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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 明 使臣의 북경 ‘ ' 탄생과 

외교  의미 *

구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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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사신의 門禁 원칙과 조선사신의 國子監 방문

3. 明 부 : ‘통사 문 ’과 ‘사신 ’의 거래

4. 맺음말 

1. 머리말  

고 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왕래 속에서 자연스  문화가 이동하고 교 한다. 

조선시 에는 외국과의 교류가 제한된 범 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의 문화를 한다는 것이 상 으로 큰 의미를 가졌다. 조선시  공식 으로 

국을 왕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행단뿐이었다. 사행에 포함되어 국에 가는 

것은 조선시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학문과 직결되는 성지를 방문하는 

‘ 의 길’로도 볼 수 있다.1)1)조선시  明 使行은 공식 인 외교의 기능을 수

행했지만, 한편으로는 명 국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유

일한 기회 다는 에서 사행의 의미를 외정치 인 시각에서 문화의 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19-기획연구-21).

** 이화여자 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 황소연, 2010 ｢조선시  使行문학과 ‘觀光’의식: 통신사ㆍ연행사ㆍ신사유람단을 심으로｣ 

�일본학연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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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조선 기 사행 여정은 조선 한양에서 명 북경에 이르는 燕行

路 과정에 해 주로 연구되어 있다.2)2)조선 사신이 북경에 도착한 뒤 한 달 여 

기간을 머무르며 보내는 일정에 해서는 주로 외교  무역활동의 시선으로 바

라보았다.3)3)그러다보니 조선 사신이 명 북경 내에서 어떠한 곳들을 방문하고 

람했는지, 그 미시 인 움직임까지는 세세하게 포착되지 못하 다.4)4)북경 사행

은 외교활동이 주목 이었지만, 한편 제국을 ‘觀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5)5)조선시 에도 이색 인 볼거리나 명소를 구경하고 싶은 욕구는 충분하게 

2) 김성칠, 1960 ｢연행소고｣ �역사학보� 12; 김구진, 1990 ｢조선 기 한 계사의 시론: 조

선과 명의 사행과 그 성격에 하여｣ �홍익사학� 4; 권인용, 2003 ｢明 中期 朝鮮의 入明使

行: 世讓의 <赴京日記>를 통하여｣ �명청사학연구� 19; 김태 , 2004 ｢ 국 내 연행노정

고｣ �동양학� 35; 이승수, 2011 ｢연행로  ‘遼陽-鞍山-廣寧 구간’에 한 인문지리학  

검토｣ �한국한문학연구� 47; 이승수, 2012 ｢燕行路 의 東八站 ｣ �한국언어문화� 48; 

구도 , 2013 ｢조선 기 明 陸路使行의 형태와 실상｣ �진단학보� 117; 강양, 2013 �조

선 기 조명 사행외교와 교통로: ‘조선 사행록’을 심으로�, 경기 학교 박사학 논문.

3) 김경록, 2000 ｢조선 기 명외교와 외교 차｣ �한국사론� 44; 魏華仙, 2000年 5月 ｢論明

代 同館 外朝貢貿易｣ �四川師範學院學報� 第3期; 高艳林, 2005 ｢明代中朝贸易及贸易

中的相互了解｣ �求是学刊� 第32卷 第4期; 이 춘, 2005 ｢류 의 <燕京行 >｣ �조선시

사학보� 32; 김경록, 2006 ｢조선시  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백옥경, 2006 ｢조선 

기의 사행 무역 연구: 부경사행을 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5; 이숙경, 2011 ｢조선 선조

 柳根의 외 계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15; 书仁, 2011 ｢明代朝鲜使臣赴明的贸易

活动｣ �东北师大学报� 251期; 李善洪, 2012 ｢明代会同馆对朝鲜使臣“门禁”问题研究｣ �黑

龙江社会科学� 132期; 구도 , 2013 앞의 논문; 陳彝秋, 2014年 5月 ｢從朝鮮使臣的中國記

看明代中后期的玉河館—以 同館提督官爲中心｣ �南京曉庄學院學報� 第3期; 구도 , 2018 

�16세기 한 무역 연구�, 태학사. 

4) 반면 외국 사신의 조선 을 다룬 연구는 있다(심승구, 2008 ｢조선시  외국인 의 

사례와 특성｣ �역사민속학� 27). 

5) 오늘날 觀光의 의  개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조선시   활동은 觀光, 遊觀, 遊覽 

등의 용어로 표 되었으며, 그 쓰임새가 조 씩 달랐다. ‘觀光’은 ‘光’, 즉 빛을 본다는 의미

에서 이색 인 볼거리, 上國의 문물과 제도를 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遊觀은 

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유희  성격이 좀 더 강했다. 遊覽은 자연 경 을 벗 삼아 휴식하

며 구경하는 행 에 가까웠다(한경수, 1998 ｢조선 기  사상에 한 연구｣ � 한

경 학회� 12; 한경수, 2013 ｢고서화에 나타난 조선시  통 의 유형  행태｣ �

경 연구� 57; 하재철, 2016 ｢18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용어: 《노가재연행일기》와 

《열하일기》를 심으로｣ � 국문학연구� 62; 육재용, 2009 ｢朝鮮時代 사 부들의 행

와 양상 연구: 강산 지리산 유람록을 심으로｣ � 학연구� 33․7; 진윤수, 2014 ｢《율



조선 전기 對明 使臣의 북경 ‘관광’ 탄생과 외교적 의미·39

존재했다.6)6)명 에 한 시각은 개개인마다 일정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지만, 

15세기에 국을 구경하기 해 북경행 사행에 참여하고자 청탁하는 자들이 있

었다는 은 그러한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7)7)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북경 사행 연구의 성에서 벗어나, 조선 사신이 명에서 

보낸 사행 일정  북경 ‘ ’을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

해서는 안 될 은 명 외정책의 특징이다. 명은 조공국 사행단이 북경 도성에 

도착하면 공식일정 외에는 숙소인 회동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 없게 하 다. 

수도 북경에서 외국인들과 국민들이 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치인데, 이를 門禁이라 하 다. 외국인들의 숙소 밖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

황에서, 正使가 북경에서 을 한다는 것은 더욱 근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다음의 기사가 주목된다.

嘉靖 26년, 특별히 (조선) 사신이 서장 과 종인 2~3명을 데리고 郊壇과 국자감

을 游觀하는 것을 허가하 다. 부는 통사 1명을 동행하게 하고, 館夫를 뽑아 방호

하게 하여, 우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 하 다.8)8)

의 기사는 명이 조선 사신의 북경 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9)9)�大明 典�의 

곡 서》에 나타난 유람에 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9․2; 황소연, 2010 ｢조선시  

使行문학과 觀光 의식: 통신사 연행사 신사유람단을 심으로｣ �일본학연구� 30; 고태규, 

2018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한 학  고찰｣ � 연구 � 32․3). 이러한 측면에

서 본고에서는 조선 사신이 문화선진국인 명 북경에서 문물과 명소, 경치 등을 람하는 

행 를 이라는 용어로 통일하 다. 

6) �世祖實 � 권35, 11년 4월 17일 계사; �世祖實 � 권36, 11년 5월 5일 신해; �成宗實 �

권212, 19년 윤1월 20일 을유; �中宗實 � 권18, 8년 8월 24일 기미; �中宗實 � 권38, 15

년 2월 1일 경신. 

7) �成宗實 � 권265, 23년 5월 18일 정해. 

8) �大明 典� 卷105, 禮部 63, 朝貢 一, 東南夷 上, 朝鮮國 “嘉靖二十六年 特許其使臣同書狀

官 及從人二三名 於郊壇 及國子監游觀 禮部劄委通事一員伴行 撥館夫防護 以示優異云”.

