(1724~1776)

실록 0회

승정원일기 1회58)58)

실록 1회59)59)

승정원일기 9회60)60)

正祖

(1776~1800)

실록 8회61)61)

승정원일기 5회62)
62)

<표 3> 1637년 이래 인조-정조 연간 청사행 명칭 출  횟수

47) �인조실록� 인조 15년(1637) 5월 16일에 “ 年 이래 赴京使臣은 모두 水路를 이용했다”

( 年以來, 赴京使臣, 皆由水路)고 한 것은 明使行을 가리키기에 집계에서 제외했다. 

한 �인조실록� 권50, ｢仁祖大王行狀｣에 “ 산왕의 세자 尙豊이 우리 赴京使行 편에 咨

文과 禮幣를 해 보내어 사례하 다”(中山王世子尙豊, 因我赴京使行, 遞 咨文ˎ禮幣以

爲謝)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赴京使’는 이  시기의 明使行을 가리키는 것이

므로 집계에서 제외하 다. 이하 赴京使 등의 용어가 이  시기의 明使行을 가리킨 경

우는 일 되게 집계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용례  특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

사를 각주에 밝 주기로 한다. 

48)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 4월 19일; 인조 15년 8월 12일; 인조 15년 10월 19일; 인조 

23년(1645) 윤6월 10일.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4월 15일 金榮祖가 올린 계에는 “西路에 

일이 없던 때에는 赴京使臣을 반드시 正月 내에 차출하 다”(西路無事之日, 赴京使臣, 必

於正月內差出)는 말이 보이는데 이는 赴京使라는 말을 明使行에 국한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이기에 집계에서 제외하 다. 한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12일에 “지  

赴京使臣이 돌아왔다”라 한 것도 조선에서 명나라에 마지막으로 견한 1636년의 冬至聖

節千秋進賀使가 1637년 6월에 돌아온 것을 가리킨 것이기에 집계에서 제외하 다. 

49) �승정원일기� 효종 즉 년(1649) 9월 9일; 효종 즉 년 10월 28일; 효종 1년(1650) 3월 

5일; 효종 1년 3월 27일; 효종 1년 4월 21일; 효종 1년 4월 21일(같은 일자의 다른 기

사); 효종 5년(1654) 2월 5일; 효종 5년 7월 26일; 효종 8년(1657) 2월 11일.

50) � 종실록� 종 5년(1664) 10월 15일. 국사편찬 원회 제공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는 

여기서 쓰인 “赴京使臣”을 “명나라로 가는 사신”으로 번역하 으나 오역으로 생각된다. 

해당 기사를 보면 여기서 大司諫 南九萬은 부경사신의 행차  尙衣院에서 무역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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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도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정조 에 이르기 까지는 반 으로 ‘赴京使’든 ‘赴燕使’든 �실록�에

서는 이러한 淸使行에 한 총칭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령을 범한 것이 많다고 하면서, “ 년부터는”(始自今年) 禁物의 무역을 일체 지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여기서 ‘赴京使臣’은 맥락상 최근에 청나라에 견되었다가 돌아

온 사신을 가리킨다. 

51) �승정원일기� 종 1년(1660) 1월 27일; 종 1년 8월 23일; 종 4년(1663) 7월 5일; 종 

4년 7월 8일; 종 5년(1664) 10월 15일; 종 8년(1667) 8월 13일; 종 8년 8월 14일; 

종 11년(1670) 7월 14일; 종 13년(1672) 윤7월 20일; 종 14년(1673) 12월 18일.

52) �승정원일기� 숙종 2년(1676) 2월 20일; 숙종 2년 8월 20일; 숙종 5년(1679) 11월 5일; 숙

종 16년(1690) 2월 17일; 숙종 17년(1691) 윤7월 13일; 숙종 20년(1694) 윤5월 15일; 숙종 

24년(1698) 5월 11일; 숙종 29년(1703) 11월 20일; 숙종 31년(1705) 4월 2일; 숙종 38년

(1712) 1월 24일; 숙종 46년(1720) 3월 19일. 숙종 7년(1681) 7월 15일에 “국조의 성기”

(國朝盛時)에는 赴京使가 국에서 책을 가져와 많이 印刊했으나, “근세 이래로는 나라에 

일이 많아”(近世以來, 國家多事) 그러지 못했다는 언 이 보인다. 여기서 ‘국조의 성기’란 

맥락상 최소한 병자호란 이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집계에서 제외했다. 

53) �승정원일기� 숙종 15년(1689) 10월 3일; 숙종 23년(1697) 7월 26일; 숙종 24년(1698) 

10월 29일; 숙종 32년(1706) 8월 19일; 숙종 35년(1709) 7월 14일; 숙종 36년(1710) 11

월 1일; 숙종 37년(1711) 3월 25일; 숙종 38년(1712) 2월 2일; 숙종 38년 6월 20일; 숙

종 39년(1713) 4월 20일; 숙종 43년(1717) 11월 7일. 

54) �숙종실록� 숙종 28년(1702) 12월 20일. 

55) �승정원일기� 숙종 45년(1719) 1월 29일; 숙종 45년 1월 29일(같은 일자의 다른 기사). 

56) �경종실록� 경종 2년(1722) 10월 19일. 

57) �승정원일기� 경종 2년(1722) 12월 28일; 경종 3년(1723) 6월 5일; 경종 3년 6월 26일; 

경종 3년 7월 20일. 

58) �승정원일기� 조 20년(1744) 10월 29일. �승정원일기� 조 10년(1734) 2월 4일에 尹得和

가 “臣之五代祖, 爲赴京使臣時, 宣廟以御札, 請得�瀛奎律髓�”이라 한 말에 보이는 ‘赴京使臣’

은 宣祖 에 견된 明使臣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집계에서 제외하 다. 

