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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에도(江戶)시  도쿠가와(德川) 정권은 쇄국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일본의 주변국가와 특정 

번(藩)을 지정하여 국제교류를 유지하 다. 그 에서도 특히 마도(對馬島)는 조선과, 그리

고 나가사키(長崎)는 국과 통상외교를 펼쳤다. 막부(幕府)의 기독교 탄압과 무역통제로 불거

진 일본의 쇄국정책은 외국선박의 입항을 지시키는 한편, 외무역에 있어서는 득과 실을 

구분한 실리외교를 취했다. 즉, 상인의 통제와 격리 정책하에 외교무역을 실시하면서도 국제

정세를 악하고 타국의 문물과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경제 인 번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근  일본의 문화발 에도 지 않은 역할을 하 다. 최근의 일본사 연구에서는 근세 일본의 

쇄국에 해서 기독교  지를 한 차단이었다는 평가보다는 당시 동아시아(명, 청, 

조선)가 통 으로 고수하고 있던 해 정책(海禁政策)1)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학계의 공통

  * 동의 학교 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과정

 ** 동의 학교 인문 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 자

 1) 당시 조선·일본· 국은 각각 일반국민이 사 으로 해외를 출입하거나 외국인과 하는 것을 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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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견해이다2). 따라서 근세 일본의 쇄국은 기독교 탄압의 장치 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해외도항을 지시키고 사무역과 출입국을 규제함으로써 무역을 독 하기 한 막부의 출입

국 리체제 다고도 할 수 있겠다.

국가간의 무역 상에 있어서 양국의 정보와 입장을 달하고 갈등을 재하는 것이 바로 

통역의 역할이다. 통역은 상 국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마 도 정확하게 악할 

수 있어야 성공 인 상을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의 교섭에 추 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역이 외교무역과 불가분의 계가 있다는 에 

착안하여 근세 일본을 거 으로 하는 조선과 국 무역의 최 선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한어통

사3)와 당통사의 성격을 비교 고찰하고, 당시의 마도의 한어 학습과 나가사키의 당화 학습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들의 통역 활동을 수반하는 근세 일본의 국제 계를 개략

으로 살펴 으로써 당시 조선·일본· 국의 시 상황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행연구에 해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한어통사에 

한 연구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州: 1668∼1755)와 통사양성소인 ｢한어사(韓語司)｣에 

한 기존연구의 토 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어통사가 남긴 

기록을 근거로 한 분석 연구와 아메노모리 호슈의 생애를 바탕으로 한 한어사의 설립배경과 

운 , 교육과정, 교재 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어통사의 역할과 성립과정 

등이 연구되고 있다. 한 당통사에 한 일본내 연구도 꾸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통사 

자료에 한 연구와 근세 일본의 국어 수용에 한 연구 등 다양한 에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그다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재 

한어통사와 당통사에 한 개별 연구는 존재하나 근세 일본을 거 으로 하는 한어통사와 

당통사의 비교연구는 지 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양통사의 비교연구를 통해 쇄국에서 개국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근 화의 흐름 속에서 활약한 

양통사의 성격과 역할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는 해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2) 山本博文(1995) �鎖国と解禁の時代�校倉書房, pp.16-25

 3) 통역을 칭하는 말로 通詞, 通事, 通辭, 通訳, 訳家, 訳師, 訳官, 訳司, 訳士 등으로 사용되었다. 일반 으로 

조선측 통역은 ｢왜학역 ｣ 는 ｢역 ｣, 일본측은 ｢한어통사｣ 는 ｢조선어통사｣로, 국측은 ｢당통사｣

로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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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세 일본의 국제 계

  

에도(江戸)시 의 국제무역은 특권도시인 나가사키를 통해 당(唐)4)과 네덜란드와의 교역

을, 마도는 조선과의 교역을 막부로부터 허가받았다. 이 외에도 사쓰마(薩摩)와 마쓰마에(松

前)도 각각 류큐(琉球)와 에조(蝦夷)와의 교역권을 확보 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나가사

키와 마도에 련한 연구이므로 후자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나가사키는 막부의 직할령인 행소가 무역업무의 반을 독 으로 할, 감독하며 일본

