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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統帝의 등극과 조선-명 계의 큰 변화 *
� 조선 세종  양국 계 안정화의 한 배경 �

정 동 훈 **

1. 문제의 소재: 조선-명 계는 언제 안정화되었나?

2. 락-선덕 연간, 외교의 면에 선 황제와 환 들

3. 정통제의 즉 와 외교 장에서 황제의 퇴장

4. 결론: 조선 외교는 황제의 유물

1. 문제의 소재: 조선-명 계는 언제 안정화되었나?

14세기 후반, 고려 말부터 조선 태조 (1392-98)까지, 즉 명의 洪武 연간

(1368-98) 30년 동안의 고려ㆍ조선과 명의 계를 서술하는 데에는 ‘우여곡 ’이

라는 수사가 가장 하다.1)1)한 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몽골제국의 패권이 무

지면서 터져 나온 각종 안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양쪽 모두 왕조가 교체되면

서 한 계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2)2)공교롭게도 1398년에 두 태조가 거

의 동시에 권좌에서 내려오면서 양국 계는 환을 맞이했다. 建文 연간(1399- 

1402)의 조정 기간을 거쳐 비슷한 시기에 양쪽에 모두 태종이 즉 하면서 양국

*  이 연구는 아모 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울교육 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1) 박원호, 2005 ｢고려말 조선  명외교의 우여곡 ｣ �한국사시민강좌� 36.

2) 14세기 후반의 고려ㆍ조선-명 계의 우여곡 을 몽골제국의 붕괴에 따른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악하고자 한 연구로는 정동훈, 2017a ｢몽골제국의 붕괴와 고려-명

의 유산 상속 분쟁｣ �역사비평� 121 참조. 



98·한국문화 90

은 서로에 한  행 를 체로 단하 다. 아버지 의 분쟁과 불안은 말

끔히 해결되었다기보다는 당히 합되었다. 락제의 즉  과정에서 생되었

던 漫散軍 송환 문제, 그리고 양자가 모두 군침을 흘리고 있던 女眞에 한 

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짙게 잠복해 있었지만, 어 거나 양국

은 서로를 시하는 언동을 멈추었다. 체로 조선 측이 로우키 략으로 일

하면서 명과의 계를 온건하게 유지하고자 애썼고, 명 측도 요동 일 의 안

정을 지역 략에서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며 조선과 굳이 갈등 국면을 조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명이 퇴장하는 17세기 반까지 조선과 명은 큰 갈등 

없이 장기간에 걸쳐 단히 안정 인 계를 유지하 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계를 일컬어 ‘ 형  조공 계’라든지, 조선이 동아시아에서 모델이 

되는 조공국이었다는 등의 언설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3)3)

이처럼 30년의 우여곡  끝에 15세기에는 양국 계가 안정되었다는 것은 통설

인 이해이다. 그 다면 조선-명 계는 정확히 언제 안정되었을까?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조선-명 계가 15세기를 거치면서 안정화되었다는 데

에 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4)4)그러나 조선과 명 두 나라가 공존했던 

기간이 약 250년 정도 음을 염두에 둔다면, 그 가운데 한 세기를 “거치면서” 

양국 계가 안정화되었다는 평가는 지나치게 무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조  더 구체 으로는 조선 태종 ,5)5)혹은 세종 를 변화의 기 으로 평가

하기도 하고,6)6)  어떤 연구에서는 성종 를 그 기 으로 잡기도 한다.7)7)조선 

태조 에 군사  치까지 치달았던 갈등 국면이 태종 까지 긴장 상태로 이어

3) 全海宗, 1970 ｢韓中 朝貢關係 槪觀｣ �韓中關係史�, 一潮閣, 50-51면; John K. Fairbank, 

1968 “A Preliminary Framework"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p.16.

4) 컨  박원호, 1995 ｢명과의 계｣ �신편 한국사� 22, 국사편찬 원회; 조 헌, 2017 ｢15

세기 한  계사: 禮制的-一元的 책 ․조공의 확립｣ �東洋史學硏究� 140, 20면 등. 

5) 安貞姬, 1997 ｢朝鮮初期의 事大論｣ �歷史敎育� 64. 

6) 표 으로 한명기, 2001 ｢세종 시  명 계와 사 의 왕래｣ �세종문화사 계� 3, 세종

왕기념사업회 등. 

7) 컨  박성주, 2000 ｢조선 기 遣明 使節에 한 일고찰｣ �경주사학� 19, 156-158면; 구

도 , 2013 ｢조선 기 明 陸路使行의 형태와 실상｣ �震檀學報� 117,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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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가, 세종 에 이르러 조선이 至誠事大의 태도를 보이면서 명의 선진 문물 

수용을 한 문화 교류에 집 하게 되었고, 성종  이후가 되면 국 의 긴박했

던 난제가 모두 해결되면서 양국 계가 완 히 안정화되었다고 악한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조선 세종, 그리고 성종 재 기간에 한 정 인 평가와 

맞물려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에는 양국의 사신 왕래 빈

도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한 근거로 제시되곤 하 다.8)8)

<그림 1> 15세기 조선에서 명에 견한 사신의 연간 평균 횟수

(조선국왕 재  기간 기 )

 그래 를 보면 15세기 조선-명 계는 태종 (1402~1418)부터 세조

(1455~1468)까지, 앞의 2/3와 종 즉  이후의 1/3이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 의 안들이 차 해소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안정되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그래 는 사신 견 횟수를 조선 국왕 재  기간별로 분석한 것

으로, 같은 데이터를 명 황제의 재 기간별로 바꾸어서 구 해보면 다음과 같다.

8) 아래 <그림 1>․<그림 2>․<그림 3>은 각 국왕과 황제의 재  기간에 견된 사신의 수를 

헤아린 것으로, 정확히는 해당 사신이 구 명의의 문서를 가지고 갔는지를 기 으로 

악하 다. 컨  景泰 6년(1455)은 단종 3년이자 동시에 세조 원년인데, 그해 윤6월에 왕

 교체 승인을 요청하러 견된 金何는 단종 명의의 奏本을 가지고 갔으므로 단종의 사

신으로 악하 다. �세조실록� 권1, 원년 윤6월 29일(癸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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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5세기 조선에서 명에 견한 사신의 연간 평균 횟수

(명 황제 재  기간 기 )

 그래 에서 확인되는바, 조선 사신 견의 빈도는 永樂(1403~1424), 洪熙 

연간(1425)과 宣德 연간(1426~1435)이 다른 시기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리

고 正統 연간(1436~1449)에 들어서 그 횟수는 격히 어들었다. 天  연간

(1457~1464)의 짧은 외를 제외하고는 조선-명 계 체 가운데서 락~선

덕 연간은 매우 이례 이다. 사신 왕래의 빈도를 두고 변화를 논한다면, 변화의 

분기 은 정통제 때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명 측에서 조선에 사신

을 견한 빈도를 살펴보면 더욱 극 으로 드러난다. 다음의 그림을 보자. 

<그림 3> 15세기 명에서 조선에 견한 사신의 연간 평균 횟수

(명 황제 재  기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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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락~선덕 연간에는 명의 사신이 연 평균 2

회에 가까울 정도로 자주 서울을 드나들다가 정통 연간 이후로는 0.5회 안 으

로 확연히 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역시 정통제 때부터 변화가 감지된다.

이러한 상은 �세종실록�을 통독했을 때에 읽어낼 수 있는 변화상과도 일치

한다. 선덕제 재  10년 사이에 명에서는 총 17차례나 사신을 견하여 조선 조

정에 은 여성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과 물자를 요구하 다. 명 측의 요청에 

응하기 해 조선 측에서도 연 평균 9회씩이나 사신을 견해야 했다. 따라서 

세종 17년(1435)까지의 �세종실록� 기사 가운데에는 명 계 기록이 매우 자

주, 그리고 상당히 길게 등장한다. 반면 정통제 재  14년 동안에는 명의 사신이 

4차례 서울을 방문하는 데에 그쳤다. 그나마 정통제 즉 년의 두 차례를 제외하

면, 세종은 재  반기에 자신을 괴롭혔던 명 사신  문제를 후반기에는 고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당연히 조선 사신의 견 횟수도 격감하여 연 평균 

5회에 지나지 않는다. 사신단은 부분 정기 이고 의례 인 목 을 띠고 있었을 

뿐, 명 측의 구체 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은 더이상 연출되지 않았다. 

앞서 던졌던 질문, 조선과 명의 계가 언제 안정화되었가의 문제로 돌아가보

자. 만약 안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계가 아니라 서로 우호 인 상황을 연

출하 던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러한 안정은 15세기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9)9)그런데 안정의 의미를 별다른 안이 없이 무사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것

으로 이해한다면, 그 시 은 세종  반이 될 것이다. 더 정확히는 1435년, 명

에서 정통제가 즉 한 시 이 분기 이 됨은 의 두 표가 명백하게 보여 다. 

즉 15세기 체를 놓고 보면 앞의 1/3과 뒤의 2/3가 분명한 비를 이루고 있다

는 것이다.10)10) 

이 에서는 1435년에 조선-명 계가 격히 환된 후의 상황을 살피며, 

명의 황제가 선덕제에서 정통제로 바  사실이 거기에 결정 인 향을 끼쳤음

을 논증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조선-명 계에서 황제 개인의 성향이 요한, 

 9) 末松保和, 1965 ｢麗末鮮初における 明關係｣ �靑丘史草� 1, 東京: 笠井出版印刷社, 424- 

425면; 정동훈, 2018 ｢15세기 조명 계와 조선의 응｣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

원회 편, �한국의 외 계와 외교사� 조선편, 동북아역사재단, 117면. 

