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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7세기 명청 왕조 교체는 ‘중화’인 명조(明朝)가 ‘이적(夷狄)’인 청조(淸朝)에 의
해 멸망하여 천하에서 중화가 소멸한 사건이었으며 청조의 무력에 굴복한 조선은
청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질서에 편입되지만 관념적으로는 ‘청＝이적(夷
狄)’, ‘조선＝중화’론이 태동하게 된다. 그러나 명조 멸망 이후 청조가 오히려 전성
기를 구가하자 조선의 유자(儒者)들은 ‘이적’의 전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에서는 두 가지 사상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조선중
화주의(朝鮮中華主義)’이며 또 다른 사상적 흐름은 선진적인 청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北學論)’이다. 그런데 18세기 초 청조를 직접 방문하여 기행문 노
가재연행일기를 남긴 김창업의 청조에 대한 인식은 ‘조선중화주의’와 청조의 선
진 문물을 긍정하는 ‘북학론’이 교차하며 공존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
을 주창하여 청조에서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한 김상헌의 직계인 김창업은 조선
의 ‘예악문물(禮樂文物)’의 우월성을 마음껏 자랑하면서도 ‘대청복수론(對淸復讐
論)’ 대신 청조의 실용적인 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
서 북학론은 갑자기 등장하는 사상이 아니라 대청사행으로 청조와의 교류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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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문물에 대한 체험과 인식이 축적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여겨진
다.
주제어 : 김창업(金昌業), 연행록(燕行錄), 대청인식(對淸認識), 조선중화주의(朝
鮮中華主義), 북학론(北學論)

Ⅰ. 들어가며
노가재연행일기(稼齋燕行日記)1)는 청조의 제4대 황제인 강희제(康熙帝,
재위1661-1722) 가 통치하고 있던 1712(숙종38)년 동지겸사은사행(冬至使兼
謝恩使行)의 정사인 노론의 영수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자제군관(子弟
軍官=打角=自辟軍官)으로 북경을 방문한 노가재 김창업(老稼齋 金昌業, 1658
-1722)이 남긴 사행 일기이다. 노가재연행일기는 풍부한 내용과 기록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4대 연행록(燕行錄)으로 불린다. 조선후기 4대 연
행록은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담헌연기
(湛軒燕記)․연행잡기(燕行雑記)(영조41년,

1765년),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日記)(정조4년, 1780년), 김경선(金景善, 17881853)의 연원직지(燕軒直指)(순조32년, 1832년)2)를 말한다.3)
그런데 이러한 4대 연행록 중 박지원, 홍대용 등 북학파의 사행록은 실학연
구와 연동되어 방대한 연구 성과를 남기고 있는 반면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
되어 그 후의 연행록에 큰 영향을 미친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에 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김창업의 중국관 즉 ‘대청인식’에 관한 연구, 노가재연행일기의
문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노가재연행일기에 기록된 청조의 문화에

1) 본 논문은 김창업 稼齋燕行錄；국역연행록선집Ⅳ 민족문화추진회, 1976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텍스트는 필사본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이 저본으로 표지서명은 ‘가재연행
록’, 매 책 권두 서명은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로 되어있다. 본 논문은 권두 서명에 따라
‘노가재연행일기’로 표기 하며 원문 인용에는 燕行日記로 표기한다.
2) 4대 연행록 중 가장 후대에 기록된 김경선의 연원직지에도 전시대 대표적 연행록으로 김창업, 홍
대용, 박지원의 연행록을 들고 있으며 김경선 자신도 이들 연행록을 참고, 인용하고 있다.
3) 이장우, ｢가재연행록해제｣, 국역연행록선집Ⅳ, 경인문화사, 1976,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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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분석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 중 김창업의 대청 인식에
관한 연구는 ‘김창업과 홍대용, 박지원의 중국인식 비교’4), 김창업의 ‘명청교
체기 전쟁 현장에 대한 기록’5), ‘청조의 도읍 북경 견문’6), ‘청국 문사들과의 교
류’7), ‘청조 황제인 강희제관’8), ‘청조의 중국 통치에 대한 인식’9) 등이 있다.
그런데 김창업의 대청인식에 대한 연구는 김창업의 ‘청조에 대한 우월인식’을
다룬 연구가 많으며 김창업의 대청관이 ‘조선중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18세기 등장하는 ‘북학
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에
는 ‘조선중화주의’에 관한 기록이 많은데, 특히 청조의 변발과 호복과 비교하
여 조선의 의관과 문물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기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김창업의 대청관을 살펴보면 ‘조선중화주의’적 모습뿐만 아니라 청
조의 문물과 예악문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는 이른바 ‘북학론’의 맹아적
형태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창업의 대청사행 기행록
인 노가재연행일기를 분석하여 ‘북학론’의 등장을 예고하는 김창업의 대청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김창업과 노가재연행일기
노가재 김창업은 자는 대유(大有), 호는 가재(稼齋) 또는 노가재, 본관은 안
동(安東)이며 병자호란 당시 대표적 척화론자이며 중국 심양(瀋陽)에 인질로
끌려갔다 돌아온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증손으로 안동 김씨 가운데서
도 명문의 일원이었다.10) 김창업이 참가한 1712년의 동지겸사은사행은 정사
김창집, 부사 윤지인(尹趾仁, 1656-1718), 서장관 노세하(盧世夏, 1657-?) 등
4) 최소자, ｢18세기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중국 인식｣, 명청사연구32호, 2009.
5) 이학당, ｢김창업의 명말청초 전쟁 기억｣, 동방한문학60호, 2014.
6) 정혜중, ｢조선 선비의 청국 수도 북경견문-김창업의 “가재연행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23
호, 2005.
7) 서의, ｢김창업과 청조 문사의 교유에 관한 고찰｣, 연민학지13호, 2010.
8) 하정식, ｢일그러진 초상-조선지배층의 강희제상｣, 학림39호, 2017.
9) 송미령, ｢18세기 조선 지식인이 본 청조의 통치｣, 명청사연구23호, 2005.
10) 이장우, ｢가재연행록해제｣, 국역연행록선집Ⅳ, 경인문화사, 1976,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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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가 사행단을 이끌었는데 사행인원이 541명으로 대규모인 것이 특징이다.
이 사행에 동원된 마필은 435두로 이 또한 전례 없이 규모가 컸던 사행으로 평
상의 대청 사절단이 사행단 약 250명에 마필이 200두 정도인 것에 비하면11)
통상 규모보다 약 두 배로 많은 규모의 사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1711년의 통신사(通信使)와 지금의 오키나와인
류큐(琉球)왕국에서 에도막부에 파견된 1710년의 류큐사(琉球使)의 규모도
사상 최대였는데 이 시기의 사상최대규모 사행단 파견은 동아시아세계의 공
통된 것이었다. 이는 삼번의 난 진압(1681) 및 타이완 정씨의 귀부(1683)로 인
한 1684년의 청조의 해금정책 해제(展界令)와 이로 인한 교역의 증가와 관계
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청조의 해금정책 해제 이후 일본 나가사키
에서의 대중국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여 토쿠가와 막부가 금,은 유출 방지를
위해 무역제한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12)
김창업은 경종 때 영의정을 지낸 노론의 영수이자 1712년 사행 정사였던 김
창집의 자제군관으로 대청사행에 참가했는데 자제군관이란 사행단의 유력자
의 친인척이 자비를 들여 사행에 참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북학파인
홍대용, 박지원도 자제군관으로 대청사행에 참가하여 청조의 신문물을 체험
하고 북학론을 주창하였는데 조선 후기 4대 연행록 저자 중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 등 3명이 자제군관으로 사행에 참가하였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 중 홍
대용의 기록은 서장관인 숙부와 동행하며 저술한 것인 반면 김창업과 박지원
의 연행기(燕行記)는 어떠한 공식적 임무와 관계없는 자유참가였기 때문에
현존하는 연행기가운데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남기고 있으며 비교
적 자유로운 기행의 작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창업이 1712년의 대청 사행단에 자제군관으로 참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서는 노가재연행일기 ｢왕래총록(往來總錄)｣에 기록되어 있다. ｢왕래총록｣
에 의하면 김창업의 형 김창집이 임진년 6월 23일 동지사겸사은사로 임명되
었는데 김창집이 중병을 앓은 직후라 수행원이 필요하여 김창업의 둘째 형 김
창협(金昌協, 1651-1708)이 사행단에 들어가려다 그만 두고 김창업이 합류하
게 되었다.13)
11) 이장우, 앞의 논문, 10쪽.
12) 荒野泰典, ｢近世的世界の成熟｣, 日本の対外関係6, 吉川弘文館, 2010, 3~8쪽.