59) � 조실록� 조 31년(1755) 2월 2일. 

60) �승정원일기� 조 1년(1725) 5월 27일; 조 1년 9월 3일; 조 19년(1743) 4월 20일; 

조 25년(1749) 4월 5일; 조 31년(1755) 2월 2일; 조 32년(1756) 5월 11일; 조 

37년(1761) 9월 5일; 조 42년(1766) 5월 5일; 조 42년 5월 21일. 

61) �정조실록� 정조 1년(1777) 6월 11일; 정조 7년(1783) 10월 29일; 정조 10년(1786) 1월 

22일; 정조 14년(1790) 10월 14일; 정조 15년(1791) 10월 11일; 정조 15년 10월 24일; 

정조 23년(1799) 7월 16일; �정조실록� 권1, 부록 ｢正祖大王行狀｣.

62) �승정원일기� 정조 5년(1781) 4월 5일; 정조 10년(1786) 11월 24일; 정조 11년(1787) 3

월 8일; 정조 14년(1790) 10월 14일; 정조 15년(1791)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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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승정원일기�에 의거하면 숙종 에 이르기까지는 淸使行의 총칭은 

‘赴京使’ 으나, 숙종 에 와서 ‘赴燕使’라는 총칭이 함께 나타나며 그 이후로는 

‘赴燕使’가 ‘赴京使’를 체하는 경향이 보인다.

셋째, 정조 에 와서야 �실록�에서 청사행의 총칭으로 쓰인 ‘赴燕使’가 8회 

나타나 이  시기보다 출  빈도가 증가했다. 

넷째, 숙종 에 ‘燕行使’라는 용어가 쓰인 것이 찰되기는 하지만, 이는 이례

인 상에 불과하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에 이르는 시기 동안 ‘燕行

使’는 거의 공식 사료에서 쓰이지 않았다.

다섯째, 이  시기에 나타났던 ‘朝天使’가 淸使行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赴燕使’가 청사행의 총칭으로 정착되는 데에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다. ‘赴

燕使’가 ‘赴京使’를 체하는 과정이 잘 드러난 때는 숙종 이다. 따라서 숙종 

 �승정원일기�에서 각 총칭이 나타난 순서와 맥락을 다소 자세하게 살필 필요

가 있다. 그런데 이를 논하기 에 우선 외  존재인 ‘燕行使’의 출  맥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제의 ‘燕行使’ 한 이 시기에만 희소하게 나타났기 때문이

다. 그 이후에 숙종 에 ‘赴燕使’가 ‘赴京使’를 체하게 된 과정과 맥락을 논하

기로 한다.

�승정원일기� 체를 통틀어 ‘燕行使’는 단 두 건의 자료에서만 언 된다. 그 

첫 번째 기록은 숙종 45년(1719) 1월 29일 通信使 從事官 李明彦이 종 에 조정

에서 통신사와 ‘燕行使臣’을 우하는 방식이 각기 달랐음을 進達하는 내용이고, 

그 두 번째 기록은 같은 날짜에  李明彦이 통신사가 軍官을 데려가는 차와 

‘燕行使臣’이 軍官을 데려가는 차가 각기 다름을 進達하는 내용이다.63)63)두 건

의 기사가 나뉘어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때에 진달한 내용을 논 에 따라 구별

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승정원일기� 체를 통틀어 ‘燕行使’라는 

63) “從事官李明彦又所達: ‘自前信使之行, 朝家所待, 頗異於燕行使臣.’”[�승정원일기� 숙종 

45년(1719) 1월 29일]; “從事官李明彦又所達: ‘( 략) 雖未知前例之如何, 而若以大臣衙

門郞廳, 不敢率去, 則其視宣傳官, 輕重有別, 若以爲備局事煩, 郞廳不可闕員, 則燕行使臣, 

兼備局 上 , 亦率去, 信行軍官, 人皆厭避, 而旣令强赴, 又遞其職, 則於渠不幸, 甚矣.’”[�승

정원일기� 숙종 45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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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오로지 이때 李明彦의 언 에서만 등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숙종실록� 숙종 28년(1702) 12월 20일에 兵曹判書 李濡가 請 하여 숙종과 

주고받은 화 뒤에 붙은 해설에도 ‘燕行使臣’이 한 번 언 되고 있는데,64)64)�실

록� 체에서 ‘燕行使’가 출 하는 유일한 사례이다.

따라서 ‘燕行使’는 공식 인 사료에 근거해 볼 때 청사행의 총칭이 되기에 

용례가 매우 부족하고 그 사용된 맥락도 일회 이다. 이러한 ‘燕行使’를 청사

행과 명사행을 아우르는, 조선시  국 견 사신의 총칭으로 사용하자는 주

장은 역사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겠다.

이제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숙종 에 ‘赴燕使’가 ‘赴京使’를 체해 

나간 과정과 맥락을 살피기로 한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64) “蓋是時燕行使臣狀啓, 有浙江寧波府海賊, 侵犯中國之語, 故朝廷以海防爲虞.”[�숙종실록�

숙종 28년(1702) 12월 20일]

항목번호 일시 기록의 성격 용어와 련된 내용

1 부경사① 숙종 2년 2월 20일 備邊司의 계

赴京使臣이 보내온 私書  衙門四度

改構回答咨文草本이 있어 睿覽에 비

하겠다는 내용.

2 부경사② 숙종 2년 8월 20일
引見時 戶曹判書 

吳始壽의 발언

赴京使臣의 비용을 례에 따라 감할 

것인지 논한 내용.

3 부경사③ 숙종 5년 11월 5일 吏曹의 계목

禮曹判書 李觀徵이 赴京使臣으로 가더

라도 仍帶해주길 청했으나, 禮曹判書는 

閑局이 아니므로 遞差해 달라는 내용. 

