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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김수영

선물 많이 하십니까? 언제 그리고 무엇을 선물하시는지요? 선물에 대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에 그에게 한 아름 꽃을 안겨주는 모습일 겁니다. 너무 낡은 상상인가요? 요즘은 스마
트폰에서 커피 한 잔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는 일이 익숙해져 있으니, 선물을 주고받는 일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도 크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과 선물을 주고받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전해주려 하고 왜 우
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는 선물에 그토록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해
지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은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선물을 통해 짧은 순간 엿
보이는 그 마음의 따뜻한 한 구석에 대해 감격하는 것이겠죠. 선물을 통해 마음이 통하고, 우리는 서로의 친
밀함과 사랑을 확인하면서 함께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 선물은 인생이라는 긴 길에서 타인의 마음에게 건네는
위로와 감사의 눈짓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웹진 “담談”은 이번 호에서 이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던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조선 시대 일기에 나타난 그 당시 선물의 일반적
인 양상이 궁금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선물로 주고받았으며 그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등이 그 물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환 행위는 불가피하게 사회 경제적 의미를
함축하게 되는데, 이 “선물의 경제학”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였습니다.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화폐와 시장 중
심의 경제 활동에서 선물은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평가와 측정이라는 시장 경제의 일반적 기준의 외부에서
선물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조관연 선생께서 보내주신 “선물, 참먹과 붓의 현재적 의미”라는 제목의 글은 첫 번째의 질문에 바쳐져 있습
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많이 주고받았던 선물 중 하나인 붓과 먹의 의미에 대해서 다채롭게 분석해주셨습니
다. 그리고 이성임 선생의 “조선시대 선물, 갚을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빚”이라는 제목의 글은 두 번째의 문
제를 천착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일기 자료인 『미암일기』를 예로 들면서 조선 시대의 시장 경제에 대립되
는 개념으로 “선물 경제”를 입체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은희 작가께서는 붓과 먹의 선물로 다시 맺어지는 소중한 인연에 대한 만화를 보내오셨습니다. 글과 평생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붓과 먹의 의미란 특별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이어지는 우정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하
다 하겠습니다.
정용연 작가께서는 ‘매조도(梅⿃圖)’라는 제목의 만화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시절
외동딸을 시집보내는 미안함과 애틋함을 담은 선물 이야기입니다. 유배 중인 아비는 딸이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아내가 시집올 때 입고 왔던 색 바랜 치마 위에 그림 한 폭과 시 한수 담아 보
냅니다. 가슴 먹먹해지는 아비의 선물 이야기를 섬세한 그림으로 표현해주셨습니다.
신춘호 감독의 연재 “영상기록으로 만나는 옛 길, 사행노정”은 벌써 11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뜻
밖의 여행, 열하를 가다”라는 제목으로 1780년 그리고 1790년, 그렇게 두 번에 걸친 사절단의 “열하”로의
여정을 흥미롭게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호에서 알려드린 대로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유교 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
산으로 등재된 쾌거가 있었는데요, 이번 호에서 이 유교책판에 대한 소개 영상을 소개합니다. 이 귀한 자료의

놀라운 가치가 보다 더 많이 알려지기 바랍니다.
선물의 의미를 짚어보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번 웹진의 모든 글들이 모든 애독자분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두 새해에 건강하시고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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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참먹과 붓의 현재적 의미
조관연

필자는 처음 독일에 갔을 때 언어 차이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분명히 한국 독일어 사전에
있는 대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지만, 상대편 독일인은 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점차 독일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독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지만 그 뜻을 정
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후에 나는 독일과 일본 친구 셋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 친구는 독일에 온 지 얼마 안되어서 독일
어가 어눌했다. 이때 나는 일본 친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독일 친구는 종종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은 많은 문화요소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고체계와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나와 일본 친구는 동아시아식 독일어를 하였고, 독일 친구는 이런 독일어 표현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내가 일본 친구와 독일어로 이야기할 때 종종 서로 다른 표현방식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
웠던 적도 있었다. 이럴 경우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표준 독일어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각자 하는 이야기를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신의 소설, 『눌함』은 같은 문화권이라도 번역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나는 노신의 소설을 매우 좋아하는데,
나는 그의 책 『눌함』을 보고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소설을 다 읽고 나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
했다. 노신은 자신의 소설 제목을 『吶喊』이라고 붙였는데, 한국어 번역자는 이를 한국어 읽는 방식대로 그냥
표기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독일에서는 이 책을 『돌격 명령』 Aufruf zum Kampf으로 번역해서 출간하였는
데, 이것을 보고는 이 단어의 뜻을 대략 알 수 있었다. 이 사례는 같은 문화권이라도 시공간이 다르면 종종
‘번역’을 해야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吶喊

Aufruf zum Kampf

국학진흥원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글들이 가득한 <스토리테마파크>를 구축해 놓았는데, 이 안에는 원문 내용
을 쉽게 이해하도록 원문해석과 배경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이 글 중에는 별다른 배경 정보 없이 그 내
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종종 제시된 배경정보보다 더 깊은 맥락과 의미를 알아야지만
과거 사건이나 인물과 흥미로운 대화가 가능한 것도 있다. <스토리테마파크>에는 서찬규의 임재일기(林齋⽇
記)가 있는데, 1850년 2월 6일부터 1852년 10월 15일까지의 일들을 담고 있다. 이 일기 중에서 <참먹과
말린 귤- 돌아가신 스승의 유품을 선물받다>라는 테마스토리가 있는데, 본 글에서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되짚

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요약 글을 인용한 것이며, 배경정보와 원문은 아래 주소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참먹과 말린 귤 - 돌아가신 스승의 유품을 선물받다
서찬규, 임재일기, 1850-02-06 ~ 1852-10-15

“1850년 2월 6일, 안동의 정언 서상정이 참먹 2정(丁)을 서찬규에게 선물로 보냈다. 4월 6일에는 홍직필 선
생께 인사를 드렸다. 선생께서는 “내일 과거 시험 삼일제(三⽇製)가 있다. 이미 과거를 폐하지 않았다면 마땅
히 나아가 응해야 한다.” 하시고, 참먹 한 자루를 주셨다.
9월 28일에는 벽동으로 갔다. 판서 서희순을 문안하니 참먹 3자루와 황모필 2자루를 주었다.
1852년 10월 15일, 홍직필 선생의 장례식을 마쳤다. 서찬규는 마지막으로 선생의 아드님인 오곡 어른과 인
사를 나누었다. 오곡 어른이 “이건 아버님께서 소장하며 일용하던 것이다. 마음을 담아 주는 것이다.”라고 하
며 참먹 1개와 귤 말린(귤병) 것을 3개 주었다.”
필자는 대학생일 때 서예를 한 적이 있어서 이 글을 보는 순간 먹과 붓, 특히 참먹과 황모필의 가치와 의미
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흔히 ‘뛰어난 사진작가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진작가라도 조악한 카메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
다. 그래서 전문 사진작가는 좋은 장비를 구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이고 있다.
조선 시대 선비에게 먹과 붓은 지금 사진작가의 카메라에 결코 뒤지지 않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먹은 필름과 비교될 수 있다. 사진작가에게 필름 선정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사진작가는 어떤 메시지를
표현할 것인지에 따라 이에 가장 적합한 필름을 선택하는데,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이를 잘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많은 특성을 가진 필름 중에서 가장 좋은 필름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필름을 선택해야 하
기 때문이다. 서예에서 먹은 필름만큼이나 중요하다. 먹이 좋아야 곱고 쉽게 갈리고, 쉬 닳지 않는다. 또한,
글을 쓸 때 붓도 잘 나갈 뿐만 아니라 발색도 좋아서 흑백 농담만으로 다양한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런 점에서 선비에게 먹은 매우 중요하다.
필자가 서예를 처음 배울 때 싸구려 먹을 사용하다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점차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
는 먹도 사용해 보았다. 싸구려 먹은 매우 쉽게 갈리지만, 먹물은 거칠고 색은 그냥 탁하다. 대개 어느 정도
서예를 알게 되면 사진작가가 필름을 까다롭게 고르듯이 먹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서예를 한다는 것은 일종
의 정신수양이다. 이는 물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이를 연적에 담고, 벼루에 붓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례
이다. 하지만 먹을 가는 것에서 서예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좋은 먹을 갈아보면 벼루와 물 그리고 먹이 하
나가 되어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데, 따라서 정신도 차분해진다. 그리고 발색도 차분하고 다양하므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 확연하게 고급스런 느낌이 든다.