220

석당논총 72집

노가재연행일기는 전6권 구성으로 1712년 임진년 11월 3일 한성을 출발
하여 26일 압록강을 도강하고 12월 27일 북경(北京)에 도착하였으며 북경에
서는 46일간 체재하였고 1713년 계사년 2월 15일 회정(回程)하여 3월 13일 압
록강을 건너 3월 30일 한성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하였다. 각 권 별
로 내용을 살펴보면 제1권(卷一)은 1712년 임진년(壬辰年) 11월 3일 한성을
출발하여 같은 해 12월 15일 요동(遼東)의 영원위(寧遠衛)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록이다. 제2권(卷二)은 임진년 12월 16일 영원위를 출발하여 12월 29일 북
경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록인데 섣달그믐까지 기록 되어있다. 제3권(卷三)은
계사(癸巳)년인 1713년 정월 초하루의 청조 황제에 대한 신년조하(新年朝賀)
를 시작으로 1월 30일까지의 기록으로 북경에서의 유람을 기록하였고, 제4권
(卷四)은 1713년 2월 1일부터 2월 14일 북경을 떠나기 직전까지의 기록이며,
제5권(卷五)은 1713년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의 기록으로 북경을 출발하
여 조선으로 돌아오던 도중 의무려산(醫巫閭山)을 유람한 기록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6권(卷六)은 1713년 2월 16일 의무려산 유람과 천산(千山)구경을 마
치고 일행과 합류하여 의주를 경유해서 한성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록이다.

Ⅲ. 18세기 북학론과 조선중화주의
북학(北學)은 ‘북쪽의 학문을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는 말로 초나라 출신인
진량(陳良)이 초나라 북쪽의 주공(周公), 공자(孔子)의 학문을 기뻐하며 배웠
다는 맹자(孟子)의 고사에서 연유한 말이다.14) 이는 문화적 변방국가였던
초나라가 북쪽 중원 지역의 선진학문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
이 청조의 선진 학문을 배운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朴齊家, 1750-1805) 등 대표적 북학자들은 대청사

13) 壬辰六月二十三日政。伯氏爲冬至兼謝恩使。時伯氏大病新瘳。子弟一人宜隨往。且吾兄弟。皆
欲一見中國。於是叔氏欲行。已而止。余乃代之以打角。啓下。一時譏謗譁然。親舊多勸止。余
詼諧曰。孔子微服過宋。爲今世通行之義。吾何獨不可乎。聞者皆笑。(燕行日記卷一, 往來總
錄)
14) 吾聞用夏變夷者。未聞變於夷者也。陳良楚産也。悦周公仲尼之道。北學於中國。北方之學者。
未聞或之先也。(孟子滕文公章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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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경험했던 인물들로 만주족의 청조가 비록 조선이 이적시(夷狄視) 하고
있었던 북방 이민족 왕조이지만 청조가 시행하는 제도와 문물은 ‘중화’에 적합
하며 이러한 선진적인 청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홍대용은 숙부 홍억(洪檍, 1722-1809)이 1765년 연행사 서장관으로 연경에
가게 되었을 때 자제군관 자격으로 수행하여 중국의 명유인 육비(陸飛), 엄성
(嚴誠), 반정균(潘庭筠) 등과 교유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천문대인 흠천감(欽
天監)을 방문하여 서양선교사 유송령(劉松齡, Augustinus von Halberstein)과
포우관(鮑友管, Antonius Gogeisl)을 만나 천문 역법에 대해 토론하였다.
박제가는 서얼출신으로 홍대용, 박지원 등과 교유하였고 1778년 진주사(陳
奏使)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별뢰관(別賚官)으로 이덕무(李德懋, 1741
-1793)와 함께 청조에 가서 이조원(李調元), 반정균 등과 교유하고 연경의 새
로운 문물을 접하였다. 그리고 1790년에 진하사(進賀使)와 동지사(冬至使)를
수행하고 1801년에 사은사를 따라 연경에 가는 등 4차례의 대청사행에 참가
하여 청조의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였다.
박지원은 1780년 박명원(朴明源, 1725-1790)이 진하사로 연경으로 갔을 때
그를 수행하여 청조를 방문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에 뜻을 굳혔
고15) ｢북학의서｣를 통해 조선의 지식인들이 청조를 배척하는 것을 비판하였
다. 그는 조선 지식인들이 청조가 북방 이민족 왕조이며 이적의 문물이라고
여긴 청조문물을 배척하여 결국은 ‘중국 고유의 좋은 법과 훌륭한 제도’마저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중국 고유의 좋은 법과
훌륭한 제도라는 것은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이래의 예악문물
(禮樂文物)의 계승이며 청조가 비록 한족이 아닌 이민족 왕조이지만 그 예악
문물을 계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조의 문물은 중화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청조의 풍습이 비록 변발과 호복을 한 만주족의 풍습이지만 법이 좋고
아름다우면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며 결국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
는 기존은 의관이 아니라 선진문물과 유교적 국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였
다.16)
이렇듯 청조의 선진 문물을 직접 체험하고 그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15) 김인규, 북학사상연구심산, 2017, 30~31쪽.
16) 김인규, 앞의 책, 181~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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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학파들의 활동 시기는 북학사상과는 대극점에 서 있는 ‘조선중화주의’가 전
성을 구가하던 18세기였다. 중화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성리학적 명분론인 화
이론이며 유교문화를 갖고 있는 존재를 중화, 그렇지 못하고 힘의 논리나 약
탈경제에 의존하는 북방족 등을 오랑캐 즉 이적으로 분류하는 세계관이다.17)
그리고 조선중화주의란 17세기 명청 왕조 교체에 의해 ‘중화’인 명조가 ‘이적
(夷狄)’인 청조에 의해 멸망하고 만주족의 풍습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자 조선
만이 예악문물의 나라이며 중화왕조의 정통성을 대보단(大報壇) 제사를 통해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나온 사상이다. 그리고 이보다 한층 더 나아가
역사적 고증을 통해 중국의 삼대와 같은 시기에 조선에도 대등한 예악문물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역사가 안정복(安鼎福, 1712-1791)도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된다. 즉 유교문화에서 이상사회로 보는 하·은·주 삼대의 유교의 근본이 되
는 홍범구주(洪範九疇)를 은나라의 왕자 기자(箕子)로부터 무왕(武王)이 전수
받았으므로 결국 예악문물의 기원은 요순시대를 제외하면 기자로부터 시작된
다고 할 수 있고, 기자가 조선을 세웠으므로 조선의 중화문화는 기자조선에서
시작된다는 논리이다. 이는 조선의 중화문화의 시작이 중국 주대와 시대적으
로 대등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더 연원이 깊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것으로 명
이 망한 시점에서 조선만이 중화문명의 계승자라는 조선제일주의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이다.18) 이렇듯 예악문물에 기초한 당시 조선 유자들의 조선중화주
의에 대해 박지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들이 진실로 변발(辮髮)을 하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 있지만, 저들이 살고 있
는 땅이 삼대(三代) 이래 한(漢), 당(唐), 송(宋), 명(明)의 대륙이 어찌 아니겠으
며,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삼대 이래 한, 당, 송, 명의 유민(遺民)이 어찌
아니겠는가. 진실로 법이 훌륭하고 제도가 아름다울진대 장차 오랑캐에게라도 나
아가 배워야 하는 법이거늘, 하물며 그 규모의 광대함과 심법(心法)의 정미(精微)
함과 제작(制作)의 굉원(宏遠)함과 문장(文章)의 찬란함이 아직도 삼대 이래 한,
당, 송, 명의 고유한 옛 법을 보존하고 있음에랴.19)
17)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16쪽.
18) 지두환,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역사문화, 1998, 279~282쪽.
19) 彼誠薙髮左袵。然其所據之地。豈非三代以來漢唐宋明之凾夏乎。其生乎此土之中者。豈非三代
以來漢唐宋明之遺黎乎。苟使法良而制美。則固將進夷狄而師之。况其規模之廣大。心法之精
微。制作之宏遠。文章之煥爀。猶存三代以來漢唐宋明固有之故常哉。(燕巖集卷七, 別集, 鍾北
小選, 北學議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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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청의 의관과 풍속이 비록 변발과 호복이라 할지라도 청조의 영역
은 하(夏)․은(殷)․주(周)․한(漢)․당(唐)․송(宋)․명(明)이 발흥했던 중
화의 땅이며 또한 이러한 중화왕조의 전통과 제도를 청조가 계승하고 있으므
로 청조를 이적시해서는 안 되며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한 치의 나은 점도 없다.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에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산천은 비린내 노린내 천지라
나무라고, 그 인민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고, 그 언어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함하
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배척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장차 어디에서 본받아 행하겠는가.20)

