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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말년 대일정책의 굴절․전환과 국교재개
선조대 대일정책의 계승, 기유약조 체결
대일통교체제 재편을 위한 후속 조치, 유산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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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7세기 초 조․일 국교재개와 통교체제 구축의 과정을, 선조 말년과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단절성과 연속성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곧 임진왜란 종전
후 평화 회복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찰이다. 그 일련의 과정은 강화교섭에서 시작되
어, 1607년의 회답겸쇄환사에 의한 국교재개와 1609년 기유약조 체결과 후속 조치로 대일
통교체제가 재편되는 것으로 결말지어졌다. 본문의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조 말년 강화교섭~국교재개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이는 대일정책의 굴절․전환을
검토하였다. 이 시기 대일정책의 주도권이 이덕형에서 유영경으로 옮겨갔는데, 이는 조선의
대일정책이 對쓰시마정책에서 對막부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막부에 회답
겸쇄환사가 파견됨으로써 조․일간 국교가 재개되었다.
둘째, 광해군대 초반 대표적 대일외교 성과인 기유약조의 체결을 선조 말년 대일정책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회답겸쇄환사 파견 당시 논의되고 제시된 대일정책 구상
은, 왕위 계승과 그에 수반되었던 정국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유약조 체결로 구현되었다. 광
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은 순탄치 않았던 정권 교체의 와중에도 선대의 성과를 흩트리지 않고
계승하여 안정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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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유약조 체결 이후 통교체제 완비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이전시기 유산의 극
복과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 시기 정착되었던 일본인 상경 금지의 규례는 대일
외교의 공간을 동래 왜관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에서 통교체제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었다.
[주제어] 강화교섭, 회답겸쇄환사, 기유약조, 선조, 광해군, 이덕형

1. 머리말
조선 초부터 유지되어 오던 대일교린관계는 임진왜란으로 붕괴되었다. 수
십만의 군대가 동원되고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임진왜란은, 한․중․일 3국의 역사에도 커다란 전환점이 된 대규
모의 국제전이었다. 7년이나 이어진 전쟁 기간 동안 일본 침략군에 의해 수
많은 살육이 자행되었고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어버린 만큼, 조선인들에게 일
본은 말 그대로 不俱戴天之讐였다.
그런데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1607년 조선 국왕사절단 回答兼刷還使가 에
도 幕府에 파견됨으로써 재개되었고, 1609년에는 기유약조 체결로 통교체제
가 구축됨으로써 양국간 외교․통상시스템이 재가동되었다. 종전 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국교재개와 또 곧바로 이어진 통교시스템의
재가동은, 특히 조선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처럼 비정상적으로 신속한 조․일관계 회복의 배경은 임진왜란 직후 동
아시아 각국이 당면했던 대내외적 상황이었다. 전쟁 기간 동안 누르하치에
의해 진행된 여진족의 통합과 그에 따른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변화는, 17세
기 초의 시점에 조선․명․일본 3국에 공통적으로 큰 압박으로 작용한 대외
적 요인이었다. 그리고 전란으로 인한 체제 붕괴 등, 3국의 내부 사정 역시
평화를 갈구하는 요인이었다. 전란 후 재건에 여념이 없던 조선은, 여진의
흥기로 인한 북방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일본의 재도발을
미연에 방지해야 했다. 일본 역시 임진왜란 종전 후 곧바로 내전으로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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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와중에 패권을 확보해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가 도발
한 침략전으로 초래된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고 외교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통
치자로서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또다른 전쟁 당사자로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 명은 더 이상 일본을 제어하거나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견제
할 여력이나 의지가 없었다고 하겠다. 오히려 명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일본
의 講和 요구에 어떤 선택을 하든 일본의 군사적 도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조선․명․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이 직면한 위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이, 비
정상적으로 신속한 조․일간 국교 회복을 이해하는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국제 정치로서 본질을 지닌 외교가, 대내외적 압박 요인이 발생했
다거나 혹은 대내외적 분위기가 성숙․조성되었다고 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17세기 초에 급속하게 진행된 조․일간 국교재개와
통교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국교 회복의 일련의 과정 역시 상황론적 불가피
성이나 개연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다. 심지어 전쟁 중
수세에 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이견과 선택, 명분 제시와 합리화 등 다
양한 과정․국면이 존재하는 만큼, 17세기 초 조․일관계 복구 과정에서 특
정 정치인․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과 명분 제시(합리화), 국면의 전환
과 번복 등, 목적 달성을 향한 다양한 동력과 굴절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17세기 초 대일관계 회복 과정에
서 보이는 대일정책상의 굴절과 진전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17세기 초 조․일관계 회복 과정, 즉 국교재개와 통교체제 구축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는, 몇 가지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선조대 말
1607년 회답겸쇄환사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과,1) ②광해군대 초

반 기유약조로 대표되는 통교체제 구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2) 그리고
1) 三宅英利, 뺷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뺸, 文獻出版, 1986; 中尾宏, 뺷朝鮮通信使と德川幕府뺸, 明石書店,
1997; 뺷朝鮮通信使뺸, 岩波書店, 2007; 김경태, ｢임진왜란 직후 대일강화정책의 성격연구｣, 뺷한국
사연구뺸 138, 2007; 이훈, ｢임란 이후 ‘회답겸쇄환사’로 본 대일본외교 전략｣, 뺷한일관계사연구뺸
49, 2014.
기타 회답겸쇄환사에 관한 한․일 학계의 주요 연구 성과는 이훈, 위의 논문, 각주 1) 참조.

160

한국학연구 제50집

③1607년 회답겸쇄환사로 달성된 국교재개부터 1609년 기유약조까지 일련
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이다.3) 17세기 초는 조선후기 대일외교
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 대일관계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풍부하게 축
적되어 왔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쟁점이 다수 양산되며 밀도 있게 진행되어
왔다. 다만 1607년 회답겸쇄환사 파견과 1609년 기유약조 체결로 대변되는
17세기 초 조․일관계 회복의 일련의 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

