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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曰廣使行文學攷

이 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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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姜曰廣과 그의 使行

3. 姜曰廣의 使行 文學

4. 맺음말

초록: 강왈광은 明 熹宗의 황자 탄생을 알리는 사절단의 正使로서 1626년에 조선을 다녀갔다.
그는 1626년 5월 23일(음력 4월 28일) 산동의 등주를 출발하여 6월 13일(음력 5월 20일) 椵島에
상륙하였고, 7월 6일(음력 6월 13일) 한양에 도착하였다. 7월 14일(음력 6월 21일) 한양을 출발
하여 8월 6일(음력 윤6월 15일) 鐵山에 도착하였고, 같은 달 13일(음력 22일) 蛇浦에서 출항하여
9월 2일(음력 7월 12일) 등주에 도착하였다. 9월 12일(음력 22일) 등주를 떠나 10월 11일(음력 8
월 22일) 북경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에 복명하였다.
그는 사행 여정에서 시문을 지어 조선의 관료 문인들과 수창하였고, 일정을 일기체로 기록하

였다. 그와 조선 관료가 주고받은 시는 『(丙寅)皇華集』에 실렸고, 일기체 사행록은 『輶軒紀
事』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가 조선 사행에서 지은 작품은 시 40수, 산문 10수이며, 여기에 조선
의 관료 13명이 105수를 화작하였다.
그의 시에는 그가 사행 내내 고심했던 두 가지 상반된 의식과 그의 인품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明朝의 사절로서 중화의 자부심을 품고 있었으며, 동시에 동북방 만주족의 굴기를 위기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중화를 전파한다는 자부심을 반복 표현하였으며, 조선의 관료들에게
만주의 위협에 함께 대처하자는 의견 또한 누차 피력하였다. 한편, 그의 시에는 고결하고 강직한
그의 성품이 드러나 있다. 그는 산수를 좋아하고 眞情을 토로하는 시인이었다. 조선의 산수에 대
해 찬탄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여 교유하였다. 그는 조선으로 출사할 때 “조선의 물
건을 한 푼도 가져 오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다. 그는 맹세를 지켰으며, 1649년 명나라에 대한
절개를 지켜 순절하였다. 그의 이런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은 조선을 오가며 지은 시문이 실려 있
는 『(丙寅)皇華集』과 『輶軒紀事』에서 고스란히 빛나고 있다.

핵심어 : 강왈광(姜曰廣), (丙寅)皇華集, 輶軒紀事, 仁祖, 使朝鮮錄, 이정귀(李廷龜)

* 서울대학교 중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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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국과 중국의 오랜 交涉史에서 인적 교류의 주요한 소통 방식의 하나가 詩文

酬唱이었다. 조선에서는 중국에 출사할 사신의 주요한 조건으로 文才를 꼽았으며,

중국에서 조선으로 출사한 사신 중에서도 문재가 뛰어난 인사들이 있었다. 姜曰廣

(1584-1649)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倪謙(1415-1479), 董越(1430-1502), 龔用

卿(1536 조선 出使), 朱之蕃(？-1624)을 잇는 翰林 출신으로 조선의 관료 문인들

과 많은 시문을 주고받았으며, 귀국 후 조선 사행을 기록한 일기체 문장을 남겼다.

그는 또한 조선을 다녀간 중국의 사절 가운데 조선에서 頌德碑를 세워 줄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지녔다. 그의 인품은 明淸 교체기 자신이 참여했던 對淸抗戰이 실

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明朝에 대한 절개를 지킨 데서 선명하게 확인된다. 文

才와 節義를 겸비하였으니 강왈광은 儒家의 士大夫로서 손색이 없다.

강왈광이 조선으로 출사한 시대의 조선과 명의 국내 사정과 국제 관계는 큰 변

화를 맞고 있었다. 강왈광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경로를 거치면서도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하였으며, 풍성한 문학 작품을 남겼다. 그의 시는 조선에서 편집 간행

한 (丙寅)皇華集에 실려 있고, 일기체 문장은 輶軒紀事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의 문학 작품 안에는 그의 사고와 감정, 외교 업무 수행능력과 과정, 시대에 대

한 고민과 해법 등이 담겨 있다. 더구나 그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아 조선 사행여

정에서 지은 詩文은 그를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그가 조

선 사행여정에서 지은 詩와 文章을 통하여 그의 면모를 고찰하기로 한다.1)1)

1) 강왈광 사행의 역사적 의의는 한명기, 김한규 두 교수가 이미 고찰하였다. 한명기, 1997 17

세기 초 明使의 서울 방문 연구–姜曰廣의 輶軒紀事를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제8호,
1997.2, 33-55면; 김한규, 2011 사조선록연구, 제6장 姜曰廣의 輶軒紀事와 明末의 遼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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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姜曰廣과 그의 使行

1) 그의 시대와 사행

姜曰廣은 1626년 황태자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조선으로 온 명나라의 使行의

正使이다. 명나라 제15대 황제 熹宗(朱由校, 1605-1627)은 1625년 10월에 차자 朱

慈焴(1625-1626)이 태어나자2)2)조선 등 이웃나라에도 경사를 알리는 詔使를 파견

하였다. 對朝鮮 사행으로는 정사에 翰林院 編修 강왈광, 副使에 工科給事中 王夢尹

(?-?)3)이 뽑혔다.3)

강왈광은 자가 居之, 호는 燕及, 浠湖老人이며, 江西 南昌 新建 사람이다. 1619년

(萬曆 47)에 진사 급제하였고, 한림원 편수가 되었다. 1626년(天啓 6)년에 부사 왕

몽윤과 함께 조선에 출사한 후, 1627년에 魏忠賢의 공격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

다가 崇禎 초에 다시 발탁되었다. 이후 吏部右侍郎이 되었다가 南京 太常卿으로

폄적되자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1642년(숭정 15)에 다시 기용되어 남경 한림원을

관장하였다. 1644년 숭정제가 자진한 후 呂大器(1586-1649) 등과 潞王을 옹립하려

하였으나 馬士英(1591-1646)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고, 福王 정권에서 禮部尙書

兼東閣大學士가 되었다. 史可法(1601-1645), 高弘圖(1583-1645)와 함께 “南中三賢

相”으로 불렸다. 후에 마사영의 미움을 받아 귀향하였다가 1648년(順治 5) 金聲桓

(？-1649)이 강서 남창에서 반군을 일으키자 동참하였다. 1649년 1월 18일,4)4)남창

이 함락되자 그는 絶命詞 六歌 와 絶句 2 수를 남기고 일가 32 인이 못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조선 사행을 마치고 輶軒紀事를 지어 그 내막을 기록하였으며,
石井書院을 건립하였다.5)5)저술에 石井山房文集, 石井山房語錄, 過江七事6)6)등

2) 장자 朱慈燃은 궁중의 권력 암투에 말려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한 채 1623년(天啓 3) 10
월(이하 날짜는 모두 음력)에 사산되었다.

3) 1619년 進士.

4) 양력 2월 28일.

5) 청나라 사람 歐陽桂의 西山志 卷5(乾隆31년 梅谷山房刻本)에 “석정서원. 일도 희호에

있으며, 대학사 강왈광이 세웠다. 石井文集, 語錄, 輶軒紀事, 皇華集 등 여러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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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나 앞의 두 종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과 중국은 朝貢과 冊封이라는 중국 중심의 국제관계를 지속해 오는 가운데

조선은 중국의 가장 주요한 외교 상대국이었다. 17세기 초중반에는 만주족이 흥기

함으로써 조선과 명 사이에 後金이 개입하여 삼국 관계는 외교적 군사적 대결과

협력이 얽히는 격랑이 일고 있었다. 1622년 11월 毛文龍(1576-1629)이 조선의 椵

島(皮島)에 東江鎭을 개설하고 조선의 후원을 받으면서 후금을 배후에서 위협하였

다.7)7)명나라 조정에서는 동강진의 실상을 파악하는 임무도 강왈광에게 맡겼다. 강

왈광은 輶軒紀事의 서두에 자신이 조선 사행에 나서게 된 사정을 기술하였다.