4 부연사① 숙종 15년 10월 3일
引見時 左議政 

睦來善의 발언

근래 赴燕使臣이 商譯輩를 데려가는데 

이들이 西關에서 銀貨를 빌리고 雜物

로 代納하길 청한다고 비 한 내용. 

5 부경사④ 숙종 16년 2월 17일

藥房都提調 

睦來善이 

入侍하여 한 발언

근래 赴京使臣이 법도에 벗어나는 사

치스러운 文具를 요구하는 것이 례

가 되었음을 비 한 내용. 

6 부경사⑤ 숙종 17년 윤7월 13일 備邊司의 계목

冬至使行부터는 赴京使臣에게 필요한 

器皿을 平安監營과 義州府에서 담당하

게 할 것을 청한 내용.

<표 4> 숙종  �승정원일기� 소재 ‘赴京使’․‘赴燕使’ 련 기록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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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경사⑥ 숙종 20년 윤5월 15일 備邊司의 계
이번 赴京使臣의 명칭을 陳奏兼奏請使

로 바꿀 것을 청한 내용. 

8 부연사② 숙종 23년 7월 26일 司譯院의 계
漢學의 新進 에 偶語를 잘하는 자는 

赴燕使行에 소속시킬 것을 청한 내용. 

9 부경사⑦ 숙종 24년 5월 11일
引見時 右尹 

李基夏의 발언

赴京使臣이 가져가는 銀貨의 양이 

무 많은데 禦營廳에는 은화가 부족하

다는 내용. 

10 부연사③ 숙종 24년 10월 29일 備邊司의 계
赴燕使行 方物 裹를 일  開坐할 것

을 청한 내용. 

11 부경사⑧ 숙종 29년 11월 20일

左議政 李畬의 

계(平安監司 

崔錫恒의 狀啓를 

옮긴 것)

赴京使臣이 데려가는 私商이 關西에서 

은화를 빌리는 일을 일  허락하지 말

기를 청한 내용. 

12 부경사⑨ 숙종 31년 4월 2일 工曹의 계

赴京使臣이 方物로서 가져가는 양이 

많아 油芚紙帒 등을 만드는 役이 이미 

무 많다는 내용. 

13 부연사④ 숙종 32년 8월 19일
知事 兪得一의 

상소

赴燕使价의 직임을 맡게 되었으나 감

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되므로 遞職을 

청한 내용. 

14 부연사⑤ 숙종 35년 7월 14일
左尹 兪集一의 

상소

당시 赴燕使臣의 副使로 임명되었는데 

부친과 모친의 묘에 省掃하고자 말미

를  것을 청한 내용.65)65)

15 부연사⑥ 숙종 36년 11월 1일 備邊司의 계

戶曹 등에 銀貨를 出貸하도록 분부해

서 謝恩使 一行에게 所持하여 가게 할 

것을 청한 내용. 

16 부연사⑦ 숙종 37년 3월 25일
引見時 掌令 

朴熙晉의 계

赴燕使行에서 裹한 生上木綿이 축난 

것을 檢飭하지 못한 鄭載崙 등을 從重

推 할 것을 청한 내용. 

17 부경사⑩ 숙종 38년 1월 24일
入侍時 都提調 

李頤命의 계

鄕藥의 재료를 분별하기 어려워 이

에 赴京使行時 石膏 등에 해 물어보

았다는 내용.

18 부연사⑧ 숙종 38년 2월 2일
謝恩正使 錦平  

朴弼成 등의 계

赴燕使臣이 가지고 갈 銀貨를 戶曹 등

에서 빌려가게 할 것을 청한 내용.

19 부연사⑨ 숙종 38년 6월 20일
引見時 吏曹參判 

尹趾仁의 계

赴燕使臣 행차에 일행의 지인이나 推

奴 등이 다수 따라와 각 읍에서 酬應

할 일이 많으니 이에 해 신칙할 것

을 청한 내용. 

20 부연사⑩ 숙종 39년 4월 20일
引見時 左議政 

李頤命의 계

근래 方外에서 奉使하는 신하를 비롯

해 諸道監司․兵水使․赴燕使․日本使

臣 등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무 사치

스러우니 이에 해 신칙할 것을 청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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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우선 주목되는 항목은 부연사①이다. 이는 �승정원일기�와 �실록�을 

통틀어 ‘赴燕使’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난 기록이다. 부경사①과 부경사②는 숙종 

2년(1676)에 기록된 것이고, 부경사③은 숙종 5년(1679)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

고 나서 10년 뒤인 숙종 15년(1689)에 부연사①이 기록되었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공식  사료, 즉 �실록�과 �승정원일기�만을 고려할 때는 ‘赴燕使’라는 

명칭은 1689년에 처음 출 한 것이 되지만, ‘近來赴燕使行’ 운운하며 논한 맥락66)
66)

을 살펴보면 이러한 명칭은 그 이  시기부터도 조정에서 조 씩 쓰 을 가능성

이 있다. �澤 集� 권6에 실린 ｢ 赴燕使｣는 당시 赴燕正使 柳廷亮, 副使 李厚

源, 書狀官 朴吉應에게  시인데, 朴吉應의 몰년이 1656년이므로 이 은 1656

년 이 에 쓰인 것이다.67)67)私家의 문집에선 ‘赴燕使’라는 표 이 어도 1656년 

이 에 쓰 음이 이를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언어 습이 마침내 引見時 左議政

이 임  앞에 올린 발언 에 반 되어 �승정원일기�에 기록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17세기 말에 들어와 ‘赴燕使’가 처음 공식  사료에 등장한 것이다. 

