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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담헌 홍대용의 한글 연행록인 을병연행록을 주로 여성 독자
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이로 인해 연기를 비롯한 담헌의 다른 한문 연행
기록들과는 상이한 특징들을 해명함으로써 그 독자적 가치를 부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방법을 취하였
다. 첫째는 을병연행록을 현재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홍대용의 한문 연행
관련 기록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는 여성 독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을병연행록의 내용과 표현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다양한 글쓰기 방
식을 중심으로 을병연행록의 문예적인 가치를 해명하는 것이다.
예비적 고찰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행의 경위와 아울러, 개방적
이고 적극적인 홍대용의 연행 자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행 자세는 선입
견에서 벗어나 청조 중국의 현실을 새롭게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
다. 다음으로는 텍스트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여, 을병연행록의 창작 시
기와 독자층을 추정해 보았다. 간정동회우록의 이본 4종을 을병연행록
과 비교 분석해서, 을병연행록이 홍대용의 연행 기록 중 초기에 저술된
텍스트임을 논증했다. 또한 계방일기와 흠영의 관련 기록에 의거해 을
병연행록이 연기보다 먼저 완성된 연행록이라고 추정했다.
제3장에서는 조선 후기의 저명한 실학자였던 홍대용의 학문관에 의거하
여 청나라 견문 내용을 ‘실사(實事)’, ‘실지(實地)’, ‘실심(實心)’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우선, 실학자인 홍대용은 ‘실사’에 주목함으로써 중국 여성들의
일상을 포착하여 이를 독자인 조선 여성들의 관심사로 부각시켰다. 이는 홍
대용이 을병연행록을 읽게 될 여성 독자들을 배려한 결과였다. 물론 여성
의 부덕을 강조한 대목들에서 그의 보수적인 여성관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
만, 홍대용이 관찰 대상에 중국 여성들을 포함하고 여성적인 관심사를 집중
적으로 다룬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청나라를 ‘실지’ 체험하면서 홍대용의 대청 인식이 변화하게 되
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홍대용은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에 입각한 존명(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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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사상을 숨기지 않고 표출하는 한편, 청나라 통치의 장점을 긍정했으며,
천주당을 방문하여 최신 서학 정보를 입수하고자 노력했다. 또 청의 선진
문물들을 심층적으로 관찰하여 그 기저 원리를 ‘대규모 세심법(大規模細心
法)’으로 파악하면서, 그의 대청 인식에 균열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홍대용이 다양한 청나라 사람들과 ‘실심’으로 교유하면서, 특히
엄성ㆍ반정균ㆍ육비 등 항주 출신 선비들과 천애지기(天涯知己)의 뜨거운
우정을 맺은 사실을 살펴보았다. 또한 항주 선비들과의 학문적 토론에서 드
러난 바 관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우정론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홍대용이 제3장에서 살펴본 자신의 중국 견문 내용을 여성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사한 다양한 글쓰기 방식들을 고찰
했다. 을병연행록에서 홍대용은 여성들의 관심사와 직결되는 중국 문물들
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또한 낯선 용어나 한시 등에는 자상한 해설을 덧붙
이고,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여성 독자
에 대한 홍대용의 세심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대용은 소설적인 수법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여 중국 여행 체험을
생생하게 재현하고자 했다. 즉 대화를 재현함으로써 장면의 확장을 꾀하고,
서사에 유기성을 부여했으며, 등장인물의 입체적이고 해학적인 형상화를 시
도하였다. 이는 홍대용이 수호전 등 중국 소설에 대한 조예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홍대용이 자신의 연행 체험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청국
인들과의 교유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연행록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필담
과 서신을 비롯한 다양한 양식의 글들을 대폭 도입했음을 지적했다. 홍대용
은 원래의 필담을 확장 또는 축소하기도 했는데, 이는 여성 독자들의 관심
사나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보
면, 을병연행록이 뛰어난 문예성을 성취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홍대용, 을병연행록, 여성 독자, 선후 관계, 실학, 글쓰기
학 번 : 2009-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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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사 검토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은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서장관(書狀官)으로 차출된 계부(季父) 홍억(洪檍)을 따라 자제군관(子弟軍
官)의 신분으로 을유년(乙酉年, 1765)과 병술년(丙戌年, 1766)에 걸쳐 중국
사행을 다녀왔다. 귀국 후 홍대용은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연기(燕記)
라는 한문 연행록을 저술했다. 그리고 별도로 국문 연행록인 을병연행록
을 남겼다. 지금까지 홍대용의 연행 기록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한문본인
연기에 집중되었으며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에 비해 을
병연행록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고 연구 성과 또한 빈약한 편이다.
본고는 홍대용이 연기를 저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국문 연행록을
저술한 이유에 각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즉 을병연행록이 당시 여성 독자
를 위한 한글 독서물로서 저술된 사실을 중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로 인
해 연기를 비롯한 담헌의 다른 한문 연행 기록들과는 상이한 특징들을 해
명함으로써 을병연행록의 독자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한다.
을병연행록은 무엇보다도 국문으로 표기된 점에서 연기와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표기문자가 다른 것은 각기 다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저술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물ㆍ명소ㆍ사건 등 주제에 따라 항목별로 기술하
여 사서(史書)의 ‘기사체(紀事體)’에 가까운 연기와 달리, 을병연행록은
대부분의 연행록처럼 일기체 형식을 취하고 있어 사서의 ‘편년체(編年體)’에
가깝다. 홍대용은 한글을 해득한 여성 독자들을 배려하여 연기와는 전혀
다른 표기문자와 구성 방식을 택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을병연행록은
내용과 표현 방식에서 고유의 특징을 가진 저작물이 될 수 있었다.
을유년(1765) 11월 홍대용은 한양을 떠나 중국 사행길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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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그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직접 확인하고 천하의 기사(奇士)와
교유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리 한어(漢語)를 배우고, 전대의 주요 연
행록들을 숙독했으며, 서학(西學) 등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를 착실히 수행
하였다. 덕분에 그는 연행 기간 동안 중국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었고, 다양한 청나라 사람들과 교유했을 뿐 아니라 엄성
(嚴誠) 등 항주(杭洲) 출신 선비들과는 천애지기(天涯知己)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청나라 문물을 심찰(審察)할 수 있었으며, 북경 천주당에 수차례 방문
하여 선교사들과 천주교 및 서양 과학 기술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었
다.
홍대용은 귀국한 뒤 고항문헌(古杭文獻)과 간정동회우록(乾淨衕會友錄)
을 엮고 을병연행록과 연기를 집필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정을 맺은
문인들과 평생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중한 인연을 지속하였다. 홍대용
의 연행은 박지원(朴趾源)ㆍ이덕무(李德懋)ㆍ박제가(朴齊家) 등이 연행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뿐만 아니라 연기는 후대의
연행록에 큰 영향을 끼침으로써, 김창업(金昌業, 1658~1721)의 연행일기
(燕行日記),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와 더불어 3대 연행록으로 일컬
어지기도 했다.1)
기존 연구에서 홍대용의 연행록은 다른 작가들의 연행록과 함께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그가 18세기 조선의 저명한 진보적 지식인 중의 한 사
람이었고 연기가 3대 연행록의 하나로 후대의 연행록들에 큰 영향을 미
친 사실에 기인한 결과이다. 이에 박지원을 비롯한 18세기 진보적 지식인들
의 연행록과 함께 청나라 체험이 그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지
금까지 주를 이루었다.2) 또한 연행록의 전통 속에서 작가 의식이나 글쓰기
1) 金景善, 燕轅直指, ｢燕轅直指序｣, “適燕者多紀其行, 而三家最著, 稼齋金氏, 湛軒洪氏, 燕
巖朴氏也. 以史例則稼近於編年, 而平實條暢, 洪沿乎紀事, 而典雅縝密, 朴類夫立傳, 而贍麗
閎博. 皆自成一家, 而各擅其長, 繼此而欲紀其行者, 又何以加焉?”(민족문화추진회 편, 국
역 연행록선집 9, 경인문화사, 1976, 1면)
2) 강동엽, ｢18세기를 전후한 조선조 문학작품에 나타난 문명의식-홍대용ㆍ박지원ㆍ박제가
의 연행록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2, 연민학회, 1994; 김태준,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시각 1 : 18세기 燕行의 比較文學, 집문당, 1999, 289~310면; 이경구, ｢개념소통의 철
학적 기반과 역사적 경험 : 조선 후기 주변 인식의 변화와 소통의 가능성-18세기 燕行錄
과 北學派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한림과학원, 2009; 박향란, ｢燕行錄 所載 筆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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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홍대용의 연행 기록들은 중요
한 대상이 되었다.3) 아울러 실학사상 및 대청(對淸) 의식을 중심으로 한 연
구4), 한ㆍ중 문인들의 교유와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한 연구5)가 이루어졌
으며, 그 밖에 공연예술ㆍ시장(市場)ㆍ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홍대용의 연
행록을 거론했다.6)
한편 홍대용과 그의 사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도 그의 연행 체험과 연
행록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최근 간행된 담헌 홍대용 연구는 홍대용의 철
학사상ㆍ사회사상ㆍ천문 우주 이해ㆍ음악 지식ㆍ지식인 교유 등에 관해 다
양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이러한 각 방면에서 1765~1766년의 연행이 중요
한 계기가 된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7) 그중 홍대용의 사회사상을 고
찰한 박희병은 그 논의를 보완ㆍ확장한 범애와 평등에서 홍대용의 사회사
상 형성에 계기가 된 일곱 가지 항목 중의 하나로 중국 여행을 들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논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8)
그러나 이상의 연구에 비해 홍대용의 연행록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본격

硏究-홍대용ㆍ박지원 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10.
3)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혜안, 2007; 최소자, ｢18세기 金昌業, 洪大容,
朴趾源의 중국인식｣, 명청사연구 32, 명청사학회, 2009; 우묘, ｢18세기 조선 문인의 청
나라에 대한 인식 연구 : "燕行錄"에 나타난 華夷思想 및 北學思想을 중심으로｣, 국민대
학교 석사논문, 2010.
4) 노진한, ｢연행과 홍대용의 사상 형성과의 연관성｣,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11, 한
중인문과학연구회, 2003; 전영준, ｢朝鮮後期 北學派 形成의 嚆矢, 湛軒 洪大容｣, 실학사
상연구 26, 역사실학회, 2004; 유승준,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청 인식-담헌과 연암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4, 우리한문학회, 2011.
5) 김주한, ｢燕行錄을 통해 본 韓中文化交流｣, 모산학보 2, 동아인문학회, 1991; 최소자,
｢조선 후기 진보적 지식인들의 중국방문과 交遊｣, 명청사연구 23, 명청사학회, 2005;
정혜중, ｢明淸 중국과 조선사행의 지적교류｣, 동양사학연구 111, 동양사학회, 2010.
6) 임준철, ｢18세기 이후 연행록 幻術기록의 형성배경과 특성-홍대용ㆍ박지원ㆍ김경선의 환
술기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7, 한국한문학회, 2011; 박성순, ｢홍대용과 “實
地”로서의 琉璃廠-시장의 발견｣, 동아시아 문화연구 5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
소, 2011; 한동수, ｢實學派 學人 洪大容의 中國 建築觀과 北京 朝鮮館에 관한 연구｣, 건
축역사연구 15(No.1), 한국건축역사학회, 2006.
7) 문석윤ㆍ박희병ㆍ김문용ㆍ송지원ㆍ이경구, 담헌 홍대용 연구, 실시학사 실학연구총서
3, 사람의무늬, 2012.
8) 박희병, ｢湛軒 社會思想의 論理와 體系｣, 위의 책, 105~184면; 박희병, 범애와 평등,
돌베개, 2013. 4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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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논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김태준은 을병연행록에 초
점을 맞추어 홍대용의 연행록에 대해 최초로 논했다.9) 그는 홍대용의 연행
전모를 밝히고 연행 체험이 그의 학문과 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점을
부각하여 향후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을병연행록
에 관한 연구는 홍대용의 연행 체험을 자세히 밝히는 작업과 담헌의 사상적
단초를 찾아내는 데 집중되어 왔다.10) 또한 을병연행록을 통해 홍대용의
대외관ㆍ한중 문인 교유 등을 고찰한 연구도 이루어졌다.11)
정훈식은 연기뿐 아니라 ｢간정동필담｣과 을병연행록까지 대상으로 하
여 텍스트의 생성과 전승, 수사적 특징과 구성 방식, 중국 인식, 후대의 연
행록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12) 그중 을병연행록에 관해
논한 부분만 보자면, 선행 연구들이 을병연행록의 내용 분석에 치중한 데
비해 ‘입체적 글쓰기’와 ‘명물도수학적(名物度數學的) 서술’, ‘총체적 서술’
등 수사와 구성 방식의 특징까지 밝혀내고자 했다. 특히 을병연행록의 수
사적 특징을 논하면서, 산해관(山海關)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형식의 글
쓰기가 시도된 점과 기술적(技術的)인 측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정의한 것을
지적한 점, 그리고 을병연행록의 표현 수법으로 ‘내면 서술’, ‘서사적 형상
화’, ‘장면 묘사’, ‘소화(笑話) 등 흥미 요소의 삽입’ 등을 지적한 것은 선행
연구를 넘어선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홍대용의 중국 인식을 논하면서, 을병연행록에 빈번하게 나타나
있는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이나 재조지은(再造之恩)에 대한 언급은 무시하
고, 북학파(北學派)의 논리와 상통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서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을병연행록 중 연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서술한 점
을 근거로, 을병연행록의 독자층을 중인과 평민까지 확대하여 추정한 것
9) 김태준, 洪大容과 그의 時代-燕行의 比較文學, 一志社, 1982.
10) 소재영, ｢洪大容의 乙丙燕行錄｣, 국문학논고,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9, 315~346면;
조규익, 국문 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111~166면.
11) 김봉진, ｢홍대용 연행록의 대외관｣, 세계정치 30(no.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0; 유승준, ｢홍대용의 중국 체험과 청조문인과의 교유-을병연행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21,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12) 정훈식, 홍대용 연행록의 글쓰기와 중국 인식, 세종, 2007. 이는 정훈식, ｢洪大容의
燕行錄 硏究｣(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7)에다 ｢조선후기 연행록에 나타난 遼東｣을 추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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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한다.
주우진은 선행 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시도되었던 연기와 을병연행록
의 비교 분석을 전면적으로 시도했다.13) 그 결과 을병연행록에 나타난 홍
대용의 존명(尊明) 의식을 지적한 것, 그리고 을병연행록에서 연기와는
다른 내용이나 수사법이 확인되는 지문들을 제시하고 이 같은 차이가 독자
층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 등은 새로운 성과라 생각한다.
하지만 수사법의 차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고 텍스트 전체의 글
쓰기 양상을 해명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홍대용의 연행 기록 중
｢간정동필담｣을 비교 분석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이
끌어내지 못한 점 또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 방법과 텍스트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유념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방법에 입각하여 을병연행록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는 을병연행록을 연기 및 ｢간정동필담｣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김태준, 정훈식, 주우진이 부분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홍대용의 연행 기
록 전체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본고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자료들도 다수 포함하여 홍대용의 연행 기록들을 총체적으로 비교 분
석하고자 한다. 간정동회우록은 비록 실전(失傳)되었지만, 간정록(乾淨
錄), 철교화(鐵橋話), 간정필담(乾淨筆談), 담헌서(湛軒書) 중의 ｢간
정동필담(乾淨衕筆談)｣ 등 4종의 이본(異本)이 현전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
교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철교전집(鐵橋全集) 중의 일하제금집
(日下題襟集)과 연항시독(燕杭詩牘) 등 홍대용이 중국 문인과 주고받은
서간문 모음집들14)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13) 주우진, ｢홍대용의 燕記와 乙丙燕行錄 비교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0.
14) 일하제금집은 현재 5종의 이본이 있다. 본고는 日下題襟合集 초고본을 증보ㆍ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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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여성 독자의 시각에서 을병연행록을 분석하는 것이다. 홍대용은
집안의 사대부 여성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을병연행록을 집필하였다. 이로
인해 그 내용과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 여성 독자를 배려한 점이 을병연행
록 전편에 걸쳐 뚜렷이 확인된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을병연행록을 분석
하는 것은 본고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글쓰기 방식을 본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을병연행록의 문예적
성취를 부각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글쓰기 방식에 대한 분석은 부분적인 시도에 그쳤다. 그러나
글쓰기 방식 분석은 작품의 문예적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
수적인 연구 과제이다. 나아가 이러한 글쓰기 방식이 작품 내용과 어떠한
유기적 관계에 있는가도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겠다.
제2장은 예비적 고찰로서, 1765년 동지 사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간략히
서술하고 홍대용의 남다른 연행 자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을병연행
록을 연기 등 홍대용의 한문 연행 기록들과 비교하여 창작 시기와 선후
관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또 그 필사기(筆寫記)를 통해 을병연행록이
여성 독자를 위해 저술된 연행록임을 확인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홍대용이 평범한 선비가 아니라 뛰어난 실학자였음에 유의
하여 을병연행록에 기술된 그의 중국 견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나
라 문인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그는 “오직 실심(實心)과 실사(實事)로 날마
다 실지(實地)를 밟아서, 먼저 이 진실한 본령(本領)을 가진 뒤에야 모든 주
경(主敬)ㆍ치지(致知)ㆍ수기(修己)ㆍ치인(治人)의 방법이 장차 조치(措置)할
곳이 있어, 공허한 그림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15) 홍
대용은 이처럼 자신의 학문관에 입각한 실학자의 눈으로 청나라를 심찰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사’, ‘실지’, ‘실심’의 세 층위로 나누어 을병연행
하여 가장 많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일하제금집(鐵
橋全集 권4~5)을 텍스트로 선택하였다. 연항시독은 항주 선비들을 비롯한 청나라 인
사 20명이 홍대용ㆍ김재행ㆍ홍양후ㆍ이유원 등 9명의 조선 인사들에게 보낸 척독 72편
과 시 38수가 수록된 책이다.(천금매, ｢18~19世紀 朝ㆍ淸文人 交流尺牘 硏究｣, 연세대학
교 박사논문, 2011, 19~26면, 31~41면 참조)
15) 홍대용, 湛軒書, 外集 권1, 杭傳尺牘, ｢答朱朗齋文藻書｣, “惟其實心實事, 日踏實地,
先有此眞實本領, 然後凡主敬致知修己治人之術, 方有所措置而不歸於虛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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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나타난 여성적 관심사와 대청 인식의 변화, 청국인과의 우정 등을 고
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홍대용이 구사한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을병
연행록이 열하일기에 못지않게 문예적으로 탁월한 연행록임을 입증하려
고 한다. 우선, 홍대용이 여성 독자들에게 자신의 중국 견문을 쉽고 흥미롭
게 전달하고자 글쓰기 방식에서 여러모로 세심하게 배려했음을 살펴볼 것이
다. 또한 그가 중국 여행을 실제로 체험하는 듯 실감나게 재현하기 위해 소
설적 수법들을 적극 구사한 점, 그리고 청국인들과 나눈 뜨거운 우정을 표
현하고자 연행록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필담과 서신, 한시 등을 과감하게 대
폭 도입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을병연행록의 이본은 모두 3종이다. 현재 그중 2종만
실물이 남아있다. 최초로 학계에 알려진 이본은 1940년 최익한(崔益翰)이
발굴 소개한 송주(松洲) 유자후(柳子厚) 소장본 을병연행록이다.16) 현재
일실(逸失)되었지만, 최익한의 자세한 소개문과 첨부된 실물 사진 1장을 통
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자후가 소장한 을병연행록은 전 20
권 20책 중 권13부터 권20까지 8책만 존재한 영본(零本)이었다. 후술할 장
서각본과 체재가 매우 흡사하지만 그 첫 장을 찍은 사진만 보아도 장서각본
과 동일한 이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유자후 소장본은 을병연행록이 홍
대용의 집안을 넘어 광범하게 전사(傳寫)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존하는 을병연행록의 이본으로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본(이하 숭실대본으로 약칭)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이하 장서
각본으로 약칭)이 있다. 숭실대본(10권 10책)은 홍대용 집안의 가장본(家藏
本)으로, 일찍이 1941년에 그 일부의 현대어역이 잡지에 실리면서 학계에
소개되었다.17) 1982년 김태준은 숭실대본의 내용과 서지 사항을 밝혔고,18)

16) 최익한, ｢(文獻紹介) 湛軒 洪大容의 諺文燕行錄｣, 정음 34, 조선어학연구회, 1940; 최
익한, ｢湛軒 洪大容의 諺文燕行錄｣(상), 동아일보, 1940.5.18.(을병연행록의 第一頁의
사진이 있음)
17) 홍대용, ｢湛軒燕行錄 一｣, 이원조 역, 조광 7권 6호, 조선일보출판부, 1941.6,
221~230면; ｢湛軒燕行錄 二｣, 조광 7권 9호, 조선일보출판부, 1941.9, 204~210면.
18) 김태준, 앞의 책, 2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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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소재영 등의 공동 작업으로 숭실대본의 주해본이 출간되었다.19) 이
주해본은 숭실대본의 부록인 홍대용 며느리 평산 신씨(平山 申氏)를 비롯한
필사자들의 필사기와 홍대용의 손자 홍양후(洪良厚, 1800~1879)가 반정균
(潘庭筠)의 손자 반공수(潘恭壽)와 주고받은 한문 편지의 언해본도 함께 수
록하고 있어 큰 참고가 된다.
장서각본(20권 20책)은 19세기 후반에 궁중 여성을 위한 한글 독서물의
하나로 창덕궁 낙선재(樂善齋)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3년 명지
대 국문과 국학자료간행위원회에서 최초의 영인본을 출간했는데, 그 해제에
서 장서각본의 내용과 서지 사항을 소개하고 숭실대본과의 차이를 논하였
다.20) 2000년에 간행된 장서각한글자료해제 중의 ｢을병연행록 해제｣에
서는 장서각본에 나타난 국어학적 특징을 분석하여 국어학 자료로서의 가치
를 확인하고, 장서각본이 숭실대본보다 후대에 필사되었다고 추정했다.21)
장서각본은 2001년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에 재차 영인 수록되었으며,22)
같은 해 장서각본을 저본으로 한 현대어역 발췌본이 출간되었다.23) 2012년
정훈식에 의해 장서각본의 현대어 완역이 처음 이루어졌다.24)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숭실대본과 장서각본은 분권(分卷) 분책(分冊)
에서 차이가 날 뿐, 본문의 내용면에서는 특별히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숭실대본은 여러 사람이 필사하여 글씨가 매우 불규칙하고 오
탈자가 많으며, 오탈자로 인해 문맥이 어색해진 경우가 종종 있다.25) 그에
19) 소재영 외 주해,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20) 홍대용, 을병연행록, 명지대 국문과 국학자료 간행위원회 편, 명지대출판부, 1983,
Ⅰ~Ⅸ면.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장서각한글자료해제,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2000, ｢을병연녹｣, 439~444면.
22) 임기중 편, 燕行錄全集 43~48,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23) 김태준ㆍ박성순 옮김,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홍대용의 북경 여행기
을병연행록, 돌베개, 2001.
24) 정훈식 옮김, 을병연행록 1ㆍ2, 도서출판 경진, 2012. 단 병기된 한자가 잘못된 경우
가 종종 있고, 현대어역 과정에서 원문의 일부 구절을 빠뜨린 경우도 있다.
25) 예를 들자면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9일자 기사에서 장서각본은 “큰 쥬인이 오,
“그 무 벼이며 과거 엿다.”  오“로 되어 있으나, 숭실대본은 “큰 쥬인
이 오”로만 되어 큰 주인의 말이 빠졌다. 또 병술년 1월 9일자 기사에서도 장서각본
은 “종(통관 서종맹)이 오”로 되어 있으나, 숭실대본은 “종이 오”로 잘못 되어
있다. 1월 10일자 기사에서도 장서각본은 “팔포(八包) 라”로 되어 있으나, 숭실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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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장서각본은 매우 깨끗하게 정서되어 있으며, 숭실대본의 오탈자가 교
정되어 있어 가독성이 높다. 이에 본고는 장서각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26) 그러나 두 이본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숭실대본
도 반드시 참고하겠다. 본고에서 을병연행록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숭실
대본의 주해본과 장서각본의 현대어역본 2종을 참고하되 오류를 바로잡고
원문을 현대어로 고쳐 제시하기로 한다.

은 “파  라”로 엉뚱하게 되어 있다.
26) 본고에서는 2종의 영인본 중 명지대 국문학과 국학자료 간행위원회에서 영인한 텍스트
를 인용하겠다. 이 영인본은 책 1면에 원본의 4면이 축소 영인되어 있으므로, 영인본의
면수와 함께 원문의 면수도 표기하기 위해 상단의 오른쪽 면은 a, 왼쪽 면은 b, 하단의
오른쪽 면은 c, 왼쪽 면은 d라고 표기하겠다.
단 장서각본은 여러 장의 落張이 발견된다. 즉 병술년 1월 19일, 282d면과 283a면 사
이, 284b면과 284c면 사이, 2월 3일 365d면과 366a면 사이, 2월 26일 550a와 550b면
사이에 2면씩 탈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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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765년 동지사행과 을병연행록

1. 연행(燕行)의 경위와 담헌의 연행 자세

을유년(乙酉年, 1765) 11월 2일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가 서울을 떠
나 중국 사행길에 올랐다. 동지 사행은 정기적으로 파견되던 사행이었는데
영조(英祖)는 이번 사행을 통하여 장악원(掌樂院) 악생(樂生)에게 생황(笙簧)
과 현금(玄琴)을 구입하여 연주법을 직접 배워 올 것을 특별히 명하였다.1)
당시 사행의 정사(正使)는 순의군(順義君) 이훤(李烜), 부사(副使)는 참판(參
判) 김선행(金善行), 서장관(書狀官)은 집의(執義) 홍억(洪檍, 1722~1809)이
었다. 그리고 삼사(三使)의 군관(軍官)으로는 부사 김선행의 얼육촌(孼六寸)
인 김재행(金在行)을 비롯하여 이기성(李基成), 안세홍(安世洪) 등이 수행하
였다. 이 밖에 일관(日官) 이덕성(李德星), 어의(御醫) 김정신(金鼎新), 역관
(譯官) 이익(李瀷)ㆍ홍명복(洪命福)ㆍ정호신(丁好信) 등도 사행에 참여하였
다. 176일 동안 총 6200여 리를 왕복하여 병술년(丙戌年, 1766) 4월 27일
에 서울로 돌아온 길고도 먼 여정이었다.