벼루와 벼루집
보물 제 494호로 약포藥圃 정탁鄭琢(1526~1605)이 1582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중국황제로부터 하사받은 벼루.
검은 돌로 만들었으며, 팔괘를 조각해 넣고 모서리에는 여섯 장의 꽃잎이 달린 무늬를 새겼다.

조선 시대 선비의 실질적 최고 가치는 입신양명인데, 이를 통해 자기의 뜻을 세상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이
를 위한 첫걸음은 과거시험에 붙는 것이다. 이런 시험을 치러가는 사람에게 좋은 먹을 선물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옛날 고급 먹은 조금 과장한다면 금 또는 옥과 동급으로 여겨졌는데, 이 일기에
서 선물한 참먹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19세기 중반 조선에서도 고급먹이 생산되었지만, 어쩌면
선비들이 그렇게도 가지고 싶어 하던 중국 먹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같은 무게의 금 아니 적어도 은만큼이나 비쌌을 것이다. 서양 중세 시기 향료와 금은 무게로 동등
한 가치를 가졌다고 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먹과 금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니, 각 문화가 지향하는 가
치가 확연하게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손재주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글씨에는
그 사람의 인품과 세계관 그리고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우리는 한석봉이나 안평대군
또는 추사의 글씨를 보면 그의 성격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과거시험에서 잘 쓴 글씨는 어느 정도 당락
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좋은 붓을 선물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필자가 만난 외국인 중 상당수는
동아시아에서 이리저리 휘는 붓을 가지고 어떻게 글과 그림을 같이 쓰고 그릴 수 있느냐고 묻곤 하였다.
서양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붓과 글씨를 쓰는 펜이 다르다. 서양인은 글씨체에 따라 촉(닙)의 종류를 달리 사
용하는데, 딱딱한 촉을 가지고 글씨를 원하는 대로 쓰기가 힘들다. 그래서 동아시아인이 이리저리 ‘멋대로’ 휘
는 붓을 가지고 글을 쓴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흥미로우면서 비현실적으로 다가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붓은
부드러우면서 ‘유연하게’ 휘기 때문에 수많은 표현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
력이 필요한데, 수없이 노력하더라도 붓은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서 주인의 뜻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
는 어쩌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천리마로 만드는 과정과 비슷할 것 같다. 이 때문에 극히 일부 사람만이 명필
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물론 서예는 기교보다는 힘과 정신이 더 중요하다. 서예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대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붓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는데, 좋은 붓을 구하러 다는 것은 구도자들
이 순례여행을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다양한 종류의 붓들. 가운데 있는 것이 황모필이다.

붓은 재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누가 어떻게 가공했는지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된다. 이 글에 나오는 황
모필은 일반적으로 족제비 털로 맨 붓인데, 주로 세필(細筆)로 만들어지며, 매우 귀한 붓으로 대접받았다. 한
마리 족제비에서 붓을 맬 수 있는 털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 데다, 족제비마다 털의 품질과 길이가 다르
므로 붓을 매기 위해 쓸 수 있는 양은 극히 적다. 이 털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종종 다른 털을 섞어서 붓을
매기도 하는데, 그러면 붓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지만, 선비 대부분은 보통 이렇게 만든 붓을 사용했다. 황
모필은 복원력이 뛰어나고, 잘 나가는 데다, 섬세한 필감이 장점이다. 제한된 시간 안에 급히 써야 하는 시험
에서 이보다 좋은 붓이 있었을까? 이 붓을 가진다는 것은 더 좋은 표현 가능성을 가지게 된 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우리는 이 작은 차이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투자를 하는가? 물론 필자처럼 서예가 서툰 사람에게
황모필은 그냥 그런 비싼 붓일 따름이다.
서구에서 몽블랑 만년필은 가장 좋은 펜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 종이 위를 긁으면서 써지는 필기감이
좋은 데다, 묵직한 파지감도 훌륭하다. 서양에도 동아시아처럼 캘리그래프(calligraphy) 전통이 있으며, 양피
지에 쓴 멋진 글과 그림은 아무리 심미안이 없는 사람이라도 감탄을 자아낸다. 붓의 굵기처럼 몽블랑 만년필
의 촉(닙)도 가는 것에서 굵은 것으로 다양한데, 사용 목적에 따라 촉을 선택한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모든
굵기의 촉을 구비하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충 일반적인 촉으로 이것저것 다하는데, 그럴 경우 당연히
표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붓처럼 이 만년필을 제대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잉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값이 먹보다 결코 많이 싸지 않다. 만년필과 잉크가
제대로 결합해야지만 글쓰기의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수많은 캘리그래퍼(calligrapher)는
이를 위해 기꺼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인이 몽블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광과 비용 투자는 조선 시대 선비들이 먹과 붓에 쏟아 부은
열정과 비용 투자에 비할 바가 못 될 것 같다. 붓은 만년필보다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에 더 많은 영향을 끼
치고, 만년필이나 펜처럼 오래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도 좋은 필체는 높게 평가하며, 초등학생에게는
학생용 만년필로 글씨 쓰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상당 부분 옛 전통을 잃어버린 것 같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서구에서도 몽블랑을 선뜻 선물하는 일은 매우 드문데, 이는 단순히 값이 비싸기 때문이
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몽블랑 만년필에 버금가는 황모필을 조선 시대에 여러 사람이 선물하는 것을 보면
이 사회가 문(⽂)을 얼마나 중시하였으며, 또한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는지 알 수 있다.

천공개물(天⼯開物) - 명나라 말기 송응성(1587-1648)이 지은 산업기술서
15세기 중국에서 먹을 만드는 과정을 그린 그림, 오른쪽 그림은 화덕에서 소나무를 태우는 모습이고,
왼쪽 그림은 그을음을 모으는 장면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조선 시대 붓과 먹의 의미에 대해 잠시 보았다.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과 느낌
을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글에서 자세히 논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주고받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맥락이다. 선물은 시장거래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있다.
매우 거칠게 이야기한다면, 얼마 전 어느 한국 기업이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를 서구 경매시장에서 고가에 구
입하였다. 이 기업은 한국 청년들에게 나폴레옹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이를 회사 본관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 모자는 하나의 신비한 토템이 된 것이다. 만일 이 모자가 나폴레옹이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
리의 벼룩시장에서 거래되었다면, 그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앞서 본 붓과 먹도 주고받는 사람
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는 한 학파 또는 문파의 정통성을 주고받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 시대 선물은 현대사회에서와 상당 부분 유사한 사
회학적, 문화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선물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선물을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선물 또는 선물경제는 화폐경제나 시장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곳에서 고도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기가 쓰인 19세기 중반 조선에서도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아무 미미한 수준이다. 조선 사회는 오랫동안 농업을 중시했지만 상업을 상대적으로 홀대하였기 때문에 물물
교환 또는 재분배경제가 잘 발달했지만 시장교환경제체제의 발전은 매우 더뎠다. 이는 조선사회의 후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배층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서구와 다른 사회, 경제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물물교환경제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보다 보관하는 것이 힘들다. 이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 이
상의 물건이 생겼을 경우 잉여분을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선물이라는 형식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현명한 행동