측의 특권상인과 당인들의 무역을 계한 반면, 마도는 다이묘(大名)격인 마도주가 그 

역할을 담당하 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도쿠가와 막부가 체를 통 하는 방식이었다. 단, 

행의 주재지인 나가사키가 국제 계 반에 한 권한을 가졌다고 한다면, 조선과 그 외의 

국가  지역은 각각의 지정 국가와의 계만 허용되었다. 이들은 건 인 주종 계로 얽  

있어서 나가사키 행과 마도주는 막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조달하고 그에 따른 무역 

등의 이익을 독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막부로

부터의 문책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당시의 일본은 당·조선과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다소 상반된 태도를 보 다. 우선 조선

과의 계를 살펴보면, 임진왜란으로 인해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국교단 과 더불어 통상무역

마 도 가로막히게 되었다. 더군다나 지역  특성상 경제사정을 조선무역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의 국교단 은 만성 인 재정난을 겪어오던 마도로 하여  극심한 경제 탄을 

래하게 하 다. 그러자 마도주 소씨(宗氏)는 시종일  수호회복을 해 화해요청의 서계

를 보내고 조선인 포로의 송환에 극 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막부는 친선우호 계를 

내세우며 집요하게 국교재개를 요청하 고 결국 조선은 조선통신사의 견을 결정하기에 

이르 다. 그러자 막부는 국교재개를 의미하는 통신사 사 들의 방일시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일체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 고 사 단에게는 일본의 고 직 료와 동격의 

우를 하는 등 호의 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양국 표류민의 보호·송환에 

한 비용과 조선에 체류하는 마도 사 들의 경비 일체도 일본측에서 해결하 다. 아울러 

가까스로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한 도쿠가와 정권은 히데요시(秀吉) 정권의 조선침략과는 무

함을 주장하며 극 으로 조선침략에 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려고 출  단속령을 강화

하는 등 임진왜란과 련된 서 들을 단속하여 으로 처리하기도 하 다. 도쿠가와 정권의 

 4) 국을 일컫는 ｢당｣이라는 호칭은 나라(奈良)시 와 헤이안(平安)시 에 견된 견당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제도를 국의 당(唐) 로부터 도입하 기 때문에 국을 ｢大唐｣

이라 여기는 역사 인 이미지로부터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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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도는 조선침략에 한 사실을 무마시키고 막부의 권 를 높이려는 의도로 국내외 

쟁으로 흉흉해진 민심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세키가하라(関が原) 투5)로 도쿠가와 정권

의 실질 인 기반을 확보하면서 드러낸 조선 토에 한 정치 인 야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당과 일본의 계를 살펴보면 조선과는 다소 차이를 보 다. 임진왜란은 조선뿐만

이 아니라 명의 국가 기반마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다. 조선을 도우려는 명 연합군의 

7년여의 쟁은 국력소모와 더불어 자국의 멸망을 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 이 

왜구들의 약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명은 해 정책을 고수하면서 일본함과 명함의 입출항 

지를 단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두 나라의 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

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다 후 태평성 를 이룩해가던 도쿠가와 정권은 고 의류인 

견직물의 수요가 증하게 되었지만, 명의 단호한 해 정책으로 인해 결국 포르투갈 상인의 

간 무역을 통해 수요를 충당해야 했다. 생사는 에도 기에 가장 요한 수입품이었으나 

당시 일본의 양잠업은 기술 으로 쇠퇴해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생사를 얻는 길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17세기 반 이 에 일본을 출입했던 당함은 당(명·청)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 상인들이 부분으로 당정부측에서는 통제의 상이었지만 도쿠가와 막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생사를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다. 한 양국의 무역업자들은 해 정

책으로 외국선박의 입출항 지를 고수하고 있던 명의 감시를 피해 제3국인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출회(出會)무역6)을 통하여 교역활동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술한 바와 같이 

막부는 나가사키의 국제교역에 해서는 직  여하지 않고 나가사키 행을 앞세워 나가사

키상인과 당인들을 이어주는 이른바 ｢민간무역｣의 계자로서 한발 물러선 곳에서 리, 

감독을 했던 것이다. 