9) 기존 연구에서는 의 명회  사료를 주로 조선 사행에 한 門禁이 시작되거나 강화된 

거로 보았다. 명이 부를 뽑아 조선 사행을 방호하게 하 다는 내용에 주목하 기 때

문이다(김경록, 2000 ｢조선 기 명외교와 외교 차｣ �한국사론� 44; 정은주, 2017 �조

선 지식인, 국을 거닐다�, 한국학 앙연구원출 부, 68면). 다만 문 은 이미 1522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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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夷｣ 조항에서 외국 사신의 遊觀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조선에게만 나타난다. 

외국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던 명 북경에서, 사신이 을 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 인 의미가 있다. 양국이 이 코스에 한 합의가 있어야 했으며, 조선 

사신은 북경 에 한 남다른 의미가 있어야 했다. 무엇보다 명이 을 허

가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할 수 있다. 명은 어떠한 맥락에서 조선 사신

의 을 허용했던 것이며, 조선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 을까? 

본 연구는 이 같은 의문을 염두에 두고, 조선사신의 북경  이야기를 악

한다. 북경 에 해서는 다각 으로 살펴볼 주제들이 많은데, 본고에서는 우

선 조선 사신의 북경  일정이 생겨나고 허가되고 운 되는 과정을 고찰한

다. 조선 사신의 북경 이 정착하는 가운데 벌어진 양국 간 미묘한 긴장과 

북경 의 공식화가 갖는 의미도 확인한다. 이를 해 2장에서는 명의 외국사

신에 한 문  원칙 속에서도 특별히 조선 사신이 국자감을 방문하기 시작하

고, 이후 이 이루어진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1522년 조선 사행에

게 용되기 시작한 문 이 조선 사신 에 미친 향과 조선 이 명의 법

에 실린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 사신의 북경 이 생겨나고 공식화되는 양상을 확인하

고, 명  동아시아 세계에서 조명 계의 성격을 의 으로도 이해하는 기

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사신의 門禁 원칙과 조선사신의 國子監 방문

외국사신이 북경에서 이 가능하려면 우선 도성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

는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元代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근  시기 

외국 사신이 국의 도시를 쉽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는 

국뿐 아니라 조선 역시 마찬가지 다. 국가 보안상의 문제로 볼 때 자국 내 

이방인의 왕래를 제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작되었다. 조선 사신의 遊觀 측면에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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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의 수도는 南京이었으나, 3  황제 永 帝가 1421년(세종 3, 永  19) 

수도를 北京으로 이 하 다. 락제가 천도를 단행할 당시 북경은 척박한 군사 

요충지 으므로 이 시기 명은 북경 수도 개발에 매진했다. 15세기 반 도시 개

발로 북경 도성이 어수선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더욱이 북경은 

몽골, 여진과 지리 으로 인 한 지역이어서, 명 조정은 북방 주변 민족들과의 

계 정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들에 한 정벌도 이루어지며, 수

도 북경의 보안은 더 시될 수밖에 없었다.10)10) 

이러한 상황에서 명 조정은 외국 사 이 명 민간인과 소통하는 것을 꺼려, 이

를 지하는 법안을 마련하 다. 국인이 외국 사신과 사 으로 왕래하며 국내 

사정을 발설하면 邊衛에 充軍시켰다.11)11)북경에 머무는 외국 사행단들에게 門禁

을 용하여, 공식 일정을 제외하면 숙소에 머무르게 하 다. 외국 사신의 출입

은 부 리가 통제하 다.12)12)외국 사신의 무역도 숙소인 회동  내부에서 행

하게 하 다.13)13)즉 명은 외국 사신을 주로 숙소 안에 머무르게 하며, 외부 출입

을 최소화하고자 하 다. 15세기 반 북경은 어수선한 국내외 사정이 첩되어, 

외국 사신들은 은커녕 북경 도성 왕래조차 쉽지 않았다.14)14) 

이처럼 명은 외국인의 북경 도성 내 왕래를 엄격히 통제하 지만, 15세기 

후반 朝鮮과 琉球사행단에게만큼은 문 을 용하지 않았다. 명이 조선을 ‘ 의

의 나라(禮義之國)’로 여겨, 조선 사행단의 북경 도성 왕래를 용인한 것이다. 신

10) 조 헌, 1996 ｢明初 運河의 開通과 그 社 經濟的 意義｣ �서울  동양사학과논집� 20; 

이민호, 1997 ｢明代 前期의 通貨政策과 그 性格｣ �동양학연구� 3, 161-162면; 이민호, 

2007 ｢明代 北京의 商業․商稅와 宦官｣ � 국학보� 56; 남의 , 2007 ｢明代 土木의 變

과 北邊 防禦戰略의 변화: 河套와 遼東 지역을 심으로｣ � 국학보� 56; 순동, 2010 

｢永樂帝의 北京 遷都와 그 意義｣ � 국사연구� 65; 조 헌, 2011 ｢원․명․청 시  首都 

북경과 陪都의 변천｣ �역사학보� 209.

11) �大明 典� 卷108, 禮部 66, 朝貢 4, 朝貢通例. 

12) �大明 典� 卷109, 禮部 67, 賓客, 同館; �大明 典� 卷145, 兵部 28, 驛傳 一, 同館.

13) �大明 典� 卷109, 禮部 67, 賓客, 同館 “各處貢夷到京 主客司員外郞主事輪赴 同館 點

視方物 議防出入 貢夷去復回部視事”.

14) �吏文� 卷4, 禁約擅入 同館買賣; �世宗實 � 권58, 14년 10월 20일 을사; �大明 典� 卷

108, 禮部 66, 朝貢4, 朝貢通例. 15세기 반에는 조선의 북경 무역조차 쉽지 않았던 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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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에 기반한 일종의 우 조치라 할 수 있다. 그 덕분에 조선 통사들은 별도의 

통제 없이 북경 도성 이곳 곳을 오가며 정보를 습득하고, 무역과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使臣은 정무  특성상 통사와 같은 실무진만

큼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는 못했다.15)15)

그 다면 조선 사신이 북경 명소에 방문한 것은 언제쯤일까. 이는 기록상 成

宗代 무렵으로 보인다. 성종  조선 조정은 성균  내부 제도를 정비하고 있었

고, 명의 제도를 참고하고 싶어 했다. 1478년(성종 9, 成化 14) 조선 조정은 명

에서 구를 문묘에 종사하는지 정확히 악하고자 하 고, 이에 천추사 金永

으로 하여  명 국자감 료에게 물어 오게 하 다.16)16)국자감에 방문하여 직  

찰해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자감 료에게 물어서 확인하게 했다는 에서 

아직 국자감 이 시작되기 으로 단된다. 1479년(성종 10, 成化 15) 正朝

使 李坡는 蔡沈․眞德秀․胡安國이 원나라 때부터 문묘에 종사하기 시작했다는 

을 국자감에 ‘물어보고’ 돌아왔다.17)17)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조선 사행이 국

자감에 가보지 못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로부터 10여 년 뒤인 1490년(성종 21, 弘治 3) 조선사신이 국자감에 방문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아래와 같다.

 

정조사 尹孝孫이 와서 복명하 다. ( 략) 윤효손이  아뢰기를, “신이 국자감에 

가서 보니 十哲은 2位에 한 개의 饌卓을 公有하고 있었으며, 東廡․西廡에도 2 가 

한 개의 찬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從祀는 하나 俎卓이 없

는데, 더구나 동무․서무이겠습니까? 청컨  국 조정의 제도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 다.18)18)

의 기사에서 정조사 윤효손은 북경에서 돌아와 성종과 인견하며 자신이 직

 본 국자감에 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늦어도 1490년에는 조선 사신이 

북경 명소인 국자감에 직  가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78년 문묘 정

15) 구도 , 2018 �16세기 한 무역 연구�, 태학사, 95-126면. 

16) �成宗實 � 권91, 9년 4월 11일 임인.