10) 정동훈, 의 논문, 117-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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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때로는 가장 결정 인 변수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홍무 연간의 치열한 갈등의 배경에는 홍무제의 통치 스타일이 자리잡고 있었고, 

락 연간에 만산군 문제나 여진 문제로 티격태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락제가 요동 방면으로의 진출을 매우 강력히 추진했던 것과 깊은 련이 있다. 

락-선덕 연간 30여 년 동안 명의 사신들이 숱하게 서울을 찾았던 것은 두 황

제의 여성 편력, 그리고 독특한 입맛과 같은 지극히 개인 인 특징을 떼어놓고

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다가 9살의 나이로 정통제가 즉 하자 황제의 조선에 

하나 심이 뚝 떨어졌고, 이것이 양국 계가 무사하게 개되는 데에 거의 

결정 인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2장과 3장에서는 각각 락-선덕 연간(1403-35), 그리고 정통 연간

(1436-49)에 각각 조선과 명 사이의 각종 안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 주로 어떤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어떤 차를 통해 논의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황제 개인의 특징이 어떻게 향을 끼쳤는지를 조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락-선덕 연간, 외교의 면에 선 황제와 환 들

필자는 앞선 에서 락 연간의 조선-명 계가 크게 두 층 로 나뉘어 개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 하나는 국가  안에 한 것, 컨  만산군 송환 

문제나 여진 할권을 둘러싼 문제들로, 이쪽 층 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朝

官들이 극 개입하 고, 이와 련된 황제의 의견은 勅書 형식으로 문서화되어 

달되었다. 다른 하나는 황제의 개인  심에 한 것으로, 표 으로 조선의 

처녀를 데려간다거나 황제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가져가는 등의 일이었다. 外廷

의 정통 료들에게 드러내기 껄끄러운 황제의 개인  요구사항은 조선에 사신

으로 견된 황제 측근의 宦官들을 통해 宣諭聖旨, 즉 구두 메시지로 달되었

다. 內廷이 주도하는 외교 다고 할 수 있다.11)11) 

11) 정동훈, 2017b ｢永樂帝의 말과 : 락 연간 조선-명 계의 두 층 ｣ �韓國文化�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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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는  다른 에서 선덕 연간에는 의 두 층  가운데 후자, 즉 內

廷의 주도 하에 황제 개인의 심사항을 처리하는 일이 더 큰 비 을 차지하

다고 시론 으로 분석하 다. 선덕 연간에 명에서 조선에 견했던 사신 가운데 

환 이 正使를 맡은 일이 훨씬 많았고, 환 이 사신으로 왔을 때에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선에 체류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 길게는 반 년에 이를 정도 으

며, 그들이 구두로 달한 황제의 요구사항은 부분 貢女, 요리사, 매나 스라소

니와 같은 동물들, 각종 해산물 등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다는  등을 그 근

거로 들었다.12)12) 

실제로 락 연간 반, 정확히는 태종 9년(1409) 5월에 처음으로 처녀를 보

내오라는 요구가 있은 이후로,13)13)한동안 조선과 명 사이에서 주된 안의 부

분은 황제의 사 인 요구사항의 실 에 련된 것이었다. 이후 락 연간에 3번, 

선덕 연간에  2번에 걸쳐 총 16명의 처녀를 진헌하 다.14)14)그때마다 길게는 

서  달에 걸쳐 국에 혼령이 내려지고, 국왕이 직  처녀 간택에 나서기도 

하 다. 락제와 선덕제 모두 처녀와 함께 조선 출신의 火 를 보내올 것을 여

러 번 요구하 는데, 이 역시 조선 역을 괴롭히는 일이었다.15)15)황제의 요구에 

따라 조선에서는 총 15차례에 걸쳐 200여 명의 화자를 명에 보내야 했다.16)16)

락제와 선덕제는 조선 음식과 歌舞 등을 좋아했던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해산

물을 바칠 것을 요구하기가 다반사 으며, 심지어 조선인 요리사를 보내오라고 

지시하기도 하 고, 가무를 할  아는 어린 여자 아이를 찾기도 하 다.17)17)흥미

롭게도 락제와 선덕제 모두 죽기 에 조선에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은 조선 

음식을 만들  아는 요리사를 보내오라는 것이었다.18)18) 

12) 정동훈, 2019a ｢宣德帝의 말과 : 서울과 북경에서 본 황제의 두 얼굴｣ �韓國文化� 87.

13) �태종실록� 권17, 9년(1409) 5월 3일(甲戌). 

14) 林常薰, 2013 ｢明初 朝鮮 貢女의 性格｣ �東洋史學硏究� 122. 단 이 연구에서는 선덕 연간

에 공녀 차출이 네 차례 다고 보았는데, 이 가운데 뒤의 두 번은 歌舞를 잘하거나 요리

를 잘하는 여인을 데려간 것으로, 황제의 후궁으로 삼기 한 처녀를 데려간 앞의 다섯 

차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15) 서인범, 2019 �자 성의 노을: 국 황제의 후궁이 된 조선 자매�, 역사인 참조. 

16) 鄭求先, 2004 ｢鮮初 朝鮮出身 明 使臣의 行蹟｣ �慶熙史學� 23, 113-114면. 

17) 컨  �세종실록� 권44, 11년(1429) 5월 3일(戊申). 



104·한국문화 90

이에 못지않게 명과의 계에서 조선이 곤란을 겪었던 것은 매나 사냥개, 스

라소니와 같은 동물을 잡아오라는 것이었다. 특히 선덕제는 재  기간 내내 거

의 매 해 조선에 사신을 보내 海靑을 비롯한 각종 매, 큰 개 등을 잡아서 보내

올 것을 종용하 다. 그의 비 를 맞추기 해 함경도와 평안도 일 는 1년 내

내 매 잡이에 골몰하 다. 심지어는 명 사신들이 석 달씩 직  평안도와 함경도 

일 를 뒤지며 매 잡이에 나서기도 하 고, 이를 해 명의 군인 400명을 사신

들에게 딸려 보내기도 하 다. 조선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들이 먹고 입을 것

을 모두 책임져야 했다.19)19)역시 황제의 지극히 사 인 요구사항 실 과 련된 

일이었다. 

물론 락-선덕 연간, 즉 15세기 앞의 1/3의 기간 동안 조선과 명의 계가 

이 일로만 철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몽골제국의 붕괴와 함께 힘의 공백지 가 

되었던 요동 일 에 명의 패권이 일단 발휘된 것은 1387년 나하추의 항복과 함

께 다. 그러나 얼마 후 터진 靖難의 變에서 고려 출신 인호들이 거 압록강을 

건  한반도로 진입함으로써, 그들의 송환을 둘러싼 문제가 15세기의 첫 10년 

동안 가장 요한 문제로 떠올랐다.20)20)그 뒤로는 조선과 명이 거의 동시에 여진 

집단들에 손을 뻗으며 그들에게 가 주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이어졌다.21)21)이 갈등은 선덕 연간까지도 이어져, 선덕 연간 후반에는 建

州女眞 문제로 양국 국경 사이가 시끌시끌했다. 당시 조선 측은 선도 으로 여

진 집단을 공격했는데, 상 가 되었던 여진의 수장들이 이미 명 정부로부터 군

직을 받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군사행동은 양국간에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를 

다분히 품고 있었다.22)22) 한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선은 4군 6진으로 표되는 북

18)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1424) 7월 8일(辛巳); 권66, 16년(1444) 12월 24일(丁卯). 

19) 정동훈, 2019a 앞의 논문.

20) 이른바 漫散軍 문제에 해서는 姜性文, 1997 ｢朝鮮 初期 漫散軍 流入과 還 問題｣ �竹

李炫熙敎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東方圖書; 朴元熇, 2002 ｢明 ‘靖難의 役’에 한 

조선의 응｣ �明初 朝鮮關係史 硏究�, 一潮閣; 김순자, 2007 ｢遼東人口 확보를 한 明

과의 립｣ �韓國 中世 韓中關係史�, 혜안 등을 참조. 이를 14세기 후반부터의 장기  

에서 분석한 로는 정동훈, 2017a 앞의 논문 참조. 

21) 朴元熇, 2002 ｢永 年間 명과 조선간의 여진문제｣ 앞의 책.

22) 이규철, 2013 �조선 기의 外征伐과 明意識�, 가톨릭 학교 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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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경계 개척을 추진하 는데, 이 역시 명과의 갈등을 고할 만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 ’인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해 의외로 선덕제는 민

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해 선덕제는 재  말년에 세 차

례의 칙사를 보내왔으며, 황제의 지시에 조선 측은 체로 순응하는 태도를 취

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이 지  우려했던 만큼의 심각한 질책은 없었으며, 상황

이 갈등 국면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선덕제는 여 히 조선에 두부를 만들  

아는 요리사를 보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정리하면 락-선덕 연간에는 여진 문제 등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안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도 사신을 주고받으며 양국 조정이 본격

으로 논의한 사안은 이에 한 것이 아니었다. 황제의 사 인 취미 활동, 개인

인 기호를 맞추는 일이 더 요한 안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이

를 수행한 것은 거의 언제나 황제의 腹心으로 활동하던 환 들이었다. 

아래에서는 구체 으로 락-선덕 연간에 조선-명 계를 환 들이 주도하고 

있었음을 밝 보도록 하겠다. 