일본으로 건 온 당인들은 막부의 무역허가를 은혜로 받아들여 보답의 의미로 나가사키 

행을 비롯하여 나가사키의 리에게도 고가의 선물을 바치며 답례를 표하기도 했다. 한 

당인들의 체류지인 ｢도진야시키(唐人屋敷)｣에 체재하는 조건으로 임 료를 지불하고 무역활

동 반의 비용  체재 의 식비 등도 모두 자비로 부담하 다. 이들을 리하는 일을 담당한 

것이 바로 당통사 던 것이다. 

   

 5) 160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패권을 놓고 일어난 투로 일본 국의 다이묘가 두 세력으로 

나뉘어 싸운 결과 도쿠가와 측이 승리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투의 승리로 에도막부를 세우는 

발 을 마련하 다. 

 6) 에도 기 일ㆍ명무역의 한 형태로 명의 해 정책으로 인해 양국의 상인이 만, 필리핀 등지에서 만나 

거래하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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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어통사와 당통사

3.1 한어통사 

3.1.1 마도와 한어통사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 정권은 국교재개를 의미하는 조선통신사의 방일을 계기로 고 로

부터 이어오던 국제교역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쇄국하에서도 조선과 정식으로 

국교를 맺어  조선외교의 주도권을 으로 마도주에게 일임했다는 것은 마도와 한반

도가 오랜 세월을 통해 역사 인 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3세기경부터 한반도 남부 연안을 드나들며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마

도인들은 일본의 어느 지역민들보다도 한어 구사능력이 뛰어났다. �일본후기�에 의하면 812

년에는 마도에 문 으로 통역업무를 담당했던 리직이 존재했고 8세기말에는 신라어 

통역 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마도의 지리  환경과 경제  환경에서 

기인한 양국의 오랜 교역 계가 입증되는 사실이라 하겠다. 

마도는 토지의 95%가 농작지로 합하지 못하여  조선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분의 마도인들은 생계 수단으로서 한어를 구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한어의 습득은 조선무역에 종사하면서도 때때로 번의 요구에 따라 통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출세의 수단을 의미했다. 한어통사의 부분은 마도의 60인 상인7) 출신으로 당시 제도화된 

번의 통사교육기 이 존재하지 않아 부모로부터 한어를 배우거나 조선 왜 에서의 지교육

을 통해 한어를 습득한 특권상인이었다. 조선을 왕래할 수 있는 자격이 상인들에게만 한정되

어 있어 수  있는 한어습득을 해서는 상인의 자격으로 조선으로 건 가 무역의 장이었던 

왜 에서 조선인들과 하는 것이 최상의 외국어 교육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통사직

보다  조선무역으로 얻어지는 이윤 창출에 더 큰 비 을 두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통사가 되기 한 학습이 아니라 상업을 한 학습이었다는 것이다.  

한어통사는 통역 이외에도 조선ㆍ일본 간의 정보 수집과 제공, 외교 사안의 충, 문서의 

번역과 작성, 조선통신사 사 의 수행 등을 담당했다. 그들은 무역의 실무자이자 외교 으로 

번 내에서도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신출세의 길이 보장된 자들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국교재개를 허락하면서도 왜인의 통제를 강화하여 조일 양국 정부 간의 직 교류는 

 7) 15세기 엽 마도주 소씨(宗氏)에게 정치권력 신에 무역상권을 넘겨받아 마도 무역을 주도한 

60인의  조선 무역 상인으로 경제 인 주도권을 가지며 로 세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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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만으로 한정했고, 조일 양국의 최고통치자나 외교 담자 간의 의사소통은 문서에 의해

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조선 련 정보를 얻어내고 조선의 동향과 의도를 악하기 해서

는 실력을 갖춘 문통사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편 그들과 교역업무를 상 했던 조선측 역 의 자격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료가 되기 

해 과거를 치르고 시험과 성 순으로 계 과 품계가 구분된 고  료 다. 이에 반해 

일본측 통사는 상업 회화를 사용하는 상인 출신으로 고 직 통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한  표기가 서툴러 외교문서를 통한 의견 충이나 소통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 당국은 번 재정에 기여하는 상인들에게만 의존하여 나라의 

사를 책임지는 문통사의 양성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1678년 왜  

통제의 재정비를 해 왜 을 두모포에서 량으로 이 하고 조선인과의  제한을 강화하

자 한어 습득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18세기  조선과의 무역이 쇠퇴8)하게 되면서 