1) 承政院日記, 英祖 41년(1765) 11월 2일, “上曰, ‘我國笙簧及玄琴, 不成聲音, 故樂生特
命入送, 而可能學來乎?’ 命召入樂生, 下敎曰, ‘誠之所到, 金石可透, 爾須學得以來可也.’ 又
命召入上通事, 下敎曰, ‘學樂事, 爾亦指揮可也.’”; 담헌서 외집 권7, 연기, ｢琴舖劉生｣,
“是行, 樂院禀旨, 定送樂師一人, 求買唐琴及笙簧, 因令學其曲而來, 使上通使李瀷主其事.”
이듬해 사신이 돌아와 복명하는 자리에서 영조는 사온 악기들을 직접 확인하고, 악사(樂
師) 장천주(張天柱)를 불러 생황과 현금을 각각 한 곡씩 연주하게 하였다.(승정원일기,
영조 42년(1766) 4월 20일, “上曰, ‘樂師學樂而來耶?’ 善行對曰, ‘學之以來矣.’ 上曰, ‘樂
師張天柱, 持琴笙入侍事, 注書出去, 分付, 可矣.’ 臣坪承命出去, 招張天柱持樂器進伏. 上親
取樂器, 親覽制度訖. 命天柱吹笙彈琴各一曲.”) 규장각 소장 담헌연기(湛軒燕記) 권4,
｢도강인마수(渡江人馬數)｣에는 연행에 동행한 악사의 이름이 ‘장문주(張文周)’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기인 듯하다.(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42,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5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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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용은 홍억의 자제군관으로 연행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집
을 떠나오면서부터 집안 노비인 성번ㆍ세주ㆍ차충(次忠)이 동행하였으며,2)
의주를 지나 북경에 도착할 때까지 마두(馬頭) 덕유(德裕)와 중국인 차부(車
夫) 왕문거(王文擧)가 가세하여 홍대용의 연행을 도왔다.
을유년 11월 27일에 압록강을 건너 북경에 이르기까지 31일이 걸렸는데,
정월 조참(朝參) 기일을 맞추기 위해 혹한임에도 불구하고 강행군을 계속하
였다. 빠듯한 일정 때문에 명승지를 유람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숙소나
연행 도상에 중국 변방 하층민들과의 잦은 접촉 기회가 있었으며, 이를 통
해 홍대용은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주목하였다.
북경에 도착하기까지 만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하층민임에도 불구하고
홍대용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다. 그중에서도 숙소 주인들과의 대화는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을병연행록에 등장하는데, 주된 화제는 바로 그들
의 생리(生利)였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3) 더러 농사나 관
청 일을 하는 주인들도 있었다.4) 홍대용은 그들의 직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
을 부탁하고 조금은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급료나 수확량 등을 캐묻는다.
그들과의 이러한 대화를 통해 홍대용은 중국어를 익힐 뿐만 아니라 중국 변
방 하층민의 생리와 풍속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5) 그 당시 연행을 떠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의 진면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발달된 문물이나
높은 수준의 문화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홍대용은 중국
의 진면목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중국 변방 하층민의 삶부터 직접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들의 일상생활을 주
시하고 그들과 수많은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을유년 12월 27일 북경에 도착한 사행단은 두 달 남짓 북경에 머물렀다.
전체 연행 일정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북경에 머문 것이다. 그런
데도 을병연행록에서 북경 체류기가 무려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2) 이 외에도 ‘화중’이라는 종도 함께 출발했으나 11월 3일 경기도 高陽까지만 동행했다.
3) “산해관을 든 후로는 숙소로 삼은 집이 다 거의 전방이다.”(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5일, 120-a면)
4) 홍대용에게 작년과 올해 추수한 수수와 조의 섬 수를 비교해서 설명해 준 通遠堡의 숙소
주인이 대표적이다.(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일, 35-d면)
5) “책문에 든 후로 숙소에 이르면 매번 주인을 불러 말을 물어 수작을 익히고, 생리와 풍
속을 알고자 하였다.”(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6일, 46-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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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북경 체험이 홍대용의 연행 경험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
지 짐작할 수 있다.
북경에 도착한 홍대용은 사행의 일정에 따라 예부(禮部)와 홍려시(鴻臚寺)
를 방문하고 정조(正朝) 조참(朝參)에도 따라갔다. 그 후 서천주당ㆍ동천주
당과 유리창(琉璃廠)을 비롯하여 태학(太學)ㆍ순천부학(順天府學)ㆍ문승상묘
(文丞相廟)ㆍ옹화궁(雍和宮)ㆍ법장사(法藏寺)ㆍ태액지(太液池)ㆍ오룡정(五龍
亭)ㆍ홍인사(弘仁寺)ㆍ회자관(回子館)ㆍ융복시(隆福市)ㆍ몽고관(蒙古館)ㆍ태
화전(太和殿)ㆍ서산(西山)ㆍ창춘원(暢春園)ㆍ원명원(圓明園)ㆍ만수사(萬壽寺)
ㆍ오탑사(五塔寺) 등 북경의 주요 명승지들을 두루 유람하였다. 특히 천주당
과 유리창을 자주 방문하였는데, 서학과 중국 문물에 대한 홍대용의 특별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천주당의 경우 총 4회에 걸쳐 방문하였다. 문전박대를 당한 한 번을 제외
하면 서천주당에는 총 3회 방문했으며, 동천주당은 1회 방문하였다. 당시
여러 여건으로 인해 홍대용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큼의 성과를 얻지는 못
했지만, 다양한 서양 기기를 구경하고 선교사들과 천주학 및 천문학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유리창은 그 당시 북경 문물의 집결지였기 때문에 홍대용의 마음을 사로
잡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었다.6) 외출을 했다가 틈만 나면 반드시 유리
창에 가는 홍대용의 모습을 을병연행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대용은 북
경 체류 기간 동안 총 7회에 걸쳐 유리창을 방문하였다. 주로 서점을 비롯
하여 여러 기물을 파는 가게들을 구경하고, 대화를 나눌 만한 선비를 찾기
위해 유리창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창의 여러 가게 중에서도 홍대용이 눈에 띄게 자주 방문한 곳은 바로
거문고를 파는 유가(劉哥)의 점포였다. 전술한 대로 이번 사행의 특별 임무
는 생황과 현금을 구입해서 연주법을 배워오는 것이었다. 게다가 홍대용은
평소 음악에 남다른 조예가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거문고 연주에 남다른 애
6) “이날 나갈 때 마음에 생각하기를, ‘유리창에 서책과 기완이 많으니 만일 사려고 한다면
재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요, 또한 부질없는 물건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심술의 병이 되리
라.’하여 다만 눈으로 볼 따름이요 조금도 유념함이 없더니, 돌아와 앉으매 마음이 창연
하여 무엇을 잃은 듯하였다. 완호에 마음을 옮기고 욕심을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이러하
였다.”(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1일, 239-c~239-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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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7) 을병연행록에서도 연행을 떠날 때 거문고를
직접 가져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주를 하는 홍대용의 모습을 종종 확인
할 수 있다. 그의 거문고 실력을 알고 있었던 부사 김선행은 악공의 재주를
믿지 못하여 홍대용에게 직접 악조들을 익힐 것을 부탁하기도 한다.8) 홍대
용 또한 역관 홍명복을 통해 금보(琴譜)를 구입하고, 1월 한 달 동안 악
사가 배운 중국 곡조를 배우기도 했다. 그리고 유리창에 방문할 때마다 유
가의 점포에 가서 거문고 및 중국 악기들을 구경하고 유가 등의 악사들에게
연주를 부탁하기도 했다.9)
홍대용은 이렇게 북경 유람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마음이 맞는 중국의
숨은 지식인들을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 전에도
중국 사행을 통해 중국인들과의 친분을 쌓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만, 그들의 만남은 대부분 우발적이면서 일회적이었다. 게다가
만난 중국인들 또한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으며, 그들과 만나 나눈 필담을 독립된 저작으로 남긴 경우 또한 전무
했다.
홍대용은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단정해 보이는 선비들과의 대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북경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마음이 맞는 선비
를 찾지 못해 낙담하고 있다가, 비장(裨將) 이기성의 주선으로 김재행과 함
께 간정동에 머물고 있는 항주 선비들을 만나 천애(天涯)의 지기가 되어 진
심을 토로하며 각별한 우정을 쌓았다. 항주 선비들과의 만남은 귀국 후 40
여 일 만에 간정동회우록이라는 독립된 저작이 만들어질 정도로 홍대용에
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홍대용과 항주 선비들은 병술년 2월 3일ㆍ4일ㆍ8일ㆍ12일ㆍ17일ㆍ23일
ㆍ26일 에 만나서 필담을 나누었고, 만나지 못한 날에도 서로 편지를 주고
7) 담헌서 중 籠水閣儀器志(외집 권6)의 ｢律管解｣, ｢變律｣, ｢黃鐘古今異同之疑｣, ｢羽調
界面調之異｣와 같은 音律에 대한 글들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홍대용이 거문고
를 즐겨 연주했다는 사실은 지인들의 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成大中, 靑城集 권
6, ｢記留春塢樂會｣; 박지원, 연암집 권3, 孔雀館文稿, ｢夏夜讌記｣; 李淞, 담헌서 외
집 부록, ｢湛軒洪德保墓表｣)
8) 홍대용은 기간의 짧음과 북경 관광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1일, 239b~239c면)
9)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7일, 265-a~265-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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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며 우의를 다졌다. 홍대용이 2월 한 달 동안 총 아홉 번의 외출을 했는
데, 그 중 여섯 번이 항주 선비들을 만나기 위한 외출이었으며, 만나지 못
한 날은 최소한 한 통 이상의 편지를 주고받았으니 그들의 만남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그 결과 을병연행록 내의 2월 일기는
항주 선비들과 주고받은 필담과 편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을
병연행록 전체 분량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렇게 맺어진 인연은 귀국 후
에도 이어졌으며 홍대용 인생의 가장 값진 경험으로 회자되었다. 이는 홍대
용 사후에 창작된 묘지명과 제문 등에서 항주 선비들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10) 또한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은
주지하다시피 홍대용의 주변 지인들과 후손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홍대용은 병술년 3월 1일 귀향길에 오른다. 바쁜 일정 때문에 지나쳤던
반산(盤山)ㆍ이제묘(夷齊廟)ㆍ도화동(桃花洞)ㆍ각산사(角山寺)ㆍ봉황산(鳳凰
山) 등의 명승지 유람에 주력하여 유기(游記) 성격이 강한 일기를 많이 남
겼다.11) 4월 27일 경성에 도착했으며, 5월 2일 고향집인 수촌(壽村)으로 돌
아왔다.
당시 조선의 문인들은 만주족이 통치하는 중국은 오랑캐의 땅이며 오랑캐
옷을 입은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예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
만 홍대용은 그러한 생각을 편벽된 소견이라 비판했다. 비록 중국이 오랑캐
지배하에 있지만 유구한 전통 속에서 축적된 찬란한 중화 문명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이러한 문명의 수혜를 받은 훌륭한 인물들 또한 여전히 남
아 있으리라 기대했다. 게다가 청나라가 100년이 넘는 치세를 누리는 것으
로 보아 직접 보고 배울 것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홍대용은 드넓은
중원을 누비며 그 규모와 기상을 보고, 자신과 마음이 맞는 훌륭한 선비를
만나 흉금을 털어놓는 것을 평생숙원(平生宿願)으로 삼았다.12) 그러므로 홍
10) 가장 유명한 글은 박지원이 쓴 ｢洪德保墓誌銘｣(연암집 권2)이다. 이외에도 성대중의
靑城雜記에 실린 洪元燮의 祭文(권4, ｢醒言｣)과 兪晩柱가 甲辰年(1784) 11월 11일에
홍대용 유택을 방문한 기록(유만주, 欽英 5,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7, 383면)
에서도 항주 선비들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11) 연기의 ｢반산｣ㆍ｢이제묘｣ㆍ｢도화동｣ㆍ｢각산사｣ㆍ｢봉황산｣이 해당 부분인데 각 편이
모두 훌륭한 유기이다.
12)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2일, 1c~2d면;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간정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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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이 동지사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그에게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동행을 제안
한 일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였다. 을병연행
록에서 홍대용은 연행에 참여하게 된 전후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
다.
이러하므로 내 평생에 한 번 보기를 원하여 매양 근력(筋力)과 정도(程
度)를 계량하며, 역관을 만나면 중국말을 배워 기회를 만나 한 번 쓰고자
생각하였다. 그런데 을유년 6월 도정(都政)에서 계부를 서장관으로 임명하
시니, 이는 뜻있는 자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계부께서 또한 행
색이 고단함을 염려하시어 데려가고자 하시고, 양친의 연세 독로지경(篤老
之境)에 이르지 아니하셨으니, 이 기회를 잃기 어려워 이런 뜻을 아뢰어
가기를 청하니, 양친이 또한 평생의 고심이 있는 줄을 아시고는 쾌히 허락
하시고 어렵게 여기는 기색이 없으셨다.13)

이미 벼슬길을 포기한 홍대용이 중국에 간다는 것은, 높은 벼슬에 있는
주변 누군가가 연행 사절로 임명되고 그 사람이 자신을 자제군관으로 지목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홍대용은 이렇게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먼 여정을 고려하여 ‘매양’ 근력을 기르며 한편으로 여러 해에 걸쳐 중국어
역학서(譯學書)를 보고 중국어를 학습했던 것이다.14) 홍역(洪櫟, 1708~
1767)은 아들의 학문적 재능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아버지였기에
흔쾌히 홍대용의 연행을 허락하였고, 그가 연행을 떠나게 됐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격려해 주었다.15) 이렇게 얻은 연행 기회는 뜻밖의 횡재가 아니
담｣, “乙酉冬, 余隨季父赴燕. 自渡江後所見未嘗無刱覩, 而乃其所大願則欲得一佳秀才會心
人, 與之劇談.”
13)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2일, 2-d~3-a면. 인용문의 번역은 홍대용 저, 정훈식 옮김,
을병연행록 1ㆍ2(도서출판 경진, 2012)를 참고하되,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14) 담헌서 외집 권8, 연기, ｢沿路記略｣, “余宿有一遊之志, 略見譯語諸書, 習其語
有年矣.”
15) 홍역은 아들의 재능과 관심에 늘 주의를 기울였으며, 홍대용의 의견을 포용해주었던 것
으로 짐작된다. 黃胤錫의 ｢輪鐘記｣에 의하면, 홍역은 총 비용이 4~5만 文에 이른 渾天儀
제작 비용을 대주었다고 한다.(황윤석, 頤齋續稿 권8; 河潤九ㆍ河永淸, 錦沙ㆍ屛巖遺集,
景仁文化社, 1977, 河永淸, 屛巖遺稿, ｢新製璣衡｣, 48면; 김태준, 洪大容 評傳, 민음
사, 1987, 112~113면). 또한 홍역은 弘濟院까지 동행하여 아들의 연행을 염려하고 또
지지하였다. 을병연행록에 실린 그의 전별시 7수를 통해 홍대용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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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뜻있는 자’의 철저한 준비와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로 ‘마침내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다. 병술년(1766)에 자신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라는 10년
전 점쟁이의 예언과 결부시켰을 만큼,16) 이는 홍대용에게 큰 영광이자 행운
이었다.
그 밖에 홍대용이 연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은 그의 연행
기록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청나라로 떠나기 전에 전대의 연행록
들을 숙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 김창업의 연행일기는 을병연행록에
서 김가재일기 혹은 가재일기라고 지칭되면서 십여 차례 이상 자주 언
급되고 있다.17) 이를 통해 김창업의 연행일기가 연행 기간 동안 중요한
길잡이 구실을 했을 뿐 아니라 홍대용에게 중국을 보는 새로운 시각의 단초
를 제공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기지(李器之, 1690∼1722)의
일암연기(一庵燕記)를 비롯한 여러 연행록들을 참고하였다.18)
한편 홍대용은 중국어를 여러 해에 걸쳐 열심히 익혔다고 자부했지만, 책
문(柵門)의 숙소 주인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데다 한 마디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봉착한다. 이에 미리 한어를 배운 것이 무
용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속상한 마음을 건량역관(乾糧譯官) 정호신에게
털어 놓는다.19) 이에 정호신은 적극적으로 중국인과 대화를 나눠 보라고 조
언을 해주며, 홍대용은 그의 충고에 따라 차부(車夫) 왕문거(王文擧)와 숙소
주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 심양(瀋陽)에 이르렀을 때는 심양부학(瀋陽府學)의 조교(助敎)
인 납씨(拉氏) 부자와 한어로 꽤 긴 대화를 나누어 필담이 필요 없을 정도
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20)
였던 부친 홍역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2일, 3d~5b면)
16)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4일, 526d~527c면.
17)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4일, 27일, 28일, 29일, 병술년 1월 5일, 7일, 14일, 20
일, 2월 20일, 28일, 29일, 3월 5일, 13일 등 참고.
18) 담헌서 외집 권9, 연기, ｢射虎石｣, “出李一庵燕行抄記, 據其程路及村名.” 또한 열하
일기에서도 이기지의 일암연기에 대한 홍대용의 언급이 확인된다.(박지원, 열하일기
권15, ｢황도기략｣, ‘풍금’) 또 ｢與秋 書｣(담헌서 외집 권1, 항전척독)에 洪翼漢의 
洪花浦奏請日錄이 발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대의 여러 중국 사행 기록들을 숙독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29일, 22a~22b면.
20)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9일; 담헌서 외집 권8, 연기, ｢연로기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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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행단이 북경에 가까워질수록 홍대용의 한어 실력도 일취월장하
여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가 자유로울 정도로 회화 실력이
향상되었다. 연로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중국인들과 중국 통관(通官)들 모두
가 입을 모아 이번이 첫 사행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홍대용의 한어
실력에 찬탄한다.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선 문인이 자제군관의 자격으
로 연행에 참여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 홍대
용은 자신의 중국어 실력을 십분 활용하여 각계각층의 청나라 사람들과 적
극적으로 교유함으로써 대청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홍대용은 관광벽(觀光癖)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 탐방에 대단
한 열의를 보였다. 그의 관광벽은 조선 내 여정에서부터 징후가 나타났으
며, 국경을 넘으면서 본격화되었다. 책문을 지나 봉황성(鳳凰城)에 도착한
홍대용은 종일 성 안의 가게들을 방문하여 주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관광에
열중하다가 뒤늦게 숙소에 도착하게 된다.
숙소로 돌아오니 행차를 떠나려 하시며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
다. 계부께서 너무 지체함을 걱정하시며 이르시기를,
“예서부터 밥 먹기를 잊고 저리 마음대로 다니니 북경에 가면 어찌 하리
오?”
하시니, 상사 부사께서 모두 크게 웃으셨다.21)

이처럼 홍억은 마치 어린 아이를 타이르듯이 홍대용의 관광벽을 걱정할
정도였다. 홍억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홍대용은 대열에서 이탈하여 밤늦게까
지 관광지를 탐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로 인해 일행을 자주 기다리
게 만들었다.22) 또 생전 처음 보는 낙타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수레를 전진시키다가 전복될 뻔했으며, 구경 다닐 일만 밤낮 생각해서 연행
기간 동안 글을 읽을 겨를조차 없었다.23) 때마침 북경만 30여 차례 방문한
쇄마군(刷馬軍) 세팔(世八)을 알게 되면서 홍대용은 신천지 북경 유람에 박

21)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1일, 31-a~31-b면.
22) 貞女廟(을유년 12월 19일), 望海亭(12월 20일), 사호석(12월 22일)은 모두 일행에서 이
탈하여 홍대용이 단독으로 다녀온 곳이다.
23)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6일, 122a~122b면; 병술년 1월 2일, 155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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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가한다.24) 이에 중국 통관(通官)과 조선의 역관(譯官)들 사이에서 홍대
용은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급기야 일행 상하에서 그
의 관광벽을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게 되었으며, 서반(序班)들이 잠
상(潛商)을 의심하여 그를 미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25)
홍대용의 열성적인 중국 관광은 표면적으로 맹목적인 관광벽의 소산인 양
비춰질 수 있지만, 이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대용은 조선에서부터 전대의 연
행록들을 숙독하고 역관들을 통해 최신 정보를 수집했다. 덕분에 북경 관광
이 명말청초에 비해 매우 자유로워졌지만 역관들의 횡포로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홍대용이 마련한 해결책은 바로 아문(衙門) 통관들
과의 직접 접촉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줄 예단과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팔포(八包)를 팔아 미리 은자(銀子) 200여 냥을 준비했으며, 직접 그
들을 찾아가 호의를 표시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통관
들은 비록 대국의 관리였지만 조선의 기준으로는 중인(中人)이었으니 신분
의 차이가 현격한 바, 홍대용이 직접 통관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당
시 상황에선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홍대용은 과
감하게 대통관(大通官) 서종맹(徐宗孟)을 비롯한 통관 모두에게 호의를 베풀
어 단박에 그들의 호감을 샀다. 이로 인해 홍대용은 통관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받았다.26)
이와 같이 홍대용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적절한 전략을 활용함으로
써 원활한 중국 여행을 도모하였는데, 이것이 단순히 관광벽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은 물론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을병연행록에서 수차례
반복되어 강조된 바 평생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청나라 문물
을 직접 경험하고 대국 선비와 진솔한 교유를 하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출입이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북경 숙소
에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받은 홍대용은 청나라 사람들을 만나
24)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9일, 142a~142b면.
25)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6일, 11일, 22일, 27일; 담헌서 외집 권9, 연기, ｢반산｣,
“一譯曰, ‘諸人皆云‘以洪公子喜遊, 今日讓吾輩一頭.’ 我獨云‘洪公子必來無疑.’ 今果然.”
26)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일, 3일, 4일, 7일, 8일 등; 담헌서 외집 권7, 연기,
｢아문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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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북경 구석구석을 유람했다. 홍대용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행이 단체로 관광을 갈 때를 피해
서 소수의 인원으로만 움직였다. 관광지에서는 좀 더 빨리 많은 것을 직접
보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선물로 청심환을 선사했고, 기회가 생기면 망설이
지 않고 직접 확인했다.
(시계탑에-인용자) 올라가 보기를 청하자 유송령이 말하기를,
“누 위가 매우 좁아 여러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한 명만 올라가되
머리에 쓴 것은 벗고 오르십시오.”
하고,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대만 올라가십시오.”
하거늘, 내가 즉시 전립을 벗어 세팔에게 맡기고 누 위에 올랐다.27)

홍대용은 병술년 1월 9일에 처음으로 서천주당을 방문한다. 이미 며칠 전
부터 이를 위해 천주당에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 그날 아침에 있었던 서종
맹의 초대를 급히 파할 정도로 천주당 방문은 홍대용에게 손꼽아 기다리던
일이었다. 그리고 천주당을 방문하고 나서, 천주당에서 본 서양 그림과 지
도뿐만 아니라 파이프 오르간 등의 서양 기기들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기록
을 남겨 놓았다.
당시 홍대용은 선교사들에게 직접 천주당 내부를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주기를

부탁했다.

이에

선교사

유송령(劉松齡,

Augustin

von

Hallerstein)이 직접 안내를 했다. 파이프 오르간의 경우는 직접 연주를 해
보기도 하고,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시계탑에 이르러서는 유송령의 말이 떨
어지기 무섭게 자신이 쓰고 있던 전립을 벗고 누각 위에 올랐다. 그 당시
조선 사대부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부탁을 하거나 밖에서 모자를 벗는 행동
은 체모가 상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홍대용은 새로운 구경거리
가 있다면 이처럼 전혀 체면에 얽매이지 않았다.28)
27)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9일, 219d~220a면.
28) 이 밖에도 희귀한 것을 보기 위해 그가 강청(强請)하는 장면을 을병연행록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옹화궁에서는 輪藏을 돌려보도록 직접 간청하다 거절당하였으며(병술년
1월 12일, 242b~242d면), 팽한림의 집에서 만난 장악원 소속 관리에게 악공을 불러 연
주시켜 달라고 강청하다 거절당하기도 했다.(병술년 1월 2일, 295b~296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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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극성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홍대용은 성별
ㆍ나이ㆍ신분ㆍ인종에 구애 없이 수많은 청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는 청나라 황족인 양혼(兩渾)과 1품 벼슬인 만주
인, 한림검토관(翰林檢討官)인 한인(漢人)들부터 중국 통관, 촌학구(村學究),
숙소 주인 및 각종 상인들과 길에서 마주친 하층민들도 있었다. 중국 여성
들이나 어린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들도 을병연행록에서 종종 확인된
다. 오스트리아인 유송령과 독일인 포우관(鮑友管, Antoine Gogeisl) 등 서
양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유구(琉球)ㆍ몽고(蒙古)ㆍ회자(回子)ㆍ아라사(俄羅
斯) 사람 등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이었다. 홍대용은 이
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관념 속에서 왜곡된 청나라
에 대한 상을 허물어뜨리고 생동하는 실체인 청나라를 목도하게 된다.
또한 홍대용은 연행 동안 개방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자세를 시종일관 유
지하였다. 자신의 차부인 왕문거를 비롯한 중국 변방의 하층민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과 풍속을 가까이에서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홍대용이 얻게 된 것은 중국 하층민에 대한 새로운 정보만이 아니었다. 오
랑캐라는 이유로 청나라 황족조차 무시하던 조선의 양반사대부들이 보기에
중국 변방의 하층민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행에 참여
한 많은 조선 문인들은 이들에게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나
마 기록되었을 때에도 부정적인 어조 일색이었다. 홍대용 역시 이런 선입견
들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부분이 연행록 곳곳에서 확인
된다. 하지만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오랑캐 하층민들에게도 인간다운 면이 있으며, 심지어 조선
인들보다 나은 점 또한 있음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다른 포자(鋪子)에 이르니, 납으로 만든 온갖 기명이 벌여 있고 두어 장
인이 바야흐로 온갖 연장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니, 일하는 모양이 전일(全
一)하고 근검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갔으나 거들떠보는 일이 없었다.
엄동(嚴冬)이로되 겹것을 입고 땀을 흘리니, 중국 사람의 성실한 풍습이 실
로 기특하였다.29)

29)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1일, 30-a~30-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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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을 건넌 홍대용은 책문을 거쳐 봉황성에 이르게 된다.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한 마두(馬頭) 덕유에게는 피폐하여 볼 것이 없는 변방 거리이지만,
모든 것이 새로운 홍대용에게 처음 본 중국 시가지는 “드디어 큰길로 나와
두루 거니니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첫 소견이었으나, 그 기특하고 이상함을
다 기록하지 못하였다”30)라고 술회할 만큼 놀라움 그 자체였다.
홍대용은 덕유를 데리고 봉황성의 여러 가게들을 구경하고 그곳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중국 변방의 거리와 사람들을 관찰했다. 여러
가게에 있던 주인들과 중국인들은 모두 이국에서 온 호기심 많은 선비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 납으로 연장을 만드는 가게 사람들
만은 그 누구도 홍대용 일행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오로지 자신이 맡은 일에만 성실히 몰두하는 중국 장인들을 보
면서 홍대용은 큰 감명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잠시 대화를 나눈 중국인이 헤어질 때 민강과 귤병을 싸주는
모습을 보며 그 후함을 칭찬하고, 자신의 가정(家丁)이 홍대용에게 청심환을
얻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만주족 젊은 청년의 숫되고 소탈한 모습을 기특해
하기도 하면서 중국 “풍속의 두터움”과 “규모의 간략함”을 확인한다.31) 이
렇게 홍대용은 중국인들 중에는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중국의 풍속 중
에도 본받을 만한 점이 있음을 그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하면
서 저절로 깨닫게 된 것이다.

