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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양상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김영진
천총 연간(1627-1636) 후금과 조선은 정묘호란을 통해 형제관계의 틀로서
국교를 수립하고, 약 10년간 여러 현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했다. 천총 연간
양국의 주된 교섭 통로는 국서 그리고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파견된 사신이
었다. 한편 사신의 왕래 과정에서는 사신 파견에 대한 일정한 반응으로서,
사신을 접대하는 절차들이 파생되었다. 따라서 천총 연간 후금과 조선의 사
신 접대 과정은 양국이 주된 교섭 통로였던 사신 왕래 하에서 무엇을 의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재까지 진행된 청조-조선 간의 사신 관련 연구와 천총 연간 후금-조선 간의
대외관계사 연구에서, 천총 연간 양국의 사신 접대와 관련된 총체적인 연구
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주로 후금이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사료들을 종합하여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후금과 조선 양국의 사료에 산개된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절
차들을 재구성해 보면, 크게 영접 접견 선물 수여 환송의 단계가 진행되었
다. 각각의 접대 절차들은 대체로 이전에 진행된 사례들을 참고해서 진행되
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천총 5년(1631) 6부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조선 사신
접대 절차에 예부가 관여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바꿔 말하면, 천총 연간 후
금은 조선 사신 접대의 절차들을 점진적으로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사례들 중에서는 접대 절차의 큰 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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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되, 접대의 수준에 가시적인 변동이 확인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
러한 사례들은 주로 국서와 예물의 수령 여부, 수여한 선물이나 추가적인 연
회 진행 등에서 일정한 수준 차이가 발생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사신 접대
란 사신 파견에 대한 일정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사신 접대 수준의 변동에는
사신의 파견을 전후한 시점에서 부각된 양국 간의 현안이 연관되어 있을 가
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후금과 조선의 현안들 가운데 주로 조선
사신이 가져온 예물의 수량에 변동이 있거나 예물과 관련된 사안이 부각된
경우,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수준이 변동했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사례들 중에서는 사신 접견을 후금 내부의 의
례에서 진행하거나, 조선 사신을 후금 내부의 별도의 의례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경우들도 존재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홍타이지가 의례의 중심이
되어, 후금의 군사적 성취나 홍타이지 개인의 군주권을 과시하는 목적이 강
한 의례였다. 그리고 후금은 의례 과정에서 가시화된 후금의 군사적 위세나
홍타이지의 군주권 확립으로 대표되는 위세를 조선 사신에게 제시함으로써,
조선에 후금의 위세를 가시적인 형태로 과시하려는 기회로 삼았다. 아울러
천총 10년(1636) 후금이 국호를 대청으로, 연호를 숭덕으로 고치고 홍타이지
가 관온인성황제로서 즉위한 의례에 조선 사신의 의례 참석을 강요한 사례를
토대로, 조선 사신의 의례 참석을 통해 다이칭 구룬의 황제로서 즉위한 홍타
이지의 위세에 대한 조선의 인정을 이끌어 내려 했던 의도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천총 연간 후금은 조선 사신 접대 절차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
었고, 그 형성 과정 하에서 접대의 변동을 통해 후금이 의도했던 것은 예물
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수요와 위세 과시로 대표되는 정치적인 수요의 충족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후금, 천총 연간, 조선 사신, 사신 접대, 예물, 의례
학 번 : 2017-2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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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천총 원년(1627) 후금과 조선은 정묘호란을 계기로 형제관계의 틀로서 국
교를 수립하고, 약 10여 년간 빈번한 교섭을 진행했다. 천총 연간 후금과 조
선의 관계 하에서 주된 교섭 통로는 國書[bithe]1)였고, 국서를 전달하는 使臣
[elcin] 또한 교섭 통로의 한 축을 담당했다. 특히 천총 연간 후금과 조선은
사신 왕래를 통해 국서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口頭로 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천총 연간 후금과 조선 양국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는 禮物, 逃民
刷還, 開市, 越境採蔘 등의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주된 이유로 양국관계가
점차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관계 악화는 결국 무력충돌 즉 병자호란으로 귀
결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2) 그러나 이후 진전된 연구에서는 천총 연간
후금과 조선이 여러 현안을 놓고 마찰과 갈등을 빚기는 했으나, 일정한 타협
도 이뤄졌던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천총 연간 후금이 조선과 선린우호의 기
조를 유지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양국 간의 마찰과 갈등으로 인한
긴장이 반드시 병자호란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
었다.3) 이러한 연구 경향 하에서 후금과 조선 양국의 주된 교섭 통로인 사
1)

2)

3)

천총 연간 후금과 조선 양국 간의 국서와 관련된 연구로는 鈴木開,
滿文原檔
にみえる朝鮮國王の呼稱 ,
アジア遊學
179, 2015a; Yuanchong Wang,
“Claiming Centrality in the Chinese World Manchu-Chosŏn Relations and the
Making of the Qing's Zhongguo Identity, 1616-43”, Chinese Historical Review.
Vol. 22 Issue 2, 2015 참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유재성, 병자호란사 ,
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김종원 ,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 서울:
혜안, 1999; 한명기, 정묘 병자호란과 동아시아 , 서울: 푸른역사, 2009; 陳捷
先, 略論天聰年間後金與朝鮮的關係 , 東方學志 23 24, 1980; 王臻, 清朝
興起時期中朝政治秩序變遷研究 , 北京: 商務印書館, 2017.
구범진, 조선의 대(對)후금 청 외교와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 , 백영서 정상기
편, 내일을 읽는 한 중관계사 , 서울: RHK, 2019;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
리고 중화 , 서울: 소명출판, 2019; 鈴木開, 朝鮮 後金間の使者往来について
(1631-1633) ,
駿台史學
155, 2015c;
丙子の乱直前の朝清交渉について
(1634-1636) , 駿台史學 15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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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왕래의 양태는 천총 연간 양국관계의 진전 과정과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천총 연간 양국의 사신 왕래 과정에서는 사신 파견에 대한 반응으로
서, 사신을 접대하는 다양한 절차들이 파생되었다. 특히 사신 접대는 사신과
상대국이 직접 대면하면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국서를 통한 반응 전달보다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반응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총 연
간 후금과 조선의 사신 접대 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양국이 빈번한 사
신 왕래 하에서 의도했던 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
다.
본고는 천총 연간 후금과 조선 양국의 사신 접대 가운데, 후금이 조선 사
신을 접대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단 청조와 조선 간의 사신
왕래 관련 연구는 1970년대 전해종의 연구를 필두로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
해 높은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청조의 入關
이후 시점 내지는 청조와 조선의 관계가 병자호란 이후 군신 관계로 전환된
숭덕 2년(1637)을 상한선으로 설정했다.4) 또한 입관 이전 시기의 양국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도 단편적인 사례들을 통해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양태
를 제시한 정도에 그쳤다.5) 최근 연구에서는 조선 사신이 남긴 일기 자료를
4)

5)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전해종, 韓中關係史
硏究 , 서울: 일조각, 1970; 김경록, 朝鮮時代 朝貢體制와 對中國 使行 , 명
청사연구 30, 2008; 구범진, 淸의 朝鮮使行 人選과 “大淸帝國體制” , 인문
논총 59, 2008, 조선의 청 황제 성절 축하와 건륭 칠순 ‘진하 외교’ , 한국
문화 68, 2014, 1780년대 淸朝의 朝鮮 使臣에 대한 接待의 變化 , 명청사연
구 48, 2017; 劉爲, 清代中朝使者往來硏究 ,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 李雲泉, 萬邦來朝: 朝貢制度史論 , 北京: 新華出版社, 2014.
전해종, 東亞文化의 比較史的 硏究 , 서울: 일조각, 1976; 최소자, 명 청시대
중 한관계사 연구 ,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김문식, 조선왕실의
외교의례 , 서울: 세창출판사, 2017; 김경록, 17세기초 명 청교체와 대중국 사
행의 변화
대후금 사행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과 예술 15, 2015; 손성욱,
淸 朝貢國 使臣 儀禮의 形成과 變化 , 동양사학연구 143, 2018; 劉家駒, 清
朝初期的中韓關係 ,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6; 習書仁, 明淸中朝日關係史硏
究 ,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1; 王薇 等, 中朝關系史: 明清時期 , 北京: 世
界知識出版社, 2002; 惠男, “17世紀清朝和朝鮮關系的演進 女真國 金國 大清
國”, 山東大學 석사학위논문; 2017. Yuanchong Wang,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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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과정에서 후금의 사신 접대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지만,6)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전반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의 부진은 천총 연간 후금과 조선의 관계에 내재된 특수성에
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명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후금과의 형제관계 또한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중국왕조와
조선 간의 사신 왕래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조공-책봉관계의 관
점에서 명과 청의 연속성에 입각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형제관계였던 천총
연간 후금과 조선 간의 사신 왕래 관련 연구는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었다.
또한 천총 연간 양국 간의 사신 왕래 및 접대와 관련된 사료의 접근성 문
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 청조와 조선의 관계가 군신관계로 전환된 숭덕 2년
이후의 청조와 조선 간의 사신 왕래와 관련해서는

同文彙考 를 통해 양국

을 오간 사신과 관련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7) 또한

通文

館志 를 통해서는 명대와 입관 이후 청대에 북경으로 파견된 조선 사신에
대한 접대 규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8) 아울러

大淸會典事例 를 통해서는

숭덕 연간 이후 조선 사신에 대한 접대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9) 반면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왕래 및 접대와 관련된 내용은 同
文彙考

通文館志

大淸會典事例

등의 사료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천총 연간 양국 간의 사신 왕래 및 접대 관련 기록은 다수의 사료에
산개해 있다는 점에서, 연구를 위해서는 다수의 사료들을 검토하여 관련 기
6)

7)

8)
9)

鈴木開, 鄭文翼 以金國回答使在瀋陽啓 について: 仁祖六年(1628 天聰二年)の
朝鮮 後金関係史料 , 明大アジア史論集 17, 2013;
瀋陽往還日記 에 나타
난 仁祖 9년 조선-후금관계 , 한국문화 68, 2014.
同文彙考 補編 卷7, 使行錄 , 補編 卷9, 詔勅錄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넷). 詔勅錄 을 위주로 분석한 청조의 조선사행 인선 원칙과 관련된 사항
은 구범진, 淸의 朝鮮使行 人選과 “大淸帝國體制” , 인문논총 59, 2008 참
조.
通文館志 卷3, 事大 上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인본, 2006).
大淸會典事例 를 위주로 분석한 청조의 조선 사신 접대 양상은 劉爲, 清代
中朝使者往來硏究 ,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 pp.90-106 참조.

- 3 -

록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천총 연간 후금과 조선
간의 사신 왕래 및 접대 관련 연구는 다른 시기에 비해 진전이 더딘 상황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조선측 자료인
院日記

仁祖實錄

承政

備邊司謄錄 을 위시한 관찬사료와 더불어,10) 조선 사신이 작성한

일기 자료를 사용한다.11) 또한 후금측 자료로는

淸太宗實錄

12)

및 다수의

만문 사료들을 사용한다.13) 아울러 양국 간에 오간 국서 및 예물 목록들이
수록된 朝鮮國來書簿
10)

11)

12)

13)

14)

14)와

各項稿簿 를 사용한다.15)

본고에서 인용하는 仁祖實錄 , 承政院日記 , 備邊司謄錄 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판본을 사용한다.
趙慶男, 續雜錄 (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鄭文翼, 以金國回答使在瀋陽啓 ,
松竹堂文集 卷3 (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宣若海, 水使公入使瀋陽日記
(신해진 역주, 심양사행일기 , 서울: 보고사, 2013); 魏廷喆, 瀋陽往還日記
(신해진 역주, 심양왕환일기 , 서울: 보고사, 2014); 李浚, 瀋行日記 (신해진
역주, 심행일기 , 서울: 보고사, 2020); 羅德憲, 北行日記 (신해진 역주, 북
행일기 , 서울: 보고사, 2020).
본고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淸太宗實錄 乾
隆三修本 판본을 사용한다. 단 같은 기사일 때 張存武 等 編, 淸入關前與朝
鮮往來國書彙編 1619-1643 , 臺北: 國史館, 2000(이하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
書彙編 )에 실린 淸太宗實錄 順治初纂本을 인용할 경우에는 淸入關前與朝
鮮往來國書彙編 의 쪽수도 제시한다.
神田神夫 松村潤 岡田英弘 譯主, 舊滿洲檔: 天聰九年 (1-2), 東京: 東洋文庫,
1972-1975; 滿文老檔硏究會 譯註,
滿文老檔 ( - ), 東京: 東洋文庫,
1959-1963; 東洋文庫清朝滿州語檔案史料の總合的研究チーム, 內國史院檔: 天聡
五年 (1-2), 東京: 東洋文庫東北アジア硏究班, 2011; 東洋文庫淸代史硏究室 譯
註,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東京: 東洋文庫淸代史硏究委員會, 2003; 東洋文庫清
朝滿州語檔案史料の總合的研究チーム, 內國史院檔: 天聡八年 , 東京: 東洋文庫
東北アジア硏究班, 2009. 이하 해당 사료의 표기는 ‘ 서명 (권수), 쪽수’로 약
칭한다.
朝鮮國來書簿 는 심양고궁 崇慕閣에 소장된 홍타이지 시기의 기록들 중 하나
로, 입관 이전 조선측이 후금(청)에 보낸 국서를 수록한 것이다. 1905년 內藤湖
南이 발견해서 청사진을 촬영한 이후, 여러 사본들이 만들어졌다. 여러 사본들
가운데 조선사편수회 소장본을 필사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은 천총 연간과 숭덕 연간에 보내진 국서를 망라하고 있다( 淸入關前與朝鮮往
來國書彙編 , pp.2-6).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朝鮮
國來書簿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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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천총 연간 후금이 자국에 파견된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과정
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주로 여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영접
견례

선물 수여

환송 단계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접

장에서는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절차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이행하되, 접대 수준에 가시적인
변동이 관찰되는 사례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양국 간의 사신 왕래 과정에서,
조선 사신이 가져오는 예물 수량에 변동이 있거나 예물과 관련된 사안이 부
각되었을 때 조선 사신 접대 수준이 변동했던 경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장에서는 후금이 조선 사신을 여러 의례에 참석하게 한 사례들을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 사신이 참석한 의례의 성격을 분석함
으로써, 후금이 조선 사신의 의례 참석을 통해 자국의 위세를 과시하려 했던
의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본고는 후금과 조선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였던 천
총 연간 양국 간의 교섭에서, 주된 교섭 통로인 사신 왕래에서 파생된 사신
접대의 양상 또한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
한 형성 과정 하에서 조선 사신 접대의 변동 양상을 통해, 후금이 조선과의
빈번한 사신 왕래를 통해 조선에 의도했던 것은 주로 예물로 대표되는 경제
적인 수요와 위세의 과시로 대표되는 정치적인 수요의 충족이었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15)

各項稿簿 는 朝鮮國來書簿 와 마찬가지로 심양고궁 崇慕閣에 소장된 홍타이
지 시기의 기록들 중 하나로, 천총 2년~5년 사이에 후금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
나 조선 등에 보내진 국서의 초안 등을 수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조선에 보내
진 국서들의 일부는 1924년 羅振玉이 편찬한 史料叢刊初編 의 淸太宗皇帝
致朝鮮國書 에 수록되었다(謝肇華,
關於漢文舊檔
各項稿簿 ,
文獻 ,
2000-1). 朝鮮國來書簿 와 마찬가지로 各項稿簿 또한 조선사편수회 소장본
을 필사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各項稿簿
를 사용하고,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소장 淸太宗皇帝致朝鮮國書 의 쪽수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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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절차
정묘호란 후 조선은 천총 원년(1627)부터 천총 2년 초반까지 回答官을 총
3차례 파견하여 국서와 예물16)을 후금에 전달했다. 후금은 천총 2년(1628)
회답관으로 파견되어 심양에 체류 중인 李灤과 朴蘭英에게 가을과 겨울에
각각 한 차례씩 1년에 총 두 번 사신을 파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제
한에 구애받지 않고 사신을 파견하는 방안을 통보했다.17) 해당 방안이 통보
된 이후 조선은 천총 2년 5월 사신으로 鄭文翼과 朴蘭英을 후금에 파견할
때 사신 명목을 回答官에서 回答使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후금에
파견하는 사신의 격식에 변화를 가하기도 했다.18) 천총 3년(1629)부터 조선
은 매년 春信使와 秋信使를 정기적으로 후금에 파견했고, 비정기적으로 回答
使를 파견했으며, 각각 한 차례이기는 하나 慰問使와 答書齋去官 명목의 비
정기 사신도 파견했다. 사신으로는 대부분 무관이 파견되었으나,19) 사안에
16)

17)

18)

19)

천총 연간 조선 사신이 후금에 전달한 물품과 관련해, 기존 연구에서는 歲幣 方
物 貢物 등의 용어로 지칭했다. 당시 조선측 기록이나 朝鮮國來書簿 에서는
후금으로 보낸 예물을 대부분 ‘禮物’로 지칭했고, 예물 품목과 수량을 적은 單
子는 ‘禮單’으로 지칭했다. 후금(청)측 기록에서도 ‘禮物’(순치초찬본)‘이라는 표
현을 사용했고, 만문 사료에서는 禮物을 만주어로 번역한 ’(benjire) doroi jaka
‘로서 기록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천총 연간 조선 사신이 후금에 전달한 물품
과 관련해,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한 ’禮物‘로 지칭하고
자 한다. 천총 연간 예물과 관련된 사항은 홍선이, 歲幣 方物을 통해 본 朝淸
관계의 특징
인조대 歲幣 方物의 구성과 재정 부담을 중심으로 , 한국사
학보 55, 2014; 辻大和, 朝鮮王朝の對中貿易政策と明清交替 , 東京: 汲古書
院, 2018, pp.128, 134-137; 江嶋壽雄, 天聰年間における朝鮮の歳幣について ,
史淵 101, 1969 참조.
仁祖實錄 卷18, 인조 6년 2월 28일 “是夕以汗意回答曰: ‘使臣往來, 則秋冬各
一度, 開市交易,則春夏秋定以三季月, 或有不得已相通之事, 則不在此限。”.
당시 조선은 일본 사신의 전례에 의거하여 명칭을 회답관으로 변경하고, 처음으
로 문관 정문익을 工曹參議로 加資하여 파견했으며, 사신이 종래 착용하던 戎
服 대신 일본 사신의 전례를 고려해 冠帶를 착용하도록 했다(鈴木開, 鄭文翼
以金國回答使在瀋陽啓 について-仁祖六年(1628 天聰二年)の朝鮮 後金関係史
料- , 明大アジア史論集 17, 2013, p.89).
이러한 사실은 承政院日記 에서 “춘신사와 추신사는 대부분 무신으로 차견하
고 있다(春秋信使多以武臣差遣)”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承政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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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문관이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천총 2년 문관 정문익이 회답사로
파견된 이래로 문관은 총 6차례 후금에 파견되었으며, 사신으로 문관이 파견
된 경우 무신이 副使로서 파견된 경우도 3차례 있었다. 사행에는 사신 이외
에도 軍官 通事 從人 등이 수행원으로 동행했다.20)
이처럼 조선 사신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후금에 파견됨에 따라, 후금은
조선 사신에게 다양한 접대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청조의 조선 사신 접대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

通文館志 나

大淸會典事例

등의 사료에서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과 접대와 관련된 사항들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사료들을 통해 사신 접대의 절차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
라서 여러 사료들에 산개한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절차 가운데,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과정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영접

접견례

선물 수여

환송

단계로 분류해볼 수 있다.

1. 영접과 환송
후금에서는 대체로 通遠堡-甛水站-遼東城(新城)을 전후한 위치21)에 護行
인원을 보내서 조선 사신 일행을 호행하게 했다.22) 그리고 조선 사신이 심

20)
21)

22)

日記 冊49, 인조 13년 7월 24일).
천총 연간 후금에 파견된 조선 사신의 목록은 <부록- >을 참조.
通文館志 卷3, 事大 上 ‘中原進貢路程’를 통해, 鴨綠江-鎭江城[九連城](20里)湯站(70里)-柵門(20里)-鳳凰城(20里)-鎭東堡[松站](40里)-鎭夷堡[通遠堡](60里)-連
山關(70里)-甛水站(30里)-遼東(90里)-十里堡(60里)-盛京[瀋陽](60里)순서의 경로와
구간 거리를 확인해볼 수 있다. 명청시대 조선 사신의 사행로와 관련해서는 장존
무 저, 손준식 등 역, 근대한중무역사 , 서울: 교문사, 2001, pp.38-39 참조.
심양왕환일기 , pp.23-24, “二十四日, 三流河中火, 前向新城, 未及十五里餘, 胡
將二名, 稱以汗之分付, 率從胡二十二名, 迎護事來。”; 심행일기 , pp.43-46,
“二十五日,( )越川數里,通遠堡守將胡五許, 能率從胡五名迎, 臣路拜。”; 북행일
기 , pp.51-52, “二十三日, 朝飯後發程, 向通遠堡( )又有瀋陽護行胡將四名, 率
從胡六十餘名來到, 而護衛之壯, 一如往年之行。”. 한편 대다수의 조선 사신의
기록에서는 환송연 이후 조선 사신의 호행을 종료한 위치와 관련된 사항은 없
고 오직 瀋行日記 에서만 후금의 호행 인원이 통원보에서 돌아갔던 것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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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인근에 도착하면, 후금에서는 조선 사신을 위한 영접연을 진행했다. 마찬
가지로 조선 사신이 심양을 떠나기 전에는 환송연이 진행되었다.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영접연과 환송연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1>,
<표-2>와 같다.

<표-1>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영접연 관련 기록
구분 연도

사신
영접 위치
申景琥
10里 밖
원년 回答官
朴蘭英
하천
鄭文翼
2년 回答使

영접 인원

관련사항

다하이 등 9명

-

아시다르한,

장막을 치고 진행. 장막

쿠르찬,

밖에서 서로 읍을 하고

昆河 인근
朴蘭英

4년 春信使 朴蘭英
4년 慰問使 宣若海

다하이 등 4명 좌정함.
혼하 영접이 준비되지
성내
못해 성내에서 진행함
영접연은 없었으나 차후 이에 대해 사과함.
우천으로 장막을 치지

渾河 인근

못하고 閭家에서 진행.
5년 回答使 魏廷喆

15里 밖

룽시,박중남

소와 양을 잡아 연회를

閭家

등 6명

베풀고, 문 밖에서 서로
읍을 하고 賓主를

9년 春信使

9년 秋信使

李浚

朴嶋

春信使 羅德憲
10년
回答使

李廓

심양 밖
宴廳
심양
5里 밖
심양 밖
宴廳

잉굴다이,

구분해 앉음.
宴廳 대문 안에 서서

만다르한,

사신을 영접하고,

한인 장수들
만다르한,
사비간, 金玉和
및 侍郞들
만다르한,
키충거, 金玉和

이준에게 北壁을 양보함.
소 1마리를 잡아
상 10개를 차림.