17) �成宗實 � 권102, 10년 3월 6일 임술.

18) �成宗實 � 권238, 21년 3월 4일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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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국자감 리에게 물어서 확인했던 과 비된다. 다만 1490년 조선 사신

의 국자감 방문을 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명의 국자감 제

도를 악하려는 ‘정보 습득’이 보다 분명한 목 이었으며, 국자감을 첫 방문한 

상황에서 ‘ ’의 여유를 즐기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조사 윤효선의 

복명 이후, 성종은 곧바로 조선 문묘에도 문선왕, 사성, 십철 자리 앞에 찬탁을 

설치하도록 하명하 다.19)19)요컨  1490년(성종 21, 弘治 3)의 사례를 조선사신의 

본격 인 의 시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경험이 북경 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1498년(연산군 4, 弘治 11) 사례를 보면, 조선 사신의 북경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丞相의 사당을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나

天街의 북쪽 궁궐 뒤켠에 있다.

청풍이 조용히 廟廷 깊숙히 부는데

승상의 상은 당당히 오랜 세월동안 서있다. ( 략)

지 은 가시덤불만 무성하고 무엇이 남았는가.

한 때의 成敗는 아득한 일이 되었고

오랫동안 廟 에서 제사를 받드는구나. (후략)20)20)

는 1498년 聖節使로 북경에 다녀온 曺偉의 연행록  일부이다. 조 는 文

丞相의 묘당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문승상은 宋의 충신 文天祥을 가리키며, 

元나라의 신료되기를 끝까지 거부하여, 원에 의해 처형되었던 인물이다.21)21) 의 

詩를 통해, 당시 문천상 사당이 황성의 북쪽에 치하고 있고, 사당에 여 히 그

의 遺像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승상 사당은 국자감 근처에 있으므

로22)
22)조선 사신이 국자감을 다녀오면서 문승상 사당도 람했을 것으로 보인다. 

19) �成宗實 � 권238, 21년 3월 11일 계해.

20) �梅溪集� 卷3, 燕行 , 文丞相廟 “承相祠 何處  天街北畔鳳城陰 淸風肅肅廟庭邃 遺

像 歲月深 ( 략) 于今凡楚竟誰存 一時成敗悠悠事 血食千秋廟貌  (후략).”

21) �燃藜室記述� 別集 卷5, 事大典故, 赴京道路 “皇城 안에는 柴 가 있는데, 이곳은 곧 文

丞相(文天祥)이 죽은 곳이다. 지 은 국자감이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薪를 사던 곳

이다. 황성의 東路 왼편에는 三忠祠가 있는데, 三忠은 제갈량, 악비, 문승상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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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500년(연산군 6, 弘治 13) 성 사 질정  李荇은 북경에서 을 하

지 못했다고 언 하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다.

燕京의 유월은 날씨가 크게 무더워 

나그네에게 서늘한 그늘 주지 않 나. 

문 앞의 수 와 말은 먼지에 휩싸 는데 

변발에 털옷 두른 오랑캐와 함께 지낸다. 

황조의 법망은 날이 갈수록 진 하여 

객 에 우두커니 있자니 감옥살이인 듯. 

西湖의 빼어난 경치 들은 지 오래건만 

구경하러 가고 싶어도 허락하지 않 나.23)23)

의 시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행이 언 한 ‘西湖’가 북경 도성 내 치

하고 있는 호수 지명 그 자체를 가리키기보다 조선 사행이 유랑할 만한 지

를 詩想에 잠겨 감상 으로 읊은 상징공간의 표 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다. 

詩라는 특성상, 조선 사신이 거쳐 간 명소를 散文처럼 일일이 열거하여 서술하

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서호라는 단어로 표하여 북경명소를 압축하여 표

한 것이다. 의 시를 보면, 1500년 사행을 다녀온 이행은 북경 을 하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고 이 시기 조선사행의 이 단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서호의 빼어난 경치 들은 지 오래건만’을 통해, 이행의 사행 이 에는 

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사신 이 아  없

었다면 ‘구경하러 가고 싶어도 허락하지 않 나’라는 언 이 나올 수 없다. 이

에 북경을 다녀온 다른 사신들에게 경치를 해들은 도 있고, 본인도 구경하

러 가고 싶은데, 명이 허락하지 않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년  사행을 다녀온 조 는 문천상 사당에도 다녀왔는데, 이행은 왜 하

지 못했던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해 1500년(연산군 6, 弘治 13) 명 북경의 

22) �敬亭續集� 卷3, 朝天  下, 甲子年 2月 初2日 丙戌 “文天祥廟 在 天府 學之傍 天壽山 

在 北一百里 爲皇都 鎭山 山下有 永安城”

23) �容齋集� 卷4, 朝天 , 大熱 “燕京六月天大暑 不借淸陰到羈旅 門前車馬塵濛濛 辮髮氈裘

同處 皇朝法網日縝密 客館塊然等幽圄 西湖勝景久聞名 欲往觀之莫我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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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행이 사행을 다녀온 1500년 5월 女眞 사행단 일

원이 외국인을 죽이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兵部

는 조공사행 인원들의 숙소 밖 출입을 엄 하는 조치를 취한다.24)24)홍치제의 誕

日은 7월 3일이다.25)25)그의 탄일을 축하하는 조선의 성 사는 보통 4월 에 출

발하여,26)26)9월에 한양으로 돌아왔다.27)27)한양에서 출발하여 북경에 도달하기까지 

보통 두 어 달이 걸리므로 조선 사행은 6월 에 북경에 도착했을 것이다. 하필 

5월에 ‘외국’ 사신들 간에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분 기가 흉흉한 즈음에 북경

에 도착한 조선 사행은 명 병부의 긴  조치에 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행에 한 문 은 오래가지 않았다. 兵部가 외국사신 문  조치

를 일제히 강화했지만, 禮部에서 조선 사행만큼은 문 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 기 때문이다. 여진 사행의 난동으로 엄혹한 분 기 속에

서도, 명은 조선 사행의 문 을 해제하 다. 조선인은 의를 알기 때문에 명 조

정이 염려할 만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었다.28)28)성 사 

질정  이행은 운이 없게 여진사행의 난동으로 잠시 문 이 강화되었던 시기에 

사행을 다녀와 하지 못했던 것이다. 

1519년( 종 14, 正德 14) ‘正朝 兼 發回 流人 玄繼亨 等 謝恩使’로 북경에 

24) 夏 , �南宮奏稿� 卷5, 遵 制以便出入疏 “主客淸吏司案呈 奉本部  提督 同館主事張鏊

呈 據朝鮮國使臣 洗讓等呈 前事 竊照 本國粗識禮義 至誠事大 朝廷待遇有同內服 ( 략)  

又該弘治十三年五月間 有 同館安歇 女直早哈殺死一般夷人 兵部奉聖旨 備由出榜 曉諭朝

貢夷人 著令在館不許出入 幷本國一體防禁 (후략)”

25) �成宗實 � 권230, 20년 7월 3일 기미; �成宗實 � 권255, 22년 7월 3일 정축; �燕山君日

記� 권54, 10년 7월 3일 신묘.

26) �燕山君日記� 권33, 5년 4월 11일 경자; �燕山君日記� 권37, 6년 4월 3일 병술; �燕山君

日記� 권43, 8년 4월 11일 임자; �燕山君日記� 권49, 9년 4월 13일 기유; �燕山君日記� 

권57, 11년 4월 12일 정묘.

27) �燕山君日記� 권35, 5년 9월 4일 신유; �燕山君日記� 권46, 8년 9월 12일 신사.