2. 텍스트의 형성 과정

1) 을병연행록과 연기의 선후 관계
홍대용은 연행 동안 한문으로 된 일기 형식의 연행록 초고를 작성하고,
귀국 후 이를 토대로 독자나 목적에 따라 간정동회우록 및 연기와 을
30)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30일, 24b면.
31)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30일, 25a~25c면; 12월 9일, 57c~57d면; 14일, 77a~77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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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연행록을 집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중 을병연행록은 여성 독자를
고려하여 연행록 초고를 국역한 것이라 생각된다. 연기나 담헌서 ｢간정
동필담｣과 비교해보면, 해당 부분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기
나 오역들이 을병연행록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자를 뜻하는 ‘산예(狻猊)’와 인명인 ‘서불(徐市)’이 각각 ‘준예’와
‘서시’로 오기되어 있다.32) 또한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를 위로하라’는 뜻의
“위의문려(慰倚門閭)”가 “머무는 곳에 의지함을 위로하라”로 오역되어 있고,
‘떨어지는 등나무 꽃을 거꾸로 먹도다’라는 뜻의 “도흡등화타(倒吸藤花妥)”
라는 시구가 “거꾸로 등화타를 먹도다”로 오역되어 있다.33) 이는 을병연행
록이 애초부터 국문본으로 저술된 것이 아니라 한문본 연행록 초고를 국역
한 저작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오기나 오역의 수준으로 보
아 방대한 분량의 연행록 초고를 번역하는 과정에 홍대용 이외의, 그보다
학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귀국 후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홍대용이 간정동회우록을 완
성한 사실 또한 그 전에 연행록 초고가 존재했다는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
다.34) 을병연행록과 비교해 보면, 을병연행록에서 항주 선비들과 관련된
기사(記事)들만 선별적으로 발췌되어 담헌서 ｢간정동필담｣에 고스란히 수
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기는 간정동회우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행록 초고의 내용을 해체하고 재편성하여 완성되었을 것으
로 짐작된다. 또한 연기는 연행의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인물ㆍ명소ㆍ사
건ㆍ문물 등 항목별로 나누어 엮은 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독특한 형식의 연
행록을 편찬하자면 그 저본인 일기체 초고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현존하는 홍대용의 세 가지 연행 기록 즉, 연기 및 간정동회우록과
을병연행록은 각각 다양한 이본들이 존재한다.35) 그런데 그중 간정동회
32)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5일, 318c면; 병술년 2월 7일, 397a면
33)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2일, 5b면; 병술년 2월 17일, 467c면. 그밖에 ‘然’나 ‘有’
등과 같이 전체 문맥의 파악이 요구되는 번역에서 오류가 생긴 경우 또한 확인된다.
34) 담헌서 외집 권1, 항전척독, ｢與潘秋 庭筠書｣, “以五月初二日歸鄕廬. 以其十五日,
諸公簡牘, 俱粧完共四帖, 題之曰古杭文獻. 以六月十五日而筆談及遭逢始末, 往復書札, 幷錄
成共三本, 題之曰乾凈衕會友錄.”
35) 정훈식, 앞의 책, 51~57면;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한국학 자료 해제,
2010, 119~121면; 최은주, ｢연행록 자료 집성 및 번역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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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록이 가장 먼저 집필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며, 을병연행록과 연기
의 선후 관계는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36) 이 두 텍스트 사이의 선후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간정동회우록의 이본들과 을병연행
록의 해당 부분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간정동회우록의 이본은 모두 4종이 전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
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선후 관계 또한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 그러
므로 을병연행록이 간정동회우록의 이본 가운데 어느 것과 가장 유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다면, 을병연행록의 창작 시기를 추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확인되는 간정동회우
록의 이본들은 다음과 같다.

서명

저술 시기

소재

간정동회우록

병술년(1766)

실전(失傳)

박지원, ｢회우록서｣에 언급

철교화

미상

홍대용 후손가 소장

간정동회우록의 초본(抄本)

간정록

미상

간정필담

임진년(1772)

간정동필담

미상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비고

간정동회우록의 교정본
간정록의 수정본

담헌서(1939)

현존하는 간정동회우록의 이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저술로 확인되
는 것은 간정록이다. 권2만 남아 있는 영본(零本)으로, 담헌서 ｢간정동
필담｣ 중 2월 17일에서 23일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37) 권
34, 대동한문학회, 2011, 24~25면; 노경희, ｢燕彙의 이본 검토를 통한 조선후기 연행
록의 유통과 전승｣, 규장각 4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47~51면 참고.
36) 최근 박희병은 홍대용이 연기를 먼저 쓰고 이어서 을병연행록을 쓴 것으로 추정했
다. 즉 을병연행록은 ｢간정동필담｣과, 1775년에서 1778년 사이에 씌어졌을 것으로 추
정되는 연기를 합쳐 일기식의 체재로 바꾸고, 내용의 첨삭을 가하고 표기를 국문으로
바꾼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연기 뒤에 완성된 을병연행록에 홍대용의 만년 사상이
좀 더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희병, 범애와 평등, 돌베개, 2013, 65면,
주 88)
37)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앞의 책, 258~259면.

- 23 -

수제(卷首題)가 “乾淨●●●錄二”라고 부분 삭제된 채 표기되어 있는데, 삭
제된 부분은 ‘衕會友’ 3자임이 분명하다. 또한 ｢간정동필담｣의 분량과 비교
하면 간정록이 원래 총 3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의 거의 모든 면
에 교정을 지시한 흔적이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간정록은 원
래 간정동회우록의 이본 중에서 가장 풍부한 내용을 갖추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를 통해 간정록이 간정동회우록의 교정본이며, 현존하는
이본들 가운데 간정동회우록과 가장 흡사한 형태의 이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공개된 철교화는 홍대용이 간정동회우록에서 엄성(嚴誠)과의 필
담을 선별하여 조목으로 엮고 그것을 이덕무가 교감한 책이다.38) 간정동회
우록의 일부만 발췌한 축약본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내용이 불완전하지만,
간정동회우록의 원형에 가장 가까우므로 철교화는 이본의 선후관계 추
정에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39) 간정동회우록의 이본들과 비교해보면 다
른 어떤 이본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몇 조목이 보이는데, 그중 2개 조목은
유사한 내용이 을병연행록에만 실려 있다.40) 그리고 조목별로 세부 내용
을 비교해보면 담헌서 ｢간정동필담｣에는 탈락되어 있지만 을병연행록에
는 실려 있는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다.41)
다음으로, 간정필담과 담헌서 ｢간정동필담｣은 간정록의 교정 지시
를 충실히 반영하여 후대에 필사한 수정본으로 판단된다. 간정필담은 원
중거(元重擧, 1719∼1790)의 발문(跋文)을 통해 임진년(1772)에 완성된 사
실을 알 수 있다.42) 이는 간정록의 수정본이기는 하지만, 교정 지시를 반
영하지 않은 경우들도 더러 있다. 간정록에서 삭제 지시가 된 서간문들을
모두 실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교정 지시를 반영하느라 문맥상 어
색해진 부분에는 따로 윤색을 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글이 자연스러운 흐름
38)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33, 淸脾錄 2, ｢嚴鐵橋｣, “湛軒編陸巖潘三公筆談書尺, 爲會友
錄, 又於錄中, 抄鐵橋語及詩若干首, 使余校勘, 藏于家.”
39) 안대회, ｢洪大容 후손가 소장 李德懋 筆寫本 3종 연구｣, 고전문학연구 42, 한국고전
문학회, 2012, 379~390면.
40) 철교화, ｢한화｣ 제35조ㆍ｢실화｣ 제16조;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6일,
561d~562a면; 병술년 2월 26일, 559b~559d면.
41) 철교화, ｢실화｣ 제11조 및 제12조, ｢한화｣ 제9조 및 제15조 등.
42) 발문 말미에 “遂幷書之卷尾, 拜以歸之湛軒翁, 時壬辰中夏之十三日也.”라고 명시되어 있
다.(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43,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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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1939년에 간행된 담헌서에 수록된 ｢간
정동필담｣은 간정록의 교정 지시를 간정필담보다 충실히 따르고 있으
나, 따로 윤색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아 문맥상 어색한 부분들이 있다.43)
이상과 같은 간정동회우록의 이본들과 해당부분을 비교해 보면, 을병
연행록은 그중 간정록과 가장 가까운 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을병연행
록에는 간정필담이나 ｢간정동필담｣에 없는 내용이 수록된 경우가 많은
데, 이런 부분들의 대다수가 간정록에는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병술년 2월 19일에서 22일 사이에 홍대용은 문금(門禁)이
엄하여 숙소에 머물면서 항주 선비들과 여러 편의 서신을 주고받는다. 당시
주고받은 서신들이 간정동회우록의 각 이본에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된
서신의 수와 내용에서 이본 간의 차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44)

을병연행록 내 서간문 및 시문
순서
1

날짜
(병술)

발신인 수신인

2.19

반정균 홍대용 ｢담헌기(湛軒記)｣

2.19

홍대용

간정록 간정필담 ｢간정동필담｣
○

○

○

尺牘①

○

○

○

2.19

홍대용 반정균 尺牘②

○

○

X

2.19

홍대용

엄성

○

○

○

2.19

홍대용

엄성

追伸①

○

○

X

2.19

홍대용

엄성

추신②

○

○

○

2

3

양식

간정동회우록 이본 내 수록 여부

엄성,
반정균

｢고원정부(高遠
亭賦)｣

43) 후마 스스무[夫馬進]는 간정필담은 홍대용이 조선 및 중국 문인들에게 공개를 목적으
로 제작한 간정동회우록의 개작본이며, ｢간정동필담｣은 1939년에 출현한 자료로 그 서
명을 홍대용이 붙였다는 논거도 찾을 수 없는 다소 엉성한 편찬물이라고 주장하였다.(후
마 스스무, ｢홍대용의 간정동회우록과 그 개변-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본 소개
를 겸하여-｣, 한문학보 26, 우리한문학회, 2012, 193~263면)
44) 표에서 ○ 는 해당 글이 수록되어 있으나 삭제 지시가 된 경우를 표시함. 괄호 속 날짜
는 을병연행록과 다른 경우에 해당 날짜를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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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9

엄성

5

2.22

홍대용

6

2.22

7

2.22

8

2.22

9

2.22

엄성

10

2.22

홍대용

11

2.22

12

2.22

홍대용 尺牘

○

○

X

尺牘

(2.21)○

(2.21)○

X

엄성

홍대용 尺牘

(2.21)○

(2.21)○

(2.19)○

엄성

홍대용 尺牘

(2.21)○

(2.21)○

(2.19)○

반정균 홍대용 尺牘

(2.21)○

(2.21)○

(2.19)○

(2.21)○

(2.21)○

(2.19)○

尺牘

(2.21)○

(2.21)○

X

엄성

홍대용 尺牘

(2.21)○

(2.21)○

X

엄성

김재행

X

X

X

엄성

김재행
엄성,
반정균

｢양허당기(養虛
堂記)｣

칠언 율시

위의 표에 제시된 12종의 편지와 시문은 모두 을병연행록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간정록과 간정필담에는 12번의 한시만 없을 뿐 모든 편지
와 기(記) 및 부(賦)가 수록되어 있다.45) 이에 반해 ｢간정동필담｣에는 12번
의 시를 제외하고도 2번의 척독②와 3번의 추신①, 그리고 4, 5, 10, 11번
의 편지가 없다. 이는 모두 간정록에 삭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다.
게다가 ｢간정동필담｣은 간정록 2월 19일자의 일부와 21일자 기사에서 삭
제하라고 한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른 결과, 2월 21일자 기사를 2월 19일자
기사에 통합 편집하는 큰 실수를 범했다.46)
이처럼 편지 전체가 삭제된 경우는 간정동회우록의 이본들 중 ｢간정동
필담｣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에 비해 을병연행록에는 간정록의 편지들
이 모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2번의 한시는 을
병연행록에만 실려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홍대용을 제외한 김재행
과 삼사(三使)들이 항주 선비에게 받은 시들은 오직 을병연행록에만 실려
있다.47) 이렇게 을병연행록은 ｢간정동필담｣보다 먼저 필사된 것이 분명한
45) 임기중 편, 앞의 책, 135~151면.
46) 후마 스스무, 앞의 논문, 203~204면.
47) 김재행ㆍ이훤ㆍ김선행ㆍ홍억이 받은 시가 각각 3~4편씩 을병연행록에 실려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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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록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정록에도 없는 내용
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필담 부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홍대용
은 병술년 2월 17일에 있었던 항주 선비들과의 필담에서 전약(煎藥)과 청심
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을병연행록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반정균이 홍대용에게 받은 전약을 매우 귀히 여기며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홍대용이 더 주겠다고 하였으나 반정균이 사양했다.
ⓑ 반정균은 친구에게 주고 싶다는 이유로 청심환을 부탁하였다.
ⓒ 홍대용은 반정균이 부모를 위해 전약을 받는 것은 사양하고 친구를 위
해 청심환을 부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하였다.
ⓓ 엄성이 밝힌 진실에 의하면, 반정균이 친구들에게 청심환을 나누어 줬
는데, 나중에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다시 채워 넣고 싶어한 것이었다.
ⓔ 반정균이 중국에서 청심환과 전약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에 대해 이
야기했다.
ⓕ 홍대용이 전약과 청심환에 대한 중국인들의 오해를 풀어주었다.

이 부분이 ｢간정동필담｣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 또 전약과 앞서 선사한 청심환을 더했다. 내가 인하여 말했다.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는 구하고 어버이에게 드리기 위해서는 구하지 않
으니 그 의가 어디 있습니까?”
반정균이 말했다.
“특별한 맛은 조금 맛보면 족하고 많으면 귀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웃으며 말했다.
“많으면 귀하지 않다는 말은 진실로 일리가 있습니다. 형이 교묘하게 허
물을 가리고, 따라 변명을 하니, 그윽이 형을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
다.”

시들은 홍대용의 다른 연행 기록들에는 보이지 않지만, 청장관전서, 연항시독, 中州
十一家詩選, 中朝學士書翰 등에 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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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균이 웃으며 말했다.
“저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중국의 광대함과 형의 세심함으로도 오히려 이러하거늘, 우리들이야 말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모두 웃었다.
(㉰)
㉱ 내가 말했다.
“전약은 그다지 귀하지 않아 관부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청심환(淸心丸)
은 자못 기효(奇效)가 있고 품질도 여러 등급이어서 가짜가 반이 넘습니
다. 그 진짜는 궁제(宮劑)에서만 나오는데 제일 쓸 만합니다. 북경 사람
들이 이 물건을 보배로 여겨 비록 가짜임을 잘 알면서도 구하기를 그치
지 않으니 아마도 역시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48)

위의 인용 부분은 을병연행록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 수 없다. 인용문의 ㉮ㆍ㉰ 부분에 각각 을병연
행록 요약문 ⓐⓑ와 ⓓⓔ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
략된 분량은 장서각본 을병연행록 기준으로 ㉮는 2.5면 정도, ㉰는 1.5면
정도이다.49) 결국 ｢간정동필담｣에는 을병연행록의 ⓒ와 ⓕ만이 수록된 것
이다. 반면 간정록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
삭제 표시된 부분이 많은데, ｢간정동필담｣은 이러한 삭제 지시를 충실히 이
행한 결과 문맥이 어색해진 것이다.
그런데 ｢간정동필담｣에 생략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모두 반정
균이 홍대용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만 의도적으로 삭제한 이유는 간정록의 첨삭 표시를 통해 유추할 수
48)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간정동필담｣, 2월 17일, “(㉮), ㉯且以牛皮煎及丸劑前
贈者又加. 余因曰, ‘但欲以與朋友則求之, 欲以獻親則不求, 此其義安在.’ 蘭公笑曰, ‘異味得
嘗, 少許已足, 多便不貴.’ 余亦笑曰, ‘多便不貴, 誠有此理, 兄之巧於護過, 從而爲之辭, 竊爲
之惜焉.’ 蘭公笑曰, ‘弟知過矣.’ 余曰, ‘以中國之大, 兄之細心尙如此, 我輩亦何足道哉.’ 兩人
皆笑. (㉰), ㉱ 余曰, ‘牛皮煎不甚貴, 官府則處處有之, 淸心丸頗有奇效而品亦多等, 假者過
半, 其眞者則只出於宮劑, 此最可用, 北京人甚珍此物, 雖明知其假而求之不已, 似亦略有效
耳.’”(문자는 단락 표시이고, 괄호는 생략된 부분을 나타냄)
49)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7일, 478-c~479-b면; 479-c~4 79-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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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초의 간정동회우록에는 모든 정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나, 나
중에 홍대용이 반정균을 배려하여 그가 부정적으로 보일 부분을 삭제하였고
이를 수용한 것이 ｢간정동필담｣인 것이다.50) 이렇게 간정록의 삭제 지시
를 충실히 이행하였기 때문에 ｢간정동필담｣의 이 부분은 문맥적으로 매우
어색한 부분이 되었다. 이에 반해 간정필담에는 전약과 청심환에 대한 이
야기 전부가 완전히 탈락되어 오히려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51)
지금까지 을병연행록이 간정동회우록의 이본들 중에서 담헌서 ｢간
정동필담｣보다 먼저 필사된 초기본들과 유사점이 많은 텍스트임을 확인했
다. 하지만 을병연행록과 연기의 선후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기의 창작 시기를 추정하고 두 텍스트를 비교 분석해 보아야
한다. 연기의 창작 시기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계방일기(桂坊日記)52)
와 아울러 유만주(兪晩柱, 1755~1788)의 일기인 흠영(欽英) 중의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을미년(乙未年, 1775)에서 병신년(丙申年, 1776) 사이로
그 시기를 좁힐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홍대용은 정조(正祖)가 세손이던 시기에 그의 학문을 지도하는 익위사 시
직(侍直) 벼슬을 했다.53) 그 기간에 정조와 주고받은 문답을 계방일기에
기록해 두었다. 을미년 3월 29일 일기를 보면 홍대용이 연행 경험에 대해
정조와 문답을 나누던 중, “연행을 기록한 일기가 있느냐”는 정조의 질문에
“아직 없다”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 있다.54) 그런데 이 시기라면 이미 항주
선비들과의 필담 기록이 간정동회우록(1766)이나 간정필담(1772)으로
편찬되었으며, 아마 을병연행록 또한 완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
만 정조가 보기를 원한 것은 연행 체험을 망라한 일기체 연행록이었기에 필
담 기록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고, 을병연행록은 공개를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고 한글 기록이므로 세자에게 감히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다.
50) 반정균의 발언을 홍대용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후마 스스무는 반정균이 보낸 편지 내
용을 근거로 반정균의 요청에 의해서 삭제하였음을 주장하였다.(후마 스스무, 앞의 논문,
201면)
51) 임기중 편, 앞의 책, 133면.
52) 담헌서 내집 권2, 계방일기. 甲午年(1774) 12월 1일에 시작하여 을미년(1775) 8월
26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53) 승정원일기, 영조 50년(1774) 11월 28일, “洪大容爲侍直.”
54) 담헌서 내집 권2, 계방일기, 을미년 3월 29일, “令曰, ‘有日記乎?’ 臣曰, ‘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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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홍대용이 당시 연행일기가 아직 없다고 말한 것은 정조에게 거
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한문 연행록인 연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하지만 흠영의 기록을 보면, 이
듬해인 병신년(1776)에는 현존하는 연기의 초기 필사본인 연행잡기(燕行
雜記)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흠영 병신년 6월 10일자 일기를 보면 “밤에 고항문헌 4첩(帖)을 보
았다. 전당 사람 엄성ㆍ반정균ㆍ육비의 서한이다”라고 했다.55) 또 6월 11일
자 일기에는 “간정필담 2책을 보았다”고 하고 나서, 간정필담 중 시경
(詩經) ｢소서(小序)｣에 대한 중국 문인들의 주장을 발췌하고, 중국의 과거
시험에서 경서 중에서 유독 시경만 주자(朱子)의 주를 따르지 않는다는
엄성의 발언에 주목하였다.56) 그리고 6월 13일 일기에서는 “연행잡기 2
책을 보았다”고 했다.57) 연행잡기는 연기의 최초의 서명으로 짐작되는
데, 연행잡기를 줄여 나중에 연기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다. 서울대 규
장각 소장 담헌연기(전4권)을 보면 처음 2권은 내표제(內表題) 역시 ｢담
헌연기｣이지만, 권3ㆍ4는 내표제가 여전히 ｢연행잡기｣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신년 6월 14일자 일기에는 두 항목에 걸쳐서 연기 중
｢등문헌(鄧汶軒)｣과 ｢손진사(孫進士)｣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발췌되어
있다.58) 먼저, 연기에서 발췌했음을 명시하면서, 홍대용이 등유(鄧攸)의
후손인 등문헌(鄧汶軒)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부분을 기록하였다.59) 등유는
석륵(石勒)이 일으킨 병란(兵亂)에서 아들을 버리고 조카만 데리고 피난을
55) 유만주, 흠영, 병신년(1776) 6월 10일, “夜見古杭文獻四帖, 錢塘人嚴誠ㆍ潘庭筠ㆍ
陸飛書翰也.”(유만주, 흠영 1,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7, 157면) 홍대용이 반정
균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한 고항문헌도 4첩이다.(담헌서 외집 권1, 항전척독, ｢여
반추루정균서｣, “以其十五日, 諸公簡牘, 俱粧完共四帖, 題之曰古杭文獻.”)
56) 유만주, 흠영, 병신년(1776) 6월 11일, “見乾淨筆譚二冊.”(유만주, 위의 책, 157~
158면)
57) 유만주, 흠영, 병신년(1776) 6월 13일, “見燕行雜記二冊.”(유만주, 위의 책, 159면)
58) 담헌서 외집 권7, 연기, ｢鄧汶軒｣; 담헌서 외집 권8, 연기, ｢孫進士｣.
59) 유만주, 흠영, 병신년(1776) 6월 14일, “燕記云, ‘遇太原人鄧汶軒, 自言鄧伯道之後.
余曰, ‘古云, ‘天道無知, 使鄧伯道無兒.’ 此言何爲也?’ 鄧生笑曰, ‘豈無其姪乎?’ 余曰, ‘弟子
綏服喪三年, 因爲之子乎?’ 曰, ‘然.’’ 然則伯道無血嗣耳, 非無後也.”(유만주, 앞의 책, 166~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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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났다가 대(代)가 끊긴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60) 유만주는 연기를 통
해 등유의 조카 등수(鄧綏)가 삼년상을 치르고 아들이 되어 대(代)를 이었다
는 등문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그렇다면 백도(伯道, 등유의
字)는 혈손(血孫)이 없었을 뿐이지 후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논평하였
다.
흠영의 같은 날짜 일기에 뒤이어 요약 발췌된 부분은 “세간에 전하기
를”이라고 하여 출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만주족에게 산해관(山海關)의
문을 열어준 것으로 유명한 명나라 말 장수 오삼계(吳三桂)의 사적에 대해
홍대용이 청나라 문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연기 중의 한 대목이다.61) 이
부분 역시 기존의 정보와는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에 흠영에 발췌 기록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 유만주는 “두 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라
고 하여 새로운 정보의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방일기와 흠영의 관련 기록들을 보면, 연기의 완성 시
기를 계방일기의 기록이 끝난 을미년 3월 29일 이후부터 흠영의 관련
기록 중 마지막 일기인 병신년 6월 12일 사이로 좁힐 수 있다. 그리고 을
미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던 연기를 불과 1년 뒤에 유만주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와 절친한 종형제 유춘주(兪春柱)가 홍대용의 막내 사위
였던 덕분으로 보인다. 그래서 남달리 이른 시기에 연기를 구해 볼 수 있
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62)
60) 晉書 권90, ｢鄧攸列傳｣.(晉書 8, 中華書局, 1987, 2338~2340면)
61) 유만주, 흠영, 병신년(1776) 6월 14일, “世傳, 山海關南毁城, 淸人初入關, 吳三桂恐淸
人疑之, 毁關南城百餘步, 以納兵, 遂破自成, 有天下, 淸人以毁城爲得天下之本, 不復塡築, 樹
紅柵以識之. 今考燕記, 關外人云, ‘長城南北, 舊有水門, 吳王守關觀兵, 由北水門出, 入于
南水門, 換衣換馬, 以示兵衆, 及破自成, 自成駐兵于石河西廟堂前, 吳王開關先戰, 佯敗以誘
之, 淸兵張左右翼, 由兩水門而入, 循關而西急擊之, 吳王復還軍力戰, 自成不意淸兵猝至, 大
敗遁走. 此奇門家生門之法, 壞城納兵, 初無是事.’ 兩說未知熟是.”(유만주, 앞의 책, 167면)
62) 김하라의 ｢兪晩柱의 欽英 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1) 18면에 유춘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그가 홍대용의 사위가 된 사실이 흠영에 기록되었음을 밝혔다. 또
한 195면 각주 241번에서는 유만주가 홍대용을 담장(澹丈)이라 존칭하며 관심을 표명한
사실을 밝혔다. 유만주는 흠영 癸卯年(1783) 10월 24일 일기에 홍대용의 訃告를 기록
하고(유만주, 흠영 5,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7, 75면), 이듬해 11월 11일에는
그의 유택(遺宅)을 방문한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이 때 유춘주와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유만주, 같은 책, 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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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홍대용은 연행을 다녀온 지 10년이 지난 무렵에야 비로소 연
기를 완성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766년에 완성된 간정동회우록의 초
기 이본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을병연행록은 연기보다
훨씬 먼저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두 텍스트의 내용 비교를 통해서도 을병연행록과 연기의 선후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을병연행록에서 홍대용이 알아내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고 서술한 정보가 연기에는 추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병술년 1월 5일 홍대용은 태학을 방문하여 이륜당
(彛倫堂) 앞을 지나다가 뜰 한가운데에 있는 고목을 보고 심상한 나무가 아
님을 눈치 챈다.
뜰 가운데 죽은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크기가 두어 아름이고, 죽은 지
오래 되어 반 넘게 썩었으니 무슨 나무인 줄을 알 길이 없었다. 또 사면으
로 높이 대를 쌓고 대 위에 주홍색 난간을 둘렀는데, 필연 천 년 고목인
것 같았다. 무슨 사적이 있나 싶었지만 알 길이 없었다. 세팔이 말하기를,
“몇 해 전에 서장관이 이 나무를 대수로이 찾아보며 옛 일기에 이 나무
가 들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기에, 김가재일기를 상고하니 지경문 북쪽에는 족적이 이르지 않았으
니, 누구의 일기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63)