천계 을축년(1625년)에 황태자가 탄생하여 조정 신하를 보내 천하에 경사를 알렸다.

선례에 따르면 해외의 여러 나라 오직 조선만이 중국과 동등하므로 예신이 상주하여

황지를 얻었다. 당시는 요 지역을 잃어 육로가 막힌 지 오래라 조정 신하를 보내지 않
고 예신에게 명을 내리니 원(院)의 우두머리가 원의 여러 공을 모아 오래 의논하였다.

의논이 결정되자 예신이 한림원 편수 강왈광을 정사에 충당하고 공과급사중 왕몽윤이

보좌하게 하자고 다시 상주하였다. “좋다”라고 명하시고 정일품복 일습을 각자에게 하

사하셨다. …… 이에 앞서 조정 신료들이 동강진의 일을 자자하게 말하였고, 마침 간의

왕몽윤이 관리를 보내 시찰해야 한다고 상주하였다. 황상께서는 옳다고 여기시고 바로

우리 두 신하에게 사행 길에 자세히 살피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듣고서 내각에 나가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허약한 재능으로 두 가지 무거운 명령을 받았으

나 회피할 수가 없었다.8)8)

지었다.(石井書院. 在一都浠湖, 大學士姜曰廣建. 著有石井文集語録輶軒紀事皇華集諸書.)”고

하였다.

6) 과강칠사는 그 작자가 진정혜(陳貞慧, 1604-1656)라고도 한다.
7) 鄭炳喆, 2003 明末 遼東 沿海 일대의 海上勢力 , 明淸史硏究 第二十三輯, 143-70면 참조.
8) 天啓乙丑, 皇大子生, 遣廷臣頒慶天下. 故事海外諸國, 獨朝鮮與中國等, 禮臣具題得旨. 時遼亡
陸道梗久, 不遣廷臣, 命下禮臣院長集院中諸公久議, 議決, 禮臣復題以翰林院編修姜曰廣充正

使, 工科給事中王夢尹副之. 詔曰可, 各賜正一品服一襲. …… 先是, 廷臣藉藉言東江事, 會王

諫議疏奏宜差官閱視, 上是之, 卽命頒詔兩臣便道詳閱. 予聞詣閣辭弗獲, 以虛薄兩啣重命, 計不
旋踵矣. 輶軒紀事, 使朝鮮錄(下), 385-6면. 輶軒紀事의 번역은 김한규의 사조선록역
주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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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왈광이 사행에 나선 1626년(인조 4) 전후에 朝鮮, 明, 後金 3국 관계는 이미

激浪의 한가운데에 들어 있었다. 후금의 누르하치는 1618년에 撫順을, 1620년에는

遼東을 점령하였다. 1623년에 조선에서는 仁祖反正이 일어나 光海君이 축출되고

西人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向明排金 노선을 천명하였다. 1626년에는 남하하는 후

금의 병력을 명나라의 장수 袁崇煥(1584-1630)이 寧遠城에서 격퇴하였고, 이 전투

에서 다친 누르하치는 결국 이해 9월에 사망하였다. 1627년에는 후금군이 조선을

침공하여 후금과 조선은 丁卯條約을 맺었다. 이런 일련의 격동은 1636년에 결국

조선이 청에 항복하고, 1644년에 청이 북경에 무혈 입성하여 만주족이 새로운 질

서의 주재자로 등장함으로써 그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3국은 각자 자국의 안

전과 세력 확장을 위해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조선과 명은 이른 바

再造之恩의 수혜자와 시혜자로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명을 침공하는

후금은 조선을 명에서 분리시켜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외교적 군사적 압

박을 전개하였다.

그의 사행 행적에 대해 明史․列傳에서 “중국의 물건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가서 조선의 돈 한 푼 받지 않고 돌아왔다. 조선 사람들이 청렴을 그리는 비를 세

웠다”9)라고9)기록하였다. 강왈광의 맹서는 당시 조선에 출사한 명나라 사신들의 극

악한 행태를 반증한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명은 조공 책봉의 관계 위에 이른

바 ‘재조지은’의 수혜자와 시혜자로서 외교 관계는 심각한 불평등 상태로 빠져 들

었다. 더구나 왕위 계승의 과정이 온당하지 못했던 광해군과 인조는 조선에 출사

한 명나라 사신들의 교활하고도 무도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광해군을

책봉하기 위해 1609년에 조선에 온 명나라의 太監 劉用은 銀 6만 냥을 쓸어갔고,

이후에도 冉登 등 조선에 오는 사신들마다 막대한 양의 은을 요구하여 가져갔

다.10)10)특히 강왈광의 사행 직전인 1625년에 인조의 冊封詔使로 조선에 온 환관 王

敏政과 胡良輔는 은 13만 냥을 긁어 가 나라가 거덜 날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

9) “不攜中國一物往, 不取朝鮮一錢歸, 朝鮮人爲立懷潔之碑.” 권274(淸, 乾隆, 武英殿刻本.)

10) 한명기, 1997 17세기초 明使의 서울 방문 연구 - 姜曰廣의 輶軒紀事를 중심으로 , 서
울학연구 Vol-No.8, 1997.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pp.34-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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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11)이런 상황에서 강왈광은 조선에 출사하여 그 외교적 소임을 다하였고, 조선

사람들이 후일 그를 기리는 비를 세울 정도로 고결한 행적을 조선에 남겼다.

2) 사행의 경과

명 희종의 아들 주자육은 1625년(천계 5) 10월에 태어났으며,12)12)강왈광은 이 사

실을 조선에 알리기 위하여 이듬해 8월까지 해수로는 2년, 달수로는 10개월 동안

1만 8천 리가 넘는 육로와 해로를 왕복하였다.13)13)강왈광 일행은 조선으로 가기 위

해 山東半島에서 출발하는 해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조선과 중국 사이의

바다 ― “東海”는 가을과 겨울에는 바람이 세고 물이 차서 배가 깨지기도 하였지

만, 봄과 여름의 교차기에는 남풍이 불어 바다를 건너기에 좋았다. 강왈광 일행은

사명을 받은 이듬해인 1626년 3월 17일(庚申)14)에14)산동반도의 登州에 집결하였

다.15)15)강왈광은 사행을 준비하고 출항지까지 오는 데 약 다섯 달이 걸렸다.

등주에서 출항 전에 天妃에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며 “오늘의 행

역에 두 신하는 나란히 나아가며, 한 오라기도 가져가지 않고 한 푼도 가져오지

않으리라”16)라고16)맹서하였다. 또한 작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행단에 商賈와 조선

11) 한명기, 위의 논문 참조.

12) “겨울 10월 …… 경자일에 황자가 탄생하였으므로 천하에 사면 조서를 내렸다.(冬十月
…… 庚子, 以皇子生, 詔赦天下.)” 明史․熹宗本紀.

13) 강왈광은 유헌기사의 끝에 “해를 거친 것이 둘이요, 달을 거친 것이 열이며, 거리를 따
지니 일만 팔천여 리이다.(歷歲者再, 歷月者十, 計程者凡一萬八千餘.)”라고 여정을 기록하

였다.

14) 輶軒紀事에는 “丙寅二月庚申”이라고 하였으나 이 해 2월에는 庚申日이 없다. “三月”의
오기로 보인다. 양력 4월 13일.