28) 夏 , �南宮奏稿� 卷5, 遵 制以便出入疏 “又該弘治十三年五月間 有 同館安歇 女直早哈

殺死一般夷人 兵部奉聖旨 備由出榜 曉諭朝貢夷人 著令在館不許出入 幷本國一體防禁 禮

部據主事劉綱陳 奏本 査得 先該本部見行事例 朝鮮素守禮義 敬事朝廷 比 他夷不同 進

貢人員 自行出入 原無防禁 近該兵部等衙門 議 禁約 前 事例 一槩革去 以致提督官員 

嚴加拘禁 不得出入 合無仍照前 例 朝鮮人員 令其自行貨賣 深爲便益 奉聖旨 是 欽此 

本國使臣出入自由 無有防禁 (후략)”; �明孝宗實 � 卷170, 弘治 14年 正月 壬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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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온 金世弼은29)
29)문천상 사당에 다녀온 소감을 詩로 남겼다.30)30)이 시기 문천

상 사당을 다녀오거나 감상하는 詩가 종종 등장한다는 에서, 당시 북경 

은 문천상 사당 인근 국자감을 심으로 개되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1522년( 종 17, 嘉靖 1) 謝恩使 姜澂은 황제가 주 하는 국자감 알성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31)31)이는 아래와 같다.

사은사 姜澂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 략) 강징이 아뢰기를, “3월 이렛날 황제

가 聖한 다음 經書를 손에 들고서 질문하고 논란하 는데, 신이 玉河館 主事를 보

고 ‘나도 儒 이기에 비록 평시라 하더라도 국자감 람을 청하고 싶었는데, 더구나 

성 한 행사를 만나게 되므로 入參하고 싶은 마음 간 하다.’ 하니, 주사가 ‘당신은 

禮義之國의 儒臣이므로 그러는 것이니, 두서  사람들과 참 하게 하겠다.’ 하고, 즉

시 부 낭  孫存에게 통고하자, 손존이 書面으로 알리기를 ‘당신은 文獻의 나라 文

官이므로 입참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아름다운 뜻이니, 당신들의 심정을 써 오라.’ 했

습니다. 이러하기를 두어 번 한 다음에, 신이 강 書啓를 만들어 보내자, 尙書에게 

달하여 드디어 황제에게 奏達하니 하도록 윤허했었습니다.”32)32)

의 기사를 통해 조선의 북경 에 해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 한 것처럼 조선 사신이 부에 국자감 람을 요청하면 이 가능하

다. 이는 강징이 ‘나도 儒 이기에 비록 평시라 하더라도 국자감 람을 청하

고 싶었는데’를 통해 확인된다. 둘째, 1522년 이 까지 조선사신이 황제의 국자

감 알성 행사에 참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악된다. 사은사 강징은 국자감 알

성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자,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부낭 에 

알렸고, 부낭 은 부상서를 거쳐 황제에 주청하여 조선 사신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징의 국자감 알성 사실이 先來通事를 통해 조선에 달되자, 조선 조정에서

는 이 일을 우려하며 비  있게 다루었다. 명의 국자감 알성은 공식 행사 기 

29) �中宗實 � 권37, 14년 10월 13일 계유.

30) �十淸軒集� 卷3, 詩, 文丞相廟.

31) �明世宗實 � 卷12, 嘉靖 元年 3月 癸丑 “朝鮮國差陪臣 刑曹參判 姜澂 謝恩并貢方物馬匹 

賜宴賞如例 澂等因乞觀幸學禮 許之”

32) �中宗實 � 권45, 17년 6월 5일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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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조선 사신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 인  이상으로 정치 ․상

징  의미가 크다고 여긴 것이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었던 것은, 正使가 조선 

조정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즉흥 으로 국자감 알성 행사에 참여해도 되는 것인

지 여부 다. 中宗은 사은사 강징의 처사가 정사로서의 행동에 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반면 신료들은 강징이 儒 로서 요청한 일이고, 명 한 조선을 의지

국으로 여겨 알성을 허락하 으니, 강징에게 죄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

을 보 다.33)33)강징은 결국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사

신이 황제가 주 하는 국자감 알성에 참여한 것은 1522년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단된다. 

1522년( 종 17, 嘉靖 1) 조선사신이 국자감 알성 행사에 참여한 것은 ‘ ’ 

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국자감 알성 행사에는 명에서도 文官은 4품 이상, 

武官은 都督 이상의 고  료들만 국자감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34)34)외국인

인 조선 正使가 이 행사에 참여한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하고 주목되는 일이었다. 

이 시기까지는 아직 조선사신 에 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는 에서, 

명의 국자감 알성 행사에 조선 사신이 참여한 것은 자연스  당시 명 고  

료들 사이에 조선의 상과  참여 행을 알린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즉 

그간 조선 사신의 국자감 을 몰랐던 명 료들도, 조선사신이 국자감 알성 

행사에 직  참여한 모습을 보면서, 조선 사신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명 황제와 고  신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국자감 알성 행사

에서 조선 사신이 참여한 것은, 명이나 조선 모두에게 조선 사신 국자감 이 

더 표면화되고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534년( 종 29, 嘉靖 12) 조선 사신의 언 에 따르면, 16세기  조선 사행은 

정 (약 30명 내외) 모두가 북경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 사행이 북경 

을 해 특별히 발 받아야할 신분증명 문서도 없었다.35)35)조선인은 옷차림

만으로도 조선인이라는 이 구별되었을 것이지만, 별다른 문서 없이 명 수도 

33) �中宗實錄� 권44, 17년 5월 17일 임술. 

34) �中宗實 � 권45, 17년 6월 5일 경신. 

35) �中宗實 � 권77, 29년 4월 24일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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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에서 일정한 을 보장받은 일은, 폐쇄 인 외정책을 구가했던 明代 사

회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조선 사신의 은 15세기 후반 시작되었다.  기록이 

풍부하지 않아서 이 시기 모든 조선 사신이 반드시 북경 을 했는지는 분명

하지 않다. 다만 15세기 후반~16세기 가 조선 사행의 북경 도성 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시기 다는 에서 이 시기 조선 사신의 이 지속 일 수 있는 여

건은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36)36)조선사신이 명 부에 람을 요청하면 이 

가능했으며, 인원 제한 없이 正官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 조선은 명에 사행을 

가장 자주 견한 외국이었고, 門禁이 없어 활동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북경에서 

조선인을 보는 것은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1522년 사은사가 북

경에 머무를 때 우연히 황제의 국자감 알성 행사가 열리자, 정사 강징이 극 

참여 의사를 밝  알성에 참석하기도 하 다. 황제가 주 하는 커다란 행사에 

조선 사신이 참여하게 된 것은 조선 사신 이 보다 표면화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 국자감 알성에 외국사신으로는 오직 조선 사신만이 참여하고 있었다.

3. 明 부 : ‘통사 문 ’과 ‘사신 ’의 거래

1522년( 종 17, 嘉靖 1) 사은사 강징이 국자감 알성에 참여했던 시 에 주목

해야 할 것이 있다. 사은사 강징이 국자감 알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명 

료는 부낭  孫存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로부터 2달 에 조선사행 門禁(숙

소 밖 출입 제한)을 시작하게 한 장본인이었다. 

부낭  손존은 1522년 1월에 성 사 심순경의 통사 金利錫이 官本書冊 �大

明一統志�를 구입한 것을 두고,37)37)원칙에 따라 조선 사행을 문 하 다. 明에서

는 史書, 西蕃의 蓮緞匹, 兵器, 焰硝, 牛角 등의 물건은 외국인이 收買하는 것을 

36) 1522년 조선 사행에 한 문 이 생기므로, 15세기 후반 무렵부터 16세기 반까지가 조

선 사행의 북경 도성 활동이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이다.