우선 단 으로 명측 사신단의 구성을 살펴보자. 락 연간 24년 동안 명에서 

조선에 사신을 견한 것은 총 40회 다. 이 가운데 5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체의 87.5%의 사신단에 환 이 포함되어 있었다. 5사례 역시 특수한 이유로 요

동의 군 이 포함된 사례 네 건을 제외하면, 명의 앙정부에서 朝官만으로 구

성된 사신단을 견한 것은 단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23)23)이 은 선덕 연간

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덕제 재  10년 동안 조선에 견된 17차례의 사신단 

가운데 11사례에서 환 이 正使를 맡았으며, 그 지 않은 6사례 에서도 4사례

는 요동의 군 이 한 연락을 해 견된 것이었다. 조정에서 朝官만으로 구

성된 사신단을 견한 것은 단 두 사례(선덕제의 즉 조서를 가지고 온 세종 7

년 윤7월의 사례, 황태자 탄생을 알리는 詔書를 가지고 온 세종 10년 4월의 사

례)에 지나지 않는다.24)24)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을 한번 훑어보면, 조선의 조야가 명에서 온 환  勅

23) 정동훈, 2017b 앞의 논문, 157-160면. 

24) 정동훈, 2019a 앞의 논문, 6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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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들을 하고 그들의 요구조건을 맞춰주느라 얼마나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

고,  수모를 겪었는지를 쉽게 느낄 수 있다.25)25)�世宗實 �에서는 史評을 통해 

이 시기 자주 서울을 찾았던 조선 출신의 명 환  尹鳳을 언 하며, “옛날부터 

천하 국가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宦侍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사명을 받고 오는 자

가 모두 이러한 무리이니 上國의 政事도 알 만하다.”라고 비난하 다.26)26)  昌盛

에 해서는 세종이 직  태종 때의 黃儼보다도 더 탐욕스럽다고 비난하 기도 

하 다.27)27) 

락-선덕 연간에 조선-명 계에서 명 환 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북경에서도 

맹활약했다. 조선에서 사신이 견되면 거의 항상 환 들을 만나보았다. 환 들

은 조선 사신의 편에 書翰을 부쳐 황제의 은 한 요구사항을 달하기도 하

다. 컨  세종 8년(1426)에는 앞서 尹鳳이 한 宣諭에 따라 공녀를 선발해둔 

상황에서 다시 尹鳳이 보낸 서한에 따라 새로 처녀 간택을 시작하기도 하

다.28)28) 한 공식 인 문서에 앞서 황제의 뜻을 먼  달하는 일도 있었다. 세종 

9년 2월, 역시 윤 은 말 5천 필을 교역하고자 한다는 선덕제의 聖旨를 조선 사

신 편에 달하면서, 칙서는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의 말 로 실제 칙서

가 달된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의 일이었다.29)29)

환 들은 당시 조선의 최고 심사 던 세자 朝見 문제를 담하기도 하 다. 

앞서 락제 때 태종은 세자를 入朝시킨 일이 있었는데, 당시 조선과의 외교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黃儼은 그 일을 총 하다시피 하 다.30)30)선덕제 때에도 

마찬가지 다. 세종 9년, 세종은 당시 사신으로 와 있었던 윤 과 세자 조  문

25) 이들 환  사신들의 활동에 해서는 몇몇 연구에서 묘사한 바 있다. 曺永祿, 1990 ｢鮮初

의 朝鮮出身 明使 ｣ �國史館論叢� 14; 陳學霖, 1997 ｢明永樂朝宦禍擧隅: 黃儼奉使朝鮮

事蹟綴輯｣ �明代人物 傳說�,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陳學霖, 2001 ｢海壽: 永樂朝一位朝

鮮籍宦官｣ �明代人物 史料�,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鄭求先, 2004 앞의 논문 등 참조. 

26) �세종실록� 권58, 14년(1432) 12월 2일(丁亥). 

27) �세종실록� 권41, 10년(1428) 8월 7일(丙戌). 

28) �세종실록� 권34, 8년(1426) 11월 18일(丁未). 

29) �세종실록� 권35, 9년(1427) 2월 19일(丁丑); 권36, 4월 21일(己卯). 

30) �태종실록� 권13, 7년(1407) 6월 6일(戊子); 권15, 8년(1408) 4월 17일(乙未). 이 사안에 

해서는 정동훈, 2017b 앞의 논문, 1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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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처음으로 의논하기 시작하 다.31)31)북경으로 돌아간 윤 은 선덕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 고, 그와 별개로 서울에서는 세자 조  비가 한창이었다. 결국 

이 사안은 황제가 조 을 단하라는 명을 내림으로써 단되었다.32)32) 

훗날의 일이지만 세조 2년(1457)에도 세자 入朝 논의가 한창 진행되어 출발 

비를 마쳤다가 역시 황제의 명으로 단된 바 있었다. 이 논의가 시작된 시  

역시 尹鳳이 사신으로 와서 세조의 誥命을 달하고 돌아간 직후 다.33)33)명확한 

언 은 없으나 윤 의 은근한 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해볼 만한 장면이

다. 景泰帝는 보고를 받은 즉시 禮部에 그 가부를 논하게 하 다. 당시의 禮部尙

書 胡濙은 불가하다고 건의하 고 황제는 이를 그 로 승인하여 조선 측에 

달, 결국 입조는 단되었다.34)34)景泰帝의 조정에서는 조선 문제를 처리함에 환

의 입김보다 禮部, 內廷의 비공식 경로보다 外廷 료들의 공식 인 의견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었던 상황을 잘 보여 다. 이때 禮部尙書 胡濙은 宣德 원년

(1426)부터 30년째 곧 禮部尙書의 직임을 맡고 있었는데, 선덕제 후기인 세종 

14년(1432)에는 “황제께서 여러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투덜 었다는 

일화가 한다.35)35) 조선 외교를 환 들이 독 하고 있던 상황과 그 지 않은 

때에 달라진 부상서의 상을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다. 

선덕 연간에 환 들이 조선 업무를 반 으로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조  

더 구체 인 사례로 세종 13년(1430)부터 이듬해까지 있었던 조선과 명 사이의 

소 무역 논의를 살펴보자. 명은 몽골제국 붕괴 시기의 혼란을 딛고 요동을 차지

한 후 이 일 를 착실히 개발하고 인구를 안착시키기 해 屯田을 실시하고 농

업을 장려하 으며, 따라서 많은 수의 農牛가 필요했다. 이미 조선 건국 직후부

터 명 측에서 소 무역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조선 측에서 응하지 않

31) �세종실록� 권36, 9년(1427) 5월 6일(癸巳). 

32) �세종실록� 권37, 9년(1427) 7월 25일(辛亥); 권38, 9년 11월 18일(壬辰) 등.

33) �세조실록� 권3, 2년(1457) 4월 20일(己未); 권5, 2년 8월 14일(辛亥); 8월 30일(丁卯). 

이때가 尹鳳의 마지막 조선 사행이었다. 

34) �吏文� 3-33 <免世子來朝禮部咨>. 구범진 역주, 2012 �역주 이문� 中, 세창출 사, 1-10면 

참조. 

35) �세종실록� 권56, 14년(1432) 6월 3일(庚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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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야무야된 일이 있었다.36)36)그로부터 10여 년 뒤, 태종 4년(1404)에는 락제의 

요구에 따라 조선 측에서 두 달만에 소 1만 마리를 요동으로 보낸 일도 있었다.37)37) 

선덕제 때의 소 무역 논의도 요동 측에서 처음 제기하 고, 황제도 이를 승인

하 다는 소식이 서울에 해졌다.38)38)당시 조선에도 농사지을 소는 하지 않

았으므로 조선의 군신 모두는 이를 단히 꺼렸다. 그러나 아  할 수 없다고 

주청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상하며, 어떻게 하면 그 수효를 일 수 있을지를 

궁리하 다. 그러나 요동의 건의가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았는지, 그해 연말까지

는 조선에 소 무역을 요청하는 어떠한 공식 인 언 도 달되지 않았다. 이에 

세종은 그해 10월, 당시 서울에 와 있던 사신 尹鳳에게 조선에 소가 다는 말

을 황제에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은 히  70필을 건넸다. 

당시 명 조정에서 한창 추진 이던 소 무역을 단시켜달라는 조선의 청원을 

윤 의 입을 빌어 황제에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39)39)이에 윤 은 자신이 돌아

가서 조선에 소가 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해보겠노라고 큰소리를 쳤다. 조선 

조정의 청탁을 받은 윤 은 기다렸다는 듯이 청구서를 내 었다. 자신이 늙어서 

본국으로 돌아와 살고자 하니 자신을 한 田園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 세종

은 직  사신 昌盛과 尹鳳에게 요동의 요구를 잘 무마해  것을 부탁하 고, 이에 

창성은 과거 金銀 공납을 면제할 때에도 자신이 재하여 황제가 이를 승인해주

었다고 공치사를 하며, 이번 문제에 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다.40)40)

이듬해 4월, 윤 은 북경에 사신으로 왔던 자기의 族人을 불러다가 은 하게, 

자신이 황제께 조선의 어려움을 아뢰어 소 무역 추진을 단시켰노라고 자랑하

다.41)41)그러나 윤 의 말, 혹은 윤 의 기 와는 달리 선덕제는 결국 遼東의 주

청을 받아들여, 조선에 소 1만 필의 교역을 지시하는 칙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와 함께 달된 다른 한 통의 칙서에서는 “지  왕이 아뢴 말을 들어보니 나

36) �태조실록� 권3, 2년(1393) 4월 17일(辛卯). 

37) �태종실록� 권7, 4년(1404) 4월 18일(戊子); 4월 28일(戊戌); 6월 22일(辛卯) 등. 

38) �세종실록� 권51, 13년(1430) 정월 28일(癸巳); 3월 23일(丁亥). 

39) �세종실록� 권54, 13년 10월 14일(乙巳).

40) �세종실록� 권54, 13년 12월 6일(丁酉); 11일(壬寅); 13일(甲辰). 

