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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8. 한외사연구회                                                       이헌미 

◈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83)

Ch 4. Shiba Yoshinobu, "Sung foreign trade: its scope and organization"

※ 시바 요시노부는 일본의 대표적 중국경제사학자. 가토 시게시의 제자, 니시지마 사다오에게 
배움. 송대 상업사 연구(1968), 송대 강남 경제사 연구(1988)
※ 중국경제사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리보중, 중국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책세상, 
2006[2002c]) 참고 

◊ 중세의 상업혁명  

° 수당의 중국 재통일 이후 시기(8-13C) 중국의 경제성장 
-공적 교통 체계(by 조세, 관료, 군대, 문서 이동)의 발달; 사적 이동 네트워크도 함께 발달; 
항해술, 해양서적출판, 육지 및 해양전쟁 분야, 지리학과 지도제작술의 발달
 
° 중국의 북방으로의 확장은 지정학적으로 제약을 받았지만, 남방에는 그러한 제한 없었음
-바다를 통한 남방으로의 진출은 ‘자족적인 중국(Middle Kingdom)’이라는 개념과 그 외교에 
변화 가져옴→“무역에 의한, 조공체제의 쇠퇴(the eclipse of the tribute system by 
trade)”(페어뱅크의 용어) 
※ =이 논문의 핵심 주장 

° 4C 이래 인구의 지속적 남하; 10-14C 가속화 
-상업 혁명: 기술이전, 도시발달, 농업생산성 향상, 교역 발달, 자본 축적량 증가, 시장구조의 
‘질적 발전’→스키너(G. W. Skinner) 

※ ‘송대 경제 혁명’ 이론: 중국 경제가 송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최고봉에 달한 뒤 점차 
완만하게 하락하여 결국 정체에 빠졌다, 는 주장  
-Mark Elvin: 송대 경제 혁명에 농업 혁명, 해운 혁명, 화폐와 신용 혁명, 시장과 도시화 혁
명, 과학 기술 혁명 포함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1973)
-시바 요시노부: 농업 혁명, 교통 혁명, 상업 혁명 및 도시화 
-리보중 등 중국 학자들은, 엘빈과 시바 요시노부의 송대 경제 혁명설 비판. 송대 경제 혁명
설은 강남 지역에 국한된 ‘농업 혁명(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 가짐. 중국의 명.청 
경제사학자들은 강남에 ‘자본주의적 맹아’라고 할만한 상업화가 추진하는 경제발전이 출현한 
것은 명대 후기라고 봄. 
  
° 정부 정책의 변화: 조세 및 무역의 화폐 사용 증가(‘화폐화 mon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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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재정 및 상업정책: ‘국제’무역에서의 지분 확대 및 부의 관리가 목표 
-지역간/국가간 상업 발달과 경제적 통합성 덕분에 주변국가들의 군사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송이 3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었음

◊ 지역, 무역로, 상품

-당 멸망 후에도 극서(홍해, 동아프리카, 페르시아만), 중앙아시아 및 티베트와의 동서교역은 
계속됨  
-자원도 풍부하고 기술적으로도 앞선 중국이 왜, 북쪽 국경을 폐쇄하는 대신, 적대적인 주변
국가들과 계속 교역하려 했는가?
(i) 기병용 말의 수요 (ii) 군비충당 목적 (iii) 상류계층의 사치재 수요와 이로 인한 상인들의 
이득 

◊ 요와의 교역
 
°요는 건국초부터 교역에 의존  
- 여진, 고려 군사정벌 이후 여진-고려-중국 간 소통로 장악, 무역(털, 말, 진주, 인삼) 독점  
- 여진, 고구려, 위구르, 코탄(于闐), 쿠차로부터 정기적 조공 받음

°1005년 조약으로 송은 변경지방에 5개 상설 교역항 개방, 요는 3개 시장 개방 
-공교역(관리들의 감독 하에 정부독점 물품 취급: 차, 비단, 칠기, 도자기, 곡식)과 사교역의 
엄격한 구분
-교역금지 품목: 송-소금, 서적, 지도, 무기/ 요-말 