37) �中宗實 � 권44, 17년 2월 3일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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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부 낭 이 법을 어긴 조선 통사를 징벌하기 해 조선 

사행을 문 한 것이었다.38)38)게다가 부낭  손존은 이 서책을 매한 명 상인

을 잡아다가, 칼을 워 30여 일 동안 길거리에 세워놓았다. 이 역시 원칙  

응이었다. 명은 자국 백성이 회동 에 머무는 외국인과 지된 물품을 무역하면 

한 달 동안 칼을 워 회동  앞에 세워둔 뒤, 邊衛에 充軍시키라는 법률이 있

었다.39)39) 부낭 의 처사는 융통성이라고는 조 도 허용하지 않은 원칙 인 조

치 다.

그런데 그 부낭  손존이 같은 해 3월 사은사 강징에게는 ‘조선 사신은 文

獻의 나라 문 이므로 국자감 알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뜻’이라며 

국자감 알성 참 에 도움을 주었다. 역설 이게도 이번 부낭 이 조선 사신의 

국자감 알성을 도와  것 역시 ‘ 의지국’ 조선에 한 명의 외정책을 수하

는 원칙 인 조치 다.  

북경을 ‘두루 돌아다니며 이루어지는 ’과, ‘출입을 통제하는 門禁’은 상호 

립되는 계이다.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1522년( 종 17, 嘉靖 1)은 부낭  손존에 의해, 우연하게도 명 북

경에서 조선 사행의 ‘國子監 聖’과 ‘門禁’이 동시에 행해졌다. 상호 모순 으로 

보일 수 있는 국자감 알성과 문 이 동시에 발생한 1522년 이후, 조선사신의 

이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1522년 우연히 행해진 조선사행 문 은 일회성 징벌조치로 끝나지 않고 장기

화되었다. 그간 조선 통사는 북경 도성을 자유롭게 오가며 정보를 습득하고 시

장 무역을 진행했는데, 문 으로 숙소 밖 출입에 제약이 생기자, 통사의 업무 활

동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40)40)이에 조선 조정은 정보습득과 무역에 방해가 되

는 문 을 해제하기 해 노력하게 된다. 

조선 조정은 進賀使 世讓에게 문  해제 임무를 부여했다.41)41)1534년( 종 

38) �大明 典� 卷108, 禮部 66, 朝貢 4, 朝貢通例; �通文館志� 卷3, 事大 上, 告示.

39) �大明 典� 卷108, 禮部 66, 朝貢 4, 朝貢通例.

40) �中宗實 � 권47, 18년 3월 21일 임술; �中宗實 � 권50, 19년 2월 27일 임술; �中宗實 �

권53, 20년 3월 7일 병인; �中宗實 � 권54, 20년 5월 2일 경신. 

41) �中宗實 � 권76, 28년 12월 16일 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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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嘉靖 12) 1월 북경에 도착한 소세양은 조선에서 비해 간 奏文을 올리는 

한편 명 提督主事에게 조선의 입장을 달하 다. 禮部郎中과 禮部尙書에게도 

문  조치의 부당함을 아뢰었다. 제독주사는 문  해제를 요구하는 소세양의 의

견에 극 공감하면서, 조선의 소원을 꼭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 다. 그는 조선

의 문 을 해결하기 해 직  부에 주청 문서를 올리는 성의를 보 다. 제독

주사가 주청 문서를 올린 반, 진하사 소세양은 문 도 곧 해제될 것이고 ‘天祭

를 지내는 행사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 인 정보를 들었다.42)42)

그러나 희망 인 분 기는 곧 역 되었다. 명 회동  상인이 조선사행의 문

이 유지되도록 제독주사 등의 부 리를 매수했기 때문이다. 상술하 다시피, 

조선은 여러 조공국들 가운데 특별히 문 이 용되지 않은 나라 다. 문 이 

없었기 때문에 통사가 북경 場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었고, 덕분에 북경 시장

무역 규모가 커질 수 있었다. 1522년 우연한 조치로 성 사행에 문 이 시행되

어 북경시장을 왕래하지 못하게 되자, 조선통사는 시장에서 소화하려던 무역을 

부득이 회동  상인과 거래했었다. 명 회동  상인들은 門禁으로 조선사행과의 

무역을 독 할 수 있었고, 조선 사행의 무역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러자 이들은 조선사행과의 독  무역을 지속하기 해 부 료를 매수하면서까

지 ‘조선 문  강화’를 극 지지하게 된 것이다.43)43) 

제독주사는 처음에 진하사 소세양의 의견에 극 동조하며, 조선의 문 을 해

제해야 한다는 奏聞을 본인이 직  올렸다. 하지만 명 상인에게 매수된 이후 오

히려 이 상황을 히 무마해야 했다. 그를 해서는 무엇보다 禮義之國인 조

선의 사행단을 명이 문 해도 된다는 합리 인 이유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유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의지국인 조선을 우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양국 간 외교 행이었다.44)44)‘ 의지국’이 법  구속력을 가

42) �中宗實 � 권77, 29년 4월 24일 경신.

43) 구도 , 앞의 책.

44) �明史� 卷320, 列傳 208, 外國 1, 朝鮮 “帝已遷北都 朝鮮益近 而事大之禮益恭 朝廷亦待以

加禮 他國不敢望也”; �大明 典� 卷108, 禮部 66, 朝貢4, 朝貢通例; �皇明外夷朝貢 � 卷

下, ｢朝貢｣ 外國四夷符勅勘合沿革事例; �禮部志稿� 卷91, 朝貢備 , 貢夷禮, 不許海外

國乞詔; �明憲宗實 � 卷38, 成化 3年 春正月 戊子; �明憲宗實 � 卷61, 成化 4年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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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15세기를 지나며 만들어진 ‘조선= 의지국’은 명 

역시도 어느 정도는 조선에 한 외교정책에 ‘고려해야 하는’ 외교 계의 행이

었다. 1522년 사은사 강징이 국자감 알성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은 

의지국이며, 문헌의 나라’라는 을 명 부 료 역시 인정했기 때문이다.45)45) 

규정에도 없는 황제 주  행사에 참 할 수 있게 해  조선 사신을 갑자기 ‘숙

소에 가둔다(문 )’는 것은 모순이었다. 더욱이 명 가정제 시기 大禮議 문제에 

조선이 호응한 일로 명 황제의 조선에 한 감정은 각별했다. 가정제는 국내에

서 비 받던 례의 문제에 축하 사 단을 견한 조선 사행에 기뻐하며, 奉天

門까지 친히 나와 조선 사신을 견한 바도 있었다.46)46)즉 조선을 문 하는 일은 

조선의 반발도 작지 않은데다, 당시 명 황제가 조선을 두텁게 신뢰하고 있었으

므로 그것을 납득시킬 명분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부는 합리 인 명분이 필요했고, 고심 끝에 충안을 제시했다. 아래는 1534

년 조선의 문  해제 요청에 해, 부가 화답할 내용을 황제에게 올려 최종 

허가받는 奏聞 내용  일부이다.  

조선국 사신은 본래 의를 지켜, 기마다 경사에 와서 경하했습니다. 본 부가 

조사해보니, 例에는 禮로 우하여, 국자감 등 처에 알성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무

역도 그 자유 로 하게 했습니다. 근래 오랑캐 사행의 跟隨人役들이 사단을 자주 일

으켜, 해당 원이 비로소 모두의 단속(문 )을 엄하게 했습니다. ( 략) 마땅히 5일

에 1번 해당 국가의 正使와 書狀官이 숙소를 나가 街 부근을 遊觀( )하게 허가

해 주려 합니다. 본 부가 이에 箚付하여, 空閒통사 1명을 (조선 정사가) 출입할 때 

동행하게 하여, 로 우하고 보호하는 뜻을 보여  것입니다. 그 수종인들(통사 

등)은 문 하던 례에 따라 마음 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遠人(조선)의 뜻을 거

스르지 않으면서, 국의 법을 폐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47)47)

壬子; �明憲宗實 � 卷172, 成化 13年 11月 乙亥; �世祖實 � 권19, 6년 3월 2일 己卯;  

�成宗實 � 권208, 18년 10월 12일 戊寅; �明孝宗實 � 卷170, 弘治 14年 正月 壬申; �南

宮奏稿� 卷5, 遵 制以便出入疏;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 2年 甲戌 8月 30日; �明世宗

實 � 卷204, 嘉靖 16年 9月 庚寅.