이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이 어려움에 부닥칠 때를 대비한 보험이나 저축이기 때문이다. 선물을 주면 자신이
언젠가 도움이나 물건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것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선물을 주
는 행동의 가장 큰 장점은 이해 타산적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 덕분에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
대감은 한층 강화된다. 이 때문에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는 다양한 사회에서 선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이것이
미래 사회에도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선물 또는 선물경제가 항상 좋은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가 평등하지 않을 경우,
즉 권력과 위계관계가 존재할 경우 선물은 인간관계를 왜곡하고 사회구조도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개인과 집단 간 파벌을 조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선물 또는 뇌물이 이용되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고착될
경우 공동체나 사회 내에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계급이나 집단이 만들어진다. 이 집단이나 구성원들은 선물
을 통해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이용해 공적 영역에서 사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편법을 저지르게 되고, 선
물은 권력자로 하여금 이런 비도덕적 행동을 외면하게 한다. 이로부터 사회적 공동체 의식은 점차 붕괴할 뿐
만 아니라 권력자의 위세나 권위도 점차 도전을 받게 된다. 사회나 공동체 내에서 생겨난 부당함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의 원심력은 증가하게 되고, 갈등은
다시 증폭된다. 극한적인 상태로 치달을 경우 사회나 국가는 이로부터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본 참먹과 붓의 선물은 분명히 개인 간 호의에서 시작된 행동일 것이지만, 이의 부정적 측면을 끊임없
이 성찰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쉽게 부패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의 붕괴가 이런 선물경제
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작가소개
조관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부교수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문화변동과 영상 그리고 지역에 관
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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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선물(膳物), 갚을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빚
이성임

『미암일기(眉巖⽇記)』 와의 만남
1990년대 전반부터 역사학에서 일기가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 영향으로 조선시대 연구 지
평에 많은 변화가 찾아온 것도 사실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연구자의 상당수가 ‘자본주의 맹아론’에
집중하고 있었고, 생활사나 미시사라는 분야는 한국사 분야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생활사가 조선시대의 한 분야사로 우뚝하게 자리 잡게 되었으니 실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일기는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 상황을 비교적 솔직하게 기록한 현장성 넘치는 자료이며,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일기가 950건이라고 하니, 앞으로 연구가능성도 무궁무진하
다고 하겠다.
어쨌든 필자가 『미암일기』로 논문을 작성한 것이 일기연구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시작은 정말
작고 보잘 것이 없었지만, 그 파장이 너무 커서 당혹스런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나만의 독창적인 아
이디어는 아니었다.
1988년이 말 즈음이었던 것 같다. 석사논문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지도교수님이신 한영국(韓榮國)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었다. 필자는 당시 유행하던 호적대장을 연구주제로 잡으려 했으나 선생님께서는 뜻 밖에 일기연
구를 제안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계시던 『미암일기』를 주셨는데, 이는 1937년에 조선사편수회에서 간
행된 것이었다. 필자는 아직도 주황색 빛이 감도는 잘 장정된 그 일기를 기억하고 있다. 조선사편수회에서는
일기의 순차적으로 간행했는데,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미암일기』였던 것이다.

『미암일기(眉巖⽇記)』는 유희춘(柳希春)이 그의 나이 55세 되던 1567년 10월 1일부터 세상을 떠나던 해인
1577년 5월 13일까지 약 11년에 걸쳐 쓴 일기다. 1869년(⾼宗 6)에 후손이 일기원본을 발췌하여 «미암집(眉巖集)»에
넣어 간행하였고, 1937년에는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료총간 제8» 5책으로 간행하였다.

이 자료를 주시면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이 사람이 사림파(⼠林派)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과는 조금 달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집을 짓다가 문제가 된 적도 있어” 라고 하셨다. 그러
면서 구체적으로 양반(兩班)의 생활(⽣活)을 해보라고 하셨다. 이에 필자는 생활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정치
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등으로 목차를 잡아서 다시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나는 경제
생활을 해보라고 한 건데” 라고 하셨다. 그렇게 일기를 자료로 한 생활사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일기
를 가지고 생활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당시 필자
는 아직 어리고 과문하여 생활사가 무엇인지 별로 고민해 본 적도 없었으며, 서양의 생활사나 미시사, 문화사
에 대한 이론적 토대도 갖고 있지 않았다.
『미암일기』는 전체 5권으로 그 분량도 적지 않다. 지금 생각하면 논문을 쓰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 같다. 한
문도 서툰 상황에서 양도 많아 혼자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거의 2년 동안 『미암일기』에 빠져 살았던 것 같다.
일기를 읽고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또 관련 연구 성과를 읽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당시 일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가 많지 않았다.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고, 정말 바쁜
일정이었다. ‘뼈가 아프다는 것’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던 것 같다. 당시 딸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가끔 방
에 들어와 보시던 엄마는 딸내미의 매몰찬 소리에 여러 차례 섭섭하셨을 거다.
필자는 우선 일기 전체를 단면으로 복사했다. 이는 카드작업을 위한 것이었다. 2부의 복사본을 만들어 하나는
잘라서 카드에 연이어 붙이고, 다른 하나는 형광펜을 사용하여 내용별로 책에 표시했다. 당시 내 공부에는 형
광펜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주제별로 색을 달리해서 표시하면 내용이 쉽게 들어왔다. 일기는 자료의 특성상
주제별로 카드작업을 하게 되면, 자료가 연결되어 역사상에 대한 일정한 그림이 그려졌다. 다음으로 카드를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을 통해 어슴푸레 알던 사실을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일기를 통한 생활사 연구
당시까지 『미암일기』를 자료로 한 연구는 사족의 첩 자녀 문제를 다룬 구완회(具玩會)의 연구가 거의 유일했
다. 구완회의 논문 「조선 중엽 사족얼자녀의 속량(贖良)과 혼인(婚姻); 『미암일기』를 통한 사례검토」는 『미암일
기』 전체를 꼼꼼히 읽고, 작성한 치밀한 논문으로 생활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지금도 이 논문을 뛰어넘는 성과가 거의 없어 보인다.
16세기 양반관료의 경제생활, 무엇을 해 볼 수 있을까? 당시까지만 해도 양반의 경제생활이라는 분야는 미개
척의 분야였다. 양반은 경제관념이 없으며, 대부분의 학자가 청렴하였으리라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
다. 누구나 청백리(淸⽩吏)인 조상을 갖고 싶어 했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 더구
나 『양반전』의 영향으로 먼저 양반을 돈과 연결시키는 것을 매우 불경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양반도 전근대를
살아갔던 생활인이며, 경제생활의 주체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조선시대는 토지와 노비 외에는 별다른 생산기
반이 없던 단순한 경제구조였으므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철저한 경제관념을 갖추어야 했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었다. 첫 번째는 유희춘이 양반 관료라는 점에 착안하여 관직
생활과 이로 인한 수입(收⼊)을 하나의 장으로 잡았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는 없었다. 다음 장에서는 양반
의 기본 자산인 농업(農業)과 노비(奴婢)를 주목했다. 양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재산을 집적하고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문서를 중심으로 연구가 제출되어 있어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가 상품유통 경제였다. 양반의 장시(場市) 활용이라는 주제
를 하나의 장으로 설정했다. 이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자본주의 맹아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당시 최고의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이 장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이고, 이것이 시장경제를 촉진시켰을 것이라
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일기를 읽어갈수록 이러한 생각은 빗나갔다. 일기에는 장시활용이나 상품 유통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았다.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선물이 거의 매일 같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양도
적지 않아 이는 단순한 일회성의 선물로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전혀 예
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였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함에 있어 이수건의 연구에서 힌트를 얻었다.
이수건은 유희춘이 전라도 관찰사 시절의 일을 집계하여 이러한 행위를 수증(受贈)이라는 용어를 활용해 설명
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암일기』 전체의 수증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여 수증이라는 하나의 장을 설정했다.
수증의 발견은 자료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하나의 발견이었다. 이로서 필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
고,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사실과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연구방식의 문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나의 이러한 연구방식이
수증을 발견하고, 이를 선물경제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시장경제(市場經濟)가 아니라 선물경제(膳物經濟)
필자의 논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이 선물이었다. 처음에는 수증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나 나중에 선물
(gift)로 바꾸고, 이러한 경제행위를 선물경제라고 칭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다. 녹봉(祿俸)의 의미가 퇴색하면서 지방관으로부터 정례(情禮)로 거둬들이는 선물은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선물수수가 아니라 일상화된 경제 형태로 유희춘을 비롯하여 이문건, 오희문의 경
제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지방관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선물은 일상화된 경제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또 다른 녹봉이라 부를 만하다. 이는 단순한 선물수수가 아니가 일상화된 경제 형태였던
것이다.
유희춘은 지방관을 비롯한 동료관인, 친인척, 제자, 지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선물을 거둬들였다. 10여 년
동안 2,855회에 걸쳐 선물을 받은 것으로 매월 42회에 이른다. 선물의 종류는 곡물류를 비롯하여 면포·의류,
생활용구류, 문방구류, 꿩·닭·육류, 어패류, 반찬류, 과채류, 견과·약재류, 땔감 등 일상용품에서 사치품까지 망
라되어 있다. 물품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양도 상당하여 이것만으로 생활해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
였다.
16세기 양반관료의 선물수수 행위는 상당히 보편화된 경제형태였다. 관직을 매개로 한 선물형태는 지방관이
양반관료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관직을 배경으로 하고 재원을 지방관아에서 출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다. 선물은 국가가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재분배체제의 일환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선물 수수는 상당히 빈번했으며 공공연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선물을 주고받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인들도
도덕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필요로 하는 물자는 요구하기도 하고, 상대가 호의적이었을 때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만약 당시 사람들이 선물을 뇌물로 인했다면, 이들 상황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일기
는 개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일종의 비망기(備忘記)였다. 일기에 선물
수수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며, 기회가 되면 보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이다. 즉, 선물은 갚을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빚이며 부담이었다.
구매력이 높은 양반관료의 선물수취는 장시 활용을 제한하고 시장경제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희춘이 10여 년 동안 물자를 구입하거나 제작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물품구
매 66회, 물품제작 37회) 이들은 선물로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만을 구입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서책,
고급 비단, 약재, 붓 등이다. 상대적으로 오희문과 같이 경제적인 형편이 열악한 양반은 선물이 상대적으로