표를 전제할 때, 기존 연구에서는 다음 몇 가지의 한계가 보인다.
첫째, 위에서 구분한 ①의 경우 대개는 조선후기 12차례 통신사 연구의
일환으로서 1607년 회답겸쇄환사를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경우, 국교
재개 이후 통교체제 구축․재가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단절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착시를 초래한다. 본문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1607년 회
답겸쇄환사 파견시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10년 뒤인 16017년에 이루어지는)
다음번 회답겸쇄환사 파견에 관해서가 아니라, 곧바로 직면하게 될 통교체제
의 구축에 관한 내용이었다.4) 한편, ②의 연구들도 크게 보아 동일한 한계를
지닌다. 기유약조라는 결과물은 가깝게는 회답겸쇄환사 파견을 즈음한 시점
의 대일정책 논의의 산물이며, 근원적으로는 임진왜란 종전 후 강화교섭에서
부터 투영되는 대일관계 복구에 관한 구상이 채택/굴절/번복되는 전체 흐름
의 종착지로서 검토될 때 종합적 이해가 가능한 지점이다. 요컨대 17세기 초
국교재개와 통교체제 구축의 일련의 과정이 단편 연구에서 종합적․포괄적
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그렇다면 참고가 되는 것은 ③의 선행 연구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까지 성과들은 상황론적 인식을 전제로 회답겸쇄환사의 파견과 기유약
조 체결의 추이를 사실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고, 유기적인 연관성을
2) 이현종, ｢己酉約條 內容의 史書別 綜覽檢討｣, 뺷대구사학뺸 7․8, 1973; 田代和生, 뺷近世日朝通交貿
易史の硏究뺸, 創文社, 1981; 김태훈,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뺷규장각뺸 42,
2013.
3) 中村榮孝, 뺷日鮮關係史硏究뺸 下, 吉川弘文館, 1969; 손승철, 뺷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뺸, 지성의
샘, 1994; 홍성덕, 뺷十七世紀 朝․日 外交使行 硏究|,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98; 민덕기, 뺷전근
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뺸, 경인문화사, 2007.
4) 뺷선조실록뺸 권205, 선조 39년 11월 9일(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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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데 이르지는 못했다. 홍성덕(1998)과 민덕기(2007)의 경우 공통적
으로 선조대 말의 강화교섭에서부터 회답겸쇄환사로 귀결되는 국교재개 과
정을, 상황론적 인식을 탈피하여 논의 과정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발전적으
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들도 선조 말년의 대일정
책과 광해군대 초반 전개되는 통교체제 구축이 지니는 상호 연속성과 단절의
문제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셋째, 광해군대 초반 대일통교체제 구축과 관련한 연구들은 기유약조 체결
에만 집중하여 조선후기를 관통하는 대일관계상 외형적 틀인 ‘倭使 상경 금
지’의 관철이나, 선조 말년의 그것과는 구분되는 정책 기조의 문제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17세기 초 대일관계 복구의 결론 격인 광해군대 초반의 대일정
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5)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삼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한계에 유념하면서 연구 목표인 ‘17세기 초 대일관계 회복 과정에서 보이
는 대일정책상의 굴절과 진전의 재구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체
제로 서술한다. 2장에서는 선조대 말의 강화교섭~국교재개에 이르는 과정에
서 드러나는 정책상의 이견․대립과 조정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강화교섭 과
정에서 보이는 대일정책의 굴절․전환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광해군대 초
반 대표적 대일외교 성과인 기유약조의 체결을 선조 말년 대일정책과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4장에서는 기유약조 체결 이후 통교체제를 완비
하기 위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5)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2013년 연구(김태훈, 앞의 논문)가 많은 참고가 된다. 그러나 당시 연구는
선조대 말의 대일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몇몇 오류를 지닌다. 본고에서 광해군대 초반 통교체제 구축에 관한 서술은 일면 그 수
정․보완의 성격도 지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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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조 말년 대일정책의 굴절․전환과 국교재개
豐臣秀吉의 동아시아 제패 야욕에서 촉발된 임진왜란은 1598년 11월 일

본군이 조선에서 모두 철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임진왜란 당사자였던 조선,
일본, 명 3국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평화 회복이
었다. 조선과 일본 양국관계에 국한하여 얘기하자면, 종전 후 평화 회복을
위한 과정은 강화교섭에서 시작되어, 1607년의 회답겸쇄환사에 의한 국교재
개와 1609년 기유약조 체결로 결말 지어진다. 그 출발선이었던 戰後의 강화
교섭은 기본적으로 일본측의 강화 요청에 대한 조선의 대응이라는 구도 하에
서 시작되었다. 종전 직후의 시점에서는 조선 조정이 일본의 강화에 응했던
이유란 사실상 도발억제책, 방어 전술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이었다. 강화
교섭을 통한 일본의 접근은 히데요시 사후 실권자로 부상하고 있던 德川家康
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고, 對馬島가 교섭의 주체이자 통로로 역할 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德川家康이 강화교섭을 對馬島에 지시한 것은 정유재란의 종결 시점인

1598년 겨울이었다.6) 이에야스로부터 강화교섭을 명받은 對馬島主는 곧바

로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교섭은 정유재란기 일본군 철
수를 위한 종전 교섭의 연장으로서, 일본은 명확히 조선을 교섭 대상으로 상
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겠다.7) 일본이 조선을 교섭 대상으로 한 것은
1599년 7월 柳川調信 명의의 書契를 보내오면서부터였다. 이전 교섭에서 강

화 조건으로 일본측이 제시한 것은 명․일간 인질 교환과, 조선이 왕자를 볼
모로 보내고 세폐를 바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강화의 전제가 ‘일
본측이 적극적으로 피로인을 송환할 테니, 조선에서는 사신을 파견해달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8) 1600년 4월 일본은 명군 인질을 모두 송환하고, 조선
과 강화교섭을 본격화하였는데, 그러한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德川家康이
6) 三宅英利 저․손승철 역, 뺷근세 한일관계사 연구뺸, 이론과 실천, 1991, 105쪽.
7) 정유재란기 일본군의 철군 교섭은 조선이 철저히 배제된 채 명․일간 교섭으로 진행되었다. 뺷宣祖
實錄뺸 卷106, 31년 11월 23일(갑진); 뺷宣祖實錄뺸 卷109, 32년 2월 26일(병자).
8) 뺷선조실록뺸 권115, 32년 7월 14일(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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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권을 장악하면서 對조선 강화교섭에 개입한 것이었다.9) 이에야스의 강
화 의지는 송환된 조선인들에 의해서도 전해져왔다.10)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동군이 승리함으로써 이에야스가 확고한 실권자로
부상한 시점인 1601년부터는 일본 사신들에 의해, 혹은 송환된 조선인들에
의해 강화교섭이 이에야스의 의지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한층 강조되
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야스의 강화 의지만큼이나, 조선에 通信使를 파견
해달라는 요구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1602년 12월 對馬島측은 이에야
스가 對馬島主에게 강화교섭을 일임했다고 전하며 通信使 파견을 요청하였
다. “내년 봄 안으로 德川家康에게 통신사가 가야 禍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
는 협박성 어조였다.11) 이처럼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확인된 바, 德川家康은
對조선 강화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한 것일까. 기존 연구를 통해 이를 살펴

보면, 三宅英利는 “豐臣秀吉에 의해 동아시아사회에서 고립된 국제관계를
복구하고, 조․일 양국의 교류정상화를 통하여 국가주권을 확립하여 교역으
로 국내경제를 발전시키고 무역이윤에 의해 德川幕府의 재정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2) 그러나 이는 이에야스가 당시 시점에서 의도했
던 것이라기보다는, 대조선 강화가 성사되었을 때의 기대효과를 현재적 관점
에서 역으로 재구성한 것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한편 김경태는, 침략국 일본
역시 장기간의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었음을 전제하면서 “조선과의 강화는
일본을 전시체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안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주도자
인 家康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13) 공감할 수 있는
명료한 분석이다.
강화교섭의 전개 과정에서는 조․일 양국간 서로의 의사가 교환되고 이해
가 교차되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각자의 지향과 의지가 조율되었다. 그
러면 강화교섭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지향점은 무엇
9)
10)
11)
12)
13)

김경태, 앞의 논문,
뺷선조실록뺸 권122,
뺷선조실록뺸 권157,
三宅英利, 앞의 책,
김경태, 앞의 논문,

45~46쪽.
33년 2월 23일(정유), 24일(무술).
35년 12월 5일(임진).
104쪽.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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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을까. 그 과정을, 몇 개의 전환점을 상정하여 검토하면 그 양상이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된다.
전후의 강화교섭이 조․일간의 협상으로 전환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
1600년 4월 일본의 명군 포로 전원 송환이 계기였다. 뒤이어 同年 9월 명군