°송은 은 100,000 테일, 비단 200,000 필을 요에 세폐로 조공; 후대에 200,000테일-300,000
필로 늘어남
-그러나 요의 금은보유량 늘어나지 않음(송과의 교역적자 때문): 송은 교역 흑자로 매년 요에 
대한 막대한 은 조공 가능  
-요는 송에서 획득한 비단, 은의 일부를 이웃국가(esp. 서하)에 수출, 이득 취함

◊서하와의 교역

°서하도 교역에 의존
-송-서하 전쟁으로 1007년 조약, 송에 교역시장 설립 합의
  
°서하는 서방무역을 점유하려고 간쑤 회랑으로 영토 확장, 위구르 복속(1028-1031) 
- 서하 1035년 청당 정벌 → 송과의 전쟁 → 1044년 조약 
① 송이 서하에 매년 은 5만테일, 비단 13만필, 3만캐티 차 납부 & 서하는 송에 은 2만2천테
일, 비단 2만3천필, 1만캐티 차 납부
② 송에 2개의 교역시장 새로 열고, 변경지대 8개의 말시장 다시 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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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물품: 말, 양, 가축, 서역물품(from 서하)/ 차, 비단, 은, 도자기, 금은세공품 (from 송)
-변경지대의 밀무역시장: 서적, 무기, 차, 동전 및 철전 (from 송)/ 소금(from 서하)
-지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전 및 철전 유입, 탕구트 사회의 화폐화 진행 

°청당(靑唐)의 출현으로 서하의 말 수출 해마다 축소; 차, 비단 등 물품 구매 위해 서하는 송
이 조공으로 바친 은을 사용→거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하에 보낸 은은 무역의 결과 다시 
송으로 돌아옴 

◊청당과의 교역

°북송 후기 매년 청당으로부터 1만5천-2만 마리 군용 말 구입: 요와 서하가 말 수출을 중단했
기 때문
°쓰촨과 샨시에 말과 차의 교환 시장 수립→쓰촨 차 생산과 유통의 국가통제 강화
°청당은 남부 대상무역로를 따라 동 투르키스탄을 통해 들어온 서방 물품의 중개무역상 노릇

◊금과의 교역 

°1120년대 북송이 여진에 멸망당한 후, 국제무역의 변화
-서방 무역로는 몽골과 서하가 지배
-남송은 동남아 및 아랍과의 해상무역 통해 손실 보충
-여진은 북송 함락시 막대한, 은, 금, 비단 접수; 북송의 산업, 재정시스템, 상업경제도 계승
-은과 지폐 등 화폐 시스템의 북중국으로의 확산→철 및 구리 돈의 종식 

°남송과 금은 전쟁 기간에도 교역 유지, 북송 시대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20여개 시장 설
립

°정부가 관장하는 공무역과 사무역 둘 다 존재, 사무역시 정부에 상업세 및 중개료 납부 
-송은 구리돈, 소금, 무기, 서적, 은, 쌀, 군수품 무역 금지; 금은 말, 소금, 동전 무역 금지  
그러나 밀무역 성행

°1141년(1140년 금의 남침 후 화의) 조약으로 남송은 금에 은 2만5천 테일, 비단 2십5만 필 
매년 조공
-1165년(1161년 금의 남침 후 화의조약) 세폐의 양이 축소되었다가, 1208년(1206년 송의 금 
침공 실패 후 화의조약) 다시 증가 

°금은 남송에 계속 무역적자; 조공으로 바친 은은 다시 송으로 환류  

◊해상 무역
 
° 당나라는 해상기술의 미비로 인해 대양간 무역에 아랍 중개상 의존 
°송대에 와서 선박건조술 비약적 발전 (아랍으로부터 배움): 선적 중량, 항해 거리, 속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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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한국의 전남 신안 해협에서 인양된 14세기 이후 중국선박에서 1만여 점 이상 도자기 발
견, 복건에서 한국까지 5~20일 가량 소요 