-

등 8명

근거
仁祖實錄 卷17, 인조 5년 8월 6일.

볼 수 있는데( 심행일기 , pp.109-110), 따라서 호행을 종료한 위치 또한 통원보
를 전후한 위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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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雜錄 卷3, 戊辰 8월 27일. 다만 續雜錄 에서는 아시다르한을 ‘阿咤同介’라고 기록했
는데, 松竹堂文集 의 같은 날 기록에서는 아시다르한의 조선측 표기인 ‘阿叱月介’로 적고
있다.
承政院日記 冊29, 인조 8년 2월 12일.
심양사행일기 , pp.28-35.
심양왕환일기 , pp.27-31.
심행일기 , pp.69-73.
舊滿洲檔: 天聰九年 , p.305.
북행일기 , pp.56-57.

<표-2>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환송연 관련 기록
구분 연도

사신

환송 위치
심양 인근

4년

慰問使

宣若海

大川
(심양 10里 밖)

5년

回答使

魏廷喆

渾河 인근

秋信使

秋信使
春信使
秋信使
8년
答書齎去官

사신 館所
羅德憲
李時英
羅德憲
李廷顯

만다르한,

禮部 衙門
禮部 衙門
10里 밖
公署(yamun)

만다르한 등
4명
잉굴다이,

9년

春信使

李浚

소 1마리를 잡아

다하이 등 3명 상 8개를 차림

잉굴다이,

吳信男
7년
8년

만다르한,

관련사항

장막을 치고

(심양 15里 밖) 다하이 등 6명 소 양을 잡아 대접

朴嶋
5년

환송 인원

심양 밖 宴廳

마푸타
만다르한

소 1마리를 잡아
상 20개를 차림
소를 잡아
상을 차림
소 1마리를 잡아
상 10개를 차림
소 1마리와

9년

秋信使

朴嶋

-

-

양 10마리를 잡아
상 60개를 차림

근거
심양사행일기 , pp.66-68; 滿文老檔

, p.386.

심양왕환일기 , pp.113-115.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p.328; 淸太宗實錄 卷10, 천총 5년 11월 30일.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pp.164-166; 淸太宗實錄 卷16, 천총 7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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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pp.89-92; 淸太宗實錄 , 卷18, 천총 8년 3월 2일.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pp.377-378; 淸太宗實錄 , 卷21, 천총 8년 12월 6일.
심행일기 , pp.104-106; 舊滿洲檔: 天聰九年 , p.94; 淸太宗實錄 卷23, 천총 9년 3월 22
일.
舊滿洲檔: 天聰九年 , p.322.

영접연은 주로 심양성에서 5里~15里 정도 떨어진 지점이나 심양 인근의
渾河 근처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천총 4년(1630) 춘신사 박난영의
기록에서 후금측 인원들이 ‘사신이 오게 되면 으레 강가에서 영접한다’고 언
급한 것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23) 환송연 또한 혼하 인근에서도 진행
되었지만, 조선 사신의 館所24)나 禮部 衙門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영접연과
환송연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혼하 인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
총 5년까지의 사례에서는 혼하 인근에서 장막을 치고 영접과 환송이 진행되
었다. 반면 천총 7년 이후의 사례에서는 혼하 인근의 ‘宴廳’ 내지는 ‘公署’에
서 진행되었다. 물론 이 宴廳 또는 公署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
다. 그렇지만 천총 7년 이후에는 접대를 위해 장막을 치는 행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하 인근에 건물의 형태를 갖춘 공간에서 영접연과 환송
연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영접연과 환송연에 참석한 후금측 인원들은 대부분 후금에서 조선 사무와
관련이 깊은 자들이었다. 우선 천총 연간 초반에는 후금에서 조선으로 보내
는 국서를 담당했던 다하이[達海/大海/Dahai],25) 천명 연간부터 의례 담당 업
23)

24)

25)

承政院日記 冊29, 인조 8년 2월 12일 “三息哈、三阿康、未太、仲男等, 以二
王子意來言曰, ‘使臣之來, 例於河邊迎接。’”.
천총 연간 조선측 기록에서는 조선 사신이 심양에서 머무는 장소를 ‘館所’ 또는
‘客館’이라고 지칭했고, 후금측 기록에서는 館舍(ebure yamun/tataha boo)이라고
지칭했다. 그리고 천총 연간 후반 조선 사신의 기록인 瀋行日記 와 北行日記
에서는 체류 장소가 東館과 西館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천
총 연간 조선 사신이 머문 관소의 정확한 위치는 불명이나, 조선 사신이 남긴
기록에서 조선 사신이 심양성의 南門을 통해 관소로 들어갔던 점이나, 欽定盛
京通志 에서 ‘朝鮮使館’이 심양성의 南門인 德盛門 동쪽 가도에 위치해 있다
는 기록( 欽定盛京通志 , 卷45 官署 , “朝鮮使館 [德盛門內街東,共十五間]”)
을 통해, 조선 사신이 머문 관소의 위치는 德盛門 근처로 추측된다.
다하이와 관련된 사항은 淸太宗實錄 卷12, 천총 6년 7월 14일 참조. 이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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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담당하고 조선 및 몽골과의 사무에 정통했다고 알려진 아시다르한[什達
爾漢/阿叱月介/Asidarhan]26)이 영접연과 환송연에 참석했다. 사신 파견 또는
개시 관련 사무로 인해 빈번하게 조선을 왕래했던 잉굴다이[英俄爾岱/龍骨大
/Inggūldai]와 마푸타[馬富塔/馬夫大 馬夫達/Mafuta]도 영접연과 환송연에 참
석했다.27) 마찬가지로 조선에 자주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만다르한[滿達爾漢/
滿月介/Mandarhan], 한 차례 이상 사신으로 파견된 룽시[龍什/能水 能時
/Lungsi], 쿠르찬[庫爾纏/庫兒叉/Kūrcan] 또한 영접연이나 환송연에 참석했
다.28) 천총 5년(1631) 후금의 6부 설치29) 이후부터는 만다르한과 마찬가지로
예부에 소속된 金玉和와 키충거[祁充格/起靑高/Kicungge] 등이 영접연과 환송
연에

참석하기도

했다.30)

아울러

후금의

조선통사였던

朴仲男[董納密

/Dungnami], 鄭命壽도 영접연과 환송연에 참석했다.
후금측 인원들은 영접연 장소에서 조선 사신을 서서 기다렸다가 조선 사

26)

27)

28)

29)

30)

고에서 만주인과 몽골인 인명은 만주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처음 등장한
경우에 대괄호에 한자(후금측 사료/조선측 사료)와 로마자 전사를 병기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주어나 몽골어 발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자로만
표기한다.
趙志强, 淸太朝時期設部事實考 , 淸代政治與國家認同 ,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
社, 2012, pp.242-243.
천총 연간 후금의 대조선 사무에서 잉굴다이와 마푸타를 위시한 호부 소속 인
원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惠男, “17世紀清朝和朝鮮關系的演進 女真國 金國 大
清國”, 山東大學 석사학위논문, 2017, pp.63-70 참조.
조선측 기록에서는 쿠르찬을 骨者, 庫兒叉, 庫兒乂, 庫兒義 등으로 기록했다.
쿠르찬의 만주어 발음 Kūrcan은 이 표기 가운데 한자표기상 庫兒叉에 가까우나
叉(차)자와 乂(예)자의 자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乂는 叉의 오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庫兒義는 발음상 乂(예)에서 義(의)로 와전되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후금의 六部 설치 및 구성 인원과 관련해서는 유소맹 저, 이훈 이선애 김선민
역,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 서울: 푸른역사, 2013, pp.405-412; 杉山清彦,
大清帝國の形成と八旗制 ,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5, pp.87-91; 磯部
淳史, 清初における六部の設置とその意義-太宗の 集権化 政策の一例として- ,
立命館文學 619, 2010 참조.
備邊司謄錄 의 기록에서는 만다르한(滿月乙介), 김옥화, 키충거(起靑高) 등이
예부의 관원으로서 예단 및 모든 접대에 관련된 일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 備邊司謄錄 冊4, 인조 12년 12월 27일 “滿月乙介 金玉
和 白安大 起靑高等, 禮部之官, 禮單及凡干接待等事句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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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도착하면 ‘서로 읍[相揖]’을 하며 예의를 표하고 인조와 사신의 안부를
물었다. 이어서 준비된 자리에 좌정해서 소와 양으로 상을 차려서 연회를 진
행했다. 환송연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연회 규모가
비슷했던 점에서 영접연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
례로 천총 4년 위문사 宣若海에 대한 환송연과 관련해 滿文老檔 에서는 소
한 마리를 잡아 상 8개를 차려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31) 그
리고 선약해가 기록한 水使公入使瀋陽日記 의 5월 16일 기록에서는 후금측
인원들이 환송연 자리에서 사신과 나란히 앉아 술을 권하며, 홍타이지가 사
신을 위해 음식과 큰 소 한 마리를 보냈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32)
조선 사신의 기록을 통해, 후금이 심양성 외곽에서의 영접을 조선 사신 접
대의 주요 단계로 인식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천총 4년 춘신사 박난영이
심양에 도착했을 때, 후금에서는 영접연에 필요한 준비가 미처 이뤄지지 못
해서 심양성 내부에서 영접연을 진행했다. 이에 후금에서는 본래 혼하에서
할 영접을 하지 못한 점을 조선 사신에게 사과했다.33) 또한 같은 해 위문사
로 파견된 선약해의 사례에서도 혼하 인근에서 영접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데, 다음날 후금은 선약해 일행에게 영접연이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
과하기도 했다.34)

2. 접견례
영접연 이후 후금은 조선 사신이 가져온 국서를 베껴 적거나 조선 사신이
베껴준 사본을 받아서 국서의 내용과 예물의 품목 및 수량을 미리 확인했
고,35) 사신에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묻거나 작은 규모의 주연을 베풀기도
31)
32)
33)
34)

滿文老檔
, p.386.
심양사행일기 , pp.66-68.
承政院日記 冊29, 인조 8년 2월 12일.
심양사행일기 ,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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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36) 그리고 홍타이지가 심양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 후금에서는 국서를
접수하고서 수일 내에 홍타이지와 조선 사신의 접견례를 진행했다. 만약 홍
타이지가 대외원정이나 사냥 등의 이유로 심양에 부재한 경우, 후금에서는
홍타이지가 심양에 돌아오기까지 조선 사신을 기다리게 했다가 홍타이지와
의 접견례를 진행했다. 천총 연간 홍타이지와 조선 사신과의 접견례 관련 기
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견례 관련 기록
구분 연도

사신

원년 回答官

申景琥
朴蘭英

원년 回答官 朴蘭英
鄭文翼
2년 回答使

36)

殿

관련사항
사신은 ‘그 나라의 예’로서 홍타이지에게

(yamun) 고두함.
홍타이지는 다례만 참석했고, 연회는 사신
숙소에서 진행.
홍타이지는 암바 버일러들 가운데에 앉음. 사
大庭中

朴蘭英

35)

장소

신은 홍타이지의 동생 조카들과 평상 아래에
앉음. 접견 장소에서 진행된 연회에 홍타이지
가 연회에 술을 선사함.

심양사행일기 , pp.32-35, “二十二日。( )龍胡曰 : ‘國書欲先見者, 以國書之
意, 歸告汗前也’,謄國書而去”; 심양왕환일기 , pp.32-38, “二十七日。能時( )
仍爲㕵書謄書,見其禮單物目”; 심행일기 , pp.72-74,“初十日晴。( )龍胡要見國
書, 臣曰:‘俺當親傳汗前, 不可先出’。龍胡曰 : ‘自前有先見之例, 何乃堅執?’,
如是臣謄草以給 , 如是臣謄草以給”; 북행일기 , p.58, “四月初一日, 仍留。龍
骨大、馬夫大、能時等來,( )仍欲依前例要見國書, 余等爲謄給, 則覽後持去。”.
水使公入使瀋陽日記 에서는 후금이 천총 4년 위문사 선약해에게 총 4차례의
작은 주연(少酌)을 베풀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양사행일기 , pp.38-40, 53,
57, 66). 또한 瀋陽往還日記 의 4월 2일자 기사에서는 후금이 천총 5년 위문
사 위정철 일행에게 잔칫상을 차려 보내며, 3일 간격으로 잔칫상을 차려 보내는
것이 이전부터의 규례였다고 언급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심양왕환일기 ,
p.44). 마찬가지로 內國史院檔 의 기록에서도 천총 5년 춘신사 박로 일행에게
‘이틀 쉬고서 셋째 날 상 다섯 개 차려서 보낸다(juwe inde[fi] ilaci inenggi
sunja dere dasafi benembi.)’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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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사신

장소

관련사항
연회 도중 코르친의 투시예투 어푸(Tusiyetu

3년 春信使 吳信男

-

efu)가 속죄하기 위해 홍타이지에게 물품을
바쳤고, 홍타이지는 조선 사신이 전달한 물품
을 투시예투 어푸에게 수여함.
대명원정 개선식에서 접견 진행. 후금 내부의

4년 春信使 朴蘭英

遼河岸

인원 및 명 출신 항장들 조선 사신 아루
몽골 사신 순서로 접견. 사신은 홍타이지에게
5번 무릎 꿇고 5번 고두함.
홍타이지는 평상의 가운데에 앉고, 다이샨,

4년 慰問使 宣若海 汗所居庭

홍타이지의 매부(몽골 왕자)들과 나란히 앉음.
몽골 왕제 명 출신 항장 사신 순으로 고두
하고, 접견 자리에서 연회를 진행함.
홍타이지는 堂上 가운데에 다른 암바 버일러,
매형 소놈 두렝(Sonom dureng) 등과 함께 앉
음. 코르친의 욱샨, 만주시리 등도 접견례에

5년 回答使 魏廷喆

庭

참석했고, 배례 후 사신은 西庭의 첫 장막에
위치함. 우천으로 다례만 御殿에서 행하고,
연회는 사신 숙소에서 진행. 위정철은 후금

朴嶋

瀋陽

吳信男

40里 밖

5년 秋信使

6년 春信使 鄭榏

朴嶋

殿
(yamun)
殿
(amba

7년 春信使
不明

9년 春信使 李浚

yamun)

인원과 같은 연회상에 앉음.
대릉하 전투의 개선식에서 명 출신 항장 사
신 순으로 접견. 사신은 ‘그 나라의 예(行彼國
禮)’로서 접견함.
정월 초하루 의례에서 접견이 진행됨. 홍타이
지는 단독으로 南面했고, 사신은 마지막 순서
로 접견함.
접견 자리에서 홍타이지는 장모 및 처가 측
코르친 출신 인물들을 불러 곁에 앉게 해서
조선 사신이 가져온 물품을 보게 함. 접견 후

正堂

이들에게 조선 사신이 가져온 물품을 하사함.
홍타이지는 北壁에 위치했고, 배례 후 사신은

(amba

西壁의 팔기 장수들 윗자리에 앉음. 연회는

yamun)

예부에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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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사신

장소

관련사항

內殿
9년 秋信使 朴嶋

10년

春信使 羅德憲
回答使 李廓

접견 자리에서 차하르로부터 얻은 옥새(制誥

(dorgi

之寶)를 조선 사신에게 보여줌.

yamun)
汗坐堂

사신은 4번 고두를 올렸고, 연회는 예부에서

(yamun) 진행함.

근거
滿文老檔

, pp.92-94;

淸太宗實錄 卷3, 천총 원년 7월 10일;

仁祖實錄 卷17, 인조

5년 8월 6일.
仁祖實錄 卷17, 인조 5년 12월 22일.
續雜錄 卷3, 戊辰 8월 28일.
淸太宗實錄 卷5, 천총 3년 정월 10일
淸太宗實錄 卷6, 천총 4년 3월 1일; 滿文老檔

, pp.331-332

심양사행일기 , pp.58-66.
심양왕환일기 , pp.70-85.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pp.316-318; 淸太宗實錄 卷10, 천총 5년 10월 15일.
滿文老檔

, pp.619-621; 淸太宗實錄 卷11, 천총 6년 정월 1일.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pp.66-67; 淸太宗實錄 卷14, 천총 7년 5월 26일.
심행일기 , pp.79-83;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87-89;

淸太宗實錄 卷23, 천총 9년 3월

12일.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321-322; 淸太宗實錄 卷25, 천총 9년 10월 15일.
북행일기 , pp.59-60; 滿文老檔

, p.982.

우선 접견례가 진행된 장소를 살펴보면,

淸太宗實錄 에서는 접견례 장소

를 대부분 ‘殿’으로 기록했다. 만문 사료에서도 천총 6년(1632) 이전까지는
淸太宗實錄 과 마찬가지로 접견 장소를 ‘yamun’으로 기록했지만, 천총 7년
(1633) 이후의 만문 기록에서는 대체로 ‘amba yamun’ 즉 大衙門에서 사신을
접견했다고 기록했다.37) 물론 천총 연간 심양 궁성 내의 전각들의 건축 연
37)

大衙門(amba yamun)은 천명 10년(1625) 8월에 세워진 심양 궁성 내의 건물이
다. 大殿이나 八角殿이라 불렸으며, 후대에는 大政殿이라고 불렸다. 주로 황제
의 즉위, 출정선언 등 중요 의식과 연회가 이루어진 장소였다(유지원, “汗宮”
에서 “皇宮”으로; 瀋陽 故宮의 文化的 含意 ,
중국사학회 57, 2008,
pp.281-282; 瀋陽故宮博物院 編,
盛京皇宮 , 北京: 紫禁城出版社, 1987,
pp.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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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상세하게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장소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후
금 사료에서 심양 궁성 내의 ‘殿’의 명칭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것은 천총 6
년 이후의 시점이라는 점을 통해, 천총 6년 이전에는 대아문 이외에 다른
殿들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38) 또한 천총 연
간 전반, 특히 殿의 명칭 구분이 시작된 천총 6년 이후에도 淸太宗實錄 서
특정 공간을 ‘殿’이라고 기록했더라도 만문 사료에서는 ‘amba yamun’으로
기록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할 수 있다.39) 따라서 천총 연간 조선 사신을 접
견한 장소는 주로 대아문, 즉 大政殿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사신이 남긴
기록에서도 접견례 장소를 대체로 ‘뜰(庭)’이 있는 큰 장소로 기록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접견례가 주로 행해진 장소는 넓은 공간이 존재하는 대정전
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정전 이외에도 홍타이지의 개인적
공간인 內殿[dorgi yamun]에서 사신을 접견하기도 했다.40) 아울러 홍타이지
가 대외원정에서 개선하는 경우, 심양 외곽에서 진행된 개선식과 함께 조선
사신의 접견례가 이뤄지기도 했다.
접견례는 예물 진열

접견 장소 이동

국서 전달

배례

다례

연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접견례 당일 조선 사신은 휘하 일행들을 접견 장소
에 보내서 접견 장소에 준비된 탁자에 예물을 진열하도록 했다. 이후 사신들
은 후금측 인원의 안내에 따라 접견 장소로 이동했다. 천총 원년~5년 사이
에는 홍타이지가 ‘平床’이나 ‘堂上’이라 불리는 높은 위치에서 중앙에 앉고
그 옆으로 암바 버일러나 홍타이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몽골 출신 인물들이
함께 앉았으며, 홍타이지의 아우나 조카들은 당상 아래에 나눠 앉았다. 한편
천총 6년 정월 초하루 의례 자리에서의 접견례부터는 홍타이지의 단독 남면
38)

39)
40)

鐵玉欽 王佩環, 關於沈陽清故宮早期建築的考察 , 建築曆史與理論 第2輯,
1981, p.6.
松村潤, 明淸史論考 , 東京: 山川出版社, 2008, pp.94-95.
內殿은 北辰殿이라고도 불렸으며, 숭정전과 청녕궁 사이이 위치한 건물이다. 홍
타이지가 퇴조한 후 일상적 사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였다. 공간이 협소하여
홍타이지 시기 말기부터 사용되지 않다가 강희 연간 초반에 철거되었다 (유지
원, 앞의 논문, p.285; 瀋陽故宮博物院 編, 앞의 책, pp.88-89; 鐵玉欽 王佩環,
위의 논문, pp.6-9).

