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조의명나라사신접대음식문화

접도감의손님맞이준비

김상보

대전보건대학전통조리학과

명나라는1368년부터1662년까지294년동안중국을통치한나라이다. 이성계에의하여위화도

회군에뒤이어세운조선왕조가 1392년에개국되었으니, 조선왕조시작은명건국후 24년이후의

일이다.

고려 말 공민왕 때에 2차에 걸쳐 홍건적을 물리쳐서 일등 공신이 된 이인임(李仁任, ?~1388)

이란사람이있었다. 그는그공로로좌시중(左侍中)₩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되고, 후에는우왕

을옹립한공으로권신이된다. 이때그는그를따르는무리들과함께충신을몰아내고, 매관과매

역사₩생활



직을자행하는등많은비정(秕政)을저질 다. 이에최 과이성계등에의하여사형을당한다.

그런데 이성계등에의해처형된이인임을, 명나라는 이성계의아버지로잘못알고자기나라의

『태조실록(太祖實錄)』과『대명회전(大明會典)』에‘조선왕조의태조는이인임의아들’로기록되는

일이발생한다. 조선왕조는조선왕조의조상인태조의종계(宗系)에관한일이라누차정정을요구

하 으나명나라는『태조실록』은고칠수없다고번번이거절하는바, 선조 17년(1584) 5월에주

청사(奏請使) 황정욱등을보내어겨우고치기에이른다. 그러니까잘못된것을바로잡기위해주

청한기간이190여년이걸린셈이다.1)

선조 20년(1587) 유홍이명나라에가서고쳐진『대명회전』을가지고돌아왔다. 이때에왕은친

히 모화관(慕華館)까지 나가 칙사를 맞아들이고, 종묘에 종계개정(宗系改正)을 고하는 제사를 올

린다.

개국하고나서, 개국에 대한정치적부담이많았던조선왕조로서는명나라에대한의존도가강

할 수밖에없었다.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에국호 개정을 청하여, 그 결과 명제(明帝)의 명을 받아

‘조선(朝鮮)’이라정하고, 한성부(漢城府)로천도할정도 는데,2) 여기에종계에대한주청마저겹

쳐졌다. 이러한여러상황은명나라에의한조선에대한무형의지배형태로나타났다. 조선왕조가

건국이후가장번잡하고지성으로대한것이대명외교 고, 명나라는종주국(宗主國)으로서명실

상부한종주권을행사하 다.

조선왕조가명나라를얼마만큼중요시여겼는지, 명나라 사신에대한접대태도에서여실히들

어난다. 한 가지예를들어보면광해군원년(1609)에 사제(賜祭, 선조왕에게제사를드리기위하

여온사신)를위하여사신이왔다. 이에사간원은임금께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명나라사신의행차야말로얼마나중대한일입니까, 명나라사신을공경스럽게접대하려는전

하의의도는지극한성의에서나온것입니다. 그래서한가지일이라도미진한점이있을까보아항

상염려하셨던것입니다.’3)

명나라사신을천사(天使, 천국에서온사신이라는뜻)라고하면서, 사신에대한소홀한태도는

명나라황제에대하여무례하게군것으로간주되었다. 사신에대한접대는왕에서부터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일심단결하여최선을다하 다.

명사신은크게네종류의목적을가지고왔다. 하나는조선국왕의즉위승인전달, 왕비₩왕세자

의책봉승인전달, 시호(諡號, 사후에추증하는칭호) 하사전달등이고, 다른하나는명황제등극

₩명황태자와황태후책봉을알려오는조서(詔書, 임금의명령을쓴문서)와칙서(勅書, 임금의칙

명을적은문서) 전달, 중국의육부(六部)와교섭하는문서인예부자문(禮部咨文) 전달이며,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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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보,『조선왕조궁중의궤음식문화』,15쪽
2) 『신증동국여지승람』「경도」
3) 『광해군일기』권15, 4월, 무진조



른하나는조선왕조가중국조정에보내는어린내시를말하는입조화자(入朝火者) 문제, 조선왕조

가중국조정에보내는처녀(擇送) 문제등외에, 마지막하나는명나라가조선왕조에요구하는물

품청구와원유관및강사포에쓸구슬₩비단원사₩비단₩말 등을비롯한4) 공사 무역등의목적이있

었다.5)

어떠한목적으로명사신이들어오던간에, 대개의경우명나라사신일행속에는수행원으로두목(頭

目)이있었다. 이들은장사치의우두머리로서공사(公私)무역을담당하 다. 조선왕조개국초부터인

조5년(1627) 정묘재란전까지명사신의내왕은빈번하 으나, 인조14년(1637) 병자호란이후부터는

청나라사신이명사(明使)를대신한다.