°해상무역을 재정수입원으로 삼는 정책은 당에서 시작, 송 또한 채택: 대외무역을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정부기관(Office of Overseas Trade; 榷貨務)을 10세기 후반~12세기 전반 각 무역 
거점에 설립→ 정부 수입의 2-3% 차지

°송대 해상무역의 범위는 통상 인도까지, 멀게는 페르시아만, 홍해까지 이름
-주된 물품은 도자기, 동전 (ex. 가마쿠라 일본은 최대 수입처)
-국제무역의 주된 결재수단은 금-은괴; 중국 동전은 캄보디아, 자바에서 제한적인 교환수단으
로 사용됨; 일본에서는 법적 통화로 사용, 11세기초 일본의 대중국해상무역통제 완화, 산업발
달, 화폐화 진행됨에 따라 중국동전 수입 요구 증가, 양국간 무역 증가

°중국과 주변국가들 간의 정기적 해상무역은 계속 증가 추세
-송은 도자기와 동전의 수출로 막대한 무역 수입을 얻은 반면, 각종 향료, 양념 등 사치재 구
입을 위해 송의 금과 은이 계속 동남아로 흘러들어감 

◊결론

°중국의 공무역의 주요 기제는 조공체제와 변경 호시 (Office of Overseas Trade; 각화무 포
함)
°힘이 약했던 송대에 조공체제의 예적․문화적 가치는 당나라 때에 비해 주변국에 의해 덜 인
정됨
°그러나 주변국들은 송의 세련된 라이프스타일, 조직 체계, 금속 기술, 해양 기술, 전쟁술, 직
물생산, 도자기 산업, 천문학, 의학, 철학, 종교 등을 배우고자 중국에 사절을 계속 보냄 
°교통의 발달로 인해 무역의 범위와 (조공)체제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중국적 세계에서 종전
에서 변방이었던 지역의 상인들이 중국으로 옴 
°요, 서하, 금과의 무역은 정치.외교적 관계와 맞물려 송에 치욕적; 그러나 무역수지는 송에 
이익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송은 대규모 동전 주조, 지폐 발행, 금-은괴 보유량 늘림, 특정 상
품의 독점, 사무역 통제 완화, 해외무역 고취
°송의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업주의 정책은 “무역에 의한 조공체제의 쇠퇴‘ 초래  

Ch. 5. Herbert Franke, "Sung embassies: some general observations"
  
°요, 고려, 금, 서하와 송의 관계는 송의 대외관계에서 단순한 조공국들과는 차별화됨 
-‘국호(國呼)’ 수여의 문제→ex) 안남에 있어 12세기 송에 의해 ‘國’으로 분류되는 것은 주요 
외교 의제
-송에 의해 무엇으로 분류되는가? & 송의 황제를 주변국가에서 무엇이라고 호칭하는가? 
-1177년 금에 사절로 파견되었던 송사 초우후이는 티벳인들이 송 황제를, 당나라 때 티벳과 
중국 공주의 결혼에 의해 “Son of Heaven of the Chao Family” 부르는 것이 예에 어긋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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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
-코탄국 왕 또한 1081년 송 황제에게 보낸 국서에서 “Great Official and Maternal Uncle 
of the Han Family”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외교적 에티켓이 무지한 야만적 사례로 거론됨

◊사절의 형태
-요송간 사절의 형태는 12가지
-1005년 단연지맹 이후 요송간 사절 정례화: 신년하례, 생일축하, 왕위계승, 붕어, 축하 및 위
로 사절 등등, 상주사절(유럽에서도 16세기부터 발전) 아니라 사행사절
→이후 금과의 관계를 비롯, 송의 대외관계의 표준으로 자리잡음
  
◊송의 외교교섭 기관
- 국제문제를 국내정치의 일부로 취급 
- 외국과의 교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존재=예부 휘하의 홍려시(鴻臚寺). 요(금), 서하, 고려
는 (지역에 따라 집단적으로 분류된 위구르, 안남 등과 달리) 각각 독립적 전담부서 존재
- 송의 관료제에서 외국 사신은 해당 국가의 힘과 부에 따라 위계적으로 다룸: 서하, 고려의 
지위는 요나 금보다 낮게 취급 
  