이륜당 앞에 있던 이 나무는 원나라의 성리학자 노재(魯齋) 허형(許衡)이
지원(至元) 연간(1264~1271)에 국자사(國子師) 벼슬로 있을 때 심은 괴화
나무였다. 무오연행록에 의하면 이 나무가 수백 년이 지나 죽었다가 건륭
신미년(辛未年, 1751)에 갑자기 다시 잎이 피어난 것을 길조로 여겨 검은
돌에 그 사적을 새겨 놓았다고 한다.64) 홍대용이 태학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 돌이 있었을 것이나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을병연행록에는
홍대용이 전대의 연행록에 이 나무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
창업의 연행일기를 조사했으나 결국 알아내지 못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연기에는 “허노재가 손수 심은 것이다”라는 정보가 새로 추가되어
63)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5일, 181a~181b면.
64) 徐有聞, 무오연행록 권5, 己未年(1799)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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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5) 을병연행록 집필 당시에는 나무를 심은 사람을 확인하지 못했다
가 연기를 집필할 때에야 비로소 허형이 심은 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
기 때문에 이처럼 정확하게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행을 다녀온 이후에 발생한 일들이 연기에 언급되어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대용이 북경에 체류한 기간 동안 황후가 죄를
얻어 냉궁(冷宮)에 갇혀 있었는데, 연기에는 홍대용이 귀국한 뒤인 그해
가을 황후가 죽게 되자 귀비(貴妃)의 예로 장례를 치렀다는 후일담을 수록
해 놓았다.66) 또한 중국 통관(通官) 서종맹의 조카가 호부낭중(戶部郎中)이
었는데, 몇 년 후 공금 횡령으로 파직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해 서종맹이 화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 또한 연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67)
끝으로, 연행 당시에는 무심코 스쳐 지나가기 쉬운 사소한 사항들, 따라
서 여행을 다녀온 지 한참 후에는 잊기 쉬운 세세한 사항들이 풍부하게 기
록되어 있는 사실도 을병연행록이 연기보다 먼저 집필되었으리라는 추
정의 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을유년 12월 5일 홍대용은 차
부 왕문거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숙식을 제공받는다. 이튿날은 월참(越站)을
하는 날이라 새벽부터 서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 왕가의 집을 나서기까지
있었던 일이 연기에는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지만,68) 을병연행록에는 다
음과 같이 매우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날은 두 참을 가는지라 일찍 일어나니 주인이 제육국에 밥을 말아 권
하였다. 청심환 세 개와 약과 다섯 닢, 백지 세 권, 별선 세 자루를 왕가를
주어 제 부모에게 드리라 하였다. 역마부(驛馬夫)가 간밤에 제육 등의 음식
을 많이 먹고 설사를 무수히 하여 갈 수가 없다 하여 마지못해 제 가진 말
을 타고 뒤에 천천히 오라 하였다. 큰 왕가가 제육 한 다리와 다른 음식

65) 담헌서 외집 권9, 연기, ｢太學｣, “彜倫堂前, 有枯松一株, 老榦偃屈, 礱石甃之, 上設
朱欄護之, 許魯齋所手種也.”
66) 담헌서 외집 권8, 연기, ｢京城記略｣, “是時, 皇后見囚冷宮, 朝野寃之. 是年秋, 果薨,
以貴妃禮葬之, 自鳳城移咨于我國.”
67) 위의 책, “徐宗順死後, 其子由戶部郞中, 方爲知縣, 盖以財得官也. 宗孟入京居其家, 見其
門懸燈, 尙題戶部二字, 其後數年, 聞犯臟革職, 抄其家財, 宗孟以憂死云.”
68) 담헌서 외집 권8, 연기, ｢王文擧｣, “以別扇三, 白紙三束, 藥果五箇, 淸心元三丸, 給
文擧傳于其父. 翌日, 其父以猪雉薑糖之屬, 往獻于季父, 行次已發未果獻, 深以爲恨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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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넛을 가지런히 차려 가지고 계부 숙소로 드리러 갔는지라 길이 바빠 못
보고 떠났다.69)

이처럼 을병연행록에는 연기와 달리, 홍대용이 답례로 준 선물의 물
목(物目)과 그 수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른 아침에 왕가의 아버
지가 얼마나 바빴는지 또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아침밥으로 먹은 국은
‘제육국’이었으며, 설사 때문에 뒤쳐진 사람이 역마부였다는 사실 등은 연행
당시에 기록해 둔 초고를 바탕으로 국역하지 않았다면 되살리기가 쉽지 않
은 사항들이다. 게다가 하찮은 중국 하층민들의 일상적인 수작을 연기처
럼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기억해내어 복원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을병연행록이 홍대용의 연행 기록들 중 상대적
으로 초기에 속하는 저술로서, 1775년~1776년경에 완성된 연기보다 먼
저 저술되었음을 논증했다. 이러한 추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9)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6일, 42c~42d면.

- 34 -

2) 을병연행록과 여성 독자
홍대용은 한문으로 된 간정동회우록과 연기 외에 별도로 국문본 연행
록인 을병연행록을 저술하였다. 이 사실만으로도 을병연행록이 조선 여
성들을 위해 쓰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을병연행록의 표기문자가
한글이라는 점만으로는 홍대용이 어떤 동기로 여성 독자들을 위해 국문 연
행록을 썼는지 알 수 없다. 또 독자의 범위가 어떠했으며, 실제 독자가 누
구였는지도 알 수 없다.
일찍이 최익한은 유자후 소장본에 대해 홍대용 종가의 가장본이며 홍대용
의 딸이 필사한 것이라고 한 홍대용의 후손 홍우선(洪宇善)의 주장을 근거
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想像컨댄 先生은 燕京다녀온 後에 奇聞異見을 그의 家人 特히 老母에게
들리기 爲하야 諺文으로 記錄한것을 그의 님이 다시 淨寫謄本한것이 안
이엿던가한다.70)

홍대용이 어머니 청풍 김씨(淸風 金氏)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자신의 여행
체험을 전달하기 위해 한글로 을병연행록을 집필했으며, 그 딸이 다시 깨
끗하게 베껴 썼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바로 “상상컨대”
라는 말이다. 최익한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막연
한 추측의 근거로 제시된 홍우선의 주장 또한 그 근거가 박약하다.
숭실대본 을병연행록은 홍대용 집안의 소장본이었다. 그러므로 을병연
행록의 원본 또한 10권 10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술한 대로 유
자후 소장본은 장서각본과 같은 20권 20책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홍대용
이 애초에 10권 10책으로 편성한 책을 그 딸이 20권 20책으로 체제를 바
꾸어서 필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후 소장본이 곧
홍대용 집안 소장본이라는 설은 이후 연구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71)

70) 최익한, 앞의 논문, 20~21면.
71) 조규익ㆍ소재영, 앞의 논문,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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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는 을병연행록이 국문본이라는 점과 홍대용이 청나라 문인인 등
문헌(鄧汶軒)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한글에 대한 설명72)을 근거로, 독
자를 조선 여성으로 주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73) 하지만 이 정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을병연행록이 궁중 여성들과 서민 부녀자 사이에서 일어난 한글
문학 교류의 한 예라고 주장하거나, 을병연행록의 독자층을 중인으로 확
대 추정한 설은 지나친 해석이라 하겠다.
18세기 중ㆍ후반에 사대부 여성들이 다양한 문헌들을 한글로 향유한 사
실을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홍낙원(洪樂遠, 1743
~1775)은 모친 평산 신씨에 대한 기록인 ｢선부인가전｣ 및 ｢언행별록｣을 한
문으로 지은 뒤 한글로 번역하여 그의 누이에게 전해주었으며, 그의 동생인
홍낙술(洪樂述, 1745~1810)이 부친 홍인한(洪麟漢)에 대해 쓴 선부군유사
를 그의 초취(初娶)인 덕수 이씨(德水 李氏)가 번역하기도 했다.74) 또한 유
만주의 흠영을 보면, 그의 집안 여성들은 옥린몽(玉麟夢), 완월회맹연
(玩月會盟宴) 등 한글 소설들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한글로 번역된 강호부
(姜浩溥, 1690~?)의 연행록인 상봉록(桑蓬錄) 등의 연행록들을 읽었던 사
실이 확인된다.75) 이를 통해 당시 사대부 여성들은 소설뿐 아니라 연행록의
독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19세기에 왕실 도서 서고였던 대축관(大畜關)의 서목(書目)에서도
을병연행록 20책이 확인된다. 대축관서목(大畜關書目)(규장각 소장)에
기록된 언문 도서들이 연경당(延慶堂)의 언문책목록(諺文冊目錄)에서 발견
되는 것으로 보아, 대축관의 책들이 후에 연경당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
다.76) 대축관에는 을병연행록 이외에도 승사록(乘槎錄)의 한글 번역본
72) 담헌서 외집 권1, 항전척독, ｢與汶軒書｣, “有其音而無其義, 字不滿二百, 而子母相切,
萬音備焉. 婦人及庶民不識字者, 幷用諺字, 直以土話爲文, 凡簡札簿書, 契券明暢, 或勝眞文.
雖欠典雅, 其易曉而適用, 未必不爲人文之一助.”
73) 김태준, 앞의 책, 30~35면.
74) 洪樂述, 선부군유사, 김영진ㆍ박재연 校註, 鮮文大學校 中韓飜譯文獻硏究所, 2005,
48~54면.
75) 김하라, ｢通園 兪晩柱의 한글 사용에 대한 一考｣, 국문학연구 26, 국문학회, 2012,
211~224면.
76) 이종묵,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26, 한국서지학회, 2002,
32~34면; 이종묵,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192~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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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가 소장되어 있었으며, 연휘(燕彙) 20책과
가재연행록(稼齋燕行錄) 6책이 소장되어 있었다.77) 이를 통해 궁중 여성
들이 한글로 쓰인 해외 여행 기록들을 즐겨 읽었으며, 주요 한문 연행록들
또한 섭렵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숭실대본에 수록된 필사기들과 한문 편지 언해문은 매우 소
중한 자료이다. 숭실대본의 필사기를 통하여 을병연행록의 원래 독자는
집안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숭실대본에는 권1, 2, 3, 4, 9, 10
의 말미에 필사기가 남아 있다. 모두 필사 기한 혹은 필사가 끝난 날짜와
그 장소를 알려 주는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권10에만 다음과 같이
책의 필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의 소감이 덧붙여져 있다.
경인(1830) 8월 24일 필서(畢書).
본전(本傳)이 다 상(傷)하여 젓사온 수적(手迹)이 없어지시는 줄 (알고인용자) 답답하였다. 또 한 벌 베끼려고 경영(經營)했으니, (큰 아이가 현
감으로 있는) 연산지장(連山之藏) 장지(壯紙)와 작은 아이의 구일졔(九日
製) 상격지필(賞格之筆)로 시작하여 수년 만에 이루니, 집안 귀한 책을 두
아들의 소득지필(所得紙筆)로 이룬 일이 내 마음에 기특하고 귀하고, 두
며느리 글씨도 들어 갔고 시종은 내가 썼으니 가뜩 졸루(拙陋)한 글씨에
육팔노필(六八老筆)의 성자(成字)를 못하였으나 이룬 일이 기쁘다.78)

이는 당시 68세가 된 필사자가 필사자 명단과 필사 기간, 그리고 필사 이
유를 밝힌 글이다. 을병연행록이 집안 소장의 책이며 필사의 저본이 된
책이 ‘본전’ 즉 원본 을병연행록이라는 점, 장남이 연산(連山)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으며 작은 아들도 있다는 점, 경인년에 68세가 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이 필사기를 쓴 사람이 홍대용의 며느리 평산 신씨라는 것을 알 수 있
다.79)
계미년(癸未年, 1763) 3월 26일생인 평산 신씨80)가 68세 되던 해는 경
77) 大畜關書目, 규장각 소장.
78)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을병연행록 권10; 소재영 외 주해, 주해 을병연
행록, 태학사, 1997, 806면 참고.
79) 소재영 외 주해, 위의 책, 815~817면.
80) 南陽洪氏中央花樹會 編, 南陽洪氏世譜 권2, 회상사, 1991, 471~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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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년(1830)이다. 그녀는 남편 홍원(洪薳, 1764~1818)과의 사이에 두 아들
홍명후(洪明厚, 1787~1850)와 홍양후(1800~1879)를 두었는데, 그중 큰
아들인 홍명후는 연산 현감을 지낸 적이 있다.81) 평산 신씨는 집안 소장의
을병연행록이 크게 손상되어 필사를 결심하고, 두 아들 덕분에 생긴 좋은
종이와 붓으로 두 며느리와 함께 필사본을 완성했다. 숭실대본의 여타 필사
기 정보까지 종합하면, 기축년(己丑年, 1829) 9월 28일에서 신묘년(辛卯年,
1831) 1월 13일 사이에 필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82) 홍대용
의 며느리 평산 신씨는 권10의 말미에 온 가족을 동원하여 이룬 성과를 기
념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필사기를 남겼던 것이다.
위의 필사기에서 “본전”, “젓사온 수적”, “집안 귀한 책”이라고 한 것은
필사본의 저본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를 통해 을병연행록 원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평산 신씨가 본 을병연행록이 “본전”이었다는
것은 홍대용 사후 46년이 지나도록 원본이 그의 집안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 “젓사온 수적(手迹)”에서 “젓사온”은 ‘송구스럽다’ 혹은 ‘저어
하다’라는 의미로, 그 책이 선조가 손수 쓴 “집안 귀한 책”이기 때문에 두
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귀하고 조심스럽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집안 소장
본이었으며 몹시 귀중한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정도가 지나 책이
없어질까 걱정이 될 정도로 상한 것을 보면, 을병연행록은 집안 여성들의
필독서였으리라 짐작된다. 결국 홍대용의 집안 여성인 며느리 평산 신씨와
손자며느리들이 을병연행록의 원래 독자였던 셈이다.
홍양후는 조부 홍대용의 연행에 크게 영향을 받아 1826년 외숙 신재식
(申在植)을 따라 연행을 다녀온다. 이 때 항주 선비들의 후예들에게 남긴 홍
양후의 편지83)가 반정균의 손자인 반공수에게 전해져 답장까지 받게 된
다.84) 항주 선비의 후예로부터 홍대용의 손자가 답장을 받은 일은 홍대용과
81)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55면 본문 및 각주 2번에 홍명후와 홍양후가
역임한 관직이 밝혀져 있다. 또한 外案考(신희철 편, 보경문화사, 2002) 권2의 146면
에 홍명후가 己丑年(1829) 6월부터 癸巳年(1833) 9월 전까지 연산 현감을 지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82) 소재영 외 주해, 앞의 책, 816면.
83) 홍양후, 寬居外史 續一, ｢送杭州書｣. 관거외사 속1에는 이 편지 외에 홍양후가 반공
수에게 보낸 편지가 ｢與潘恭壽書｣라는 제목으로 1통 더 수록되어 있다.
84) 김명호의 환재 박규수 연구(창비, 2008) 54~59면과 62~63면에 홍양후가 연행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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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선비들의 세교(世交)를 잇는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을병연행록을 읽
은 집안사람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이며, 다들 이 편지의 내용을
궁금해하고 을병연행록만큼이나 이 편지를 귀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에
평산 신씨는 홍양후로 하여금 반공수와 주고받은 편지를 번역하여 을병연
행록 뒤에 부기하도록 명한다.
절항주(浙杭州) 왕복 편지를 ○자교(慈敎)를 듣자와 번역하여 연산(連
山) 책실(冊室)에서 을병연행녹 끝에 쓰다.
차손(次孫) 양후(良厚) 배서(拜書)85)

홍양후는 자신이 쓴 편지와 반공수가 보낸 답장을 번역하여 전재하고 그
뒤에 이와 같이 간단한 후기를 남겼다. 반공수가 답장을 쓴 때가 임진년(壬
辰年, 1832) 1월 6일이었으며 홍명후가 연산 현감을 그만 둔 때가 계사년
(癸巳年, 1833) 9월 전이었으므로, 그 사이에 홍양후가 답장을 받고 자교를
받들어 을병연행록 뒤에 수록했을 것이다.
이는 글의 본문에 “을병연행록”이라는 제목이 노출된 유일한 기록이다.
어머니 평산 신씨가 을병연행록의 책제목을 노출하지 않고 “본적”, “수
적”, “집안 귀한 책”이라고 지칭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자교”라는 단어
앞에 띄어쓰기를 한 것이 주목된다. 홍양후가 번역한 두 편지에서도 띄어쓰
기가 되어 있는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부”, “○담헌공”, “○담
헌”, “○선령(先靈)”, “○선고상(先考喪)”, “○훤당(萱堂)”, “녕○조(令祖)”,
“○자위(慈闈)” 등이 그것이다.86) 모두 집안 어른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므
로 공격(空格)을 둔 것인데, 편지를 번역하고 옮겨 쓴 사람이 홍양후라는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숭실대본 필사기를 통해 을병연행록의 원래 독자가 집안 여
성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홍대용이 을병연행록을 집필할 당시에 염두에

나게 되는 배경과 과정이 밝혀져 있다. 반공수가 홍양후에게 보낸 답장은 연항시독,
｢洪三斯先生崇啓｣, 하버드옌칭도서관소장, 155~159면(77b~78b면)과 홍양후, 古稱燕士
2에 실려 있다.
85)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을병연행록 권10. ○는 원문의 띄어쓰기 표시임.
86)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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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던 독자가 누구였는지는 해명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을병연행록의
내용을 참조함으로써 해명가능할 것이다. 먼저 홍대용이 염두에 둔 을병연
행록의 독자가 가족의 범위에 한정되었으리라는 추정의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을유년 11월 2일 일기 마지막에 홍대용은 자신이 받은 여러 전별시들 가
운데 아버지 홍역이 준 전별시만 전재하고 있다.87) 이 시는 연기에는 없
으며 을병연행록에만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홍대용에 대한 홍역의 무한
한 애정과 아버지에 대한 홍대용의 각별한 마음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작
품인데, 부자 사이의 정이 강조된 사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을병연행록에
만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언급은 평양과 의주를 지나며 쓴 일기에서
도 확인된다. 을유년 11월 10일과 11일 일기에 조부(祖父) 홍용조(洪龍祚)
와 관련된 추억이 언급된다. 홍용조는 신유년(辛酉年, 1741) 평안도 삼화부
사(三和府使)로 임명되어 당시 11세였던 손자 홍대용을 데리고 평양의 연광
정(練光亭)과 애련당(愛蓮堂) 등을 유람했었다. 홍대용의 회상에 따르면 그
때가 여름이었으니, 홍용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불과 얼마 전이었을 것
이다.88) 자신을 데리고 유람을 다닐 정도로 자상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
상을 떠났으니 어린 홍대용의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이다. 24년이 지난 일임
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이 여전하였다. 옛일을 생각하니 창감(愴憾)함을 이
길 수 없었다.”89)라며 슬픔에 빠지는 장면에서 각별했던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를 짐작할 수 있다.
홍대용의 증조부 홍숙(洪璹)은 임오년(壬午年, 1702)에서 계미년(癸未年,
1703) 사이에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재임했다.90) 당시 그는 의주 구룡연
(九龍淵) 근처 언덕 위에 구룡정(九龍亭)이라는 정자를 지었다. 김창업이 연
행을 떠났을 때인 임진년(壬辰年, 1712)에는 정자가 남아 있었으나,91) 홍대
87)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2일, 3c~5b면.
88) 金元行, 渼湖集 권17, ｢監司洪公墓碣銘｣, “辛酉, 除三和府使纔數月, 興學講武, 治績方
興, 而一日暴卒, 六月十三日也.”
89)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10일, 6d~7a면.
90) 조선왕조실록, 肅宗 28년(1702) 4월 3일; 숙종 29년(1703) 4월 4일.
91) 김창업, 연행일기 권1, 壬辰年(1712) 11월 25일, “九龍亭在統軍亭東北, 江岸陡絶, 鴨
綠江到此爲深潭, 故名. 其上有小亭, 卽洪侯璛爲府尹時所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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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연행을 떠난 을유년에는 터만 남아 있었다. 홍대용은 의주 여행의 마
지막 날인 을유년 11월 26일에 마지막 관광지로 구룡정 옛터를 선택하여
선조의 사적을 확인한다.
이렇게 홍대용은 조선 내 여정의 중요한 거점인 경성, 평양, 의주에서 각
각 아버지 홍력, 조부 홍용조, 증조부 홍숙을 언급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의 전별시와 조부의 일화는 가족 간의 정이 느껴지는 사적인 내용으
로, 을병연행록이 가족을 위해 쓴 글이라는 추정의 근거가 된다.
홍대용이 집안사람들을 위해 을병연행록을 집필했다는 사실은 연행록
곳곳에 보이는 집안 노비들의 이름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연기나
｢간정동필담｣에도 자주 등장하는 세팔ㆍ덕형(德亨)ㆍ덕유는 모두 연행에서
만난 역노(驛奴)들이다. 을병연행록에는 이들 외에도 차충ㆍ성번ㆍ세주ㆍ
화중이 등장한다. 그중에서 차충만이 연기의 ｢도강인마수(渡江人馬數)｣에
‘홍대용의 노비 차충(次忠)’으로 기록되어 있다.92) 나머지 세 명은 홍대용의
한문본 연행록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화중은 고양(高陽)에서 헤
어지고, 홍대용은 나머지 세 명의 노비와 함께 연행을 했다. 세 사람은 모
두 “팔포(八包) 값 은(銀)”을 나눠주는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93) 그 중
성번이 가장 잦은 빈도로 등장하는데, 그는 연산관(連山關) 숙소에서 가야금
소리가 난다고 홍대용에게 일러주기도 하고,94) 북경 관광에도 적극적인 자
세로 임한 인물이다. 홍대용이 북경의 주요 관광지를 유람을 할 때 매번 따
라 나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95) 집안 노비들은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세팔이나 덕유처럼 연행에 큰 도움을 주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굳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을병연행록이 원래는 홍대용 집
안의 여성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집필되었으리라는 추정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2)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42,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541면.
93)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7일, 332c면.
94)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3일, 36c면.
95) 병술년 1월 4일에는 정양문 밖, 병술년 1월 5일에는 태학ㆍ부학ㆍ문승상묘ㆍ옹화궁, 병
술년 1월 17일에는 태액지ㆍ오룡정, 병술년 2월 11일에는 서산을 함께 관광한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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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을병연행록의 내용상 특징