41) �세종실록� 권56, 14년(1432) 4월 3일(辛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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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 (소의) 생산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짐이 잘 알았다. 재 있는 것만 보

내서 교역하고 나머지는 그만두어라.”라고 하 다. “국왕이 아뢴 말을 들어보

니”[得王奏]라고 하 는데, 소 무역을 공식 으로 지시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

던 만큼 조선 측에서도 정식으로 奏本을 올려 그 어려움을 호소한 은 여태 없

었다. 즉 선덕제가 ‘들은’ 국왕의 상주라 함은 역시 창성ㆍ윤 의 입을 통해서 

달된 것이다.42)42)어 든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쳤다가 머쓱해진 창성과 윤

은 자신이 황제에게 상주하여 단을 허락받았으나, 그 뒤에 마침 자신이 없

을 때에 결정이 나는 바람에 손쓰지 못하 다고 군색한 변명을 하기도 하

다.43)43)이 사안은 선덕제가 처음 요구한 1만 마리에는 다 미치지 못하는 6천 마

리를 조선에서 요동에 보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44)44)결국 창성과 윤 의 말처

럼 소 무역 요구를 완 히 단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입을 빌어 조선의 입

장을 달하려 했던 시도 자체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역시 이들 환 들

이 명의 조선 업무를 반 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 측에서도 명과의 계에서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데에 환 들의 입김을 

활용하 다. 표 인 것이 金銀 歲貢을 면제받는 일이었다. 명과 외교 계를 맺

기 시작한 직후부터 고려, 그리고 조선은 1년에 세 차례, 즉 正朝ㆍ聖節, 그리고 

千秋節에 맞추어 축하 사신을 견하 다. 그리고 그때마다 명 측에 선물을 보

냈는데, 여기에는 과 은으로 만든 器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념 으로 조공이

란 제후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품목과 액수를 정하여 보내는 것이었으나, 조선

과 명의 계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어느 정도 고정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 17년(1417) 당시에 보낸 양은  150냥, 은 700냥

이었으며, 그 가치를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正  21,300필, 로는 5,680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 측에 매우 큰 부담이 되었다.45)45)이에 조선 측에서는 은 

공납을 면제해  것을 태종 9년(1409)과 세종 2년(1420)에 락제에게 요청하

42) �세종실록� 권56, 14년 5월 29일(丙戌) “今得王奏, 國中所産不多, 朕已具悉, 可隨見有 , 

來交易, 餘卽止之.”

43) �세종실록� 권56, 14년 6월 3일(庚寅).

44) �세종실록� 권57, 14년 7월 11일(丁卯). 

45) 柳承宙, 1989 ｢朝鮮前期 明貿易이 國內産業에 미친 影響｣ �亞細亞硏究� 82, 6-7면. 



110·한국문화 90

으나, 이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특히 세종 2년의 두 번째 시도 

때에는 락제의 후궁이 된 조선 출신 공녀 韓氏의 오라비인 韓確을 사신으로 

선발하 다. 당시 조선이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외교 카드를 내민 것이었는데, 이

때에는 우연히 다른 일로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46)46)

세 번째 시도는 세종 11년(1429)에 있었다. 이때는 환  昌盛과 尹鳳이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로 해마다 서울에 와서 처녀뿐만 아니라 노래를 잘하는 여인, 

요리를 잘하는 여인, 火  등을 거 요구하고 있을 때 다. 사신단이 돌아갈 무

렵, 정부에서는 본격 으로 金銀 공납 면제 요청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 다. 

奏請使로 선발된 것은 태종의 庶子인 恭寧君 䄄과, 이미 스무 번 가까이 명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락제와 선덕제의 총애를 받은 바 있던 元閔生이었다.47)47) 

사신단이 견되고서 석 달 쯤 흐른 뒤 황제가 이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해졌

다. 조선의 건의를 수한 선덕제는 六部로 하여  이를 논의하게 하 다. 당시 

外廷의 최고 직인 吏部尙書 蹇義는 이것이 高皇帝가 만들어놓은 법이라 하여 

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 다. 그러나 황제는 조선이 至誠으로 事大하고 

있음을 들어 이를 허락하 다.48)48)황제가 언 한 조선의 至誠事大란, 외정의 신료

들은 잘 알지 못했을 조선 출신의 여성들, 그리고 조선의 정갈한 음식들을 통해 

표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환 들의 손에 의해 구 되었고, 그들의 입을 

통해 황제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다. 실제로 윤 과 창성은 은 세공 면제 과정

에서 자신들이 힘을 써주었음을 힘주어 말하 고, 조선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물론 말로만 공치사를 한 것으로 그치지는 않았다. 둘 모두에게 상당한 

양의 물품을 선사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49)49)

한편 환 들은 서울과 북경의 宮廷을 비교  자유롭게 드나들며 보고 들은 내

46) 이 사안에 해서는 末松保和, 앞의 논문, 454-462면; 정동훈, 2018 앞의 논문, 133-135면 

등을 참조. 

47) �세종실록� 권45, 11년(1429) 7월 18일(壬戌); 8월 18일(壬辰). 

48) �세종실록� 권46, 11년 11월 29일(辛未). 

49) �세종실록� 권46, 11년 12월 6일(戊寅) “本國奏免歲貢金銀, 鳳頗有力.”; 권53, 13년

(1430) 8월 28일(庚申) “至己酉歲, 請免金銀, 鳳之功, 不爲不多.”; 권54, 13년 12월 13일

(甲辰) “昌盛 曰, ‘( 략) 前此金銀之貴, 因吾奏達, 帝卽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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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을 가감없이 달하기도 하 다. 컨  태종 5년(1406)에 奏聞使로 견되

었던 李玄은 조선 출신의 환  鄭昇을 만났는데, 그는 조선의 동북면에 태조의 

사 가 살고 있다는 풍문에 해 물었다고 한다.50)50)이는 잠재 인 왕  계승자

의 존재를 물은 것으로, 태종은 이 소식을 듣고 고려 말 공민왕 때의 尹彝ㆍ李

初 사건을 떠올릴 정도로 긴장했다고 한다. 국왕의 奏本과 황제의 勅書, 국왕과 

부 사이의 咨文과 같은 공식 인 문서에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민감하고 미

묘한 사안을 환 이 거론하고 있는 이 인상 이다. 

비슷한 상황은 사실 반  방면에서도 연출되었다. 세종 10년(1428), 사신으로 

왔던 尹鳳은 세종, 그리고 자신을 하러 온 知申事 鄭欽之를 견한 자리에

서 “洪熙 황제와 지 의 황제는 모두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홍희는 주색에 

빠져 정사를 보는 것이 때가 없어 백 들이 아침 녁을 가리지 못하 으며, 지

 황제는 궁 에서 잔치를 벌이고 늘 잡스러운 장난을 일삼습니다”라고 털어놓

았다고 한다.51)51)  한번은 세종에게 “황제가 유희를 좋아하여 열흘이 지나도록 

皇太后를 뵙지 않고,  後宮들이 질투하여 宮人이 낳은 아이를 몰래 서로 죽

습니다. 황태자도 경솔하고 방정맞습니다”라며 단히 내 한 이야기를 털어놓

기도 하 다.52)52)황제를 바로 곁에서 모시던 환 만이 알 수 있고,  조선 출신

이었기 때문에 통역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일 이 홍무제는 “내가 사

람을 보낼 때는 漢兒人을 보내지 않고 모두 희 나라 사람으로 하 다. 희가 

우리 사정과 동태를 묻는다면 그가 감히 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

고 한 바 있는데, 그의 말이 과연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53)53)

락-선덕 연간에 환 들은 자신이 황제 가까운 곳에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

이 나서야지만 일이 성사될 것임을 드러내놓고 과시하 다. 컨  黃儼은 “다

른 사람은 황제 앞에서 모두 아뢸 수 없지만 나는 그 지 않습니다”라고 한 바 

50) �태종실록� 권11, 6년(1406) 5월 23일(壬子). 

51) �세종실록� 권41, 10년(1428) 9월 8일(丁巳).

52) �세종실록� 권54, 13년(1431) 12월 12일(癸卯). 

53) �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1373) 7월 13일(壬子) “我差人呵, 不肯差漢兒人, 都是你那里

本國人. 恁每問我這里事體動靜, 它不敢不說 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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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54)54)昌盛은 “나는 어려서부터 자라기까지 天庭을 가까이서 모셨다”고 거들

먹거리기도 하 다.55)55)이들의 말이 과장이 아님은 조선 측에서도 잘 알고 있었

다. 세종 의 許稠는 “지  (명) 조정의 政令이 朝官을 거치지 않고 모두 司禮

監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며 환  사신들의 비 를 거스르지 말 것을 건의하

고,56)56)金宗瑞 등도 “ 국에서 宦寺를 임용하고 閹人들이 권력을 휘둘러, 우리나

라가 오직 이들로 인해 誠意를 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며,57)57)孟思誠 등도 

“우리나라의 事大 至誠이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만 황제에게 달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58)58)  세종 자신도 “우리나라에 한 일을 (명) 조정에서는 昌盛에게 

담시키고 있다”며 개탄하기도 했다.59)59) 

이처럼 락-선덕 연간에는 명에서 조선과의 계를 통해 실 하고자 했던 가

장 요 안이 부분 황제의 개인  기호를 맞추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임무

를 가장 극 이고 노골 으로 수행하던 것이 환 들이었고, 자연히 그들은 명 

측에서 조선 업무 반을 장하 다. 조선 측에서는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

에 치를 떨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을 극 활용하여 외교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이 으로 황제의 개인 특징에서 비롯되었

던 만큼, 새로운 황제가 즉 하면 상황은 변할 수 있었다. 1435년에 실제로 그

게 되었다. 

54) �태종실록� 권13, 7년(1407) 6월 6일(戊子). 