◊외교 서신
-외교서신의 종류에서도 송요 관계의 특수성 추측 가능: 요에 보낸 외교 서신에만 (대등관계
인) ‘국서(國書)’라는 호칭 사용, 고려와 서하에 보낸 외교 서신에는 (상하관계인) ‘조(朝)’, ‘칙
서(勅書)’, ‘책(冊)’을 사용.    
-그러나 송의 관료 및 정치가들은 국내적으로는 요나 금을 ‘오랑캐(虜)’라 지칭 
-hierarchical but adaptable system: 송의 힘과 위신이 낮을수록 상대국과의 가족관계 비
유에서 송의 위치 낮아짐 

◊ 예(禮)의 문제

° 사신의 복식 
-1197년, 금이 송의 복식을 모방, 금의 사신은 붉은색(babarian red), 금의 관리들은 보라색 
관복 입음; 송 사신은 금과의 차별화 위해 babarian red가 아닌 Chinese red로 관복을 새로 
물들임 

° 사신의 앉는 순서
-1076년 송의 사신이 요에 갔을 때. 요의 관리가 남쪽을 바라보고 앉자, 천자는 남쪽을 보고 
앉는다(‘南面之治’, 논어, 위정편)는 전통에 따라 송의 사신이 이를 문제삼아 자리를 바꾸게 
함     

° 기휘(忌諱)
요송관계, 금송관계에서 사신들은 양쪽 다 상대방 황제의 이름과 같은 글자가 있을 경우 이름
을 바꾸어 표기. 때로는 지명도 임시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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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로서의 사신
-상대 국가에서 만난 고관대작의 이름, 직위, 배경, 성격까지 세세히 기록해서 복명 (서긍, 
1123년 고려도경)
-군사적 정보: 주요 장소들 간의 경로, 거리, 지리, 군대 이동을 고려한 도로체제, 성벽 수리
상태, 성문 위치, 도시의 방어시설 
ex. 요에 간 송 사신 기록-실지회복에 대한 염원 표출  
ex. 고려도경 또한 고려의 군대, 방비, 훈련 등에 별도의 장을 할애하고 있음
 
-사신은 현지인들을 통해 정치상황, 왕실소문 등을 수집; 정치적 안정성 가늠  
ex. 금의 경우, 한 동안 자국 인민이 송 사절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법으로 금함
ex. 1015년 송은 요 사절과 허락없이 접촉하는 것을 엄금
ex. 1081-82년 송이 서하와 전쟁 당시, 송은 전황 정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요의 사신을 직
접 지명

-1089년 Su Shih는 고려 사신들이 산과 강의 지형지세를 그리고 서적을 사가지고 갈까 우
려. 오랑캐들이 중국의 statecraft를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됨. 따라서 고려 사신들은 1101년
까지 태평위란 (중국 정치사 포함한 군사백과사전) 구입 금지. 

◊ 결론 

° 의례의 중요성: ‘예’가 사신 교환을 규율함 
- 송대 외교의 의례는 대부분 춘추전국시대에 형성: 양측의 세세한 예절들(애도, 축하, 복식, 
연회, 공물...)이 정해져 있음
-공물의 양과 질은 국가 지위 및 위신과 직결; 사신들에게 준 공물이나 답례품은 교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대의 의미
-양쪽이 예의범절을 알아야 예가 작동; 상대방은 제도를 갖춘 ‘국(國)’이어야 함; 송의 명목상 
조공국(안남, 서하, 고려) or 독립국(요, 금)인가는 상관없음; 다만 후자의 경우, 송-요/송-금 
간 상대적 지위는 가족관계 비유를 통해 나타남  
 
°송, 요, 금은 양자적, balanced power system의 파트너. 다른 나라 직접지배 불가능. 따라
서 춘추전국시대부터 전해내려온 외교 모델에 따라 요금간의 양자관계와 안남, 서하, 고려와
의 다자관계를 조율→ a carefully if precariously balanced Chinese world 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