1. 실사(實事) 주목과 여성의 관심사 부각

홍대용은 연행 기간 동안 실제 중국을 직접 경험하는 것에 전력했다. 여
기서 말하는 ‘실제 중국’이란 고정관념에 의한 관념적 존재가 아닌 구체적
실제로서의 중국이다. 이미 오랜 시간 굳어진 선입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의 중국을 체험하기 위해 홍대용은 전술한 대로 연행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으며 연행의 시종일관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러한 홍대용의 태도
는 비단 연행에 임하는 기본 태도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텍스
트를 독파하기 위한 그만의 방법론이기도 했다. 실물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그의 방법론이 일견 소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허(虛)’를 배격하고 ‘실
(實)’을 추구한 그의 학문적 태도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
다.1) 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실사’이며, 사소한 ‘실사’라도 놓치
지 않고 주목하는 것이 실을 추구하는 첫걸음인데, 홍대용은 연행이라는 실
제 상황에서 이러한 자신의 학문 신념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연기에서 이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행 체험을 실감
나게 재현한 을병연행록에서 홍대용이 주목한 ‘실사’를 가장 많이, 그리고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홍대용이 실제 중국을 확인하기 위해 내딛은 ‘실사’의 첫걸음은 바로 변
1) ｢醫山問答｣은 문답을 나누는 두 사람의 이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虛’와 ‘實’의 대결을
통해 ‘實’의 절대 우위를 천명했다. 박희병은 ｢湛軒 社會思想의 論理와 體系｣(실시학사
편, 담헌 홍대용 연구, 사람의무늬, 2012) 130면에서 ‘허’와 ‘실’에 내포된 의미를 설명
하고 “‘실’은 새롭게 추구되면서 정초되어야 할 대안 학문의 핵심적 방법 내지 가치에 다
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실’을 중시하는 홍대용의 학문 태도는 스승인 김원행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담헌서 내집 권4, ｢祭渼湖金先生文｣, “竊嘗聞問學在實心, 施爲
在實事, 以實心做實事, 過可寡而業可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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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하층민들의 의식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의주에서 북경까지의 거리는
2061리였는데,2) 수백 명의 인원이 일정에 맞춰 북경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
에 강행군이 거듭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대용은 중국의 문물이나 사람
들과 최대한 많이 접촉하고자 노력했으며, 자연스럽게 숙소나 노상(路上)에
서 마주치는 변방 하층민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된다. 사행단은
을유년 11월 29일에 책문 숙소에서 묵게 되는데, 홍대용은 처음 본 중국의
주거 환경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문염자라 하는 것은 문에 치는 발로, 삼승(三升)으로 만들며 크기는 문보
다 조금 크게 하였다. 아래위와 가운데 세 곳에 안팎으로 좁은 주홍칠을
한 전반(剪板)을 마주 대고, 서너 곳에 주석 국화를 사북으로 박아 항상 드
리워 두는 것이다. 염자를 들고 문 안에 드니, 그 안이 넓이가 대여섯 칸
이나 되었다. 아래는 다 벽돌을 깔았고 양쪽에 벽을 의지하여 섬돌처럼 만
들었는데 높이가 겨우 무릎에 지나고, 둘 사이에 한 칸 정도 비어 있었는
데 이는 벽돌을 깐 땅이다. 계부께서 그 위에 올라앉아 계시거늘, 나아가
뵙고 하인에게 방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하인들이 다 웃으며 이르기를,
앉으신 곳이 방이라 하니, 비로소 북경의 캉[炕] 제도가 이러한 줄을 알았
다. 캉이라 하는 것은 중국말로, 불을 때는 구들이라는 말이다.3)

숙소에 이르러 바깥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집 전체 구조를 개괄
한 후, 문염자와 캉에 대해 자세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염자의 경우,
그것이 조선의 발과 비슷하다는 설명을 먼저 제시한 후 그 소재와 크기, 그
리고 세부 장식의 소재와 모양까지 빠짐없이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특유의 난방 형태인 캉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지 못해 엉뚱
한 질문을 했던 홍억의 에피소드를 첨가하여 조선 여성들에게 생소했던 캉
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동쪽 문에 친 문염자(門簾子)는 무늬 있는 비단으로 만들었고, 북쪽 바람
벽에는 송학과 산수가 그려져 있다. 한편에 장롱과 뒤주와 상자를 놓았는
데, 장롱은 높이가 한 길이 되었고 널문 두 짝을 하여 닫고 가운데 좁은
2) 담헌서 외집 권10, 연기, ｢路程｣.
3)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29일, 20-d~21-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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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를 세웠다. 두 문짝과 설주에 배목이 있는데 다 구멍이 가로로 가게
박고 자물쇠를 채웠는데, 자물쇠 채우는 법은 온갖 물건이 다 한 모양이었
다. 이러하니 장롱 자물쇠의 사이가 다 넓은 것이다. 장롱의 밖은 두 짝이
요, 안은 이층도 있고 혹 삼층인 것도 있다. 뒤주에는 발은 있으나 모양은
궤의 제도였고, 위로 작은 말[斗]만큼 구멍을 뚫어 널을 덮고 앞으로 작은
나무를 꽂아 빠지지 못하게 밖으로 자물쇠를 채웠다. 상자는 우리나라의
반닫이와 같은데, 가죽으로 싸고 그림을 그린 뒤 그 위에 황칠을 하였다.
만든 제양(制樣)이 튼튼하고 품질이 극히 정하고 깨끗하니 하나도 추한 것
이 없었다. 이곳이 이러하니 번화한 곳은 그 기물의 정교함을 가히 알 수
있었다.
작은 캉 앞에 솥을 걸었는데 크기가 가마 모양이고 나무 뚜껑을 덮었다.
한 편에 독 두어 개를 세웠으니 이는 물을 길어 부은 뒤에 뚜껑으로 쓰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독과 같은데 다만 밑이 너무 좁아 조심하지 않으면 넘
어질 듯하였다. 등경(燈檠)을 등태라 하니 길이가 거의 한 길이 되었고, 캉
아래 놓아서 캉 위로 비추게 한 것이다. 캉 앞에 나무로 화로를 높게 만들
고 그 위에 무쇠화로를 얹어 숯불을 많이 피우고는 그 곁에 교의(交椅)를
놓았다.4)

뒤이어 홍대용은 집안 곳곳에 놓여 있는 장롱, 뒤주, 상자, 솥, 등경(燈
檠), 교의(交椅) 등 눈에 보이는 이국 사물들 하나하나를 해설하면서 소개하
고 있다. 인용문에서 설명되고 있는 세간들은 전술한 문염자나 캉처럼 중국
에만 있는 품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생김새와 정교함이 조선의 것과 많
이 달랐으므로, 이에 홍대용은 그 세간들이 조선의 사물들과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주력했던 듯하다. 덕분에
여성독자들은 중국 변방의 일반 가정에서 방을 어떻게 꾸몄으며 그들이 쓰
는 가재도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튿날 일기
는 중국인 여성의 의복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 소세(梳洗)를 마치고 문 밖에 나가니, 곁집에서 주인 여자
가 무슨 그릇을 들고 나오다가 하인들을 보고 반겨 인사하며 웃고 들어갔
다. 검은 삼승(三升)으로 만든 긴 옷을 입었는데, 우리나라 장옷 모양이요,
4)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29일, 21-b~21-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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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을 하지 않고 턱밑부터 가장자리까지 단추를 끼웠으며, 버선 위에 바
지 대님을 붉은 헝겊으로 매고 삼승 당혜(唐鞋)를 신었다. 머리에는 계(髻)
를 하였는데 가난한 여자라 꽃도 아니 꽂고 여러 날을 빗지 않아 얼핏 보
면 우리나라의 사내가 상투 바람으로 있는 모양이니 처음 보니 심히 우스
웠다. 주인의 어린 자식은 예닐곱 살 되었는데, 담뱃대를 물고 앞으로 다
니거늘 하인에게 붙들어오라 하니, 눈을 부릅뜨고 뿌리치고 달아나 조금도
두려워하는 일이 없었다.5)

주인 여자를 아주 잠깐 보았음에도 복식에 대한 설명이 매우 상세한데,
전날 주인 남자를 만난 후에 “옷이 극히 남루하여 가난한 모양이었다”6)라
고 간단히 언급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옷차림과 신발부터 머리 모양까지
그 모양과 색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복식은 우리나라 장옷 모양과
비슷하며 수식(首飾)은 우리나라 사내의 상투와 비슷하다고 설명하는 부분
이 인상적이다. 홍대용은 자신이 본 중국 여성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자
세하게 묘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장면을 볼 수 없는 조선의 독자들
을 위해 당시 조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옷과 상투에 빗대어 그 이해를
돕고 있다.
‘실사’에 주목한 홍대용에게 중국 변방 하층민의 세간이나 만주족 여자의
옷차림은 유심히 살펴보고 기록할 대상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이를 그저
자세히 기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용어를 상세히 설명하고 비유를 활용하
기까지 했다는 점은 을병연행록의 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을병연행
록의 주요 독자가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데, 이는
무엇보다 표기 언어가 한글이라는 점이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을병연행록을 한글로 썼다는 사실이 독자를 유추할 수 있는 유
일한 근거는 아니다. 위에 제시된 인용문과 같이 을병연행록 내부에서도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중국 여성과 아이는 어쩌면 사행단의 시선에서
가장 소외되는 계층일지도 모른다. 물론 사행단이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
으므로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관심의 대상이었겠지만, 남루한 옷차림의
중국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에는 아마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5)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30일, 22-c~22-d면.
6)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29일, 21-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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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6~7살 아이는 더더욱 관심 밖이었을 것이며, 이들을 기록으로 남기
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홍대용은 중국 변방의 삶을 살고 있는 평
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했고, 중국 여성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을병연행록에 적극적으로 서술하였다.
인용문과 같이 홍대용이 중국 여성의 의복을 유심히 관찰하고 중국 아이
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장면은 을병연행록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을유년 12월 7일 십리포(十里舖) 숙소에서 홍대용은
젊은 만주 여성에게 직접 부탁하여 그녀의 머리 장식을 찬찬히 살펴보고 농
담까지 섞어가며 꽤 긴 대화를 나누었다.7) 회자관(回子館)에 구경을 갔을
때에도 그곳 여인들의 복식과 수식만을 특별히 더 자세하게 살폈고,8) 팽한
림(彭翰林)의 집에 필담을 나누러 갔을 때도 그의 서너 살 된 딸아이의 복
식과 수식을 살폈다.9) 이동 중에 스쳐 지나간 여성들의 치마 주름 모양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한족 여자의 전족과 중국 여성들의 상복 제도 또한 유심히
관찰했다.10) 연기에도 중국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만,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을병연행록에 훨씬 더 많으며 대화
내용이나 여성들의 옷차림 등을 묘사한 장면 또한 더 자세하다.
이와 같이 홍대용이 중국 여성들의 옷차림, 즉 의관 제도에 남다른 관심
을 가지고 이를 을병연행록에 자세히 서술한 것은 분명 여성 독자들을 위
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홍대용이 오로지 여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
기 위해 중국 여성들의 머리 장식과 옷차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연행
록에 남겼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송시열로부터 이어져 홍대용과 박지원
등에게 공유되었으며, 후에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에게까지 이어진 노론계
인사들의 의관제도 개혁론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11) 홍대용 또
한 당시 조선 여성들의 복식이 고려 때에 유입된 몽골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중국에서 직접
7)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7일, 50-a~51-c면.
8)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7일, 275-a면.
9)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0일, 292-c~292-d면.
10)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0일, 95-d~96-a면; 12월 13일, 72-c~73-d면; 12월 27
일 128-a면.
11)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0, 128~130면; 277~278면; 김명호, 환
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183~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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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한 오랑캐 여성들의 복식 제도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따
지고 개혁론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중국 변방 여성들의 복식에 남다
른 관심을 보인 것은 아닌가 짐작된다.
홍대용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는데, 을유년 12월 9일
일기에는 심양(瀋陽) 숙소에서 아기 부모와 홍대용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그 안은 아이를 물으니,
“둘째 아들입니다.”
하거늘, 데려오라 하니 종이 안고 나와 캉에 앉히거늘, 나이를 물으니 두
살이라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게 또한 두 살배기 아들이 있으니, 이 아이를 보니 각별히 사랑스럽
구나.”
하였다. 제 아비가 듣고 매우 기뻐하는 표정이 있더니, 염자 안에서 젊은
여인이 열어 보며 이르기를,
“생일을 물으라.”
하니 그 아이 아버지가 나에게 물었다.
“그대 아들은 생일이 어느 달입니까?”
하였다. 내가,
“이 달이 첫돌이니, 이 길을 들어와 보지 못하니 궁금합니다. 이 아이
생일은 어느 달입니까?”
라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5월입니다.”
하였다. 염자 안에서 또 말하기를,
“그 아이 능히 걸을 수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하니, 그 주인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집을 떠날 때 겨우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으니 아직 걷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 하니, 주인이 그 아이를 물려 세우고 앞으로 걸어오라 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는 능히 걷습니다.”
하니, 이는 자랑하고자 함이다. 두 살 먹은 것을 머리털을 깎고 조그만 마
래기를 씌웠으니, 외양이 심히 아니꼽고, 눈이 매우 크고 둥글어 심히 불
량하여 어여쁘지 아니하지만 억지로 앞에 앉혔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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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에 홍대용은 문염자 틈 사이로 중국 여인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 장면
을 목격한다. 그 중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아이에 대해 주인과 대화를 나
누면서 자연스럽게 아기에 대해 물어보게 된다. 아기의 나이가 자신의 아들
원(薳)과 같은 두 살이란 말에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며 서로 아기의 정보를
교환하는 홍대용의 모습은 영락없는 아기 아버지이다. 을유년 12월이 아들
홍원의 첫돌인데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여느 아버지
와 다름이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 대목은 홍대용이 아기에 대해 궁
금해 하는 이유가 외국인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실생활과 결
부된 자연스러운 호기심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제 막 돌잡이가 된 장남
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그립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인이 자신
의 아기가 걷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슬며시 언급하기도 한다.
또한 아기를 자신의 앞에 앉혔지만 사실 그 상황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
기가 예쁘지도 않았다는 홍대용의 독백은 매우 솔직하다. 이런 상황은 아기
를 가진 부모라면, 혹은 아기가 있는 부모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재까지도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일상의 한 모습이다. 이런 너무
나도 사소하면서도 사적인 장면을 을병연행록에 삽입한 것은 아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 독자를 위한 것임에 분명하며, 또한 을병
연행록의 독자가 단순한 조선 여성들이 아닌 홍대용 집안 여성들로 좁혀지
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중국 아이에 대한 홍대용의 관심은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 아이들의 학습 교재나 그 스승을 묻는 장면이 자주 등장
한다.13) 연기에서는 위에 제시한 여성 복식이나 아이들에 대한 장면들이
거의 생략되어 있는데,14) 이는 홍대용이 두 텍스트의 집필 준비 단계에서부
터 각각 다른 독자를 분명히 상정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12)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9일, 54-d~55-c면.
13)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12일, 70-c~70-d면; 12월 13일 73-b~73-c면; 병술년 1
월 24일 311-c~312-a면.
14) 연기의 ｢연로기략｣(담헌서 외집 권8)에는 중국 변방 아이들의 학습 교재 순서와 학
습 방법이 요약 소개되고 있다.(“村兒學書, 必先百家姓, 次三字經, 次千字文, 次大學. 先四
書而後詩書, 四書不讀集註, 詩讀賦比興及大旨. 如東俗, 先授音讀, 謂之念書, 念之旣熟, 乃講
說其義, 曰講書. 凡學生十數歲, 無不遍讀經書, 惟不講書, 故徒能讀耳, 問其義, 皆茫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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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복이나 아이 이외에도 여성 독자들의 큰 관심사는 바로 음식이었
을 것이므로, 홍대용은 중국에서 접한 음식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을유
년 12월 5일 홍대용은 낭자산(狼子山)에 이르러 왕문거의 집에 초대를 받았
다. 그날 저녁 역관들과 함께 방문하여 저녁 만찬을 즐기고 하룻밤을 묵으
며 현지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중국 변방의 평범한 하층민 집에 가서 그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상례(喪禮)까지 확인한 것은 홍대용
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홍대용은 그 경험을 매우 자
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문에서부터 캉에 들어가 앉기까지 집의 구조와 치
장, 그리고 마주친 사람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저녁 만찬을 하는
장면 또한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주인이 알겠다고 하고는 즉시 다른 탁자를 내 앞에 놓아 먼저 젓가락 한
쌍을 각각 놓고, 이어서 장 담은 종지와 배추 짠 김치를 담은 접시와 우리
나라 무장아찌 같은 것을 초에 띄워 각각 접시에 담아 놓았다. 또 큰 대접
들을 가운데 놓고 여러 가지 과실을 차례로 들여다가 그 위에 놓고는, 하
나를 덜어다가 놓은 후에 먹고 난 후에야 다른 것을 들이니, 과실은 준시
(蹲柹), 건포도, 민강(閩薑), 귤병(橘餠), 도토리 등등 일여덟 가지요, 작은
중배끼 같은 것과 설탕 넣은 작은 떡이 여러 가지니 다 향기로워 먹음직한
음식들이었다. 그 중 흰 엿은 요동에서 파는 것이니, 우리나라 엿가락 같
이 하얗기가 눈빛 같고, 입에 넣으니 매우 달고 연하여, 씹히는 듯 녹는
듯하니, 드문 음식이었다. 준시는 이곳에 곶감이 없어 다 준시 모양이나,
살이 없고 맛이 좋지 못하였다. 과실을 다 먹은 후에 여러 가지 나물을 다
각각 접시에 담아 차려 놓고 열구자탕(悅口子湯)을 그릇째 숯불을 피워 가
운데 들여놓고 작은 구기를 놓았으니, 국을 떠먹게 한 것이다. 뒤이어 제
육국과 생치ㆍ닭을 굽거나 삶아서 연달아 들여오는데 다 뜨거운 것을 갖다
놓으니 양이 있으면 많이 먹을 것이요, 제육과 열구자탕은 맛이 심심해 우
리나라 음식에 비하지 못하였으나, 먹을 길이 없어 한두 조각씩 맛만 볼
따름이었다. 나중에 밥을 들여놓으니 조그만 보아에 담아 들이고, 제육국
에 말아 먹으면 매우 좋다 하였다. 가져오라 하여 먹어 보니, 산도(山稻)
쌀로 지은 밥이라 맛이 다르고, 여러 음식을 먹은 끝이라 많이 먹지 못하
였다.15)
15)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5일, 40-d~41-c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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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파는 가게에서 틈틈이 중국 음식을 맛보기는 했지만 중국 일반 가정
에서 이렇게 푸짐한 상차림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홍대용에게는 매우
특별한 저녁 식사였다. 게다가 그 상차림 또한 매우 특별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남달랐을 것이다. 이에 홍대용은 그 날 저녁상에 오른 음식들을 순
서대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그 중에서 조선 음식과 비슷하거나 특별히
맛있었던 음식은 설명을 더했다. 연기의 ｢왕문거｣에도 이 상차림이 기술
되어 있지만 간단한 요약 서술에 그치고 있다. 을병연행록에 유독 중국
일반 가정의 상차림이 자세하게 서술된 것은 독자인 여성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행 기간 동안 홍대용은 다양한 경로로 중국 음식 문화를 접
했다.
이날은 조반을 일찍 시켜 해 돋을 때에 먹기를 마치고 문 열기를 기다려
평중과 함께 정양문을 나갔다. 이때에 아침 저자를 바야흐로 벌이고 있었
는데, 해자 다리를 건너 다섯 칸 패루 밑에 이르니, 좌우에 온갖 어물과
갖가지 채소를 뫼같이 쌓아 놓았으니 또한 장한 구경이었다. 그 중 거위를
우리에 넣어 무수히 놓았는데 이곳 사람이 반찬으로 숭상하여 쓰는 까닭이
다.16)

병술년 2월 8일 일기를 보면 홍대용은 해가 뜨자마자 서둘러 간정동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북경의 아침 시장을 목격하게 된다. 짧게 언급되기는 하지
만, 아침 일찍부터 어물과 채소를 산처럼 쌓아놓은 시장 풍경, 조선과는 달
리 거위 반찬을 즐기는 중국인의 식성 등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의 여성 독
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생선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나물들을 늘어놓은 영원성(寧遠城) 패루(牌樓)의 시장 풍경 또한
을병연행록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17) 이외에도 음식들의 이름이
일일이 나열되고 그 맛에 대한 품평이 더해지는 장면들도 종종 등장한다.18)
16)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8일, 398-d면.
17)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17일, 82-b면.
18)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1일, 30-b~31-a면; 병술년 1월 4일, 172-b~173-c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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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록이 여행기이며 여행의 백미는 현지인들과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 여성들이 가장 주목한 소재는 바로 의식주와
같은 일상이었을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집에서 무엇을 갖추어 놓고 살고 있는지는 여성들의 실제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홍대용은 마치 이런 여성들의 취향
과 관심사를 연행을 할 당시에 이미 고려했다는 듯이 을병연행록에서 매
우 상세하고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19) 이렇게 을병연행록은 집필 단계
에서부터 여성 맞춤으로 제작된 연행록이었으며, 이에 여성 독자들은 뜨끈
한 캉에 올라 앉아 이국적인 음식들을 맛보며 마래기를 쓴 갓난아이를 어르
기도 하고, 문틈 사이로 검은 장옷을 입고 상투를 튼 중국 여성과 눈이 마
주치기도 하는 등의 생생한 간접 체험의 희열을 을병연행록을 통해서 느
낄 수 있었을 것이다.
홍대용이 중국인의 일상을 을병연행록에 상세하게 기술하였다는 점은
여성 독자에 대한 배려임과 동시에 ‘실사’에 주목하는 태도가 함께 내포되
어 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다. 을병연행록은 여성들은 닿을 수 없는 미
지의 세계인 중국을 실감나게 구현하기 위해 주요 관심사인 여성 복식이나
머리 장식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음식, 주거 환경 등을 소상히 기록하였
다. 이런 사항들은 홍대용 자신의 연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존 사행 기
록에서는 소외되었다. 이는 아마 기록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
기 때문일 것이며, 그만큼 사소하면서도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홍대용이 단
지 여성 독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여성의 눈높이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
다면 그저 배려심이 깊고 적실한 수사법을 구사할 줄 아는 작가일 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사’를 중시하는 그의 학문 태도로부터 연유
하여 중국을 관철(觀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중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여성들의 눈높이로
중국인들의 일상을 관찰한 것이 ‘실’을 중시한 홍대용의 학문 태도와 일맥
상통한다는 점이다. 이는 ‘의난(疑難)의 제기’와 ‘비판적 태도’20)를 통해 오
월 8일, 404-c~404-d면; 2월 17일 466-c~467-a면.
19) 을유년 12월 9일 일기에 심양 시장의 점포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 또한 이러한 맥
락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9일, 57-d~58-c면)
20) 박희병은 ｢홍대용의 생태적 세계관 -연구사의 검토를 통한 접근-｣(한국의 생태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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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시간 답습된 관념적 중국을 허물어뜨리고 편견 없는 상태에 홍대용이 실
제로 근접했다는 근거이면서, 홍대용의 그러한 각오가 탁상공론의 ‘허’가 아
니라 ‘행(行)’이 수반된 ‘실’이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을병연행
록은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재미를 추구함과 동시에 작가인 홍
대용의 핵심 사상이 작품 전편에 역동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행록에 관심을 가진 조선 여성들은 중국 명승지의 멋진
풍경이나 이국적인 문물들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이다. 정미년(丁未年,
1727)에 연행을 다녀온 강호부가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연행록인 상봉록
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21) 18세기 초에 이미 상층 여성들 사이에 연
행록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 한글 소설인
명행정의록에서 중국의 지리와 관련된 서술 대목에서 중국의 산수판화집
인 해내기관(海內奇觀)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였다.22) 이러한 사실들은 조
선 여성들이 한글 기록을 통해 상당 수준의 중국에 관련된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을병연행록의 여성 독자들 역시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의식주에만 집중
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 혹은 연행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 홍대용 또한 집안 여성들이 장편의 연행록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을병연행록을 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을
병연행록에서 중국의 문물과 관련된 부분은 홍대용의 한문 연행 기록들과
견주어도 그 내용의 방대함이나 깊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
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홍대용은 중국인들의 의식주와 더불어 부덕(婦德)을 일깨우는 내용
을 삽입하여 여성 독자들을 계도(啓導)하자고 노력했다. 을병연행록에서
는 중국 여성들이 행하는 분의(分義)에 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못마땅해 하
는 홍대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 남성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부덕
돌베개, 1999) 246면에서 홍대용의 학문방법론을 ‘의난의 제기, 비판적 태도, 공관병수
(公觀倂受)’로 요약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을병연행록이라는 텍스트가 의난의 제기와
비판적 태도를 통해 홍대용이 공관병수로 나아가는 과정을, 혹은 이들 간의 작용과 반작
용을 노정시킨 일종의 증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21) 한국문학연구소 연행록해제팀 편, 연행록해제 1,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4,
453~462면.
22)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6, 93~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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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화제가 등장할 정도로 홍대용이 여성들의 올바른 행실에 대해 깊
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계도적인 서술이
연기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을병연행록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는 점도 을병연행록이 여성 독자를 고려한 저술임이 분명하다는 증
거이다.
병술년 2월 8일에 홍대용은 항주 선비들과 필담을 나누다가 허난설헌의
시작(詩作) 재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반정균이 허난설헌의 시가 중
국시선(中國詩選)에 실려 있다며 그 재주를 칭찬하자 홍대용은 여성이 시
를 창작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가사일에 힘쓰고
여계(女誡)와 규방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여성의 일이며, 글을 짓고 시를 써
서 이름을 얻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라는 것이다.23) 이렇게 ｢간정동필담
｣에서는 난공의 질문에 홍대용이 점잖게 답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지만 
을병연행록에서는 홍대용의 논의가 보다 직설적이고 구체적이며, 반정균의
대답과 이에 대한 홍대용의 반론이 더해져서 다소 논쟁적으로 대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
반생이 말하기를,
“동국 경번당(景樊堂)은 허봉(許葑)의 누이로 시를 잘하므로 이름이 중국
에 전하고 글이 중국 시집에 올라 만세를 썩지 않을 것이니, 어찌 다행
치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덕행으로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약간의 시를 하는 이름이 썩지 아니한
들 무슨 다행함이 있겠습니까? 또 이 부인이 시율(詩律)은 매우 높지마
는 덕행이 그 시에 미치지 못하는지라 그 남편 김성립(金誠立)의 재주와
얼굴이 뛰어나지 못함을 한스러워 하여, 글을 지어 말하기를 ‘인간 세상
에서 원컨대 김성립을 이별하고 지하에 길이 두목지(杜牧之)를 좇으리라
(人間願別金誠立, 地下長隨杜牧之)’ 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시율
의 재주로 부인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어찌 경계되지 않겠습
니까?”
반생이 말하기를,

23) 담헌서 외집 권2, ｢간정동필담｣, 병술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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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인정에 괴이치 않은 것입니다. 가인(佳人)이 재조(才操)를 만나
지 못하니 어찌 원망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형의 말이 크게 그릅니다. 사람이 만나고 만나지 못함에 각각 운명이
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아내와 약한 나라의 신하는 몸에 괴로움을 끼
치고 세상에 뜻을 펴지 못하니, 제 명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뜻을 품어
삼강의 중함을 잊으면 어찌 천하의 큰 죄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생이 말하기를,
“형의 의론이 극히 정대하니 실언함을 사과합니다.”24)