약해 장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은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시장경제
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오희문도 장시보다는 선물을 통해 필요한 물자의 상당부분을 확보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는 역사학 쪽보다는 경제학 분야에서 먼저 관심을 가졌다. 역사학분야가 자본주의 맹아
론에 골몰한 사실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발달하지도 않은 상업(商業)을 설명
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길드 조직을 찾아내려는 작업은 목적의식이 너무 앞선 연구방식이라 하겠다. 조선시대
생활사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필자의 논문을 역사학
의 연구방식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고자 했던 경제학 분야의 연구시각도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것도 너
무 목적이 뚜렷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역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작가소개
이성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1990년부터 지금까지 16∼19세기까지의 다양한 일기자료에 관심을 갖고 생활사연구
를 주관해왔다. 2003년 인하대학교에서 ‘16세기 兩班의 經濟⽣活硏究’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일기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李⽂楗의 『默齋⽇
記』 譯註에 매진하고 있다.

[영상기록으로 만나는 옛길, 使⾏路程(11)]

뜻밖의 여행, ‘열하(熱河)를 가다’
신춘호

이번 호에서는 600년 사행(使⾏)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여정이었던 ‘열하노정(熱河路程)’을 살펴보고자 합니
다. 열하(熱河)는 북경 북쪽의 장성 너머에 있는 작은 도시로 황제의 피서지이자 사냥터가 있던 변방지역을
말합니다. 조선사절단이 열하를 찾은 것은 1780년·1790년 두 차례입니다. 모두 건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
기 위해 파견된 사절단이 경험한 ‘뜻밖의 여행’이었습니다. 이들의 ‘열하행’은 황제가 생일을 맞아 여름 피서지
(避暑地)인 열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1780년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記)』 노정과 1790년 부사 서호수의 『열하기유(熱河紀
遊)』 노정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이한 노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사고의 틀을 형성하던 선인들의 행적을 밟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
다.

연경(燕京)에 없는 황제, ‘조선사신은 열하(熱河)로 오라.’
전통시대 외국과의 공적인 접촉, 즉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는 사행제도(使⾏制度)를 근간으로 이루어졌습니
다. 공식외교사절인 사신(使⾂)들이 고려부터 1895년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약 600여 년이라는 장구한 시
간에 걸쳐 중국의 역대 수도인 연경(燕京)을 오갔습니다.
명대엔 조천사(朝天使), 청대엔 연행사(燕⾏使)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외교사절의 교류
행위를 ‘사행(使⾏)’이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사행단은 명대에 매년 3차례 꾸려지다가 청대에 와서는 동지사
(冬⾄使)로 통합됩니다.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 정치‧외교적 상황의 처리를 위한 사절단의 파견이 필요했고,
사행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 또한 적지 않았던 까닭에 실제로는 년 1회의 정기사행 외에도 각종 명목의 사
절단이 수시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를 어림잡아보면 약 1,000회 이상의 사행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
데요, 거의 모든 사행의 최종 목적지는 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두 번’, 연경이 아닌 열하로 간 사행이 있
었습니다. 바로 1780년과 10년 후의 1790년 사절단입니다.

[그림 1] 박지원 열하일기(左) - 황인점 승사록(右)

1780년 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연암 박지원은 『熱河⽇記』를 남겼고, 1790년 사절단의 정사·부사·서장관,
그리고 막료로 참여한 유득공 역시 연행록을 남겼습니다. 이 두 번의 사행이 열하로 향하는 노정이 각기 달
랐는데요, 주요 노정은 아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對中國燕⾏路程圖(열하노정 부분도)(지도제작: 신춘호, 2015)

1780년 건륭 70세 만수절 축하 사절로 연행 길에 나선 연암 일행은 8월 1일 연경에 도착하였습니다. 조선
사행단이 배정 받은 숙소는 서관(西館)이었고, 이는 사행단 숙소로는 처음 배정받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사행
단의 숙소로 사용되던 남관(南館)이 한해 전에 조선인의 부주의로 불이난 적이 있었지만 황제가 이에 대한 책
임을 면해주었던바, 조선 조정은 황제에게 사은(謝恩)의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마침 황제의 70세 만수절을
겸하여 ‘사은겸진하사절(謝恩兼進賀使節)’로 꾸려진 것이 바로 1780년의 사행입니다.

[그림 3] 양매죽사가(옛 양매사가)는 유리창 동가와 인접하고 전통가옥들이 더러 남아 있다.