표에서 한 발견되는 사실은 ‘赴京使’의 용례가 차 며 ‘赴燕使’로 체되

어가는 추세이다. 숙종 31년(1705)까지는 ‘赴京使’는 총 9회, ‘赴燕使’는 총 3회 

쓰 다. 이때까지는 �승정원일기�에서 청사행의 총칭을 언 할 때 ‘赴京使’가 

주로 쓰 고, ‘赴燕使’는 간혹 나타나는 외에 가까웠다. 그러던 것이 숙종 32년

(1706) 이후로는 추세가 바 어 ‘赴燕使’가 총 8회 쓰이는 동안 ‘赴京使’는 단 2

65) 兪集一이 赴燕使 副使로 임명된 사실은 �승정원일기� 숙종 35년(1709) 12월 24일 기록 

참조: “進賀正使臨陽君桓, 副使兪集一, 書狀官李翊漢, 入來.”

66) “近來赴燕使行隨去商譯輩, 多數貸銀於西關, 請以雜物代納云, 事極痛駭.”[�승정원일기� 숙

종 15년(1689) 10월 3일]

67) 李植, �澤 集� 권6, ｢ 赴燕使｣ 참조. 

21 부연사⑪ 숙종 43년 11월 7일
入侍時 藥房提調 

閔鎭厚의 계

赴燕使行時 方物看品單子의 명칭을 ‘御

覽單子’에서 ‘徽覽單子’로 고쳐 세자궁

에 들일 것을 청한 내용. 

22 부경사⑪ 숙종 46년 3월 19일 備邊司의 達

赴京使臣이 돌아올 때 員役이 뒤쳐져

서 沿路에 폐단을 끼치니 이후로는 員

役도 일시에 復命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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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언 되기에 이른다. 부연사④, 부연사⑤, 부연사⑥, 부연사⑦ 이 네 항목이 연

속하여 출 하고 나서 부경사⑩이 한 번 출 하고, 다시 부연사⑧, 부연사⑨, 부

연사⑩, 부연사⑪이 출 하고 나서 부경사⑪이 다시 한 번 출 하는 양상이다. 

�승정원일기�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18세기 에 들어와 ‘赴燕使’가 청사행의 

총칭으로 정착되며 이 의 ‘赴京使’를 어내는 양상이 찰된다고 하겠다. 이

후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틀어 청사행의 총칭으로 ‘赴京使’가 언 되는 

것은 �승정원일기� 조 20년(1744) 10월 29일의 기록이 유일하다.68)68)실질 으

로 1706년 이후에 ‘赴京使’는 청사행 총칭으로서의 지 를 상실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69)69)

이 게 1706년 이후 ‘赴燕使’는 청사행 총칭으로서의 지 를 획득하 다. ‘赴

燕使’가 �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경종실록� 경종 2년(1722) 10월 19일의 기

록이다. 

이보다 앞서 赴燕使行이 돌아올 때에 卜物도 동시에 柵門을 떠나 왔다. 기사년

(1689, 숙종 15년) 연간으로부터 加佩라고 이름하는 자가 欄頭를 칭탁하여 雇載의 

이익을 독 하 으므로, 卜物이 지체되어 간혹 잃어버리는 근심이 있었으며,  卜物

이 연체되어 稽留할 즈음에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폐단도 없지 않았다.

前此赴燕使行回還時, 卜物同時出柵矣. 自己巳年間, 加佩爲名 , 稱以攔頭, 獨 雇載

之利, 以致卜物遲滯, 或有閪失之患, 且於延卜稽留之際, 不能無私相買賣之弊.70)70)

인용된 부분 뒤에선 부연사행의 물품을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을 지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71)71)실무 처리의 맥락에서 ‘赴燕使’가 운 되고 있다. 

68) “尙星曰: ‘又有一條稟定事, 赴京使臣, 年六十以上, 勿許差遣, 若用此法, 則有掣礙之端.’”[�승

정원일기� 조 20년(1744) 10월 29일]

69) 후마 스스무 교수의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의 3면에는 “中國で滿洲族が統治 となっ

た淸朝になると、( 략) またかつて ｢赴京使｣とよばれていたのと同じものが、｢赴燕使｣

と呼び換えられた”라 하여, 마치 淸代에 들어와 ‘赴京使’라는 용어가 ‘赴燕使’라는 용어로 

단번에 바  듯한 인상을 주나, 사료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赴京使’에서 ‘赴燕使’로의 용어 교체 이면의 상황을 알려 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다. 따라서 용어 교체를 낳은 조선 지배 엘리트들의 의식에 해서는 재로서는 정황을 

통한 추론만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70) �경종실록� 경종 2년(1722)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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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赴燕使’가 �실록�에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 조실록� 조 31년(1755) 2월 

2일의 기록이다. 

옛날부터 通信使에 하여 그 물자를 후하게 하고 그 행차를 사치스럽게 한 것이 

赴燕使价와 비교하면 우를 받음이 특이하 습니다. 그래서 각도의 營邑에서 백성

들에게 강제로 재물을 빼앗는 것과 沿路 州縣에서 제공하는 비용이 엄청난데, 남

에 이르러서는 통신사의 행차가 한번 지나가면 한 도의 財力이 거의 탕진된다고 하

니, 이는 官府만 폐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따져 보면 모두가 백성들이 

피땀흘려 얻을 이익에서 나온 것이니, 조정에서 불 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自昔通信使之厚其資ˎ侈其行, 視赴燕使价, 見待特異. 各道營邑之誅求ˎ沿路州縣之供

所費浩大, 至於嶺南, 則一經信使之行, 一道財力幾乎蕩盡, 此不但官府之受弊, 究其本則

皆出於生民膏血, 自朝家不可不恤.72)72)

이는 引見時 좌의정 金尙魯의 발언으로, 앞서 �승정원일기� 숙종 15년(1689) 

10월 3일 기록에 좌의정 목내선이 임  앞에서 발언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引見

과 같은 공식 인 자리에서 ‘赴燕使’가 운 되었고, 이것이 결국 �실록�에 기록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赴燕使’가 확고하게 청사행의 총칭으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증거는 �정조실록�에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10월 

14일의 기록을 보면 ‘赴燕使’가 ‘通信使’와 병칭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情債를 반으로 이고 신역의 가를 변통하는 일에 해 비변사에서 복주하 다.