45) �中宗實 � 권45, 17년 6월 5일 경신. 

46) �明世宗實 � 卷221, 嘉靖 18年 2月 乙巳; �明世宗實 � 卷224, 嘉靖 18年 5月 戊寅.

47) �南宮奏稿� 卷5, 遵 制以便出入疏 “( 략) 朝鮮國使臣 素守禮義 節年慶賀到京 本部査照 

例待遇以禮 於國子監等處 聽令 拜 於一應貨買 聽其自便 近年以來 止因遠方夷使 跟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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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사에서 부는 조선이 본래부터 의를 지켜 오래 부터 명 조정이 

우해 왔다는 을 우선 으로 밝히고 있다. 그 지만 근래 조공국 실무진들이 

사단을 일으켜, 이제 모든 외국에게 문 을 일  용하게 되었다는 도 언

했다. 조선 사신이 왜 문 을 항의하는지, 명 부는 왜 문 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명 부는 그 해결책으로 일선 실무자인 통사

를 문 하는 한편, 조선 정사  서장 에게 을 보장하겠다고 하 다. 명 

부는 조선 삼사신의 을 강조하여 조선 사행의 출입자유를 일부 보장하 다

고 주장하 고, 이로써 실제 무역을 행하는 통사의 문 은 유지하게 하 다. 이

것이야말로 문 을 유지해야 하는 국의 입장과 문 을 해제해야 하는 조선사

신의 요구를 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조선이 통사의 문 을 해제해달라고 한 요구가 조선 사신의 을 공식 으

로 보장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신이 통사를 시켜 주사에게 가서 ‘나가서 유람하는 것에 한 題本이 어제 이미 

왔다. 내일은 곧 드나들 수 있는 날이므로 재상 등이 가서 알성하려고 한다.’ 하니, 

주사가 ‘재상․서장 ․질정   隨從 각 한 사람씩과 통사 한 사람만이 서반 張憲

과 함께 가서 알성해야 한다.’고 하고, 이어 票帖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甲․館夫 

등에게 일행을 데리고 가게 하면서 ‘혹 날이 물어서 돌아오거나 혹 잘못되는 일이 

있게 되면 희들이 모두 죄를 입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만일 이 게 한다면 비록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길을 갈 에 마치 염소를 몰

고 가듯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통사가 즉시 고하기를 ‘ 에는 제본이 없었지만 

알성할 때는 일행이 모두 갔었다. 이번의 제본은 의 례에 따라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것인데, 大人이 지  표첩을 내주고 서반을 딸려 보내고 소갑과 부

가 데리고 가게 하여 특히 의 례와 다르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주

사가 ‘그 다면 알성할 때만 正官들은 로 모두 가고, 뒷날 나가서 유람할 에는 

앞에 말한 바와 같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48)48)

人役 多生事端 該管官員 始行一槩約束 加嚴 ( 략) 但遠人 服 旣殊易罹國禁 亦 曲爲

之處 合候命下每五日一次 許令該國正使及書狀官人等 出館於附近 衢觀游 本部仍箚付 空

閒通事一員 陪侍出入 以示禮待 防衛之意 其隨從人役 仍行照前拘禁 不許擅自出入 庶幾不

拂遠人之情 不廢中國之法矣 (후략)”

48) �中宗實 � 권77, 29년 4월 24일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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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34년 명 내부에서 조선 사신의 과 문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부 주사는 진하사 소세양에게 재상(정사)․서장

․질정   隨從 각 한 사람씩과 통사 한 사람만이 국자감 이 가능하다

고 하 다. 은 약 7명만 가능하도록 하 고, 시 명의 부가 동행해야 

했다. 이 에는 조선의 이 공론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도 없었

다. 그래서 정사가 을 하고자 하면 정 이 모두 갈 수도 있었다. 명 리 서

반이 동행하지 않았으며, 출입 증명서라 할 수 있는 표첩 없이도 왕래가 가능하

다. 조선은 통사를 통해 부에 허가 신청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표첩도 발 해야 하고, 명 리도 동행하며,  인원도 7명 정도로 제한되었

다.  인원이 삼사신 주로 축소된 것은 무역을 행하는 통사를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기 해서인 것으로 보이며, 명 리의 동행도 이를 감시하기 한 것

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정을 달받은 소세양은 아 다는 핑계를 고 북경 을 거부하

다. 이번 명의 결정을 따르게 되면 조선도 이에 동의했다고 여겨, 향후 이 구

조가 의 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차라리 을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단하 다. 소세양의 반응에 명 서반 등의 하  리들 역시 부의 새

로운 규정이 부당하다는 을 인정하는 상황이었다. 제독 주사가 나서서 할 

것을 강하게 권유하여도 소세양이 가지 않겠다고 하자, 주사는 이내 완화된 조

건을 제시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主事가 표첩은 없이 단지 (서반) 장헌만 따라가게 하 고, (조선 사행) 일행들도 

부 따라가게 했습니다.  친히 와서 병을 문하기에 ‘이제는 괜찮다.’ 했고, 그 

후 5일째 되던 드나들 수 있는 날에 드디어 알성하러 갔습니다.49)49)

의 내용과 같이, 명 제독주사는 처음 제시한 조건에서 한 발 물러났다. 표첩 

없이 서반 장헌만 조선 사행을 호 하게 하 으며, 조선 사행 정  모두 할 

수 있도록 하 다. 소세양이 우회 으로 불쾌함을 표시하자, 명 부는 자신들이 

제안한  인원 제한과 명 료 동 문제에서 한 발 양보한 것이다. 조건이 

49) �中宗實 � 권77, 29년 4월 24일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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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자 소세양은 북경 명소를 두루 람하 다. 

1534년( 종 29, 嘉靖 13) 동지사 鄭士龍도 북경에 도착하여 부 상서에게 

문  조치의 부당함을 항의하 다. 이에 부 상서는 題本의 단자에 직  ‘海東

의 사신은 날마다 출입하여도 제한할 것 없다’라고 써서 입계하여 성지가 내려졌

다. 그럼에도 문 이 여 하여 조선 사신이 재차 항의하자, 부 상서가 제독주사

를 질책하 고 문 이 없어졌다. 동지사 정사룡은 제지 없이 두루 돌아다녔다.50)50) 

이후 조선 사신의 북경 은 사행일정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정부사, 서장

, 질정 들은  경험을 사행록에 남겼다.51)51)그리고 조선 사신  공식화

는 �(萬曆)大明 典�에도 명문화되었다. 머리말에서 살펴보았던 �大明 典� 기

록을 다시 호출해보자.  

嘉靖 26년, 특별히 (조선) 사신이 서장 과 종인 2~3명을 데리고 郊壇과 국자감

을 游觀하는 것을 허가하 다. 부가 통사 1명을 동행하게 하고, 館夫를 뽑아 방호

하게 하여, 우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 하 다.52)52)

의 기사를 보면, 법 에 명기된 시기(1547년, 嘉靖 26)가 조선사신 이 

공식 으로 실시된 1534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설

50) �湖陰雜稿� 卷2, 朝天 , 國子監; �中宗實 � 권79, 30년 1월 27일 무자. 