연경에 머물 관소를 배정받은 일행은 여장을 풀고 외교문서를 예부(禮部)에 납부하는 것으로 연경에서의 활동
을 시작합니다. 다소 여유롭게 유리창 일대를 둘러보며 중국의 문사들을 만나거나 서가의 책들을 탐색하며 소
일하던 연암 일행은 곧 열릴 황제의 만수절이나 기다리면 되는가싶더니, 나흘째 되던 날, 부랴부랴 짐을 싸게
됩니다. “조선 사신은 열하로 오라, 만수절 이전에 도착하라”는 황명(皇命)을 전달 받았기 때문입니다. 느닷없
는 ‘열하행 호출’은 사행단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사실 압록강을 건너면서 연경으로 오던 중에 장마를 만나거
나 길이 험해도 부지런히 행렬을 재촉하여 여유롭게 연경에 도착한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열하행’을 염
두에 둔 조치이기도 했었습니다. 만수절 행사가 연경 자금성이 아닌 열하에서 열릴 수도 있었던 상황을 고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연경에 도착한지 나흘이 되어도 별다른 얘기가 없다가 느닷없이 열하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들 정신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예부에서 일처리를 잘 못하여 황제로부터 견책(감

봉) 받은 청의 예부 관리들이 더욱 채근하는 통에 사행단의 움직임도 급해졌습니다.
당장 ‘누가 열하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했습니다. 사행단의 정사인 박명원은 연암 박지원이 동행하기를 원했
으나, 연암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연암이 중국행에 나선 까닭은 오랫동안 동경한 연경에서 펼치고 싶은 포부
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열하라니.... 당시 연암의 심경이 그의 일기(열하일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사는 나와 함께 가기를 바랐으나, 우선 몸을 안장에서 푼지 얼마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다시
먼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고, 둘째는 만약 황제가 조선 사신들에게 열하에서 조선으로 곧장 돌아가라고 명령
을 내린다면 북경 유람을 할 수 없기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주저 된다.”
정사의 권유가 이어집니다.
“자네가 만리 길 북경에 온 것은 유람을 위해서인데, 뭘 망설이는가? 이번 열하 여행은 앞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이니, 만약 귀국하는 날에 누가 열하가 어떻더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터인가? 북경이야 사람들
마다 모두 와서 보는 곳이고, 이번 열하 여행은 천년에 한번 만나는 좋은 기회이니 자네가 가지 않을 수는
없네.”
- 박지원 <열하일기> 中
연암은 정사의 권유에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연암이 앞으로 열하에서 맺게 될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입니
다. 고민 끝에 열하 행을 결정한 연암은 “열하까지의 걸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말
로 열하에 도착한 벅찬 심정을 노래한 것은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1780년 사행이 연경에 도착 후 급작스레 열하로 향한 것과는 다르게, 1790년 사행단의 경우는 압록강을 건
너면서부터 목적지를 열하로 정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정사 황인점과 부사 서호수, 이들의 막료로 참여한 유
득공, 박제가 등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청 조정과 심양 장군 아문으로부터 연달아 ‘열하로 곧장 오라’는 공문
을 받습니다. 북경을 거쳐서 열하로 가면 만수절 일정을 맞출 수 없기에 열하로 직접 오라는 공문을 보낸 것
입니다. 유득공은 그의 연행 기록인 『열하기행시주(熱河紀⾏詩註)』에서 당시의 정황을 시(詩)로 남긴바 있습니
다.
박작성 남쪽, 푸른 물결 불었는데
경쾌한 배, 빠른 말, 이별 노래 기다리네
총총히 몇 자 적어 빠른 파발로 보내오니
연경으로 가지 말고 열하로 향하라 하네
- 유득공, <열하기행시주(熱河紀⾏詩註)> 中

열하로 가는 길 - 연암 박지원 일행의 강행군
열하일기』에서는 연경(燕京) - 순의(順義) - 회유(懷柔) - 밀운(密雲) - 목가곡(穆家⾕) - 석갑성(⽯匣城) - 남천
문(南天⾨) - 고북구(古北⼝) - 난하(灤河) - 열하(熱河)로 이어지는 사행단의 동선을 「막북행정록(漠北⾏程錄)」
이라는 항목으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암 일행은 숙소인 서관(西館) 밖 첨운패루(瞻云牌樓) 앞에서
북경 관소(館所)에 잔류하는 인원과 작별하고 자금성 북쪽 지안문(地安⾨)을 거쳐 동직문(東直⾨)을 나갑니다.
그리고 열하에서 돌아올 때는 북경성의 북서문인 덕승문(德勝⾨)을 통해 관소로 복귀합니다. 이는 「환연도중
록(環燕道中錄)」으로 기술합니다.

[그림 4] 열하 가는 길

[그림 5] 열하 가는 길-연산산맥

「막북행정록(漠北⾏程錄)」의 막북(漠北)은 사막의 북쪽, 즉 변방(邊⽅)을 의미합니다. 열하는 장성 너머 사막지
대에 있는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열하로 가면서 보고 듣고 고생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글입니다.
열하는 황제의 임시 거처인 행재소(⾏在所)가 있는 곳이다. 옹정황제 때 이곳 열하에 승덕주(承德州)를 두었
고, 지금 건륭황제 대에 와서 승덕부(承德府)로 승격시켰다. 황성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420리 이고, 만리장성
밖 200여리 떨어진 곳이다.(중략)
지금 난하를 건너 이곳 열하에 이르기까지 40리 이니, 고북구로 부터 여기 열하까지는 모두 256리 이다. 이
로써 본다면 지리지의 기록보다 이미 56리나 많은 것이다.
- 박지원 <열하일기>, 막북행정록 中
「막북행정록서(漠北⾏程錄序)」에는 황궁에서 열하까지의 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금(古今)의 문헌을 살피거

나 산동 도사 출신의 현지인 학성(郝成)을 통해 열하까지의 지리적 거리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지만,
연암은 지리지의 노정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열하(熱河)는 강희제 이래로 역대 황제
들의 여름 피서지였다는 정보를 밝히면서 정작 열하가 변방의 한 구역을 점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미치는 정
치‧군사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암의 『열하일기』가 여타의 사행 기록자들의 연행
록과 다른 점은 문학 작품으로서의 뛰어난 장점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당시 청이 정치‧경제‧군사적인 안정
을 이루는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고, ‘황제의 열하 피서’가 갖는 정치‧군사적 역량을 통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북행정록(漠北⾏程錄)」은 인간에게 가장 괴로움의 하나인 ‘헤어짐’, 즉 ‘이별’에 대한 정서를 설파하는 것으
로 시작합니다. 만수절 이전에 열하에 도착해야하는 관계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행
렬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행단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있
게 마련이고, 이들의 전별 장면을 지켜보면서 연암은 인간의 정서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은 바로 이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생이별’의 정서를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압록강을 건너 약 40여 일간 고락을 함께 해 온 이
들과 타국에서 이별해야 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삼사의 수행원도 결정되었고, 연암도 연경
과 열하를 놓고 고민 끝에 가기로 했으니 응당 마부와 종인 창대와 장복이도 둘 중 한명은 남아야 했습니다.
창대가 연암과 함께 가기로 결정되자 장복이와 창대는 서로 부여잡고 눈물겨운 이별을 합니다. 창대는 밀운
일대를 지나면서 말발굽에 발등을 다쳐 행렬에 뒤쳐져 따라오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창대는 말
몰이꾼(견마잡이)입니다. 연암은 말몰이꾼 없이 혼자 말을 타고 떠났던 것입니다. 창대는 연암과 도중에 헤어
진 후 호행통관의 마차를 얻어 타는 등의 고생 끝에 삼간방(三間房)에 이르러서야 연암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림 6] 이도정. 말을 모는 농군의 모습

[그림 7] 사행단의 모습(방송화면 캡쳐)