“( 략) 赴燕使臣과 通信使行이 요구하는 어물을 돈으로 납하는 것은 사신 일

행에 있어서는 별로 손해될 것이 없고 포구 민호에 있어서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으

니, 보고한 로 규례를 정하여 실시해야겠습니다.”

情債減半ˎ役價變通事, 備邊司覆奏 : “( 략) 赴燕使臣ˎ通信使行求請魚物之以錢代

納, 在使行, 別無所損; 在浦民, 可爲大惠. 依所報, 定式施行.”73)73)

71) “於是, 譯官金慶門等, 欲因此機 , 嚴防攔頭, 自司譯院呈手本於備局, 請以此意, 移咨禮部, 

備局啓達蒙允.”[�경종실록� 경종 2년(1722) 10월 19일]

72) � 조실록� 조 31년(1755) 2월 2일.

73)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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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일본에 견한 사신의 명칭이 ‘通信使’라는 사실은 확고한 것이다. 그

런데 그 ‘通信使’와 병칭되고 있는 조선의 청사행은 ‘赴燕使’로 호칭되고 있다. 

‘赴燕使’가 청사행의 총칭으로서 지 를 굳혔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赴燕使’의 지 가 확고해졌음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는 �정조실록� 정조 23

년(1799) 7월 16일 기록이다.

赴燕使臣에게 하유하 다. “朱夫子는 곧 공자 이후 일인자이다. ( 략) 나는 지극

한 정성과 애타는 마음으로 가슴속에 높이 받드는 가운데 그 분의 을 읽고 있노라

면 귀로 직  말 을 듣는 것만 같았다. ( 략) 이번에 進賀使를 보내면서 副使를 

특별히 제수한 것74)은74)그가 본디 책을 엮는 일에 능란하고 게다가 여러 신하들과 함

께 주부자의 을 편집하는 근본 취지를 들은 이 있기 때문이다. 사신 행차가 연

경에 들어간 뒤에 특별히 � �의 진짜 본과 �어류� 등 각 본을 구입할 것이

며 上使(당시 進賀兼謝恩 正使로 임명된 趙尙鎭을 가리킴-인용자)도 이미 연석에서 

내린 분부를 받들었으니 부사와 함께 성의를 다해 구해오도록 내각으로 하여  하유

하게 하라. ( 략) 근래에 국을 휩쓸고 있는 학문은 王守仁과 陸九淵의 여 로서 

白沙(명나라 陳獻章을 가리킴-인용자)에게서 범람하고 西河(청나라 毛奇齡을 가리킴

-인용자)에게서 치성하여 극에 이르 다. ( 략) 稗官․雜史 이외에 국 본인 경

까지 구입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 자신을 반성하고 실천하는 

주부자의 뜻과 같은 것이다. 이 한 묘당으로 하여  行臺(서장 의 별칭-인용자)

에게 엄 히 당부하도록 하라.”

諭赴燕使臣. 敎曰: “朱夫子, 卽孔子後一人也. ( 략) 顧予至誠苦心 越方寸之中, 

誦習其書, 若親警咳. ( 략) 今行進賀副使之特授 , 以其素嫺於編書, 且 諸臣, 偕聞

編輯之本意也. 使行入燕之後, 另購�大全�眞本 �語類�各本, 上价旣承筵敎, 副使悉心

覓來, 令內閣下諭. ( 략) 近來中國學問, 滔滔是王ˎ陸餘泒, 泛濫於白沙, 懷襄於西河而

極矣. ( 략) 稗官ˎ雜史之外, 竝 唐本經傳之不許購來, 卽亦朱夫子反躬踐實之餘意. 亦

令廟 , 申明嚴飭於行臺處.”75)75)

정조가 스스로 朱熹의 全書를 편찬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면서 赴燕使에게 하

유한 내용이다. 朱子學이 正學임을 밝혔고, 근래 국의 학문이 異端임을 지 하

며 국 본의 경 마 도 일  수입을 지하라고 분부하 다. 왕이 직  하

74) 徐瀅修를 進賀使 副使로 삼은 일을 말한다. 이에 해서는 �정조실록� 정조 23년 7월 8

일 기록이 참조된다: “寧邊府使徐瀅修爲副使, 出待安州牧, 上使偕往事下諭.”

75) �정조실록� 정조 23년(1799)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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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내용인데다 그 어조도 매우 엄숙하다. 그러한 엄숙한 어조의 하유를 내릴 

때 ‘赴燕使’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下諭는 내용이 축약된 채로 ｢정

조 왕 행장｣에도 실렸는데, 거기에도 “가을에 赴燕使臣에게 하유하 다”(秋諭

赴燕使臣)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76)76) 청사행의 총칭으로서 ‘赴燕使’의 지 가 

확고해져서, 가장 공 이고 엄숙한 맥락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이 확인된다. 