15) 輶軒紀事에서 출발할 때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조정에서 벼슬하다가 물
러나 바닷가에 사는 이가 와서 바다를 건너려면 봄과 여름 사이 남풍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동해는 가을과 겨울에는 바람이 세고 물이 차서 배가 깨지기도 하기 때문이

다.(朝紳居海上者來危言渡海須春夏交俊風. 蓋以東海秋冬風剛水勁, 至坼舟故也.)” 輶軒紀
事, 使朝鮮錄(下), 386면.

16) “今日之役, 兩臣如手, 一縷往一錢歸者, 有如此.” 위의 책, 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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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 경험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그는 맹서를 실제로 지켜서 인조가 수차례 보

낸 예물을 모두 거절하였다. 鐵山과 安州 등지에서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정박시

키고 將官들에게 배를 떠나 조선의 백성들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말라고 훈계하였

다. 6월 1일(壬申)17)17)肅州에서 자던 날 아침에 출발할 때 將官들이 자신들도 王京

까지 동행하겠다고 청하자 엄하게 꾸짖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漢陽에

가려는 의도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왈광 일행은 4월 28일(庚子)18)에18)출항하여 풍랑을 만나 고생하다가 5월 20일19)19)

椵島(皮島)에 상륙하였다. 6월 13일20)에20)한양에 도착하여 조서를 반포하고, 6월 21

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 사이에 한양의 명승지 몇 곳을 조선의 관료들과 함께 유

람하며 교유하였다. 윤6월 15일21)21)鐵山에 도착하였고, 윤6월 22일 蛇浦에서 출항하

여 7월 12일22)22)등주에 도착하였다. 7월 22일 등주를 떠나 8월 22일23)23)북경에 도착

하였고, 23일에 복명하였다.

3. 姜曰廣의 使行 文學

1) 강왈광 사행 문학의 전모

강왈광이 조선 사행에서 남긴 시와 문장은 (丙寅)皇華集과 輶軒紀事에 실
려 있다. (병인)황화집은 강왈광과 왕몽윤의 시와 이에 수창한 조선 관료 문인
의 시가를 실었고, 輶軒紀事는 강왈광이 사행의 왕복 여정에서 듣고 본 일과 소

17) 양력 6월 24일.

18) 양력 5월 23일. 날짜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19) 양력 6월 13일.

20) 양력 7월 6일.

21) 양력 8월 6일.

22) 양력 9월 2일.

23) 양력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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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기록한 일기체 문장이다. 따라서 이 두 문헌을 함께 고찰해야 강왈광이 사행

기간에 지은 문학 작품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황화집에 실린 그의 시
가와 輶軒紀事의 일기체 기록을 대조해 보아야 그가 사행의 여정에서 품었던

현실 인식과 그 문학적 표현을 더욱 정확하게 고찰할 수 있다.

輶軒紀事에는 舒曰敬(1558-1636)이 1628년에 지은 序 가 들어 있다. 서왈경

은 字가 元直이며, 역시 江西 南昌 사람이다. 萬曆 20년(1592年)에 進士가 되었으

며, 知縣과 教授 등을 역임하였다. 벼슬을 버리고 귀가하여 40여 년을 白鹿洞書院,

滕王閣, 杏花樓 등지에서 講學하여 당시 많은 관료와 문인을 배출함으로써 강서

학계와 문단의 거두로 추앙 받았다. 서 에 따르면 강왈광이 조선 사행을 마친 뒤

1627년 魏忠賢의 공격을 받아 官籍을 빼앗기고 귀향하여 서왈경에게 원고를 보여

주고 서문을 청하였다고 하였다. 이때에는 이미 輶軒紀事가 완성되어 있었던 것
이다. 청대에 黃虞稷(1626-1692)이 편찬한 千頃堂書目의 卷八地理類下 에 “姜

曰廣輶軒紀事一卷又皇華集三卷”이라고 輶軒紀事를 저록하였다.24)24)또 천경당서
목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徐乾學(1631-1694)25)의25)傳是樓書目에도 저록되었
다. 따라서 輶軒紀事는 서왈경이 서문을 쓴 1628년 이후에 간행되었음이 틀림없
다. 그러나 이 판본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청말에 陶福履(1853-1911)26)가26)편집하

여 1895년(光緒 21)에 간행한 《豫章叢書》에 수록된 판본이 이후 몇 차례 다시 影

印 출판되었다.27)27)

강왈광은 조선으로 출사할 때 山東 登州의 蓬萊閣에 올라 지은 봉래각에 올라

[登蓬萊閣] 부터 조선 땅을 떠나면서 수행한 조선의 역관들에게 써 준 사역 장예

충에게 이별하며 주다[別贈張司譯禮忠] 와 박인후, 최상립, 임대정 세 사역에게

24) 萬斯同의 明史 卷134 藝文志에도 동일하게 저록하였다. DB 中國基本古籍庫.
25) 자는 原一, 호는 健庵이고, 江蘇 崑山 사람이다.

26) 자는 稚箕이며, 江西 新建 사람이다.

27) 1935년부터 1938년 사이에 王雲五가 편집한 叢書集成初編의 史地類 第3240冊에 수록되
었고, 2003년 北京圖書館出版社에서 출판한 使朝鮮錄(全2冊)에 예장총서본이 영인
수록되었다. 張軍山, 拜根興. 2015 明朝與朝鮮間的宗藩禮儀外交——以明末姜曰廣《輶軒紀

事》爲中心 의 주3 참조. 東北史地, 2015年02期,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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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이별하다[贈別朴仁厚崔上立林大貞三司譯] 까지 시 40 수를 지었다.

조선에서는 그와 왕몽윤이 조선 사행에서 지은 시문과 조선 관료 문인들이 수

창한 작품을 모아 1626년 8월에 (丙寅)皇華集을 간행하여 그해 冬至使 편에 10
件을 전달하였다. 강왈광을 맞이한 조선의 관료는 遠接使 및 伴送使로서 吏曹判書

金瑬(1571-1648), 館伴 禮曹判書 李廷龜(1564-1635) 등이었다. (丙寅)皇華集에
酬唱作을 실은 조선측 관료는 다음과 같다.

遠接使 伴送使 이조판서 金瑬

從事官 副應敎 鄭百昌, 吏曹正郞 鄭弘溟, 副修撰 李昭漢

平安監司 尹暄
館伴 예조판서 李廷龜

申欽 吳允謙 金藎國 李弘冑 鄭經世 趙希逸 張維 金尙憲

강왈광 일행이 開城에 도착하자 趙希逸이 나가서 영접하였다. 한양에서는 관반

이정귀 등이 그들을 영접하였다. 강왈광과 왕몽윤은 자신들이 연도에서 지은 시를

迎接都監에 주고 조선 관료의 酬唱을 요구하였다. 원접사와 관반 등 조선의 대응

관료들은 두 사신의 시에 차운하였다.28)28)이해 7월에 정사 부사의 시문과 조선 관

료의 수증 작품을 모아 訓鍊都監 木活字로 (丙寅)皇華集을 간행하고, 冬至聖節
使 편으로 10件을 전달하였다. (丙寅)皇華集은 전 4권 3책이며, 규장각에 완질 4
부와 권2가 빠진 결질 1 부가 소장되어 있다. (丙寅)皇華集에 실린 정사 강왈광
의 시문과 그에 수창한 조선 관료의 작품은 아래와 같다.