이 조선에서 철수함으로써 강화교섭은 온전히 조․일 양국에 맡겨졌다. 그런
데 일본의 경우, 德川家康이 강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조선 조정의 대일강화에 대한 여론은 지극히 대조적이었다. 전쟁 수행
의 선봉에 섰던 유성룡이 임진왜란 당시 화친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탄핵 당
했고, 그를 지지하던 이들도 화친에 동조했다고 지목되어 비판 받는 분위기
였다.14) 그 근원에는 조선이 철저히 배제된 채 전개되었던 임진왜란기의 강
화협상 양상이 자리잡고 있었다.15) 그러나 1600년 조선이 대일강화교섭을
담당하게 된 시점에 선조는 강화 배격으로 일관하던 북인을 대신하여 서
인․남인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주었다. 선조 역시 德川家康 만큼이나 전
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평화를 선사하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일강
화를 당장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서인과 남인은 대체로 거기에 공감하고 있
었던 것이다. 이항복․이헌국․김명원이 議政에 임명되었고, 이덕형․이원
익․윤두수 등이 정국 운영에 동참하게 되었다.16)
정국 변동 이후, 대일정책을 주도하게 된 이는 李德馨이다. 임진왜란 이전
부터 외교전문가로서 이력을 축적하면서 대일외교상 주축으로 부상한 그가,
윗세대인 유성룡이 퇴장한 상황에서, 당국자․기획자로서 대일외교를 주도
하게 된 것이다.17) 이 시점에 조선 조정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명군의 철수
14) 뺷선조실록뺸 권108, 32년 1월 14일(을미), 16일(정유), 19일(경자); 뺷선조실록뺸 권113, 32년 5월 7
일(갑인), 9일(병진), 11일(무오), 15일(임술).
15) 임진왜란기 대일강화협상 양상에 대해서는 한명기, 뺷임진왜란과 한중관계뺸, 역사비평사, 1999,
42~57쪽 참조.
16) 뺷선조실록뺸 권126, 33년 6월 17일(무자).
17) 외교전문가로서 이덕형의 위상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이철성, ｢李德馨의 임진왜란 중
외교 활동｣, 뺷한국인물사연구뺸 7, 2007; 신병주, ｢광해군대의 정국과 이덕형의 정치․외교 활동｣,
뺷조선시대사학보뺸 67, 2013; 방기철, ｢이덕형의 전쟁경험과 일본인식｣, 뺷한국문화와 사상뺸 78,
2015; 한명기, ｢임진왜란 무렵 이덕형의 외교 활동｣, 뺷한음 이덕형의 학문과 사상뺸, 해드림출판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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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강화교섭․대일정책 역시 명군 철수 이후 당장의 안보를 확보하는 쪽
으로 구상되었다. 1600년 8월에 제시된 이덕형의 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對馬島가 지속적으로 강화를 요청해온 사실을 명에 상세히 보고할 것,
명에 수군을 청할 것, 명나라로부터 강화를 허락하는 문서가 나오게 할 것,
對馬島에 포로 송환토록 하여 성의를 보이도록 할 것, 약조를 체결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18) 주목할 점은 첫째, 철저히 명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외교에 대국의 위세를 빌어오는, 이른바 ‘借重之計’이다. 둘째, 대일
정책의 대상을 ‘對馬島’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덕형
이 구상하고 있었던 대일외교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체계화하였다.
첫째, 섣불리 일본의 중앙 정권과 강화하기 보다는 명의 허락을 받고 委官
혹은 군병을 요청하여 위세를 빌린다. 둘째, 이를 통해 對馬島의 강화 요구에
대응하다가 명 위관의 참관 하에 對馬島와 조약을 맺고 開市를 허용하여 對
馬島를 포섭한다. 셋째, 對馬島를 포섭한 후 일본(幕府 : 필자주)과의 강화가

가능할 만큼 국력이 증강될 때까지 시간을 마련한다.19) 이 로드맵에서도 위
에서 파악한 두 가지 특징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덕형은 대일강화협상
을 조선이 담당하게 된 1600년부터 영의정에서 물러나는 1604년 4월경까지
대일정책을 주도하였고, 그의 정책구상을 구현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가 제
시한 위의 로드맵은 대일정책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
대일교섭 현장에서는 명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그러
나 강화교섭에 관한 모든 일을 조선에 일임한다는 것이 명 조정의 입장이었
던 만큼,20) 이덕형의 의도대로 차중지계가 효과를 발했는지는 의문이다. 그
리고 대일외교의 대상을 幕府가 아닌 對馬島로 상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
해지는 德川家康의 강화 의지는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되고,21) 對馬島를 상대
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빠른 해결을 바라는 선조
18)
19)
20)
21)

뺷선조실록뺸 권128, 33년 8월 24일(갑오).
김경태, 뺷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63~264쪽.
뺷선조실록뺸 권145, 35년 1월 14일(정미), 15일(무신).
뺷선조실록뺸 권139, 34년 7월 4일(기해), 21일(병진); 뺷선조실록뺸 권150, 35년 5월 5일(병인); 뺷선
조실록뺸 권160, 36년 3월 25일(신사); 뺷선조실록뺸 권163, 36년 6월 17일(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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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향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된다. 對馬島를 대상으로 설정한 이덕형의 講
和 로드맵은, 1604년 2월 피로인 金光의 송환을 계기로 사실상 시의성을 상

실하고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김광은 玄蘇의 강화 요청을 담은 서
신을 가지고 왔고, 또 그 스스로가 상소하여 德川家康의 강화 의지와 통신사
파견 요청 등을 전달하였다.22) 이로 인해 그간의 對馬島에 초점을 맞춘 대일
정책은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玄蘇의 서신, 김광의 상소 내
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일본의 정세를 탐지하기 위해 그해 7월 惟政을
對馬島에 파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다.23) 한편, 이에야스는 유정을

1605년 2월 京都로 불러 아들 德川秀忠과 함께 접견하였다. 그는 이때 對馬
島主에게 쇼군직을 秀忠에게 물려줄 것이므로 조선의 통신사를 반드시 새

쇼군에게 파견하여 예를 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유정의 도일․접견에 만족
한 이에야스는 對馬島主의 대조선교섭권을 재차 확인해 주면서 領地 2,800
석을 더해주고 參勤交代를 3년 1회로 줄여주었다.24) 조선은 이에야스의 강
화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고, 이에야스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통신사의 도일이 가시화되는 순간이었다.
선조가 승하할 때까지, 강화교섭의 빠른 결말을 원했던 선조의 의중을 대
변하여 대일정책을 추진했던 이는 小北의 영수 柳永慶이었다. 그는 강화를
정당화․합리화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가 고안한 것은 德川家康의 國書와
임진왜란 때 선릉과 정릉을 파헤친 도굴범의 압송․처단이었다. ‘先爲致書’
와 ‘犯陵賊 송환’ 등 이른바 강화 조건 ‘二件’이었다. 이덕형이 강화 상대로
對馬島를 고수한 반면, 유영경은 선조의 의중을 반영하여 발빠르게 강화 상

대를 幕府로 전환하였다. 유영경에 의해 기획된 강화 조건이 충족된 후 1607
년 회답겸쇄환사 파견을 통해 조선과 일본은 전쟁으로 단절되었던 국교를 재
개하였다.
강화가 성립하기까지 조선의 대응은 이처럼 굴절․전환을 거친다. 그 굴
22) 뺷선조실록뺸 권171, 37년 2월 27일(무신). 김광의 송환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사건의 의미는 민덕
기, ｢조선후기 조․일강화와 조․명관계｣, 뺷국사관논총뺸 12, 1990 참조.
23) 뺷선조실록뺸 권175, 37년 6월 8일(정해).
24) 荒野泰典, ｢大君外交体制の確立｣, 뺷鎖國뺸, 有斐閣, 1981,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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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전환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정책의 합리성마저 침해되는 식의 양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주도권을 쥔 자의 구상과 대응책이 시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도태됨으로써, 굴절․전환을 통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선조대 대일정책의 계승, 기유약조 체결
광해군의 대외정책은 宣祖代의 연장선에서 출발하였다. 1604년 이후 선조
말년의 대일외교를 주도하였던 이는 유영경이다. 주지하다시피, 유영경은 영
창대군을 후계로 세우려 하였고, 광해군에게 대리청정토록 하라는 선조의 명
을 은폐하는 등 광해군의 즉위를 저지하려 했었다. 광해군 즉위 후 유영경은
임해군과 함께 최우선 숙청 대상이었다. 그러한 유영경이 선조의 의중에 따
라 추진했던 대일정책의 결론이 1607년 회답겸쇄환사 파견과 대일국교재개
였다. 광해군은 유영경에 의해 만들어진 선조 말년의 대일외교의 결과에 대
해 어떠한 입장이었을까. 다음은 선조 승하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광해군
이 비변사에 하달한 비망기의 첫머리이다.
寡昧한 내가 죄가 많은 탓에 하늘이 돌보아주지 않아 이런 혹독한 화를 당하였