55) �세종실록� 권50, 12년(1430) 11월 6일(癸卯). 昌盛의 묘지명에 따르면 1380년생인 그는 

33살이 되던 락 10년(1412)부터 당시 14살의 황태손, 즉 훗날의 선덕제를 곁에서 모셨

다고 하니, 그의 말이 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神宮監太監昌公墓誌銘>, 胡丹 輯 , 

2014 �明代宦官史料長篇� 上冊, 南京: 鳳凰出版社, 236면. 

56) �세종실록� 권53, 13년(1431) 8월 10일(壬寅) “贊成許稠 曰, ‘朝廷政令, 不由朝官, 皆出

自司禮監.’ 

57) �세종실록� 권53, 13년(1431) 8월 19일(辛亥) “中國任用宦寺, 閹人用事, 我國 因此輩, 

達誠意.”

58) �세종실록� 권54, 13년 11월 12일(辛卯) “我國事大之誠, 必因此輩, 而達于帝.”

59) �세종실록� 권54, 13년 10월 14일(乙巳) “且本國之事, 朝廷 委之於盛.”



正統帝의 등극과 조선-명 관계의 큰 변화·113

3. 정통제의 즉 와 외교 장에서 황제의 퇴장

선덕 10년(1435) 정월 3일, 37살의 황제가 갑자기 사망하 다. 그의 뒤를 이은 

것은 만 7세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황태자, 즉 正統帝 다. 불과 10년 남짓

한 사이에 帝位가 세 차례나 바 면서, 천하의 주인은 홍무제의 아들에서 玄孫

으로 세 세 나 건 뛰게 되었다. 그러나 황실의 여성들은 세 교체가 더뎠다. 

정통제가 즉 하자 황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太皇太后 張氏, 즉 洪熙帝의 황후이

자 정통제의 할머니가 향력을 발휘하 다. 태황태후는 공식 으로는 수렴청정

을 거부하 으나, 그녀가 강력한 권 를 가진 아래에서 선  이래의 조정 원로 

三楊, 즉 楊士奇(1365-1440), 楊榮(1371-1440), 楊溥(1372-1446)가 내각에서 국

무를 처리하 고, 이 부터 권력을 키워오던 王振 등의 환 들이 그를 보좌하면

서 정권을 유지하 다.60)60)이때부터 황제가 신료들과 면하여 정사를 논하는 일

[面議]이 폐지되었다. 정통제 이후 황제가 조정에 등장하지 않고 군신과 하

는 일이 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大臣들이 

모여 회의를 거친 후 황제의 결정을 청하는 제도 던 廷議는 정통 연간부터 해

당 부서의 담당자가 주 하도록 조정되었다. 신의 임명도 기존에는 황제가 일

방 으로 임명하던 방식에서 조정에서 회의를 거쳐 추천하는 차로 바 게 되

었다.61)61)

황제가 바 었다고 해서 조선과 명 사이에 첨 한 이해가 달려 있던 여진 문

제 등이 하루아침에 풀리거나 잦아들지는 않았다. 이 방면에서의 양국의 교섭은 

군주 명의로 주고받는 문서, 즉 칙서와 주본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리

60) 正統 연간의 정치사에 해서는 湯綱ㆍ南炳文, 1985 �明史� 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7-210면; 冷東, 1992 ｢明初三楊 宦官關系論略｣ �汕頭大學學報�(人文科學版) 8-2; 楊

國楨ㆍ陳支平, 1993 �明史新編�, 北京: 人民出版社, 142-146면; Denis Twitchett and 

Tilemann Grimm, 1998 “The Cheng-t’ung, Ching-t’ai, and T’ien-shun Reigns, 

1436-1464” Denis Twitchett and Jonh K. Fairbank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05-309; 孟森, 2019 �明史講義�, 

南京: 江 人民出版社, 132-136면 등 참조. 

61) 張治安, 1991 �明代政治制度硏究�, 臺北: 聯經出版事業公司  ｢廷議｣  ｢廷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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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처리는 三楊을 비롯한 內閣의 인들이 도맡아 하 다.62)62)황제의 을 담

당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고, 이는 락제ㆍ선덕제뿐만 아니라 정통제 때에

도 마찬가지 다. 그리고 靖難의 變 이후로는 제  교체 과정에서 이례 인 정

치  격변이 없이 언제나 아버지에서 큰아들로 자리가 해졌던 까닭에, 朝官들

은 비교  무난하게 자신의 官歷을 이어갔다.63)63)따라서 그들이 추진, 혹은 여

하던 각종 정책들도 비교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황제의 개인 인 성향은 완 히 바 었다. 그리고 아무리 부드럽게 제

가 교체 다 하더라도 朝官과 달리 환 들은 폭으로 물갈이되지 않을 수 없

었다. 황제가 바뀜과 동시에 황제를 곁에서 모시는, 그래서 황제의 기호를 맞추

거나 혹은 그것을 부채질하는 환 들 역시 거 교체되었다. 

앞서 락 연간에는 黃儼이 조선 외교에서 황제의 심사를 실 하는 역할

을 맡았다. 그는 11차례나 서울에 사신으로 와서 처녀를 선발해서 데려간다거나 

락제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조달해가기도 하 다.64)64)그런데 그는 제  계승 

과정에서 락제의 3남이었던 趙王 朱高燧에게 을 서서 황제에게 황태자, 즉 

훗날의 洪熙帝에 한 험담을 늘어놓기도 하고, 심지어 황제를 독약으로 시해하

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하 다.65)65)그가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는 사료상에 

62) 조선 세종  반, 양국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여진 문제 는데, 특히 세종 15년

(1433)과 19년(1437)에 조선 측이 단행한 建州衛 李滿住에 한 정벌과 그 사후 처리가 

쟁 이 되었다. 문제는 조선이 공격의 상으로 삼았던 것이 당시 명의 통치체제에 편입

되어 衛所로 편재된 여진 부족들이었으며, 李滿住를 비롯한 여진 추장들 역시 명의 직

을 부여받은 상황이었다는 이었다. 이 문제 처리를 두고 선덕 연간 말년부터 정통 연

간 반에 걸쳐 양국은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 사안에 해서는 박원호, 

2002 ｢宣德年間 명과 조선조의 建州女眞｣, 앞의 책  이규철, 2014 ｢세종  外征伐 정

책의 본격화와 明意識｣ �韓國文化� 67; 이규철, 2015 ｢세종  강(婆猪江) 재정벌

(再征伐)과 외정벌 정책｣ �軍史� 95 등을 참조. 

63) 컨  당시 禮部尙書 胡濙은 宣德 원년(1426)부터 景泰 7년(1456)까지 30년 동안 禮部

尙書의 직임을 맡고 있었다(�明史� 권169, 胡濙). 세종 29년(1447)에는 奏聞使로 견되

었던 金河가 그를 만나, “우리 하께서 왕 에 계신 지가 30년이고, 大人께서 禮部에 있

은 지도 한 30년으로 우리나라의 일은 밝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언 한 바 있다. �세

종실록� 권115, 29년(1447) 1월 9일(壬申) “我殿下在位三十年, 大人在禮部亦 三十年, 明

知我國之事.”

64) 陳學霖, 1997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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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지만, 훗날 윤 과 함께 조선에 견되었던 명의 인사는 “黃儼이 죽은 

후에 부 참시를 당하 고, 처와 노비는 公賤으로 몰입되었다”고 그의 운명을 

하 다.66)66)황엄과 함께 락 연간에 7차례나 조선을 찾아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하 던 조선 출신의 환 으로 海壽라는 인물이 있었다.67)67)그는 永樂 22년(1424) 

락제가 몽골 親征에서 귀환하던 도  붕어했을 때에도 황제를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그의 遺命을 북경에 있던 황태자에게 달하 다.68)68)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선 업무에서 배제되었던지, 선덕 연간에는 조선에 한 번도 사신으로 견된 

일이 없었다. 이후 사료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海壽는 선덕 연간에 寧夏의 鎭守

太監으로 활동했다고 한다.69)69)黃儼처럼 을 잘못 섰다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

지만, 어도 락제로부터와 같은 신임과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한 채 북경에서 

떠나 있었고, 자연히 조선 업무에서도 배제되었던 것이다. 

락제에게 황엄과 해수가 있었다면 선덕제의 심부름꾼으로는 昌盛과 尹鳳이 

있었다. 이들은 선덕제 재   각각 7차례씩 서울을 방문하 다. 尹鳳이 락 

연간에 황엄과 해수를 따라 온 딱 한 사례(태종 9년 5월)를 제외하고는 락 연

간과 선덕 연간에 조선에 사신으로 온 인물은 한 명도 겹치지 않는다. 말하자면 

두 조정에서 조선 외교를 담당했던 환 들이 완 히 물갈이되었던 것이다. 昌

盛의 묘지명에 따르면, 그는 正統 3년(1438)에 사망하 는데 부고를 들은 황제

가 측은히 여기며 매우 융숭하게 장례를 지내주었다고 한다.70)70)그가 말년에 어

떻게 경력을 이어갔는지, 당시 떠오르던 환  王振과는 어떠한 계에 있었는지 

등 궁 한 은 많으나 그 이상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도 정통제는 조선에서 

여성과 음식 등을 공수해오게 하는 수 역할을 창성에게 맡기지는 않았다. 

65) 의 논문, 171-176면.

66) �세종실록� 권38, 9년(1427) 10월 30일(甲申) “黃儼死後, 被斬棺之罪, 妻 奴婢沒入爲公賤.”

67) 그는 고려 말인 홍무 24년(1391)에 고려에서 명에 보내진 火  가운데 한 명이었다. 陳學

霖, 2001 앞의 논문 참조. 