허난설헌을 칭찬하는 반정균의 언급에 홍대용은 단박에 그녀의 덕행이 부
족함을 비난한다. 그녀의 시재(詩才)가 뛰어난 것은 홍대용도 인정하고 있지
만, 남편 김성립의 무능함을 탓하는 시를 소개하며 부인으로서의 본분을 지
키지 못한 부덕함을 경계한다. 홍대용이 읊은 허난설헌의 시는 실제로 허난
설헌이 창작한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작품으로, 이덕무(李德懋)의 ｢천애
지기서(天涯知己書)｣25)와 이규경(李圭景)의 ‘경번당에 대한 변증설(景樊堂辨
證說)’26)에서만 확인된다.27) 홍대용은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존
재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작품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
정균이 감정적으로 허난설헌의 처지를 동정하는 발언을 하자 홍대용은 반정
균의 의견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허난설헌의 부덕함을 죄악시하기에 이른다.
결국 반정균이 자신의 말이 실언이었음을 인정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된다.
홍대용은 을병연행록의 이 부분에서 상대방이 무안할 정도로 그 의견을
24)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8일, 402-d~403-b면.
25)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63, ｢천애지기서｣, “蘭公曰, ‘貴國景樊堂許篈之妹, 以能詩名, 入
中國選詩中, 豈非幸歟.’ 湛軒曰, ‘此婦人, 詩則高矣, 其德行遠不及其詩. 其夫金誠立, 才貌不
揚, 乃有詩曰, “人間願別金誠立, 地下長從杜牧之.” 卽此可見其人.’ 蘭公曰, ‘佳人伴拙夫, 安
得無怨.’”
26) 李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論史類｣, “人物”, ‘景樊堂辨證說’.
27) 담헌서 내의 ｢간정동필담｣에는 본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해당부분이 탈락되어 있
다. ｢간정동필담｣의 이본인 간정필담에도 이 시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 이본 간에 글자
의 출입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이 부분에 잦은 첨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허난설헌의 시의 수록 여부에 대해 후마 스스무는 천애지기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초고본인 간정동회우록에도 수록되어 있었을 것이나, 시 내용의 부적합성
으로 후에 삭제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밝혔다.(후마 스스무, 앞의 논문, 216~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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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고 논쟁 중에 출처가 불분명한 시를 근거로 대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
철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는 부인의 바른 도리를 다소 두루뭉술하게 논의하
고 대화를 마치는 ｢간정동필담｣에서의 태도와 판이하게 다르다.28)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된 것은 홍대용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독자를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간정동회우록의
독자에게는 재주 있는 여성의 부덕함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홍
대용은 이 화제에 대해 대화를 했다는 정보 전달에 주력했다. 그러므로 중
국 문인들 사이에서 허난설헌의 위상과 그것에 대한 홍대용의 소견만 간단
히 언급한 것이다. 이에 반해 여성이 주독자층인 을병연행록에서는 자신
의 여성관을 피력하여 독자들을 계도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홍대용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과 여성이 남편을 섬기는 것
을 등치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홍대용은 천명으로 신하가 임금을 만나 섬
기는 것과 같이 아내는 남편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홍대용에
게 허난설헌은 크게 책망해야 할 대상이면서 경계해야 할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허난설헌의 시작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반정균과의 대화에서 논점
을 일탈하여 그녀의 행실을 비난하고 극단적인 평가까지 내린 것은 을병연
행록을 읽을 독자들에게 여성의 부덕함은 천하의 큰 죄악임을 분명히 전달
하고자 한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홍대용이 허난설헌을 천하의 큰 죄인으로 몰아붙인 근거는 그녀가 삼강
(三綱)의 도리를 잊고 행실을 방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강
행실도(三綱行實圖)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29) 허난설헌은 삼강 중에서도
부위부강(夫爲婦綱)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대용은 이에 그치
지 않고 약한 나라의 신하와 가난한 선비의 아내의 운명을 등치시키며 논의
를 확장시킨다. 임금과 지아비가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면 그 신하와 아내
의 삶이 절망적이라는 것에는 홍대용도 동의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준 운명의 대상이므로 그 고통조차도 감내해야 하며, 세상이
28) 담헌서 외집 권2, ｢간정동필담｣, “蘭公曰, ‘貴國景樊堂許葑之妹, 以能詩入於中國詩選.’ 余
曰, ‘女紅之餘, 傍通書史, 服習女誡, 行修閨範, 是乃婦女事, 若修飾文藻以詩得名, 終非正道.’”
29) 三綱行實圖, ｢三綱行實圖序｣, “君親夫婦之倫, 忠孝節義之道, 是乃降衷秉彝, 人人所同,
窮天地之始而俱生, 極天地之終而罔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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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함께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을병연행록에서 아내와 신하의
도리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부분은 여기만이 아니다.
연행의 주요 관광지 중에는 중전소(中前所)와 산해관(山海關) 사이에 위치
한 정녀묘(貞女廟)라는 곳이 있다. 진시황(秦始皇) 때 만리장성 공사에 동원
되었다가 죽은 지아비를 그리다 망부석(望夫石)이 된 강씨(姜氏) 여자의 고
사가 전해지는 곳으로 망부석과 강씨의 소상(塑像)을 사당에 꾸며 놓았으며
건륭(乾隆) 황제의 7언 율시와 문천상(文天祥, 1236~1282)의 글이 새겨져
있다. 예로부터 정절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는 곳이었기에 연행을 떠났던 많
은 사람들이 이곳을 유람하고 시나 글을 지어 남겼다. 연기 ｢연로기략｣에
는 이곳 주변 풍경과 사당(祠堂) 내 모습을 묘사하고 문천상의 글귀를 실어
놓았다.30)
을병연행록의 을유년 12월 19일 일기에도 이곳을 찾아간 사실이 기록
되어 있는데 연기에 비해 부가적인 내용이 많이 추가되어 있다. 먼저 망
부석과 정녀묘라는 한자어에 대한 의미 풀이가 친절하게 되어 있다. 뒤이어
망부석이 된 강씨 여자의 고사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정녀묘에 얽힌
고사를 을병연행록의 독자들은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고 쓴 부분임이 틀림
없다. 또한 마치 함께 바라보는 착각이 들 정도로 세밀하게 그곳 모습을 묘
사하고 있는 것도 정녀묘에 가 본적도 없으며 앞으로 가 볼 수도 없는 집안
여성들을 배려한 부분이다. 그렇게 홍대용의 눈길은 정녀묘 주변과 묘당 내
소상들을 거쳐 마지막으로 문천상의 글귀에서 멈춘다.
소상(塑像) 뒤로 양쪽 기둥에 각각 긴 패를 붙이고 글을 스물두 자를 새
겼으니, 이는 송나라의 유명한 충신 문천상(文天祥)의 글이었다.
진황안재재? 만리장성축원.

진시황은 어디 있는가?

(秦皇安在哉? 萬里長城築怨.)

만리장성이 원망을 쌓았을 따름이오.

강녀불사야. 천년편석유정.

강녀는 죽지 아니 하였도다.

(姜女不死也. 千年片石留貞.)

일천년 한 조각 돌에 정절이 머물렀느니라.

대개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여자가 지아비를 섬기는 것과 다름이
30) 담헌서 외집 권8, 연기, ｢연로기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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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의로써 합하여 골육의 친을 겸하고 하나를 지켜 죽어도 고치지 않으
니, 이러하므로 군신(君臣)과 부처(夫妻)를 부자(父子)와 병칭하여 삼강(三
綱)이라 이르는 것이다. 문천상은 나라가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평생 강개
한 마음으로 몸을 버려 나라를 지킬 뜻을 품었는 고로, 이곳에 이르러 강
씨의 정절을 생각하고 천고(千古)의 성명(聲名)을 흠모하여 이 글을 지어
쓴 것이다.31)

문천상을 “송나라 유명한 충신”이라고 수식한 것은 중국 문인에 대한 지
식이 부족한 여성 독자를 위한 간단한 소개라고 볼 수 있으며, “문천상”이
라고 본명을 쓴 것 또한 문천상을 모르는 독자들을 위한 홍대용의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연기의 경우 문천상을 언급할 때에 모두 문승상(文丞
相)이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천상의 사적은 을병연행록에
서만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32) 이외에도 을병연행록에는 문천상에 대한
언급이 많이 확인되는데 그에 대한 홍대용의 각별한 흠모를 확인할 수 있
다.33)
연기에서는 문천상의 시에 이어 “나는 그녀의 소상 앞에서 나아가 한숨
을 짓다 나왔다”34)라며 정녀묘에 대한 소회를 한숨으로 대신했지만, 을병
연행록에서는 문천상의 작품을 해석하면서 강씨 여자와 문천상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을병연행록의 주독자로 여성을 고려한 홍대용
에게 절개의 표상인 정녀묘와 문천상의 글귀는 귀감으로 삼을만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에 홍대용은 정녀묘를 유람한 일기를 한자어 풀이부터 고사 설명
과 글귀 해석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한 편의 글로 완성시켰다.
위에서 인용한 부분 뒤에는 문천상의 글에 대한 홍대용의 해석이 길게 서
술되어 있다. 홍대용은 글귀 해석에서 강씨 여자는 한낱 계집으로 태어났지
만 높은 절의로 인해 만세토록 아름다운 이름이 남아 그 눈부신 정신은 불
멸할 것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훌륭한 행적은, 중국을 통일
31)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19일, 90-d~91-b면.
32)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5일, 178-b~178-d면.
33)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0일, 223-a~223-c면;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2일,
246-c~247-a면;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6일, 329-d~330-a면; 담헌서 외집 권
10, 연기, ｢태학(太學)｣.
34) 담헌서 외집 권8, 연기, ｢연로기략｣, “余就塑像前, 嗟歎而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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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황제가 되고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백성들의 원망으로 만세에 더러운
이름만이 남은 진시황의 사적과 대비되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홍대용의 해설은 강씨라는 여성의 정절을 기리는 글임과 동시에 홍대용의
존주론(尊周論)에 입각한 역사의식이 표출된 부분이다.
홍대용은 문천상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여자가 지아비를 섬기
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각오를 강
씨 여자의 정절에 투영시켰기에 이런 훌륭한 글귀를 남길 수 있었다고 판단
했다. 문승상 묘당에 찾아간 홍대용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인 문
천상의 행적을 병술년 1월 5일 일기에서 설명하고 있다.35) 이외에도 을병
연행록에는 문천상에 대한 언급이 많이 확인되는데 그에 대한 홍대용의 각
별한 흠모를 확인할 수 있다.36)
연기에는 문천상의 정녀묘 글귀 22자만이 제시되어 있지만, 을병연행
록에서는 홍대용의 의견이 담긴 섬세한 해석이 각 구절마다 길게 서술되어
있다. 송나라가 기울고 오랑캐인 원나라가 중원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바라보
기만 해야 했던 충신 문천상의 상황에 재조지은을 입은 명나라를 무너뜨린
오랑캐 청나라에게 사대해야만 하는 조선의 굴욕적인 상황이 투영되어 홍대
용의 강개한 마음이 북받쳤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천상의 송나라에
대한 충절과 강씨 여자의 절개가 결국은 하나이기에 문천상이야말로 강씨
여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홍대용은 “강씨의 만고정절과 문천상의 두 구절 시의 필적이 천하 만세에
아내 된 여자와 신하된 남자의 거울이 됨직하다”라고 글 해석을 마무리한
다. 요컨대, 홍대용은 오랑캐 나라로 연행을 떠나는 자신의 복잡한 심경과
을병연행록의 여성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전언(傳言)을 만고충절로
추앙받는 문천상이 정절의 표상인 강씨 여자의 행적을 기리는 글에 투영하
여 정녀묘 유람 일기를 한 편의 글로 완성시킬 수 있었다.
허난설헌에 대한 대화와 문천상의 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여성이 남편을
대함은 신하가 천명으로 임금을 만나 섬기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홍대용
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을병연행록에서만 확인할 수 있
35)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5일, 178-b~178-d면.
36)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0일(223-a~223-c면), 병술년 1월 12일(246-c~247-a면),
병술년 1월 26일(329-d~330-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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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결국 독자인 여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공을 들인 부분임을 알 수 있
다. 이렇게 을병연행록과 연기 및 ｢간정동필담｣은 한 사람이 같은 일을
겪고 난 후에 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은
데, 이는 홍대용이 집필단계에서 이미 각각 다른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글쓰기를 시도하였다는 근거가 된다.
결국 을병연행록은 교화서의 역할을 겸비한 중국 여행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독특한 특징은 을병연행록이 집안 여성들을 위해 쓴 여성 독서
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다. 홍대용은 자신이 한 진귀한
경험을 한문을 모르는 집안 여성들과도 공유하기 위해 따로 한글 연행록을
썼다. 부덕에 대한 계도 또한 홍대용이 집안 여성들을 아끼는 마음을 표현
한 배려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집안 여성들 또한 을병연행록에서 교화적
인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연행록에 특별히 자신들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서
술한 홍대용의 배려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부덕에 대해 홍대용은 을병연행록에서 시종일관 매우 엄
격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이 여
성의 시작 활동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허난설헌이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친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37) 이러한 모습은 중국 여성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던 홍대용과 일견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
만 부덕이라는 예의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여성들 또한 똑같은 잣대로 평
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청심환을 요구한 젊은 만주족 여자가
손으로 직접 받으려고 하자 홍대용이 머리를 흔들며 땅에 놓고 집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나38) 음식 파는 가게에 여자들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먹는 장면을 보고 “여자가 포자(鋪子)에 들어가지 않음은 또한 좋은 풍속이
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39)
홍대용은 이와 같이 부덕이라는 ‘예’의 범주에서는 오히려 동시대의 문인
37) 박지원은 庚子年(1780) 8월 9일에 熱河에서 만난 尹嘉銓과 나눈 필담에서 기존 기록에
서 허난설헌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지적하였다.(박지원, 연암집 권12, 열하일
기, ｢太學留館錄｣ 8월 9일; 연암집 권14, 열하일기, ｢避暑錄｣)
38)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7일, 51-b~51-c면.
39)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7일, 128-a~128-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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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박지원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
국 여성들의 일상을 을병연행록에 적극 반영하였다. 그것은 홍대용이 중
국 여성들의 일상을 ‘실사’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여 관찰과 정보 수집의 범
주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홍대용이 기대한 을병연행록의 독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연행록에 그 내용이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을병연행록에 여성의 관심사가 부각되었다는 사실로 홍대용의 평등안(平
等眼)이 여성에게까지 적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홍대용이 연행 기
간 동안 ‘실사’에 주목하는 과정 속에서 관찰 대상의 범주를 여성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과 독자인 여성들의 관심사를 을병연행록에 적극 반영했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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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지(實地) 체험과 대청(對淸) 인식 변화

홍대용은 을유년 11월 27일에 압록강을 건너 본격적인 중국 사행을 시작
하였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에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의 감
동과 기쁨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홍대용은 학수고대하던 연행이 본
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의 벅차오르는 감흥과 연행에 대한 포부를 한글
가사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하늘이 사람을 내매 쓸 곳이 다 있도다.
나 같은 궁생(窮生)은 무슨 일을 이루었던고.
등하(燈下)에 글을 읽어 장문부(長門賦)를 못 이루고
말 위에서 활을 익혀 오랑캐를 못 쏘도다.
반생이 녹록(碌碌)하여 전사(田舍)에 잠겼으니
비수를 옆에 끼고 역수(易水)를 못 건넌들
금등(金燈)이 앞에 서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산해관(山海關)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망해정(望海亭) 제일 층에 취후(醉後)에 높이 앉아
갈석(碣石)을 발로 박차 발해를 마신 후에
진시황 미친 뜻을 칼 짚고 웃었더니
오늘날 초초 행색이 뉘 탓이라 하리오.”40)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평생 곤궁하게 살다가 압록강을 건너면서 답답했던
자신의 마음이 탁 트이는 순간을 호쾌하게 표현했다. 가사의 첫 행 “하늘이
사람을 내매 쓸 곳이 다 있도다”는 이백(李白)의 ｢장진주(將進酒)｣ 중 한 구
절인 “하늘이 나란 재목을 냈으니 반드시 쓸 곳이 있도다”41)와 유사하다.
40)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27일, 16-a~16-c면.
41) 李白, ｢將進酒｣, “天生我材必有用.”(李白, 李太白全集 上, 王琦 注, 中華書局, 1990,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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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가사의 시작을 이백의 장진주에서 점화함으로써 “만고의 시름(萬
古愁)”을 잊어 보겠다는 이백의 호탕함과 시적 자아의 호방한 포부를 자연스
럽게 접합시켜 시흥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천하를 내려다보는 호방
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중원의 제일 관문인인 산해관(山海關)과 망
해정(望海亭), 갈석산(碣石山), 발해(渤海) 등의 중국 지명과 명승지 등을 시
어로 선택하여 호방함과 흥취를 더하였다. 연행 길에 오르게 된 들뜬 마음으
로 요동 벌판을 날아가서 산해관 문을 한 손으로 가볍게 열고 망해정 가장
높은 곳에 흠뻑 취해 올라 앉아 갈석산을 박차고 발해를 마시며 진시황의
미친 뜻을 비웃는 홍대용의 모습에서 큰 기상과 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형가(荊軻) 이야기를 차용했다는 점이다. 연행
경로 중 태자하(太子河)가 포함되어 있어 그곳에서 형가를 언급한 연행 기
록은 종종 볼 수 있지만 압록강에서 형가 고사가 쓰인 경우는 매우 드물
다.42) 홍대용이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형가를 떠올리고 자신을 형가에 투영
시킨 것은 을병연행록 첫머리에 인용된 김창협의 한시43)의 영향이 있었
으리라 생각한다. ｢증홍생세태부연(贈洪生世泰赴燕)｣의 제4수에서 형가와
고점리(高漸離)

고사를

차용하였는데,44)

전구(轉句)에서

홍세태(洪世泰,

1653∼1725)를 지칭하는 ‘그대(君)’를 홍대용으로 치환시키면 이 가사 작품
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홍대용이 형가에게 자신을 투영시킨 것은 연행
을 떠나는 각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기(史記) ｢자객열전(刺
42) 박지원 또한 열하일기에서 압록강을 건너기 전 형가 고사를 차용하여 언급하였다. 홍
대용이 압록강을 건너는 심정을 가사체로 호방하고 흥취 있게 노래했다면 연암은 고사의
한 장면을 극대화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논변체를 택하고 있다.(박지원, 연암집
권11, 열하일기, ｢도강록｣, 경자년 6월 24일) 박지선은 ｢金昌業의 老稼齋燕行日記 연
구｣(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5, 231~232면)에서 김창업 또한 압록강을 건너면서 자신
의 각오를 형가 고사에 비유한 시에 표현했으며 박지원 또한 그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
만 김창업의 시가 연행을 떠나기 전에 쓴 것이며 시의 내용 또한 자신을 형가에 투영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압록강을 건너면서 형가를 자신에게 투영시킨 연
행록에 연행일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3)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2일, 1-b면; 金昌協, 農巖集 권4, ｢贈洪生世泰赴燕｣ 其五,
“不見秦皇萬里城, 男兒意氣負崢嶸, 渼湖一曲漁舟小, 獨速簑衣笑此生.”과 거의 유사함.
44) 김창협, 농암집 권4, ｢증홍생세태부연｣ 其四, “燕市千秋說慶卿, 古今豪傑幾霑纓, 知君
詩律增悲壯, 便作高家擊筑聲.” 김원행이 홍대용에게 김창협의 한시 ｢증홍생세태부연｣ 6수
모두를 써줬다는 언급은 없지만 홍대용이 받은 것이 제5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그와 관련된 언급을 스승인 김원행에게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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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列傳)｣의 형가가 비수를 옆에 끼고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역수를 건넜던 것처럼 홍대용은 청나라라는 거대한 상대와의 진검승
부를 위한 비수를 품고 연행에 임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은 홍대용에게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킨 적국이면서 그 진면목을 확인하
고 싶은 문명국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홍대용이 청나라를 겨눈
비수 또한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홍대용은 자신이 품고 가는 비수를 고사 속 형가와 같이 상대를 처
단할 흉기로 생각했을 것이다. 청나라가 조선의 원수라는 생각은 홍대용을
비롯한 그 당시 조선 문인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던 것이었다. 홍대용이 명
말청초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거나 청나라 두발과 의복을 접했을 때 드러
나는 존명의식은 을병연행록 전편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다. 육비
(陸飛)에게 보낸 편지에서 홍대용은 압록강을 건너 북경으로 오는 길에서
“100여 년 고적(古跡)의 슬픔에 한갓 마음이 취하고 목이 메임에 이르”45)
렀다고 고백하고 있다. 실제로 산해관(山海關)에서는 오삼계(吳三桂)에 대
해, 구혈대(嘔血臺)에서는 누르하치와 원숭환(袁崇煥)을, 영원성(寧遠城)에서
는 조대락(祖大樂)ㆍ조대수(祖大壽)와 관련된 사적을 을병연행록에서 논하
고 있다.46) 을유년 12월 23일 일기에는 홍대용이 걸인 여자들의 대다수가
한족이라는 사실에 통탄한다. 이는 한족의 형세가 곤궁해졌기 때문에 그 아
내들이 아이를 안고 빌어먹게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 여성 독자
들에게 한족이 처참하게 몰락했음을 설명할 때, 한족 여성들이 아이를 안고
구걸을 하는 장면이 그 어떤 설명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 충
분히 짐작할 수 있다. 홍대용은 한 역관에게서 조선의 의관제도를 보고 자
신들의 옛 의관이라며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린 지현(知縣)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기특해 한다.47)
북경에 도착한 후에도 홍대용의 존명의식은 변함없이 표현되고 있다. 부
사 김선행이 조참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자 홍대용이 오랑캐의 조정에 절하
는 것을 치욕으로 여겨 거절했으며,48) 병술년 2월 26일에 항주 선비들과
45)
46)
47)
48)

을병연행록,
을병연행록,
을병연행록,
을병연행록,

병술년
을유년
을유년
을유년

2월 24일, 527-b~527-c면.
12월 20일, 96-b~96-d면; 을유년 12월 16일, 80-b~81-c면.
12월 24일, 115-b~116-a면.
12월 29일, 142-c~143-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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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 필담에서 홍대용은 명청 교체 시기에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갚기 위해
끝까지 저항한 조선의 사적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49) 연기와 비교하면
을병연행록에서 존명의식을 훨씬 더 자세하게 서술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정보가 부족한 여성독자들을 배려하여 역사적 배경에 대해 자세한
서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홍대용에게 청나라의 ‘실지’
체험이 곧바로 파격적인 의식 전환으로 연결되진 못했다. 하지만 홍대용은
편벽된 소견으로 치우친 선배들을 타산지석 삼아 주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명국인 중국의 진면모를 확인하겠다는 포부로 연행에 임했다. 바로 이러
한 자세가 홍대용이 품은 비수의 두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홍대
용은 사행에 참여했던 이전 사람들처럼 수레 위에서, 혹은 정해진 숙소 안
에서는 청나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나라라는 ‘실지’를
직접 발로 밟으면서 체험했다.
홍대용은 이렇게 청나라라는 ‘실지’를 체험함으로써 발달된 청나라 문물
을 직접 확인하고 대청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부분은 청조 통치를 긍정하는 대목이다. 강희제의 치적들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면서 청조 통치에 대해 긍정하는 것은 김창업의 연행일기에
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50) 강희제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이덕무와 정조의 기록에서도 보인다.51) 홍대용 또한 창춘원에서 강희제의
검소함을 칭찬했으며,52) 강희제가 기악(妓樂)을 엄금하여 지금까지 그 풍습
이 이어지고 있다는 엄성의 말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53)
이뿐만 아니라 홍대용은 노상(路上)에서 수시로 마주치는 몽고인들을 관
찰하면서 강희제가 회유 정책을 통해 변방을 평안히 하여 100여 년 태평을
누린다고 평가했다.54) 특히 강희제의 실리적인 정치외교 정책이 홍대용에게
큰 인상을 남겼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실’을 중시한 지극히 실학적
입장이 전제된 것임을 간파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군주의 검소함에 대한
49)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6일, 548-d~550-a면.
50) 박지선, 앞의 논문, 170~172면.
51)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 嬰處雜稿 1, ｢瑣雅｣; 정조, 弘齋全書 권175, 日得錄
15, ｢訓語｣ 2, “康煕自是聖君, 未可以夷狄一樣律之.”
52)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1일, 424-a~424-b면.
53)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2일, 438-a면.
54)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6일, 120-c~121-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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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과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임하경륜(林下經綸)｣에서도 역설하고 있
다.55) 강희제가 몸소 검소함을 실천한 것을 창춘원을 직접 가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홍대용의 경세론(經世論) 격인 ｢임하경륜｣에 군주의 검소함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56)
또한 홍대용은 청나라 ‘실지’ 체험을 통해서 청나라 서민들의 근검절약하
는 모습을 확인했다. 티끌을 까부르며 동전을 얻는 사람과 유료 화장실의
체계를 확인하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에
도 주도면밀하게 이득을 취하는 그들의 실용적인 풍습에 감탄한다.57) 또한
직접 공사 현장 인부와 대화를 하면서 청나라 통치 정책의 합리성을 확인하
기도 한다.
역군 하나를 불러 묻기를,
“당신들 역사를 당하면 나라에서 무슨 삯 값을 줍니까?”
역군이 이르기를,
“한 달에 여섯 말 쌀과 석 냥 은을 받습니다.”
하였다. 이런 공변된 역사에 오히려 백성을 공히 부리지 아니하니, 입국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100여 년 태평을 누림이 괴이치 아니하였다.58)

이 날 홍대용은 나귀를 타고 주로 북경성 밖을 유람했는데, 서북쪽 성곽
보수공사 현장에서 인부 중 한 명을 불러 그들의 임금(賃金)에 대해 질문하
였다. 이에 정부에서 일정한 월급을 받는다는 대답을 듣고 이런 공적인 공
사에도 인부들에게 모두 일정한 보상을 하고 있음에 감탄하면서 청나라가

55) 담헌서 내집 권4(補遺), ｢임하경륜｣, “家國之匈, 毋過於奢侈. 凡第宅器用, 敦朴精緻,
惟務適用, 其惟財之費而無益於用者, 一切禁之. 凡令行禁止, 必自上始. 金銀之飾, 不入於宮
闕, 則公卿之堂, 不敢爲山藻之畫, 錦繡之服, 不及於妃嬪, 則士庶之婦, 不敢爲紬帛之衣. 躬
行然後發令, 自治然後勅法, 民誰有不從者乎?”
56) ｢임하경륜｣이 연행 후 집필되었다는 근거는 박희병, 앞의 책, 113면의 각주 2번에서 제
시되어 있다. 강희제의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덕무가 홍대용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
되는데,(안대회, 앞의 논문, 398~403면) 이 또한 홍대용의 연행이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례가 아닐까 짐작된다.
57)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4일, 164-b~164-c면; 1월 5일, 177-b~177-c면.
58)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5일 324-d~결락 부분.(결락 부분은 숭실대본 을병연행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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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년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홍대용
은 청나라 하층민들의 생리(生利)를 확인하면서 청나라 통치 정책의 합리성
에 감탄한다. 이러한 ‘실지’ 체험이 홍대용에게 대청의식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대용의 ‘실지’ 체험은 그의 학문이나 사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천주
당에 총 네 번이나 방문한 사실은 수학이나 천문학 등의 자연과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관심에서 연유한 것이다.59) 홍대용은 연행을 떠나기 수 년 전
에 이미 석당(石塘) 나경적(羅景績, 1690~1762)의 도움으로 혼천의를 제작
하고 설치했으며, 자명종 등의 최신 기계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60)
그러므로 서양인 선교사들과의 만남은 홍대용에 몹시 기대되는 일이었을 것
이다. 이에 북경에 도착한 직후 세팔의 도움을 받아 일관(日官) 이덕성(李德
星)과 함께 미리 편지와 선물을 보내기도 한다.61)
이러한 지극한 정성 덕분에 편지를 보낸 바로 다음 날인 병술년 1월 9일
에 첫 방문을 하게 된다. 천주당에 들어서서 그림 몇 점을 보았을 뿐인데도
홍대용은 이미 낯선 건축 양식과 서양 화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날
홍대용은 그림뿐만 아니라 천문도(天文圖), 파이프 오르간, 시계탑 등을 구
경한다. 이 중 파이프 오르간은 외양뿐만 아니라 연주 원리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생전 처음 본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주를 시도하기
도 했다.62) 그 후 13일에 시도한 방문은 거절당했으나 19일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는다.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서양 선교사들과 가벼운 내용의 대화
를 주고받았으나, 병술년 1월 19일과 2월 2일 방문에서는 천주교 교리와
천문 역법에 대한 구체적인 문답이 오고 갔다.