라고 하여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예악문물에 대한 자신감에 근거한 청 이적론
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가 직접 청조에서 목도한 선진문물
을 조선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 경제는 중국의 생사(生絲), 견직물류 수출과 그 대금
인 은의 중국 흡수라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중국은 조세제도를
은납제로 바꾸는 등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2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전 세계에 식민지를 경영한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대영제국이 막대한 대청 무역적자를 아편수출로 타개하려고 했던 것을 상기
하면 당시 박지원 등 북학파가 경험한 청조의 문물은 예악문물에 기초한 조선
중화주의를 압도하는 수준이었으며 따라서 북학파는 이용후생, 과학기술론,
농업발전론, 해외통상론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북학파들의 사상 형
성에는 대청사행이라는 교류가 그 근저에 있었으며 이러한 교류의 축적으로
전통적 주자학적 가치관 속에서 성장한 조선의 사대부들의 사상 속에서 북학
론이 부상할 수 있었다.

20) 以我較彼固無寸長。而獨以一撮之結。自賢於天下曰。今之中國。非古之中國也。其山川則罪之
以腥羶。其人民則辱之以犬羊。其言語則誣之以侏離。幷與其中國固有之良法美制而攘斥之。則
亦將何所倣而行之耶。(燕巖集卷七, 別集, 鍾北小選, 北學議序)
21) 朝尾直弘編, 日本の近世１－世界史の中の近世, 中央公論社, 1991, 132~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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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청사행과 정보 입수
조선시대 대청사행 즉 연행사행의 횟수는 청의 입관(入關: 1645년)부터 갑
오개혁(甲午改革)을 실행하는 1894년까지 612회에 이른다.22) 612회 파견된
대청 사절은 일반적으로 사절단 규모가 300명 정도였고 때로는 500명을 넘는
규모의 사절단도 존재하였는데 1645년부터 1894년까지 조선에서 청에 파견
된 인원은 연인원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측된다. 또한 연행사행의 구성원을
보면 사대부(士大夫)로부터 역관(譯官)․군관(軍官)․의관(医官)․사졸(士
卒)․노비(奴婢) 등 상층 신분부터 하층 신분까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참
가하였다. 사행에 참가한 이들은 청과 교역, 정보입수, 문화교류, 서적구입 등
다양한 교류를 행하였으며 중국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조선으로 반입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후기 대일본 사행이 정례화되어 일본의 토쿠가와 막부에
파견된 사절단인 통신사의 파견횟수가 12회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가 한일양국에 남긴 방대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생각하면, 당시 세
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청에 파견된 사절단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12월 24일 김창
업이 계주(薊州)에 머무를 때 강전(康田)이란 수재가 ‘청조에 와서 무엇을 하
는가’라고 김창업에게 물었을 때 김창업은 ‘귀국의 사람과 풍물을 봅니다(看貴
邦人物)’라고 대답하였다.23) 이처럼 김창업을 비롯한 조선의 대청사행단은 청
조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청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김창업은 청조의 풍물과 문화에 대해 ｢산천풍속총록(山川風俗総録)｣으로
정리하여 남겼다. 그 첫 기록은 의주에서 봉성까지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산천풍속총록｣에 의하면 김창업은 압록강 도강 후 청조의 영내인 봉성까지
인가가 없어 노숙을 하였다.24) 이러한 김창업 일행의 노숙은 청조의 발상지인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봉금 정책 때문으로 김창업의 사행뿐 만 아니라 다른
대청사행의 기록을 보아도 겨울철 사행은 추운 날씨에서 민가가 없어 노숙을
22) 이철성, ｢통신사와 연행사의 비교연구｣,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84~85쪽.
23) 夕有一秀才入來。余邀坐炕上。問姓名。答賤姓康。名田。字惠蒼。問我何姓。答賤姓金。仍
問你來這裡何幹。答看貴邦人物。(燕行日記卷三, 十二月二十四日癸酉)
24) 自義州至鳳城爲二站。無人家露宿。自鳳城至北京爲三十一站。皆有察院。自鳳城至遼東。謂之
東八站。(燕行日記卷一, 山川風俗総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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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힘들었다는 기록이 보인다.25) 대청사행의 노숙 기사는 압록강 도강 후
바로 민가에서 숙식을 해결한 대명사행과 대비되는 점으로 1574년 대명 사행
에 참가했던 하곡 허봉(荷谷 許篈, 1551-1588)의 대명사행록인 하곡조천록
(荷谷朝天錄)을 보면 도강 후 바로 민가에 머물며 명사들과 학문 논쟁을 벌
였다고 기록되어 있다.26)
｢산천풍속총록｣에는 조선과 북경 사이에 있는 산의 명칭과 특징, 하천의 명
칭, 시장의 종류, 북경성(北京城), 통주성(通州城), 계주성(薊州城), 금주위성
(錦州衛城), 산해관성(山海關城), 심양성(瀋陽城)의 크기와 특징 등 청조의 지
리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기후에 대한 기록도 흥미를 끈다. 김
창업은 압록강을 건너 북경으로 가는 길이 온통 모래이며, 요동에 들어서면서
부터 모래가 더욱 가늘어져,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안개처럼 휘날려 뒷사람이
앞사람을 보지 못 할 정도라고 하였고, 이러한 모래는 바람이 없는 날에도 수
레바퀴에서 모래가 날리며 머리나 수염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닭꼬
리로 만든 비로 쉴 새 없이 모래를 털며 북경의 큰 거리에는 물을 뿌려 적셔서
모래가 이는 것을 막는다고 중국 북부지역의 황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27)
이러한 관찰기록과 더불어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행단의 정보 수집
도 눈에 띤다. 김창업이 참가한 동지사행단 면모를 살펴보면 사행단 구성은
정사, 부사, 서장관 같은 사대부부터 역관(譯官), 의관(醫官), 화원(畵員), 같은
중인 계급을 비롯하여 많은 관노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행 참가
자 중에 눈에 띄는 직책이 있는데 바로 역관 박동화(朴東和), 한학상통사(漢學
上通事) 장원익(張遠翼), 청학상통사(淸學上通事) 김세홍(金世弘), 교회질문
통사(敎誨質問通事) 유재창(劉再昌), 연소총민(年少聰敏) 오지항(吳志恒), 차
상통사(次上通事) 박세장(朴世章), 압물통사(押物通事) 김창하(金昌夏), 김상