登蓬萊閣 七律

渡海之一 七律 金瑬 次渡海韻

渡海之二 七律

林畔道中 七律 金瑬 次林畔道中韻
齊山亭 五排 金瑬 次齊山亭六韻

安興道上 七律 金瑬 次安興道上韻

28) 한국고전번역원,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4년 병인(1626, 천계 6), 6월 18일(기축)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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箕子墓 七律 金瑬 次韻

平壤弔古戲效李長吉體 金瑬 次韻(李植 대작)

弔箕子賦 金瑬 弔箕子賦次韻(張維 대작)

生陽館喜雨 五律 金瑬 次韻

登太虛樓 七律 金瑬 次韻

發洞仙館過鳳山 七律 金瑬 次韻
登浮碧樓 七律 金瑬 次韻

宿開城府 七律 金瑬 次韻

碧蹄道中偶成書似金北渚太宰 七律 金瑬 次韻

至王京卽事兼似金太宰 七律 李廷龜 次韻 金瑬

頒詔禮成二首 七律 李廷龜 次韻229) 金瑬 次韻229)

山雨樓 七律 李廷龜 次韻 金瑬 次韻
恭謁聖廟有紀 七律 李廷龜 次韻 金瑬 次韻 吳允謙 李弘冑

鄭光績 金德諴

登漢江亭 五律 申欽 李廷龜 金瑬 吳允謙 金藎國 李弘

冑 鄭經世 趙希逸 張維 金尙憲

遊漢江二首 五律 申欽2 李廷龜2 金瑬2 吳允謙2 金藎國2

李弘冑2 鄭經世2 趙希逸2 張維2 金尙憲2
登漢江亭 七律 申欽 李廷龜 金瑬 金藎國 李弘冑 鄭經

世 趙希逸 張維 金尙憲

山雨樓紀懷 七律 李廷龜 金瑬

遊楊花渡 七律 申欽 李廷龜 金瑬 吳允謙 金藎國 李弘

冑 鄭經世 趙希逸 張維 金尙憲

月夜坐皆春亭 五排 李廷龜 金瑬
登蠶頭峯有感倂似同遊諸君子 七律 申欽 李廷龜 金瑬 吳允謙 金藎國 李弘冑 鄭經世

趙希逸 張維 金尙憲

別李月沙詞丈 五古 李廷龜

不佞之行辱李月沙贈言甚富 予理嚴卒卒寂廖而已未盡離懷復成口號 五絶1 七絶2

李廷龜

寄別碧蹄陪宴議政等列丈 七律 申欽
抵平壤寄別李月沙契丈 七律 李廷龜2

玉溜泉 五律 金瑬

小泉有盤松數株予仾佪其下幾不能去樂而咏之 五排 金瑬

29) 수자는 작품 편수를 나타내며, 수자가 없는 것은 1편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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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抵安州金北渚太宰留飮百祥樓卽席賦此爲謝 七律 金瑬

鐵山筵次奉別金北渚太宰丈 五古 金瑬

宴蛇浦奉別金太宰尹觀察二丈 七律 金瑬

別贈張司譯禮忠 五古

贈別朴仁厚崔上立林大貞三司譯 七古

祭海神文
李月沙詩序

書權氏寶翰承恩錄後

國王前揭帖

國王前再揭

與伴送使書 金瑬 回帖

寄館伴李月沙書
國王前揭帖

恩波亭記

(丙寅)皇華集에 실린 강왈광의 작품은 詩 36題 40首, 賦 1篇, 散文 9편 등 총
50편이다. 시는 다시 五言古詩 3수, 五言絶句 1수, 五言律詩 5수, 五言排律 2수, 七

言古詩 2수, 七言絶句 1수, 七言律詩 26수이다. 산문은 仁祖에게 올린 揭帖이 3편,

원접사 김류와 관반 이정귀에게 쓴 편지, 이정귀의 詩稿에 부친 서문, 김류에게 써

준 恩波亭記 등이 있다. 등주에서 출항할 때 해신에게 안전을 기원한 제문도 있

다. 강왈광의 석정산방문집 등이 전하지 않으므로30)30)(丙寅)皇華集은 그의 면
모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丙寅)皇華集에 시문을 실은 조선의 관료는 金瑬, 申欽, 李廷龜, 吳允謙, 金藎
國, 李弘冑, 鄭經世, 趙希逸, 張維, 金尙憲, 鄭光績, 金德諴, 李昭漢 등이다. 김류의

차운시 가운데 澤堂 李植이 대작한 작품도 있다. 弔箕子賦 에는 張維가 김류를

대신하여 차운작을 지었다. 이들이 정사 강왈광에게 주거나 차운한 시는 김류 29

제 31수, 이정귀 14제 19수, 신흠 5제 7수, 오윤겸 5제 6수, 이홍주 6제 7수, 김신

국 5제 6수, 정경세 5제 6수, 조희일 5제 6수, 장유 6제 6수, 김상헌 5제 6수, 정광

적 1제 1수, 김덕함 1제 1수, 이소한 1제 3수 등105수가 있다.31)31)

30) 王秀婷, 2011 滕王閣的文化及其與文人關系考述 ,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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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왈광 使行詩의 내용

시인 강왈광의 뇌리에는 외교 사절의 사명감과 산천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감정

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 강왈광이 사행 여정에서 지은 시에는 외교 사절로서

의 사명감과 그의 고결한 인품이 들어 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여정을 거치면

서 나라의 운명과 그 운명을 헤쳐갈 방도를 고뇌하였으며, 조선의 자연과 인물을

대하여 솔직하게 성정을 토로하였다. 皇子의 탄생을 알리는 詔使로서 중화를 전파

한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후금의 남하에 대한 위기를 끊임없이 느끼고 있었다.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조선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그의 눈에는

조선의 산천과 인물이 비범치 않게 비쳤다. 이런 생각을 그는 시에서 솔직하게 표

현하였다. 또한 그의 시에는 낯선 산천과 낯선 인물을 대하는 솔직하고 진정어린

視線이 들어 있다. 그 자신이 원래 自然과 眞情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음이 시에서

드러난다. 물론 이 두 경향은 때로는 각각 선명히 드러나지만 때로는 겹쳐서 하나

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제 그의 시를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한다.

(1) 使臣의 사명감

강왈광의 머리속에는 사행 내내 사신의 책무에서 나오는 상반된 두 가지 意識

이 頡頏하고 있었다. 하나는 이른 바 ‘天使’로서 華夷의 질서를 다지면서 中華를

藩邦에 전파한다는 긍지이고, 맞은편의 하나는 이미 요동을 차지하고 남하하는 後

金에 대한 위기의식이었다.

우선 그는 평소 품었던 遠方에 대한 동경이 사행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음을 기

뻐하고, 사명에 대한 긍지를 표현하였다. 사행의 첫 작품, 출항하기 전에 등주의

蓬萊閣에 올라 지은 봉래각에 올라서[登蓬萊閣] 에는 여행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드러난다.32)32)

31) 이밖에 (丙寅)皇華集이 간행된 다음 李晬光이 차운한 시가 몇 수 있다.
32) 이하 강왈광의 시는 모두 (丙寅)皇華集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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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봉래각을 부러워만 하다가 平生浪羨蓬萊閣

오늘에사 정말 머나먼 만유를 이루었네 今日眞成汗漫遊

…… ……

신선은 원래 나그네를 좋아하니 自是神仙能好客

속인을 단구로 데려 간다네 倂將俗子到丹丘

봉래각은 신선의 전설이 얽혀 있으니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이제 그 곳에 왔고,

다시 바다 건너 조선으로 갈 참이다. 더구나 황자의 탄생이라는 경사를 藩邦에 알

리러 가는 길이니 절로 기쁘고 뻐길 만도 하다. 바다를 건너면서 제1[渡海之一]

에서 “서생에게 장한 뜻 이루시라 허락하셨으니 북두성 견우성 사이로 가로지르는

뗏목을 보노라”33)라고33)읊었다. 조선에 상륙하여 宣川 林畔으로 가는 길에 지은 임

반 도중(林畔道中) 에서는 ‘천사(天使)’로서의 긍지가 뚜렷하다.