59) ｢王考湛軒公行狀｣, “又明於象數律曆, 參之以西法, 刱出機智, 制觀天之器, 造測影之具, 嘗
曰, ‘唐虞之衡, 周髀之笠, 尙矣無論, 韓公廉之激水測候, 張行簡之蓮花傳漏, 代有新法, 考制
爲難.’ 於是作統天渾象, 測管勾股等諸儀圖說, 昔張橫渠有地遊論, 泰西人有地毬說, 公則論地
與天, 互轉爲一日, 機軸轉牙, 設始營造, 而惜未及就.”(천안박물관 편, (2012 천안박물관
개관 4주년 특별 기념전)담헌 홍대용, 천안박물관, 2012, 13면);담헌서 외집 권4~6은
籌解需用 및 과학 기구들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60)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4일, 528-c~530-a면.
61)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7일 193-b~196-a면; 1월 8일 200-b~201-c면.
62) 박지원은 열하일기 ‘풍금’에서 홍대용이 파이프 오르간을 설명한 부분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다.(연암집 권15, 열하일기, ｢황도기략｣, ‘풍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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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용은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63) 하지만 상인 진
가(陳哥)와 천주교 기도문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부분적이지만 기존 입장
의 변화를 보여준다.64) 내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유교의 수양론과 유
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 날인 병술년 1월
11일에는 천주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진가의 생질(甥姪)인 석화룡(石化龍)
에게 천주학문을 문답한 서책을 빌려 훑어보기도 한다. 물론 그 내용에 대
해서 불교와 다름이 없다며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항주
선비들과의 필담에서도 그 입장은 변함없었다.65) 하지만 그 후 서양 선교사
들을 만나 천주 교리에 대해 먼저 질문을 하는 장면을 통해66) 홍대용이 천
주교에 대해 무조건 배척하기만 한 것은 아니며 천주교 교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홍대용은 천주교와 달리 서학의 자연 과학에 대해서는 깊은 선망과 신뢰
를 표했다. 천문도나 시계탑, 의기(儀器), 원경(遠鏡), 요종(鬧鐘: 자명종 시
계), 일표(日表: 해시계), 윤도(輪圖: 서양 나침반) 등을 보여 달라고 끊임없
이 부탁하고, 그것들의 외양과 원리를 을병연행록에 매우 상세하게 설명
하고 있다. 또한 최신 추보법(推步法)에 대해 질문을 하고 원경을 통해 본
태양의 흑점 개수가 자신의 기존 지식과 다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태양의 자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천주교와 서양 과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결과물은 홍대
용과 이덕성의 기대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
다 서양 선교사들의 협조가 매우 미진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기지의 경우
와 비교해 볼 때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기지가 1720~1721년에 북경을 방
문했을 때와 홍대용이 방문한 1765~1766년의 상황이 매우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기지는 천주당에 총 9번을 방문했으며, 선교사들과 여러 차
례 편지까지 주고받았다. 또한 서양 선교사들이 이기지의 숙소로 3번이나
방문했고 이기지와 이이명(李頤命, 1658~1722)에게 천주실의(天主實義)
를 비롯한 서적들과 서양화, 지도, 과학기계 등 많은 선물을 선사했으며, 이
63)
64)
65)
66)

을병연행록,
을병연행록,
을병연행록,
을병연행록,

병술년
병술년
병술년
병술년

1월
1월
1월
1월

7일, 193-d면.
10일, 227-d~228-a면.
11일, 233-a~233-b면.
19일, 281-d~282-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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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의 부탁으로 종이로 혼천의 축소 모형까지 만들어 준다.67)
이처럼 천주당 방문이 자신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
이유에 대해 홍대용과 이덕성은 근래에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방문하
여 선교사들이 지쳤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68) 하지만 당시 중국 내 천주
교의 상황 혹은 천주당의 위상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으리라는 몇몇
정황이 포착된다. 일단 이기지가 북경을 방문했던 당시에는 천주당마다 여
러 명의 선교사가 있었으며, 이기지가 만난 선교사만 해도 10명이 훌쩍
넘는다. 이에 반해 홍대용이 만난 선교사는 유송령과 포우관 두 사람뿐인
데, 천주당 방문 횟수도 이기지의 절반이며 방문한 천주당도 동ㆍ서천주당
에 한정되었음을 감안한다고 해도 매우 적은 수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기지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더욱 친밀하게
대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항주 선비들이 천주학은 나라의 금령
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69)에서 천주학이 예전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
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홍대용은 전술한 대로 관광벽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연행 일정 내에
중국 관광지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찾아 가고자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직접 확인하여 그 기저의 원리
를 파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청나라 ‘실지’를 체험함에 있었다.
태자하(太子河)라고 하는 물을 건너니 이 물은 옛날 연태자(燕太子)가 숨
었던 곳이다. 얼음이 굳게 얼어 물의 깊이를 알지 못하나 물 북쪽에 모래
밭이 길게 뻗어 있었다. 길 좌우에 쌓인 재목이 큰 사장(沙場)을 덮었는데,
크고 작은 것을 각각 무리를 지어 쌓되, 하나도 허투루 놓은 것이 없었다.
아래는 너르고 위는 좁게 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여러 재목이 길이가 한
결같았다. 양쪽 그루를 보면 100여 그루 재목이 다 한 칼로 벤 듯하니, 중
국 사람의 정제하고 세밀한 규모를 가히 알 것이요, 사장 아래위 10여 리
를 쌓아 그 수는 천만 그루로 헤아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 인민의 번성
67) 김동건, ｢李器之의 一庵燕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08, 44~66면. 이
러한 노력으로 이 사행단을 통해 서학 관련 서적 52종 1400여 권과 서적과 그림ㆍ지도
ㆍ과학 기계 등이 조선에 유입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한다.
68)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9일, 284-c~284-d면.
69)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7일, 469-c~470-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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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기구의 호대(浩大)함이 실로 외국이 미칠 바가 아니었다.70)

홍대용은 태자하를 건너면서, 그 북편에 큰 모래 사장을 다 덮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목재 더미들을 유심히 관찰한다. 나무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
여 사다리꼴로 쌓아 그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마치 백 여 그루의 나
무를 한 번에 재단한 것 같이 그 길이가 일정하다고 감탄하며 그 ‘정제하고
세밀한 규모’를 칭찬했다. 또한 이러한 나무 더미가 수 십여 리에 걸쳐 방
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 그 ‘호대함’에 압도되고 만다. 연기에도 똑같
은 장면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 문물의 특장을 ‘대
규모세심법(大規模細心法)’이라는 한마디로 요약 제시하였으며, 영평부(永平
府)의 닥나무와 뽕나무 밭을 보면서도 ‘대규모세심법’을 떠올리며 중국 사람
들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주장했다.71)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은 책문 틈으로 본 중국 동쪽 변두리에서 큰 규모
임에도 불구하고 ‘먹줄을 친 것(引繩)’과 같이 정제되어 있는 건물과 기물들
에 압도된다. 그러면서 연행을 이미 다녀온 홍대용이 이러한 중국 문물들에
대해 한마디로 ‘큰 규모이면서 세심한 법도이다(大規模細心法)’라고 언급한
것을 떠올린다.72) 이 밖에도 박지원은 연행 기간 동안 ‘대규모세심법’을 종
종 상기하는데, 이를 선진화된 청나라 문물을 관철하고 있는 핵심 정신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73)
‘대규모세심법’은 청나라 문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 홍대용의 통찰력이 돋
보이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의미는 중국 문물들이 큰 규모를 자랑하
면서도 그 세부적인 부분들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정제된 법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인데, 규모와 세부 체계 모두 완벽했던 당시 청나라 선진
70)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6일, 45-b~45-c면.
71) 담헌서 외집 권8, 연기, ｢연로기략｣, “遼東太子河邊, 積材木亘數里, 大皆連抱, 不知
其幾巨萬株. 每堆小者數十株, 多或百株, 皆長短無分寸參差, 堆垜齊整, 兩面如削, 標號印烙,
秩然不可亂, 可謂大規模細心法也.”; “永平府以西, 野田半是楮桑, 聞葉飼蠶皮爲紙, 種之可以
代耕云. 其列植整直, 無纖毫委曲. 此中華素性, 不由安排, 其大規模細心法, 豈易言哉?”
72) 박지원, 연암집 권11, 열하일기, ｢도강록｣ 6월 27일, “復至柵外, 望見柵內, 閭閻皆
高起五樑, 苫艸覆盖, 而屋脊穹崇, 門戶整齊, 街術平直, 兩沿若引繩. 然墻垣皆甎築, 乘車及
載車, 縱橫道中, 擺列器皿, 皆畵瓷. 已見其制度絶無邨野氣. 往者洪友德保甞言, ‘大規模細心
法.’ 柵門天下之東盡頭, 而猶尙如此, 前道遊覽, 忽然意沮, 直欲自此徑還. 不覺腹背沸烘.”
73) 김명호, 앞의 책, 1990,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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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물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완벽
함이 청나라의 풍요로운 경제 상황과 제도의 엄정함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
임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 당시 청나라의 문물이 조선보다 발달되었다는 사
실은 홍대용 이전에 연행을 다녀온 수많은 사람들의 연행 기록에서 쉽게 확
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부분들에 대해 그 장단점
을 언급했을 뿐이며 그 중 누구도 그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를 탐구한
사람은 없었다. 홍대용만이 청나라의 선진 문물의 심층 구조를 파헤쳐 ‘대
규모세심법’이라는 기저 원리를 추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홍대용의 탁월한 통찰력은 ‘실지’를 밟으면서 수많은 청나라
문물들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건축물의
경우 그 규모나 법도에서 북경이 제일이었는데, 정양문(正陽門) 밖 서쪽 10
장(丈) 높이의 성이 “아래 위가 줄로 친 듯하고 벽돌로 이를 맞추어 조그만
틈이 없으니, 사람이 혹 가만히 오르내리고자 하여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라고 할 만큼 완벽했다고 술회했다.74) 또한 북경의 도시 구획에서도 ‘대규
모세심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궁장을 좇아 북쪽 가로 이르러 동으로 꺾어 수백 보를 가니 남북으로 또
큰 길이 있는데, 남으로는 하다문[哈德門]이요, 북으로는 안정문(安定門)이
었다. 두 문 사이는 10여 리가 되는데 바르기가 줄로 친 듯했다. 대개 황
성 안은 크고 작은 골목에 굽은 길이 없고 넓이가 균적(均適)하여 한 곳도
굽은 곳이 없으니, 대국의 엄정한 규모를 여기서도 알 수 있다.75)

10여 리나 되는 긴 도로가 “줄로 친 듯” 일직선이었는데, 비단 이 길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로 구획이 북경 전체에 적용되고 있음에 홍대용은 청나라
를 대국이라 칭하며 그 규모와 정밀한 법도에 감탄한다. 북경은 고공기(考
工記) ｢장인(匠人)｣의 영국제도(營國制度)에서 제시한 도성 계획 원칙을 준
수하여 황궁인 자금성을 중심으로 내성과 외성으로 연계되어 있는 계획도시
였다.76) 홍대용은 이를 간파하고 북경의 도시 계획에서도 ‘대규모세심법’을
74)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0일, 286-b~286-c면.
75)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5일, 176-c~176-d면.
76) 허예쥐[賀業鉅], 중국 도성제도의 이론-周禮ㆍ考工記의 도성제도, 윤정숙 역, 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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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대용은 건축물과 도로 구획뿐만 아니라 평범한 중국 사람들의 풍속 가
운데서도 그 기저에 깔린 ‘대규모세심법’을 확인한다. 길가에서 무수히 쌓여
있는 말똥조차도 “다 정제하고 방정하여”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다면서 그
풍속을 칭찬한다.77) 날이 저물자 심양의 여러 가게들이 일시에 문을 닫는
모습에서 예삿일이라도 조선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엄정함에 감탄하고,78)
수 백 마리의 가축들을 몰고 가면서도 한 마리의 이탈도 없는 것에 놀라며
그들만의 어거(馭車)하는 법이 있으리라 짐작하기도 한다.79) 이렇게 홍대용
은 청나라라는 ‘실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모든 것들의 기저에 ‘대규모세심
법’이라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홍대용의 통찰력
이 그 자신과 박지원ㆍ박제가 등에 큰 영향을 끼쳐 그들의 북학 사상의 단
초가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지’ 체험을 통해 홍대용의 대청 인식에 균열이 일어
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 변화의 조짐은 오직 을병연행록을 통해
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을유년 12월 8일에 홍대용은 심양에 도착하자마자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사(市肆)를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온다. 심양
시내의 웅장한 규모와 번화함에 대해 역관 몇 명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중 한 역관이 소개한 일화에서 북벌론(北伐論)의 희화화(戱畵化)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역관이 웃으며 말하기를,
“연전에 한 재상이 부사로 들어와 이곳에 이르러 자리를 정하여, 여러
역관이 나아가 문안을 드리는데, 대답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거
동이더니, 이윽고 다시 일어나 앉으며 팔을 걷어붙여 손으로 공중을 향
하여 빈 글자를 쓰며 스스로 말하기를, ‘심양까지는 내 이미 얻어 놓았
거니와, 다만 누구로 하여금 지키게 하리오.’ 하였습니다. 여러 역관이
그 거동을 보고 다 마음속으로 우습게 여기더니, 한 역관이 당돌한 인물
이라 앞에 나아가 소리 질러 말하길, ‘극히 황송하옵거니와 소인이 능히
1995, 11~40면.
77)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18일, 88-d~89-a면.
78)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8일, 53-d~54-a면.
79)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3일, 110-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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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까 하옵니다.’ 하니, 여러 역관이 다 웃음을 참지 못하여 물러가니,
그 부사가 역관의 조롱인 줄 깨닫고 웃고 말을 아니 하니 이 수작이 지
금까지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 하였다.80)

사행단의 부사가 심양에 도착한 것을 마치 적진을 뚫고 심양까지 점령한
것처럼 표현하면서 자신이 얻은 중국 영토를 누구에게 맡기고 북경으로 진
군할지 걱정을 하며 허공에 손을 휘젓고 있는 모습에서 그 당시 역관들이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는 장면이 이미 예상된다. 이에 당돌한 역관 하나가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순간에 참았던 웃음이 터지면서 역
관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고, 부사 또한 맹랑한 역관의 대답에 웃음을 참
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북벌론’은 존명배청 사상의 핵심이라
고 할 수 있다. 병자호란으로 인해 기존의 존명주의가 극대화되어 존명배청
사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으로 실현시키고자 한 논의였기 때문이다. 효
종(孝宗, 1619~1659)의 승하와 남명(南明)의 멸망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
고 그 의미가 퇴색되면서 북벌론을 비판하고 현실 인식의 재정립을 요구하
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18세기 초까지도 재야 학자들을 중심으로 북벌을 강
하게 주장했으며, 그 정신 또한 18세기 중엽까지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81)
이렇게 다양한 조선 내 논의들에 비해 대다수의 연행록들은 존명의식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내었다. 이는 직접 명말청초 역사의 현장을
체험한 감회가 남다르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고, 당시 연행의 주요 인사들
이 북벌을 주장한 노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도 그 이유가 될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을병연행록에 북벌론을 희화화한 일화가 소개된 것은
홍대용의 의식 내부에서 이미 기존의 대청 인식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홍대용이 중국 ‘실지’ 체험을 통해 청나
라의 ‘대규모세심법’을 간파하면서, 존명의식이 만연했던 당시 조선 현실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80)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8일, 54-b~54-d면.
81) 허태용, ｢17, 18세기 北伐論의 추이와 北學論의 대두｣, 대동문화연구 69, 성균관대학
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373~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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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심(實心) 교유와 청국인과의 우정

홍대용은 연행 기간 동안 시종일관 적극적인 자세로 수많은 사람들과 접
촉을 시도하였다. 중국 사행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행 목적에
따라 특정 부류의 중국인들과 접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홍대용은
상대방의 신분이나 나이뿐만 아니라 인종과 성별에도 구애되지 않는 만남을
끊임없이 이어 나갔다. 홍대용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신분이 자제군관이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이 보장되었으며, 전술한
대로 중국어 회화를 공부하는 등 실지 체험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여 자신
에게 주어진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차별
의식 없이 인종과 신분고하를 따지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도
한 홍대용만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연행 태도가 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
이었다.
타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서 홍대용이 그 당시 다른 사람들
에 비해 매우 자유로웠다는 사실은 전술한 중국 변방 하층민들과의 접촉에
서뿐만 아니라 이민족에 대한 홍대용의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하여 우리나라 벼슬 이름과 과거 제도를 묻고 또 묻기를,
“일본은 조선에서 얼마나 됩니까?”
라 하여, 내 답하기를,
“수로로 천여 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라 예의를 숭
상치 아니하고, 성정이 괴독(怪毒)하여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으니, 천하
의 강하고 무서운 나라입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아라사(我羅斯)를 보았습니까?”
내 말하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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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방에 있는 나라이니 코가 매우 크고 성정이 사나워 사람 모양이
없으니 과연 더러운 인물이요, 담배를 코로 먹고 계집을 만나도 피하지
아니하고 오줌똥을 아무렇지 않게 눕니다.”
내 말하기를,
“이는 과연 짐승과 한가지입니다.”
라 하니, 주인이 크게 웃고 말하기를,
“옳은 말입니다.”
내 말하기를,
“더럽기는 여지없으나 싸움을 당하면 필연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무엇이 어렵습니까. 한갓 사나울 뿐 지혜가 없고 진법(陳法)을 모르니
이러하므로 중국에 매번 패하고, 시방은 다 항복하여 해마다 조공을 합
니다.”82)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 심양 숙소의 주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홍대
용이 이민족들에 대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주목된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
을 예를 모르는 야만인으로 폄하했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인해 철천
지원수와도 같은 존재라고 여겼다. 홍대용도 일본의 무례함과 잔혹함을 인
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정적인 면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섭
도록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음 또한 인정하고 있다. 전쟁의 상흔 때문에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만을 표현했던 대다수의 조선인들과 달리 홍대
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일본을 평가하고, 임진왜란을 통해 확인된 파괴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 홍대용의 냉정한 판단력은 러시아에도 그대로 적
용된다. 숙소 주인이 러시아인은 흉악한 생김새를 가지고 예의를 모른다고
하자 홍대용은 짐승과 같다고 맞장구를 친다. 하지만 그들 역시 전쟁에 특
화된 강한 종족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고 언급한다. 끝까지 러시아인들을 폄
하하는 발언을 하는 숙소 주인과 대비를 이루어 홍대용의 편견 없는 태도와
객관적인 판단력이 더욱 돋보이는 대목이다. 러시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홍대용보다 훨씬 더 중국을 많이 방문한 역
관 홍명복(洪命福)이나 쇄마군 세팔 또한 마찬가지였다.83) 대상에 대해 정
82)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9일, 64-c~65-a면.
83)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5일, 175-c~176-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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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홍대용과 같이 편견이 배제된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태도가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홍대용은 비록 러시아인들이 머물고 있는 옥하관(玉河館)은 통관들의 적
극적인 만류로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 외에 유구족ㆍ몽고족ㆍ회자들이 머물
고 있는 관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두 방문하였다. 또한 홍려시(鴻
臚寺) 연의(演儀)와 정조조참(正朝朝叅)에 참석한 유구의 사신들을 보고 여
러 번 대화를 시도하고 우여곡절 끝에 유구관(琉球館)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으나, 통관과 서반들의 제지로 모두 무산되었다.84) 역관들조차 유구인을
하대하고 무시했지만, 홍대용은 그들의 정숙한 태도를 관찰하며 시종일관
호의를 가지고 여러 번 만남을 시도했다. 몽고족과 회자들의 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민족들을 천시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다른 일행들과 달리 홍대용은
예의를 갖추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화를 시도했다.85) 천주당에서 서양 선교
사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인종적 편견 없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들의 생
김새를 소개하고 있다.86)
홍대용 자신이 만난 이민족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하지
만 평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위생 상태가 나쁘거나 행동이
무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두 홍대용이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기초로 내
린 결론들임을 주목해야 한다. 현대의 관점으로 이민족들의 당시 상황과 문
화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홍대용의 부정적인 태도 역시 고정관념과 편견에
서 벗어나지 못한 언사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천시하고 야만인이라고 치부했던 대다수의 시
선과 홍대용의 시선 사이에는 분명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물론 홍대용의
가치관은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고 그의 판단력 또한
이를 초월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홍대용은 선입견은 최
대한 배제하고 확인한 사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이러한
84)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9일, 140-a~141~a면; 병술년 1월 1일 146-d~147-a면;
1월 22일, 302-a~304-c면.
85) 몽고족의 경우는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4일, 310-a~311-c면 참고; 회자의 경우
는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7일, 274-c~275-a면 참고.
86)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9일, 215-c~215-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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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노력은 평소 홍대용이 강조한 학문 태도였으며 자신의 신념을 몸소 체
현한 것이기도 했다.87) 또한 을병연행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
의 결실들이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의 대다수 사람들조차도 이르지 못한 경
지임에는 췌언을 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홍대용이 대화를 나눈 대목을 보면 모두 문답 형
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당
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을병연행록에서 확인되는 문답 빈도는 그 어떤
연행록보다 잦으며, 질문이 거듭될수록 대화의 내용도 전문적이고 예리해진
다.88)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대용이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낸 주요 목적
은 바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청나라의 외교정책이나
최신 학문 경향 등이 요긴한 정보였겠지만, 이러한 고급 정보에 홍대용이
바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게다가 홍대용은 전과는 다른 방법으
로 청나라를 파악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연행에 임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
접 보고 경험한 것들 또한 매우 중요한 정보로 여겼다.
이에 전술한 이민족들뿐만 아니라 중국 변방 하층민들에게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반드시 그 궁금증을 해결했다.
연행의 시작부터 함께한 차부 왕문거와는 스스럼없이 농담을 나누는 사이가
될 정도로 가까워진다. 또한 정보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북경 숙소의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종맹을 비롯한 중국 통관들에게 적극적으로 호
감을 표현한다. 전술한 대로 당시 자제군관이 중국 통관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그 전까지 없던 일이었다. 홍대용은 이러한 전례에 구애되지 않고 먼
87) 담헌서 내집 권3, ｢贈周道以序｣, “古之學者, 纔知一事, 便行一事, 一摑一掌血, 一捧一
條痕. 今之學者, 開口便說性善, 恒言必稱程朱, 而高者汩於訓詁, 下者陷於名利. 嗚呼! 孰不
知聖人之可好而世無其人, 孰不知下流之可惡而衆皆歸之. 無他, 不行之過也. 人能行其所知,
何古人之不可及哉. 讀精一便去精一, 讀敬義便去敬義.”
88) 김현미는 홍대용의 연기에 확인되는 수많은 문답들에 주목하여 ‘問’과 ‘審’의 관점으
로 그의 작가의식을 분석했다.(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혜안, 2007,
170~183면) ‘問’의 분석 텍스트의 범위를 외집 권7, 8과 ｢간정동필담｣으로 한정하였는
데, 외집 권9, 10의 곳곳에서 문답을 나누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분석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홍대용이 여러 중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
면은 을병연행록에서 훨씬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으며, 홍대용의 의중이나 연행의 전모
를 파악하는 데에도 연기보다 을병연행록이 더 적절한 텍스트이므로 분석 대상을 
을병연행록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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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선물을 보내고 부사가 하사한 세찬상(歲饌床)을 통관들에게 보내는 파격
적인 행보를 거듭하였다. 덕분에 모두 두려워하는 서종맹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 비교적 자유로운 북경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서종맹의 집
에 초대를 받아 식사와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불꽃놀이를 구경했으며, 북경
숙소의 통관들 모두와 농담을 나눌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홍대용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중국의 하층민들이나
하급 관리들과 무수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는 홍대용의 호기심이 많은 성격
과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태도가 정보 수집이라는 연행 목적과 맞아떨어졌기
에 가능한 일이었다. 단순히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접근했다면 동쪽
변방에서 온 홍대용에게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홍대용이 중국인들을 대할 때 기존의 선입견은 배제한 채
실존하는 그 사람 자체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소속된 집단의 성격을 개인에게 투영하지 않고 자신이 보고 겪은 점들에
주목하면서 홍대용은 청국인들의 장점들을 무수히 발견한다. 전술하였듯이
하층민들의 삶에서 중국의 좋은 풍속을 수없이 확인했으며, 이민족들의 꾸
밈없고 솔직한 모습에 호의를 표시한다. 명나라를 멸망시킨 만주족에 대해
격렬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족이면서도 격식을 따지지 않
고 자신과 지기가 되어 편지를 주고받고 자명종 시계 등의 귀한 물건도 아
끼지 않고 선사하는 양혼에게 큰 호감을 표시했다. 또한 동안문(東安門) 근
처에서 대화를 나눈 만주인은 1품 벼슬의 고관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기
색 없이 소탈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여서 큰 감명을 받는다.89)
홍대용은 이렇게 여러 계층의 만주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교유하면서
그 개인들의 장점에 주목하고 이를 을병연행록에 부각시킨다. 시작은 한
개인이었지만 이를 통해 만주인, 더 나아가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들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막연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
존의 부정적 인식들이 오히려 반동 작용을 일으켜 긍정적인 면들이 더 부각
됨에 따라 청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90)
89)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7일, 265-d~268-a면.
90) 이러한 작용은 한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는데,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
의 무례하고 소극적인 행동에서 느낀 불편한 감정들이 일종의 배신감으로까지 변모하여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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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국인들과의 만남에 홍대용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진정한 벗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홍대용은 이번
연행을 통해 평생의 지기를 찾고 싶다는 소원을 연행 기록 곳곳에서 고백하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을병연행록은 홍대용이 지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은 저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고 집요한 그
의 노력이 생생하게 서술되어 있다. 북경에서 학식이 있는 한림(翰林)이나
감생(監生)들을 만나 여러 번 필담을 나누게 되었지만, 중외(中外)를 구별하
여 외국인과 교유하는 것에 대해 큰 경계심을 품는 모습을 보이며 홍대용을
여러 번 실망시켰다. 이렇게 지기를 찾는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상방(上房) 비장(裨將) 이기성(李基成)을 통해
절강성(浙江省)에서 회시(會試)를 보러 북경에 온 두 선비를 소개 받는다.
그들은 병술년 2월 3일에 처음 만나게 되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
이지만 진중한 면이 있는 엄성(嚴誠)과 다소 경망스럽다고 할 만큼 재기발
랄한 반정균(潘庭均)은 김상헌(金尙憲)의 시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홍대용의
호감을 산다. 게다가 지금까지 중외의 구분을 엄격하게 나누었던 북경 선비
들과 달리 항주(杭州)에서 온 두 선비는 천애(天涯)에서 서로 마음 맞는 지
기를 만났음을 기뻐하며 홍대용과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
그들은 첫 만남에서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다 풀지는 못해 깊이 있는 대
화를 나누지 못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됨에 따라 조금씩 진심을 토로하며
각별한 우정을 쌓았다.
평생에 그윽이 말하기를, ‘마음이 합하는 사람을 얻어 마음이 합하는 일
을 의논하는 것은 천하의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여, 양식을 싸고 말을 채
찍질하여 발자취를 온 나라에 깔면서 마음속으로 사람을 한번 만나기를 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낯을 보는 것
이 이름을 듣는 것에 미치지 못하니, 반평생을 몹시 양양우우(涼涼踽踽)하
여 종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분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
여 망령되게 천하를 구할 계교를 품으니, 어찌 우활(迂闊)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신이 극진한 곳은 하늘이 또한 사람의 마음을 좇으니 기특한
인연이 공교히 합하여 한 번 만나매 마음을 기울이고 간담을 비추어 천고
에 기이한 자취를 이루었습니다. 수일을 좇아 놀아도 이미 몸이 용문(龍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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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르고 일생에 영행(榮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다하도록 이택(麗澤)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이별
을 당하여 척척(慼慼)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니, 진실로 사람의 마음이 만족
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도에서 윤회하는 의론이 만일 헛되지 않을
진댄, 원컨대 후생을 기다려 서로 아이가 되며 형이 되고 스승이 되며 벗
이 되어, 삼생(三生)에는 당치 못한 연분을 마치고자 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이미 생전에는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니 각각 자손을 경계
하여 대대로 옛 일을 강론하여 감히 잊지 않으면, 혹 피차 후생이 이전 연
분을 끊지 않아서 우리의 오늘 일을 다시 이을까 합니다.91)