25) 이러한 도강 후 노숙을 한 기사는 김창업과 같이 연행사행을 수행했던 崔德中의 燕行錄日記, 十
一月二十六日(1712) 및 李岬燕行記事上, 十一月二十八日(1777), 朴趾源 熱河日記 渡江錄
(1780), 金正中 燕行錄 奇遊錄, 十一月二十四日(1791), 金景善 燕轅直指 出疆錄, 十一月二十
一日(1832) 등의 기록에도 보인다.
26) 이호윤 ｢하곡선생 조천기와 중국인식｣, 아세아연구59권 3호, 2016.
27) 自渡江至北京。地皆沙。自入遼野。往來車馬益多。沙益細。乍風輒揚。狀若烟霧。後人不見前
人。關內尤甚。雖無風日。輪蹄間觸。起者如灰揚。着人衣帽面目。頃刻變色幻形。同行幾不能
相識。在鬢髮者。拭之不脫。在口中者。淅瀝有聲。至十襲之籠。重封之甁。亦皆透入。極可怪
也。巿肆及人家所置器物。用鷄尾帚。不住拂拭。不然。頃刻積至寸許。北京城大街。皆濺水以
浥之。(燕行日記卷一, 山川風俗総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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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金商鉉), 오태로(吳泰老), 우어별체아(偶語別遞兒) 현하의(玄夏誼), 청학별
체아(淸學別遞兒) 한윤보(韓允普), 몽학(蒙學) 김경흥(金景興), 왜학(倭學) 최
억(崔檍), 몽학(蒙學) 장령(張齡), 청학신체아(淸學新遞兒) 최태상(崔台相), 우
어별차(偶語別差) 최수창(崔壽昌) 등 사역원(司譯院) 소속의 통역을 담당하는
이들이다.(燕行日記卷一, 一行人馬渡江數) 이들 사역원 소속 통역담당자
들은 자신들의 어학능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행하였다.
이들 중 왜학은 조선시대 일본어 통역을 담당하던 왜학역관을 일컫는 말로
보통 일본과의 교류를 담당했던 통신사행에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런데 이 왜학이 청조의 수도인 북경으로 가는 사절단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1712년 대청사행에 참가한 최억은 본관이 경주로 1675년 역과에
합격한 인물이다.28) 1712년 대청사행은 역대 연행사행 중 그 인원이 가장 많
은 사행이었으며, 이 시기의 통신사행, 류큐사행 들도 역대 최대 사행으로 구
성되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즉 삼번의 난 진압(1681) 및 타이완
정씨의 귀부(1683)로 인한 1684년의 청조의 해금정책 해제(展界令)로 인해 동
아시아 무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며29) 이러한 경제적 활황에 편승하여 한
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우가 열악하였던 왜학이 축재를 위해 대청사행에 참
가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30)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청조에서의 일본정보의 입수 또는 토
쿠가와 막부의 실질적 대청 사절 역학을 하였던 류큐사행단과의 접촉 및 정보
교환을 대비하여 파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조선 사절은 북경에서 류
큐사행과 빈번한 접촉을 하였는데 1780에서 1800년까지 120년 동안 21회 북
경에서 접촉한 기록이 있다. 이들 조선과 류큐사절은 청황제의 조례에 대비하
여 홍려시(鴻臚寺)에서 조선사절과 류큐사절이 함께 조례연습을 하기도 하였
고 청조가 마련한 연회에 함께 참석하고 한시창화(漢詩唱和)도 하였다.31) 류
큐왕국은 청조의 책봉을 받은 독립 왕조였지만 1609년 일본 사츠마번(薩摩
藩)의 침략으로 사츠마번의 부용국이 된 후 토쿠가와 막부에도 정기적으로 사

28) 김양수, ｢조선후기 왜관 역관-역과방목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37, 2008, 93쪽.
29) 荒野泰典, ｢近世的世界の成熟｣, 日本の対外関係６, 吉川弘文館, 2010, 3~8쪽.
30) 김양수, 앞의 논문, 121쪽.
31) 紙屋敦之, 琉球と日本․中国, 山川出版社, 2003, 6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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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보내고 있었다. 즉 청조와 토쿠가와 막부에 대해 양속관계였으며 사츠마
는 류큐왕국에 류큐재번봉행(琉球在番奉行)을 파견하여 감독하였고 류큐에
서 청조에 파견하는 진공사(進貢使)를 통해 청조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토쿠가와 일본과 청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류큐사절과 조선사절의 교류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 정보 입수에 적극적이던 조선에도 중요한 정보원이었으
며 조선 사절은 북경에서 일본정보 입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또한 김창업과 연행사행을 같이한 조선의 역관들은 청조의 관헌과 접촉하
여 청조의 행정문서도 입수하고 있는데(燕行日記卷四, 一月二十七日乙巳)
수역 박동화, 상통사 장원익, 별만상(別灣上) 최수창이 청조 병부의 해적 진상
의(陳尙義) 평정 문서와 예부에서 존호를 청한 문서를 입수했으며 김창업의
연행록에 그 전문이 나타나 있다. 해적 진상의(陳尙義)는 광동(廣東) 조주(潮
州) 사람으로 본래 평범한 백성이었으나, 기근 때문에 인의예지(仁義禮智)라
고 이름 붙인 배 12척으로 산동, 관동, 절강, 복건, 강남 5성 연해에서 해적으
로 활동하다 청황제의 회유로 항복한 인물이다. 김창업의 연행록에는 진상의
의 표문과 등주진신(登州鎭臣) 이웅(李雄)의 상주, 황제의 비지에 따른 병부의
진상의 호송 명령서 및 예부에서 황제의 존호(尊號)를 청한 문서와 이에 대한
황제의 비지가 공개되어 있다. 이렇듯 대청사행 사절단들은 청조의 지리, 기
후, 풍속에서부터 일본정보 및 황제의 비지와 같은 기밀 행정문서까지 입수하
는 등 대청 정보 수집 및 대외정보 입수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Ⅴ. 조선중화주의와 북학론의 교차
1712년 11월 3일 한성을 출발한 김창업은 12월 27일 북경에 도착하였다.
이들 사행단이 북경에 도착하여 행한 첫 의례는 12월 28일 회동관(會同館)에
머물며 예부(禮部)에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제출하는 표자문정납(表咨文
呈納) 이었고,32) 12월 29일에는 정사 이하 모든 정관의 황제 알현을 위한 조례
32) 舊例。入京翌日。使以下具公服。奉表咨文詣禮部。先行見官禮於尙書訖。使奉咨文跪告曰。國
王咨文。尙書命受之。復曰。起來。然後使起退出還坐歇。所令通事呈表文于儀制司後。使以下
歷往主客‚ 儀制。兩司行禮而罷歸。出荷谷朝天錄 今則尙書 或侍郞 與郞中具服。面南立于大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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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인 홍려시연의(鴻臚寺演儀)도 행하였다.33) 그리고 새해 정월 초하루 대
청 사행단의 가장 중요한 의례인 사행 정관이 청의 황제를 알현하는 조참의
(朝參儀)를 행하였다.34) 그런데 김창업은 청조에서 행한 표자문정납, 홍려시
연의, 조참의 등 북경에서의 의례를 기록할 때 청조와 명조의 의례 차이를 하
곡 허봉이 1574년 성절사행 서장관으로 대명사행에 참가하여 기록한 사행일
기인 하곡조천록을 인용하며 서술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이는 명청교
체 후 조선의 지식인들이 정통 중화왕조라고 인식한 관념화 된 이상향인 소멸
한 중화제국 명조에 대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인과 한인
을 비교 관찰하여 청인과 한인의 풍모와 성격에 대한 기록,35) 청인과 한인의
언어 사용과 인식에 대한 기록,36) 청인과 한인 여인의 화장법37) 및 풍습,38)
청인과 한인의 의복 생활에 대한 관찰 기록39) 등도 비교적 자세히 남기고 있