당시 사행 길에 나선 견마잡이, 즉 하예(下隷: 부리는 아랫사람)들은 사행단의 길잡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
다. 공식적으로는 통역을 맡은 역관(譯官)들의 안내에 따라 사행의 일정이 진행되겠지만, 사행 경험이 풍부한
하예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20~30년 동안 참여했거나, 30회 이상 참여한 이도 있었으니, 평생을 중국을
오가는 길 위에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의사소통능력(한어·만주어·몽골어)을 구비한 중국어 선생이자 여
행 안내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궁금증에 목마른 ‘말 위의 상전’들에게는 훌륭한 말벗이자 더 없는 정보 제
공자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연행 과정에서 사행단과 중국 측의 크고 작은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기
도 했습니다. 필자는 연행노정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예들의 활약상이 눈에 선하게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활극이 펼쳐진 공간에 서면 더욱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천출, 하예를
소개합니다.
<연행 경험이 풍부한 하예들>
* 창대와 장복 = 연암의 견마 잡이와 종인으로 참여하여 연암과 고락을 같이하는 인물
* 시대 = 순안에 사는 종. 상방(정사)의 마두(상방마두가 전체 마두의 우두머리 격)
* 대종 = 선천의 관노, 어의 변관해의 마두. 연암의 중국어 선생 노릇, 중국여행의 가이드(안내자) 역할.
* 춘택 = 열하에서 북경으로 오던 중 고북구의 사찰에서 말리는 오미자 두어 알을 집 어 먹던 연암이 중에
게 큰소리로 봉변을 당할 뻔하지만, 춘택이 더욱 강하게 중을 패대기치고 연암을 구해준다. 그들은 야료에는
야료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험난한 여정에서 이들은 기선제압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그들은 연행 길의 생존
방식을 터득하고 있었다.
* 득룡 = 상판사의 마두. 연행의 공식 업무에서도 이들은 두각을 나타낸 인물. 득룡의 활동 사항으로 봉성에
서 관례에 따라 청 관리에게 주는 예단을 나누던 마두 '상삼'에게 청인들이 더 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
자 득룡이 나타나 청인을 내동이치며 상황을 평정한다. 천출들의 활동에 양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 난관 앞
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무능함에 비해 적극적이고 당찬 기상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 그 밖에 황제
를 알현하기 위해 피서산장에서 대기하던 연암 일행은 득룡이 늙은 몽고 왕과 손을 마주잡고 인사하는 광경
을 목도한다. 천출이지만, 수십 년 간 연행에 참여 한 그는 유창한 언어와 몸에 베인 사교력으로 조선의 양반
을 경악케 한다.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연행을 통해 조선 지식사회에 북학이 논의되고, 서학에 눈 뜰 때 지식인의 글(연행록)
로 전파되던 이국체험과 세계인식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어쩌면 견마 잡이, 마두와 같은 하예들의 입에서 입

으로 전해졌을 외국체험, 연행 무용담이 훨씬 더 조선 사회를 변화의 길로 유도하는 기제가 되었을지도 모르
겠습니다.
열하의 연회장이나 원명원의 연회장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하예들이 몽고 왕과 격의 없이 악수를 한다거나 인
사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이없음’과 ‘기가 찬 표정을 하는 사대부들의 얼굴’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연행 길에서 만큼은 미천한 하예들이 사대주의에 집착했던 고루한 양반들보다 더 앞선 '세계인'이었는
지도 모를 일입니다.
필자처럼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현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하예들의 활약상을 모티프로 삼아 프로그램
을 기획하는 것도 매우 흥미롭고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연암 박지원이 시각이 아니라 그를 수
행한 창대, 장복이의 시선으로 연행을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토리테마파크의 사행콘텐츠 개발
도 더욱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 8] 압록강 삼강의 모습

조선 사행단이 압록강을 건넌 이후, 생경한 이국땅을 걸으면서 갖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연경으로 향하였습니다. ‘행역삼고(⾏役三苦)’라는 말도 이전 글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그 고충은 이루 말
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명·청 교체기 해로(海路)를 이용하여 연경으로 향하던 사행들은 해양에서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 사신들이 절
명(絶命)하는 일도 있었고, 육로 사행에서도 풍토병을 얻어 사행도중에 유명을 달리한 사례도 있었으니, 천하
의 장쾌한 유람 기회의 이면에 두려움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행노정이 수백 년에 걸
쳐 고정된 길이었고, 앞선 경험자들의 상세한 노정 경험과 정보들이 연행록(燕⾏錄)으로 남겨져 있었기에 후
배들의 여정은 그런대로 견딜 만 했습니다. 그러나 열하로 가는 길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조선사행이 처
음 경험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행 기간 동안 사신들을 괴롭히는 요인은 다양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국의 풍토, 즉 자연·환경적 요인이 가장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장마, 우박, 모래 바람과 같은 자연 재해는 물론이거니와 넘치는 강물, 높은 산, 황량한
사막,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펄이 그렇습니다. 연암일행도 열하로 향하는 길이 바로
그런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림 9] 진창길

[그림 10] 여정에 만난 낙뢰 피해

밀운(密雲)지역을 지날 때 비를 피해 심야에 밀운성(密雲城)으로 들어와 밥도 제대로 지어먹지 못하며 고생했
던 사정이나 강물이 범람해서 쉬이 건너지 못했던 일들이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강물을 아홉 번이나 건너야했
던 고생담은 연암의 명문장 ‘일야구도하기(⼀夜九渡河記)’에 생생합니다. 일야구도하기의 현장은 밀운에서 고
북구(古北⼝)에 이르는 노정사이의 물길을 말하는데, 조하(潮河)와 백하(⽩河)가 만나 조백하(潮⽩河)를 이루는
곳입니다. 조백하는 밀운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연암 일행이 하룻밤에 아홉 번이나 건너야 했던
하천은 밀운수고(密雲⽔庫)안에 수몰되어 지금은 그 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팔당호가 수도
권의 상수원인 것처럼 북경 시민의 상수원인 밀운수고가 생기기 전의 옛길은 1918년 중국 국민당이 제작한
군사지도나 미군의 항공지도 등을 통해 그 대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북경에서 열하로 향하는 길은
밀운수고 옆의 고밀로(古密路)와 국도(國道), 그리고 경승고속공로(京承⾼速公路)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림 11] 중국여도 지도(노정)

[그림 12] 밀운수고 수몰 작은 길

[그림 13] 밀운수고

밀운수고에서 조하(潮河)를 거슬러 약30여분을 차로 달리면 반룡산장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북구진
(古北⼝鎭)입니다. 고북구진으로 들어가는 길은 요즘이야 반룡산 아래로 뚫려있는 터널을 지나면 곧장 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터널 우측의 고어도(古御道)를 통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고어도는 청 황제의 북순(北巡:북
방순행) 경로입니다. 열하(熱河)에서 피서(避暑)를 하거나 북쪽 변방의 초원 목란위장(⽊欄圍場)에서의 가을
사냥, ‘목란추선’을 위해 지나던 길입니다. 황제의 어가(御가)가 머무는 행재소(⾏在所)가 있던 곳이 바로 고북
구(古北⼝)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 '황제의 길(古御道)'을 따라 반룡산 능선을 타고 흐르는 만리장성을 넘어
고북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부터 새외(塞外)또는 새북(塞北)이라 말합니다.

[그림 14] 고북구 마을과 조하

[그림 15] 고북구 조하와 와호산의 장성

[그림 16] 만리장성(금산령 사진)

산해관에서 시작된 만리장성이 험준한 연산산맥의 능선을 따라 사마대, 금산령을 지나 고북구를 휘감았다가
서쪽으로 향하여 북경의 팔달령 장성으로 이어집니다. 고북구에는 와호산장성과 반룡산장성이 에워싸고 있는
작은 변방의 마을이지만, 북경 북쪽을 지키는 요충지로 역대이래로 중일전쟁(中⽇戰爭)에 이르기까지 숱한 전
쟁터였습니다. 산세(⼭勢) 험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역사이래로 병가(兵家)의 필쟁지(必爭地)이자, 역대왕조
의 수도인 북경을 지키는 '새외관문(塞外關⾨)이었기에 '고도웅관(古道雄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림 17] 고북구의 관문, 변천사진