는데도 모진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벌써 한 달을 넘겼다. 애통해 하는 가운데도
생각이 國事에 미치니 걱정스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애가 타고 답답하여 어떻게
조처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北虜에 대한 守禦와 南倭의 接待에 대해서는 先朝에서
강구한 바가 이미 상세하니, 廟堂에서는 필히 잘 조처하라. (후략)25)

험난했던 즉위 이후 정적을 숙청하고, 이원익의 영의정 임명, 정인홍 사면
복권 등 정국 재편을 일단락한 시점에, 신왕으로서 국정 과제에 대해 소회를
25) 뺷光海君日記뺸 권2, 즉위년 3월 2일(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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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방향을 제시한 광해군의 第一聲이라고 하겠다. 위 인용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대개의 경우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민생 문제(生民之事)에 관한
것이다. 소위 ‘남왜북로’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대응을 첫머리에 둔 것은 17
세기 초 조선을 둘러싼 극도로 불안정한 외부 환경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
목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北虜에 대한 守禦와 南倭의 접대에 대해서는
先朝에서 강구한 바가 이미 상세”하다고 한 부분이다. 여진과 일본에 대해

각각 군사적 방어와 외교로 대응하는 선조대의 기본 방향을 이어간다는 점
과, 구체적 대응 전략 역시 선조대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26)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선조와 유영경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
는 대외정책에 대한 계승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 광해군이 표명한 바
선조대 대외정책, 특히 대일정책에 대한 계승은 어떠한 식으로 구현되었을
까. 광해군대 대일정책의 가장 대표적 성과는 역시 기유약조의 체결이다.
선조 말년 회답겸쇄환사 파견으로 조․일간 국교가 재개되었다.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평화를 되찾은 것이다. 그리고 1609년의 기유약조 체결은
임진왜란으로 붕괴되었던 조․일관계를 다시 작동시킨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유약조는 조선후기 대일관계의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27) 기유약조의 체결이 광해군 1년에 이루어진 데다, 외교에 능통한 군
주라는 광해군의 이미지 덕분에 기유약조가 광해군대의 대일정책상 성과라
는 부분적 착시가 초래되는 듯하다. 기유약조의 체결은 1607년 회답겸쇄환
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으며, 16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강화교
섭의 결론․결과였다. 즉 선조 말년과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 사이의 단절
성․차별성보다는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대목이다.28)
26) 여진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통상에 기반한 회유책을 구사한다는 대응 기조
는, 뺷해동제국기뺸에서부터 제시된 15세기 이래의 전통적 전략이기도 하다.(하우봉, 뺷조선시대 한국
인의 일본인식뺸, 혜안, 2006, 144쪽)
27) 기유약조에 관해서는 中村榮孝, 뺷日鮮關係史硏究뺸 下, 吉川弘文館, 1969; 민덕기, 앞의 논문; 홍성
덕, 앞의 논문; 김태훈, 앞의 논문 등을 참조.
28)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도 기유약조를 국교재개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그 일련의 흐름을 재구성
한 바 있다. 다만, 정국의 변동에 따른 대일정책 주도권자의 교체나, 양자간의 차별적 인식으로 인
해 전․후의 대일정책이 지니는 차별성 혹은 연속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17세기초 조․일 국교재개와 통교체제 재편 과정에 대한 검토

169

우선, 기유약조 체결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선조 승하
이전인 1608년 1월이다. 이때 선조의 명으로 李志完이, 약조 체결을 위해 내
조할 일본 사신들을 맞이할 宣慰使에 임명되었다.29) 이어서 2월(광해군 즉
위 이후 시점)에 약조의 최종안과 일본 사신들에 대한 接待事目 등이 확정되
고, 사신 접대의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가 이루어졌다.30) 이처럼 광해군 즉위
를 기점으로 놓고 볼 때, 그 전후로 약조 체결을 위한 준비가 별다른 방향전
환이나 왜곡 없이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회
답겸쇄환사 파견 과정에서 제기된, 국교재개 이후에 대한 구상이다. 기유약
조는 조선전기 약조의 복원으로서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쟁으로
파국을 맞았던 조․일관계는 단순한 ‘복원’만으로 재가동될 수 있는 것은 아
니었다.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 재편되고 있던 동아시아 역학구도 하에서,
히데요시 사후의 일본 내부 정세의 격변과 같은 요인은, 조선 조정에 판도
변화에 대응하는 신질서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었다. 선조 말년의 시점에서
보자면, 국교재개 이후 진행될 약조 체결과 조․일관계의 재가동은, 정해진
당연한 수순에 의해서 전개되는, 관망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변화된 동
아시아 역학구도와 일본의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모색이 이
루어져야 하는 사안이었다.
국교재개 이후, 즉 회답겸쇄환사 귀환 이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606년 8월 조정에서 사절단 파견을 최초로 결정한 즈음이었다. 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국교가 재개된 이후에 제기될 외교적 사안들과 관계가 복구됨
으로써 구축해야 할 통교체제에 대한 구상과 대응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절단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지, 사절단 파견에 관해 중국에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인지 先行後報로 처리할지 등 사절단 파견 준비와 관련된 논
의와 함께, 일본측이 중국에 進貢할 수 있도록 주선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의
대응과 통교가 재개된 이후 왜관 운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제
29) 뺷東萊府接倭狀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뺸, 萬曆 戊申(1608년) 1月.
30) 뺷東萊府接倭狀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뺸, 만력 무신 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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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31) 명․일간 주선의 문제는 불가한 것으로, 왜관은 당시 임시로 운
영되던 절영도에서는 옮겨 주되 3개소가 아닌 단일 왜관으로 운영한다는 방
침이 정해졌다. 국교재개 이후 예상되는 대일통교상 제문제에 관한 논의는
한층 더 진전되는데, 기존 연구에서 이른바 ‘問答逐條’로 명명하여 분석한 기
사에 집약되어 있다.32)
문답축조는 곧 도일할 회답겸쇄환사에게 일본측이 물어올 법한 예상 질문
과 그에 대한 모범 답변이다. 선조는 자신이 직접 비변사에 예상 질문을 하
달하면서 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강구하여 그것을 회답겸쇄환사에게 숙지
시키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비변사에서는 논의․조율된 답변을 보고하
였는데, 그것이 문답축조이다.33) 그 가운데 기유약조에 반영되는 내용을 비
롯한 통교체제 재편과 관련된 항목만을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항포소/왜관
문 : 일본측이 조선전기의 예에 따라 三浦(웅천․제포․부산)를 개항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답 : 항구는 부산 하나로도 사신이 오가는 데 충분하다. 웅포․제포는 폐쇄된
지 오래됐다.

② 일본 사절단의 종류
문 : 일본 여러 지역의 巨酋(지방 영주)들에게 전례에 따라 관직을 제수해달라고
하면?
답 : 지금은 關白(幕府 將軍)이 통일하여 일본의 통치체제가 바뀌었으니 불가하다.