51) �陽谷赴京日記� 嘉靖 13年 甲午 2月 25日; �陽谷集� 卷3, 詩, 帝王廟; �陽谷赴京日記�

嘉靖 13年 甲午 3月 1日; �湖陰雜稿� 卷2, 朝天 , 國子監; �湖陰雜稿� 卷2, 朝天 , 歷代

帝王廟; �檜山集� 卷2, 朝天 , 嘉靖 16年 丁酉 9月 15日; �檜山集� 卷2, 朝天 , 嘉靖 16

年 丁酉 9月 20日; �冲齋集� 卷7, 朝天 , 嘉靖 18年 中宗大王 34年 11月 7日; 任權, �靜

容齋集� 권1, 燕行日記 11月 7日; �明宗實 � 권4, 1년 10월 24일 무신; �燕京行 � 嘉靖 

41年 壬戌 11月 10日; �燕京行 � 嘉靖 41年 壬戌 11月 11日; �燕京行 � 嘉靖 41年 壬

戌 11月 28日; �燕京行 � 嘉靖 41年 壬戌 11月 30日; �東湘集� 卷7, 朝天 , 11月 16日 

戊戌; �東湘集� 卷7, 朝天 , 隆慶 6年 壬申 11月 20日;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 2年 8

月 13日 甲寅; �荷谷集� 朝天記 中, 甲戌年 萬曆 2年 8月 20日 辛酉; �鶴峯逸稿� 卷3, 朝

天日記, 丁丑年 4月 28日 乙酉; �簡易集� 卷6, 辛巳 錄, 觀國學; �臨淵齋集� 卷4, 朝天

, 萬曆 15年 丁亥 6月 丁亥; �簡易集� 卷6, 辛巳 錄; �臨淵齋集� 卷4, 朝天 , 萬曆 15

年 丁亥 7月 辛卯; �重峯集� 卷11, 朝天日記, 萬曆 2年 甲戌 8月 13日; �重峯集� 卷11, 朝

天日記, 萬曆 2年 甲戌 8月 25日.

52) �大明 典� 卷105, 禮部 63, 朝貢 一, 東南夷 上, 朝鮮國 “嘉靖二十六年 特許其使臣同書狀

官 及從人二三名 於郊壇 及國子監游觀 禮部劄委通事一員伴行 撥館夫防護 以示優異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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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주는 구체 인 기록은 없다. 후맥락상 추정하자면, 1547년(嘉靖 26)은 

1534년( 종 29, 嘉靖 12) 명이 제시한  규정 - 정사와 서장 , 종인 2~3

명, 조선 통사 1명만  참여가 가능하고, 명 館夫로 하여  조선사신을 방호

하게 한다 - 이 명백해진 시기로 보인다. 1534년 명 부가 조선사신 을 황

제에게 허 받으며, 조선사신 의 공식화는 성립되었다. 다만 1534년 당시 

진하사 소세양은 명이 제시한  규정을 불쾌하게 여겼고, 명 부도 한 발 

물러나 이내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 다. 명 부가 확정짓지 못한 것은  여

부가 아니라  인원 제한과 명 서반의 동행 여부 고, 이 역시 조선의 치

를 어느 정도 살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과 명 사이에는 이를 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53)53) 

조선은 �(萬曆)大明 典�의 조선  기록을 늦어도 1552년(명종 7, 嘉靖 

31)에 이미 악하고 있었다.54)54)�(萬曆)大明 典� ｢朝鮮國｣ 조항의 모든 내용이 

조선왕조실록 1552년 기록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 사신들이 改修가 진행 인  

�(萬曆)大明 典� ｢朝鮮國｣ 내용을 필사하여 조선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조선 사신이 명 내부 문서를 필사해간다는 것은 명 부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

다.55)55)�(萬曆)大明 典�의 반포는 이로부터 30여 년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여기

에 기록된 조선 련 내용은 꾸 히 양국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56)56)주목되는 

것은 1552년 당시 조선이 �大明 典�에 실린 조선 사행  내용에 별다른 이

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다. 조선 사신은 명에 부당한 우를 받거나 국

인과 학문  견해 차이가 있으면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갔다.57)57)이러한 들을 

53) �中宗實 � 권79, 30년 1월 27일 무자; �檜山集� 卷2, 朝天 , 嘉靖 16年 丁酉 9月 6日; 

9月 15日.

54) �明宗實 � 권13, 7년 1월 2일 을유.

55) 이규철, 2007 ｢조선 기 외정보 수집활동의 실상과 변화｣ �역사와 실� 65; 구도 , 

2016 ｢16세기 조선 明 사행단의 정보수집과 정보력｣ � 동문화연구� 95; 정신남, 2017 

｢16․17세기 朝鮮燕行使의 국 通報 수집활동｣ �한국문화� 79. 

56) �中宗實 � 권32, 13년 4월 17일 을유; �明宗實 � 권13, 7년 1월 2일 을유; �明宗實 �

권14, 8년 윤3월 8일 갑인; �明宗實 � 권21, 11년 10월 8일 계사.

57) �中宗實 � 권35, 14년 3월 22일 을묘; �沖齋集� 卷7, 朝天 , 世宗 嘉靖 18年 11月 11日; 

�檜山集� 卷2, 朝天 , 丁酉年 9月 初6日; �荷谷集� 朝天記 中, 萬曆 2年 甲戌 8月 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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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보았을 때 �(萬曆)大明 典�에 조선사신 북경 이 기록된 1547년(명

종 2, 嘉靖 26) 무렵에는 새로운  여건에 해 양국의 의견이 합일된 시기

로 단된다. 

그 다면 조선 사신 이 법 에 명문화된 것은 당시 명 조공국들의 경우

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萬曆)大明 典�에 등장하는 東

南夷, 東北夷, 北狄, 西戎 등 여러 외국들  명이 외국 사신의 을 허가하

다고 기록한 경우는 유일하게 조선뿐이다. 명이 조선사신  공식화를 법 에 

수록한 것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벌어진 여러 외교 사건과 사

안들이 명의 법 에 부 반 되지 않는다. 외교 규정 변화와 사건들은 실록에 

기록되거나 외교문서 교환 이후 양국 간 약속 이행에 머무는 것이 거의 부분

이다. �大明 典� 外夷 조항에 기록되는 내용은 그 나라의 특징이나 특별한 규

정이라 이를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조선 사행의 이 �大明 典�에 

명문화된 것은 당시 명의 당국자들이 이를 크게 비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 다

는 증거가 된다.

�大明 典�은 발간 시기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15세기 에 발간된 �(永

)大明 典�, 16세기 에 발간된 �(正德)大明 典�이 있고, 16세기 말에 발간

된 �(萬曆)大明 典�이 있다. 따라서 각 시기 별로 어떠한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비교하면, 해당 시기 명이 법 을 개정할 정도로 양국 계에서 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는 당  조명 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正德)大明 典�과 �(萬曆)大明 典�을 비교하면 수정  추가된 내용은 4가

지이다. 수정된 내용은 ①宗系辨誣 附記, ②정기사행 견 시기 변경(正朝使가 

冬至使로 변경)이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③‘시기에 맞추어 조공하여 여러 조

공국  가장 공순하 다’라는 내용과 ④‘조선 사신 ’ 내용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①종계변무는 조선 조정이 1519년( 종 14, 正德 14)부터 선조 까지 

60여 년 간 꾸 히 사행을 견하며 다각 인 노력을 다해, 조선의 요구가 법

에 반 된 것이다. ②正朝使가 冬至使로 변경된 것은 冬至禮를 시하는 명 내

부 禮制 변경에 향 받은 것이다. 반면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내용 ③, ④는 

조선 조정이 주도했다거나, 명 내규로 인한 변경이 아니라는 에서 더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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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명 부가 주도하여 �(萬曆)大明 典� 朝鮮國 조항에 추가한 내용은 ③

조선의 공순함과 ④조선 사신 , 두 가지 다. 명이 조선 사신의 을 공식

으로 인정하고, 이를 優異, 즉 명의 특별한 우 라고 명시한 것은 이 시기 명

이 조선과의 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이해하는 유의미한 단서  하

나다.