[그림 18] 고북구마을 입구 패루

연암 일행이 밤낮을 도와 열하로 향하던 길에 고북구(古北⼝)를 지나가게 되는데, 당시의 고북구 마을에 대한
인상과 소회를 묘사한 명문장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記)의 현장입니다. 연암은 심야에 고북구 마을을 안을
지나며 술을 사서 조금 마시고는 이내 만리장성 밖으로 나갑니다. 장성아래를 지나다가 문득 말안장에서 단도
를 꺼내어 장성 벽의 이끼를 걷어 낸 후 술로 먹을 갈아 흔적을 남깁니다.
한밤중에 고북구를 빠져나갈 때 밤이 벌써 삼경(자정 무렵)이 되었다. 겹으로 된 관문을 나와 말을 장성 아래
에 세우고 높이를 재어보니 열길 가량이다. 붓을 꺼내어 술을 부어 먹을 갈고 성벽을 만지며, “건륭 45년 경
자년 8월 7일 밤 삼경, 조선의 박지원 이곳을 지나가다.”라고 써 놓고는 이내 한바탕 웃으면서 혼자말로, “나
는 서생의 몸으로 백발이 되어서야 장성을 한번 나가보는 구나!”라고 했다.
- 박지원 <열하일기>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記) 中
밤이슬 내리고 별빛 비추는 장성 아래의 연암 박지원. 마을에서 마시다 남겨둔 술로 먹을 갈아 조선인으로
처음 장성 밖을 나가는 감회를 적고 있는 모습이 충분히 상상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그 장성의

위치를 찾을 길이 없거니와 한낮에 통과해야 하는 여행자로선 연암의 모습을 상상으로만 그려야 하니 아쉽기
만 합니다.

[그림 19] 고북구 장성 밖을 나서는 마지막관문이다. 연암의 글이 남겨진 장석 벽일까?

1790년 열하사행의 부사(副使)인 서호수 역시 열하(熱河)에서의 만수절 연회를 마치고 연경으로 가는 길에
고북구에 들러 하룻밤을 묵었다는 기록이 그의 연행기록인 열하기유(熱河紀遊)에 전합니다. 당시 서호수가 묵
었던 고북구의 숙소는 조하천영성(潮河川營城)이었습니다. 연암일행도 연경으로 되돌아갈 때 역시 조하천영성
에서 머물렀습니다. 조하천영성은 조하변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림 20] 조하영성이 있던 조하변의 모래톱

고북구를 지나 동북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연암 일행이 걸었던 여정의 지명(地名)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
동선은

고북구(古北⼝)-파극십영(巴克什營)-단간방(單間房)-양간방(兩間房)-삼간방(三間房)-삼도량(三道梁)-왕가

영(王家營)-화유구(樺楡溝)-객라하둔(喀喇河屯)-난하(灤河)-쌍탑(双塔)-광인령(廣仁嶺)-열하(熱河)로 이어집니다.

[그림 21] 삼간방

[그림 22] 홍석라 고개길

[그림 23] 난하. 장마로 물이 불었다.

열하로 향하는 동선은 지금도 그 원형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승고속공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 길(現,
101국도)이 열하로 향하는 주요 도로였습니다. 북경에서 열하까지는 8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는 약 3~4시간이면 닿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옛길의 지명이 약간씩 음차가 변하면
서 한자어의 표기도 일부 다르게 나타나는 지명이 있으나, 대체로 연암의 이동 경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면
의 한계가 있어 여정의 에피소드를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열하로 여행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북경에
서 열하로 가는 옛길을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5일 간의 밤낮을 쉼 없이 달려 황제의 만수절에 참여
해야 했던 조선 사신들의 행적을 따라, 조선의 문호(⽂豪)라 불리는 연암의 명문장 ‘야출고북기’와 ‘일야구도하
기’의 현장들이 그곳에 더러 남아 있어 여행자의 마음을 흔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연경에서 열하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고북구를 지나면서 점차 사행단의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황제의 만수절은
다가옵니다. 삼도량을 지날 때쯤이면 일행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당시 연암과 일행들의 이동 간 모습입니
다.
나흘밤낮을 꼬박 눈을 붙이지 못하고 오는 바람에 하인들이 가다가 발길을 멈추면 모두 서서 조는 것이다.
나 역시 졸음을 이길 수 없어, 눈시울이 구름장처럼 무겁고 하품이 조수 밀리듯 한다. 눈을 빤히 뜨고 있으면
서도 벌써 이상한 꿈에 잠기고...
- 박지원 <열하일기> 막북행정록, 8월 8일 아침
‘천리행군’이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이들이라면 경험했을 1,000리 행군 말입니다. 군장을 메고 힘겹게
걷다보면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어서 걸으면서도 졸음이 쏟아지고, 심지어 눈뜨고 졸게 되는 상황이 되곤 하는
데, 당시 연암 일행의 모습도 그러했던 듯 보입니다. 이렇듯 천신만고 끝에 8월 9일 오전 무렵, 조선사행단이
열하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지 45일만이었습니다.

열하로 가는 길 - 1790년 사행노정의 경우
연암 박지원이 열하를 다녀온 후 10년이 지나 또다시 조선사행단은 ‘열하’로 향했습니다. 1790년 열하사행은
정사 황인점(⿈仁點,1732~1802)과 부사 서호수(徐浩修,1736∼1799), 서장관 이백형(李百亨)이 인솔 했습니
다. 유득공(柳得恭,1784~1807), 박제가(朴⿑家,1750~1805), 이희경 등은 막료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열하

를 경험하고 남긴 연행기록은 황인점의 『승사록』(한글본), 서호수 『연행기』(熱河紀遊), 유득공 『열하기행시주』
(灤陽錄), 이백형의 ‘국문사행록’ , 이희경의 『열하잡영』 등 다수가 전합니다.
1790년에 사행한 ‘열하노정’을 서호수의 『연행기』(민족문화추진회본) 기록을 참고로 살펴보면 아래의 노정이
됩니다.
심양(瀋陽)의 신점에서 구관대(九關臺)를 경유하여 열하에 이르는 길의 이수(⾥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래에 적어 두어 뒷날의 참고에 대비하려 한다.
신점(新店)에서 출발하여, 백대자(⽩臺⼦)를 지나 정안보(正安堡)까지가 50리, 여기에서 망산포(望⼭鋪)까지가
10리, 여기서 사방포(四⽅鋪)까지가 10리, 여기서 사보자(四堡⼦)까지가 10리, 여기서 위가령(魏家嶺)까지가
15리, 여기서 화아루(花兒樓)까지가 10리, 여기서 황토감(⿈⼟坎)까지가 10리, 여기서 세하(細河)까지가 10
리, 여기서 관제묘참(關帝廟站)까지가 5리, 여기서 고대자(⾼臺⼦)까지가 20리, 여기서 사하(沙河)를 건너 묘
구참(廟⼝站)까지가 20리, 여기서 대릉하(⼤凌河)를 건너 의주성(義州城)까지가 35리, 여기서 최가구(崔家⼝)
까지가 20리, 여기서 두도하자(頭到河⼦)까지가 10리, 여기서 육대변장(六臺邊墻)까지가 25리, 여기서 유하
(柳河)를 건너 석인구(⽯⼈溝)의 지장사(地藏寺)까지가 5리, 여기서 수촌자(⽔村⼦)까지가 30리, 여기서 만자
령(蠻⼦嶺)까지가 20리, 여기서 장가영(張家營)을 지나서 망우영(蟒⽜營)의 복령사(福寧寺)까지가 25리, 여기
서 대릉하(⼤凌河)까지가 25리, 여기서 조양현(朝陽縣)까지가 15리, 여기에서 대영자(⼤營⼦)까지가 20리, 여
기서 호접구(蝴蝶溝)를 지나 삼가아(三家兒)까지가 30리, 여기서 라마구(喇嘛溝)까지가 25리, 여기서 행호자
대(杏胡⼦臺)까지가 10리, 여기서 담장구량(擔杖溝梁)까지가 30리, 여기서 공영자(公營⼦)까지가 20리, 여기
서 야불수(夜不收)까지가 30리, 여기에서 장호자(張鬍⼦)까지가 30리, 여기서 건창현(建昌縣)까지가 35리, 여
기서 송가장(宋家莊)까지가 30리, 여기서 쌍묘(雙廟)까지가 25리, 여기서 북궁(北宮)까지가 40리, 여기서 양
수구(楊樹溝)까지가 35리, 여기서 대묘참(⼤廟站)까지가 20리, 여기서 평천주(平泉州)까지가 30리, 여기서 봉
황령(鳳凰嶺)까지가 30리, 여기서 칠구(七溝)까지가 20리, 여기서 상운령(祥雲嶺)까지가 15리, 여기서 서륙구
(西六溝)까지가 25리, 여기서 황토량자(⿈⼟梁⼦)까지가 30리, 여기서 홍석령(紅⽯嶺)을 지나 평대자(平臺⼦)
까지가 30리, 여기서 열하의 승덕부(承德府)까지가 30리로 모두 970리이다.
- 서호수 <연행기> 진강성에서 열하까지(起鎭江城⾄熱河) 1790년 7월 15일