- 16 -

이 시작되었다. 천총 7년 춘신사 朴嶋의 접견례에서는 홍타이지의 장모를 위
시한 처가 측 여성들이 홍타이지의 곁에 앉기는 했지만, 다른 버일러들은 없
었다. 천총 9년(1635) 춘신사 李浚의 瀋行日記 에 수록된 접견례 관련 기록
에서도 홍타이지가 단독으로 北壁을 점하고, 다른 후금측 인원들은 동서로
늘어앉아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41) 접견례에서 조선 사신들의 위치는
대체로 서측이었고, 홍타이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堂上 아래의 타이지들-조선
사신-팔기의 여러 장수들 순서였다.42) 접견 시에는 조선 사신만 단독으로 홍
타이지를 접견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때로는 다른 버일러 및 타이지, 몽골
출신 인물, 명 출신 항장 등과 같은 자리에서 순서대로 홍타이지를 접견하기
도 했다. 조선 사신은 후금의 고위층 인사나 후금에 투항한 인원들이 접견한
뒤에 거의 마지막 순서로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조선 사신들은 가져온 국서를 바쳤고, 홍타이지에게 배례를
올렸다. 조선 사신의 배례 방식과 관련해, 후금측 기록에서는 ‘그 나라의 예
[其國(彼國)之禮/ini gurun i doroi]’ 즉 조선의 예로서 고두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천총 4년 춘신사 박난영의 경우는 5번 무릎을 꿇고 5번 고두를 올렸
고, 천총 10년(1636) 춘신사 羅德憲과 회답사 李廓의 경우는 4번 고두를 올
렸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이처럼 접견 자리에서 조선 사신이 자국의 예법으
로 배례한 점이나, 조선 사신의 배례 횟수가 사례마다 다르게 나타났던 점을
통해, 후금이 당시 접견례에서 조선 사신에게 일관된 예법을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천총 원년 原昌君 李玖와 후금 지도층 간에 이뤄진 抱見,43) 즉 신
체를 접촉하는 의례는 조선 사신의 접견례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접견 자리에 참석한 특정 인물들이 홍타이지와 포견을 하더라도, 조선 사신
41)

42)

43)

심행일기 , pp.80-83, “汗着黃衣坐黃龍交椅於北壁, 諸王子、八高山及諸將二十
餘人, 列坐東西”.
심양왕환일기 , pp.72-74, “大海又引臣, 至西庭第一帳幕入坐( ), 八固山諸將
胡等, 取東西庭, 各設帳幕會坐”; 瀋行日記 ,16b, “滿胡引臣坐西壁八高山之
上”; 심행일기 , pp.79-83, “滿胡引臣坐西壁八高山之上, ( )臣縱見汗着黃衣坐
黃龍交椅於北壁, 諸王子、八高山及諸將二十餘人列坐東西,”.
滿文老檔
, pp.49,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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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홍타이지와 포견을 하지 않았다. 천총 5년 회답사 魏廷喆의 접견례 사례
에서는 조선 사신과 평행한 위치에 있던 코르친 몽골 출신 욱샨[吳克善
/Ukšan]과 만주시리[滿朱習禮/Manjusiri]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44) 욱샨
과 만주시리 또한 홍타이지에게 세 번 고두만 했을 뿐 포견은 하지 않았
다.45) 이러한 현상은 천총 연간 홍타이지의 포견 여부가 대상의 신분에 따
라 달라졌고, 홍타이지가 대상을 예우하려는 정도에 따라 포견을 차등적으로
시행했던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46) 따라서 조선 사신이라는 신분은 후금
입장에서 홍타이지나 후금 지도층과 포견을 진행할 정도로 예우할 대상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배례 이후에는 조선 사신에게 차를 베푸는 茶禮와 술과 음식을 베푸는 宴
會가 진행되었다. 다례는 대부분 접견이 진행된 장소에서 그대로 진행되었
다. 연회는 접견이 진행된 장소에서 그대로 진행되기도 했으나, 우천이나 기
타 사유로 인해 사신 관소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천총 5년 7월 6부가 설치
되고 천총 6년 8월 6부 아문 건물이 건립된 이후 시점부터,47) 접견 이후 연
44)

45)

46)

47)

홍타이지를 비롯한 후금의 고위층과 욱샨 만주시리와의 혼인관계 및 당시 욱샨
과 만주시리의 심양 방문과 관련해서는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
究 , 東京: 汲古書院, 2009, pp.77-78, 120-125 참조. 楠木賢道는 당시 욱샨과
만주시리의 심양 방문과 관련해, 홍타이지와 몽골 여러 부족 간에 진행된 Ilan
cūnggur 회맹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심양왕환일기 , pp.73-74.“骨眞蒙古諸將郁舍、萬朝阿等( ) 三叩頭後, 亦引入
於東庭第一帳幕。”. 鈴木開는 위정철 일행과 코르친 몽골의 고위층 출신인 욱
샨과 만주시리를 동격에 둔 것을 통해, 후금이 인조를 홍타이지와 같은 汗 즉
‘solho han’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스즈키 카이
(鈴木開),
瀋陽往還日記 에 나타난 仁祖 9년 조선-후금관계 , 한국문화 68,
2014, pp.197-198, 204-207). 또한 후속 논고에서는 천총 연간 후금측의 기록에
서는 인조를 han이라고 칭하다가, 천총 6년 이후부터는 홍타이지와 같은 han
대신, 한문식 표현인 王(wang)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현저해졌음을
규명하기도 했다(鈴木開,
滿文原檔 にみえる朝鮮國王の呼稱 , アジア遊學
179, 2015a).
김선민, 접견례를 통해 본 아이신-다이칭 구룬(Aisin-Daicing Gurun)의 세계 ,
한국사학사학보 36, 2017; 이선애, 후금 시기 의례의 정치 , 사총 93,
2018, pp.165-176; 李治國, 淸代藩部賓禮硏究 以蒙古爲中心 , 內蒙古大學出
版社, 2014, pp.62-72.
6부 아문 건설에 관한 기사는 淸太宗實錄 卷12, 천총 6년 8월 8일 참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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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모두 예부 아문에서 진행되었다. 천총 연간 초반 홍타이지는 다례만 참
석하거나 다례와 연회 모두 참석해서 사신들에게 술을 직접 나눠주기도 했
다. 반면 접견 이후 연회 장소가 예부로 전환된 시점 이후부터 홍타이지의
연회 참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천총 연간 후반 조선 사신의 기
록을 통해, 예부 설립 이후에는 홍타이지가 만다르한 등의 예부 소속 신하에
게 명을 내려 연회를 베풀어주도록 하고, 홍타이지의 명을 받은 예부 소속
관원이 사신을 예부로 데려가서 연회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접견 후 연회가
진행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48)

3. 선물 수여
천총 연간 후금은 조선 사신에게 각종 물품을 수여했다.49) 특히 접견례와
환송연 사이에 홍타이지는 휘하의 인원들을 사신 관소에 보내서 각종 선물
을 조선 사신에게 수여했다.50) 천총 연간 후금이 조선 사신 일행에게 수여

48)

49)

50)

울러 欽定盛京通志 의 기록을 통해, ( 欽定盛京通志 卷45, 官署 ,“ 禮部公
署 [德盛門內街東, 天聰六年, 設立六部時建, 今因之。]”), 예부 아문은 천총 6
년 6부 아문이 건설될 때 심양성의 남문인 德盛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행일기 , pp.81-83, “又招滿月介曰: ‘請使臣宴於禮部, 滿胡引臣出就禮部坐
定,’”; 북행일기 , pp.59-60, “有頃滿月介請致余等于禮部衙門, 爲設宴飮行酒數
巡而罷。盖曾前接宴, 則汗必招滿胡使之厚接使臣, 而今番則亦無修問之禮矣。”.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천총 연간 후금이 조선 사신에게 심양 체류 도중 필요
한 물품들을 전례에 따라 공급했음을 알 수 있다. 瀋陽往還日記 의 3월 29일
자 기사에서는 후금에서 매일 양 거위 닭 1마리, 馬草와 원역의 料米 등의 물
품을 전례대로 주는 것이라는 언급이 남겨져 있다( 심양왕환일기 , p.39). 또한
內國史院檔 의 기록에서도 후금이 천총 5년 추신사 박로 일행에게 주었던 하
루 치 식료품과 馬草 등의 구체적인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內國史院檔: 天聰
五年 , pp.217-218).
淸太宗實錄 卷8, 천총 5년 정월 26일, “上命英俄爾岱、龍什、庫爾纏、達
海、愛巴禮、索尼等, 以人參賜朝鮮國王, 送至蘭英館舍。”;
심양사행일기 ,
pp.62-66, “後臣就館, 龍胡持贈物, 追臣來,”, 심양왕환일기 , pp.89-95, “骨子,
滿月介, 能時, 大海( )等 以汗意, 持送物來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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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물의 항목과 수량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수여 선물의 수량과 목록
구분 연도

사신

물품 항목
인조
猞猁猻皮 8張

원년

2년

回答官

回答使

申景琥

鄭文翼
朴蘭英

回答使

金大乾

4년

慰問使

宣若海

5년

春信使

朴蘭英

5년

回答使

魏廷喆

春信使

朴嶋
不明

狐皮 4張

使臣
(各)

銀 60兩
從人
(各)

鞍具馬 1匹,

毛靑布 옷 1領

朴蘭英

3년

7년

貂皮 100張

원창군
貂皮 14張

猞狸猻裘 1領, 緞衣 1領
銀 2兩
인조
元禮單 回禮 : 人蔘 100斤, 貂皮 20令
別禮單 回禮 : 人蔘 100斤, 貂皮 40令
使臣
具鞍白馬 1匹, 白金 50兩, 貂皮 10領
使臣
軍官/通事
下人
(各)
貂裘 10領
(各)
貂裘 4領,
銀子 40兩
銀 1兩
銀 4兩
인조
人參
使臣 일행
鞍馬, 銀子, 貂皮
使臣
軍官/通事
下人
鞍具馬 1匹,
(各)
(各)
貂皮 10張
貂皮 4張,
銀 4兩
銀子 50斤
銀子 6兩
인조
黑貂皮 20張, 滿洲貂皮(manju seke) 100張,
使臣(朴嶋)
鞍具馬 1匹

人參 40斤
不明(副使) 通事 軍官
貂皮 10張,
(各)

貂皮 15張

人蔘 2斤

貂皮 4張

人蔘 5斤

銀 10兩

銀 8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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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人
(各)
銀 2兩

구분 연도

7년

8년

사신

秋信使

春信使

물품 항목

羅德憲

李時英

軍官

從人

(9명)
(各)

(112명)

貂皮 4張

貂皮 14張

人蔘 1斤

貂皮 4張

人蔘 4斤

銀 8兩

使臣

通事

銀 6兩
軍官

使臣

文官[通事]

鞍具馬 1匹

鞍具馬 1匹
貂皮 15張
(추가 10張)
人蔘 5斤
使臣(羅德憲)

秋信使

羅德憲

(14명)

貂皮 2張

(各)

人蔘 2斤

貂皮 4張

銀 8兩

銀 8兩

(各)
銀 2兩
從人
(149명)
(各)
銀 2兩

通事 軍官

從人

(15명)

(100명)

鞍具馬 1匹
貂皮 14張

8년

答書齎去官 李廷顯

人蔘 4斤
使臣(李廷顯)
貂皮 10張

(各)
貂皮 4張,
銀 6兩

(各)
銀 2兩

人蔘 2斤
銀 10兩

9년

春信使

李浚

朴嶋

(14명)
(各)

(150명)

貂皮 2張
人蔘 2斤

貂皮 4張

鞍具馬 1匹
貂皮 15張

使臣
秋信使

從人

通事

人蔘 5斤

9년

軍官

使臣

銀 2兩
銀 8兩
通事 軍官

鞍具馬 1匹

(17명)
(各)

貂皮 10張

貂皮 4張

人蔘 4斤

銀 6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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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
銀 2兩
從人
(125명)
(各)
銀 2兩

구분 연도

사신
春信使

羅德憲

回答使

李廓

10년

물품 항목
인조
黑貂皮 40張, 滿洲貂皮(manju seke) 100張
通事 軍官
從人
使臣
(25명)
(259명)
(各)
(各)
(各)
鞍具馬 1匹
貂皮 4張
貂皮 15張
銀 2兩
銀 8兩
人蔘 5斤

근거
滿文老檔

, pp.94-95; 淸太宗實錄 卷3, 천총 원년 7월 17일.

續雜錄 卷3, 戊辰 9월 3일; 仁祖實錄 卷10, 인조 6년 9월 27일.
承政院日記 冊28, 인조 7년 10월 19일.
심양사행일기 , pp.58-66.
淸太宗實錄 , 卷8, 천총 5년 정월 26일.
심양왕환일기 , pp.89-99.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pp.80-81, 207-208 ; 淸太宗實錄 卷14, 천총 7년 6월 5일.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pp.160, 223; 淸太宗實錄 卷16, 천총 7년 10월 2일.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pp.89-92; 淸太宗實錄 卷18, 천총 8년 3월 2일.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pp.377-378; 淸太宗實錄 卷21, 천총 8년 12월 6일; 承政院日記
冊46, 인조 13년 정월 3일. 단 承政院日記 에서는 나덕헌에게 수여한 人蔘 수량이 3斤으
로 기록되어 있다.
심행일기 , pp.97-99;
p.94;

承政院日記

冊47, 인조 13년 4월 23일;

舊滿洲檔: 天聰九年 ,

淸太宗實錄 卷23, 천총 9년 3월 22일. 단 瀋行日記 와 承政院日記 에는 사신에

게 수여한 품목만 기록되어 있고, 瀋行日記 는 貂皮(seke)를 豹皮로 기록했다.
舊滿洲檔: 天聰九年 , p.322; 淸太宗實錄 卷25, 천총 9년 10월 15일.
滿文老檔

, p.997; 淸太宗實錄 卷28, 숭덕 원년 4월 15일.

첫 사신인 천총 원년 회답관 신경호와 박난영에 대한 선물 수여 사례를
보면 후금은 인조와 원창군에게 전달할 선물과 더불어 사신 일행에게도 일
정한 선물을 수여했다. 그리고 당시 사신 일행에게 수여한 품목은 앞서 정묘
호란 이후 후금에 볼모로 갔던 원창군을 조선으로 환송하는 자리에서 수여
한 선물과 비슷한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천총 원년 5월 3일 후금은 원창군
을 돌려보낼 때, 원창군과 동행한 관원들에게는 鞍具馬 1필, 붉은 蟒緞으로
만든 옷[fulgiyan gecuheri etuku] 1벌, 스라소니 가죽 외투[silun i dahū]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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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여했고 從人들에게는 각각 毛靑布 1벌과 銀 2냥씩을 수여했다.51) 이처
럼 수여 품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후금이 회답관 일행에게 물품을 수여했
을 때는 앞서 원창군과 동행했던 조선 관원들에게 물품을 수여했던 사례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천총 2년 이후 조선 사신에 대한 선물 수여 사례는 인조에게 전달할 물품
을 수여한 경우와 사신에게 수여한 경우로 구분된다. 우선 후금이 인조에게
전달할 물품으로는 貂皮와 人蔘을 주로 수여했다. 그리고 인조에게 전달할
물품을 사신에게 수여한 경우 답서에는 사신이 가져온 예물을 수령하고 회
답하는 물품을 보낸다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조에게 전달한 물품은
조선 사신이 가져온 예물에 대한 回禮의 성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52) 예물
에 대한 회례는 조선 사신의 귀국 후 파견된 후금 사신을 통해 전달하는 경
우도 존재했다는 점에서,53) 후금은 상황에 따라 회례 전달 방식을 변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천총 2년 이후 사신 일행에게 수여된 품목은 鞍具馬, 貂皮[seke] 人蔘
[orhoda] 銀[menggun]이 주를 이뤘고, 천총 4년 위문사 선약해의 사례를 제

51)
52)

53)

滿文老檔
, pp.65-68.
천총 2년 회답사에게 전달한 답서는 各項稿簿 천총 2년 9월 3일( 淸太宗皇
帝致朝鮮國書 ,1a-2a; 仁祖實錄 卷19, 인조 6년 9월 27일), 천총 10년 춘신사
와 회답사에게 전달한 답서는 滿文老檔
, p.997; 淸太宗實錄 卷28, 천총
10년 4월 15일 참조. 천총 7년 춘신사의 경우는 조선 사신의 귀국길에 후금 사
신이 동행해서 답서를 전달했는데, 이때 후금 사신이 가져간 답서에는 회례를
보낸다는 내용은 없지만 앞서 조선 사신이 전달했던 예물을 수령했다는 내용은
존재한다( 淸太宗實錄 卷40, 천총 7년 6월 6일;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pp.81-82).
천총 연간 후금이 자국 사신을 조선에 파견해서 회례를 전달한 사례 가운데, 구
체적인 물목이 확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단 춘신 예물에 대한 회례를 사
신을 통해 전달한 것은 천총 9년 貂皮 130장과 人蔘 50근을 보낸 사례가 존재
한다(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102-103). 그리고 추신 예물에 대한 사례를 보낸
것은 천총 5년 人蔘 10근과 貂皮 10장 ( 各項稿簿 , 천총 5년 윤 11월 초 2일
분( 淸太宗皇帝致朝鮮國書 , 16b-18b), 천총 7년 人蔘 10근과 黑貂皮 10장( 仁
祖實錄 卷28, 인조 11년 11월 30일), 천총 8년 黑貂皮 10장( 內國史院檔: 天
聰八年 , p.384), 천총 9년 黑貂皮 10장과 人蔘 10근을 보낸 사례(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325-326)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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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면 의복류는 수여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후금에서는 사신에게 선
물을 수여할 때, 이전 사례를 참고하여 수여했던 정황이 일부 포착된다. 후
금은 천총 5년 춘신사로 파견된 박난영 일행에게 鞍馬 銀子 貂皮 등의 선물
을 수여할 때, ‘전례에 따라 상을 주었다’고 기록했다.54) 해당 사례 이전에
후금이 조선 사신에게 수여한 선물 가운데 그 품목과 수량을 확인해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기록은 천총 3년 회답사 金大乾에게 수여한 기록이다.
<표-4>를 보면, 후금에서는 김대건에게 具鞍白馬 1匹, 白金 50兩, 貂皮 10領
을 수여했으며, 이때의 수여 품목 및 수량은 후금이 천총 5년 박난영 이후
파견된 회답사 위정철에게 수여한 선물 품목 및 수량과도 일치하는 것을 살
펴볼 수 있다. 물론 후금이 천총 5년 박난영에게 수여한 선물의 구체적인
수량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전후 사례를 비교해볼 때, 박난영에게 선물을
수여할 때 따랐던 전례는 鞍具馬 貂皮 白金(銀)을 수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나아가 천총 7년 이후 후금이 조선 사신 일행에게 수여한 선물의 품목과 수
량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통해,55) 조선 사신에 대한 선물 수여는 어느 정도 이전의 사례들을 참
고해서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54)

55)

淸太宗實錄 卷8, 천총 5년 정월 26일, “來使朴蘭英, 仍照例賞鞍馬、銀兩、
貂皮。其屬員通事、從人, 亦如例給賞。”.
천총 8년 춘신사 이시영에게 추가로 수여한 貂皮 10장은 이시영의 과거 행적과
연관된 것이다.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천총 4년 가도 주둔 명군이 후금 통사
박중남을 공격할 때, 당시 의주 부윤이었던 이시영은 박중남을 창성으로 도망가
게 했고, 이 과정에서 이시영은 가도 주둔 명군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仁
祖實錄 卷22, 인조 8년 4월 5일). 이에 후금은 천총 8년 춘신사로 파견된 이
시영에게 천총 4년에 부상을 얻었으니 약을 사서 먹으라는 명목으로 貂皮 10장
을 추가로 수여했다( 内國史院檔: 天聰八年 , pp.89-90). 따라서 이시영의 과거
행적으로 수여된 貂皮 10장을 제외하면, 천총 7년과 10년 사이에 후금이 조선
사신에게 수여한 선물의 품목이나 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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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신 예물과 접대 수준의 변동
상술한

장을 통해, 본고는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절차들을
접견례

살펴보았다.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는 영접
여

선물 수

환송 단계로 이어진 큰 틀이 존재했으며, 접대 절차의 진행에는 이전

에 진행된 접대 사례를 대체로 참고하려는 경향성이 존재했다. 또한 천총 5
년 후금의 6부 설립 이후에는 조선 사신 접대에 점차 예부가 관여하는 정황
도 존재했다. 말하자면 천총 연간 후금은 조선과의 빈번한 사신 왕래 하에
서, 사신 접대의 절차들을 점차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천총 연간 후금의 접대 사례 중에는

장에서 확인된 조선 사신

접대의 큰 틀을 대체로 이행하되, 접대 수준에 가시적인 변동이 확인되는 사
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접견례 과정에서의 국서와 예물의
수령 여부, 선물 수여나 추가적인 연회 진행 등에서 일정한 수준 차이가 발
생한 것이었다. <부록- >에 정리한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관련
기록 일람표 가운데 구체적인 접대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을 추출해
서 그 실태를 정리하고, 접대 수준에 일정한 변동이 있는 사항은 회색 음영
으로 표시한 것이 아래의 <표-5>이다. 그리고 <표-5>에서 회색 음영으로 표
시한 접대 수준의 변동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6>과 같다.

<표-5>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실태
연도

원년

영접
연회

사신

回答官
回答官

2년

回答使

3년

春信使

접견례
국서
수령

예물
수령

申景琥

접견
여부

연회

물품
수여

-

朴蘭英
-

朴蘭英

-

鄭文翼

기타
연회

-

-

-

-

-

朴蘭英
吳信男

환송
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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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도

4년

5년

春信使

朴蘭英

慰問使

宣若海

×

春信使

朴蘭英

-

回答使

魏廷喆

秋信使
6년

7년

8년

9년
10년

영접
연회

사신

朴嶋
吳信男

-

鄭榏

-

秋信使

朴蘭英

-

回答使

申得淵

-

朴嶋
不明

국서
수령

예물
수령

-

-

접견
여부

연회

물품
수여

환송
연회

기타
연회

-

-

-

-

×
-

-

×

-

-

-

-

春信使

春信使

접견례

-

-

-

-

-

-

-

-

×

×

-

-

-

-

×

-

-

-

-

-

-

-

-

-

秋信使

羅德憲

-

-

-

-

-

-

春信使

李時英

-

-

-

-

-

-

秋信使

羅德憲

-

×

×

×

×

答書齎去官

李廷顯

-

春信使

李浚

秋信使

朴嶋

春信使

羅德憲

回答使

李廓

-

-

-

-

×

범례
: 접대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접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정황은 존재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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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수준 변동 사례
구분 연도

사신명

항목
영접연

2년

回答使

鄭文翼
기타연회

관련사항
통상적인 호행 위치보다 앞에서
호행이 진행됨.
內庭에 있는 한의 침실 밖에서 사신에게
식사와 주안상을 제공함.

4년

慰問使

宣若海 선물수여 사신에게 안구마가 수여되지 않음.

5년

春信使

朴蘭英

접견례

6년

秋信使

朴蘭英

접견례

7년

回答使

申得淵

접견례

秋信使

羅德憲

8년
答書齎去官 李廷顯

조선 사신의 예물 수령을 거부하고,
사신 일행을 한동안 구류함.
사신 접견을 거부했고, 국서만 수령하고
예물과 예단을 모두 돌려보냄.
사신이 가져온 국서만 수령하고, 예물은
수령하지 않음.
나덕헌의 접견과 예물 수령을 거부했고,

접견례 이정현이 답서를 가지고 파견된 이후에
접견 절차를 진행함.
선물수여 이정현에게 안구마가 수여되지 않음.
영접연 별도의 호행 인원이 파견됨.
심양성 남문을 유람하게 하고, 연회를

9년

春信使

李浚

기타연회

베품
환송 연회 이외에 ‘큰 연회(소 1마리,
양 12마리로 상 100개)’를 베품.
사신 박로를 內殿에 불러서 접견하고, 접

접견례 견 이후 차하르로부터 얻은 옥새(제고지
9년

秋信使

朴嶋

보)를 보여줌.
환송연

영접연에 비해 큰 규모의 환송연(소 1마
리, 양 10마리로 상 60개)을 베풀어줌.

근거
[영접연] 續雜錄 卷3, 戊辰 8월 23일. [기타연회] 續雜錄 卷3, 戊辰 9월 2일.
심양사행일기 , pp.58-66.
淸太宗實錄 卷8, 천총 5년 정월 26일.
仁祖實錄 卷27, 인조 10년 9월 27일; 朝鮮國來書簿 冊1, 천총 6년 9월분(8일 도착).
仁祖實錄 卷28, 인조 11년 정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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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pp.339-347; 淸太宗實錄 卷20, 천총 8년 10월 29일.
[영접연] 심행일기 , pp.57-58. [기타연회]
[기타연회]

심행일기 , pp.93-95.

심행일기 , pp.97-99; 舊滿洲檔: 天聰九年 , p.91.

[접견례] [환송연]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320-322;

淸太宗實錄

卷23, 천총 9년 10월

15일.