大通官引三使。奉表咨文跪進。郞中受。安于卓子上。通官引使以退。(燕行日記卷一, 表咨文
呈納)
33) 舊例。演朝賀節儀於朝天宮中門內。搥大鼓則千官以朝服分東西。魚貫而入。使以下隨之。鳴鞭
齊班。樂作行四拜而跪。通政司‚鴻臚寺等官前奏慶賀。節次畢。又行四拜而跪。搢笏起舞蹈。
又跪呼萬歲者三。又起行四拜而罷。出象院題語，荷谷朝天錄。今則使以下正官三十員具公服。
詣鴻臚寺牌閣前 八面高閣內設御榻。奉安位牌。牌面以金字書當今皇帝萬歲萬歲萬萬歲。演儀。
三使爲一行。居前。堂上官以下至押物官二十七員。分爲三行。從職品。每行九人。排班列立。
鴻贊二人立于左右。臚唱一時行三跪九叩頭。如或參差。則雖三四巡。更加演習後許罷。(燕行
日記卷一, 鴻臚寺演儀)
34) 舊例。見朝日五更頭。使以下具公服詣闕。憩于午門外。日將出。五鳳樓上擊鼓撞鍾。殿前鳴鞭
三聲。內外齊班。皇帝出御皇極門。今則視朝於皇極殿。而皇極改名太和。千官入於皇極門庭。
使與十三省差來官。班於午門之前。使臣序於各官之末。典序於呈文禮部。依會諸國使臣之上。
一行立於監生之前。少焉。午門三門盡闢。鴻臚寺序班。引使以下到御路上。行五拜三叩頭禮。
遂由右掖門而入見。文武官東西相向。糾儀御史。列於中庭。使以下就其後而立。十三省官入見
畢。序班引使以下。跪于御路上。鴻臚寺持揭帖跪奏曰。朝鮮國差來陪臣某職某姓名等幾員見。
使以下行三叩頭而後跪。皇帝親發玉音曰。與他酒飯喫。使以下復三叩頭。序班引出。還由右掖
門詣光祿寺。喫酒飯而罷。出荷谷朝天錄 今之節次。與舊無異。而禮數則三跪九叩頭。外國例序
於西班之末。而我國使以下。皆序於諸國使臣之上。一品使臣則引上殿內。坐於五等諸侯之末。
啜茶而出。或値正朝日太平宴之時則東西班一品外。皆宴床。諸國使臣一行。只給一床。而我國
三使。各給一床。大通事以下三人。並給一床。(燕行日記卷一, 朝參儀)
35) 淸人貌豐偉。爲人少文少文。故淳實者多。漢人反是。南方人尤輕薄狡詐。然或不盡然。淸人亦
入中國久。皇帝又崇文。故其俗寢衰矣。(燕行日記卷一, 山川風俗総録)
36) 淸人皆能漢語。而漢人不能爲淸語。非不能也。不樂爲也。然不能通淸語。於仕路有妨。蓋闕中
及衙門。皆用淸語。奏御文書。皆以淸書繙譯故也。閭巷則滿漢皆用漢語。以此淸人後生少兒。
多不能通淸語。皇帝患之。選年幼聰慧者。送寧古塔學淸語云。官員之行。一騎持坐席在前行。
蓋以坐席。別其品級高下故也。大小人員遇皇子。皆下馬。閣老以下否。(燕行日記卷一, 山川
風俗総録)
37) 漢女皆傅粉。胡女則否。舊聞漢女有夫。雖老皆傅粉簪花。今不見盡然。關外女多美者。(燕行
日記卷一, 山川風俗総録)
38) 漢女避人。淸女不避人(燕行日記卷一, 山川風俗総録)
39) 男女衣服。勿論奢儉。其色尙黑。而漢女不然。穿靑紅袴者多。(燕行日記卷一, 山川風俗総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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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청이적론 및 조선중화주의와 표리를 이루는 관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청이적론의 입장에서 김창업은 청조에 대해 서술할 때에 호인(胡人), 호복
(胡服), 호황(胡皇) 등으로 사행록 곳곳에 적고 있다. 이러한 청조에 대한 인식
은 김창업의 청인들과의 교류 속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중국 사행단의 임무 중 하나는 중국 유자(儒
者)들과의 학문 교류였다. 즉 조선의 유자들은 중국의 최신 학문 동향을 살피
고 친교를 다지기 위해 중국의 유자들과 적극적 교류를 행하였다. 예를 들면
김창업이 노가재연행일기에도 인용하고 있는 허봉의 하곡조천록에는 압
록강 도강 직후부터 당시 명조에서 유행하던 양명 심학자(心學者)들과 날이
선 논쟁을 벌였고 주자학자들과는 학문적 연대감을 확인하며 높게 평가하는
등 명조 유자들과 학문 교류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0) 조선 유
자들의 명조 유자와의 논쟁은 사행 내내 계속 되었으며 이러한 적극적 학문
교류가 조선의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41) 그런
데 김창업은 청조에서 만난 이들과의 담화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 등 청조
의 사정을 살피고는 있지만 허봉과 같은 논쟁을 동반한 학문 교류는 잘 보이
지 않는다. 오히려 대등한 학문 교류 보다는 조선의 의관문물(衣冠文物)을 일
방적으로 자랑하는 김창업의 모습이 눈에 띤다.
김창업은 신(神), 불(佛)을 믿는 청조의 풍습과 호복(胡服)을 입고 변발을
하며 살아가는 청조의 한족들에 대해 중화의 예악문물을 계승하고 있는 조선
의 의관문물의 우월함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박지원이 비판한 예악문물에 입각한 조선중화주의적 자부심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청교체 이후 명의 멸망과 함께 중화의 예약문물을 계
승한 곳이 조선이며, 그 구체적인 표상은 청조의 호복과 변발이 아닌 예악문
물의 상징인 의관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당시 청조가 한족을 포함
한 피지배 민족에 강요했던 변발과 만주 풍의 의상 즉 호복이 김창업을 비롯
한 조선 유자의 눈에 ‘이적’의 그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창업은
압록강 도강 후 봉성(鳳城)까지의 노숙을 끝내고 봉성의 민가에 들어가면서부

40) 이호윤, 앞의 논문.
41) 조선 전기 명유(明儒)들과의 교류가 미친 조선유학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윤남한, 조선시대의 양
명학 연구, 집문당, 198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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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청조의 문화에 대한 관찰과 조선의 예악문물에 대한 자부심을 기록하고 있
다. 먼저 12월 4일 봉성에서의 기록을 보면 봉성에서부터 마을마다 신묘(神
廟)나 절이 있고 토지묘(土地廟)는 작은 마을에도 있으며 관제묘(關帝廟)는
집집마다 있다고 하며
봉성에서부터 마을마다 신묘(神廟)나 절이 있었는데, 토지묘(土地廟)는 두어
집이 사는 마을이라도 모두 있었으며, 작은 토지묘는 돌을 쌓아서 실(室)을 만들
었는데 크기가 말(斗)만 하였다. 그 안에 화상을 모시고 그 앞에 질화로(瓦爐)를
놓고 분향한다. 관제(關帝)는 집집마다 모두 있었으며, 화상이나 소상(塑像)을 모
시고 아침저녁으로 분향하고 절한다. 그들의 신(神), 불(佛)을 믿는 풍습이 대개
이러하다.42)