③ 歲賜米豆
문 : 범릉적을 압송한 對馬島主에게 舊例의 세사미 200석 외에 수백 석을 더

31) 뺷선조실록뺸 권202, 39년 8월 23일(기미); 뺷선조실록뺸 권203, 39년 9월 3일(기사).
32) 민덕기, 앞의 책, 234~241쪽; 이훈, 앞의 논문, 285~295쪽.
33) 뺷선조실록뺸 권205, 39년 11월 9일(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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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해달라고 하면?
답 : 對馬島主는 임진왜란 당시 향도로서 죄과가 있는 만큼, 범릉적 압송은 속죄
에 불과하다. 새로 정하는 약조에 의거하여 시행될 것이다.

④ 對馬島人에 대한 受職人 제도
문 : 對馬島 수직인 제도를 전례대로 부활시키고 높은 관직을 내려 달라고 한다면?
답 : 과거 對馬島人에 대한 관직 제수는 오랜 동안 向國輸誠하여 조처한 것인데,
지금 겨우 왕래가 시작된 마당에 무엇에 의거하여 수직을 논하는가.

⑤ 명․일 통교 주선(進貢路 제공)
문 : 명에 진공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길을 열어 달라고 한다면?
답 : 寧波의 亂, 임진왜란 등을 일으켜 일본 스스로 그 길을 닫은 것이다. 명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지금 조선으로서도 감히 입을 열 수 없다.

⑥ 지정된 항로를 벗어난 왜선에 대한 대응
문 : 일본 상선이 표류하면 쇄환하지 않고 격침시키는데, 왜 그러는가라고 묻는
다면?
답 : 전부터 조약에 부산의 길로 통하지 않고 다른 곳에 표류하여 도착하는 자는
모두 도적으로 논단하게 되어 있다.34)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6개 항목 가운데 ①․⑤번을 제외한 4개 항은 고스
란히 3년 후에 체결하게 되는 기유약조에 포함되었다. 1609년 체결된 12개
조의 기유약조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왜관에서 접대하는 것은 세가지 예가 있는데, 國王使, 島主特送使, 受職人
34) 이외에도 명군의 주둔 상황이나 조선의 軍備에 관한 질문, 무리한 물자나 인질 요구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회답사가 일본에 머무를 때 일본 정세가 급변하
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요령도 숙지토록 하고 있으며, 피로인 쇄환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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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② 국왕사가 나올 때에는 단지 上船과 副船만 허락한다.
③ 島主歲遣船은 (줄여서) 17척으로 하고 특송선 3척과 합해서 모두 20척으로
한다.

④ 도주에게 주는 歲賜米太는 도합 100석으로 한다.
⑤ 수직인은 1년 1회 내조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지 못한다. 평상시(임진왜란
이전) 수직인은 면죄 받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도록 하고 지금은 거론하지
않는다.

⑥ 배는 3개 등급이 있는데, 25尺 이하를 소선, 26~27尺을 중선, 28~30尺을
대선이라 한다.

⑦ 船夫는 대선 40명, 중선 30명, 소선 20명으로 한다. 배의 크기를 살피고,
선부의 수를 헤아리되, 선부는 정해진 인원을 넘을 수는 없으며, 정해진 수보
다 적게 오는 경우에는 그 수에 맞추어 料를 지급한다.

⑧ 무릇 보내는 배는 모두 대마도주가 발급하는 文引을 받은 뒤에야 올 수 있다.
⑨ 對馬島主에게는 전례에 따라 圖書를 만들어 지급하고, 그 견본을 예조와 교
서관에 보관한다. 또 부산포에도 두어 書契가 올 때마다 그 진위를 살펴서
격식에 어긋나는 배는 되돌려 보낸다.

⑩ 對馬島主의 文引이 없는 자 및 부산을 거치지 않은 자는 賊으로 판단한다.
⑪ 過海料는 對馬島人에게는 5일치를 주고, 도주특송인에게는 5일치를 더해주
며, 국왕사에게는 20일치의 양식을 준다.

⑫ 이외의 나머지 일은 모두 전례를 따르도록 한다.35)

문답축조 ②, ③, ④, ⑥이 각각 기유약조 ①, ④, ⑤, ⑩항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문답축조 ①과 ⑤의 내용 역시 각각 왜관의 설치․
운영, 왜사 상경 금지의 관행 정착 등으로 이어지면서 조선후기 대일통교체
제의 일부로 자리잡는다. 이처럼 회답겸쇄환사 파견 당시 논의되고 제시된
35) 뺷邊例集要뺸 卷5, ｢約條｣. 이후 “왜관에 머무르는 기한을 도주특송선은 110일로, 세견선은 85일로,
漂差倭와 기타 別差倭는 55일로 한다”는 조항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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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정책 구상은, 왕위 계승과 그에 수반되었던 정국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
유약조 체결로 구현되었다. 선조 말년과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연속성을
좀더 부각하여 인식해야 하는 단적인 예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유약조이다.
기유약조가 선조 말년 대일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다
만, 기유약조가 체결된 것은 광해군의 즉위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인 만큼,
광해군대의 초반 대일외교 성과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 역시 존재한다. 일본
사절단에 대한 설득을 통해 歲賜米太의 양을 확정하고, 25척으로 잠정 결정
되었던 세견선 수를 20척으로 줄인 것 등은 광해군대 초반의 대일외교상 성
과이다.36) 그러나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성과는 순탄치 않았던 정권 교체의
와중에도 선대의 성과를 흩트리지 않고 계승하여 안정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는 점이다. 기유약조 체결 직후 비변사의 다음과 같은 보고는 그 의미를 함
축적으로 말해준다.
임진왜란 이후 왜놈들이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강화를 요구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쇠약함이 쌓인 탓에 여러 해 동안 의심하면서 미루어 왔습니다. 이는 강화를 허락
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약조를 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던 때문입니다.37)

국교재개 그 자체는 결국 필연적이며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만, 어떠한
통교체제를 구축하느냐는 이후 항구적으로 대일외교의 성격을 규정짓게 되
는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선조 말년 대일정책을 주도했던 유영경
의 몰락은 그 시기 대일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한 공세와 무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생사를 건 정쟁이 있었음
에도, 최소한 대외정책에 관한 한 일정한 정치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이었을까. 광해군 즉위 직후 직면했던 외교적 현안의 해결 과정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광해군 즉위 이후 가장 먼저 직면한 외교적 현안은 대일외교가 아닌 대명
36) 뺷東萊府接倭狀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뺸, 만력 기유(1609년) 5월.
37) 뺷광해군일기뺸 권17, 1년 6월 17일(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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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의 문제였다. 신왕 광해군의 책봉 건이었다. 명 만력제의 후계 문제,
명의 조선에 대한 견제 등이 한데 얽히면서, 광해군은 부왕 선조가 승하할
때까지 결국 명으로부터 세자 책봉을 받아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명은 조선의 책봉 요청에 거부감을 드러낼 뿐이었다.
세자 책봉 문제에서처럼 선조의 장자 임해군이 있음을 들어 왕위 계승의 차
서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38) 1608년 2월 조정은 告訃請諡承襲使 이호민
과 부사 오억령 등을 파견하여 광해군 책봉을 주청했지만, 이호민 일행은 告
訃의 임무만을 완수한 채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39) 명에서는 遼東都司 嚴
一魁와 自在州知府 萬愛民을 차관으로 파견하여, 과연 조선 조정의 설명대로