기존 연구에서는 <표-5>와 <표-6>에 정리된 사례들 가운데 주로 접견례
과정에서 접대 수준의 변화가 나타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
어 가는 양태에 초점을 맞췄다.56)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일부
사례에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방향으로 접대 수준을 변경한 사례들도 존재했
고, 사신 접대의 수준을 재차 평범한 수준으로 변경한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
했다. 말하자면 후금은 상황에 따라 조선 사신 접대의 수준을 상황에 따라
변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신 접대란 사신 파견에 대한 일정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사신의 파
견을 전후한 시점에서의 양국 간의 현안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후금과 조선 사이의 여러 사안들 가운데 주로 조선 사신
이 가져간 예물의 수량에 변동이 있거나 예물과 관련된 현안이 부각된 경우,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수준이 변동하는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 천총 연간 후금은 국내의 물자 부족 상황을 타
개하고 대외원정을 위한 군비 증강을 목적으로, 조선과의 형제관계를 통한
예물, 개시 무역, 사절 무역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획득하려 했
다.57) 그중에서도 후금은 조선 사신이 정기적으로 가져오는 예물을 통해 후
56)

57)

陳捷先, 略論天聰年間後金與朝鮮的關係 , 東方學志 23 24, 1980, pp.332-336;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 서울: 혜안, 1999, pp.145-155; 王臻, 清朝
興起時期中朝政治秩序變遷研究 , 北京: 商務印書館, 2017, pp.177-181.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해종, 청대 한 중관계의 일고찰-조공제도를
통하여 본 청의 태도의 변천에 대하여 , 東亞文化의 比較史的 硏究 , 서울:
일조각, 1976, pp.88-94; 김종원, 위의 책, pp.113-132; 한명기, 앞의 책,
pp.76-81; 魏志江, 清鮮 “丁卯胡亂” 與 “丙子之役” 考略 , 韓國研究 ,
2004-7; 張傑, 後金時期滿族與朝鮮的貿易 , 遼寧大學學報 , 2008-3; 石少穎,
丁卯之役中金鮮間“納質”、“歲幣”問題由來考辨 兼論後金首次征朝期間的外交
策略 , 中國史研究 , 2013-4; 谷井陽子, 八旗制度の研究 , 京都 : 京都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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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서 생산이 어려운 각종 직물이나 종이, 과일 등 조선의 토산물과 더불
어, 명이나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물자를 확보할 수 있었
다.58) 게다가 후금은 조선으로 보내는 국서를 통해, 조선 사신이 가져오는
예물을 조선이 자국에 보이는 성의로서 간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59)
요컨대, 천총 연간 후금은 조선 사신이 가져오는 예물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금은 국서를 통해서도 사신이 가져온
예물에 대한 일정한 반응을 전했지만, 예물의 직접적인 전달자인 사신에 대
한 접대를 통해서도 일정한 반응을 전달했을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다.
우선 후금이 조선 사신에게 수여한 선물 가운데 안구마의 수여 여부와 예
물 수량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예물 수량과 조선 사신 접대 수준의 변동 경
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장의 <표-4>에 의하면, 후금은 천총 원년~2년 사

이의 회답관과 천총 3년 이후의 정기 사절인 춘신사와 추신사, 비정기적으로
파견된 회답사에게 안구마를 수여했다. 반면 비정기적으로 파견된 위문사와
답서재거관에게는 안구마를 대신해 40~50兩 정도의 은을 수여했다. 아래의
<표-7>에서는 후금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조선 사신이 후금에 전달한 예물
가운데 다수를 차지했던 직물류, 종이류, 가죽류 품목과 안구마 수여 여부를
정리하였다.60)

58)

59)

60)

学術出版会, 2015. pp.71-73, 215-217.
劉家駒, 清朝初期的中韓關係 ,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6, pp.57-66; 辻大和,
朝鮮王朝の對中貿易政策と明清交替 , 東京: 汲古書院, 2018, pp.127-151.
江嶋壽雄, 앞의 논문, pp.44-48, 60-62; 石少穎, 論“丙子之役”後朝鮮對清朝關系
的實態 , 한중인문학연구 49, 2015, pp.245-249.
이하 예물 수량과 관련된 <표-7>, <표-8>, <표-9>, <그림-1>, <그림-2>는 모두
江嶋壽雄가 작성한 표를 토대로(江嶋壽雄, 앞의 논문, pp.51-52), 朝鮮國來書
簿 의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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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천총 연간 조선 사신의 예물 수량(직물류 종이류 가죽류)과
후금의 鞍具馬 수여 여부
연도
원년
3년
4년
5년
7년
8년
9년
10년

사신
回答官
回答使
慰問使
春信使
回答使
春信使
秋信使
春信使
秋信使
答書齎去官
春信使
秋信使
春信使
回答使

申景琥
金大乾
宣若海
朴蘭英
魏廷喆
朴嶋
羅德憲
李時英
羅德憲
李廷顯
李浚
朴嶋
羅德憲
李廓

직물류

종이류

가죽류

(匹)

(卷)

(張)

600
470
20
300
590
8,200
8,200
8,200
40
11,600
465

80
50
40
80
1,500
200
1,500
200
1,500
340
2,000
50

수여 여부

12
45
ű

45
38
410
410
-

ű
410

450
40

정묘호란의 교섭 과정에서는 조선 사신이 가져올 예물의 구체적 수량이나
액수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후금은 조선의 재량에 따라 예물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61) 천총 원년부터 2년까지 조선은 회답관 및 회답사를 파견할 때
마다 일정액의 예물을 후금에 전달했다. 천총 3년부터는 춘신사와 추신사가
각각 춘계 예물과 추계 예물 명목으로 예물을 후금에 전달했다. 후술하겠지
만 천총 5년과 7년 사이에 양국 간에는 예물 수량 문제가 대두되었고, 천총
7년 춘신사 박로 일행의 파견을 통해 정리되었다. 천총 7년 박로 파견 이후
에는 춘신사가 파견될 때 1년치 예물의 대부분을 전달했고, 추신사는 예의를
표하는 수준에서 약간의 예물을 전달했다. 그리고 천총 9년부터 후금은 재차
예물의 증액을 요구했고, 이에 조선은 천총 10년 춘신 예물로서 후금의 증
액 요구에 거의 근접한 수량을 전달했다.62)
61)

62)

陳捷先, 앞의 논문, p.334; 石少穎, 丁卯之役”中金鮮間“納質”、“歲幣”問題由來
考辨 兼論後金首次征朝期間的外交策略 , 中國史研究 , 2013-04, pp.168-172;
江嶋壽雄, 앞의 논문 pp.44-48.
江嶋壽雄, 위의 논문, pp.59-60. 江嶋壽雄는 天聰 7년 5월 이후 후금측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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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에서 후금이 안구마를 수여한 사례의 경우, 조선 사신이 일정한 규
모의 예물을 후금에 전달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물론 춘 추신 예물을 전
달한 정기 사신 가운데 천총 7년 이후 추신사의 예물 수량은 줄어들었으나,
춘신사가 대부분의 예물을 전달했기 때문에 추신사에게도 안구마를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총 3년부터는 비정기적으로 파견된 회답사에게도 안
구마를 수여했는데, 이때 회답사들이 가져온 예물 수량은 안구마를 수여한
천총 7년 이전 정기 사신의 예물 수량에 필적하는 수준이었다.
반면 안구마를 수여하지 않은 천총 4년 위문사 선약해가 가져간 예물 가
운데 직물류는 총 20필에 불과했고, 표에 포함되지 않은 油扇 50자루를 포
함해도 매우 적은 수량이었다.63) 게다가 천총 8년(1634) 답서재거관 李廷顯
의 경우 아예 가져간 예물이 없었다. 따라서 후금은 반복적으로 이뤄진 선물
수여의 전례를 참고하되, 조선 사신이 가져온 예물 수량이 만족할 만한 수준
인지에 따라 안구마 수여에 차등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등은 후
금이 같은 시기 심양에 체류하고 있던 천총 8년 추신사 나덕헌과 답서재거
관 이정현 두 사신에게 선물을 수여할 때, 추계 예물을 가져갔던 추신사 나
덕헌에게는 안구마를 수여한 반면, 예물이 없었던 답서재거관 이정현에게는
안구마를 수여하지 않았던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어서 조선 사신의 예물과 사신 접대 수준 변동의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천총 원년~5년 간 예물 품목 가운데 가장 수량이 많고 변동폭
이 가장 컸던 직물류64)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8>과 같다. 그리고

63)
64)

서 추계 예물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조선에서 보내는
예물은 春季 예물로 일체화되고 秋季 예물은 부족분 등을 추가로 납부하는 수
준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천총 7년 추신사 나덕헌이 가져간 국서에서
“신사의 예단은 이미 (전달을) 끝냈으나, 사신이 전혀 가져가는 것 없는 것 또
한 예에 모자란다(信使禮單曾已停當 而使臣全無所賫 亦覺欠禮)”는 언급을
통해, 천총 7년 이후에는 이전 추신사만큼 춘신사에 필적할 정도의 양은 아니더
라도 의례적인 차원에서 예물을 가져갔다는 점도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朝鮮國來書簿 冊1, 천총 7년 9월분(30일 도착))
朝鮮國來書簿 冊1, 천총 4년 4월분(8일 도착).
조선 시대 직물의 종류와 관련된 사항은 민길자, 한국 전통직물사 연구 , 서울:
한림원, 2000, pp.49-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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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변동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직물류 가운데 주를 이루는 布 紬 綿 계
열 항목의 총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1>과 같다. 단 비교적
예물 수량이 적었던 천총 4년 위문사 선약해의 사례는 제외한다.

<표-8> 천총 원년~5년 조선 사신이 전달한 예물: 직물류 수량을 중심으로
연도
원년
2년

3년

布류

사신
回答官
回答官
回答官

申景琥
朴蘭英
李灤

回答使

鄭文翼

春信使

吳信男

秋信使
回答使

金希參(胡譯)
朴蘭英
金大乾

春信使

朴蘭英

秋信使

吳信男

春信使
回答使

朴蘭英
魏廷喆

4년

5년

(匹)
500
320
550
30
1,050
320
220
320
330
330
220
220
330
80
220
440

紬류(匹)
紬(匹) 潞洲紬(匹)
100
40
150
170
20
170
90
50
90
30
10
90
10
50
50
10
50
10
10
5
80
80
20

綿류

緞류

(匹)
-

(匹)
10
30
30

30
30
30
-

10

30
50

-

50

-

-

4

<그림-1> 천총 원년~5년 조선 사신이 전달한 예물 : 布 紬 綿 계열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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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에서 나타난 직물류 수량의 변동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로는 천총 2년 회답사 정문익 일행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예물 수량의 급증은 회답사 파견 이전 후금의 요구 사항과
관련된 것이었다. 천총 2년 후금은 投老世를 통해 전달한 국서에서 여러 사
안들을 조선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후금군이 포로로
잡은 조선인 가운데 조선으로 도망친 자를 후금으로 송환하는 문제, 즉 逃人
의 刷還 요구였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후금의 逃人 쇄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많은 예물을 보내는 식으로 대처하고자 했다. 그리고 유리한 교섭을 위
해 무신 박난영 이외에 문신 정문익을 사신으로 파견하고, 사신의 격식 또한
조선의 다른 교린국인 일본 통신사의 전례에 맞추고자 했다. 이에 회답사 정
문익 일행은 사신이 본래 지참하는 본예단과 더불어, 쇄환 교섭을 위한 별예
단도 지참했다.65)
<표-8>과 <그래프-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본예단과 별예단의 직물 수
량은 천총 원년~5년 사이의 예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이었다. 본예단의
직물 총 수량은 230필에 불과했지만, 본예단 품목 중에는 후금에서 필요로
한다고 파악된 大緞과 潞州紬과 같은 명의 산물들도 포함되었다.66) 별예단의
직물 총 수량은 1,250필이며 이 가운데 靑布는 1,000필로, 靑布 자체로도 상
당한 수량이었다. 조선은 회답사가 가져간 국서를 통해, 앞서 후금이 요구했
던 逃人의 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따라서 일단 찾아낸
逃人 다섯 사람을 쇄환하고, 찾아내지 못한 다른 逃人들에 대해서는 예물로
서 사례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會寧 開市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고 후금
관원들이 개시에 오더라도 대접하기 어렵다는 상황 등을 제시했으며, 별도의
국서를 통해 후금에 머물러 있는 통사 權仁祿을 송환해줄 것을 요청했다.67)
물론 조선의 기대와는 달리 후금은 회답사의 귀국길에 보낸 답서를 통해, 逃
人들을 쇄환하고 즉시 贖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사 권인록의 송
65)
66)

67)

鈴木開, 2013, pp.89-90.
仁祖實錄 卷18, 인조 6년 5월 28일, “戶曹啓曰: 臣等聞蘭英等之言, 彼所切
求, 莫如大段、潞州紬等物, 而非我國所産。”.
朝鮮國來書簿 冊1, 천총 2년 8월분 (27일 도착); 滿文老檔
, pp.17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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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요청 또한 거절했다.68)
한편 정문익이 조선으로 보낸 馳啟에 따르면, 후금은 답서를 통해 회답한
사안과는 별개로, 조선이 쇄환했던 逃人 5명을 조선으로 돌려보내게 했고,
개시에서 후금 상인들이 供饋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정문익이 속환
해 온 사람들을 후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진다.69) 일단 후금측
기록에서 당시 회답사와 관련된 기록은 국서와 도착 관련 사항만 존재하고,
회답사에 대한 접대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회답사였던 정문익이 남긴
기록70)을 통해, 당시 회답사에 대한 접대 수준에도 일정한 변동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전술했듯 후금의 조선 사신 호행은 대체로 통원보~첨수참 정도의 위치에
서 시작되었다. 반면 정문익 일행은 8월 23일 정문익이 翁北川에서 쉬다가
三關嶺을 넘고 長林川 일대에서 휴식하던 도중 호행군과 조우했다. 이들이
통상적인 호행 위치인 통원보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인 8월 24일이었다.71)
그리고 당시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와 관련해, 정문익은 조선으로 보낸 치계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
68)

69)

70)

71)

各項稿簿 천총 2년 9월 3일( 淸太宗皇帝致朝鮮國書 , 1a-2a); 仁祖實錄 卷
19, 인조 6년 9월 27일.
續雜錄 卷3, 戊辰 9월 3일; 仁祖實錄 卷19, 인조 6년 9월 27일. 한편 續
雜錄 에는 조선측에서 요구한 개시의 정지를 허락했다고 한 사안이 기록되어
있는데, 仁祖實錄 에 기록된 정문익의 치계에는 개시의 정지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었다.
천총 2년 회답사 정문익이 남긴 기록으로는 續雜錄 , 卷3 戊辰, “回答使鄭文
翼等還自虜中啓辭”와 더불어 松竹堂文集 에 수록된 以後金國回答使在瀋陽
啓 이 존재한다. 鈴木開는 두 기록의 비교연구를 통해, 松竹堂文集 에 수록된
기록은 續雜錄 에 실린 기록에 비해 결락된 부분의 존재를 지적했다. 아울러
松竹堂文集 에 수록된 기록은 정문익이 홍타이지와의 속환 교섭을 우위로 진
전시킨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내용이 개변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鈴木開,
2013, pp.92-96). 따라서 본 장에서는 續雜錄 에 실린 정문익의 치계를 주로
인용한다.
續雜錄 卷3, 戊辰 8월 23일, 24일. 한편 이준의 瀋行日記 에는 한양에서 심
양까지의 사행 노정을 기록하며 특정 지명 간의 거리를 기록해두었는데, 정문익
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瓮北川와 동일 지점으로 추정되는 甕北河에서 通遠堡까
지의 거리를 55리(甕北河~八渡河: 15리, 八渡河~通遠堡: 40리)로 기록해 두었
다( 심행일기 ,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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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이 근시 문관(近侍文官)을 사신으로 보낸 것, 예단 물건이 전보다 배
나 많았던 것, 회령 개시 때 도망한 사람을 쇄송한 것, 이란(李灤)을 治罪
한 것, 속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들여온 일들을 일일이 한에게 고하니, 한
이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두 장수를 떠나보내어 멀리 중로에서 영접하게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72) (강조는 인용자)

해당 구절을 통해 홍타이지는 통서 박중남을 통해 사전에 전달받은 조선
측의 대응에 상당히 만족했으며, 이로 인해 사신 접대의 과정 중 하나인 호
행의 수준을 변경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홍타이지가 사신의 예물에
만족했다고 했던 모습은 8월 28일 진행된 조선 사신의 접견례에서 정문익이
전달한 예물의 수준을 보고 후금측 인원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
록에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73) 비록 후금은 逃人 쇄환 요구를 무
마하려는 성격의 별예단을 수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9월 3일에는
결국 별예단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조선 사신에게 전했다.74) 한편으로 9월
2일에 사신 일행이 汗家에 가서 홍타이지에게 사사로이 예물을 전달하자, 후
금에서는 좀처럼 사신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공간인 內庭으로 들어오기를 청
하고, 한의 침실 밖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기도 했다.75) 앞서 양국 간에 오간
국서를 보면, 逃人 송환이나 조선측이 요구한 권인록의 송환 등과 같은 사안
들은 그다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서를 통해 전달한 사안
과는 별개로, 후금은 조선 사신이 가져온 많은 예물에 상응하는 반응으로서
호행 위치를 변경하거나 內庭에서의 연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선 사신
접대의 수준을 변경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천총 5년 후금은 조선 사신의 예물이 점차 줄어들었던 점을 지적하
72)

73)

74)
75)

仁祖實錄 卷19, 인조 6년 9월 27일, “仲男以近侍文官差送事及禮單物件比前
倍多、會寧開市、逃人刷送、李灤治罪、願贖人入來等事, 一一告之, 則汗大
喜。發遣兩將, 遠迎中路者, 亦以此。”.
續雜錄 卷3, 戊辰 8월 28일, “自汗以下, 皆有喜色曰: ‘今番禮單, 異於前日,
始見朝鮮眞實之情。’”.
續雜錄 卷3, 戊辰 9월 3일.
續雜錄 卷3, 戊辰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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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천총 5년 춘신사 박난영이 가져온 춘계 예물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렇지
만 후금은 전례대로 일정한 선물을 사신에게 수여했고, 홍타이지는 인조에게
전달할 인삼을 건네주기 위해 잉굴다이 등을 관소에 보냈다. 그러나 박난영
은 잉굴다이 등이 가져온 선물을 거절하고, 후금은 조선의 예물이 줄어들었
다고 여기지만 후금이 주는 것 또한 줄어들었다며 반문했다. 이에 잉굴다이
는 조선이 예물을 보내는 것은 후금이 조선의 목숨을 보전하고 강토를 돌려
받는 은혜로서 주는 것이니 후금이 조선에 주는 물품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내 박난영은 사과했지만 잉굴다이는 박난영의 말을 홍타이지에게 전
했고, 홍타이지는 분노하여 사신 일행을 일정 기간 후금에 억류했다.76) 후금
이 조선 사신의 예물 수령을 거부한 것은 앞서 천총 4년 위문사 선약해의
접견 사례에서도 나타나기는 했다. 다만 전술했듯 선약해의 예물은 다른 사
례와 비교해볼 때 극히 적은 수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선약
해의 예물은 차후 잉굴다이를 통해 전달은 할 수 있었다.77) 따라서 후금이
사신 접대의 과정에서 조선 사신의 예물 수령을 온전히 거절했던 것은 천총
5년 춘신사 박난영의 사례가 최초였다.
천총 5년 춘신사 박난영이 후금에 전달한 국서에는 춘신 예물을 보낸다는
내용, 潛商人의 단속 요청, 후금이 이전에 요구한 漆液과 大統曆 등의 물품
에 대한 회답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78) 그러나 <표-8>과 <그림-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조선 사신이 전달한 예물 수량은 후금의 지적대로 점
차 감소세에 있었다. 특히 천총 5년 춘신 예물 가운데 직물 수량 총합은
300필로 이전에 보내진 예물 수량 가운데 가장 적었으며, 후금에서 필요로
한다고 파악되어 종종 예물에 포함된 潞洲紬나 緞 계열의 품목 또한 없었다.
이처럼 예물 수량과 품목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후금에서는 조선의 성의
가 줄어들었다고 간주할 만한 여지는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금에
76)

77)
78)

淸太宗實錄 卷8, 천총 5년 정월 26일. 한편 承政院日記 에 의하면, 춘신사
박난영은 천총 5년 3월 4일에 조선으로 귀환했다. ( 承政院日記 冊32, 인조 9
년 3월 4일, “春信使朴蘭英, 入來。”).
심양사행일기 , pp.58-66.
朝鮮國來書簿 冊1, 천총 4년 12월분 (2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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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종전처럼 사신에게 선물을 수여하며 일정선의 접대 수준은 유지하되,
예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박난영의 실언을 계기로 사신을 억류하는 등의 사
신 접대 수준을 변경함으로써 예물 수준에 불만을 표출하려 했던 것으로 판
단해볼 수 있다.
후금은 천총 5년 정월 28일 조선에 전달한 답서를 통해, 조선 사신이 가
져오던 예물이 점차 줄어들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예물 감소를 근거로
조선이 후금을 공경하는 뜻이 약해진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아가 인조가 명
을 강하다 여기고 후금을 약하다고 여기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기까지 했다.
또한 천총 4년 永平 遵化 遷安 일대에서 후금군이 명군에 의해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이때의 패배는 아민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지 후금이 약하기 때
문에 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선이 명의 거짓을 믿지 말고,
조선과 후금 사이의 화호를 거스르지 말 것을 권고했다.79)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회답사 위정철을 파견해서 국서와 예물을 전달했
다.80) 당시 위정철이 가져간 국서를 통해, 조선은 후금과 맺은 동맹을 저버
리지 않을 것이며 명과 후금 사이의 강함과 약함을 헤아려 후금과의 관계에
서의 厚薄을 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직전 춘신 예물의 수량
감소는 조선의 사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고, 다시 예물을 보
내어 이전의 실수를 벌충하고자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81) <표-8>과 <그림
-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회답사 위정철이 가져간 예물 수량은 이전에 전
달된 춘신 예물의 수준과 비슷했고, 품목 면에서도 潞洲紬가 재차 추가되었
다.
회답사 위정철 일행은 천총 5년 3월 26일 심양에 도착해서 영접연을 받았
으나, 4월 18일 홍타이지가 도착하기까지 심양에서 머물러야 했다.