라고 청조의 신, 불을 믿는 풍습을 부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교 불교적 풍습에 대한 조선 유자의 거부감은 청조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조
선 사대부들이 정통 중화왕조라고 생각하며 관념적으로 유교적 이상향으로
여겼던 명조를 방분한 조선 유자들의 기행문에도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허봉
도
최금남(崔錦南)이 중국의 풍속을 평론하기를, 도불(道佛)을 숭상하고 귀신을
높이는 것은 중국의 문물(文物)과 예악(禮樂)이 모인 바가 되었다고 한 말을 평소
에 적이 괴이하게 여기고서, 저 먼 지방이나 외딴 마을에서야 혹은 기도도 하고 제
사도 지내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어찌하여 온 천하를 들어서 모두 그렇
게 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하였었는데, 지금에 와서 목격하니, 이 말은 참으로 속일
수 없는 것이었다.43)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주자학의 나라로 자부하고 있던 조선의 유자의 눈에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도교와 불교적 전통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관념
적으로 이상적 중화세계라고 여긴 중원 왕조가 실제로는 요순시대의 예악문
42) 自鳳城以後。有村必有神廟或佛寺。其土地廟則雖數家村。皆有之。小或累石爲室。大如斗。中
供畫像。前置瓦爐焚香。關帝則無家不供。或畫或塑。朝夕焚香頂禮。其崇信神佛之風。蓋如
此。(燕行日記卷二, 十二月四日癸丑)
43) 余平日竊怪崔錦南評中國之俗曰。尚道佛崇鬼神。以為中華文物禮楽之所聚。彼遐荒僻村則容或
有禱祀之処。而烏有擧天下皆然之理。今而目擊。則斯言誠不誣矣。(荷谷先生朝天記萬曆二年
甲戌八月十三日甲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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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계승하고 있지 못하다는 괴리에 의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
에 비해 유교적 예악문물이 뿌리를 내린 조선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창업의 사행록에는 호복과 변발을 하는 청조의
풍습과 비교하여 조선의 의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청조인을 대하는 기록들이
많이 보인다.
내가 당신은 우리나라의 갓과 옷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하면
서 모자를 벗고 자기의 머리를 가리키는 품이 할 말이 있는 듯하였다. 신지순(申
之淳)을 시켜 물어보라고 하니, 자기의 아버지도 전에 망건을 쓰고 갓을 썼노라고
하였다. 처음에 만주인이라고 자칭하다가 우리가 캐물은 뒤에야 비로소 사실대로
말하기에, 어찌해서 앞뒤의 말이 다르냐고 물었더니, 선대는 비록 한인이지만 지
금은 이미 황제에게 속한 바가 되었으니, 어찌 만주인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답하고
이어서 자기는 지금 팔고산 군병에 속해 있다고 한다.44)

12월 11일 한인 왕오(王五)와의 대화에서 김창업 일행의 의관에 대한 물음
에 왕오는 조선의 의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자신은 만주족 황제가
지배하는 청조에 살고 있으므로 스스로를 만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45) 이러한 김창업의 조선의 의관에 대한 자부심은노가재연행일기곳
곳에서 확인된다. 12월 14일 기록에도
세 사신은 찰원에 들고 나는 민가에 들었는데, 주인의 성은 유(劉)씨였다. (중
략) 우리들의 의관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을 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46)

44) 入漢人王五家朝飯。主人年可五十許。言自遼東移居于此。因言遼東卽你們住的。見余豹裘在炕
上。卽取而穿之曰。好好。余問你見俺們冠服如何。曰。好。遂脫帽。指其頭有所言。使申之淳
問之。以爲渠父亦曾着網巾戴笠云。初稱滿州人。詰問然後。始告以實。問前後之言何異。則以
爲先世雖漢人。旣爲今皇帝所屬人。豈非滿州。因言渠方屬八高山軍兵。(燕行日記卷二, 十二
月十一日庚申)
45) 한인 왕오는 팔고산 군병에 속해 있다고 했는데 그는 한군팔기(漢軍八旗)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이 기록은 선대는 비록 한인이지만 자신은 팔기로서 황제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만주인이 되었
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46) 三行入察院。余出宿私寓。主人姓劉。問其役。屬眞黃旗下軍。問海賊事。與王俊公言。大同小
異。問此去海幾里。答十餘里。問錦州幾里。答六十里。問我輩衣冠如何。曰好看。如吾所着。
其可謂衣冠乎。(燕行日記卷二, 十二月十四日癸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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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김창업이 하룻밤 묵은 집주인 유씨에게 의관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12월 18일 명조를 섬겼던 관리의 후손 곽확암(郭廓菴)과의 대화에서
도 곽확암에게 조선의 의관에 대한 감상을 묻고 있다.47) 다음날인 12월 19일
에는 자신의 선조가 만력(萬曆) 초기에 천호 벼슬을 했다는 영종(榮琮)과의
대화에서
우리들의 의관이 대국과 다른데, 해괴하지 않습니까? 노야(老爺)들의 의관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도 명나라 때는 의관이 그와 같았었지요. 그렇다면 공들의
지금 의관은 옛 제도가 아닙니까? 우리들의 지금 의관은 바로 만주 것입니다.48)

라고 하여 영종에게 조선의 의관에 대한 감상을 물었다. 그리고 청조의 의상
이 만주족의 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 구제가 아니냐고 물어 영
종이 만주의복이라고 대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창업
의 조선의 예악문물에 대한 자부심은 청황제에 대한 평가에도 이어지는데 12
월 24일 강혜창과는
설령 우리나라의 인물과 문장을 본다고 해도 동이(東夷)에 무슨 볼 만한 문물
이 있겠습니까? 입고 있는 의관을 봐도 대국과 모양이 다르니, 아마도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마음속으로는 귀국의 의관을 좋아하지만 나는 지금의
제도에 따르고 있습니다. …대국은 전부터 과객이 많았지요? 이 말은 호족 황제를
가리켜 한 말이었는데,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49)

라고 하여 조선의 의관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며 청황제를 호족 황제(胡皇)이

47) 其中一人。擧止稍雅。年可四十餘。自言是廩庠生。遂延坐炕上。問其姓。答姓郭字廓菴。問廓
菴是表德是號。答諱如柏。號新甫。以字爲號。以號爲字。有未可知也。問先祖有官職否。古明
指揮同知。問幾代。答十世。問俺們衣冠。你見可笑否。答各朝制度。(燕行日記卷二, 十二月
十八日丁卯)
48) 夕飯後。往諸裨所寓處。房屋敞潔。而家主漢人。爲人淳善。余問貴姓。答榮。問諱。答琮。問
貴庚。答六十。問令郞幾人。答一介。問令郞年幾。答二十五歲。問名甚。答箴。問住此幾年。
答祖居十一代。問祖先有官職麽。答不過千戶。問千戶是幾代。仕在何朝。答萬曆初年。問我們
衣冠。與大國異制。可駭不駭。答老爺們衣冠甚可。愛我明朝衣冠。是這樣。問然則公輩卽今衣
冠。非舊制否。答我們此時衣冠是滿州。(燕行日記卷三, 十二月十九日戊辰)
49) 纔設要看。我人物文章是東夷。有甚可觀文物。穿的衣冠。與大國異㨾。想必見笑。答曰。心愛
貴邦衣冠。我這遵時王之制。…大國從前過客儘多。此言蓋指胡皇。而彼不能覺矣。(燕行日記
卷三, 十二月二十四日癸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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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김창업의 연행록에는 청조 지식인들
과의 학적 논쟁은 찾기 어렵고 그 대신 호복과 변발을 한 청인들에게 예악문
물을 자랑하고 있는 김창업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 김창업은 북학자 박지원이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에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비판한 전형적인 조선조 사대부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창업이 청조에서 인질생활을 했던 척화론자 김상헌의 후손인 점을
생각하면 청이적론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김창업의 기록
에는 ‘조선중화주의’, ‘청이적론’적인 기록만 있는 것은 아니다. 12월12일 김창
업은 어린 수재와의 대화에서 계속 그래 왔듯이 조선의 의관에 대한 자부심으
로 청조의 변발에 대해 문답을 하였다.
달자(㺚子)들도 머리를 깎으며 너희들도 머리를 깎는데, 무엇으로써 중국과 이
적을 가리느냐? 우리들은 머리를 깎지만 예(禮)가 있고, 달자는 머리도 깎고 예도
없습니다고 하였다. 나는 말이 이치에 맞는다. 네 나이 아직 어린데도 능히 이적
과 중국의 구분을 아니, 귀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구나. 고려는 비록 동이(東夷)
라고 불리고 있지만 의관문물이 모두 중국을 모방하기 때문에 ‘소중화(小中華)’라
는 칭호가 있다고 하였다.50)