68) �明太宗實 � 권273, 락 22년(1424) 7월 19일(壬辰); 권274, 락 22년 8월 2일(甲辰). 

69) 陳學霖, 2001 앞의 논문, 154면. 

70) <神宮監太監昌公墓誌銘>, 胡丹 輯 , 앞의 책, 236면 “訃聞于上, 惻然駭歎, 賜鈔萬緡以贍

喪事, 有司營葬, 遣官諭祭, 始終寵遇之隆, 蔑以加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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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鳳 역시 마찬가지 다. 세종 21년(1438) 정통제 즉  후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 에서 세종은 “앞으로 京師에 가는 通事들은 尹鳳이 궐내에서 불러 보

자고 하여도 가서 보지 말라. 만약 억지로 부르거든 ‘朝令이 무서워 감히 할 수 

없다’고 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71)71)이 조치는 정통제의 조정에서 윤 이 조

선 계에 더이상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이를 조선 조정에서도 

악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 다. 과거 선덕 연간에 윤 이 조선의 청원을 들으

면 국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던 것과 극명히 비되는 장면이다. 조정

에서는 윤 뿐만 아니라 조선 출신 환 들을 만나더라도 함부로 사 인 화를 

나 지 못하게 하 다.72)72)실제로 이듬해에는 북경에 다녀왔던 사신이, 형 윤  

덕에 조선에서 中樞院副使의 직을 받았던 尹重富가 형에게 보낸 편지를 몰래 

달했다가 禮部에 발각된 일로 杖 80의 重刑을 받기도 하 다.73)73)

조선에서 인물을 징집하느라 바빴던 선덕제와 달리, 정통제는 조선에 심을 

두지 않았다. 혹은 그러지 못했다. 선덕 연간에 사신 견 문제를 비롯해서 조선

과의 계에 가장 극 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추진하던 것은 선덕제 자신

이었다. 그러다가 나이 어린 황제가 즉 하게 되자 양국 외교 계의 분 기가 

일신되었다. 조선에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여성이 있으니 자신을 견해주

면 가서 가지고, 데리고 오겠노라고 부채질할 환 들은 선덕제의 작스러운 죽

음과 함께 황제의 곁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새롭게 정통제의 곁을 맴돈 환 들

은 조선에 뚜렷한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 다. 더구나 태황태후가 섭정에 나서고, 

三楊과 같은 원로들이 정사에서 목소리를 키우면서 선덕제 때와 같은 일은 더이

상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통제는 즉 조서와 함께 내린 勅書에서 과거 父皇이 사람과 물건을 요구했

던 것을 일체 지한다고 선언하 다.74)74)아울러 그 다음 달에는 과거 조선에서 

보냈던 여종 9명, 唱歌婢 7명, 執饌婢 37명 등을 모두 돌려보냈다.75)75)이들을 데

71) �세종실록� 권80, 20년(1437) 정월 10일(乙未)

72) �세종실록� 권80, 20년 정월 21일(丙午).

73) �세종실록� 권81, 21년(1438) 3월 18일(丙寅). 

74) �세종실록� 권67, 17년 3월 18일(庚寅).

75) �세종실록� 권68, 17년 4월 26일(丁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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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온 사신 일행은 정통제 즉 를 알리는 사신 이후 최 로 조선을 찾은 환

들이었다. 세종은 와 마찬가지로 사신들이 황제의 宣諭를 달하여 무리한 

요구를 해올까 미리 우려하 다.76)76)앞서 선덕제 스스로가, 문서화된 勅諭가 아니

면 사신이 달하는 宣諭, 즉 구두 메시지는 믿지 말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77)77) 

이제 정권이 바 었으니 그 로 응해도 좋겠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실제로 이

때 사신들이 칙서에 이어 구두 메시지를 달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

이었는지는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메시지에 해서 조선 조정이 어떻

게 응했는지도 기록된 바가 없는 것을 보면, 이때 사신들이 아마도 특별히 무

리한 요구를 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칙서에서는 국왕에게 사신들을 곧바로 

돌려보낼 것을 명백히 지시하 다.78)78)

실제로 정통 연간에 이르러서는 조선과 명의 외교 계가 갑자기 뜸해지게 된

다. 선덕 연간 내내 양국 사이를 지어 오가던 사신 왕래가 확연히 어든 것

이 이를 변한다. 정통 연간에 명에서 조선에 사신을 견하는 일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은 1장에서 언 한 바와 같다. 실제로 어떤 사신들이 왔는지를 표로 

확인해보겠다.

<표 1> 正統帝 재  기간 明使 목록 

연번 사신
入京 일시 체류 

기간79)
79)

내용
出京 일시

1
禮部郞中 李約

戶部員外郞 李

17.3.18.
14일 정통제 등극 조서 반포

17.4.3.

2 內官 李忠․金角․金福
17.4.26.

87일
從婢 9명, 唱歌婢 7명, 執饌婢 37명 

등 송환17.7.25.

3
錦衣衛指揮僉事 吳良

遼東百戶 王欽

23.12.26.
59일

조선과 여진의 갈등 재. 조선 거주 

여진인 황 악24.2.26.

4 遼東指揮 王武
31.9.9.

10일 에센 토벌에 병 요청
31.9.19.

76) �세종실록� 권68, 17년 4월 26일(丁卯). 

77) �세종실록� 권46, 11년(1429) 12월 13일(乙酉).

78) �세종실록� 권68, 17년 4월 26일(丁卯) “勑曰, ( 략) 李忠等就令展省畢, 卽回京.” 

79) 체류 기간은 명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여 세종이 慕華樓에 나가 이들을 맞이한 날로부터 

서울을 떠난 날까지를 헤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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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제의 재  14년 동안에 명의 사신이 서울을 방문한 것은 겨우 네 차례밖

에 없었다. 그 에서도 앞의 두 번은 정통제 즉  직후, 정확히는 선덕 10년

(1435)의 일이었고, 마지막 한 번은 정통제 재  마지막 해의 일이었으며, 그마

도 北京에서가 아니라 요동의 군 을 견한 것이었다. 락-선덕 연간에 사

신의 부분을 차지했던 환 은 두 번째 사례 단 한 번뿐이었다. 

이 기간 동안 명 사신들이 조선에 와서 황제의 성지를 구두로 달했다는 흔

은  보이지 않는다. 한 조선 사신이 명 황제를 견하여 성지를 들은 

사례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세종 23년 정월 하루에 복명한 節日使 尹炯이 

받아온 것으로, 정통제는 “ 희가 매년 와서 조공을 진헌하니 내가 희의 誠心

을 알겠다. 지  천하가 태평하고 사람들이 그 녹을 받으면서 하늘의 도를 공경

하며 따르고 백성들도 쾌활하다. 희 국왕에게 말하여 알려주고, 희 두목들에

게도 말하여 알려주어라”라고 한 사례가 확인된다.80)80)청자를 ‘ [恁]’라고 한 것

이나 “ 희 국왕에게 말하여 알려주어라[說 恁王知道]”라는 백화투의 문체를 보

면 이때 윤형은 정통제를 만나 그의 말을 직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81)81)그러나 

이것이 정통 연간 조선의 사신이 듣고 와서 달한 聖旨로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 다고 해서 양국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조선 측

에서의 사신 견은 여 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선덕 연간에 활발했던 進

獻使의 견이 거의 없어져서, 정기/비정기 사 을 아울러 연 평균 5회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선덕 연간에 비해 반 정도로 어든 것이었다. 명 측은 조선에 

할 문서가 있으면 조선 사신이 귀환하는 편에 부치곤 하 다. 없는 이유를 만

들어가면서까지 굳이 사신을 견하던 락-선덕 연간의 상황과는 확연히 달라

진 모습이었다. 

북경에 와 있는 조선 사신이 없는 상황에서 히 달할 메시지가 있는 경우

도 있었다. 이 무렵 가장 큰 안은 여진 문제 는데, 이들의 동향을 서로 알리

80) �세종실록� 권92, 23년(1441) 정월 己亥(1일) “恁遞年來進獻朝貢, 我見恁誠心. 如今天下

太平, 人受其祿, 敬 天道, 百姓快活. 說 恁王知道, 說 衆頭目知道.”

81) 황제의 발언이 지면에 옮겨지고,  고려ㆍ조선에 달되기까지의 차에 해서는 정동

훈, 2017c ｢洪武帝의 명령이 고려에 달되는 경로: 聖旨의 문서화 과정을 심으로｣ �東

洋史學硏究� 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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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향력을 행사할지를 두고 조선과 명은 력과 경쟁 

사이에서 타기를 하고 있었다. 이 경우 遼東都司의 군 이 義州에 와서 칙서

를 달하고, 의주의 원이 서울에 이를 가지고 오기도 하 다.82)82)여진에 포로

가 되었던 조선의 인구를 되돌려보내는 일에는 북경에 갔던 조선 사신이 귀환하

기를 기다려 그들을 딸려 보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 다. 명은 이러한 차를 

택한 이유를 “사람을 시켜 보내면 (조선 측이) 번거로울까 ”라고 설명하

다.83)83)실제로 명의 勅使가 오면 義州 - 安州 - 平壤 - 黃州 - 開城 순으로 宣慰

使를 견하여 하고, 국왕과 각 부가 번갈아가며 각종 연회를 베풀며 온

갖 를 하느라 조선 측이 겪는 번거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84)84)정통제의 

호의(?) 덕에 조선은 15년간 이 고통을 조  덜 수 있었다. 