瀋陽往

還日記 의 4월 12일자 기록에서는 李馨長과 박중남 등이 심양을 떠난 홍타
이지가 머무르는 곳에 다녀온 뒤, 홍타이지와 관련된 사항을 위정철에게 전
79)

80)
81)

各項稿簿 천총 5년 2월 16일( 淸太宗皇帝致朝鮮國書 , 10b-14b); 淸太宗實錄
卷8, 천총 5년 정월 28일).
스즈키 카이(鈴木開), 2014, pp.186-189.
朝鮮國來書簿 冊1, 천총 5년 3월분 (26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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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홍타이지가 조선 사신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소식과 조선 사신이 가져온 국서의 내용을 듣고 자못 기뻐하
는 낯빛이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82) 홍타이지는 4월 21일에 위정철
일행을 접견했으며, 접견 자리에서 위정철이 가져온 국서와 예물을 수령했
다.83) 그리고 4월 25일에는 환송연이 진행되었다.84) 전반적으로 瀋陽往還日
記 에서 확인되는 위정철 일행에 대한 후금의 접대 절차는 평범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최소한 위정철의 사례에서는 직전 춘신사 박난영의 사례처럼 후
금이 예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사신 일행을 장시간 억류해두는 모습은 보이
지 않았다. 위정철 또한 瀋陽往還日記 를 통해, 당시 후금의 사신 접대에는
더해짐도 덜해짐도 없었다고 평하기도 했다.85)
한편 4월 23일 후금의 룽시 등은 위정철에게 홍타이지의 말을 전하며, 당
시 위정철이 가져온 예물이 비싼 예물을 줄여서 값싼 예물로 충당한 것이라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양국 간의 화친을 맺은 도리가 손상될 것을 염려해
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천총 원년 회답관 신경호 일행과 천총 2년
회답사 정문익 일행이 귀국한 뒤부터 예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차후 보내올 예물은 천총 원년 회답사 신경호 일행이 가져온 예물
수량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86) 상술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후금은 회답사
위정철 일행이 가져온 예물이 이전 춘 추신사의 예물 수량과 유사한 수준이
라는 점에서 직전 춘신사의 사례와는 달리 접견례에서 예물을 수령했고, 사
신 접대 또한 평범한 수준으로 환원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후금은 조선 사
신을 통해 천총 원년 수준으로 예물을 보낼 것을 요구했던 점에서, 사신과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서라도 조선 사신의 접대를 평범한 수준으로 진행할 필
요 또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후금이 위정철에게 전달했던 천총 원년 회답사 신경호가 가져온 수
82)
83)
84)
85)
86)

심양왕환일기 , pp.50-56.
스즈키 카이(鈴木開), 2014, pp.202-206.
심양왕환일기 , pp.113-114.
심양왕환일기 , pp.116~119.
심양왕환일기 ,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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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사신 예물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것이 조선에 전달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87) 천총 5년 춘신사 박로가 가져간 예물은 직전 위정철이 가
져간 수량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후금은 천총 5년 윤11월 이래로 조선에
일정한 예물 수량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도 후금은 예물과 관련
된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 사신 의 접대 수준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러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표-9>에 천총 5년 추신사 박로의 사례
부터 천총 10년까지의 예물 가운데 직물류 수량을 정리했고, <그림-2>에 직
물류 수량의 총합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단 예물 액수가 비교적 적었던 천총
6년 회답사 元䎘의 사례(직물류 195필, 가죽류 40장, 종이류 50권)는 제외한
다.

<표-9> 천총 5년~10년 조선 사신이 전달한 예물: 직물류 수량을 중심으로
연도

布류(匹)

紬류(匹)
紬(匹)

潞洲紬(匹)

綿류(匹)

5년

秋信使

朴嶋

440

80

20

50

6년

春信使

鄭榏

440

80

20

50

回答使

申得淵

100

150

-

2,000

春信使

朴嶋

600

600

-

7,000

秋信使

羅德憲

-

-

春信使

李時英

秋信使

羅德憲

春信使

李浚

600

秋信使

朴嶋

春信使
回答使

7년

8년
9년
10년

87)

사신

-

600

-

600
-

7,000
-

-

600

-

7,000

20

20

-

-

羅德憲

800

800

-

10,000

李廓

330

75

스즈키 카이(鈴木開), 2014,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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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0

<그림-2> 천총 5년~10년 조선 사신이 전달한 예물 : 직물류 수량 총합

천총 5년 윤11월 후금은 쿠르찬의 조선 파견을 통해, 조선에 일정한 예물
수량을 요구했다.88) 다만 당시 후금이 쿠르찬을 통해 요구한 수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추측이 존재하지만,89) 적어도 직전의
조선 사신이 가져온 예물보다는 많은 수량을 요구했던 것은 분명했다. 그러
나 쿠르찬 파견 이후 파견된 천총 6년 춘신사 鄭榏이 가져간 예물은 직전의
88)
89)

淸太宗實錄 , 卷10, 천총 5년 윤11월 1일.
당시 쿠르찬을 통한 예물 요구와 관련해, 기존 연구에서는 후금이 거둔 대외원
정에서의 성취에 수반하여 조선에 예물 수량을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江嶋
壽雄는 淸太宗實錄 의 기사를 주로 인용하여, 당시 쿠르찬의 파견이 예물 증
액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파악했다. 그리고 쿠르찬을 통해 후금이 요구한 예
물 액수는 천총 6년 바두리를 통해 요구한 액수보다는 낮고, 종래 예물의 5~6
배 정도에 달하는 양이었다고 주장했다(江嶋壽雄, 앞의 논문, pp.56-60). 張存武
는 仁祖實錄 에서 천총 7년 춘신사 신득연이 가져갈 예물을 강정하는 과정에
서 비변사가 ‘骨者’ 즉 쿠르찬이 전달한 예물 수량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쿠르
찬을 통해 요구했던 액수는 천총 7년 신득연이 가져갔던 예물 수량(직물류
2,200필, 가죽류 115장 등)과 더불어 水牛角이 포함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
다(張存武, 淸韓關係 1631-1636 , 韓國學報 1, 1981, pp.78-79). 한편 鈴木開
는 各項稿簿 에 실린 쿠르찬이 가져간 국서에 예물 증액 사안이 언급되어 있
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당시 쿠르찬의 파견이 예물 증액을 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江嶋壽雄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리고 당시 쿠르찬이
요구했던 예물 수량은 天聰 원년 신경호가 파견되었을 때의 수준을 정액화하려
는 것으로 판단했다(鈴木開, 朝鮮 後金間の使者往来について(1631-1633) , 駿
台史學 155, 2015c,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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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총 5년 추신사 박로가 가져간 예물 수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90) 일
단 춘신사 정익은 정월 초하루 의례 자리에서 홍타이지를 접견했고, 다른 접
견례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물을 접견 자리에 늘어놓고 홍타이지에게 전달했
다.91) 다만 후금은 조선 사신이 가져온 예물 액수가 부족하다는 질책이 담
긴 답서를 정익에게 전달했다.92)
반면 춘신사 정익의 사례와는 달리, 후금은 천총 6년 9월 초 심양에 도
착93)했던 추신사 박난영이 가져간 예물의 수령을 거부했다. 게다가 후금은
최근 사유가 생겨 홍타이지가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신의 접견조차
도 거부했다. 당시 후금은 조선 사신이 가져온 예물이 적은 것은 아니나, 이
예물을 받는다면 조선이 자신들에 대해 재물을 탐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94) 이후 대왕대비 김씨의 弔祭를 위해 만
다르한이 조선에 파견되자 句管所에서는 후금이 추신 예물을 받지 않은 이
유를 물었는데, 만다르한은 조선의 국서에 편치 않은 말이 있었고 조선이 변
경 개시를 열지 않으려 해서 이것을 유감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답하기
도 했다.95)
그러나

朝鮮國來書簿 를 통해, 후금이 당시 조선 사신이 가져온 예물에

불만을 가졌던 정황을 엿볼 수 있다.

朝鮮國來書簿 에는 조선 사신이 후금

에 전달한 국서와 더불어, 예물의 목록인 예단 또한 수록되어 있다. 설령 예
물의 수령을 거절한 사례이더라도, 예단은 朝鮮國來書簿 에 남아 있기 때문
에 예물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朝鮮國來書簿 에서 천총
6년 춘신사 박난영이 가져온 국서를 수록한 부분에는 예단이 기록되어 있지
90)
91)
92)
93)
94)

95)

江嶋壽雄, 앞의 논문, p.56.
滿文老檔
, pp.619-621.
淸太宗實錄 卷11, 천총 6년 정월 7일.
滿文老檔
, p.845.
仁祖實錄 卷27, 인조 10년 9월 27일. 한편 홍타이지가 조선 사신을 접견할
수 없었던 ‘연고’와 관련해서는, 조선 사신 도착 다음날인 천총 6년 9월 5일 홍
타이지가 투시예투 어푸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 소복을 입고 애도하고 있는 상
황이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淸太宗實錄 卷12, 천총 6년 9월 5일).
仁祖實錄 卷27, 인조 1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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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그 수량을 확인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朝鮮國來書簿 에 수록된 국서
의 서두 부분에는 해당 국서의 접수 일자 및 전달한 사신 등의 정보가 기록
되어 있다. 반면 朝鮮國來書簿 에 수록된 박난영이 가져온 국서의 서두 부
분을 보면, 조선이 가져오는 예물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예
단이 정해지지 않아서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96) 따라서 천총 6년
추신사 박난영이 가져갔던 예물 수량 또한 천총 5년에 후금이 쿠르찬을 통
해 요구한 수량에 미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불명이지만 예단에도 일
정한 하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후금은 조선 사신의 예물 수준에
불만을 가졌고, 사신이 가져온 예단조차도 기록하지 않고서 예물을 돌려보냈
던 것이었다.
또한 조선 사신의 예물 문제가 부각되면서, 후금은 자국 사신의 접대 수준
제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후금은 추신사 박난영 일행에게 조선이 명 사신
을 영접하는 예와 후금 사신을 영접하는 예를 비교하고, 조선이 이후에도 지
금처럼 후금 사신을 대한다면 후금 사신이 되돌아갈 것임을 언급했다. 같은
해 10월 조선에 파견된 만다르한 또한 조선이 명에 공물을 바치는 횟수와
후금에 예물을 전달하는 횟수를 비교했고, 후금 사신과 명 사신에 대한 조선
조정의 접대 사항을 비교하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97)
후금은 천총 6년 11월 사신으로 바두리[巴都禮/所道里/Baduri] 일행을 조선
에 파견하여 재차 예물 수량의 증액을 요구했다.98) 당시 후금이 바두리를
통해 요구한 예물 수량 가운데 직물은 紬 계열 1,000필, 布 계열 1,000필,
綿 계열 10,000필, 총 12,000필로 구성되었다. 게다가 다른 품목 면에서도
96)

97)
98)

朝鮮國來書簿 冊1, 천총 6년 9월분(8일 도착), “差官朴蘭英齋到 禮未受 因
漸減削故, 并單未定 付原官帶回 禮單未拏來。”.
鈴木開, 2015c, pp.8-9.
江嶋壽雄는 당시 증액을 바두리 정액이라고 지칭했고, 바두리 정액 등장의 원인
으로는 앞서 쿠르찬을 통해 요구한 예물 액수를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한 반감, 후금의 세력 신장 및 경제적인 요구 증대라는 부분을 제시했다(江嶋
壽雄, 앞의 논문, pp.56-57). 한편 李花子는 경제적인 요구 가운데 변경 개시에
서의 이익이 후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후금의 경제적 요구가 조선
의 춘 추계 예물로 전이되었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李花子, 清朝與朝鮮
關係史研究: 以越境交涉爲中心 , 香港: 香港亞洲出版社, 2006,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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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예물 품목에는 없었던 金 銀 水牛角 茶 등의 품목들이 추가되었다. 그
리고 바두리 일행은 자신들을 명 사신의 전례처럼 대접할 것을 조선에 요구
하기도 했다.99) 이에 비변사에서는 앞서 천총 5년에 쿠르찬을 통해 전달받
은 액수를 염두에 두고 직물류 1,650필을 위시한 수량을 제시했고, 해당 수
량에 인조가 감액을 요구해서 최종적으로는 직물류 1,090필을 위시한 수량
이 후금에 보낼 예물로서 확정되었다.100) 그리고 조선 조정은 후금 사신의
접대와 관련해서도 연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려 했다.101) 이후 양측
간의 교섭에 약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12월 7일 후금 사신은 자신들이 주선
한 일을 모두 허락받지 못했다고 하며, 조선 조정이 사신에게 증급한 물품과
말 3필을 두고 떠났다.102)
12월 17일 바두리 일행은 홍타이지에게 글을 올려, 조선 국왕은 후금이
요구한 예물 수량 가운데 10분의 1을 보낼 것이며 금 은 수우각 등은 토산
물이 아니므로 보내지 않으려 한다는 사항을 보고했다.103) 한편 당시 양측의
기록에서는 바두리 귀국 이후의 조선 사신 파견과 관련해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104) 다만 양측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홍타이지가 바두리의 보고를
鈴木開, 2015c, pp.9-10.
仁祖實錄 卷27, 인조 10년 11월 17일.
101) 仁祖實錄 卷27, 인조 10년 11월 19일.
102) 仁祖實錄 卷27, 인조 10년 12월 7일.
103) 淸太宗實錄 卷12, 천총 6년 12월 17일; 滿文老檔
, pp.879-880.
104) 양측 기록의 가장 큰 차이는 ‘조선 사신 朴蘭英(pio lan ying)’의 파견 여부에
있다. 淸太宗實錄 , 滿文老檔 에서는 바두리 등의 보고에 이어서, “조선 사
신( 滿文老檔 : 조선의 올 사신(solho i jidere elcin) 박난영을 들여보내지 말고,
보내올 예물을 받지 말고, 쫓아 보내라”는 명령을 수록해 두었다. 滿文老檔 에
서는 해당 명령에 이어 조선인(solho)을 쫓아 보냈다고 기록했다. 반면 조선측
기록에서는 11월 19일에 신득연을 사신으로 삼았던 것은 파악되지만, 박난영을
사신으로 파견했다는 사항이나 박난영이 추방되었다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다. 그리고 仁祖實錄 12월 24일자 기사에는 ‘예단이 그 이전과 같다면 올 필
요가 없으며, 사신이 오더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홍타이지의 국서
내용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서 江嶋壽雄와 한명기는 후금측 기록을 신뢰했다
(한명기, 앞의 책, p.109; 江嶋壽雄. 앞의 논문, pp.56-57). 반면 鈴木開는 신득
연 일행의 파견에 초점을 맞췄고, 후금측 기록에서 박난영이 도래했다는 인식은
오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鈴木開, 2015c, pp.10-11).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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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서 조선 사신의 입경을 거부하고 예물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제
시했고, 이 방침이 국서로서 조선에 전해진 것은 분명하다.105) 12월 24일 후
금의 국서가 조선 조정에 전해지자, 조선은 천총 7년 춘신사로 파견한 申得
淵을 회답사로 변경하고 小譯을 후금으로 보내 회답사 파견 사실을 전하게
했다.106) 또한 비변사에서는 신득연이 가져간 예물 수량이 천총 5년 쿠르찬
이 제기한 수효보다도 모자라니 綿 계열 직물의 총합을 2,000필로 채울 것
과 국서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107)
조선은 천총 7년 회답사 신득연을 통해 전달한 국서를 통해, 천총 5년 쿠
르찬이 말한 물목 가운데 토산물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낼 것이며
앞서 거절당한 천총 6년분 추신 예물을 보낸다는 점을 전했다.108) 이때 신득
연이 가져간 예물은 직물류 2,250필, 가죽류 116장 등으로, 앞서 바두리를
통해 예물 증액을 요구받고 나서 조선 조정에서 강정한 수량보다는 2배 정
도 증가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예물은 앞서 후금이 바두리를 통해 요구한 수
량에는 미치지 못했고, 품목에 금 은 수우각 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
편 신득연의 치계에 의하면, 후금은 조선 사신의 예물을 수령하지 않았고 바
두리 등이 날마다 사신을 힐책하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강요했다고 전해진
다. 게다가 신득연은 앞서 후금이 바두리를 통해 요구한 액수보다 직물류
1,000필, 花席류 100필 정도가 추가된 예물 요구안을 후금으로부터 전달받고
귀국했다.109)
후금은 신득연의 귀국길에 보낸 답서를 통해 여러 사안들을 전달했다. 일
단 예물과 관련해서는 조선이 명에 보내는 물건들은 기꺼이 감내하면서, 후
금에 보내는 물건들은 유감스러워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후금이
정한 예물 수량에 맞춘 경우, 1년에 2차례 예물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1
仁祖實錄 卷27, 인조 10년 12월 24일.
신득연은 12월 15일 춘신사로 파견되었으나, 조선에서는 12월 24일자 시점부터
신득연을 회답사로 지칭한 것으로 추측된다(鈴木開, 2015c, pp.10-11).
107) 仁祖實錄 卷27, 인조 10년 12월 25일.
108) 朝鮮國來書簿 冊1, 천총 7년 정월분 (9일 도착).
109) 仁祖實錄 卷28, 인조 11년 정월 25일.
10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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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1차례 예물을 보내도 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선이 보내지 않
으려는 금 은 등의 물품은 토산품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명과 통교하고 있으
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아울러 椵島 공격을 위해 배 300
척을 지원함으로서 이전에 명을 도와 후금을 공격했던 과오를 벌충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예물 증액이나 병선 요구 중 하나를 따를 것을 요구했으
며, 만약 따르지 않으면 사신 왕래는 없을 것임을 제시했다. 그리고 후금 사
신을 접대할 때 명 사신을 대하는 예보다 태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110)
앞서 후금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조선이 예물 수량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조선 사신의 입경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후금은 회답사 신득연을 입경시켰다. 비록 후금은 날마다 회답사 일행
을 힐책했으며 예물 또한 수령하지 않았지만, 직전 추신사처럼 예단조차도
적지 않고 돌려보내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후금은 일단 조선이
예물을 증액했던 점에서 협상의 여지를 포착하고 사신 접대의 방침을 변경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후금은 회답사 신득연에게 앞서 바두리를 통
해 요구한 예물 액수보다 약간 증액된 예물 수량을 전달했던 점에서, 사신
접대의 방침 변경을 통해 예물 수량 증액을 위시한 각종 사안들을 보다 직
접적으로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회답사 신득연의 귀국으로 후금의 국서가 전달되자, 조선 조정에서는
후금에 대한 강경책이 제기되기도 했고, 인조 명의로 후금과의 전쟁을 염두
에 둔 교서가 반포되기도 했다.111) 조선에서는 회답사 김대건을 통해, 후금
이 요구한 예물 증액 및 개시 관련 요구들을 따르기 어렵다는 내용의 국서
를 전달하려 했다.112) 그러나 金時讓과 鄭忠信은 회답사 김대건을 의주에 머
물러 있게 하고, 조정에 연명으로 상소를 올렸다. 김시양과 정충신은 상소를
통해 후금의 목적은 앞서 바두리가 말한 수량대로 예물을 증액하는 것에 있
다고 주장했고, 후금의 예물 증액 요구액 가운데 토산물이 아닌 것을 제외하
淸太宗實錄 卷13, 천총 7년 정월 15일(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
pp.101-103).
111) 鈴木開, 2015c, pp.12-13.
112) 仁祖實錄 卷22, 인조 11년 2월 2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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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후금의 요구에 따를 것을 주장했다.113) 그리고 회답사 김대건이 가져온
후금의 답서 및 김대건의 보고를 통해, 조선은 후금의 요구가 오로지 예물의
증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후금이 요구한 예물 수량에
서 일부를 감하되, 이전의 예물 품목을 참작하여 재차 예물 수량을 정함으로
써 후금과의 분쟁을 회피하려는 방침을 세웠고114), 천총 7년 춘신사 박로 일
행을 후금에 파견해서 국서와 예물을 전하고자 했다.115)
춘신사 박로가 가져간 국서를 통해, 조선은 금 은 수우각 등 토산물이 아
닌 것을 제외하고는 힘써 납부하되 1년에 1번 납부하는 것을 법식으로 삼겠
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또한 후금이 자국 사신을 명 사신과 같이 대접하도록
요구한 것은 정묘호란 시기 후금과 맺은 강도맹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형제간의 화호를 돈독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총 세 곳에서의 연향을 베풀고,
후금 사신에게 선사할 물품도 잘 헤아릴 것임을 제시했다.116) 이때 박로가
가져갔던 예물 수량은 직물류 총 8,200필 등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당시 예
물은 수량 면에서 앞서 후금이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품목 면에서도
금 은 수우각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시점까지 조선 사신이 전달한
仁祖實錄 卷22, 인조 11년 2월 11일.
김종원, 앞의 책, pp.148-151; 鈴木開, 2015c, pp.12-14.
115) 춘신사 박로의 파견 관련 기사는 仁祖實錄 卷28, 인조 11년 3월 7일 참조.
한편 續雜錄 의 내용을 통해, 당시 춘신사에는 부사로 羅繪素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續雜錄 卷3, 癸酉 3월 15일). 반면 仁祖實錄 卷28,
4월 1일 기사에서 부사를 차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간원과 비변사의 주장에 인
조가 따랐다는 언급이 나온 뒤에는 조선측 기록에서 부사와 관련된 언급이 확
인되지 않는다. 한편 후금의 선물 수여 기록에는 박로와 통사 사이에 ‘邵評 黃
興(šopin hūwangsing)’이라는 명칭이 존재한다(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pp.80-81, 207-208; 淸太宗實錄 卷14, 천총 7년 6월 5일). 보통 선물 수여 기
록의 순서는 대체로 사신-통사 군관-종인의 내림차순으로 진행되는데, 해당 사
례의 ‘邵評 黃興’은 사신 박로와 사신 외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한다. 또
한 다른 선물 수여 기록에서는 사신만 관직 및 이름을 적었고, 통사나 군관 등
다른 구성원들은 ‘tungse’, ‘giyajan’과 같이 직위만 기록하고 이름은 적지 않았
던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邵評 黃興’이라는 존재는 통사나 군관들보
다는 높은 직위이며, 사신 박로보다는 낮은 직위를 가진 존재로 비정해볼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당시 춘신 사행에는 부사로서 특정한 인물이 후금에 파견되었
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116) 朝鮮國來書簿 冊1, 천총 7년 5월분 (22일 도착).
11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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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액수였다.
한편 후금의 鮑承先은 5월 24일 상주를 올려, 비록 조선에서 가져온 물품
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 두고 보내온 글에도 좋은 말로 답할 것을 건
의했고, 홍타이지로 하여금 대명원정을 위시한 다른 사안에 집중할 것을 상
주했다.117) 5월 26일 홍타이지는 여러 버일러들을 거느리고 조선 사신을 접
견했다. 한편 당시 심양에는 홍타이지의 장모인 암바 마마[Amba mama], 아
지거 마마[Ajige mama]를 위시한 코르친 출신 여인들이 머무르고 있었는
데,118) 홍타이지는 이들을 자신의 곁에 앉게 해서 조선 사신이 가져온 예물
을 보게 했다. 또한 접견 뒤에는 암바 마마 등에게 조선 사신이 가져온 물품
을 하사하기도 했다.119)
후금은 박로의 귀국길에 사신으로 잉굴다이와 다이숭가[代松阿/大所乃
/Daisungga]를 보내 답서를 전달했다. 이 답서를 통해 후금은 조선이 보낸
예물 수량이 부족하기는 하나 누차 이를 물리친다면 형제간의 화의가 무너
질 것을 염려해서 수령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금 은 수우각은 예물로 가져
오지 않는 것을 허락하되, 이외의 토산 물품들은 정해진 액수대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120) 이렇듯 후금은 포승선의 건의대로 조선과의 예물 관련 분쟁을
일단 매듭지으려 했고, 조선이 거부하던 금 은 수우각 등을 예물 요구 품목
에서 제외하며 일정한 타협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종전까지 수령을 거부하던
예물을 박로 일행의 접견 자리에서 수령하고 그 물품을 코르친 출신 여인들
에게 하사한 장면이 표방하듯, 당시 박로 일행에 대한 접대 수준 또한 후금
이 예물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飽承先陳朝鮮事奏 , 淸入關前史料選集 卷2, p.68. 한편 포승선의 이와 같
은 주장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대명원정을 주장하던 그의 성향과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송미령, 天聰 연간(1627-1636년) 지배체제의 확립과
정과 조선정책 , 중국사연구 ,54, 2008, pp.176-177; 王臻, 앞의 책, p.167).
118) 당시 암바 마마 등의 후금 방문과 관련해, 楠木賢道는 망굴타이 버일러의 조문
이라는 명목 하에, 후금 지도층과 코르친 간의 혼인 주선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
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楠木賢道, 앞의 책, pp.83-86).
119)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pp.66-67.
120)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p.208; 淸太宗實錄 卷14, 천총 7년 6월 6일.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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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선은 춘신사를 통해 대부분의 예물을 전달했고, 추신사는 예의를
표하는 수준에서 약간의 예물을 전달했다. 천총 8년 춘신 예물은 작년도 춘
신 예물과 동일한 수량으로 춘신 예물을 전달했으며, 예물 품목으로 茶 품목
이 추가되기도 했다.121) 천총 9년 춘신 예물 또한 천총 8년 예물과 동일한
수량으로 보내졌고, 이 예물과 국서를 전달할 춘신사로는 이준이 파견되었
다. 일단 앞서 살펴본 영접