60인 상인 자제들의 한어에 한 흥미가 하되고 문통사의 노령화로 인해 통사의 수와 

질이 떨어지는 상을 래하기에 이르 다. 그러자 번에서는 조선통신사 방일시 사 단을 

수행하는 통사의 자질 우려와  조선외교에만 의존하던 번재정의 악화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3.1.2 마도의 한어학습

마도의 한어학습에 있어서 반드시 언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메노모리 호슈

(雨森芳洲)이다. 유학자이자 문통사 던 아메노모리 호슈는 한어통사의 부분이 한어 회

화에는 능통하나 한어를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데다 기본 소양이 모자라 양국의 외교 교섭

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에 착했다. 그는 국어와 한어에 능통한 자로 나가사키

와 왜  유학, 조선통신사의 수행통사 경험을 담아 1720년 통사양성 계획서인 �한학생원임용

장(韓學生員任用帳)�을 번에 제출하 다. 그 지만 번 당국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터라 호슈의 통사양성 제안에 찬성을 하면서도 선뜻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27년 마도 최 로 이즈하라(厳原)에 통사양성소인｢한어사｣가 설립되었다9). 호

슈가 제안한 ｢한어사｣의 구체 인 학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8) 허지은(2007) ｢近世 쓰시마 朝鮮語通詞의 情報收集과 流通｣에서는 17세기 반부터 18세기 까지는 

조선과의 무역을 통한 이익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에도막부가 실시한 은 수출억제책으로 은화가 품  

하되자 조선과의 무역량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9) 아메노모리 호슈가 통사양성 계획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이 모든 교육이 부산 왜 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당시 마도의 만성 인 재정 자로 마도에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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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입학자격: 12세에서 15세까지의 60인 상인의 자제

 ② 수업과정: 하루 5시간 30분 수업, 3년 과정 

 ③ 수업코스: 복습 ⇨ 강독 ⇨ 작문 ⇨ 회화 ⇨ 새 단원학습

 ④ 학습 벨과 지도안

 발음, 문형, 어휘, 한자의 반복학습 후 심화과정

 회화, 강독, 작문 / 통신사　  조선무역 련의 문용어 습득

고  한어고 소설 강독, 원어민 회화, 공문서 작성

 
이 학습방법은 호슈가 국어 학습을 해 나가사키 유학 당시의 국어 학습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자신의 국어 학습경험에서 채용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⑤ 학습목 별 교재

학습목      교재

조선한자음 연습 �類合�10)�十八史略�11)

한학학습 �小學��四書��古文�

한어교육 �物名冊��韓語撮要�12)�淑香傳�13)

⑥ 평가와 진로

한어사의 3년 과정을 수료하면 희망자에 한해 계고통사(稽古通詞)14)로 임명하거나 통사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조선무역이나 조선의 왜 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성 이 

우수한 자를 선출해 왜 유학을 주선하여 학습환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번에서 경비를 지원하

는 등 학습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 까지 기술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18세기  조선무역의 부진과 만성 인 재정난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 음에도 불구하고, 마도의 문통사의 양성을 해 번 당국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무역의 요성을 인식하고 번 재정을 재건하고자 했던 

10) 조선의 천자문에 해당하는 아동학습서로 한자 아래에 한 로 훈과 음을 표기한 한자 입문서이다. 

11) 학자를 한 국역사서

12) 어휘집과 용어집 

13) 조선후기 작자미상의 국문고 소설로 한어사에서는 강독용으로 사용되었다.

14) 에도시  마도 통사의 직 의 하나로 수습통사를 의미한다. 당시의 통사의 계 은 통사, 본통사, 

계고통사, 오인통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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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로 생각된다.

3.2 당통사 

3.2.1 나가사키와 당통사

에도막부의 쇄국정책으로 일본인이 국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교 창구는 나가사키

다. 16세기 말, 당에서는 명과 청의 내란으로 무역 상인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당인들이 혼란을 

피해 나가사키로 건 왔다. 그 외에도 재의 가고시마(鹿児島), 하카타(博多), 오이타(大分) 

등의 항구로 표착하 는데 그 에서도 나가사키항의 이주민이 가장 많았다. 게다가 개항 

후 명의 상선이 해마다 증가하게 되고 당인의 수도 늘어나자 막부는 무역 이외에도 그들을 

리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604년 일본으로 내항한 당인15)들의 리  

통역, 외교무역을 담당하는 당통사를 창설하게 되었다. 