앞서 권세를 부리던 환 들이 외교의 장에서 뒤로 리게 되면서, 조선 측

에서는 새로운 교섭의 상 를 찾아야 했다. 그 상은 우선 禮部의 리들이었

다. 세종 19년(1437), 세종은 성 사를 견하며 그에게 絳紗袍 제작의 비법을 

알아오라는 임무를 부여하 다. 그러면서 세종은 우선 禮部의 郎廳, 즉 실무자들

에게 근하여 뇌물을 주고 기회를 보며, 조심스럽게 그들의 치를 살필 것을 

당부하 다.85)85)

세종 23년(1441)에는 聖節使로 견되었던 高得宗이 부상서를 만나 여진 문

제에 해 함부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가 귀국 후

에 탄핵을 당한 일이 있었다.86)86)이에 이듬해에는 북경으로 가는 사신들의 행동 

지침을 만들어주면서, 부의 원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꼼꼼히 지시하고, 그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신 해야 한다는 을 거듭 

당부하 다. 그리고 이 지침을 사신들이 숙지하고 암송하게 하 다.87)87)모두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 가서 교섭하게 될 상 가 환 들이 아닌 부의 원들이 되었

82) �세종실록� 권101, 25년(1443) 7월 19일(壬申); 7월 27일(庚辰); 8월 8일(庚寅). 

83) �세종실록� 권115, 29년(1447) 정월 9일(壬申) “若復差人, 不免煩擾.” 

84) 李鉉淙, 1961 ｢明使接待 ｣ �鄕土서울� 12. 

85) �세종실록� 권78, 19년(1437) 8월 28일(乙酉). 

86) �세종실록� 권94, 23년(1441) 윤11월 20일(癸未). 

87) �세종실록� 권98, 24년(1442) 11월 27일(癸未); 12월 19일(乙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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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상황을 반 한다. 

한편 세종 28년(1446)에는 세자의 冕服을 요청하는 일이 안이 되었는데, 조

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金河가 아뢰기를, “지 은 국이 태평하며 胡 尙書가 성품이 본디 온화하고 고상

하여 우리나라를 함이 심히 후하여 무릇 奏請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해 니다. 

혹시 천하에 변고가 있고 호 상서에게 사고가 있어 그 기회를 한번 잃는다면 다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런 때에 주청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上이 말하기를, “金河의 의논이 옳다. 옛날 趙 상서는 성품이 매우 시기하고 음험

하며 우리나라를 外夷라고 여겨 무릇 주청하는 일은 모두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

다. 그 후에 呂 상서 한 그러했다. 지  胡 상서는 무릇 우리나라의 청이라면 따라

주지 않는 것이 없다. 만약 趙 상서와 같은 무리를 만난다면 무슨 일이 주청한 로 

되겠는가.”88)88)

당시의 부상서 胡濙이 조선에 우호 이니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과거의 부상서 趙羾이나 呂震의 때와 비교하 다. 실제로 趙羾은 락 5년

(1407)부터 9년(1411)까지, 呂震은 락 6년(1408)부터 선덕 원년(1426)까지 

부상서의 직을 맡은 바 있는데,89)89)그들이 과연 세종의 말처럼 “성품이 음험하고 

조선을 外夷로 여겨” 조선의 주청을 번번이 거 했는지는 알 수 없다.90)90)그러나 

굳이 그들을 해 변명을 해보자면, 당시에는 黃儼이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조선과의 외교 업무를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外廷의 신료가 마음 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러다가 정통 연간, 황제가 조선에 

88) �세종실록� 권113, 28년(1446) 7월 29일(乙未) “何曰, ‘今中國昇平, 胡尙書性本溫雅, 待本

國甚厚, 凡所奏請, 盡心爲之. 儻或天下有變, 胡尙書有故, 一失其機, 不可得也. 及此時奏

請爲便.’ 上曰, ‘金何之議是也. 昔趙尙書性甚猜險, 以我國爲外夷, 凡諸奏請, 皆斥而不納. 其

後呂尙書亦然. 今胡尙書, 凡我國之請, 莫不曲從. 若逢趙尙書之輩, 則何事得請.’”

89) 張德信, 2009 �明代職官年表� 1, 合肥: 黃山書社, 442-461면 참조. 

90) 다만 禮部尙書 趙羾이 태종 9년, 조선에서 偰眉壽 등을 견하여 金銀 歲貢을 면제해  

것을 요청했을 때 당시 그 처리에 비 조 이었다는 일화, 태종 11년에 락제가 몽골 

친정에 나섰을 때 조선의 사신이 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부상서에서 면되고 하옥

되었다는 일화 등이 확인된다. �太宗實 � 권17, 9년(1409) 윤4월 28일(庚午); �明太宗

實 � 권119, 락 9년(1411) 9월(庚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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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기울이지 않고, 黃儼이나 昌盛과 같은 내정의 인물들이 외교 역에서 

려난 상황에서, 바꿔 말하면 황제 개인의 심사를 실 하는 일이 외교의 안

에서 사라지고, 국가  사안을 다룸에 부가 극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명 조

정의 정치 운 에서 부가 명실상부한 치에 처하게 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몇 차례 언 했듯이 정통 연간 조선과 명 사이에서 가장 큰 안은 여진 문제

는데, 명 조정 내에서 이 문제 처리에 가장 극 나선 것은 王息이라는 인물

이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그는 본래 여진인으로, 당시 錦衣衛의 指揮라는 

직에 있으면서 명 조정에서 野人의 일을 처리하는 데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

었다고 한다.91)91)따라서 조선 측에서도 은 히 그와 하여 좋은 계를 유지

하려고 시도하 다.92)92)마침 그는 북경에 온 조선의 사신을 만나 자신의 친족이 

조선에 살고 있으니 다음번 입경 때에 만나게 해  것을 부탁하 다. 조선 측에

서도 왕식의 청원에 따라 수행단의 일원으로 북경에 들여보내기도 하 고, 吉州에 

사는 친족들을 보살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 다.93)93) 

이처럼 정통 연간에 명 조정에서 환 이 아닌 朝官들이 조선과의 외교 업무를 

장악하게 되었다. 말로 통하는 시 이 가고 모든 사안을 로 처리해야 하는 상

황이 연출되면서 그다지 크지 않은 사안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 로 서책 수입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락 13년(1415) 명에서 �性理大全�과 �四書五經大全�을 편찬하자, 조선 조정

은 이를 구해 보기를 희망하 다. 세종 원년(1419), 완성된 지 4년만에 락제가 

이 책 한 질을 조선에 하사한 일이 있었다.94)94)그러나 조선은 飜刻本 제작을 

한 본 한 부를 더 구하고자 하 다. 세종 8년(1425) 세종은 이 문제를 당시 

사신으로 와 있었던 尹鳳에게 의뢰하 는데, 윤 이 돌아가는 길에 그와 함께 

91) �세종실록� 권86, 21년(1439) 9월 1일(丙午) “錦衣衛指揮王息, 本女眞人也. 凡干野人之

事, 無不摠攝.” 

92) �세종실록� 권86, 21년 9월 10일(乙卯). 

93) �세종실록� 권86, 21년 9월 1일(丙午); 권90, 22년(1440) 7월 1일(辛丑); 권122, 30년

(1448) 12월 24일(丙子) ; �明英宗實 � 권70, 正統 5년(1440) 8월 17일(丙戌). 

94) �세종실록� 권6, 원년(1419) 12월 7일(丁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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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바치기 해 견되었던 사신 金時遇가 돌아오는 길에 받아왔다.95)95)서책 

구득을 요청하는 奏本을 따로 바친 일이 없었으므로, 이 일은 으로 윤 의 

재를 통해 실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통제 즉 를 후한 세종 16년(1434)부터 18년(1436) 사이에 조선에서는 �資

治通鑑�에 한 주석 작업을 한창 진행 이었다.96)96)세종 17년(1435), 세종은 胡

三省의 音註本 �資治通鑑�의 존재를 확인하여 국내에서 두루 구하 으나, 완질

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97)97)이에 명에 사신을 견하는 김에 이 

책을 구해오는 방법에 해 논의하 다. 과거 선덕 연간이었다면 尹鳳과 같이 

개역을 맡은 환 들을 통해 요청을 달하여 비교  쉽게 뜻을 이룰 수 있었

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인지 세종은 황제에게 직  

奏本을 올려 여러 서책을 하사해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사신단에게 거듭 당

부하기를 부에서 곤란해 하거든 드러내놓고 구하지 말라고 하 다.98)98)새로 즉

한 황제, 일신된 명 조정의 분 기에서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나이 어린 황제가 등극하고 그가 조선의 인물에 심을 두지 않으면

서, 그리고 그에 따라 황제의 명이라고 내세우며 조선에 강짜를 부릴 환 들도 

사라지게 되자 조선과 명의 계는 갑자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국면으로 

어들었다. 조선 세종 , 정확히는 세종 18년(1435), 정통제 즉 년은 조선-명 

계에서 큰 환이 일어난 해로 기록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황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다른 이가 

황제가 되면 상황은 다시 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정통제가 몽골군에 포로

가 되어 그의 동생이 다 히 제 에 오르고, 이듬해에는 조선에서도 세종이 32

년의 재  끝에 훙서하고 문종이 즉 하 다. 그 직후인 문종 즉 년 8월, 문종

95) �세종실록� 권34, 8년(1426) 11월 24일(癸丑). 김문식, 2006 ｢조선시  국 서 의 수입

과 간행｣ �규장각� 29, 122-124면 참조. 

96) 그 결과 편찬된 책이 �資治通鑑思政殿訓義�이다. 이에 해서는 吳恒寧, 1998 ｢朝鮮 世宗

代 《資治通鑑思政殿訓義》와 《資治通鑑綱目思政殿訓義》의 編纂｣ �泰東古典硏究� 15 참조. 

97) �세종실록� 권67, 17년(1445) 3월 5일(丁丑); 권68, 17년 4월 5일(丙午). 