‘赴燕使’의 지 가 확고해졌다는 사실은 ‘赴京使’가 사료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는 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조 에 들어오면 �실록�과 �승정원일기�

모두에서 ‘赴京使’는  언 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청사행의 총칭으로서는 

‘赴燕使’만이 언 된다. �일성록�에도 ‘赴京使’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赴燕使’는 

정조 에 총 9회 언 되고 있다.77)77) 

이상을 종합 으로 고려해 볼 때, ‘赴燕使’는 숙종 에, 그것도 1706년 이후에 

‘赴京使’를 체하기 시작하여, 정조 에 오면 청사행의 총칭으로서 지 를 

확고히 하는 데에 이르 다고 할 수 있다. �通文館志� 권3에는 조선의 국 

견 사신의 연원과 내력을 설명하는 조목의 제목이 ‘赴京使行’으로 되어 있고, 이 

제목 하에 청나라에 견한 사행과 련된 내용도 함께 정리되어 있다.78)78)그

지만 이는 명사행과 청사행을 실무 으로 악해 서술하 기에 쓴 제목이

다. 18세기 이후로는 청사행의 총칭을 ‘赴京使’로 부르는 일은 공식 인 사료

에 잘 나타나지 않고, 정조 연간에는 거의 완 히 모습을 감추었다. 따라서 청

사행의 총칭은 17세기 후반의 혼란기를 거쳐서 18세기에 들어와서는 ‘赴燕使’

로 정착되고 그 지 가 차 확고해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지

76) �정조실록� ｢正祖大王行狀｣. 

77) �일성록� 정조 5년(1781) 4월 5일; 정조 7년(1783) 10월 12일; 정조 10년(1786) 11월 24

일; 정조 11년(1787) 3월 8일; 정조 14년(1790) 10월 14일; 정조 15년(1791) 10월 24일; 

정조 22년(1798) 11월 18일; 정조 23년(1799) 7월 16일; 정조 23년 12월 29일. �일성록�

기사 검색은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

에 있는 원문자료검색 기능을 활용하 다. 

78) 세종 왕기념사업회, �국역 통문 지� 1, 100-106면 참조. �통문 지�에서 명사행과 

청사행을 모두 ‘부경사행’이라 칭하고 있는 것은 �통문 지�가 譯官에 의해 편찬된 中

國․ 日本 외교 실무서로서,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달리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음을 

고려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에서 �통문 지�의 기록은 특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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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확고하 던 것은 18세기 말 정조 연간의 일이었다. 

1637년 이후 1800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19세기의 상황을 살펴

보기로 한다. 구체 으로 순조 즉 년인 1800년부터 마지막 赴燕使가 견된 

1893년까지의 상황을 악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이 시기의 특이   하나는 청사행의 총칭이 공식  사료에서 잘 

언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기 �실록�에 ‘赴燕使’는 단 한 차례도 출 하지 

않으며, �승정원일기�에 ‘赴燕使’가 언 된 기록은 순조 2년(1802) 4월 10일과 

순조 8년(1808) 10월 21일의 기록 이 두 건만이 있고, �일성록�에 ‘赴燕使’가 언

된 기록으로는 순조 8년 10월 21일의 기록과 고종 20년(1883) 10월 4일의 기

록 두 건만이 발견된다. 이  �승정원일기� 순조 8년 10월 21일의 기록과 �일

성록� 순조 8년 10월 21일의 기록은 戶曹判書 李晩秀의 발언  ‘赴燕使’가 언

된 것으로 사실상 그 내용이 같다. �일성록� 고종 20년 10월 4일의 기록에는 

“赴燕使行과 齎咨官의 公行路文은 례에 의거해 시행하라는 뜻을 該曹와 경로

에 있는 각 道에 분부하라 명하다”79)라79)  있어, 19세기 말에도 ‘赴燕使’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보여 다. 반면 ‘赴京使’는 사용되지 않았다. 19세기 들어와 

�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 모두에서 ‘赴京使’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처럼 19세기 말까지도 ‘赴燕使’라는 명칭이 국가의 공식  기록에서 운 되고 있

는 만큼, 당시까지 청사행의 총칭은 ‘赴燕使’ 다고 해야 할 것이다.80)80)

79) “命赴燕使行 齎咨官公行路文, 依已例施行之意, 分付該曹及所經各道.”[�일성록� 고종 20

년 10월 4일]

80) 앞서 조선 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지배 엘리트 집단이 ‘赴燕使’와 ‘燕行使’

를 각각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한국문집총간�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赴燕使’의 경우 �한국문집총간� 정편과 속편을 통틀어 총 44건의 용례가 발견되었는

데, 산문에서 구사된 경우는 38건, 시에서 구사된 경우는 6건이다. ‘燕行使’의 경우 시에

서 구사된 경우 1건만 발견되었는데, 그것도 詩題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경우 다. 따라

서 ‘燕行使’는 산문에서는 단 한 건의 용례도 발견되지 않는 셈이다[여기서도 집계시 한 

단어가 같은 작품의 제목과 본문에 동시에 발견되거나 본문 내에서 여러 번 구사되었을 

경우 한 건으로 집계하 다. 단 金㙆(1739~1816)의 �龜窩集� 권3에 실린 ｢感顧 權公實

紀序｣ 의 “至於燕行使事”는 ‘심지어 연행사의 일에 있어서’가 아니라 ‘심지어 燕行의 

使事에 있어서’로 해석되어야 하리라 본다. ‘使事’는 흔히 쓰는 말로, 사 의 일을 가리킨

다. 이 은 安東의 吏族 출신으로서 1697년 正使 崔錫鼎의 막료로 淸에 다녀온 權喜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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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의 실증분석을 통해 1600년 이  조선의 사료에는 주로 ‘赴京使’라는 호칭

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통념과는 달리 ‘朝天使’라는 호칭은 거의 보

이지 않았다. 17세기 반기의 사료에도 부경사라는 용어가 주로 나타나며 조천

사라는 용어는 간혹 보일 뿐이다. 이를 통해 조선 조정에서 17세기 반기까지 

명사행에 한 일반  총칭은 ‘부경사’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17세기 후반 이후 18세기 까지의 정부 사료에는 ‘부경사’와 ‘赴燕使’라

는 용어가 함께 나타나나, 숙종 32년인 1706년 이후부터는 부연사라는 용어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燕行使’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조선 

조정에서 17세기 후반기 이후 청사행에 한 일반  총칭은 ‘부연사’ 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조선 기에 명사행을 일컫는 일반 인 총칭이 ‘부경사’이고 조선 후기에 

청사행을 일컫는 일반  총칭이 ‘부연사’ 음은 비단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

원일기�와 같은 정부 기록에서만이 아니라 양반 사 부의 문집이나 필기류에서

도 분명히 확인된다.   