당통사는 나가사키 행소의 리직으로서 세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통역 이외의 통상외교, 해외정보 수집, 외문서 작성, 당  리, 무역 감시 등 당함의 

입항에서 귀항까지의 당함무역 반의 업무를 담당한다16)하여 통사(通詞)가 아닌 통사(通

事)17)로 불리었다. 한자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  네덜란드와 같이 언어의 통역에만 

념하는 ｢詞｣와는 달리 당통사는 언어 이외의 방 한 부분에도 역할을 하 기 때문에 ｢事｣로 

구분되었다. 당통사가 되기 한 자격은 일본으로 귀화·이주한 국인으로 나가사키 행소로

부터 주권을 허가받은 ｢주택당인(住宅唐人)｣에게 임명되었다. ｢주택당인｣이외에도 단순히 

무역을 해 단기체류를 허가받은 당인을 ｢내박당인(來舶唐人)｣ 는 ｢객상(客商)｣이라 불

는데, 이들은 일본인과의 결혼이나 직 인 거래는 지되었다18).

실제로 내항한 국인들 가운데는 본국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나가

사키로 귀화한 반청세력, 즉, 명의 유신들과 의사, 수학자, 천문가 등으로 부분이 상류계 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다. 이들은 국어와 일본어 능력이 뛰어난데다 학식과 교양을 두루 갖추

어 당인 사회에서도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막부와의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 계가 있었기 

15) 에도시  일본인은 국인을 당인, 국어를 당화, 국함을 당함, 국무역을 당함무역 는 당인무역

이라 칭했다. 

16) 片桐一男(1972) ｢唐船入津ヨリ出帆迄行事帳｣�鎖國時代対外応接資料�近藤出版, pp.5-9 

17) 통역업무 이외에도 법령의 달집행, 무역품의 평가와 일본측 리인으로서 거래 충, 무역 개  등에 

련한 의견 상신, 외국인과 출입상인 리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무장 이었다. 

18) 朱田安(2004) ｢深見玄岱について -近世日本における中国語の受容に関する一考察-｣�千葉商大紀要要�

41,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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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당통사직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 당시의 당함무역에서 거래되는 무역량은 

네덜란드의 3배를 차지하고 있었던 터라 당통사에게 할당되는 직무수당도 높았다. 朱全安

(2004)에 의하면, 일반상인은 상품을 운반하고 매매를 담당하며 생계를 이어야 하는 직업 

특성상 한곳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 없거니와 실제 당통사에 종사했던 인물들과도 문화·교양면

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을 미루어 볼 때 부분의 당통사직은 본국의 지  환경권에서 

생활했던 자들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당통사직은 부와 명 가 보장되었고 고 직으로 평가되

어 선조 로 세습되어지는 특수성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귀화한 1세 들은 국 성씨를 그 로 사용하는 이가 많았으나 2세 부터는 일본인 

아내의 성씨를 따오거나 일본식의 성씨와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이들의 일상생활은 일본

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19)고 해진다. 따라서 에도 기 당통사는 국인이었으나 

이후 서서히 일본인화 되어갔다고 볼 수 있다. 당통사의 임무와 연령 등을 기록한 �역사통보�

에 의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로 세습된 당통사는 명치유신으로 해체될 때까지 합계 1,600

명을 웃돌았다. 그들의 상당수는 명치유신과 함께 당통사 제도가 소멸되자 외교섭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정부의 각 통사기 에 등용되거나 해체되었다.

                                    

3.2.2 나가사키의 당화학습

일본의 당화교육의 역사는 에도시 의 나가사키 당통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당화란 말 그

로 당통사가 사용하고 자손에게 세습한 국어인 동시에 일본인 에게 있어서는 학문의 

상이었다. 1635년 당함의 입항을 나가사키항 한 곳으로 제한하자 나가사키는 신지식과 

신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북 고 당화를 배우려는 풍조가 생겨났다. 한 당통사의 

출 과 황벽종20)의 일본 는 당시 한학자들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에게까지 국어 학습의 

붐을 일으키게 했다. 게다가 쇄국의 불씨 던 기독교 련 서 을 신하여 당으로부터 유입

된 상당수의 한 들도 당문화의 유행에 한몫을 하 다고 할 수 있다.