접견

선물 수여

환송이라는 전반적인

조선 사신 접대 절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준의 사례는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의 전 과정을 확인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사례이기도 하다. 이준은 2
월 25일 통원보에 도착해서 2월 29일까지 호행군을 기다렸고,122) 3월 10일
혼하를 건너 심양 인근 연청에서 영접연을 받았다.123) 3월 12일 이준은 홍
타이지를 접견해서 국서와 예물을 전달했고, 후금은 사신을 위해 예부에서
연회를 진행했다.124) 3월 20일 이준은 각종 선물을 받았으며,125) 3월 22일에
는 심양을 출발해서 영접연을 받고 혼하를 건넜다.126)
한편 瀋行日記 에는 3월 29일 압록강을 건넌 내용에서 이어져서, 이준이
춘신 사행에서의 견문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의하면 이준은 조선과 후금을 자주 오가던 자들의 의견
을 토대로, 후금의 사신 접대가 이전에 비해 약간 더해졌다고 판단했다. 아
울러 이준은 자신이 목도한 바를 토대로, 후금이 조선과 오래도록 화호하려

江嶋壽雄, 앞의 논문, pp.48-55.
심행일기 , pp.42-46, 51-53.
123) 심행일기 , pp.68-75.
124)
심행일기 , pp.79-83;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87-89; 淸太宗實錄 卷23,
천총 9년 3월 12일. 후금측 기록에서는 홍타이지가 이준 일행이 가져온 공물을
살펴보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살펴서 수령하게 하고, 사신에게 차를 내려주었으
며 사신 일행을 숙소(館舍/ebure yamun)에서 머물게 하고,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瀋行日記 에서 접견 후 연회를 예부라고 기록한
것과 달리, 후금측 기록에서는 접견 이후 연회 장소가 문맥상 명확하게 기재되
어 있지 않다.
125) 심행일기 , pp.95-99.
126) 심행일기 , pp.103-105; 舊滿洲檔: 天聰九年 , p.94; 淸太宗實錄 卷23, 천
총 9년 3월 22일.
12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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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파악했다.127) 그리고 瀋行日記 에서는 이준의 판단
했던 것처럼, 다른 사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접대 절차들이 추가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瀋行日記 에 의하면, 기존의 호행 인원 이외에, 홍타이지가 별

도로 파견한 호행 인원인 於應巨伊가 도착해서 사신 일행을 대접했던 사항
이 존재한다.128) 또한 3월 19일 기사에서는 만다르한이 홍타이지의 명이라며
사신을 南門의 누각에 올라 유람하게 하고, 유람이 끝난 뒤 연회를 베풀어
주었던 사항도 존재한다.129) 그리고 3월 20일 기사에서는 접견 후 연회나
환송연과는 별개의 연회로, 조선 사신의 관소에서 연회가 추가적으로 진행되
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준은 3월 20일 진행된 연회를 ‘上馬宴’으로 지칭
했고, 사신과 동행한 상인들에게도 연회상이 주어졌으며 당시 연회가 빈틈없
이 준비되었다고 기록했다.130)
상술한 3가지 사항 가운데, 별도의 호행 인원 파견이나 심양성 남문 유람
등의 접대 사항은 후금측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3월 20일 관소
에서 진행된 연회 관련 기록은 후금측 기록에서도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
다.

舊滿洲檔 의 3월 20일과 21일 기록 사이에는 조선 사신에게 소 1마리

와 양 12마리를 잡아 상 100개를 차려서 큰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131) 해당 연회는 정황상

瀋行日記 에 기록된 3월 20일 연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해당 연회는 후금이 조선 사신에게 베푼
다른 연회와 달리 ‘큰 연회(amba sarin)’로 표현된 점도 특기할 만한 점이지
만, 해당 연회의 규모 또한 이준에게 베푼 환송연의 규모인 소 1마리를 잡
심행일기 , pp.111-116, “當其接待之際, 慇懃致厚之事, 從前慣行者, 皆言比前
漸加云, 且有奴人所稱燕山館舊基通遠堡, 城外所設農舍皆爲我國使臣迎接云,
則雖黠虜情態有不可信, 而據其所見, 似有欲久長和好之意矣, 其接應言辭之間
亦以可見。” 한편 仁祖實錄 에는 이준이 춘신 사행에서 돌아와 올린 서계가
존재하는데( 仁祖實錄 卷31, 인조 13년 4월 15일), 해당 서계는 瀋行日記 에
수록된 내용을 축약하고 표현을 다듬은 것으로 판단된다.
128) 심행일기 , pp.56-58, 62-65.
129) 심행일기 , pp.93-95.
130) 심행일기 , pp.95-99.
131)
舊滿洲檔: 天聰九年 , p.91, “solgoi hafan be emu ihan, juwan juwe honin
wafi, tanggū dere dasafi amba sarin sarilaha.”.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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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 10개를 차린 것과 비교해도 큰 연회였고, 다른 영접 환송연의 규모를
상회하는 큰 규모의 연회이기도 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천총 9년 춘신사 이준의 파견을 전후한 시점과 관련해,
후금이 명과 차하르와의 전쟁에서 여러 전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피하
기 위해 조선과 가능한 평온한 교섭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관점을 제시했
다.132) 그리고 춘신사 이준의 파견을 전후한 시점에 양국 간에 오간 국서 내
용을 살펴보면, 당시 후금과 조선 사이에는 심각한 사안들이 오가지 않았고,
오히려 후금은 조선 사신이 구두로 요구한 사안들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
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우선 이준이 가져갔던 국서에는 춘신 예물을 보낸다는 의례적인 내용만이
담겨 있었다.133) 한편

瀋行日記 의 3월 18일자 기사에서는 이준과 잉굴다

이 마푸타 간의 교섭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준은 회령 개시에 파
견 관원을 보내는 것은 작폐가 심하므로 관원을 개시에 파견하지 않고, 백성
들끼리 교역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후금이 구류하고 있는 조선의 鍾
城 출신 월경채삼인을 송환해서 조선의 국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요구를 제시
했다.134) 이후 3월 20일 후금에서는 앞서 이준이 요구했던 사안들을 사리에
합당하게 처리되도록 국서에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했다.135) 그리고 이준이
귀국길에 가져간 후금의 답서를 살펴보면, 직전에 파견된 후금 사신의 출발
이 지연되면서 후금 사신들이 조선의 궁문에서 弓矢를 찼던 사건136)을 언급
宋慧娟, 1627 1636年間後金(清)與朝鮮關系演變新探 , 東疆學刊 , 2003-02,
p.99.
133)
朝鮮國來書簿 冊2, 천총 9년 3월분 (10일 도착);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87-89; 淸太宗實錄 卷 23, 천총 9년 3월 12일.
134) 심행일기 , pp.85-93.
135)
심행일기 , pp.95-99, “午後又與滿胡來言曰 : 會寧之市, 勿遣差官, 及潛採人
出送事, 上年秋信使累累力陳未遂, 今爲使臣極力周旋, 已得停當, 幷載於國書,
潛採三人卽令押來, 俺等自前相厚之義, 使臣其知之耶?”.
136) 해당 국서에 언급된 직전의 후금 사신, 즉 천총 8년에 파견된 마푸타와 로로
[羅洛/老奴/Lolo]의 출발이 지연된 것은 후금 사신에게 수여할 別贈給을 기다리
는 과정에서, 후금 사신들이 소식이 없다며 卜物을 내버리고 弓矢를 몸에 차고
서 뛰쳐나가는 소동을 벌였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 承政院日記 冊46,
인조 13년 정월 8일, “徐景雨以句管所言啓曰, 金差等, 以等待別贈, 姑留今日,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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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했지만 인조로 하여금 양국 간의 신의를 배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정도에서 문제 제기를 그쳤다. 또한 답서에서는 이준이 제기했던 회령 개시
에 관원을 파견하지 않는 사안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의향을 제
시하되, 교역 질서의 유지를 위해 회령 지방의 수령 관원으로 하여금 개시를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준이 언급했던 월경채삼인의 송
환을 허락하고, 이들을 조선의 법률로 처벌하라는 내용 또한 전달했다.137)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천총 9년 춘신사 이준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신 접
대 수준의 변동 또한 후금이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瀋行日記 의 3월 20일과 22일자 기록을 통해, 후금이 조선 사신의

예물과 관련된 요구를 제기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월 20일 잉굴다이 등은
관소에 와서 조선 사신이 가져온 예단 가운데 약속을 어긴 것이 있어서 여
러 번 돌려보내서 말했으나 끝내 아무런 답이 없었다며, 사신에게 예물과 관
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준은 예단과 관련된 사안은 천총 7년 춘신사
박로의 사행 때 의논하여 정해졌다고 답했다.138) 또한 3월 22일 잉굴다이와
마푸타는 홍타이지의 서신을 전하면서, 예단을 의정할 때 금 은 黑角은 제외
하되 나머지 물품들은 모두 약조대로 가져올 것을 조선 조정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이준은 예단과 관련된 사안은 천총 7년 춘신사 박로의 파견
으로 이미 의논이 끝났다며 반박했지만, 잉굴다이와 마푸타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139)
위 내용을 통해, 앞서 천총 7년 춘신사 박로의 파견을 전후해서 일단락된
조선 사신의 예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금과 조선 사이에는 일정한 인식 차
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후금은 조선과의 재차 예물 수량
而日昏之後, 謂尙無消息, 一時起怒, 棄卜物, 齊佩弓箭, 敺打譯官, 突出中門,
催督騎馬。”).
137)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91-94; 淸太宗實錄 卷23, 천총 9년 3월 22일( 淸
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 pp.153-155).
138) 심행일기 , pp.95-99.
139) 심행일기 ,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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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액, 즉 천총 6년 바두리를 통해 전달했던 수량대로 예물을 가져올 것
을 요구하고 있었다.140) 말하자면 천총 9년 시점 후금은 조선과 우호적인 교
섭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차후 조선 사신이 가져올 예물 수량의 증액을 요구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천총 9년 이준의 사례에서 나타난 접대 수준
의 변동 또한 이전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면에는 후금의 예물 수량과
관련된 요구가 존재했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140)

領木開, 2017,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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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후금의 위세 과시와 사신 접대
상술한

장의 내용을 통해, 조선 사신의 예물이라는 변수에 따라 사신 접

대의 수준에 변동이 존재했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사례 중에는 사신 접견을 후금 내부의 의례 자리에서 진행
하거나 조선 사신을 후금 내부의 별도의 의례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경우들
도 다수 존재했다. 해당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10>과 같다.

<표-10> 천총 연간 조선 사신의 후금 내부 의례 참석 관련 기록
구분 연도

사신
관련사항
鄭文翼
2년 回答使
몽골 장수들을 위한 연회에 조선 사신을 초대함.
朴蘭英
접견 이전에 조선 사신 일행의 군관들을 외곽으로 데
4년 春信使 朴蘭英

4년 慰問使 宣若海

朴嶋

대명원정 개선식 자리에서 조선 사신 접견례가 진행
됨.
명 출신 항장들에게 물품을 하사하는 장면을 조선 사신
으로 하여금 보게 함.
조선 사신 일행 중 두 사람을 대릉하로 데려가서 후
금의 승리를 보게 하고, 조대수를 招諭하는 데 사용된
초항장을 보여줌.
심양 외곽에서의 개선식 자리에서 접견례를 진행했고,

5년 秋信使

대릉하에서 항복한 명 출신 장수들의 투항의식 뒤에 조
吳信男

6년 春信使

鄭榏

7년 春信使

朴嶋

春信使 羅德憲
10년
回答使

려가서 후금의 군세를 보게 함.

李廓

선 사신을 접견함.
대릉하에서 항복한 副將, 遊擊들을 위해 內庭에서 벌
어진 연회에 조선 사신을 초대함.
정월 초하루 의례에서 조선 사신 접견례를 진행함.
후금에 항복한 孔有德 耿仲明 등을 위해 베푼 연회에
조선 사신을 초대함.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 의례에 조선 사신을 강제로 참
석시킴.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조상에게 고하는 의례에 조선
사신을 강제로 참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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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續雜錄 卷3, 戊辰 9월 3일.
-

仁祖實錄 卷22, 인조 8년 2월 27일.

-

淸太宗實錄 卷6 天聰 4년 3월 1일; 滿文老檔
심양사행일기 , pp.60-66;

滿文老檔

, pp.331-332.

, pp.381-383;

淸太宗實錄

卷7, 천총 4년 5월

13일.
-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p.309; 淸太宗實錄 卷10, 천총 5년 11월 8일.

-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pp.316-318; 淸太宗實錄 卷10, 천총 5년 11월 15일.

-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pp.325-327;

淸太宗實錄 卷10, 천총 5년 11월 29일;

仁祖實

錄 卷25, 인조 9년 윤11월 23일.
滿文老檔

, pp.619-621; 淸太宗實錄 卷11, 천총 6년 정월 1일.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pp.73-78; 淸太宗實錄 卷14, 천총 7년 6월 3일.
-

북행일기 , pp.77-87;

滿文老檔

, pp.993-994;

淸太宗實錄

卷28, 숭덕 원년 4월

11일.
-

북행일기 , pp.87-92.

천총 2년 회답사 정문익은 9월 3일 저녁 홍타이지가 몽골 장수들에게 베
푼 큰 연회에 초대되었다.141) 정문익의 기록에 의하면 해당 연회는 접견례와
비슷하게 홍타이지를 비롯한 후금의 왕자들이 평상에 앉아 있었고, 연회에
사용된 기물이나 음식은 이전과 같았다고 했다. 해당 연회에는 홍타이지와
여러 왕자들 및 몽골의 장수 다섯 사람이 참석했다. 몽골의 장수들은 홍타이
지에게 세 번 고두하고 평상에 올라가 포견을 행했고, 다른 왕자들과도 포견
을 행했다. 정문익은 당시 연회 참석과 관련해, 조선 조정이 사신으로 문관
을 차견한 것과 사신이 冠帶를 갖춘 것에 대해 후금이 이것을 성대한 예로
여겨서 몽골에 誇大하려 함이 분명하다고 평했다.142) 물론 이러한 의견은 정
문익의 개인적인 분석에 불과하고, 당시 후금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
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사례들을 보면, 정문익의 지적했듯 후금이 일정한
141)

후금측 기록에서는 코르친 한의 딸과 도도(多鐸/dodo)와의 혼인을 위해 후금으
로 왔던 타이지들 및 사돈들에게 연회를 베풀어준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滿
文老檔
, pp.175-176; 淸太宗實錄 卷4, 천총 2년 9월 3일). 한편 鈴木開는
해당 연회가 9월 6일부터 시작된 차하르 원정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기
도 했다(鈴木開, 2013, p.99).
142) 續雜錄 卷3, 戊辰 9월 3일, “觀其情狀, 以文官差价, 且具冠帶之事, 爲一時
盛禮, 誇大於蒙古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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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가지고 조선 사신을 후금 내부의 의례에 참석시켰던 정황이 확인된
다.
우선 천총 4년 춘신사 박난영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박난영은 천총 4년 2
월 심양에 도착했고, 원정을 나간 홍타이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2월 5
일, 후금은 요토와 호오거가 劉興祚(劉海)의 동생을 잡아왔으니 조선 사신으
로 하여금 이들을 볼 것을 요구했으나, 사신 박난영은 거절했다. 이어서 박
중남이 사신 일행 가운데 군관 이형장 등을 데려갈 것을 청하자, 박난영은
이를 허락했다. 이형장 등은 다음날 돌아왔고, 심양에서 60리 밖에 떨어진
곳에서 후금의 군세와 명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목격했다고 사신에게 보고했
다.143) 홍타이지를 위시한 원정군은 3월 1일에 심양 인근에서 개선식을 진행
했고, 홍타이지는 개선식에서 조선 사신도 접견했다. 그리고 당시 개선식에
서는 후금에 사로잡힌 명 출신 항장인 黑雲龍과 麻登雲이 홍타이지에게 고
두를 올렸다.144)
다음으로 천총 4년 위문사 선약해의 사례에서도 흑운룡과 마등운과 연관
된 의례에 조선 사신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水使公入使瀋陽日記 의 5

월 3일자 기록에서 잉굴다이는 후금군이 북경을 공격해 參將 3인과 郎官 6
명이 항복해 왔고, 때에 맞춰 이들을 홍타이지 앞에 세울 것이라고 사신에게
전했다.145) 선약해는 5월 13일에 홍타이지를 접견했는데, 접견례에는 선약해
일행 이외에도 명 출신 항장인 흑운룡과 마등운도 참석했다. 접견례 이후에
는 연회가 진행되었고, 연회 이후 후금에서는 명 출신 항장들을 한곳에 줄지
어 서게 하고 그들에게 물품을 하사했다. 그리고 후금에서는 선약해에게 그
광경을 보게 했다.146) 같은 날 후금측 기록에서도 홍타이지가 마등운과 흑운
仁祖實錄 卷22, 인조 8년 2월 27일. 한편 후금측 기록을 통해, 당시 후금이
사로잡은 유흥조의 동생은 여섯째 劉興賢임을 살펴볼 수 있다( 淸太宗實錄 卷
6, 천총 4년 정월 3일; 滿文老檔
, pp.336-338).
144) 淸太宗實錄 卷6 天聰 4년 3월 1일; 滿文老檔
, pp.331-332. 해당 의례
에 참석한 흑운룡과 마등운은 후금군이 북경을 공격하던 천총 3년 12월경 후금
군에 의해 생포되었다( 淸太宗實錄 卷5, 천총 3년 12월 17일).
145) 심양사행일기 , pp.52-53.
146) 심양사행일기 , pp.60-6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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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 및 그의 휘하에 있는 장수들에게 각종 물품을 상으로 하사하고, 사람과
가축을 나눠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47)
다음으로는 천총 5년 추신사 박로와 吳信男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박로와
오신남은 8월 11일에 심양에 도착했으나, 홍타이지가 7월경 大陵河로 원정
을 떠났기 때문에 국서를 전하지 못하고 심양에 머물렀다.148) 한편 후금에서
는 10월 13일 조선 사신단 인원 중 두 사람을 대릉하의 군영으로 데려왔
다.149) 그리고 祖大壽를 비롯한 대릉하의 명군이 투항한 뒤인 11월 초8일,
후금에서는 앞서 대릉하로 데려왔던 조선측 인원 두 사람에게 조대수를 招
諭하는데 사용한 招降狀을 보여주고, 상으로 은을 주고서 심양으로 돌려보냈
다.150) 11월 15일 홍타이지가 원정을 끝내고 심양으로 개선하자, 심양을 留
守하던 버일러들은 조선 사신을 데리고 심양에서 40리 떨어진 위치로 이동
해서 홍타이지를 맞이했다. 이때 진행된 개선식에서는 우선 대릉하에서 항복
한 명군이 홍타이지에게 고두를 올렸고, 이어서 조선 사신도 홍타이지에게
고두를 올리고 접견했다.151)
개선식 이후 홍타이지는 항복한 명군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연회를 베풀
었고, 조선 사신은 11월 29일 홍타이지가 遊擊에서 副將까지의 장수들에게
베푸는 연회에 초대되었다. 당시 연회는 內庭[han i boo]에서 병풍과 황색
장막을 치고 진행되었고, 홍타이지는 평상에 앉았다. 명 출신 항장들은 汗에
게 접견하는 예로서 무릎 꿇고 고두하고 왼쪽 상부터 차례대로 앉았다. 다음
으로 조선 사신들은 조선의 예로서 무릎 꿇고 고두하고 오른쪽 상의 맨 끝
滿文老檔
, pp.381-383; 淸太宗實錄 卷7, 천총 4년 5월 13일.
仁祖實錄 卷24, 인조 9년 9월 18일; 滿文老檔
, pp.550-551.
149)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p.286; 滿文老檔
, pp.577-578; 淸太宗實錄 卷10,
천총 5년 10월 13일. 內國史院檔 에서는 당시 후금이 데려온 조선측 인원을 조
선의 관원(solhoi hafan)으로 기록했고, 그들의 이름을 sindari와 pasa로 기록했다. 반
면 滿文老檔 과 淸太宗實錄 에서는 사신(elcin)으로 기록했다.
150)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p.309; 淸太宗實錄 卷10, 천총 5년 11월 8일. 內國史
院檔 에서는 조선측 인원과 관련해서 ‘데려온 조선 관원의 군관 한 사람, 통사 한
사람(gajiha solho hafan i giyajan emke, tungse emke)이라고 기록했고. 淸太宗實錄
에서는 朝鮮通事 한 사람, 從者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다.
151)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pp.316-318; 淸太宗實錄 卷10, 천총 5년 11월 15일.
147)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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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앉았다. 연회 자리에서 홍타이지는 참석자들에게 차를 내려주고 마시게
했다. 그리고 홍타이지와 후금측 인원, 항장, 조선 사신 순으로 각종 음식을
차린 연회상을 차리게 했다. 다음으로 홍타이지는 부장들에게 옥 술잔과 금
술잔에 술을 따라주고 마시게 했고, 참장과 유격들에게는 금 술잔과 은 술잔
에 술을 따라주고 마시게 했다.152) 한편 박로는 귀국 후 인조를 인견한 자리
에서 당시 연회와 관련해, 홍타이지가 私室에서 別宴을 마련하여 조선 사신
을 자신의 옆에 앉게 하고 鋪氈을 다섯 겹 깐 자리에서 금과 옥으로 된 잔
에 술을 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153)
천총 7년 춘신사 박로는 홍타이지가 孔有德과 耿仲明을 접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 초대되었다. 당시 의례는 6월 3일 홍타이지가 東京城에 머무
르고 있는 공유덕과 경중명을 심양으로 부르는 과정으로 시작되었다. 다음으
로 홍타이지는 여러 버일러들을 거느리고 심양성의 德盛門으로 나왔고, 10리
밖의 渾河 연안에서 접견이 진행되었다. 홍타이지를 위시한 여러 버일러들이
공유덕과 경중명을 거느리고 하늘에 사은하고 三跪九叩頭를 행했다. 홍타이
지는 평상에 앉았고, 공유덕과 경중명은 명 황제를 접견하는 예[漢禮/daiming
han de acara doroi]로서 홍타이지를 접견했고, 이어서 홍타이지와 포견을 행
했으며, 다이샨 및 여러 버일러들과도 포견을 행했다. 공유덕과 경중명 휘하
의 관원들은 삼궤구고두를 행했다. 접견이 끝난 뒤 공유덕과 경중명은 각종
물건을 홍타이지에게 바쳤다. 홍타이지는 연회를 베풀어주고 금잔에 술을 따
라서 공유덕과 경중명에게 친히 하사하고, 연회가 끝난 뒤에는 각종 물품들
도 공유덕과 경중명 일행에게 하사했다.154)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후금의 대명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으
로 평가된 사안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단 천총 3년~4년에
걸친 후금의 첫 중원 침공은 북경을 우회 공격하여 袁崇煥을 제거함으로써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pp.325-327; 淸太宗實錄 卷10, 천총 5년 11월 29일.
한편 淸太宗實錄 의 기사에서는 조선 사신이 참석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153) 仁祖實錄 卷25, 인조 9년 윤11월 23일.
154)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 pp.73-78; 淸太宗實錄 卷14, 천총 7년 6월 3일. 다
만 淸太宗實錄 의 기사에서는 조선 사신이 참석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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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성과를 거둔 원정이었다.155) 또한 천총 5년 대릉하 공성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후금은 山海關과 錦州로 나아갈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고, 다
수의 명군이 후금에 투항하며 차후 대명원정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할 수 있
었다.156) 아울러 천총 7년 후금으로 귀순한 공유덕과 경중명의 한인 군대는
후금의 여러 원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157) 특히 천총 7
년 공유덕과 경중명을 접견하는 의례에서 홍타이지가 여러 버일러들의 반대
를 무릅쓰고 포견례를 행함으로써 공유덕과 경중명에게 예우를 표하려 할
정도로,158) 홍타이지 개인으로서도 이들의 귀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의례의 진행 과정 측면에서도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천총
4년과 5년의 사례는 사신 일행을 불러 대외원정의 성취 체감
접견례 참석