여기에서 청조의 어린 수재는 청조는 비록 변발은 하였지만 ‘예(禮)’가 있기
에 중국이며 ‘예’가 없는 ‘달자(㺚子)’ 즉 타타르(몽골족)와는 다르다고 하였고
이에 김창업도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예’ 즉 예악문물의 유무
에 따른 화이관은 조선중화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동이에 불과한
조선이 중화로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조선에 ‘예’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 ‘예’의
구체적 표현인 의관에 김창업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김
창업은 또한 의관은 비록 변발과 호복이지만 청조에는 예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이다라는 청조 수재의 이야기에도 동의하고 있다. 여기의 청조에 존재하
는 ‘예’라는 것은 박지원이 호복과 변발만으로 청조를 배격하면 중국 고유의

50) 問㺚子剃頭。你們亦剃頭。有何分別中國夷狄。答雖我們剃頭有禮。㺚子剃頭無禮。余曰。說得
有理。你年少能知夷狄中國有別。可貴可悲。高麗雖曰東夷。衣冠文物。皆倣中國。故有小中華
之稱矣。(燕行日記卷二, 十二月十二日辛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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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中國固有之良法美制)도 배격하게 된다고 말한 그
‘제도’일 것이다. 즉 겉으로 보이는 의상만이 예악문물이 아니라 청조를 지탱
하는 법과 제도 즉 유교적 국가 시스템도 예악문물이며, 청조의 수재는 그 점
을 김창업에게 ‘예’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 김창업도 호복과 변발로 대표
되는 이적으로서의 청조인식에서 중화문명의 계승자로서의 청조 인식에 동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청조 인식은 북학사상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김창업의 기록에서도 북학론과 유사한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12월 6일 김창업은 심양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토성에 들어서니, 점방들이 시가의 좌우로 즐비하여 성안은 요동(遼東)보다 10
배나 번성하였다. 성에 들어가서 수백 보를 걸어 동쪽의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니,
밀원(密院)이 있었다. 동서로 행랑채가 있는데 뜰은 좁고 나지막하였다. 역관들의
말을 들으니, 통관 김사걸(金四傑)의 어머니가 이 집에 살면서 항상 말하기를, “이
집은 정축년(필자 주:1637년, 인조 15년) 후로 조선의 볼모(人質)들이 거처하던
집이며, 세자관(世子館)은 지금의 아문(衙門)이다.” 고 했다는 것이다. 증조부가
구류되었던 곳은 북관(北館)인데 지금은 아는 자가 없다.51)

심양은 김창업의 증조부인 김상헌이 병자호란 후 인질 생활을 하던 곳으로
그는 김상헌이 구류 생활을 하던 ‘북관’에 대해 수소문 했지만 그 곳이 어디인
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병자호란의 패
전과 소현세자, 봉림대군, 김상헌을 비롯한 조선인들의 인질생활은 그 후 대
청복수론과 북벌론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역사의 현장인 심양에 대한 김창
업의 묘사는 정제되어 있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선조의
유배지인 심양에서 김창업은 청조의 선진 문물에 대한 더욱 긍정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대개 심양성은 4면이 각각 2리쯤 되고, 면마다 2개의 문이 있어 모두 8문이다.
이 8문으로 통하는 길이 정(井) 자 모양으로 성안을 종횡으로 관통하는데, 남문과

51) 自入土城。左右巿廛已櫛比。而內城尤繁盛。十倍遼東。入城數百步。東入小巷。密院在焉。有
東西廊屋。而庭湫隘。聞譯輩言。通官金四傑之母。曾居此屋。常言此乃丁丑後朝鮮質子人等所
接之家。世子館則今衙門是其地云。曾王考所拘之處卽北館。而今無知者矣。(燕行日記卷二,
十二月初六日乙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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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문으로 통하는 두 길과 상동(上東), 상서(上西)로 통하는 두 길이 교차되는 곳에
다 십(十) 자 누각이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종가(鍾街)처럼 인물이 폭주하고 시
가가 번성하였다. 처음엔 서쪽으로 100여 보를 갔다가 돌아왔고, 다시 북쪽으로
100여 보를 갔다가 돌아왔다. 나중에 상동문(上東門)을 향해 갔더니 좌우로 늘어
선 가게에 온갖 물건들이 눈부시게 100여 보를 뻗쳐 쌓였으며, 사슴, 노루, 토끼
들이 수없이 매달려 있었다.

김창업은 심양성 시가지와 저자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또 각종 공장이 있으니, 나무를 켜는 곳, 수레 만드는 곳, 관을 짜는 곳, 의자ㆍ
탁자를 만드는 곳, 철기(鐵器)ㆍ석기(錫器)를 만드는 곳, 쌀을 찧는 곳, 옷을 만드
는 곳, 목화를 타는 곳 등 온갖 것이 있는데, 기계가 어찌나 편리한지 한 사람이 하
는 분량이 우리나라의 열 사람 몫은 되었다.52)

라고 당시 청조 문물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각종 공장과 기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기계 공업의 발달로 인해 조선 보다 10배나 뛰어난 효율을 보여준다고
감탄하고 있다.
이렇듯 김창업은 눈에 보이는 문화적 차이 즉 의관문물에 대해서는 조선의
예악문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청조의 발달된 문물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척화론자인 김상헌의 후손이며 청조
의 호복과 변발에 대해 문화적 우윌감을 가지고 있던 김창업의 기록에도 보이
듯 북학론은 청조와의 교류를 통해 청조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 점진적
으로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조의 문물을 인정하게 되는 요인
은 결국 유교적 국가 시스템으로서의 예악문물이다. 이러한 김창업의 청조에
대한 생각은 2월 7일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건이(建夷), 동이(東夷)의 종족은 성격이 본래 어질고 약하여 살인을 즐기
지 않는데, 강희(康煕)는 검약함으로 고생을 견디며, 관대하고 간소한 규모로 상
52) 蓋瀋陽城方二里許。而每方各二門。共八門。八門路縱橫貫城中。如井字狀。而南北兩門路。與
上東，上西兩門之路交界處。皆有十字樓。此處如我國鍾街。人物輻輳。巿肆繁盛。始向西行百
餘步而還。又向北行百餘步而還。遂向上東門而去。左右巿肆。百貨衒耀。百餘步間皆堆積。獐
鹿兔之懸者。不可勝計。各色工匠。如鉅木造車造棺造椅卓。打造鐵器，錫器及礱米縫衣彈綿花
之類。種種皆有。而器械無不便利。一人所爲。可兼我國十人之事。(燕行日記卷二, 十二月初
六日乙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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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권장하며, 재용(財用)을 절약하며 백성을 사랑하여 50년 동
안이나 통치를 하였으니, 태평을 이룩한 것은 당연하다. 정치에 유술(儒術)을 숭
상하여 공자와 주자를 높였으며, 몸소 효도를 닦고 적모(嫡母)를 잘 섬겼으니, 비
록 북위 효문제나 금 세종에 비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53)

여기에서 김창업은 청조 강희제의 치적으로 인해 비록 눈에 보이는 외관은
오랑캐이지만 유교와 학문의 장려,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등으로 인해 현재의
청조의 발달된 문물과 태평을 이룩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앞서 청인 수재가
‘예’가 있으면 중국이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조선이 비록 동이이지
만 조선에 예악문물이 존재하기에 소화(小華)라고 생각하듯이, 만주족의 청조
는 비록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있지만 강희제의 유교 장려와 공자와 주자
숭상, 권농 및 검약은 예악문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며 이로 인해 김창업은
청조를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Ⅵ. 나가며
역사적으로 중국과 그 주변국을 천하(天下)로 인식하는 화이관념 속에 살
고 있었던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17세기 명청 왕조 교체는 대명제국의 건국
으로 성립된 동아시아 ‘중화적 국제질서’의 해체를 의미했다. 이는 ‘중화’인 명
조(明朝)가 ‘이적(夷狄)’인 청조(淸朝)에 의해 멸망하여 천하에서 중화가 소멸
한 사건이었다.54)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조선의 인조정권의 친명