명사신이조선으로출발하면그일행의통고를알리는공문서인패문(牌文)이 요동도사(遼東都

司)를통하여의주(義州)에도착한다. 의주목사는평안감사에게전달하고, 감사(監司)는이것을말

에실려보내어임금께알린다. 그러면조정에서는사신을멀리까지나가서맞이하는원접사(遠接

使), 예절담당 관원인 문례관(問禮官), 준비를 담당 할 자비관(差備官) 등을 임명하여 의주₩정주

(定州)₩안주(安州)₩평양₩황주(黃州)₩개성으로 파견하고, 사신 접을 담당할 임시 관사인 접도

감(迎接都監)을설치한다.

접도감에서는곧바로손님접대에최선을다할부서를편성하게되는데최고의우두머리인관반

제조(館伴提調) 1원(員)이임명되고, 응판색(應辦色, 예단청구물건및꿩과소를담당하는부서), 연

향색(宴享色, 각종연회음식을담당하는부서), 미면색(米麵色, 식재료와기용등을진배받아보관하

는부서), 반선색(飯膳色, 사신들이직접음식을만들어먹을수있도록식자재를제공하는부서), 잡

물색(雜物色, 일상식을만들어올리는부서), 사옹원(司饔院, 왕이참석하는연향때다례과반₩미수상

등을담당하는부서), 별공작(別工作, 밥상과탁자등을담당하는부서), 나례색(儺禮色, 음악과재인

을담당하는부서), 분공조(分工曹, 가죽과철등을담당하는부서), 분내자시(分內資寺, 연향용과자

와산자를담당하는부서), 분내섬시(分內贍寺, 연향용과자일부와음식에꽂는꽃인상화(床花) 등을

담당하는부서), 분예빈시(分禮賓寺, 연향에소용되는물과상화의일부등을담당하는부서), 수리소

(修理所, 사신의숙소인태평관의수리등을담당하는부서), 전설사(典設司, 햇볕가림휘장인차일장

막설치등을담당하는부서), 장흥고(長興庫, 태평관내외에쓸깔자리깔기와도배등을담당하는부

서), 제용감(濟用監, 태평관방에금침₩병풍₩안석등을구비하는일을담당하는부서), 상의원(尙衣院,

옷을넣는함₩신발₩벼루₩먹등을담당하는부서), 도청군색(都廳軍色, 태평관내의방을지키고파수

보는일등을담당하는부서) 등으로각부서가짜여진다.

한편사신들이묵을관사인태평관(太平館) 역시 접에만반의준비를위한사람들이배치된다.

왕통역관인어전통사(御前通事) 3원(員), 왕세자통역관인시강원(侍講院)통사 3원및각자비관

(差備官) 70여명을포함하여최소한100여명이배속된다.6)

4) 『광해군일기』권15, 4월, 임신조
5) 김상보, 『조선왕조궁중의궤음식문화』, 15쪽
6) 김상보, 『조선왕조궁중의궤음식문화』, 20쪽



그러면 1600년대에 접도감에소속된부서 중식품과관련된반선색₩미면색₩잡물색₩연향색이

어떠한형태로접대준비가이루어지는지를간단하게살펴보기로한다.

반선색(盤膳色)은사신과두목이태평관에체류하는동안식품의재료와그릇을공급할수있도

록준비한다. 사신일행이함께데리고온조리사가공급된식품재료를이용하여자기들의입맛에

맞도록조리하여먹게하기위함이다. 광해군원년(1609), 인조 4년(1626), 인조 12년(1634)에반

선색에서사신들에게제공한식재료들을보면, 생선(生鮮, 민물생선)₩조기₩굴비₩숭어, 돼지고기₩소

고기₩닭₩달걀, 두부, 파₩미나리₩토란₩상치₩마늘₩생강, 청주₩법주외에소금₩간장₩초₩참기름등이었

고, 바리(鉢里)₩보아(甫兒)₩대접(大貼)₩접시(貼是)₩종지(鍾子)₩동해(東海)₩소라(所羅)₩탕기(湯

器)₩술잔₩항아리₩박아지₩솔₩체(篩)₩술병₩물병₩수저와 젓가락₩밥상₩쟁반(盤)₩칼(刀子)₩화로₩행주

(行子布)₩계량기₩세숫대야(洗面盆)₩세수수건(手巾正布) 등이었다.7)

<표> 반선색에서사신일행에게공급한식품재료

* 간장류는1609년₩1626년₩1634년모두간장₩감장(甘醬)₩청장(淸醬)을제공하고있음

미면색(米麵色)은여러부서에서준비해야하는식재료와기용등을공급하기위하여각각의부

서로부터미리진배(進排) 받아보관해두는분장이다.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사도시(司