98) �세종실록� 권69, 17년 8월 24일(癸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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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誥命을 가지고 서울을 찾은 사신은 尹鳳이었다. 그 개인으로서는 무려 17년

만의 귀향이었다.99)99)정통 연간 내내 조선 업무에서 완 히 배제되었던 그가 

드디어 권토 래에 성공한 것이다. 그의 가족들에게 내렸던 한때의 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북경에 보낸 조선 사신들에게 그의 얼굴만 보아도 슬 슬  뒷걸

음질 치라고 일러두었던 조선 조정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

다.100)100)윤 은 심지어 奪門의 變을 거쳐 天 帝가 다시 제 에 오른 후에도 려

나지 않았던 듯하다.101)101)과거 9살의 어린 나이에 한 번 등극했다가 서른 살에 자

리를 되찾은 天 帝는, 이번에는 조선에 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의 두 번째 재

 기간(1457-1464) 동안에는 한동안 단되었던 진헌사 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울과 북경 사이를 왕래하 다. 

4. 결론: 조선 외교는 황제의 유물

본론에서는 락-선덕 연간(1403-35)과 정통 연간(1436-49)에 조선-명 계가 

 다른 양상으로 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락제와 선덕제는 둘 다 조선에 심이 무척 많았다. 조선 여성들을 후궁으

로 들 고, 조선의 음식과 음악을 좋아하 다. 조선에서 나는 매나 사냥개 등은 

황제의 취미생활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다. 황제의 심부름을 맡았던 것은 언제

나 환 이었다. 락 연간의 黃儼과 海壽, 선덕 연간의 昌盛과 尹鳳 등은 30여 

년 동안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서울을 들락거렸다. 이와 련된 황제의 명

령은 부분의 경우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로 달되었다. 外廷의 朝官들에게 들

키지 않기 함이었다. 조선은 두 호걸 황제의 개인 인 기호를 맞추느라 단

 99) �문종실록� 권3, 즉 년(1450) 8월 3일(甲戌). 

100) 尹鳳은 그 뒤 世祖의 고명을 가지고 한 차례 더 서울을 방문하 다. �세조실록� 권3, 2

년(1456) 2월 20일(己未). 세조가 명 측으로부터 즉 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윤 의 입

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01) �세조실록� 권11, 4년(1458) 윤2월 10일(戊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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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곤혹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탐욕스러운 환 들에게 칙사 하는 데에 

태종과 세종은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공짜는 아니었다. 조선은 민

감한 외교 안을 처리하는 데 이들 환 들의 조력을 얻었다. 홍무 연간 바람 

잘 날 없던 양국 계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 들

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 

정통제가 즉 하면서 상황이 변하 다. 만7세를 갓 넘긴 황제는 조선에 

심을 둘 형편이 아니었다. 섭정을 맡았던 태황태후와 三楊을 비롯한 조정의 

인들은 선덕제 때에 불러모았던 조선 출신 여성들을 거 돌려보냈다. 조선을 

괴롭히던 환 들도 새 황제의 총애를 잃었고, 다시는 서울에 견되지 못했다. 

문서화 되지 않은 황제의 구두 메시지도 사라졌다. 칙사 견이 뜸해지면서 太

平館에는 발길이 끊어졌고, 환  사신들의 횡포에 시끌시끌하던 서울과 평안도 

일 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정통제 하면 土木堡의 變이 떠오르고, 그 배경 하면 

환  王振의 농단이 바로 떠오르지만, 조선에는 퍽 다행하게도 그 둘의 심이 

미치지 않았다. 조선-명 계는 갑자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말그 로 안정

인 계에 어들었다. 신 처럼 말(과 뇌물)로 당히 처리할 수 있는 상

가 사라지자, 이제 조선 사신들은 외교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문서를 작성하

여 까다로운 부의 원들과 교섭에 나서야 했다. 

이러한 변화는 결정 으로 황제가 바 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황제가 조선에 

심을 두고, 조선과의 외교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던 때와 그

지 않은 때의 차이이다. 명 조정에 있어서 外交는 황제 개인의 비즈니스 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은, 명 측의 사료를 통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는 이다. 명 측의 찬 사서들, 컨  �明實 �은 본고에서 다룬 사안

들에 해서 거의 아무런 증언을 남기지 않았다. 컨  黃儼의 이름은 실록 

체에서 6번, 海壽는 단 2번, 昌盛은 5번, 尹鳳도 단 4번만 등장한다. 朝官들은 황

제의 은 한 사생활, 그에 얽힌 조선과의 외교에 해 잘 몰랐을 것이고, 설사 

알았다 한들 못 본 체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붓을 쥐고, 그래서 후 에 한 발

언력을 독 하고 있었던 史官들은 소극 으로 침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극

으로 조작에 나서기도 했다. 앞선 논문에서 필자는 �明宣宗實 �에 선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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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가 정반 로 기재된 사실을 언 한 바 있는데,102)102)이런 조작은 황제의 거동

에 해서만 그치지 않았다. 

본문에서 차 언 한 昌盛이 죽자, 그의 동료들의 부탁을 받아 당시의 禮部

尙書 胡濙이 그의 묘지명을 지어주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 이 있다. 

여러 번 朝鮮에 사신으로 가서 항상 聖化를 리 선포하니, 夷人들이 기쁘게 복종

하 고, 朝貢하는 것이 길에 꼬리를 물었다. ( 략) 朝鮮과 交址에 사신으로 가라는 

명령을 자주 받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덕에 감복하여 일이 반드시 성사되었다. 시종 

막힘이 없으니 내외에 명성을 날렸다.103)103)

이 은 胡濚의 문집에 실려 있지 않다. 그의 묘지명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明代宦官史料長篇�이라는 자료집을 편집하면서 이 자료를 소

개한 胡丹은 그의 행 을 소개하면서  구 을 인용하며 특별히 주석을 달아 

“가소롭다”라고 하 는데,104)104)필자의 마음도 꼭 이와 같다. 특히 胡濙이 “황제께

서 여러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투덜댔다는 일화를 생각하면,105)105) 체 

구에게 보여주려고 와 같은 문장을 지은 것인지, 그의 붓놀림이 가히 가소롭

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 永樂帝, 宣德帝, 正統帝, 宣諭聖旨, 勅書, 宦官

투고일(2020. 4. 25),  심사시작일(2020. 5. 26),  심사완료일(2020. 6. 3)

102) 정동훈, 2019a 앞의 논문.

103) <神宮監太監昌公墓誌銘>, 胡丹 輯 , 앞의 책 236면 “累使朝鮮, 皆能宣 聖化, 使夷人悅

服, 朝貢 接踵于道. ( 략) 朝鮮交址, 使命屡承, 人懷其德, 事克有成. 始終無間, 內外馳名.” 

104) 의 책, 171면. 

105) �세종실록� 권56, 14년(1432) 6월 3일(庚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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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peror Zhengtong’s Enthronement as a Turning Point 

in the Joseon-Ming Relationship

Jung Donghun *

106)

This paper examines to which extent the Joseon-Ming relationship showed a very 

different development during the Zhengtong era (1436-1449) compared to the Yongle- 

Xuande era (1403-1435). It is argued that Emperor Zhengtong’s enthronement brought 

about a stabilization of the Joseon-Ming relationship.

Both Youngle and Xuande Emperors took great interest in Joseon. They sought Joseon 

women as concubines for the imperial harem and found delight in Joseon food and 

music. Falcons and hounds from Joseon added a special touch to the emperor's hobby of 

hunting. Those who were in charge of running the Emperor’s errands were the eunuchs. 

Two eunuchs, Huáng Yăn, serving under Emperor Yongle, and Chāng Shèng, serving 

under Emperor Xuande, frequently visited Seoul over a period of more than 30 years. 

The emperor's orders in most cases were not written but oral messages. Thus, the 

instructions could remain unnoticed by the officials of the outer court. The Joseon court 

faced great difficulties trying to match the personal tastes of the two emperors, who at 

the same time were profligate, so that King Taejong and Sejong struggled hard to meet 

the greedy eunuchs’ demands each time they visited Seoul. 

The benefits, however, where not totally one-sided. Joseon received considerable help 

by the eunuchs in dealing with sensitive diplomatic issues. Behind the scenes, the 

eunuchs played a tremendous role in smoothing out the two countries’ relations, which 

during the preceding Hongwu era (1368-1398) had scarcely seen untroubled days. 

The situation changed dramatically with emperor Zhengtong’s accession to the throne. 

The young Emperor, who had just passed the age of seven payed little attention to 

Joseon. The grand empress dowager, who served as the regent, and wise men of th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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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court, including the Three Yangs, sent back a large number of women from 

Joseon who had been selected by the previous Emperors. The eunuchs that had 

previously bullied Joseon also fell out of favor with the new emperor and were never 

sent to Seoul again. The practice of undocumented, oral messages from the Emperor 

also disappeared. Emperor Zhengtong reminds us of the Tumu Crisis, bringing to mind 

the manipulations of the eunuch Wang Zhen. Fortunately however, the interests of both 

did not extend to Joseon.

With Emperor Zhengtong’s enthronement, the Joseon-Ming relationship suddenly 

entered a stable stage without major occurrences. Bereft of the influential contact persons 

they could please with words and bribes, the Joseon envoys now had to prepare 

documents in due form and negotiate with the fastidious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Rites.

This change can be solely attributed to the new emperor. Thus, there were times 

when the emperors took interest in Joseon and tried to satisfy their needs through 

diplomacy with Joseon, and other times when they did not show such engagement. In 

the Ming dynasty, foreign affairs effectively were the emperor’s personal business.

Key Words : Youngle Emperor, Xuande Emperor, Zhengtong Emperor, Imperial oral 

message, Imperial edict, Eunu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