53) 且建夷，東夷之種性本仁弱。不嗜殺人。而以康煕之儉約。守汗寬簡之規模。抑商賈以勸農。節
財用以愛民。其享五十年太平宜矣。至若治尙儒術。而能尊孔朱。躬修孝道。而善事嫡母。則雖
比於魏孝文，金主雍。無媿矣。(燕行日記卷五, 二月七日乙卯)
54) 주자학적 이상국가를 지향했던 조선의 유자는 물론 17세기부터 유학(儒學)・주자학(朱子學)을 적
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유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후 주자학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화이
론을 제시했다. 조선중화주의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중국보다는 토쿠가와 일본(德川
日本)에 예악문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야마다 소코(山鹿素行, 1652-1711)․쿠마자와 반잔(熊澤蕃
山, 1619-1691)․야마자키 안사이학파(山崎闇齋學派)․스이카신도파(垂加神道派)등 일련의 사
상가가 청이적론을 전면에 앞세운 일본중화주의(日本中華主義)를 주장하였다. 일본중화주의 및
일본형 화이사상에 기반한 대외인식에 관해서는 桂島宣弘, ｢華夷思想の解体と国学的自己像
の生成｣, 思想史の十九世紀―｢他者｣としての徳川日本, ぺりかん社, 1999 및 桂島宣弘, ｢華
夷思想の解体と自他認識の変容―一八世紀末期∼一九世紀初頭期を中心に｣, 自他認識の思想
史, 有志舎, 200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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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은 중원 진출을 도모하고 있었던 청조에게 배후의 위협으로 간주되어 두
차례의 침략을 초래하게 되었으며(1627년 정묘호란․1636년 병자호란) 청조
의 무력에 굴복한 조선은 청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질서에 편입되지만
관념적으로는 ‘청＝이적(夷狄)’, ‘조선＝중화’론이 태동하게 된다. 그런데 명조
멸망 이후 청조가 오히려 전성기를 구가하자 조선의 유자(儒者)들은 ‘이적’의
전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에서는 두
가지 사상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중국의 삼대(三代)와 같은 시기에 조선에도
대등한 예악문물(禮樂文物)이 존재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고증하여 중화의 정
통이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존재한다고 한 안정복으로 대표되는 ‘조선중
화주의’이다. 또 다른 사상적 흐름은 청조가 비록 조선이 ‘이적’시 하고 있었던
북방 이민족 왕조이지만 청조가 시행하는 제도와 문물은 ‘중화’에 적합하며 이
러한 선진적인 청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으로 대표
되는 ‘북학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중화론’을 주장한 안정복과 ‘북학론’을 주장한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의 활동 시기보다 조금 앞선 18세기 초 청조를 직접 방문하여
기행문 노가재연행일기를 남긴 노가재 김창업의 청조에 대한 인식은 ‘조선
중화주의’와 청조의 선진 문물을 긍정하는 ‘북학론’이 교차하며 공존하고 있었
다. 김창업이 사행 중 보여주는 예악문물에 대한 자부심 즉 조선중화의식은
일반적으로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등과 같은 북학자와는 다른 사상적 폐쇄
성으로 인해 조선의 근대적 발전에 방해가 되었다고 평가되어 왔지만 이러한
북학론자들이 생각하던 청조의 선진 문물에 대한 관찰과 학습 의지는 김창업
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조선중화주의적 사상 역시
우리 나라가 명(明) 나라를 섬겨온 지 2백 년이 넘었다. 임진년 재조(再造)의
은공을 입은 후로는 군신(君臣)의 의(義)에다 부자(父子)의 은혜를 겸하게 되었으
니,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대우함과 우리 나라가 명 나라에게 의뢰함은 내번(內藩)
과 다름이 없었으니, 딴 외이(外夷)와는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다.55)

55) 我國之服事大明二百有餘年。及壬辰再造之後。則以君臣之義。兼父子之恩。大明之所見待。我
國之所依仰。無異內藩而非他外夷之可比也。(湛軒書內集, 卷三, 答韓仲由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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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홍대용의 서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학자들에게도 공유되고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을 주창하여 청조에서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한 김상헌
의 증손인 김창업은 조선의 예악문물의 우월성을 마음껏 자랑하면서도 ‘대청
복수론’ 대신 청조의 실용적인 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
다. 통설에서는 명청교체 이후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대명의리론과 북벌대의
론 그리고 문화자존의식 즉 ‘조선만이 유일한 중화’라는 의식이 강화된 양상인
조선중화주의는 북학파의 등장으로 쇠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56) 18세기
의 조선은 전통적 주자학적 가치관과 의관 풍습이라는 예악문물의 자부심에
서 오는 조선중화주의와 청조의 선진 문물을 본받아야 한다는 북학이 각각 전
성을 구가하며 혼재하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학론은 대청 사행
등으로 인한 정보 입수, 청조와의 교류 및 선진 문물에 대한 체험과 인식이 축
적되면서 18세기 후반 점진적으로 나타난 사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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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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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18th Century Joseon Dynasty’s Recognition on Qing
Dynasty – mainly with NoGaJaeYeonHaengIlgi
Lee, Ho-Yun
In the 17th century, the substitution of the Qing Dynasty for the Ming
Dynasty was the incidentin which the Ming Dynasty that was ‘the Mainland
China’s Splendid Civilization’ was destroyed by the Qing Dynasty that was
‘the barbarian intruder’and the Mainland China’s Splendid Civilization
became extinct in the world of which the center was thought to be the
mainland China by intellectuals in China and some Asian countries, and
Joseon that surrendered to the armed force of the Qing Dynasty was
included in the order of tribute to an dinstallation by the Qing Dynasty,
however ideologically the theory of ‘Qing= barbarian intruder’ and ‘Joseon
= the Mainland China’s Splendid Civilization’ began.
But after the fall of the Ming Dynasty, on the contrary the Qing Dynasty
showed heyday without hesitation, Confucian scholars in Joseon had to
newly interpret the zenith of the prosperity of ‘the barbarian intruder’.
In that situation, in Joseon two ideologies appeared, one ideological flow
was the ‘Joseon’s Splendid Civilization Principle’ and another was the
‘Learning from the North’ that Joseon needed to learn the Qing’s advanced
products of civilization.
However, Kim Changeop visited the Qing Dynasty in person in the earlier
period of the 18th century and wrote the traveler's journal NoGaJaeYeonHaengIlgi,
and in his awareness of the Qing Dynasty, ‘Joseon’s Splendid Civilization
Principle’ coexisted with ‘Learning from the North’ that acknowledged the
Qing Dynasty’s advanced products of civilization, while the two ideologies
crossed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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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angeop, a direct descendant of Kim Sangheon who advocated the
theory of the rejection of peace at the time of the Manchu war of 1636 to
have spent a long time in captivity in the Qing Dynasty, boasted of the
superiority of Joseon’s ‘Manners, Music and the Products of Civilization’ to
his heart's content while he had affirmative awareness of the Qing
Dynasty’s practical products of civilization instead of ‘the Opinion to take
Revenge on the Qing’.
Therefore, the ‘Learning from the North’ is thought not to be the ideology
that appeared suddenly but is thought to have appeared gradually as the
interchange with the Qing Dynasty by visit of envoy to Qing and the
experience in and the awareness of advanced products of civilization
accumulated.
Key Word : Kim Changeop, YeonHaengLog, Recognition on Qing Dynasty,
Joseon’s Splendid Civilization Principle, Learning from the North

242

석당논총 72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