導寺)₩군자감(軍資監)₩예빈시(禮賓寺)₩동적전(東籍田)₩서적전(西籍田)₩봉상시(奉常寺)₩평시서(平

市署)₩풍저창(豊儲倉)₩동부(東部)₩서부(西部)₩남부(南部)로부터 팥₩녹두₩백두₩황태₩흑태₩피청태,

보리₩ ₩수수₩율무₩고량₩멥쌀₩찹쌀₩좁쌀₩수수₩황량미₩청량미, 멥쌀가루₩찹쌀가루₩ 가루₩수수가

루₩율무가루 등과 꿀(淸蜜)₩천초(川椒)₩후추(胡椒)₩생강₩감장₩소금₩참기름, 소주₩홍소주₩청주₩향

온주₩자주(煮酒), 오미자₩천지차(天地茶)₩작설차(雀舌茶)₩파삼(把蔘)₩차인삼(茶人蔘), 잣₩개암₩대

추₩황율₩호두₩밤등을진배받고, 또각종밥상₩각종칼₩각종병₩각종수저₩계량기₩목기₩주전자₩항

아리₩단지₩술잔₩동해₩보아₩완₩바리₩종지₩촛대₩화로₩향기(香器)₩향, 수건₩행주 등 외에 각종 약을

진배받아보관해두고, 각부서에적절히공급한다.8)

잡물색(雜物色)은조반(早飯)에서부터세끼의식사(三時飯)와다담(茶啖)에이르기까지일상식

음식을직접만들어제공하기위하여준비한다. 대개의일상식은사신일행이반선색으로부터식자

재를공급받아직접만들어먹었으나, 경우에따라대접을반드시해야될때에잡물색에서만들어

제공하는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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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청주 법주 생선 조기 굴비 숭어 돼지고기 소고기 닭 달걀 소금 간장류* 초 참기름 파 미나리 토란 상치 마늘 생강
1609년 ○ ○ ○ ○ ○ ○ ○ ○ ○ ○ ○ ○ ○ ○ ○ ○
1626년 ○ ○ ○ ○ ○ ○ ○ ○ ○ ○ ○ ○ ○ ○ ○
1634년 ○ ○ ○ ○ ○ ○ ○ ○ ○ ○ ○ ○ ○ ○ ○

술 어(魚) 육류 조류 조미료 채소류 두부 약(藥)

○ ○
○
○

7) 『 접도감반선색의궤』, 1609₩1626₩1634
8) 『 접도감미면색의궤』, 1609₩1610
9) 『 접도감잡물색의궤』, 1609₩1634₩1643



연향색(宴享色)은 환 연인 하마연(下馬宴), 환송연인 상마연(上馬宴), 별다담(別茶談)₩익일연

(翌日宴)₩청연(淸宴)₩회례연(回禮宴)₩별연(別宴), 전연(餞宴)등의연회를준비한다.10)

패문(牌文)을참작하여명사신의성격과품계를파악하고, 공사무역의물품을파악한다음만반

의적절한준비를하게되는데, 의주에도착한원접사₩문례관₩자비관일행은압록강강(江)섬인난

자도중간까지가서사신을맞이한다. 사신이일단도착하면공식적인의식으로서 칙의(迎勅儀)

와연향이있고접대장소인용만관(龍灣館)에이르러서는악이연주되는가운데호화스러운연향

이베풀어진다. 용만관은압록강변선착장에있는어디까지나의식만을위한관이고다음은의주

시내의접대숙소인의순관(義順館)으로이동하여본격적으로위로접대를행한다.

의주를출발하여평안북도정주(定州)에이르면 훈루［(迎薰樓), 정원루(定遠樓)가성종 19년이

후 훈루로바뀌어짐〕에서연향을베풀고, 평안남도안주(安州)에서는안흥관(安興館), 평양에서는

대동관(大同館), 황해도 황주(黃州)에서는 객관〔(客館), 혹시 명절일때객관의동쪽에있는광원루

(廣遠樓)에서 연회함〕, 개성에서는 태평관(太平館)에서 성대한 연회를 받고,11) 사신 일행은 벽제(碧

蹄)를지나한성으로들어오는최종적인고개인홍제(弘濟)에이른다. 드디어홍제에오르자여기가

왕경(王京)이다. 동쪽을둘러보니우뚝삼각산(三角山)이솟아있고, 삼각산산허리에왕궁이자리하

고있는것이한눈에들어온다. 홍제에서반리를못와서천연적으로된한관문을지나들어오면,12) 본

격적인성대한손님맞이가시작되는것이다.

10) 『 접도감연향색의궤』, 1609₩1634₩1643
11) 이현종, 『명사접대고』
12) 『신증동국여지승람』「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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