에도시  나가사키의 당화학습은 공식 인 학습기 이 존재하지 않아 ｢데라코야(寺子

屋)｣21)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이어서 편찬된 당화 자료에 의존해야만 했다22). 

당시 당인과 하기 어려웠던 일반인들은 당통사 가정의 교육자료인 백화소설23)의 번역·번

19) 山脇悌二郎(1964) ｢長崎の唐人貿易｣吉川弘文館, p.8

20) 에도 기 국에서 건 온 일본불교의 한 종 로 막부의 보호와 명들의 지원으로 사회사업과 민간의 

교화에 힘써 그 세력이 확 되었다. 본산은 쿄토 宇治市의 황벽산 만복사이다.  

21) 에도 기에 리 보 된 서민교육기 으로 서민의 자제에게 읽기, 쓰기, 계산 등 실무상의 지식이나 

기술들을 교육하 다. 

22) 일본최 의 국어학교는 1871년 외무성내에 설치된｢한어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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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교과서  국서 �三字經��大學��論語��孟子�

 2,3,4자 이상의 

 단어학습 교과서

 당통사 출신

 출 서

�訳詞長短話��訳家必備��唐通事心得��唐話��小孩子�

�忠臣蔵演義� 

 회화 학습서  백화소설 �三國志演義��水滸傳��西遊記�

안본을 통해 당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가업과 같이 해 오던 당통사 심의 당화학습

을 에게 리 보 시킨 오카지마 간잔(岡島冠山: 1674∼1728)24)의 업 이기도 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에도시  나가사키의 당화학습을 당통사 육성 목 의 당화학습과 일본인 

을 한 당화학습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당통사 육성을 한 당화학습 

당통사 가계는 부와 명 가 보장되는 당통사직을 자손에게 계승시키기 해 어려서부터 

가정 내 국어 교육을 실시했다. 당통사 가계의 특수교육은 이른바 집단학습이 아닌 개별학

습으로 집안마다 자제를 교육시키는 교사도 학습방법도 각각 다르며 가 (家傳)되었다. 당통

사의 당화교육은 당시의 한문교육과는 큰 차이를 보 는데 읽기, 쓰기보다는 실제 당통사로서 

활동시에 가장 요한 회화능력 양성을 요시하 다. 당화학습의 교재를 목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통사 육성목 의 당화학습을 순서 로 정리하면 우선 표 인 발음 교과서로는 국서

인 �三字經�을 사용했다. 입문기의 학습방법으로는 뜻은 생각하지 않고 당음으로만 소리내

어 읽는 ｢소독(素讀)｣을 통해 발음연습을 하 다. 그 다음은 �訳詞長短話�를 통해 ｢恭喜｣｢多謝｣ 

｢請坐｣와 같은 2자음, ｢好得緊｣｢不曉得｣과 같은 3자음을 깨우친 뒤 4자 이상의 장단음을 

공부한 후 당통사 출신의 출 서 들을 거쳐 회화 심 학습서인 백화소설을 배워가는 순서로 

진행되었다25). 이들이 사용한 발음 교습법은 훗날 명치유신 이후 개설된 최 의 한어학습소인

｢한어학소｣에서도 당통사 시 의 학습방법을 그 로 답습하 다.

23) 백화소설은 국의 통 인 문어문(한문)으로 기술된 문언소설보다 더욱 화체에 가까운 구어체로 

쓰여진 문학작품이다. 