개선식 및

연회 및 물품 하사 총 3가지 단계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물론 천총 7년의 사례는 공유덕과 경중명이 귀부해 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약간 다르지만, 천총 4년과 5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접견례와 연회
그리고 물품 하사 단계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의례 자리에서는 모두 홍타이
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으며, 의례에 참석한 명 출신 항장들은 삼궤구고
두로 대표되는 군신 간의 예법159)으로 홍타이지에게 배례를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연회와 물품 하사 단계 모두 홍타이지가 주체가 되어 의례 참석자들
에게 베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듯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후금의 대외원정 성취를 과시하는 성격의
의례였다. 아울러 후금 한 홍타이지와 새롭게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맺은 명
출신 항장들 간의 상하관계를 적시하는 과정을 통해, 홍타이지로 대표되는
155)

당시의 대명원정에 관해서는 박민수, 홍타이지 시기(1627-1643) 만주의 對 중
국 전략 , 군사 107, 2018, pp.200-203; Frederic Wakeman Jr.,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nia Press, 1985., p.165 참조.
156) Frederic Wakeman Jr., Ibid., pp.170, 194-196.
157) Op.Cit., pp.199-202.
158) 김선민, 앞의 논문, pp.77-78.
159) 삼궤구고두의 개념 및 의미와 관련해서는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
서울 : 소명출판, 2019, pp.222-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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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금의 위세를 강화하고 과시하는 성격의 의례이기도 했다. 그리고 內國史
院檔 의 기록을 통해, 후금이 조선 사신을 의례에 참석하게 한 직접적인 의
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A) 그 연회에 사신 왔던 조선(solho)의 관원 왔다. (…) 한께서 아문에
나와서 접견했었다. 훈계할 기회[targara ucuri]라며 그 연회에 데리
고 와서 만나게 했다. 그들의 예로서 고두하고 무릎 꿇고 접견하기
를 마친 뒤, 오른쪽 상으로부터 먼 곳의 한 臺의 가에 앉게 했다.
(후략)160)
(B) 그 연회에, 조선 예물 가지고 고두하러 온 박로 관원이 보도록
[tuwakini] 하려고 데려왔다.

161)

(강조는 인용자)

(A)에서 말하는 ‘그 연회’란 후금이 천총 5년 11월 29일 대릉하에서 항복한
관원들을 위한 연회에 박로 일행을 부른 것을 지칭하는데, 후금에서는 해당
연회를 ‘훈계할 기회[targara ucuri]’라고 언급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 (B)
에서 말하는 ‘그 연회’는 천총 7년 홍타이지가 공유덕과 경중명 등을 접견한
의례 뒤에 베푼 연회를 지칭하는데, 박로로 하여금 해당 연회 장면을 ‘보도
록[tuwakini]’ 하려는 의도로 사신을 데려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천총 4년 선약해의 기록에서도 후금이 흑운룡과 마등운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는 장면을 선약해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후금은 의례라는 수단을 통해,162) 후금이 명에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 p.327, “tere sarin de elcin jihe solho hafan jihe. ( ) han
yamun de tucifi acambihe. targara ucuri seme tere sarin de gajifi acabuha. ini doroi
hengkileme niyakūrame acame wajiha manggi, ici ergide besergenci aldangga emu tai
dubede tebuhe. ”.
161)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p.79, “tere sarin de solgo doroi ulin benjime
hengkileme jihe pio lu hafan be tuwakini seme ganaha bihe. ”.
162) 이선애는 후금 한 홍타이지와 몽골 왕공 간에 벌어진 의례의 양상을 통해 후금
시기의 의례가 대외적 관계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당시의 의례가 후금 한-청 황
제의 권위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이선애, 앞의 논문,
pp.165-18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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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을 조선 사신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의례
과정에서 가시화된 후금의 위세를 조선 사신, 나아가 조선에도 각인시킬 기
회로서 삼았던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후금은 누르하치 이래로 명과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었다. 게다가 천총 원
년 후금은 정묘호란으로 명의 조공국인 조선을 공격하며, 명과 조선이 맺은
조공-책봉관계에도 도전한 상황이었다.163) 이에 천총 연간 후금은 조선과의
관계 하에서 명을 일정한 경쟁상대로 상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듯, 천총 연간 후금은 조선과의 교섭 과정에서 누차 조선
이 명을 대하는 것과 후금을 대하는 것을 비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조선이 형제관계를 맺었으면서도
후금이 사실상 조선으로부터 군신관계에 입각한 대접을 받으려 했다는 주장
을 제기하기도 했다.164) 그러나 설령 후금 내부에서 조선과의 관계를 군신관
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존재했더라도,165) 천총 연간에는 대명원정과 대차하
르 원정 과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던 점에서 후금이 조선과의 관계를 곧장
개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166) 아울러 천총 연간 후금
Yuanchng Wang, Ibid., pp.99-100. Wang은 해당 논고를 통해 입관 이전 청조
(후금)가 중국적인 세계질서에서 중심국으로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입증하고 강
화하기 위해 정치적 문화적 자원을 조선으로부터 끌어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다만 Wang의 주장에서 천총 연간 후금이 점차 조선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준
(quasi) 조공 체제로 바꿔나가려 했다고 파악했던 점은 한계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164) 한명기, 앞의 책, p.152; 王臻, 앞의 책, pp.145-147; 宋慧娟, 앞의 논문,
pp.48-50.
165) 續雜錄 의 기록에서는 천총 6년 파견된 후금 사신 바두리가 양국관계를 군
신관계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續雜錄 卷3, 壬申
11월 9일 “‘金差言: 當革兄弟之盟, 更結君臣之約’”). 한편 천총 7년 조선측의
국서에서 “작년(천총 6년) 귀국의 차인이 와서 처음으로 종전에 없던 말을 꺼내
고, 兄弟之國을 君臣之國과 같게 한다고 하니,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
까?”(上年貴差之來 始發從前所無之語 欲使兄弟之人 同於父子之國 豈不謬
哉) 라고 제기한 것을 통해, 일단 續雜錄 에서 확인되는 바두리의 발언은 조
선측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國來書簿 冊1, 천총 7년 5월분
(22일 도착)).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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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선의 명에 대한 事大의 구체적인 곡절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조선에
명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한 상황도 아니었다.167) 무엇보다도 천총 연간 양국
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묘화약에서 약속한 선린우호의 기조를 대체로 유지
하고 있었고, 후금은 천총 연간 종반까지도 형제관계의 틀에서 조선을 인식
하고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168) 따라서 천총 연간 후금은 조선
에 명과의 絶和를 강요하거나 군신관계를 곧장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더라도, 경쟁상대인 명에 군사적으로 앞서고 있는 점을 통해, 형제국인 조선
으로부터 보다 나은 대우를 기대하고 있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의례 참석 사례들을 전후한 시점에서는 후금 입장에
서 조선이 명의 편을 드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선 천총 4년 위문사 선약해의 파견 계기가 된 천총 4년 춘신사의 귀국을
전후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천총 4년 춘신사 박난영이 후금 사신과 동
행해서 귀국하던 도중, 가도에 주둔하던 명군에게 공격을 받아 후금 사신이
다시 귀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 개시 사무를 위해 양국을 오
가던 통사 박중남도 가도의 명군에게 공격을 받았다. 당시 조선은 가도의 劉
興治로부터 박중남을 칠 것을 사전에 제안받았지만, 의주 부윤 李時英은 박
중남을 창성으로 도피시키는 모습을 보이며 후금에 유리하게 대처하는 모습
을 보였다. 그러나 후금은 조선과 가도의 명군이 연대하여 후금측 인원을 공
격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선을 추궁하려 했다.169) 다음으로 천총 5년 추신사
이러한 정황은 천총 7년 6월 후금 지도층들이 명 차하르 조선을 놓고 어느 곳
을 먼저 공격할 지를 논의한 자리에서, 16명의 만주 대신들 가운데 조선을 먼
저 공격하자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박민수, 앞의 논문, pp.204-211; 谷井陽子, 앞의 책, pp.223-227).
167) 鈴木開, 2015c, pp.8-9.
168) 구범진, 조선의 대(對)후금 청 외교와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 , 백영서 정상기
편, 내일을 읽는 한 중관계사 , 서울: RHK, 2019, p.163; 鈴木開, 2017,
pp.59-60.
169) 鈴木開,
劉興治와 朝鮮과의 관계에 대하여 ,
만주연구
19, 2015b,
pp.168-170. 당시 후금의 의심은 各項稿簿 , 천총 4년 4월분( 淸太宗皇帝致朝
鮮國書 6b-7a; 中國國家博物館 編, 中國國家博物館館藏文物研究叢書: 明清檔
案卷(淸代) ,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p.3)에 실린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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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로 파견 이전 시점인 천총 5년 7월경 후금은 만다르한 등을 사신으로 보
내어 가도 정벌을 위해 조선에 선박 대여를 요구했지만, 조선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170) 마찬가지로 천총 7년 춘신사 박로가 심양에 도착하기 이
전 시점인 천총 7년 4월경, 후금은 잉굴다이와 로키[羅奇/勞起/彔只/Loki] 등
을 사신으로 보내어 자국으로 귀부하고 있는 공유덕과 경중명을 위해 조선
에 미곡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
다. 오히려 조선 조정은 공유덕과 경중명을 추격하는 명군의 곡물 지원 요구
를 받아들였고, 명군과의 협공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군을 동원해서 공유덕과
경중명 일행의 추격에 동참했으며, 공유덕과 경중명 일행을 엄호하던 후금군
과 전투를 벌이기까지 했다.171)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천총 연간 후금은 자신들이 명에 군사적으로 앞
서고 있는 우세한 상황을 조선에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후금은 조선에 보내는 국서를 통해서도 후금의 위세를 전달하
기도 했지만, 마침 심양에 머무르고 있던 조선 사신을 통해서도 후금의 위세
를 보다 가시적인 형태로 제시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후금은 조선
사신 접대 절차에 상술한 의례 과정들을 추가함으로써, 조선이 事大하고 있
는 명에 후금이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후금 한 홍타이지와 명 출신 항장들이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나 홍타이지가 명 출신 항장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
를 제시함으로써, 홍타이지로 대표되는 후금의 위세를 가시적인 형태로 과시
하려는 기회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의례들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후금은 홍타이지가 의례의 중심이 되
어 자신의 군주권을 과시하기 위해 진행된 천총 6년 정월 초하루 의례에서

170)
171)

한명기, 앞의 책, pp.127-130.
위의 책, pp.133-134, 477-481. 다만 한명기의 연구에서는 천총 7년~10년 사이
의 후금과 조선 간의 교섭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공유덕과 경중명의
귀부 이후 양국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던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파탄론’에 대한 반박은 구범진, 앞의 논문,
pp.162-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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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선 사신을 접견했다. 천총 6년 정월 초하루 홍타이지는 여러 버일러들
을 이끌고 하늘과 조상들에게 고두한 뒤에 대아문으로 이동해 단독으로 남
면했다. 이어서 여러 버일러들, 타이지들, 팔기의 총병관들, 차하르, 칼카의
버일러들, 구사어전, 대릉하에서 항복한 명 출신 관원들, 아루 몽골 출신의
어전들, 三敎의 종교 지도자들이 홍타이지에게 고두를 올렸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신 정익이 예물을 탁자에 두고 국서를 바쳤고, 홍타이지에게 고두를
올렸다. 고두가 끝난 뒤에는 홍타이지가 다이샨의 처소에서 다이샨에게 고두
를 올렸고, 이어서 큰 연회가 진행되었다.172)
천총 6년 정월 초하루 의례는 앞서 살펴본 대외원정의 성취 과시와 관련
된 의례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게다가 의례 자리에서는 대릉하
전투에서 항복한 명 출신 관원들 이외에도 여러 소속의 사람들이 홍타이지
에게 고두를 올렸다. 한편 당시 의례는 홍타이지의 군주권 확립이라는 차원
에서 중요한 의례로 평가된다.

장에서 살펴본 조선 사신의 접견례 사례에

서도 확인되듯, 홍타이지는 누르하치로부터 한위를 계승한 이후 공식 행사에
서 다이샨, 아민, 망굴타이 등의 암바 버일러와 나란히 앉아서 南面했다. 그
러나 천총 4년 영평 일대를 상실한 책임 등으로 아민이 실각했고, 천총 5년
대릉하 원정 과정에서 망굴타이가 유폐되었다. 이에 예부승정 李伯龍은 천총
6년 정월 초하루에 홍타이지의 단독 南面을 주장했고, 여기에 다이샨도 동의
했다.173) 이로써 천총 6년 정월 초하루에서는 최초로 홍타이지가 단독으로
南面하고, 종전까지 함께 남면했던 다이샨과 망굴타이는 홍타이지보다 아래
에 위치했다. 아울러 팔기 인원들이 고두하는 순서도 종전에는 해당 기를 관
장하는 암바 버일러의 연령 순서로 진행되었다면, 천총 6년 정월 초하루 의
례에서는 홍타이지가 관장하는 鑲黃旗와 正黃旗를 우선으로 하는 서열에 따
라 고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174)
이렇듯 천총 6년 정월 초하루 의례는 여러 의례적 장치를 통해 홍타이지
淸太宗實錄 卷11, 천총 6년 정월 1일; 滿文老檔
, pp.619-621.
송미령, 앞의 논문, pp.166-173.
174) 유소맹 저, 앞의 책, pp.398-399; Macabe Keliher., The Board of Rites and the
Making of Qing China, Berkeley: Universirty of Califonia Press, 2019., pp.45-54,
17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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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독 통치권이 확립되었음을 표출하는 중요한 의례였다. 따라서 후금은
대외원정의 성취와 연관된 의례에서 의도했듯, 마침 심양에 체류하고 있던
조선 사신 정익을 정월 초하루 의례에 참석시킨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단독으로 남면한 홍타이지가 명 출신 관원들 이외에도 만주인 몽골인 등
수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장면을 제시하는 의례 과정을 통해, 홍타
이지의 군주권 확립으로 대표되는 후금의 위세를 형제국인 조선에서 파견한
사신에게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접견 자리에서 조선 사신이 가져온 춘신 예물을 수령한 점을 토대로,
당시 후금이 조선 사신의 의례 참석을 통해 의도했던 바를 유추해볼 수 있
장에서 확인했듯 춘신사 정익이 전달한 춘신 예물은 후금이 쿠르

다. 앞서

찬을 통해 전달했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후금은 자신들
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예물의 수령을 거부했던 인접 사례들과 달리 천총 6
년 정월 초하루 접견 자리에서 정익 일행이 가져온 예물을 수령했으며, 예물
에 대한 불만 제기는 사후에 답서를 통해 예물 수준에 대한 질책을 제기하
는 정도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천총 4년 위문사 선약해의 접견례 때 후금이 조선
사신의 예물을 접견 자리에서 수령하지 않자, 조선 사신들은 引禮 등의 후금
측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배례 및 이후의 연회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다
가 겨우 의례에 참석한 사례가 존재했음을 감안할 수 있다.175) 따라서 후금
은 정익 일행이 가져온 예물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정월 초하루 의
례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조선 사신의 의례 참석을 도모하기 위해 일단은 예
물을 수령했던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말하자면 당시 후금은 조선과의 교
섭 사안인 예물 수량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조선 사신의 의례 참석을 통
해 후금의 위세를 과시할 필요성을 더욱 긴요한 사안으로 여겼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던 조선 사신의 예물 문제가 천총 7년 춘신사 박

로의 파견으로 일단락된 이후 시점에서는, 후금이 자국의 위세와 관련된 사
175)

심양사행일기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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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사신 접대의 수준을 변경한 사례들도 존재했다. 천총 8년 추신사 나
덕헌이 가져간 국서에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사신 이외에는 사행
무역을 금할 것, 교역에서는 토산품만을 위주로 할 것, 사행 무역이 진행되
었으니 회령 개시를 중단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서에 말미에는 나머
지 사안들은 사신이 구두로 아뢸 것이라는 점을 전달했다.176) 해당 국서를
접한 홍타이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여겼고, 사신이 구두로 전할
사안을 들으러 잉굴다이 등을 추신사 나덕헌에게 보냈다. 당시 나덕헌이 구
두로 전한 사안은 조선 궁정에서 후금 사신들이 앉을 의자를 치울 것이며,
후금 사신의 坐次 또한 조선 대신들의 끝자락에 앉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
다. 이 소식을 들은 홍타이지는 분노하여 사신 접견을 거부하고 예물도 수령
하지 않았고, 사신을 돌려보내 질책이 담긴 국서를 전달하려 했다. 이후 나
덕헌의 간청으로 사신 전원을 돌려보내지는 않았으나, 후금은 사신 일행 일
부를 보내 조선에 답서를 전했다. 해당 답서를 통해 후금은 조선에서 보낸
국서에 담긴 사안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나덕헌이 전달한 좌차 문제
와 관련해서, 좌차는 홍타이지와 사신을 공경하는 뜻이며 이미 갖춰진 구례
인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조선이 후금과의 화호를 무너트리려는 것 아니냐
며 비난했다. 또한 후금이 명과 차하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조선이
사신을 보내 축하하지 않았고, 도리어 좌차와 관련된 예를 바꾸려 하여 양국
의 화호를 무너트리려 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177)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나덕헌이 후금 사신의 좌차 문제를 언급해서 질책
을 받았음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答書齎去官 이정현을 파견했다.178)
이정현이 가져간 국서를 통해, 조선은 후금이 질책한 사항들을 대체로 인정
朝鮮國來書簿 冊1, 천총 8년 11월분(2일 도착). 기존 연구에서는 해당 사례
와 관련해, 후금이 요구하던 조선과의 무역 기회를 축소하려는 조선측 국서의
내용으로 인해 불만을 품게 되었던 점에 집중했다(陳捷先, 앞의 논문,
pp.345-346; 張傑, 後金時期滿族與朝鮮的貿易 ,
遼寧大學學報 , 2008-03,
p.76; 石少穎, “仁祖時代朝鮮對後金(清)交涉史研究(1623-1649)”, 山東大學 박사
학위논문, 2008, pp.83-84; 鈴木開, 2017, pp.44-45).
177)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pp.339-347; 淸太宗實錄 卷20, 천총 8년 10월 29일.
178) 備邊司謄錄 冊4, 인조 12년 11월 13일, 11월 14일.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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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다만 개시 등으로 변경지역의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상황을 전하고,
양국의 화호를 무너트릴 뜻이 결코 없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추신사의 파견
때 후금의 원정 소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국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언
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해명했다.179) 홍타이지는 해당 국서를 보고 나
서야 평소대로 사신을 접견하고 예물을 수령했으며, 사신에게 선물을 수여하
고 환송연을 진행했다.180)
이듬해인 천총 9년 후금은 6월 16일자 국서를 통해 차하르의 귀부 소식,
영원과 금주에서의 승리, 동해여진 정복 등의 원정 성과를 조선에 전했
다.181) 이후 천총 9년 추신사로 파견된 박로가 전달한 국서 중에는 앞서 후
금이 6월 16일자로 보낸 국서의 내용을 통해 차하르의 귀부 사실을 알게 되
었음을 언급하며 후금의 위세가 넓어진 점이 기쁘다는 언급이 담겨 있었고,
이 국서는 10월 14일자로 후금에 접수되었다.182)

장에서 살펴보았듯, 일단

국서가 접수되기 전 시점인 9월 30일에 진행된 영접연은 다른 사례들과 비
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차하르 귀부 사실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긴 국서가 접
수된 시점부터,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수준에는 일정한 변화가 관찰된다.
후금은 10월 15일에는 일반적인 접견 장소인 大衙門 대신 홍타이지의 개인
적 공간인 內殿으로 박로를 불러서 접견했고, 차하르로부터 얻은 옥새를 보
여주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환송연의 규모 또한 다른 사례들에 비해 상당히
큰 수준이었다.183)
그리고 천총 10년 춘신사 나덕헌과 회답사 이확이 참석을 강요받은 의례