옥절 지니고 멀리서 온 중국 사신, 玉節遙臨漢使臣
환호하며 길을 메운 조선 백성. 歡呼夾道擁鮮民

몸은 일월에 기대 造化를 전하고, 身依日月傳元化

손은 바다를 당겨 나그네 먼지를 씻는다. 手挽滄溟濯客塵

일만 골짜기 바람 돌아 꽃 향기 어지럽고 萬谷風廻花氣亂

일천 산에 구름 사라져 서광이 새롭다. 千山雲去曙光新

기자의 명운 승평한 기색 보니 卽看箕籙昇平色
황제가 중천에 계셔 사해가 봄이로다 皇極中天四海春

‘일월’로 표상되는 중화의 광명이 조선 산하에 ‘꽃 향기[花氣]’를 뿌리고 ‘서광

(曙光)’을 비춘다. 화이의 구도 안에서 ‘華’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긍지이다. 이런

긍지는 잠시 현실을 벗어나 중화의 당연한 위세를 내세운다. 한강정에 올라[登漢

江亭] 시의 제3, 4연에서 중화의 全盛을 노래한다.

구름 타고 씩씩한 마음을 품고서 凌烟懷壯志

술잔 잡아 영웅을 논한다. 把酒論英雄

33) 已許書生成壯志, 坐看牛斗一槎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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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덕이 바야흐로 왕성하니 漢德威方盛

굳이 大風歌 부르지 않네. 無煩咏大風

劉邦의 대풍가 를 부를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당시 명나라는 동북방을 지킬

맹사가 절실히 필요하였으니 마지막 구는 간절한 바람의 逆說로 읽힌다. 이렇듯

중화와 그를 전파하는 천사로서의 긍지의 이면에는 동북방 후금의 침략에 대한 위

기의식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바다를 건너오며 육지를 차지한 후금의 위

협을 감지하였다. 바다를 건너면서 제2[渡海之一] 의 마지막 연에서 그 위기의식

을 토로하였다.

신기루 돌아보니 요기가 얽혔구나, 顧瞻蜃市纏妖氣

뒤에서 부는 서풍이 패도를 울린다. 肘後西風響佩刀

이 ‘요기’에 대한 우려는 사행 내내 그를 짓눌렀다. 한양에 들어와 南別館에 머

무르는 동안 지은 시에서도 위와 같은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산우루(山雨樓)

시의 尾聯은 다음과 같다.

올라서 눈 닿는 데까지 바라보니 어디가 한스러운가, 極目登臨何所恨

장한 뜻 때때로 다시 칼을 어루만진다. 壯懷時復攬吳鈎

이런 위기의식은 그의 뇌리에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다. 즐거운 연회 자리에

서 조선의 아름다운 산수에 취해서도 후금에게 강산을 빼앗긴 현실을 떨쳐버릴 수

가 없다. 6월 19일(庚寅) 蠶頭峯 아래서 뱃놀이를 하는 중에 한탄한다.

이윽고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산 그림자도 모두 떨어져 강 가운데 이 산 저 산이

함께 움직인다. 나는 자세히 흘겨보다가 아연실소하며 말하였다. “너희들도 풍랑에 빠

졌구나. 원통하다, 원통해.”34)34)

34) 已而夕陽西下, 山影盡落, 江中山山俱動. 予細睨啞然失笑曰, 爾等亦入風波中耶. 寃矣寃矣. 輶
軒紀事. 使朝鮮錄(下),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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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에 빠진 산 그림자에서도 나라의 명운을 연상하였으니 후금에 대한 위기의

식은 그의 온 가슴과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후금이 조선을 침공하여 자신의 귀국 길을 막을 경우에 대비한 방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후금의 침공에 공동으로 대비하자고 조선 관료를 설득한다. 6월

16일(丁亥)35)35)濟川亭에서 조선 관료들과 나눈 대화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강 위에 상선과 조운선이 연이어 왕래하며 돛이 나는 듯이 빠르다. 내가 물었다.

“이 물은 안주에 다다릅니까?” 모두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때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또 물었다. “함께 놀러 오신 여러 군자들께서는 즐거우시오?” 대답하였

다. “즐겁습니다.” 나는 말하였다. “한스럽소이다. 오랑캐가 아직 복죄하지 않았기 때문

이오.” 듣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낯빛을 고쳤다.36)36)

한강의 뱃길이 서해를 거쳐 安州와 통하는 줄 이미 알고서 조선 관료들에게서

다시 확인하였다. 강왈광은 안주성 아래에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정박시켜 놓았

다. 그는 귀국하면서 윤6월 1일(辛丑)37)에37)中和에 이르러 백여 리 떨어진 곳에 오

랑캐가 국경을 압박한다는 소식을 듣고 종자들이 공포에 질리자 이렇게 말하였다.

…… 너희들은 내가 전에 한강에서 강물 뱃길이 안주와 통하느냐고 물은 뜻을 기억
하지 못하느냐? 오늘이 있을까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강에서 겨우 3,4리 떨어졌

으니 사태가 급하면 바로 몸을 가벼이 하여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요동의 배가

가까이 있어야만 한다.38)38)

35) 인조실록에 6월 16일(정해)에 제천정을 유람하였다고 하였다. 輶軒紀事에는 날짜를
“기축”(18일)이라고 하였고, 누정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東國第一山川”이라는 편액

이 있다고 하였다. “東國第一山川”은 “東國第一江山”이며, 따라서 이 누정은 제천정이다.

輶軒紀事에는 날짜의 약간의 착오가 보인다. 이 날 강왈광을 배행한 鄭經世의 愚伏先
生別集권6 附錄 年譜에도 “6월 …… 16일 정해일에 조사를 배행하는 재신으로서 한강

에서 뱃놀이를 하였다[丁亥, 以陪遊宰臣汎漢江.]”라고 하였다. 양력 7월 9일.

36) 江上賈船漕艘往來絡繹, 布帆冉冉如飛. 予問, 此水達安州耶. 僉對曰, 然. 時已心識之. 又問,

從遊諸君樂乎. 曰, 樂. 余曰, 恨, 虜未伏辜耳. 聞者造然改容. 輶軒紀事, 使朝鮮錄(下),
436면.

37) 양력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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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조선에 사행하는 동안 후금이 조선을 침공하여 鐵山까지 가는 육로가

막히면 한강에서 뱃길로 안주까지 갈 요량이었음에 틀림없다. 안주에서 배를 타면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毛文龍의 호위를 받아 귀국한다는 대비책을 세웠던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은 당연히 후금의 공격에 조선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선 관료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19일39)39)잠두봉을 유람하며

지은 시로 보이는 잠두봉에 올라 느낌이 있어 짓고 함께 유람한 여러 군자들에게

드리다[登蠶頭峯有感倂似同遊諸君子] 에서 후금에 대한 공동 대비를 거론하였다.

층층 절벽 아득히 하늘 위로 솟아서 層崖壁立恍凌虛

막을 치고 올라 사방을 두루 바라본다. 張幙登臨四望舒

북경 대궐에 오색 구름 기상이 높고 燕闕五雲高氣象

왕자의 판도 만 리에 제도는 하나로다. 王圖萬里共車書

한 원수를 두고 요동의 白豕로 자처하지 않을 터, 同仇未許遼東豕

나라 일 맡김에 대해의 물고기를 어이 잊겠소. 託國寧忘大海魚
담판에서 적을 제압할 묘책이 많으리니 樽俎折衝饒妙算

오랑캐 독기를 어이하면 질풍으로 날려버리겠소. 奴氛何以迅風除

‘同仇’는 ‘함께 유람하는 여러 군자[同遊諸君子]’를 가리키니 명과 조선에게 후금

은 같은 원수임을 강조한다. 이 자리에는 우의정 申欽과 李廷龜, 金瑬 등이 참여하

여 차운하였다. 요동의 흰 돼지는 井底之蛙처럼 견문이 좁고 지식이 천박한 사람

을 말한다. 잠두봉에 오른 조선의 관료들은 자신을 절대 凡人으로는 자처하지 않

을 능력이 출중한 재사들이다. 강왈광은 이들에게 원수 후금을 준조 간에 담판으

로 제압할 방안을 묻고 있다.