명의 문  조치는 외국 사신들에게 일반 으로 용되는 규정이었다. 이제까

지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빗겨나 있던 조선도 16세기 무역 문제가 결부되면서 문

을 거스르기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은 조선이 려왔던 

우 와 품격의 지 가 가지는 성을 바로 제어할 수는 없었다. 명은 조선의 항

의를 받아들여 을 공식화하는 충안을 마련하 다. 이 공식화는 그 자체가 

명  료사회나 외 계에서 매우 특수한 조치 기 때문에 명의 법 에까지 

조문화되기에 이르 다. 이 듯 조선 사신의 북경 은 당시 조선과 명 사이

에서 벌어진 정치  성격, 그리고 여타 국가들과 차별되는 조명 계의 특징을 

아울러 엿볼 수 있는 사안이라 할만하다. 

4. 맺음말

명은 북경에서 외국 사행단이 공식일정 외에 숙소인 회동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 다. 이를 門禁이라 한다. 명이 외국 사행단을 문 한 이유

는, 수도 북경에서 외국인과 자국민의 을 최소화하여 국가 기  유출을 방

지하고, 외국인들이 명 내에서 방만하게 무역하는 행 를 통제하기 해서 다. 

따라서 외국 사행은 북경 은커녕 무역이나 도성 왕래도 쉽지 않았다. 그러

나 명은 ‘禮義之國’이라 여긴 朝鮮과 琉球에게는 상 으로 문 에 하여, 

조선 사행은 도성 왕래가 용이하 으며, 이러한 모습은 15세기 후반 뚜렷이 나

타난다. 명의 문  우로, 조선 사신은 15세기 말 國子監에 방문할 수 있었으

며, 16세기  正官(약 30명 내외) 모두가 북경 에 참여할 수 있었다. 1522

년 사은사 강징은 황제가 주 하는 국자감 알성에도 참여 의사를 밝 , 외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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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는 유일하게 본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 다.

그런데 1522년( 종 17, 嘉靖 1) 조선 통사가 명에서 수출을 지한 서책을 

구입하다 발되었고, 담당 리 던 부 낭  손존은 이에 한 징벌 조치로 

조선 사행을 일시 으로 문 한다. 그의 조치는 원칙 인 것이었으나, 조선 사행

단은 갑작스런 문 으로 북경 시장에 나가기 어려워졌다. 이에 가져왔던 무역품

을 일시 으로 숙소 내부 회동  상인들과 거래하게 되었고, 명 회동  상인들

은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을 얻게 된다. 회동  상인들은 조선 문 이 자신들에

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자, 조선 문 이 계속되도록 부 료를 매수하

기에 이른다. 

문 이 장기화되자 1534년( 종 29, 嘉靖 12) 조선조정은 명에 문  해제를 

요청하 다. 명 부는 명 商人에게 매수되어 조선 사행의 문 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문  해제를 요청하는 조선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 무엇보다 그간 명 

조정이 의지국이라 인정해왔던 조선 사행을 문 해도 된다는 합리 인 논리를 

만들어 내야 했다. 의지국인 조선을 우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간 지

속된 명의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문  해제 요청과, 자신들의 문  

설정 의지, 그 사이에서 돌 구가 필요했다. 이에 명 부는 ‘사단을 일으킬 수 

있는 根隨(통사 등)를 문 하고, 三使臣의 북경 을 공식 으로 보장’하여, 

조선의 문  해제 요구와 명 조정의 입장을 충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황제

에게 올린 奏聞에서, 명 조정이 유독 조선사신에게 까지 허가할 만큼 

하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이로써 부는 무역을 실질 으로 행하는 조선사행 

실무진(통사 등)의 문  해제 요청을 무마할 수 있었다. 조선이 통사의 문 을 

해제해달라고 한 요구가 조선 사신의 을 공식 으로 보장하는 결과로 나타

난 것이다. 

그 다고 조선 사신의 이 조선과 명 측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곧바로 

이행된 것은 아니다. 명이 제시한  규정이 조선 측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1534년 이 에는 통사들도 이 가능했지만, 이제 정사, 서장 과 

이들의 從人만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명 서반이 뒤따르게 하 다. 조선 사

신은  시에 명 리가 따르는 것을 감시의 목 으로 여겼기 때문에 즉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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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 다. 명 하  리들도 부의 새로운 방침을 비 하며, 조선 사신의 입장

에 공감하기도 하 다. 명 제독 주사는 조선 사신의 입장을 감안하며 새로운 

 여건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새롭게 마련된  규정 자체가 후퇴한 

것은 아니므로 조선 사행의 인원과 명 부의 방호 문제는 이후 양측의 

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조선 사신의  사실은 �(萬曆)大明 典�

에도 명문화되었다.

그 다면 1534년( 종 29, 嘉靖 12)의  공식화 조치가 조선 사신  측

면에서 주목되는 은 무엇일까. 첫째, 조선 사신 이 공식화되면서, 이제는 

이 정례 인 필수 코스가 되었다는 이다. 15세기 말 조선 사행은 명 측의 

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북경 도성 행보가 상 으로 자유로웠지만, 당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사신의 개인  성향이나 사

정에 따라 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즉 은 사신의 일정에서 

안정 으로 정립된 활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1534년 명의 조치는 조선 

사행 이 명백히 공식화, 필수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조선의 모든 사신

들은 북경에서  활동을 하 고,  차는 명 부에 사  신청만 하면 

되었다. 

둘째, 1534년 이후 조선 사신에 한  서비스가 생겨 사신의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이다. 명 리가 지에서 미리 와서 기하거나  동선에 

따라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 다. 한 해당 건축물에 이해가 높은 명 원이 

‘  해설사’ 역할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58)58)  가이드, 문 해설사로서의 명 

리 등장은 1534년 조선 사행  공식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 

사신이 명 리의 안내를 받으며 에 나선 은 1534년  공식화의 주요

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외국사신의 門禁과 觀光은 상호 립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 아이

러니하게도 문  때문에 사신의 이 공식 으로 보장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조명 계의 특징, 명 상인과 부의 결탁, 명 부가 조선을 문 하는 

데 따른 일정한 우  보상책 등이 착종하면서 벌어진 결과라 하겠다.  

58) 구도 , 2019 ｢조선 기 明사신의 북경 지와  소회｣ �역사학보�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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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代 사회에서 ‘ 외 인’ 外國人 의 탄생과 공식화는 16세기 朝明 계의 

특징에서 빚어진 외교  결과물이었다.  

주제어 : 조선, 明, , 사행, 門禁, 국자감, �(萬曆)大明 典�

투고일(2019. 7. 30),  심사시작일(2019. 8. 15),  심사완료일(201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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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irth of Beijing ‘tourism’ for Joseon envoy and its diplomatic 

meaning in the early Joseon Dynasty
59)

KOO, DO YOUNG *

The culture naturally moves as people come and go all the time. During the Joseon 

Dynasty, exchanges with foreign countries were restricted, so it was all the more 

meaningful to see the culture of other countr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only 

people who could officially travel to and from China were the envoy.

Since envoy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the only chance to actually see and feel 

Ming China, it is necessary to take a broad look at the meaning of the envoy from the 

diplomatic perspective to the cultural perspective.

This study took note of the Beijing “tourism” of the envoys of Joseon, moving away 

from the inertia of the existing study of envoy's.

When foreign envoys arrive in Beijing, they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Hoidongkwan( 同館) without notice except for an official schedule. By the way, the 

Ming Dynasty only officially allowed Joseon envoys to tour. In Beijing, where foreign 

movements were not free, it was very symbolic for envoys to tour.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officialization of tours to Beijing by Joseon 

envoys. And the study identified the personalit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Ming in East Asia from a tourism perspective.

Key Words : Joseon Dynasty, Ming Dynasty, tourism, envoy, entry control(門禁), 

Temple of Confucius(國子監/孔廟), �Law books of Ming Dynasty(大

明 典)�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Culture, Ewha Womans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