朝鮮國來書簿 冊1, 천총 8년 12월분 (4일 도착).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 pp.373-376; 淸太宗實錄 卷20, 천총 8년 12월 4일.
181)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182-185; 淸太宗實錄 卷23, 천총 9년 6월 16일.
182)
朝鮮國來書簿 冊2, 천총 9년 10월분 (14일 도착);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321-322. 당시 박로가 가져간 국서는 총 2건이었다. 첫 번째 국서는 추신 예
물을 보낸다는 의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두 번째 국서는 본문에서 언급된
차하르 귀부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천총 9년 후금 영토에 표류했던 冬至使 소
속 통관 金得聲 일행을 구휼해준 것(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136-137; 淸太宗
實錄 卷23, 천총 9년 5월 16일)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이었다.
183) 舊滿洲檔: 天聰九年 , pp.320-322; 淸太宗實錄 卷23, 천총 9년 10월 15일.
17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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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석 사례를 통해, 홍타이지가 황제로서 즉위한 시점에서는 조선 사신의
의례 참석을 통한 위세의 과시와 더불어, 칭제의 명분 충족이라는 의도가 추
가된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일단 北行日記 에 의하면 천총 10년 3월 29
일 후금은 심양성 밖 宴廳에서 나덕헌 일행에게 영접연을 진행했고, 나덕헌
도 당시 접대가 이전과 같았다고 평했다.184) 이어서 4월 2일에는 접견례가
진행되었다.185) 물론 나덕헌은 당시 접견례가 간략하고 경홀한 모양새라고
평했으며, 이전에는 홍타이지가 만다르한을 불러서 사신을 후하게 접대할 것
을 명한 반면, 이번 접견례에서는 홍타이지가 인조와 조선 사신의 안부를 묻
는 예도 없었다고 평하기도 했지만,186)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인
접대 수준에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4월 11일을 기점으로 조선 사신은 여러 의례 참석을 강요받았
다.187) 4월 11일 홍타이지는 여러 인원들을 거느리고 심양성 남문인 德盛門
외곽에 쌓은 제단으로 이동했다. 우선 홍타이지는 天地에 삼궤구고두를 올리
고 제를 올렸다. 이때 선포된 祝文에서는 홍타이지가 조상의 사업을 흥하게
하고, 조선을 정복했고, 몽골을 통일했고, 옥새를 얻으며 큰 위업을 천하에
떨쳤으니, 이에 여러 사람들의 바람을 좆아 홍타이지가 제위에 오르고 국호
를 大淸으로, 연호를 崇德 원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선포했다. 다음으로는 홍
타이지가 尊號를 받는 의례가 진행되었다. 홍타이지는 천지에 제를 지낸 단
동쪽에 따로 쌓은 단에 올랐고, 사람들은 홍타이지에게 삼궤구고두를 올렸
다. 이어서 만주의 버일러들, 코르친 투시예투 어푸의 아들 바다리[巴達禮
/Badari], 차하르 릭단 한의 아들 에제이[額哲/Ejei], 공유덕이 각종 보물을 바
쳤다. 만주 몽골 한인들은 홍타이지에게 寬溫仁聖皇帝의 존호를 추대한다는
북행일기 , pp.56-57.
滿文老檔
, p.982.
186) 북행일기 , pp.59-60.
187) 숭덕 원년 4월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 의례 과정 및 의례에 사용된 축문과 관
련해서는 中國第一曆史檔案館에 소장된 만문 당안을 토대로 의례 과정을 분석
한 石橋崇雄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石橋崇雄, 淸初皇帝權の形成過程: 特
に 丙子四年四月 祕録 登ハン大位 にみえる太宗ホン タイジの皇帝即位記
事を中心として , 東洋史研究 53-1, 1994, pp.102-127).
184)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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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만주어와 몽골어, 한어로 된 표문을 바쳤고, 홍타이지에게 삼궤구고
두를 올렸다. 한편 청측 기록에서는 의례 참석자들이 홍타이지에게 예를 행
할 때, 조선 사신이 배례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188)
北行日記 의 4월 10일자 기록에 의하면, 후금의 예부 관원과 통사 정명수
는 내일 홍타이지가 교외에 나가니 조선 사신도 그 자리에 갈 것을 요구했
다. 그러나 나덕헌은 규례 상 한번 접견을 한 뒤에 홍타이지와 사신이 상견
하는 예가 없고, 사신이 교외로 나가는 전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거절했
다.189) 다음날인 4월 11일 조선 사신은 관소에서부터 의례 참석을 거부했으
나 결국 붙들려서 남문 밖에서 진행된 의례에 끌려왔다. 그러나 조선 사신들
은 의례의 반열에 서는 것을 거부했고 배례 또한 거부했다. 청측에서는 사신
이 잠시 參賀한다면 조선으로 돌려보낼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
할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나덕헌은 거부했다. 결국 청측은 의례가 벌어지는
장막 밖으로 나덕헌 일행을 끌어냈다. 조선 사신이 관소로 돌아오자, 만다르
한은 의례 자리에서의 사신의 행동을 힐난했고, 내일 홍타이지가 동쪽 교외
로 나갈 것이며, 홍타이지가 사신을 의례 자리에 불렀다는 것을 전했다.190)
4월 12일에 벌어진 의례는 홍타이지가 심양성 동문 밖 교외로 나가 황제
로서 선조들을 추존하고 공신들을 추증함과 더불어, 선조와 공신들에게 제를
올리고 축문을 선포함으로서 홍타이지의 존호 수여 사실을 고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전반적인 의례는 존호 수여 사실을 고하는 대상이 선조들 및 공신으
로 바뀌었을 뿐, 전반적인 의례 과정은 4월 11일 의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홍타이지의 아버지 누르하치와 어머니 여허나라씨에게 바
치는 축문에서는 전날의 축문에서 언급한 존호 수령의 명분인 조선 정복, 몽
골 통일, 옥새 획득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191) 청측 기록에서 조선 사신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北行日記 를 통해, 나덕헌 일행은 이날 의례

188)
189)
190)
191)

淸太宗實錄 卷28, 숭덕 원년 4월 11일.
북행일기 , pp.75-77.
북행일기 , pp.77-87.
淸太宗實錄 卷28, 숭덕 원년 10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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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강제로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

北行日記 의 4월 12일자 기록에 의하

면, 당시 의례는 심양성 東門에서 5리 밖에 위치한 교외에서 진행되었고, 조
선 사신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관소에서부터 저항하며 거부했으나 결국 의례
자리에 끌려왔고, 의례 자리에서도 반열에 서는 것을 거부했다. 이때 청측에
서는 조선 사신에게 盛饌을 권하였으나, 나덕헌은 이를 걷어차는 모습을 보
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잉굴다이가 관소에 와서 다음날 홍타이
지가 큰 연회를 베풀 것이니 사신들도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192)
4월 13일에는 잉굴다이의 언급대로, 홍타이지가 존호를 받은 것과 선조들
을 추존한 업적을 경하하는 의례가 대아문에서 벌어졌다. 만주인 몽골인 한
인들은 각각 홍타이지의 업적을 칭송하고 경하하는 表文을 올리고 삼궤구고
두를 올렸다. 하례 뒤에는 홍타이지가 관온인성황제로서 내린 上踰를 宣讀했
고, 이어서 홍타이지는 여러 버일러들과 대신들에게 크게 연회를 베풀었
다.193)

北行日記 에서도 4월 13일 午時 즈음 堂內에서 연회를 베풀었고 각

종 예물을 늘어놓고 하례가 진행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했으나,
조선 사신을 의례 자리에 부르지는 않았다.194) 이후 청측 기록에서는 4월 15
일자 기록에서 조선 사신이 돌아갈 때 수여한 물품과 답서를 기록해 둔 것
을 끝으로 나덕헌과 이확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195) 한편 北行日
記 에 의하면 사신들은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관소에 구류되었고, 4월
25일에 굳게 봉해진 국서를 전달받고 환송연도 없이 관소에서 쫓겨났다고
전해진다.196)
물론 당시의 의례들은 앞서 다른 조선 사신이 참석했던 의례들보다 비교
적 복잡해지기는 했다. 다만 홍타이지가 의례의 중심이 되어 만주 몽골 한인
신하들이 배례를 올리고 각종 물품을 바치고 나서, 의례 이후 홍타이지가 연
회를 베푸는 등의 기본적인 절차들은 조선 사신이 참여했던 다른 의례들과
192)
193)
194)
195)
196)

북행일기 , pp.87-92.
淸太宗實錄 卷28, 숭덕 원년 10년 4월 13일.
북행일기 , pp.92-96.
滿文老檔
, pp..997-1010; 淸太宗實錄 卷28, 숭덕 원년 4월 15일.
북행일기 , pp.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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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했다. 따라서 청측은 앞서 천총 연간 조선 사신의 후금 내부 의례 참석
에서 의도했듯이 조선 사신 나덕헌과 이확을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과 연
관된 의례에 참석시킴으로써, 만주 몽골 한인의 추대로 다이칭 구룬의 황제
에 즉위한 홍타이지의 위세를 조선에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았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천총 9년 12월 홍타이지가 자신의 존호 수여에 대해 형제국인 조선
국왕과 논의할 것을 원한 것이나, 숭덕 원년 황제 즉위식을 위시한 의례 자
리에서 정묘호란을 ‘조선 정복’으로 과대포장하여 칭제의 명분으로 선포한
것에서 드러나듯, 홍타이지로서는 주된 경쟁 상대인 명이 아직 건재한 상황
에서 명의 최대 조공국인 조선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칭제 명분을 세울 필
요성도 존재했다.197) 특히 천총 10년 2월 후금이 조선에 대규모의 사신단을
파견하여 홍타이지에게 존호를 올리도록 논의하려는 시도가 조선 조정의 반
대에 부딪혔다는 점에서,198) 일종의 차선책으로서 나덕헌과 이확에게 황제
즉위식을 위시한 의례 참석을 요구하여 조선의 인정이라는 칭제 명분의 충
족을 의도했을 것이다. 특히 황제 즉위 의례에서 선포된 홍타이지의 칭제 명
분이었던 몽골 통일과 옥새 획득과 관련해, 전술했듯 천총 9년 조선이 추신
사 박로가 전달한 국서를 통해 차하르의 귀부를 축하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사례도 있었고, 추신사 박로가 홍타이지를 접견한 자리에서 후금이 차하르로
부터 얻은 옥새를 보고 경탄하는 모습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 말하자면 당시
청측은 이전의 사례들을 감안하여, 조선 사신의 의례 참석을 통해 다이칭 구
룬의 황제로서 즉위한 홍타이지의 위세에 대한 조선의 인정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조선 사신들이 후금 내부의 의례에 참석했던 것과는 달리,
나덕헌 일행은 황제 즉위식을 위시한 의례 참석을 거부했고, 강제로 의례 자
리에 끌려오고 나서도 배례를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듯
조선 사신이 의례에서 보인 행동은 청측이 조선 사신의 의례 참석을 통해
197)
198)

구범진,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 서울: 까치, 2019, pp.67-69.
허태구, 앞의 책, pp.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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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했던 함의를 상실하게 한 것과 다름없었으며, 홍타이지가 칭제의 명분으
로 제시한 ‘조선 정복’은 사실상 허구라는 것을 폭로한 것이기도 했다. 이에
청측은 조선 사신으로 인해 미완으로 끝난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와 연관된
의례를 조선에 재차 원정을 통해서라도 완결시킬 필요성이 발생했던 것이고,
이는 곧 숭덕 원년 12월 홍타이지의 조선 친정 즉 병자호란이라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 것이었다.199)

199)

구범진, 앞의 책, pp.65-71, 3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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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천총 연간 후금과 조선은 형제관계 하에서 빈번한 사신 왕래를 진행했다.
그리고 사신 왕래의 과정에서는 사신 파견에 대한 일정한 반응으로서, 사신
을 접대하는 다양한 절차들이 파생되었다. 사신 접대는 사신과 상대국이 직
접 대면하면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사신왕래 하에서의 양국이 의도했던 바
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조와 조선 간 사신 관
련 연구나 천총 연간 후금과 조선의 대외관계사 연구에서 천총 연간 양국의
사신 접대와 관련된 총제적인 분석은 미진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고는 후금
의 조선 사신 접대 양상을 중심으로, 후금이 조선과의 사신 왕래 하에서 의
도했던 바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장에서는 다수의 사료들을 토대로,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과정 가운데
사신을 영접하는 단계
계

홍타이지를 접견하는 단계

선물을 수여하는 단

사신을 환송하는 단계 총 4가지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과정

들을 살펴보면 후금이 조선 사신 접대 과정들을 일률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
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舊例를 따라 진행했던 정황이 존재했다. 그리고 천총
5년 예부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점차 예부가 조선 사신의 접대 과정에 관련
되는 양상도 존재했다. 말하자면 천총 연간 후금은 조선과의 빈번한 사신 왕
래 하에서, 사신 접대의 절차들을 점차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에서는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과정 가운데, 접대의 수준에 가시적인
변동이 발생한 사례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접견례
과정에서의 국서와 예물의 수령 여부, 선물 수여나 추가적인 연회의 진행 등
에서 수준 차이가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신 접대 수준에 가시적인 변동
이 있는 경우, 대체로 조선 사신의 예물 수량이나 품목에 변동이 있거나 예
물과 관련된 현안이 부각되었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장에서는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과정 가운데, 조선 사신을 후금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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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의례에 참석하게 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당 사례들은
주로 홍타이지가 의례의 중심이 되어 후금의 군사적 성취나 홍타이지 개인
의 군주권을 과시하는 목적이 강한 의례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당
시 후금은 조선 사신의 의례 참석을 통해, 의례 과정에서 가시화된 후금의
위세를 제시하고, 그 위세를 조선에 각인시킬 기회로서 삼았던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천총 10년(숭덕 원년) 조선 사신에게 의례 참석을 강요한 사례
를 통해,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과 연관된 의례들에 조선 사신을 참석시킴
으로써 다이칭 구룬의 황제로서 즉위한 홍타이지의 위세에 대한 조선의 인
정을 이끌어내려 했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렇듯 본고를 통해서는 천총 연간 후금이 조선과의 형제관계라는 틀에서
조선 사신 접대 절차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형성 과정 하에서 조선 사신 접대의 변동을 통해 후금이 의도했던 것은
예물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수요와 위세 과시로 대표되는 정치적인 수요의
충족이었다는 것에서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양상이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만 본고는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양상을 위주로 살펴보았기에,
후금이 사신 또는 손님을 접대하는 전반적인 흐름에서 조선 사신 접대의 양
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진했다. 이는 다른 세력
권에서 후금에 파견된 사신 또는 손님 접대 양상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보충할 과제이다. 아울러 후금(청)과 조선의 관계가 병자호란을 거치며 군신
관계로 전환된 숭덕 2년 시점 이후의 사신 접대 양태와의 비교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청조와 조선과의 관계 전반에서 천
총 연간이라는 시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고 생각한다. 상술한 과제들은 차후의 연구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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簿

예물

-

-

-

-

續

-

-

-

-

朝

朝

-

-

-

淸

續

-

-

-

-

朝

老/淸/朝

접견례
예물
접견
수령
여부

-

-

-

淸

續

-

-

-

-

朝

-

-

-

-

-

朝

-

-

-

-

-

老/淸

선물
연회 수여

<부록- > 천총 연간 후금의 조선 사신 접대 관련 기록 일람표

-

-

-

-

-

-

-

-

-

-

-

환송
연회

-

-

-

-

續

-

-

-

-

-

-

기타
연회

-

-

-

-

續

-

-

-

-

-

-

의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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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信男

秋信使

-

秋信使
-

武

吳信男(副使)

不明

文

朴嶋

譯官
武

不明

-

武

文/武

武

武

武

武

文/武

魏廷喆

朴蘭英

사신

春信使

5년 回答使

연도

[천총 5년-7년]

宣若海

慰問使

朴蘭英

春信使

4년

金大乾

사신

3년 回答使

연도

(12/7)
簿

(8월)
簿
-

簿

簿

簿

簿

-

-

魏

-

-

-

-

魏

-

-

국서
수령

-

-

영접
연회

宣
-

宣

-

×

-

-

-

魏

-

-

宣

-

-

魏

-

-

연회

-

宣

-

承

선물
연회 수여

-

-

內國/淸 內國/淸

魏

-

접견례
예물
접견
수령
여부
×
淸

-

宣

老/淸

-

접견례
예물
접견
수령
여부

-

국서
수령

承
×
宣

-

영접
연회

예물

簿

簿

簿

簿

예물

(4년12/2)
簿
(3월)
簿
(3/26)
簿

국서

(9/18)
簿
(2월)
簿
(4/8)
簿
(7/24)
簿

국서

-

-

魏

-

淸

선물
수여

-

宣/老

-

-

환송
연회

-

內國/淸

魏

-

-

환송
연회

-

-

-

-

기타
연회

-

-

內國

-

-

-

-

의례
참석

-

-

기타
연회

-

宣/老/清

朝

-

의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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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6년

연도

元䎘

申得淵

金大乾

回答使

回答使

回答使

秋信使

羅德憲

不明(副使)

朴嶋

朴蘭英

秋信使

春信使

權仁祿

金得時

-

-

鄭榏

春信使

사신

국서

(7/5)
簿
(9/28)
簿/內國
/淸/續

文
武

文

(5년12/26)
簿
武
(3/22)
(僉事)
簿
(7/17)
胡譯
簿
(9/8)
武
簿
(9/17)
武
簿
(1/9)
文
簿
(2/22)
武
簿/內國/淸

文/武

簿

簿/續

-

簿

簿

簿

-

-

簿

-

-

-

-

×
朝/續
-

-

×
朝

×
朝
-

-

-

老/淸

접견
여부

-

-

老/淸

예물
수령

접견례

-

-

-

內國/淸 內國/淸 內國/淸

-

-

-

-

朝

-

-

老/淸

국서
수령

-

-

-

-

-

영접
예물
연회

-

-

-

-

-

-

-

-

老/淸

연회

-

-

-

-

-

-

-

-

환송
연회

內國/淸 內國/淸

內國/淸

-

-

-

-

-

-

-

선물
수여

-

-

-

-

-

-

-

-

-

기타
연회

-

內國

-

-

-

-

-

-

-

의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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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

文/武

국서

예물

영접
연회
국서
수령

접견례
예물
접견
수령
여부
연회

선물
수여

환송
연회

기타
연회

의례
참석

李時英 武

淸: 淸太宗實錄 , 舊: 舊滿洲檔 老: 滿文老檔 , 內國: 內國史院檔 , 簿: 朝鮮國來書簿

출전사료
朝: 仁祖實錄 , 承: 承政院日記 , 備: 備邊司謄錄
續: 續雜錄 , 宣: 水使公入使瀋陽日記 , 魏: 瀋陽往還日記 , 李: 瀋行日記 羅: 北行日記

× : 접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정황은 존재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범례 국서 부분의 기호 우측 괄호에는 국서의 도착 일자를 기입함.
: 접대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春信使

(2/20)
簿/朝
簿/朝
內國/淸 內國/淸
(11/2)
×
×
×
×
秋信使 羅德憲 武
8년
簿/淸/內國 簿
(12/4)
×
內國/淸 內國/淸
答書齎去官 李廷顯 武
簿
簿
內國/淸 內國/淸 內國/淸 內國/淸
(3/10)
春信使
李浚 武
簿/淸/舊 簿/舊 李 舊/李 舊/淸/李 舊/淸/李 舊/淸/李 舊/淸/李 舊/淸/李 舊/李
(6/13)
9년
崔馬兎 通事
簿/淸/舊
(10/14)
秋信使
朴嶋 文
簿/淸/舊 簿/舊 舊
舊/淸
舊/淸
舊/淸
(3/29)
×
春信使 羅德憲 武
10년
回答使
李廓 武 簿/淸/老
羅
簿
羅 老/羅
老/羅
老/羅
羅
老/淸
老/淸/羅

연도

[천총 8년-10년(숭덕 원년)]

Abstract

The Aspect of Later Jin’s Treatment of Joseon
Envoys in Tiancong(1627-1636) Era and Its Meaning
Kim, Youngjin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ianchong era, Later Jin(後金) and Joseon(朝鮮) formed a brotherly
relationship and held negotiations over various issues about ten years. In this
relationship, the main channel of negotiations between Later Jin and Joseon
treatmentwas Diplomatic Documents(國書, Ma.bithe). Envoys(使臣, Ma.elcin)
dispatched regularly or irregularly to deliver the diplomatic documents were
also the main channel of negotiations.
As a response to the envoy's dispatch, the treatment of envoys was
derived during the envoy's visit. Therefore, the treatment of envoys could be
the clue to find the Later Jin and Joseon's intentions through the envoy
exchange.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treatment of envoys
dispatched from Later Jin and Joseon. Accordingly, the following dissertation
examines the aspect of Later Jin's treatment of Joseon envoys in the
Tiancong Era by compiling various historical records.
The stages of reconstructed procedures of Later Jin's treatment of Joseon
envoys are; welcoming, reception, presentation of the gift, and farewell.
Each of the procedures seemed to carry out by referring to previou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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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 The Board of Rites(禮部) was involved with the Treatment of
Joseon envoy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631. In other words, Later Jin's
treatment of Joseon envoys was in the progress of forming specific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Later Jin's treatment of Joseon envoys,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there is a visible level difference in the overall procedures.
Given that the treatment of envoys is a response to the dispatch of envoys,
it is highly likely that level difference in the treatment of envoys was
related to pending issues between Later Jin and Joseon before and after the
dispatch. And among the various issues between Later Jin and Joseon,
issues related to the presents brought by Joseon envoys were mostly
responsible for the visible level difference in the treatment of Joseon
envoy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cases that Later Jin's internal
ceremonies

were

related

to

the

treatment

of

Joseon

envoys.

These

ceremonies were conducted to place Hong Taiji as the center of the rite,
and show off the military achievements of Later Jin or the sovereignty of
Hong Taiji. By attending Joseon envoy at internal ceremony, Later Jin
intended to demonstrate the visualized authority through the ceremony and
imprint its authority on Joseon. In 1636, Joseon envoys were enforced to
attend the Hong Taiji's emperor enthronement. Through this case, Later
Jin(Qing) 's intention was urging Joseon to agree with the authority of Hong
Taiji as the emperor of Daicing Gurun(大淸).
Thus, Later Jin's treatment of Joseon envoys in the Tiancong Era was in
the process of making specific procedures. Under the formation process,
what Later Jin intended to do through the changes in the treatment of
Joseon envoys was to meet the economic demand represented by the
presents from Joseon and the political demand represented by the sh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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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its authority to Joseon.
Key words : Later Jin(後金), Tiancong(天聰) Era, Joseon envoys, Envoy
treatment, Present, Ceremony
Student Number : 2017-2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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