후금이 요동과 동북방을 차지한 현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 공동으로 방비하자

는 의견도 토로한다. 벽제에서 연회에 참석한 의정 등 여러 어른께 바쳐 이별하

다[寄別碧蹄陪宴議政等列丈] 시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한다.

38) 且爾不記予前遊漢江, 問江水通道安州意耶. 慮有今日爾. 此去江僅三四里, 事急便可輕身入海,

但須近有遼船也. 輶軒紀事, 使朝鮮錄(下), 440-1면.
39) 양력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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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의 반은 아득히 떨어져버렸고, 扶餘半是雲爲樹

한해는 참으로 외딴 곳이 되었습니다. 瀚海眞成一水方

이제 헤어지며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此別願言俱努力

오랑캐 쇠퇴하여 벌써 하늘이 망칠 징조 있으니. 胡衰頃已兆天亡

옛 부여의 영역과 북방 지역은 이미 후금이 차지하였거나 후금에 막혀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늘이 오랑캐를 망칠 징조란 1626년 1월 寧遠에서 袁崇煥(1584-

1630)이 이끄는 명군이 누르하치[努爾哈赤]의 후금군을 물리친 寧遠大捷을 가리킨

다. 당시 명과 후금의 공방은 조선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인조는 강왈광

이 한양에 도착한 6월 13일 밤에 사행단의 숙소 南別宮을 직접 방문하여 주연을

베풀고 영원대첩을 확인하였다.40)40)영원대첩은 1618년 명나라가 후금의 공격을 받

기 시작해 撫順을 잃은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거둔 대승이었다. 강왈광은 이 승

리를 하늘이 내린 길조로 보아 조선의 공동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명과 주변 국가가 맺은 책봉-조공 관계에서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중시 받

는 나라였다. 이 점은 강왈광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은 箕子의 후예로서

중국과는 연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연히 중화의 문명을 보유한 나라로 인

식하였다. 나아가 그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조선에 대해 좀더 특별한 시

각을 가졌다. 조선의 산수자연에 매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都城의 규모와 뛰어난

인물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6월 13일, 國門을 들어와 도성의 인물과 경관을 보고 대국의 풍모를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나는 걸어서 국문을 들어와 그 인물과 궁실을 보니 우아하고 웅장하며, 백악에는 용

이 서렸고, 한강은 하늘이 내린 해자이니 대국의 풍모가 넘실거렸다.41)41)

40) 한국고전번역원, 조선왕조실록, 인조 4년 병인 (1626, 천계6) 6월 13일(갑신).
41) 予乃行入國門, 見其人物宮室都雅偉麗, 白嶽龍蟠, 漢江天塹, 洋洋乎大國風矣.輶軒紀事, 使

朝鮮錄(下), 4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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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한양의 자연 조건과 그 위에 건설한 도시의 규모, 그 속에 거주하는 인물

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지만, 그의 조선에 대한

인상은 그리 과장은 아니라고 보인다. 제천정에 올라 지은 한강의 정자에 올라

[登漢江亭] 에서도 경물과 인물에 대해 의례적이긴 하지만 솔직한 느낌을 표현하

였다.

높은 봉우리 물가에 짙푸르고, 嶔岑水際鬱菁蔥

만 리 구름 낀 산을 돌아보며 가리킨다. 萬里雲山指顧中

제방 버들에서 꽃 날리며 제비 참새 울고 堤柳吹花喧燕雀

때때로 강에 비 뿌려 어룡이 뛴다. 時江散雨立魚龍

서산의 상쾌한 기운은 장안의 태양이요, 西山爽氣長安日

동해의 웅걸한 인재들은 대국의 풍모로다. 東海雄才大國風
사신 와서 좋은 시가 없으니 부끄러워라, 持節愧無司馬賦

높은 곳에 올라 여러분들께 무엇으로 답하리까. 登高何以答群公

조선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조선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 즉 명과 후

금, 그리고 조선의 관계에서 조선을 계속 중국의 번방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강왈광이 귀국하면서 7월 10일(庚辰)42)42)廟島에 도착하

였고, 다음날 海防將官이 후금의 군비에 대해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다음날 해방장관 가운데 내게 묻는 자가 있었다. “논자들이 오랑캐가 기마의 장기를

버리지 않고, 수전을 익힌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내가 말하였다. “나도 줄곧 그렇

게 생각했으나 근래에 그렇지 않음을 알았소. 중국은 남으로는 왜와 이웃하고 북으로

는 오랑캐와 이웃하여 겨우 조선 한 나라만 방패가 되고 있소. 조선 사람들은 파도를
타고 배를 몰아 질풍처럼 빠르니 만일 딴마음을 품고 오랑캐에게 복속하면 한 장령에

게만 명령해 침입해도 우리의 회안 양주 청주 등주는 편안한 곳이 없을 것이오.”43)43)

42) 양력 8월 31일.

43) 越日, 海防將官見有問予者曰, 論者謂虜不舍鞍馬長技而事舟楫, 然乎. 曰, 予向亦爲是說, 比

來知不爾. 中國南隣倭北隣虜, 僅一朝鮮扞蔽. 鮮人乘汎走舸, 疾如風雨, 萬一生心爲虜用命,
但命一將令之來侵, 則我淮揚靑登盡無寧宇矣.輶軒紀事, 使朝鮮錄(下), 453면. ‘北’ 자는
輶軒紀事에 ‘比’ 자로 되어 있으나 잘못임이 분명하므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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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虜南倭에 내내 시달리던 명나라에게 조선은 유일한 우방이었다고 할 수 있다.

淮安과 揚州는 長江 하류와 그 아래의 沿海 지역이고, 靑州와 登州는 산동반도 지

역이다. 동북방 요동 지역은 이미 후금에게 빼앗겼고, 왜구가 자주 침략하던 동남

연해지역도 바다를 건너는 수군을 보유한 세력에게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 강

왈광은 이전 金 나라의 海陵王 完顔亮이 남송의 浙江을 수군으로 침공하다가 실패

한 사실을 거론하였다. 여진족이 이미 수군을 이용한 적이 있으니 당연히 경계해

야 한다는 뜻이다. 강왈광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조선 水軍의 역량을 잘 파악

하고 있었던 듯하다. 혹 조선이 후금에 복속하고, 후금이 조선의 수군을 이용하여

중국의 연해 지역을 침공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조선은 箕子 이래로 중화

를 받아들여 문명을 이룩하였으며, 그 산천과 인물도 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런 대국 조선은 길이 중국의 번방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강왈광은

조선 기행을 다음과 같이 매듭짓는다.

사씨는 말하노라. “나는 해외를 다니고서야 천하가 작은 줄 알았다. 우리나라가 유

독 조선을 후대하니 그 뜻이 심원하도다.”44)44)

명나라의 영속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조선을 영원한 우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강왈광의 구도와는 달리 조선은 바로 다음해 후금과도 외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조선과 명 관계의 심원한 방침이었다.

(2) 自然 애호와 眞情의 토로

강왈광은 자연을 애호하고 진정을 토로하는 성품을 가진 시인이었다. 椵島에서

한양을 왕래하는 여정에서 조선의 산천경개에 대해 자주 찬탄하였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애호하고, 인위적인 수식이나 가공은 꺼린 사람으로 보인다. 조선

땅을 오가며 곳곳의 절경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고 찬탄하였다.