18세기  이후 부경사라는 말이 려나고 부연사라는 말이 정착된 것은 조선 

정부가 취한 청외교의 입장이 호칭에 반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에는 용어가 통일되지 못하고 부경사와 부연사라는 말이 함께 쓰 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연사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이다. ‘부연사’라는 호칭에는, 비록 청

에 한 사  외교에도 불구하고 청을 ‘中華’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함의가 

깃들어 있다. 이 에서 이 용어는 비록 ‘京’이라는 자를 ‘燕’으로 바꾼 데 불

과하나 ‘부경사’라는 용어와 개념 으로 큰 차이가 있다. ‘부경사’에는 사 외교

의 상인 국이 ‘ 화’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이 경우 ‘ 화’가 조선에서 통용

되었던, 문명에 한  내지 이념과 련되어 있음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두 호칭에는 명과 청이라는 두 他 에 한 조선의 이념 ․문명론

(1672~1742)이 쓴 �感顧 實紀�에 붙인 서문이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지배 엘리트 

집단이 ‘赴燕使’라는 용어를 청사행의 일반  총칭으로 인식하고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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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이 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보건  조선시 에 명과 청에 견된 사신을 ‘부경사’로 총 해 부르는 

것은 치 않다고 단된다.81)81)그것은 조선 시  조정과 지배 엘리트 집단의 

사고와 이념을 호 속에 넣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조

선 조정에서, 그리고 조선의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일반 으로 사용된 용어를 

무시한 채 통용되지 않았다고 단언해도 좋은 ‘연행사’라는 말을 조선시  체의 

국 사신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부 하다고 단된다.

‘연행록’, ‘연행가사’, ‘연행시’라는 말에서 보듯 ‘연행’이라는 말은 조선 후기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들 장르는 한국문학사에서 ‘연행문학’이라는 범주 속에 묶

일 수 있다. ‘燕行’이라는 단어 의 ‘行’은 ‘가다’라는 뜻이다. ‘行’에는 ‘여행하다’

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82)82)‘연행록’, ‘연행가사’, ‘연행시’라는 명칭 의 ‘연행’

은 公務에 한 의식보다는 旅遊(여행)에 한 의식을 표면에 드러내고 있는 단

어라고 할 수 있다. ‘赴燕’이라는 단어는, 때로 ‘연행’과 의미가 통하기도 하나, 

‘연행’과는 다른 색깔의 의미와 뉘앙스가 담겨 있기도 하다. ‘赴燕’이라는 단어 

의 ‘赴’는 ‘나아가다’ ‘이르다’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旅遊의 의미는 연 내포

되어 있지 않으며, 목 지(그것이 구체 인 공간이든 추상 인 상이든)에 다

다른다고 하는 의식이 제1의 으로 표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任地로 가는 것을 

‘赴任’이라고 하고 궐로 가는 것을 ‘赴闕’이라고 하지 ‘任行’이나 ‘闕行’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 게 보면 ‘연행’은 私的 지향이 내포되어 있기도 한 보다 느슨

한 뉘앙스의 말이라면, ‘부연’은 公的 지향이 보다 강하고 좀 더 딱딱한 뉘앙스

의 말임을 알 수 있다. 

한 주목되는 것은 ‘연행’, 즉 ‘연경에 가다’라는 말은 ‘연행록’이라는 말에서 

잘 드러나듯 체로 쓰기와 결부되어 사용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단어에 旅遊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사  지향이 강하다는 사실과 무

하지 않다. 

81) 하우 , 2009 ｢조선 후기 일통신사행의 문화사  의의｣ �사학연구� 95, 85면의 각주 15. 

82) 漢語大詞典編纂委員 , 1989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에서는 ‘行’자에 ‘出

遊’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 단국 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漢韓大辭典�, 단국 학교출

부에서는 ‘行’자에 ‘여행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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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의미론  고찰을 염두에 둔다면 漢文造語法上 ‘燕行+ ’, ‘燕行+歌

辭’, ‘燕行+詩’는 자연스럽지만 ‘燕行+使’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조선 정부가, 그리고 조선의 지배 엘리트 집단이 ‘연행사’라는 말이 아니라 

‘부연사’라는 말을 일반 으로 사용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비단 이런 의미론  이유에서만 ‘연행사’라는 말이 부 한 것은 아니다. 조

선 정부에서 외국에 견한 사 의 총칭은 어디까지나 공  벨에 속하는 문제

이다. 그러므로 사  쓰기에서 ‘연행’이라는 말을 흔히 썼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사  명칭에 정부에서 사용한 명칭을 무시한 채 ‘연행’이라는 말을 쓰는 것

은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역사 연구에서 학술  명칭은 역사  용례에 한 존

과 고려가 필요한 경우가 지 않다. 오늘날의 을 무조건 용하려 들거

나 연구자의 자의  을 지나치게 개입시킬 경우 역사  실이 왜곡되든가 

歷史像의 실체 ․객  악이 해될 수 있다. 

만일 당시의 일반  용어를 존 한다면 조선이 명에 견한 사신의 총칭은 

‘부경사’, 청에 견한 사신의 총칭은 ‘부연사’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 기와 후기에 생산된 각종 국 사행록은 ‘ 국사행문학’이라는 큰 

개념 속에서 이해하되, ‘赴京 ･朝天 ’ 등으로 불린 명나라 사행록과 구별해 청

나라 사행록만을 ‘연행록’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일반  호칭을 따르지 않고 역사  통을 고려하는 에서 새

로운 용어를 만들어 쓴다면, 명나라에 견된 사신의 총칭은 ‘入明使’, 청나라에 

견된 사신의 총칭은 ‘入淸使’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한다.83)83)새로운 용어를 만들

어 쓰더라도 합리 이고 정당한 학문  근거가 필요하다. 자의  명명은 삼가는 

것이 좋을 터이다. 