임해군이 왕이 되기에 부적합한 인물인지 그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40)
엄일괴와 만애민은 임해군에 대한 면담 조사까지 벌였다. 조선 조정은 결국
수만 냥의 은을 뇌물로 쥐어주고 난 다음에야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다.41)
그러나 여전히 명의 책봉을 받아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이때 책봉
승인을 받아오는 陳奏使의 임무를 띠게 된 이가 이덕형이었다. 그는 부사 황
신, 서장관 강홍립 등과 함께 북경으로 가 객관에서 5개월여를 체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예부에 청원을 하는 등의 교섭을 통해 광해군의 책봉을 승인 받
을 수 있었다.42)
위 장면은 광해군이 지닌 태생적인 왕권의 취약성과 그가 감당해야 했던
정치적 곤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
는 것은 광해군 즉위 초 직면했던 이때의 외교적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역할 했던 인물들의 면면이다.
광해군 즉위 초 고부겸청시승습사로 파견되었던 이호민(1553~1634)은
1592년 遼陽으로 들어가 이여송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

물이다.43) 대명외교문서를 전담한 경험도 있고, 왜란 직후인 1599년 謝恩使
38)
39)
40)
41)
42)

뺷광해군일기뺸 권4,
뺷광해군일기뺸 권1,
뺷광해군일기뺸 권5,
뺷광해군일기뺸 권5,
뺷광해군일기뺸 권11,

즉위년 5월 20일(을사).
즉위년 2월 6일(계해); 뺷광해군일기뺸 권9, 즉위년 10월 17일(신미).
즉위년 6월 15일(경오).
즉위년 6월 20일(을해); 한명기, 앞의 책, 193~194쪽.
즉위년 12월 17일(경오); 뺷燃藜室記述뺸 권19, ｢廢主光海君故事本末｣ 奏請明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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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에 파견되기도 하는 등 특히 대명외교 분야의 이력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부사로서 이호민과 함께 파견되었던 오억령(1552~1618) 또한 1590년
對馬島에서 玄蘇가 내조했을 당시 선위사로서 임무를 수행하였고,44) 1591년

에는 陳奏使 質正官으로서 명에 다녀오기도 했다. 임진왜란기에는 明 經略
宋應昌의 접반사 윤근수를 도와 조정과 명군 사이의 갈등을 조정․봉합하는

데 일조하였다.
한편, 광해군의 책봉 승인을 받아오는 임무를 완수했던 이덕형 일행의 면
면은 더 인상적이다. 선조 말년과 광해군대를 통틀어 외교 분야에 독보적 이
력을 지닌 이덕형은 차치하고라도, 황신과 강홍립 역시 외교 전문가로서 주
목되는 인물들이다. 황신(1560~1617)은 임진왜란기에 명의 책봉사 심유경
의 접반관으로서, 또 通信使로서 1596년 심유경과 함께 도일하여 임무를 수
행하였다. 그는 이때의 일본 사행 경험을 뺷日本往還日記뺸를 기록하여 남겼
다. 정유재란기에는 이덕형과 함께 對馬島 공습을 주장하면서 그 실행 계획
을 세우기도 했다.45) 이덕형은 황신을 동지로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데, 성혼의 문인이었던 황신이 1589년 이산해를 탄핵하였을 때, 이덕형은 자
신의 장인을 탄핵한 그를 구원하기도 하였다.46) 서장관 강홍립(1560~1627)
은 1619년 사르후전투 때 조선의 지원군을 통솔하여 참전하게 되는 인물로,
무엇보다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관련하여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다. 환갑이 다
된 나이에 1만 3천의 군사를 이끄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것은 중국어가
가능하고 외교에 능통한 그의 역량을 광해군이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광해군
즉위 직후, 정국의 격변 속에서 대명외교와 대일외교에서 막중한 현안들에
직면하였음에도, 기유약조의 체결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
다 이들과 같이 외교 지식․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뛰어난 인물들이 외교
부문의 인적 기반으로 존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광해군대 초반
대일외교를 주도하게 되는 이덕형은 그 스스로가,
43)
44)
45)
46)

뺷五峯先生集뺸 附錄, ｢諡狀｣(李敏求 撰).
뺷선조실록뺸 권24권, 23년 1월 17일(경신).
뺷선조실록뺸 권108, 31년 12월 22일(계유).
뺷한음선생문고뺸 부록 권3, ｢遺事｣(이귀 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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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후로 임무를 맡은 곳이 매번 남방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한 일(海邦
之事)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잘못 하고를 떠나 처리해본 것이 많습니다.47)

라고 자부할 정도로 대일외교 분야에서 탁월한 이력과 역량을 지니고 있었으
며, 광해군대 초반 자신의 정책구상을 구현하면서 대일통교체제 재편 작업을
완수하게 되는 인물이다.

4. 대일통교체제 재편을 위한 후속 조치, 유산의 극복
광해군은 즉위 초반, 선조 말년 대일정책상 성과를 온존시키면서 그 연장
선에서 기유약조 체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조․일간 국교재개와 통
교체제 재편의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하는 몇몇 과제가
더 남아있었다.
1609년 3월 기유약조 체결을 위해 내조한 일본 사절 玄蘇와 柳川景直은

약조 체결 건과는 별개로, 일본 사신들의 상경을 허용해줄 것과 明에 進貢할
수 있도록 貢路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왔다.48) 공로에 관한 건은 그 허구성
으로 인해 조선 조정에서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무마되었다. 반면
일본인들의 상경 문제는 對馬島측의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위상 등과 직결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상경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 대립은 조선측 선위사․역관들과 對馬島측의 玄蘇․柳川景直간에 거친
말이 오갈 정도로 첨예한 양상을 띠게 된다.49) 이때는 약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對馬島측의 상경 요구를 무마할 수 있었다.50)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에 불과하였다.
對馬島측의 상경 허용 요구는 바로 이듬해인 1610년, 도주 宗義智와 柳川
47)
48)
49)
50)

뺷광해군일기뺸 권57, 4년 9월 18일(기유).
뺷東萊府接倭狀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뺸, 만력 기유 3월.
뺷광해군일기뺸 권15, 1년 4월 2일(계축).
뺷광해군일기뺸 권15, 1년 4월 5일(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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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直이 선조에게 진향하려 한다면서 상경을 허용해달라고 했을 때 다시 쟁점

화 되었다. 일본인의 상경은 사실 기유약조의 체결과 동시에 복구돼야 하는
사항이었다. 기유약조를 포함한 조선전기 이래의 약조에는 왜인들의 상경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지 그들의 상경을 전제로 하여 상경 왜인의 숫자를 규
정한 조항이 있는 정도이다.51) 그런데 문제는 왜인들의 상경은 관행․규례
상 으레 재개되는 것으로 조선 조정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52) 이
미 전년도에 약조가 체결되어 조․일간 통교가 재가동된 이상, 조선 조정으
로서도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선 조정에서 왜인들의 상경을 한사코 금지하려 했던 것은 무엇보다 안
보상의 이유에서였다. 임진왜란 당시 전국토가 일본군에게 짓밟혔던 데다,
남왜북로의 외부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은 종전 후 10여년이 지난 당시에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회답겸쇄환사 파견 준비 당시 1606
문답축조 기사에서도 조선의 잔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고심이 그대로 반
영되어 있었다.53) 명의 힘을 빌어 일본군을 축출함으로써 전쟁이 종결되고,
1600년 9월 명군의 철수하자 그로 인한 위기감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리

고 그러한 위기감의 발로에서 대일교섭에서 借重之計와 같은 과장된․허구
적인 방책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언뜻 실감되지 않은 부분일 수 있으
나 사료를 통해 보건대, 광해군대 초반까지도 안보상의 불안감이나 대일위기
의식은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명의 위세를 빌어오는 외교 전술로서 차중지계
역시 활용되고 있었다. 복구되어야 하는 왜인 상경에 대해 절대 불가의 입장
을 고수하는 데에는 그러한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왜인 상경 문제로 인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영의정 이덕형은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지금 宗義智와 柳川景直이 사람을 보내어 다시 상경하여 進香하기를 요청하고,