24) 오카지마 간잔은 나가사키 내통사 출신의 당화학자로 당화연구회인｢역사｣의 강사를 역임하면서 당화 

입문서인 ｢唐話纂要｣외 여러 편의 학습서를 편찬하고 국의 백화소설인｢수호 (水滸傳)｣을 훈독하여 

근세 일본문학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25) 大橋百合子(1983) ｢唐通事の語学書-｢訳詞長短話｣管見-｣�語文硏究�第34卷 第2號, p.41

    蔡雅芸(2010) ｢江戸時代日本における中国語受容の一形態-櫻桃花をめぐって-｣�或問�第18號, 近代東

西言語文化接触研究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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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오카지마 칸잔이 술한 �唐話纂要��唐話便用� 등도 입문 필독서로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당통사 출신의 자료에는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당통사로서 지녀야 할 소양, 마음가

짐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문과 발문, 출 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으로 보아 원래부터 

출 을 목 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습을 해 가 된 자료로 보여진다.26)  

2) 일본인을 한 당화학습

에도시  이 의 한  독해는 한자에 가에리텐(返り点)27)과 오쿠리가나(送り仮名)28)를 붙

여 국어 문장을 일본어의 어순 로 고쳐 읽는 이른바 ｢한문훈독법｣에만 의존했다. 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일본인이라도 ｢한문훈독법｣만 가능하면 필담을 통해 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지만 필담은 때와 장소의 제약이 있었고 한자를 읽고 

쓸 수 없는 당인과 일본인 사이에서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었다. 

17세기말에서 18세기 에 걸쳐 일본인 당통사인 오카지마 간잔을 심으로 당화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에도, 교토, 오사카에서 �唐話纂要�와 같은 당화 학습서가 연이어 출 되었다. 

그동안 일반인을 한 당화학습은 당통사 가계만의 외국어 학습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당통사 

가계의 학습자료는 출 목 이 아니었으므로 자필서로 이루어져 있었고 당통사로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한 교과서로 은 히 가 되는 자료 다29). 그러므로 오카지마 간잔이 

출 한 당화 학습서는 당화를 배우고자 했던 일본인에게 귀 한 입문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당통사의 당화 교과서로 사용하던 �水滸傳��西遊記�와 같은 백화소설이 일반학습자

들의 학습서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실제로 백화소설과 같은 속어문학은 당시 학자들에게

는 배척된 장르 지만 어학력을 키우기 한 수단으로서 배제할 수 없는 학습서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화에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있어 백화소설은 종래의 문어체를 사용한 국의 

경 이나 사상서와는 달리 국어의 구어체로 문장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한문훈독법으로 

읽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오카지마 간잔이 �水滸傳�에 훈을 붙인 �忠義水滸傳�이 

출 되면서 백화소설이 일반 에게 리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26) 奥村佳代子(2003) ｢唐話資料の 二面性-内の唐話と外の唐話-｣�或問�第6號, 近代東西言語文化接触研究

会, p.95

27) 한문을 훈독할 때, 읽는 순서를 나타내기 하여 한자의 왼쪽 아래에 붙이는 부호를 말한다.

28) 한자와 가나를 함께 쓰는 단어에 있어서 단어의 말미 부분을 가나로 나타내는 경우의 가나 부분을 

말한다.

29) 奥村佳代子(2003) ｢唐話資料の二面性 -内の唐話と外の唐話-｣�或問�第6號, 近代東西言語文化接触研究

会,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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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한어통사             당통사

   업 무  통역  외교 련  당인 리  당함무역 반

   출 신  상인출신의 일본인  귀화하거나 이주한 국인

   세 습  일본인 세습  일본인 모계세습

    할  마도주가 일임  막부산하의 행소

 학습기  한어사 (집단학습)  가정 내 학습(개별학습)

4. 결론

지 까지 근세 일본에 있어서 마도 한어통사와 나가사키 당통사의 성격을 악하고, 

당시 이들 통사들의 한어학습와 당화학습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해 살펴보았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어통사는 60인 상인 출신으로 통역과 외교무역을 겸했으며 세습되었다. 그들은 

가정학습 이외에도 통사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해 교육기 인 ｢한어사｣를 통해 문통사로 

육성되거나 조선 련 업무를 맡는 등 번 재정에 기여하 다.

둘째, 당통사는 일본으로 귀화한 국인으로 주택당인만 임명하 다. 그들은 통역과 외교무

역 이외에 당인들의 생활 반을 리, 통제한다 하여 통사(通事)라 일컬었다. 

셋째, 한어통사와 당통사는 모두 세습되었으며 무역업무와 통역업무를 통해 엄청난 명 와 

부를 축 할 수 있었다.