44) 史氏曰, 吾行海外而乃知天下小也. 我國家獨厚朝鮮, 意深遠矣. 輶軒紀事, 使朝鮮錄(下),
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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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壬午), 開城 蔥秀山에 이르렀을 때는 지방관이 칙사를 맞이하느라 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였던 듯하다.

문득 산 사이에서 갈잎피리 소리가 들려 올려보니 무성한 가지 사이로 한 사람이

구부려 앉아 있었다. 나무 끝에서 휘파람을 부는 원숭이 같았다. 한 번 웃고는 가라고

명하였다. “산간의 샘물소리, 솔바람소리, 새소리가 천뢰와 다름없거늘 관악기를 섞는
다면 이는 꽃 아래 향을 사르고 차에 과일을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45)45)

강왈광의 눈에 산수자연은 원래 그대로의 상태가 가장 아름답다. 여기에 인위를

더하기는 부질없는 짓이다. 강왈광 자신은 원래 산수자연에 은거하려는 초탈적 지

향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인다. 6월 16일 한강 濟川亭에서 바라본 산수와 그 산수

에 묻힌 인가에 대해 그는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제천정에 올랐다가 한강에서 배

를 띄워 놀면서 그 풍광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윽고 배를 띄웠다. 배는 만듦새가 아름답고 넓어 물 위에 뜬 집 같다. 옆에 성대

한 잔치를 벌였다. 맑은 바람이 슬슬 부니 비단줄을 천천히 당긴다. 멀리 물 끝을 바라
보니 빛이 부서져 쌓이며, 강을 따라 모옥이 늘었고, 성긴 울타리가 숨었다 보였다 한

다. 뽕나무와 대나무가 가린 사이로 강빛이 새 나오고, 숲이 연이었다. 이내가 자욱하

고 희미하게 덮혔다. 바로 李營邱의 아름다운 그림이다.46)46)

李營邱는 五代末 北宋初의 화가 李成(919-967)이다. 이성은 산수화를 잘 그렸으

며, 關仝, 范寬과 병칭된다. 강왈광은 江西 南昌 사람이다. 남창도 산수가 아름다운

곳이지만 강물을 볼 수 없는 북경에서 관료로 지냈으니 한강의 풍광에 반하지 않

을 수 없었을 터이다.

45) 忽聞山際笳管聲, 仰視之則薈蔽中跼蹐一人, 如猿之嘯木末也. 爲發一笑, 予命去之, 曰, 山間

聽泉惟松風鳥語, 差合天籟, 若雜以管簫, 此與花下焚香, 茶中着果何異. 輶軒紀事, 使朝鮮
錄(下), 418면.

46) 已而泛舟, 舟制麗敞若浮屋, 旁列華筵. 淸風微動, 錦纜徐牽. 遙望水際, 績雜光碎, 沿江茅屋,
疏籬隱映, 桑柘竹樹, 靑翠虧蔽, 透漏江光, 綴以林端, 嵐氣罨靄霏微, 大是李營邱佳畵. 輶軒
紀事. 使朝鮮錄(下), 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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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사절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한결 가벼운 심사였던 듯하

다. 돌아가다가 小泉에서 지은 시에 자신의 심사를 표현하여 제목을 길게 붙였다.

소천에 반송 몇 그루가 있어 나는 그 아래를 배회하며 거의 떠날 수가 없었으므

로 즐거워서 읊다[小泉有盤松數株予仾佪其下幾不能去樂而咏之] 라는 시제는 그의
성품을 잘 보여 준다. 6월 27일 鳳山으로 가면서 小平을 지날 때 상쾌한 송림에서

잠시 머물렀다. 이 상황을 그는 輶軒紀事에 짧지만 인상적으로 서술하였다.

무술일, 소평을 지나 봉산에서 잤다. 소평 평강이 넓고 평평하였다. 위에 장송이 일

만 그루가 빽빽이 늘어서 서로 교차하며 장막을 이루었다. 녹음이 드리우고 맑은 바람

을 씽씽 끌어와 시원하였다. 구불구불한 가지와 줄기가 더욱 기묘하여 사람을 덮친다.
내가 그 아래를 배회하니 원접사가 천막을 치라고 급히 외친다.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땅이 마련해 놓고 손을 기다린 지가 오래 되었소.”47)47)

천연 그대로의 산수를 애호하는 고결한 성품이 조선 사행에서 임무를 철저한

수행하고, 타국의 백성이 송덕비를 세우기까지 한 바탕이었다. 나아가 멸망한 왕조

를 되살리려 노력하다가 실패하자 깨끗이 삶을 종결한 충렬은 이런 성품에서 나왔

음에 틀림없다.

원접사 및 반송사로서 두 달 가까이 동행했던 김류, 한양에서는 관반을 맡았던

이정귀와는 사행 내내 시문을 주고받았다. 한양에 머물며 정자에 오르고 한강에

배를 띄워 놀면서 조선의 관료들과 시를 지어 교유하였다. 외교 임무를 수행할 때

는 철저하게 華夷의 禮法을 관철시켰지만, 조선 문인들과 교유가 깊어지면서 진정

을 토로하였다. 화이의 구분을 떠난 인간적 교유에 대한 자각과 인재를 발견한 기

쁨도 시에서 표현하였다. 산우루에서 뜻을 적다[山雨樓紀懷] 시에서 “고명한 벗

들이 자리에 이 때 가득하니 돌아갈 생각을 잠시 술잔에 부치네”48)라고48)읊었다.

47) 戊戌, 過小平宿鳳山. 小平平岡寬衍, 上有長松, 森列萬株, 交互成帷, 綠陰葳蕤, 引淸吹謖謖生

涼, 虬枝髥幹更奇矯逼人. 予低回其下, 遠接使亟呼張幕. 予語之曰, 此自然者, 地設以待客久

矣. 輶軒紀事,使朝鮮錄(下), 440면.
48) 爲喜高朋時滿座, 暫將歸思付樽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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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 나루에서는 조선의 인물을 만난 기쁨에 후금에 대한 우려도 잠시 잊을 수 있

었다. 양화 나루에서 놀며[遊楊花渡] 의 제3,4련에서 해외의 知己를 만난 기쁨을

표현하였다.

멀리 하늘 끝이 의심스러워 자주 칼을 뽑고, 遙疑天盡頻發劍

산 이름 자세히 물으며 자주 술잔을 든다. 細問山名數擧觥

바다 밖에도 지기가 있으니 海外亦存知己侶

만나서 종일토록 담소하며 흠모하네. 相逢盡日笑談傾

특히 이정귀에 대해서는 진지한 우의를 표하고, 그와의 만남을 조선 사행의 큰

소득으로 여겼다. 돌아가는 길에 평양에서 이정귀에게 부친 평양에 닿아 이월사

어른께 기별하다[抵平壤寄別李月沙契丈]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바다 학이 고아한 자태를 아름다운 잔치에 비추네, 海鶴高姿映綺筵

문채를 다시 보니 훤하고도 훤하다. 更看文采雋翩翩

일대에 웅장한 이름 화악과 나란하고, 雄名一代齊華岳

천추에 큰 일은 적선을 일으키네. 大業千秋起謫仙

예부터 남주 사람 나그네 되었다가 自昔南州人作客
이제 동국에 와서 현인 계시다 말하네. 到今東國道存賢

그대와 헤어져 그리는 마음 끝이 없고, 別君不盡惓懷意

돌아가 새 시를 자세히 전하리라. 歸把新詩仔細傳

月沙는 강왈광보다 연배가 20년이 높다. 그는 월사를 또 “詞丈”이라고도 불러( 이

월사 사장과 이별하다[別李月沙詞丈] ) 월사의 문학을 인정하였다. 월사의 문학은

‘화악’이나 ‘적선’에 비겨도 무리가 없다는 평은 과장이 아니다. 월사의 시집에 서

문 월사집서(月沙集序) 를 썼다. 월사의 시를 중국에 잘 전하겠다는 말은 그의

진심이었다. 월사는 강왈광과 작별할 때 증별시 정사 대인 태대하에 받들어 이별

하다[奉別正使大人台臺下] 3수를 지었고, 그 중 제3수에서 熊化(1576-1649)의 안

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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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 청강의 노인께 말씀 전해 주시길, 慇懃寄語淸江老