51) 뺷增訂交隣志뺸 권5, ｢志｣ 約條.
52) 뺷광해군일기뺸 권26, 2년 3월 18일(갑오).
53) 뺷선조실록뺸 권205, 39년 11월 9일(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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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開市 허용을 청하였는데, 통신사가 이미 돌아와 약조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는
모두 응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경하는 것을 허락하면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상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또 개시를 막으면 배척하
여 단절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大賊(일본 막부의 군대 : 필자주)의 동요가 비록
대마도와의 화친 여부에 관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방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대마도도 충분히 할 것입니다.54)

왜인들의 상경은 절대 허용할 수 없음을 전제하면서, 그들의 상경과 開市
허용 요구를 모두 막을 경우 변방을 시끄럽게 할 만한 난리가 초래될 수 있
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뒤이어 이덕형은 그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두 건의 일을 거절하고 대마도를 배척하여 끊는 것을 우리나라가 능히
하겠습니까. 두 건의 일을 가지고 경중을 참작해 보면 상경시키는 문제는 지극히
어려운 것이지만 개시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니, 마땅히 우리의 큰 폐단을 막고
우선 그들의 욕심을 맞춰주어 저 왜적이 이미 개시를 허용한 데에 만족하게 되면
상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55)

상경과 개시를 모두 막을 수는 없으므로, 그다지 피해가 없을 것을 보이는
개시를 허용하여 상경 허용 요구를 무마하자는 제안이다. 그리고 이덕형은
개시를 막으면 潛商의 폐단만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시 허용을 주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56) 광해군은 이덕형의 건의를 수용하여 개시
를 허용하도록 조처하였다.57) 상경과 개시라는 민감한 2개 사안을 결부시켜
해결 방안이 모색된 것이다. 그리고 對馬島측이 개시를 허가 받은 만큼 상경
금지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되었다. 교섭 현장에서는 개시를 허용
54)
55)
56)
57)

뺷漢陰先生文稿뺸 권6, ｢疏箚｣ 陳倭情仍辭職箚.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뺷광해군일기뺸 권26 2년 3월 14일(경인).

17세기초 조․일 국교재개와 통교체제 재편 과정에 대한 검토

179

한 은혜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야에 팽배한 반일정서와 도리
어 이전보다 심해진 명의 간섭 등을 이유로, 對馬島측의 상경 요청을 무마하
였다.58) 물론 명의 간섭은 사실상 핑계였으며, ‘차중지계’가 활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개시 허용과 상경 금지에 따라 늘어난 일본인들의 체류
기간 등에 대한 대책이 시행되고 접대의례 재정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왜인 상경 불가’는 규례로 정착되어 갔다.59) 왜인 상경 금지는 조선후기 대

일외교의 공간을 동래 왜관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에서 통교체제의 한 축을 이
룬다. 기유약조 체결이 선조 말년 대일정책상 성과를 계승한 결과물로서 성격
을 지닌다면, 왜인 상경 금지의 규례 창출은 광해군대 초반의 성과였다. 이처
럼 광해군대 초반 대일통교체제 재편 과정은 이전시기 성과의 계승과 보완을
통해 조선후기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선조 말년과 광해군대 초반의 대일정책을 과연 연속성의 관점에서
만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까. 선조 말년의 대일정책의 방향과 유산은 분명 계
승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극복․청산해야 할 일면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이
에 관해서는 다시 기유약조 체결 시점으로 돌아가 검토한다.
기유약조를 체결한 후 광해군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듯하다. 특히
세견선 수를 20척으로 줄이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것을 큰 성과로 평가
하면서,60) 약조 체결의 실무를 맡았던 선위사 이지완과 역관들에게 加資하
였다.61) 그러나 광해군의 평가와 달리, 三司의 관원들은 연일 가자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선위사 이지완이나 역관들의 실책을 비판하거나
논죄한 것이 아니었다.62) 일본에 문호를 개방한 것 자체에 대한 비판과 불만
의 표출이었다. 기유약조 체결과 광해군의 대일정책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58) 뺷광해군일기뺸 권26, 2년 3월 16일(임진).
59) 對馬島측의 상경 요구는 17세기 前半 내내 지속되기는 하지만, 이 시점 이후 조정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현안으로 논의한 사례가 없다. 1610년을 기점으로 규례로 정착되어갔다고 보는 근거이
다. 다만, 정묘호란의 여파가 남아 있던 시점인 1629년 玄方의 상경 사례는 유일한 예외이다.
60) 뺷광해군일기뺸 권17, 1년 6월 17일(병인). “今乃以一介使臣之言 一朝而定之 比前船數有減而無加 南
邊之幸 孰有加於是哉”
61) 뺷광해군일기뺸 권23, 1년 12월 19일(병인).
62) 뺷광해군일기뺸 권23, 1년 12월 20일(정묘)~28일(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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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정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은 대일적개심이 자리하고 있었다.63)
그러한 반일 정서는 기유약조 이후 후속 조치, 즉 개시 허용에 대한 불만
으로도 표출되었다. 1610년 3월 이덕형 등에 의해 개시 허용 논의가 진행되
던 때, 사헌부에서는 깊은 원한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大禁이 한
번 풀리면 이후로 끝없는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강한 활과 날카
로운 칼은 써보지도 못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개시 허용 논의에 강력히 반발
하였다.64) 그리고 개시 허용이 최종 결정되자 사헌부는 연일 철회를 요구하
였다.65) 비단 기유약조나 개시 문제뿐 아니라, 대일교섭 현장에서 對馬島 사
신들에 대한 후한 대접을 문제 삼는 등,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자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히는 형국이었다.66)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은 이덕형과 같은 인물이 주도력을 발휘하고 축적
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구상을 구현해나가면서 통교체제 재편이라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대일 국교재개와 통교체제 재편이 임
진왜란 종전 이후 불과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반일정
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남왜북로의 외부 환경과 일본
측의 적극적 강화 요구 등을 고려하면, 선조 말년의 국교재개나 광해군대의
기유약조 체결은 분명 시의성을 확보하였으며 시대 환경에 조응하는 진전이
었다. 다만, 정서의 문제는 그 이상의 미묘함을 지니는 것이고, 감정을 다독
여 가라앉히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였다. 선조 말년 대일외교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좌절을 경험했던 이덕형은 다소 조급하게 추진되었던 회답겸쇄환
사의 파견을 “奸賊 玄蘇가 가짜 書契를 가지고 왔음에도 우리가 舊例에 의거
해 화친을 허락하였으니, 비유컨대 바둑을 이미 다 둔 것과 같았다”고 탄식
하며 회상하였다.67) 신속하게 진행된 국교재개와 대일통교체제 재편의 과정
63)
64)
65)
66)
67)

김태훈, 앞의 논문, 144~147쪽.
뺷광해군일기뺸 권26, 2년 3월 4일(경진).
뺷광해군일기뺸 권26, 2년 3월 15일(신묘)~21일(정유).
뺷광해군일기뺸 권15, 1년 4월 4일(을묘).
뺷광해군일기뺸 권26, 2년 3월 6일(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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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거지는 반일정서는 선조 말년부터 일면 조급성을 지니고 추진된 대일
정책의 또 다른 유산이었다. 이전 시기 대일정책의 성과와 동시에 과오도 떠
안아야 했던 것이다.
광해군대 대일정책 기조는 불가피하게 유화적이고 功利的인 성격을 띠었
다.68) 동아시아 정세와 전쟁으로 피폐화된 조선의 현실은, 원칙론․명분론
적인 외교 전략을 용납지 않았다. 광해군대 초반 유화적․공리적 대일정책은
대일통교체제 재편이라는 성과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반일정서를 무마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론․불가피론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었다.
광해군은 유화적․공리적 대일정책 기조하에서 취해지는 제반 조치들을, 명분
론적 修辭로써 합리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일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09년 玄蘇와 柳川景直이 宣醞禮를 행할 때 뜰 아래에서 절하는 관례에