넷째, 마도의 조선무역은 무역의 주도권을 마도주에게 일임하 으나 나가사키의 당함

무역은 막부 산하의 행소의 할하에 이루어졌다. 한 한어통사는 마도인, 즉 일본인 

계통으로 세습되었지만 당통사는 국인으로부터 일본인 모계세습을 통해 일본사회에 융화

되었다.

다섯째, 한어통사의 자제는 외국어로서의 한어를 습득하기 해 한어사와 같은 집단학습이 

이루어졌지만, 당통사의 자제는 모국어인 당화를 구사하는 부모로부터 가 되는 자료로 가정 

내에서 개별학습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근세 일본에 있어서 마도 한어통사와 나가사키 당통사 육성을 한 당시의 

교육시스템  로그램에 한 실증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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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근세 일본의 한어통사와 당통사에 한 일고찰

본고에서는 근세 일본에 있어서 마도 한어통사와 나가사키 당통사의 성격을 악하고, 당시 이들 통사들의 한어학습와 
당화학습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해 살펴보았다.

첫째, 한어통사는 60인 상인 출신으로 통역과 외교무역을 겸했으며 세습되었다. 그들은 가정학습 이외에도 통사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해 문통사로 육성되거나 조선 련 업무를 맡는 등 번 재정에도 기여하 다.

둘째, 당통사는 일본으로 귀화한 국인만 임명되었는데, 그들은 통역과 외교무역 이외에 당인들의 생활 반을 리, 

통제하는 역할도 수행하 다.

셋째, 한어통사와 당통사는 모두 세습되었으며 무역업무와 통역업무를 통해 엄청난 명 와 부를 축 할 수 있었다.

넷째, 마도의 조선무역은 무역의 주도권을 마도주에게 일임하 으나 나가사키의 당함무역은 막부 산하의 행소의 
할하에 이루어졌다. 한 한어통사는 마도인, 즉 일본인 계통으로 세습되었지만, 당통사는 국인으로부터 일본인 

모계세습을 통해 일본사회에 융화되었다.

다섯째, 한어통사의 자제는 외국어로서의 한어를 습득하기 해 한어사와 같은 집단학습이 이루어졌지만, 당통사의 
자제는 모국어인 당화를 구사하는 부모로부터 가 되는 자료로 가정 내에서 개별학습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근세 일본에 있어서 마도 한어통사와 나가사키 당통사 육성을 한 당시의 교육시스템  로그램에 
한 실증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The Mode of Occupational Duties of Korean and Chinese Interpreters in Modern Japan

 

This paper explores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both ｢Korean interpreters (韓語通士)｣ in Tsushima (大馬道) and ｢Chinese 

interpreters (唐語通士)｣ in Nagasaki in modern Japan and the manners in which they have been then professionally educated 

and trained for the respective languages and cultures concerned. 

Firstly, as the members of ｢the Sixty-Merchants Association｣, Korean interpreters have been responsible for foreign trades 

as well as interpretations and their duties have been traditionally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Not only has the 

education for Korean been conducted for them within their family circles, but they have also been intensively fostered to become 

professional interpreters or have taken up Chosun-associated duties, all of which have been aimed at polishing and improving 

their capabilities as professional interpreters.         

Secondly, Chinese interpreter as an occupation has been qualified and appointed only to the Chinese people who be came 

naturalized as Japanese. As well as for interpretations and foreign trades, Chinese interpreters have been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and controlling the over all lives of Chinese expatriate living in Japan.

Thirdly, both Korean and Chinese interpreters have been perceived traditionally as hereditary occupations and they could 

gain enormous amounts of wealth and honour through interpretations and foreign trades. 

Fourthly, the Tsushima state has been given all the trade initiatives to its foreign trades to Chosun by the Shogunate, where 

as the Nagasaki state’s foreign trades to the Qing Dynasties of China have been controlled by ｢the magistrate’s office(奉行所)｣ 

subordinate to the Shogunate. Lastly, while off springs of Korean interpreters have been given historically contextual and integrated 

ways of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through which to learn it as a foreign language, those of Chinese interpreters have 

been educated rather privately within their family circles by relying primarily on sources inherited from their Chinese-speaking 

parents. 

Apart from them, I also feel as a future research subject in question the necessity for further empirical researches concerned 

with the education systems and programmes of professionally training and fostering Korean interpreters in Tsushima and Chinese 

interpreters in Nagasaki in modern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