[그림 24] 1790년 열하사행의 노정1(심양-이도정-구관대문)(중국여도,1918년)

서호수나 유득공이 열하노정(熱河路程)의 리수(⾥數)를 기록에 남겼지만, 이미 그 이전의 열하 사행인 연암의
『열하일기』에서도 ‘열하에서 심양에 이르는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연암은 혹여 열하에서의 일정이

끝난 후에 황제의 명으로 북경을 거치지 않고 곧장 조선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전직 산동도사 출신의 학성(郝成)이라는 이로부터 열하에서 심양까지의 노정을 전해 듣고 기록해 둔 것입니
다. 연암의 기록과 위 서호수(혹은 유득공)의 기록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같습니다. 일부 지명의 가감(加
減)이나 리수의 수치가 일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유득공 일행이 심양을 거쳐 신점에서 열하까지 이동한 노
정을 꼼꼼히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전에 기록한 열하일기의 노정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사전에 『열하일기』를 탐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연행록의 기술방식이 전임 사행원의 기록을 적극적으
로 참고하였고, 연행록을 필사해서 휴대하던 전통이 있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 답
사 자료집을 만들어 가거나 여행 가이드북을 휴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림 25] 의주 통군정

[그림 26] 압록강 사진(원 안이 통군정)

서호수 일행은 역시 애초부터 열하행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6월 11일경 의주(義州)에 도착하여 머물며 압

록강(鴨綠江) 도강(渡江)을 기다리던 중, 21일에 “조선사신은 10일내 도착하라.”는 淸 조정의 공문을 받게 됩
니다. 아직 15일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세가 급박해지니 압록강을 급히 건너야 했습니다. 22일에
도강하여 온정평(溫井坪)에 숙박하는데 또다시 심양 성경장군(盛京將軍) 아문(衙⾨)으로부터 일정을 재촉하는
공문을 다시 수령합니다. 29일에 심양을 출발한 사행은 북경으로 기일 내에 도착할 수 없으므로 열하로 직접
향하게 됩니다. 심양에서 신민(新民)-이도정(⼆道井)-신점(新店)까지는 일반적인 사행노정을 경유하였고, 신점
에서 의무려산(医巫闾⼭) 북서쪽을 향하는 초행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신점은 지금의 호가진(胡家鎭)입니
다. 호가진 시가지의 서남쪽으로 열하로 가는 옛길이 나 있습니다. 조선사행은 이 길을 통해 약 430km 떨어
진 열하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신작로와 아스팔트길이 생겨 인마가 오가지 않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림 27] 이도정. 침수된 마을.

[그림 28] 의현 가는 길

7월 4일 늦장마로 이도정에서 신점에 이른 구간이 물난리가 나는 통에 곡(斛:곡식을 담는 그릇) 같은 곳에

몸을 의지해 물길을 벗어나 길을 재촉했는데, 세하(細河)에 이르기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
다.(지난호 참고) 신점을 출발한 서호수 일행은 백대자(⽩台⼦)-정안보(正安堡)-화아루(花兒樓)를 경유하여 의
현(義縣)에 도착합니다.
세하(細河)
아홉 채 빠른 수레로 백대를 나와
화아루가 좋아 몇 잔 술에 취했네.
넓은 곡 안에 앉아 물에 떠서 건너가니
헛된 이름, 두어 말 재주가 부끄럽다네.
유득공,<열하기행시주> 中.

[그림 29] 1790년 열하사행의 노정2(구관대문-조양-열하)(중국여도,1918년)

의현을 출발하여 만자령(蠻⼦嶺)을 넘은 사행은 조양(朝陽) 관제묘(關帝廟)에서 숙박을 합니다. 조양은 홍산문
화, 요나라, 고구려, 선비족, 모용씨와 같은 이름이 떠오르는 고대 역사도시입니다. 관제묘는 요의 영감사(靈
感寺) 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제묘에 머물 때 조양 외곽의 대릉하(⼤陵河)가 범람하여 백성들의 피해가
크고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변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행단의 막료로 참여한 유득공과 이희경, 박제가 등
은 이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해 이달 이날 이 밤에
우리 세 사람이 고국으로부터 2천리나 떨어진 이곳에서 술을 마실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공교롭게도 세 사
람 모두 서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서얼의 한계를 온몸으로 감내해야하는 비운의 조선인
이었습니다. 이국땅 어느 한 모퉁이에서 밤새 잠들지 못하고 술잔을 비울 수밖에 없는 이들의 심정이 약간이
나마 이해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행차 더디고 빠름 하늘인들 어찌할까?
마침 조양현에 이르러 하수 둑 터진 것 보았네.
함께 성 남쪽 관제묘에 가서 자니
응당 동가를 위해 술 부어 제사 지내야 하리.
유득공,<열하기행시주> 中.

[그림 30] 조양 관제묘 전경

[그림 31] 라마구의 초원과 야불수 가는 길

[그림 32] 평천

조양을 떠난 사행단은 구릉과 초목이 가득한 라마구를 지나 야불수(夜佛⼿)-망우영(莽⽜營)-건창현(建昌縣)-평
천주-홍석령(紅⽯嶺)을 경유하여 7월15일 열하에 도착합니다. 조선사행단은 황궁의 남쪽에 숙소를 정했다는
데, 안남, 유구, 베트남 등 외국의 사절단도 함께 지냈던 모양입니다. 지금 그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아
쉽습니다. 서호수 일행은 열하에서 6일간 머물며 건륭80세 만수절 조회와 연회에 참여하고 7월 21일 광인령
을 넘어 북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연암은 열하의 초입에서 쌍탑(双塔)과 경추봉(磬捶峰의 기이한 풍광을 보았고, 연도에 늘어선 조공행렬들의
번잡스러운 광경을 목도하면서 사행의 관소인 문묘(⽂廟)로 향하였습니다.

[그림 33] 쌍탑

[그림 34] 수미복수묘에서 바라 본 경추봉

[그림 35] 열하 표석

지금까지 조선 사행역사에서 두 번 있었던 ‘열하기행“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북경이 아닌 열하에서의 만수절
을 참가한 일은 분명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장성 너머의 변방을 경험하지 못했던 조선인으로서 기이한 체험이
기도 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북경의 관소를 떠나 열하의 피서산장(避暑⼭莊)으로 향했던 조선사행의 동선과
주요구간을 대략이나마 살펴봤습니다. 연암의 열하 행적과 조선사행단의 건륭70세 만수절 조회, 유람 동선에
대해서는 1790년 서호수 일행의 건륭80세 만수절 행적과 함께 다음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소개
신춘호
한중연행노정답사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역사공간에 대한 영상기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연행노정 기록사진전’을 진행하였고, TV다큐멘터리 ‘열하일기, 길 위
의 향연’(4편)을 제작(촬영·공동연출)하였다. 저서는 <오래된 기억의 옛길, 연행노정> 등
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