반발하였는데, 이 보고를 받은 광해군은 “당초 義로써 배척하여 통신하지 않
았다면 그뿐이지만, 지금 이미 信使가 왕래하였으니, 사소한 문제로 멀리서
온 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원망을 품게 해서는 안된다. 式例가 지나치게 야박
하지 않은가?”라며 후대하고 다독이라고 지시하였다.69) ‘통신사가 왕래한’
상황이나 ‘의로써 배척하지 못 한’ 것은 선조대 대일외교의 유산이다. 일종의
책임 전가 장치이다. 그리고는 ‘멀리서 온 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원망을 품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외교상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다. 반일정서를 그러한 명
분 제시로 완화시켜 나갔고, 그 위에서 유화적․공리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서 명분론상의 허점으로 인해 광해군대 대
일정책이 심각한 반대여론에 직면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70) 광해군의 그러
한 명분론적 대응 논리는 반일정서와 일본측의 외교 공세 사이에서도 안정적
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전제였으며, 선조 말년 대일정책
의 유산․과오를 극복하는 방책이기도 했다.

68) 김태훈, 앞의 논문, 152~161쪽 참조.
69) 뺷광해군일기뺸 권14, 1년 3월 29일(경술); 뺷광해군일기뺸 권15, 1년 4월 4일(을묘).
70) 김태훈,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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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17세기 초 조․일 국교재개와 통교체제 재편 과정을, 선조 말년과 광해군

대 초반 대일정책의 단절성과 연속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다. 이는 곧 임
진왜란 종전 후 평화 회복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찰이다. 그 일련의
과정은 강화교섭에서 시작되어, 1607년의 회답겸쇄환사에 의한 국교재개와
1609년 기유약조 체결과 후속 조치로, 대일통교체제가 재편되는 것으로 결

말 지어졌다. 체계적 이해를 위해 본문을 3개 장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선조 말년 강화교섭~국교재개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이는 대일

정책의 굴절․전환을 검토하였다. 1600년을 전후하여 德川家康이 조선과의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조선교섭을 담당한 對馬島는 지속적으로 강화를
요청해왔다. 강화 배격의 여론이 팽배했던 조선 조정의 분위기는 선조가 대
일강화에 전향적 모습을 보이던 서인과 남인에게 정국 운영을 일임하면서 강
화교섭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일신되었다. 1600년~1604년 4월의 기간
에 대일외교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이는 이덕형이었다. 이덕형의 정책구상의
특징은 강화의 상대자로 對馬島를 상정하였다는 점이었고, 신중론․자강론
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그러나 1604년 김광의 송환을 계기로 일본 幕府의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선조는 이덕형이 추진하던 對쓰시마정책에 제
동을 건다. 이후 유영경이 주도하게 된 대일정책은 對막부정책으로 선회하
여, 통신사 파견을 추진하게 된다. 강화 조건 ‘二件’이 충족된 후 조선 조정은
1607년 여우길을 정사로 하는 대규모의 회답겸쇄환사를 막부에 파견하였다.

임진왜란으로 파탄 났던 조․일간 국교가 이로써 재개되었다.
3장에서는 광해군대 초반 대표적 대일외교 성과인 기유약조의 체결을 선

조 말년 대일정책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기유약조는 광해군대
대일외교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된다. 선조와 광해군 사이를 갈등․대립 관계
로 조명하는 통설로 인해, 전․후의 대일정책이 단절적으로 인식되는 착시가
발생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회답겸쇄환사 파견 준비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問答逐條의 분석과 기유약조와의 대조를 통해 상호관련성을 추출해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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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선조 말년 대일정책의 계승으로서의 광해군대 대일정책’의 일면을 확인
하였다. 회답겸쇄환사 파견 당시 논의되고 제시된 대일정책 구상은, 왕위 계
승과 그에 수반되었던 정국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유약조 체결로 구현되었
다. 선조 말년과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연속성을 좀더 부각하여 인식해
야 하는 단적인 예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유약조이다. 요컨대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은 순탄치 않았던 정권 교체의 와중에도 선대의 성과를 흩트리지 않
고 계승하여 안정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4장에서는 기유약조 체결 이후 통교체제 완비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이전시기 유산의 극복과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기유약조는 조선
후기 통교 틀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징성을 지니지만, 조․일간 국교재개와
통교체제 재편의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하는 몇몇 과제
가 더 남아있었다. 왜인들의 상경 문제, 開市 허용 여부 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광해군 즉위 후 다시 대일외교상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 이덕형에 의
해서 해법이 제시되었다. 상경과 개시라는 민감한 2개 사안을 결부시켜 해결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상경 절대 불가’를 전제로 개시를 허용한 것이다. 추
가적인 보완조치가 취해지면서 ‘왜인 상경 불가’는 규례로 정착되어 갔다. 상
경 금지는 대일외교의 공간을 동래 왜관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에서 통교체제
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었다. 기유약조 체결이 선조 말년 대일정책상 성과를
계승한 결과물로서 성격을 지닌다면, 왜인 상경 금지의 규례 창출은 광해군
대 초반의 성과물로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광해군대 초반 대일통교체제 재
편 과정은 이전시기 성과의 계승과 보완을 통해 조선후기적 질서를 만들어내
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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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Joseon-Japanese Diplomatic
Restoration and the Process of making the Relation
System after Imjin War

Kim, Tae-Hoon

The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resuming diplomatic relations and
establishing a diplomatic system in the early 17th century. It focused on the
discontinuity and continuity of the policy toward Japan in the end of King
Seonjo's period and in the early days of Gwanghaegun. This is a studies on
serial process of the restoration of peace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 process began with the Peace Negotiation, and led to the Resuming
Diplastic Relations by dispatching Joseon Emissions to Japan in 1607.
The Gwang'hae-gun regime agreed with Japan to sign on the Gi'yu-year
agreement in 1609 and by doing so formed a platform for future Joseon-Japan
diplomatic talks arranged through the Dae'ma-do/對馬島 island. Then, the
Joseon government reinforced the principle of 'banning' Japanese envoys from
approaching the Joseon capital, limiting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emissaries
in Joseon territory to the Wae'gwan facility of the Dong'rae area. These actions
of the Joseon government outlined the format for future diplomatic contacts
with the Japanese in the dynasty's latter half period.
At the time, when the Joseon people was facing Japanese presence in the
south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urchen' barbarians' in the north,
Gwang'hae-gun considered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Japan and
'protecting the country' from the Jurchen threat as two top-level prioriti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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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seon defense. In order to do that, he had to establish Japan, which
invaded Joseon for seven years in the 1590s, as a diplomatic partner to
exchange talks with. He had to mitigate the anti-Japanese sentiment of the
country's population, and intermediate clashing opinions in the policy
discussion process.
In the meantime, in order to deal with problems surfacing everywhere,
Gwang'hae-gun maintained a stance of prioritizing the pursuit of public interest
and amicable relationships, and not an ideological and principle-based one. It
was quite a departure from the government's policy of the late 17th century.
Key words : the Peace Negotiation, Joseon Embassies to Japan(回答兼刷還使),
the Gi'yu-year Agreement(己酉約條), King Seonjo(宣祖),
King Gwang'hae-gun(光海君), Yi Deok-hyung(李德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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