백발의 몸 그리움 속에서 또 십 년을 보냈다고. 白髮相思又十年49)49)

웅화는 1609년 광해군 책봉사의 副使로 한양에 왔으며, 이 때 館伴이 이정귀였

다. 또한 이정귀가 1616년 奏請使로 북경에 갔을 때 웅화와 만나 교류하였다.50)50)

이정귀는 강왈광에게 시로써 웅화의 안부를 물었고, 강왈광은 귀국 후 이 시를 웅

화에게 전달했음에 틀림없다. 위 시구는 秦鏞(1597-1661)이 편찬한 淸江縣志51)51)

등 중국의 여러 문헌에 실려 있어 강왈광이 귀국 후 이 시를 웅화 등 중국의 인사

들에게 전파하였음을 증명한다.52)52)

교유에 대한 그의 진정은 역관들에게 증별시를 써 준 데서도 보인다. 사역(司

譯) 장예충(張禮忠)에게 1수, 박인후(朴仁厚), 최상립(崔上立), 임대정(林大貞)에

게 공동으로 증별시를 1수를 지어 이별하였다. 사역 장예충에게 이별하며 주다

[別贈張司譯禮忠] 시는 아래와 같다.

친우와 여기서 헤어지니 親好從玆絶

눈물을 금할 수 없구나. 涕淚不能禁

아무 선물도 주지 못해 부끄러우니 愧無雜佩贈

시로써 금을 대신하네. 詩以代兼金

박인후, 최상립, 임대정 세 사역에게 주어 이별하다[贈別朴仁厚崔上立林大貞三

司譯] 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49) 月沙集에는 “十年”이 “一春”으로 되어 있다.
50) 노경희, 2008 17세기초 문관 출신 明使 接伴과 韓中 문학교류 , 韓國漢文學硏究 第42

輯, 224-54면 참조.

51) 권8, 人物志中 . 明崇禎刻本. 中國基本古籍庫에서 인용.

52) 이 시구를 인용한 중국 문헌은 淸 裘君弘의 西江詩話, 施閏章의 學餘堂集, 汪有典의
明忠義别傳과 史外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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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처럼 젊잖은 풍류 모두가 영준하며, 儒雅風流盡雋英

은근히 이 곳에서 맞이해 주네. 慇懃是處有逢迎

망망대해 얼마나 깊으랴만 茫茫海水深多許

세 사람이 나를 보내는 마음보다는 얕으리. 不及三君送我情

조선에서 주는 예물은 한 푼도 받지 않았으니 고생한 역관들에게 달리 보답할

길이 없다. 이별시는 다소 상투적이지만 역관에게도 이별의 정을 표현하였으니 신

분을 초월한 진정이 드러난다.

4. 맺음말

강왈광이 사행한 시대에는 조선과 명의 국내외 상황이 모두 어려웠다. 후금이

세력을 키워 명을 압박하고, 나아가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조선을 자신의 동조자

로 만들고자 하였다. 명으로서는 조선에 대해 재조지은이 있기는 하지만 光海君의

외교에서 나타나듯이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안전을 추구하는 현실적 상황을 무

시할 수는 없었다. 조선은 광해군과 인조의 연이은 왕위계승의 불완전한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對明 외교에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비정상적인 수단을 쓰

지 않을 수 없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조선으로 출사한 강왈광은 외교사절

로서 자국의 존엄을 확인하고, 상대국을 존중하는 이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돌아갔

다. 귀국 후 명청 교체기의 와중에 결국 殉節을 택한 그의 삶은 이상적인 사대부

상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강왈강이 북경에서 한양까지 왕복 18,000리 길을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며 죽음

의 고비를 넘기며 지은 시와 문장이 (丙寅)皇華集과 輶軒紀事에 실려 있다.
그는 중화를 표방하며 조선에 출사하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전의 조사들과는 달

리 두 가지 상반된 의식, 즉 중화의 긍지와 망국의 위기의식이 힐항하고 있었다.

또한 고결한 정신을 지닌 시인으로서 조선의 산수와 인물에 대해 솔직하고 진정한

시선으로 표현하였다. 외교 사절로서의 사명감과 시인의 눈을 갖춘 그에게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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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은 시문 창작의 좋은 기회였다. 외교사절로서 조선, 명, 후금의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그는 전통적인 華夷觀을 바탕으로 조선에 대하여 자국의 이익을 최대

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동시에 맑고 곧은 인품으로 조선의 산수와 인물

을 대하면서 자신의 성정을 시가로 토로하였다.

강왈광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발휘 가능한 조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따라서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조선에서 외교업무를 수행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中華의 典範, 즉 儒家

의 禮義와 文事의 실현이었다. 강왈광의 사행문학 작품은 그가 실현하려 했던 예

의와 문사가 잘 담겨 있다. 그가 실현하려 했던 예의와 문사는 그의 고결한 인품

에서 우러나왔다. 명과 조선의 비대칭적 관계 위에서 이 관계가 효력을 잃어 가는

변화를 목도하면서 자국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의 행적은 시대를

막론하고 바람직한 외교관 또는 관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丙寅)皇華集과 輶
軒紀事의 詩文에서 그의 청결하고 고상한 인품이 고스란히 빛나고 있다.

논문투고일(2015. 10. 30), 심사일(2015. 11. 21), 게재확정일(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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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iterary Works of Jiang Yueguang during Mission 

Travel to Choseon

Lee, Changsook

Jiang Yueguang(姜曰廣, 1584-1649), as a senior envoy to notice the birth of a son of 
Ming Emperor Xizong(熹宗), visited Choseon in 1626. He started sailing Bo Sea from 
Dengzhou(登州) China on March 23rd and landed at Gado(椵島) Choseon on June 13th. 
He arrived in Hanyang on July 7th and went on the mission successfully. He left 
Hanyang on July 14th and finally arrived in Beijing on October 10th.

During deplomatic journey, Jiang Yueguang composed 40 verses and 10 proses. 13 
officials of Chosen composed 105 verses for replying to his works. He also wrote a diary 
during that time. The verses by him and Chosen officials were collected in 
(Byeongin)Hwanghwajip(<丙寅>皇華集). His diary was titled as Youxuanjishi(輶軒紀事).

His senses and emotions are well expressed in his verses. Two contradictory senses, the 
pride of Royal envoy and sense of crisis to the rise of Manchuria, were conflicting with 
each other in his consciousness. Therefore he repeatedly expressed his pride spreading 
Sino-centralism abroad, and he asked Choseon officials’ cooperation to fight against Manchuria 
as well.

Jiang Yueguang was a man of integrity and a lover of mountains and waters. He 
formed sincere friendships with officials of Choseon. His verses are full of his purity and 
morality. When he started sailing to Choseon, he sware to never get one coin of Choseon. 
This swear came true. He committed suicide to keep fidelity for Ming dynasty in 1649. 
His nature and life completely conform to Confucian scholar-official. His literary works 
composed during travel to Choseon reflect his spirit.

Key words : Jiang Yueguang(姜曰廣), (Byeongin)Hwanghwajip, Youxuanjishi, 
           ShiChaoxianlu, Lee Jeonggu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