‘입명사’는 일 이 이 종 씨가 학술용어로서 사용한 바 있다.84)84)鄭道傳의 문

83) 박성주, 2005 �고려･조선 遣明使 연구�, 동국  박사학 논문에서는 고려와 조선의 明

使行을 ‘遣明使’라 칭하고 있다. 하지만 ‘遣明’ 혹은 ‘遣明使’는 한국 역사에서 사용된 

이 없는 말이다. 일본에서는 사료에 근거해 唐에 보낸 사신을 ‘遣唐使’, 隋에 보낸 사신을 

‘遣隋使’, 명에 보낸 사신을 ‘遣明使’라고 통일해 부르고 있다. 일본과 달리 우리 역사에서

는 ‘遣’이라는 말 신 ‘入’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84) 본고의 각주 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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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三峯集�은 태조 6년에 初刊되고 성종 18년에 重刊되었는데, 詩題의 夾註 

에 명나라에 견된 사신과 련해 ‘入明’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85)85) 

黃景源의 ｢江漢集｣ 권30, ｢明陪臣傳(四)｣의 ‘林慶業傳’ 에도 “遣使入明”이라는 

말이 보인다.86)86)한편 청나라에 견된 사신과 련해 ‘入淸’이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入燕’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었다.87)87)   

‘入唐使’, ‘入宋使’, ‘入遼使’, ‘入金使’라는 말들에서 보듯 통일신라시 와 고려

시 에는 나라 이름 앞에 ‘入’자를 붙여 사신을 부르는 통이 있었다.88)88)‘입명사’

와 ‘입청사’는 어도 한국사의 이런 통에 한 이해의 지평에서 끌어낼 수 있

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주제어 : 조선 사신, 부경사, 부연사, 조천사, 연행사

투고일(2019. 2. 26),  심사시작일(2019. 3. 12),  심사완료일(2019. 3. 22)

85) �삼 집� 권1, ｢嗚呼島弔田橫｣이라는 시의 주 “甲子秋, 公以典校副令, 從聖節使鄭夢周

入明”과 �삼 집� 권2, ｢題平壤浮碧樓｣라는 시의 주 “庚午夏, 公以政 文學, 賀聖節入

明”과 �삼 집� 권2, ｢到平壤｣이라는 시의 주 “按壬申冬, 公以門下侍郞贊成事, 謝聖恩

入明” 등 참조. 

86) 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朝鮮賈人高忠元繫瀋陽獄, 告崔鳴吉遣使入明, 如承疇 .”

87) 컨  �승정원일기� 종 9년(1668) 5월 25일의 “臣曾任使价入燕時”라는 말, �승정원일

기� 숙종 7년(1681) 11월 5일의 “而且臣 年, 奉使入燕, 到山海關”이라는 말, �승정원일

기� 고종 2년(1865) 윤5월 14일의 “臣於年前, 奉使入燕”이라는 말 등 참조.  �五洲衍文長

箋散稿�의 人事篇 器用類 文具의 ｢古瓦澄泥二硯辨證說｣에는 ‘入燕使价’라는 말이 보인다. 

88) 이 경우 ‘入’에 ‘唐’이나 ‘金’ 등 사신이 견되는 나라를 높이는 의미가 들어 있지는 않다. 

한문의 용례상 ‘入’ 뒤에 지명이나 국가가 나올 경우, 그리로 들어간다는 뜻일 뿐, 자신이 

있는 땅이나 나라를 낮추고 상 의 땅이나 나라를 높이는 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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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Official Title of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89)90)

Pak, Hŭi-byŏng *․Pak, Hŭi-su **

This paper aims to find out which term was the official title of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and whether the widespread term yeonhangsa(燕行使), which is much 

more frequently used in Korea, China, Japan, and Taiwan after Fuma Susumu’s book is 

published, is a suitable to cover whole Joseon Missions to Ming and Qing dynasty. To 

clarify that, we investigated the government official records such as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and Journal of the Royal Secretariat. Our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1392~1636), bugyeongsa(赴京使)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term for Joseon missions to Ming dynasty, while jocheonsa(朝天使), 

contrary to common belief, was much less used than anticipated, almost exclusively in 

the early 17th century. In the late 17th century, both bugyeongsa and buyeonsa(赴燕使) 

was used for Joseon missions to Qing dynasty. After 1706, buyeonsa was the frequently 

used term for Joseon missions to Qing dynasty. Meanwhile, throughout the late Joseon 

period yeonhaengsa was rarely used. Such transition of official titles of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namely bugyeongsa in Ming dynasty to buyeonsa in Qing dynasty, 

shows a change of attitude and perception of Joseon elites toward Ming and Qing 

dynasty, as bugyeongsa implies more respectful attitude toward Ming China while 

buyeonsa tries to maintain more neutral attitude toward Qing as a conquest dynasty 

ruled by yi(barbarians). As the both terms reflect crucial ideas and thoughts of the 

ruling elites of Joseon, suggesting that we should replace them with much rarely used, 

non-historical, ungrammatical term yeonhaengsa seems improper and ungrounded. If we 

are to avoid traditionally used bugyeongsa and buyeonsa and coin a new term for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instead of yeonhaengsa, immyeongsa(入明使) and 

*  Profess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researche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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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heongsa(入淸使) should be used as they follow the traditional word formation of 

Korean missions to China. 

Key Words :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bugyeongsa, buyeonsa, jocheonsa, 

yeonhaeng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