홍대용은 오래 전부터 평생의 지기를 찾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고 술회하고 있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천하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름난 선비들을 찾아보았으나 모두들 그 명성보다 못하여 자신
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다고 고백한다. 뒤이어 홍대용은 평생토록 서로를
책선(責善)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밝혔다. 편지
에서는 “이택(麗澤)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개의 연못이 이어
져 있듯이 붕우와 더불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절차탁마하는 군자의 즐
거움을 이르는 말이다.92) 이것이 바로 홍대용이 바라는 이상적인 벗과의 관
계였던 것이다.
항주 선비들과의 필담 중에는 신독(愼獨)에 대해 토론한다거나,93) 홍대용
이 엄성이나 반정균의 단점을 매섭게 질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화
가 자주 확인된다. 여기에서 홍대용이 누차 강조한 ‘실심’을 떠올릴 수 있
다. ‘실심’은 ‘실사’ㆍ‘실지’와 더불어 홍대용이 추구한 실학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데, 홍대용의 ‘실심’은 학문의 근간을 ‘실’에 두어 허위의식과 기송지
학(記誦之學)의 비실제성을 규탄하는 ‘실심실학’을 뜻한다.94) 또한 송대(宋
代) 실학 규정의 한 요소인 신독을 내포한 성(誠)의 마음인 성실성과 정덕
91)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9일, 418-a~418-d면.
92) 周易, ｢兌卦｣, 卦辭 象傳, “麗澤, 兌. 君子以朋友講習.”(周易正義, 北京大學校出版社,
1999, 235면)
93)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8일, 408-c~410-b면.
94) 오가와 하루히사[小川晴久], 한국 실학과 일본, 하우봉 역, 한울아카데미, 1995,
3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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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德)으로 대표되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95) 이렇게 홍대용의 ‘실
심’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성실성, 즉 신독론이 전제가 되는 마음이다. 그
러므로 ‘실심’ 함양을 위해 성실하게 도덕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점검하였고,
이러한 삶의 자세를 항주 선비들과 공유하고 책선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노
력했다.
책선을 독려하는 교유는 홍대용만의 특별한 교유법은 아니며 그 당시 많
은 조선 문인들에게서 확인되는 교유 방식이다. 하지만 기송지학에 매달려
성리학의 진정한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학문과 사상 모두 경직된 조선
의 현실 속에서 홍대용과 ‘실심’으로 교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반해 북경에서 만난 항주 선비들은 학문과 사상적
인 면에서 이택(麗澤)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물들이었으며, 이들의 이러한 ‘실심’의 교유를 통해 홍대용은 평생의 소원
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평생토록 이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헤
어져야 할 천애지기(天涯知己)의 운명이기에 홍대용은 사교(邪敎)라고 생각
했던 불교의 윤회설(輪回說)을 통해서라도 인연이 계속되길 염원한다. 게다
가 이 인연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서 자신들의 만남을 후세에 영원토록 남
기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한다.96) 이렇게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홍대용은 항
주 선비들과 서로의 흉금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고, 그 후 네 번의 만남을
통해 각 나라의 풍습과 제도 및 명사(名士)ㆍ학문ㆍ우정론 등의 깊이 있는
토론을 하게 된다. 급기야는 서로의 성격ㆍ학문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비
밀스러운 국내 사정ㆍ대명의리론 등에 대해서까지 진심을 토로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간정동필담｣에는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는 여러 가
지 면에서 조선의 주변 문인들이 보기에 불편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
기 때문이다. 조선에는 자신과 지기가 될 만한 인물이 없다고 언급한 점,
변발을 하고 오랑캐 옷을 입은 변절한 한인들에게 지나치게 깊은 감정을 표
현한 점,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불교의 윤회설을 차용한 점이 그것이다.
세 가지 모두 문제적인 발언들인데, 바로 이러한 생각들 속에 조선 지식인

95) 위의 책, 54~69면; 91~120면.
96) 항주 선비들과의 교유담은 손자인 홍양후로 인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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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조청(朝淸) 교유의 물꼬를 틀 수 있었던
홍대용만의 교유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
홍대용은 한때는 학문에 큰 뜻을 품고 학업에 매진했지만 오래 전에 벼슬
길을 포기한 채 살고 있었다. 겉으로는 처사(處士)의 삶을 자처하고 있었지
만, 좌절감과 소외감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1775년에 중국 문인 등사민(鄧師閔)에게 보낸 편지에서 홍대용은 남들이
보기에는 자신이 벼슬을 포기하고 담박하고 고요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수심(愁心)과 분개(憤慨)가 마음을 태울 지경이라
고 고백하고 있다.97) 이러한 불우(不遇)와 실의(失意)는 홍대용에게 큰 좌절
을 안겨주었지만, 조선의 현실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줬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좌절을 겪으면서도 홍대용은 포기하지 않고 중국 사행에 참
여하여 진정한 벗을 찾는 평생의 숙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결국 마
음에 꼭 맞는 항주 선비들을 만나게 됐고, 마치 서로를 평생 기다려 온 사
람들처럼 순식간에 속마음을 터놓는 벗이 되었다. 그 당시 조선인들은 청나
라 사람들을 만주 오랑캐라고 생각했으며, 중국인들에게 조선인들은 동쪽
오랑캐일 뿐이었다. 이렇게 서로를 천시하고 기피했기에 이들의 교유가 더
욱 특별한데, 모두 중화 문명의 수혜자라는 점과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홍대용
과 항주 선비들의 우정은 이전의 조청 문인들의 교유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었으며, 그러므로 간정동회우록이 조선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홍대용의
벗이었던 김종후가 맹렬한 비난을 가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98)
만주족의 지배 하에서 한족으로서 존명의식을 품고 있는 항주 선비들과,
조선의 현실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홍대용은 각자 속한 세계에
서 어느 정도 소외 의식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홍대용은 그동
안 마음속에만 담아 두었던 조선의 현실을 토로할 수 있었고, 조선에서는
97) 담헌서 외집 1권, 항전척독, ｢여문헌서｣, “望絶名途, 廢棄擧業, 將欲洗心守靜, 不復遊
心世網. 惟其半生, 期會卒未融釋, 雖杜門琴書, 時政不騰口不除目不剽耳, 自他人觀之, 非不
澹且寂也, 夷考其中, 或不禁愁憤薰心, 以此其發之詩句, 强作關談之套語, 未掩勃谿之眞情.”
98) 이경구, ｢湛軒의 知識人 交遊와 知性史的 位置｣, 담헌 홍대용 연구, 실시학사 실학연
구총서 3, 사람의무늬, 2012, 346~356면.

- 81 -

큰 스캔들이 될 것이 분명한 변발한 한족들과 평생토록 잊지 못할 뜨거운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항주 선비들 또한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
던 명나라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표현하며 동쪽 변방 오랑캐인 홍대용을 스
승이자 지기로 삼을 수 있었다.
물론 이로 인해 홍대용의 인식이 화이관을 탈피한 것은 아니었다. 이 교
유가 화이관을 탈피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항주 선비들이 한족
이었다는 사실이다. 홍대용이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과의 교유에 임했던 것
은 존명의리론의 연장선에서 나온 행동이었다.99) 하지만 자신과 상대방을
차등적 관계로 설정하여 ‘화’와 ‘이’로 구분했던 기존 인식을 타파하고 모두
‘화’로 인정하는 균등적 관계 설정의 단계에 이른 것은 분명 의미있는 변화
임에 틀림없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그들 사이의 학술 토론을 통해 곧바로 그 효력을 발
휘한다. 홍대용과 항주 선비들은 중화 문명을 공유하는 주자학자였기에 불
교, 양명학 등 조선에서는 이단시 되는 학문과 시경 ｢소서｣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 토론을 벌였다. 자신과 같은 유학자임을 표방했지만 다양한 학문
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항주 선비들의 학문 태도
를 보고 큰 충격과 자극을 받는다.100) 이에 홍대용 또한 공정한 시각으로
주자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의 장점에 대해 주목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일으
키기 시작한다.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 1139~1192)의 학문을 부분적으
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101) 급기야는 조선 사회에서 맹목적인 존숭을
받았던 주자학을 유학의 한 지파로 격하시키는 발언을 하며 주자의 경전 해
석을 소견(小見)으로 치부하는 파격적인 발언까지 하게 된다.102)
99) 김재행이 항주 선비들에게 받은 시문들을 수록한 중조학사서한에는 羅烈이 쓴 追記가
있는데, 나열은 그 글에서 항주 선비들을 “명나라의 유민[明遺民]”이라고 지칭하고 있
다.(강찬수, ｢주석 및 자료: 中朝學士書翰 脫草 원문 및 校釋｣, 중국어문논총 41, 중
국어문연구회, 2009, 303~305면) 홍대용 또한 이런 맥락에서 항주 선비들과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했으므로, 이는 화이관의 탈피라는 측면에서 홍대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
이라고 생각한다.
100) 洪大應, 담헌서 외집 부록, ｢從兄湛軒先生遺事｣, “嘗謂, ‘我東中葉以後, 偏論出而是非
不公, 野史無足觀矣. 雖以斯文事言之, 中原則背馳朱子, 尊崇陸王之學者滔滔皆是, 而未嘗聞
得罪於斯文. 盖其範圍博大, 能有以公觀並受, 不若拘墟之偏見也.’”
101)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3일, 523-a~523-c면.
102)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6일, 547-c~547-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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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홍대용은 항주 선비들과의 교유를 통해 주자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 변화와 교우론은
1780년에 엄성의 형인 엄구봉(嚴九峯)에 보낸 편지에 더욱 구체화되어 나
타나 있다. 홍대용은 이 편지에서 불교를 옹호한 엄성과 논쟁을 벌였던 과
거의 자신을 자책하며, 인륜(人倫)을 끊고 공적(空寂)으로 도피하지만 않는
다면 유교든 불교든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다.103) 이는 모든 학문을 공평하게 보고 그 장점을 두루 받아들이는 항주
선비들의 자세를 자기화하여 주자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도 포용적인 자세를
보인 ‘실심’ 교유론의 정점이라 할 수 있겠다.104)
항주 선비들과 홍대용은 이와 같이 사상과 학문의 공유 부분을 통해 자신
들만의 새로운 인식 체계를 구축하고 차이점들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지적
영감을 받으면서 교유를 지속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가 오로지 이성적
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이덕무가 눈물을 흘릴 만하다고 한다거나 박제
가가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할 정도로 큰 감동과 충격을 줄 수는 없었을 것
이다.105) 그들의 ‘실심’ 교유에서 확인되는 끈끈한 정애(情愛)야말로 그들이
진심어린 우정을 나누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무릇 반생은 나이 젊고 정이 넘쳐 이별을 과도히 슬퍼하니, 또한 마음이
약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미 서로 사귀어 정분이 있으면
한 나라 사람이 잠시 이별하는 것과 같지 않아서 한 번 떠나면 마침내 죽
는 이별이 될 것이니, 이때의 사상을 상상하고 정리(情理)를 짐작하면 또한
인정에 괴이치 않은 것이다. 이날 밤에 자리에 누우니, 반생의 울던 경색
(景色)이 눈에 아른거려 종시 잠이 편치 않았다.106)
103) 담헌서 외집 권1, 항전척독, ｢與嚴九峯書｣, “夫儒釋之爭, 自來紛紛, 弟與鐵橋, 亦嘗
略費論辨, 時蒙印可, 而以今思之, 客氣好勝, 猶是講學窠臼. 卽弟年來閱歷世故, 頗有悟解,
盖各從所好, 要歸於澄心而救世, 則勿論儒釋, 俱不害爲賢豪君子, 惟不至於絶倫逃空, 則是亦
聖人之徒也.”
104) 이송, 담헌서 외집 부록, ｢담헌홍덕보묘표｣, “然其爲學全尙平實, 絶無過越矯激, 其於
世儒崇長言議, 全遺實行實用, 未嘗不憫歎. 論古今人邪正是非, 抑揚取捨, 多出前輩定案之外.
其大心所存, 公觀倂受, 同歸大道, 以祛夫尖小狹私, 斯固今世之所難行, 而顧其願則亦普矣.”
105)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63, ｢천애지기서｣, “今觀其諸帖, 輸瀉相和之樂, 不愧古人, 往往
感激有可涕者.”; 박제가, 貞蕤閣文集 권4, ｢與徐觀軒常修｣, “會友記送去耳, 僕常時非不
甚慕中原也, 及見此書, 乃復忽忽如狂, 飯而忘匙, 盥而忘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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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2월 3일에 처음 만나 필담을 나눈 후, 2월 4일에는 엄성과 반정
균이 홍대용이 머물고 있는 관으로 찾아와서 필담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만
난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서로를 지기로 인정할 만큼 가까워지며 한 번 헤
어지면 다시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애틋해진다.
이에 반정균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엄성 또한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다. 그렇게 두 사람을 보내고 난 후 홍대용은 반정균의 과잉된 감정 표현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변호해주면서 자신도 그런 감정으로 잠이 들지 못했
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을병연행록에만 수록되어 있다. 이는 양반사대부 독자들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집필한 ｢간정동필담｣에 비해 가장본으로 집필한 을병연행
록에서 사적인 감정을 좀 더 편하게 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 여성 독자들은 중국 문인들과의 학술적 대화보다 감정적인 교류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 예상한 홍대용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을병연행록은 홍대용의 연행 기록들 중 초기 저작에 속하기에 그의 생각
이 여과 없이 수록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불안감과 다음 만남에 대한 간
절한 희망 속에서 애틋한 만남을 이어갔다. 마지막 날에 홍대용은 세 사람
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엄성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간정동필담｣에는 생
략되고 을병연행록에만 수록된 내용이 주목된다.
이제 발을 드리우고 홀로 앉아서 길이 탄식하여 두어 줄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일전에 반형의 과도함을 책망하였는데 도리어 스스로 금치 못함을
부끄러워합니다.107)

홍대용은 엄성에게 보내는 편지 서두에 육비가 약속을 파기하여 몹시 놀
라고 인정의 박절함을 기이하게 여기기까지 했지만, 그의 선택이 옳음을 인
정한다. 이어 을병연행록에는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짧게 표현하
면서 이별의 슬픔을 거침없이 토로한다. 29일 숙소에서 남몰래 흘린 이 눈
106)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4일, 375-d~376-a면.
107)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9일, 579-d~580-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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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26일 엄성이 흘린 눈물에 대한 화답이며, 일전에 눈물을 흘리는 반정
균에게 ‘여인의 어짊이며 돼지의 사귐(婦之仁而豕之交)’이라고 비난했던 자
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108)
그러므로 이 부분은 자신이 가장 아낀 벗인 엄성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에 꼭 있어야 할 내용이었다. ｢간정동필담｣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데, 변발을 한 한족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삭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자신의 감정을 솔
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을병연행록에는 삽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눈물을 떨어뜨리며 이별을 슬퍼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홍대용은 이택의 즐거
움을 잊지 않으며 서로를 책선할 것을 다짐하는 ‘실심’ 교유론으로 편지를
마무리한다.

108)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6일, 383-c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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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양한 글쓰기 방식

1. 여성 독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홍대용은 을병연행록을 저술할 때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여성
독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여성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중
국인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생활을 상세하게 기술함은 물론, 중국의 명
승지와 여행 중 마주친 새롭고 흥미로운 사물들이나 사건들도 섬세하게 묘
사하였다. 이는 을병연행록을 통해서 중국 여행의 대리 만족을 느낄 여성
들을 위해 실물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노력한 홍대용의 배려라
고 볼 수 있다.
복식이나 어린아이, 그리고 시장 풍경 등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
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대로 이런 내용들은 홍대용의 한문 연행 기록에는
없으며 오직 을병연행록에만 수록되어 있다. 예컨대 을유년 12월 7일 일
기에는 십리포(十里舖) 숙소에서 홍대용이 주인 며느리의 수식(首飾)을 관찰
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몹시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홍대용의 행동과 거
침없이 머리 장식을 보여주는 만주 여자의 모습이 대비되어 당시 상황이 재
미있게 서술되어 있는 장면이다. 이 때 살펴본 만주 여자의 머리 장식이 다
음과 같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계(髻) 제양(制樣)은 머리털을 사내의 상투 모양으로 모아서 접은 헝겊으
로 모두 매었는데, 사나이 상투에서 뒤를 한 주먹 놓일 만큼 물려서 매고,
앞을 한 번을 꺾어 높고 둥글게 굽혔으니 높이가 반 뼘 남짓 되었다. 위를
간구(巾幗, 건괵)를 붙일 사이를 비우고 털을 넓게 다듬어 치포건(緇布巾)
모양과 방불(彷佛)하였다. 머리 가닥은 굽혀 온 굽이를 한데 대고, 남은 머
리털을 꼬아 그 밖을 차차 두르니 방석 틀듯 하고, 작은 비녀를 여러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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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아 풀어지지 않게 하고, 그 위로 비단 조화 여럿을 꽂았다. 처녀의 머리
제양은 다른 것은 같고, 앞을 한 치의 가르마를 갈라서 두 가닥을 좌우로
올려 모은 털을 한데 매었다. 한녀(漢女)는 그 위에 여러 가지 관을 각각
쓰고 혹 복건 같은 것도 썼는데, 호녀(胡女)는 쓰지 않는가 싶었다.1)

스무 살이 갓 넘은 아기 엄마의 머리 모양인데, 단순히 머리 모양을 묘사
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장식하는 순서에 따라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머리를 조선의 남자 상투처럼 모아 치포건 모양처럼 머리털을 풍성하게 펼
쳐 뒤쪽으로 묶은 후 나머지 머리들을 길게 땋아서 작은 비녀로 고정시키면
서 방석처럼 머리 둘레에 틀어 올리고 그 위를 조화로 장식하면서 마무리한
과정을 극히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렇게 장식 순서에 따라 설명을 할 수 있
었던 까닭은 머리 장식을 보여준 여자가 비녀를 빼는 과정을 홍대용이 유심
히 관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덕분에 여성 독자들이 을병연행록에
있는 정보만으로도 그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묘사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모양을 설명할 때 ‘상투’ㆍ‘치포건’ㆍ‘방석’과 같이 조선의 여성
독자들에게 익숙한 사물들에 빗대어 독자가 실제 모양을 쉽게 떠올릴 수 있
게 돕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중국 여성들이 결혼 여부와 종족의 차이에
따라 머리 모양을 다르게 하며, 그 실물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장면은 우연히 본 젊은 만주족 여자의 머리 모
양을 묘사하는 대목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 여성 모두의 머리 모양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면 뒤에는 머리 장식을 보여준 여자와 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
어진다. 여기서 홍대용은 과도한 혼수 때문에 딸을 ‘창다오(强盜)’라고 부른
다는 것과 중국에는 친척이 아니면 동성(同姓) 혼인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와 같이 홍대용이 주인 며느리에게 얻은 정보들은 복식이나 결
혼과 같은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을병
연행록에만 수록했으며, 여성 독자들을 배려하여 상세한 묘사와 자세한 설
명을 첨부한 것이다.

1)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7일, 50-b~50-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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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섬세한 묘사는 중국의 주요 건축물이나 낯선 기구, 기술들을 표현하
는 장면에서도 종종 확인된다. 정훈식은 ‘묘사’와 ‘정의’의 방법을 번갈아 가
며 반복적으로 구사하다가 마지막에 총평을 이루는 홍대용만의 서술 방식에
주목했다. 이는 스케치 정도의 묘사가 주를 이루었던 전대 연행록과는 새로
운 차원의 글쓰기이며, 단순한 묘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원
리에 대한 홍대용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2)
중국의 기구나 주요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을병연행록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연기에 비해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정의’ 부분이며, 이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던 여성 독자들을 위
한 홍대용의 남다른 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결국 정훈식이 제시
한 을병연행록만의 ‘묘사와 정의’의 글쓰기 방법은 볼 수 없는 대상들의
원리나 총체적인 구조 파악을 여성 독자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
이었던 것이다.
기구나 기술 이외에도 중국에서 접한 신기한 체험들에 대한 묘사 또한 자
세하다. 중국 여행 동안 홍대용은 낙타ㆍ코끼리ㆍ호랑이 등 말로만 듣던 희
귀한 동물들을 구경했다. 그 중에서도 코끼리에 대한 묘사와 설명에는 머리
모양을 설명하는 장면에서와 비슷한 서술 방식이 나타난다.
한 수레에 코끼리 하나씩을 매었는데, 코끼리 모양은 밝은 후에야 비로
소 자세히 보았다. 높이가 거의 세 길이 되고 형체가 야무져서 돼지 모양
같고, 온몸이 순전히 잿빛이요, 털이 심히 작고 여무져서 멀리서 보면 털
같지 않았다. 큰 귀는 키 모양 같아 아래로 드리우고, 굽은 눈이 작지 아
니하나 형체에 비하면 별양 작아 보이고, 입 좌우로 뻗은 어금니 길이가
4~5자요, 긴 코는 땅에 닿으니 거의 두 발이 될 것이며, 코끝이 새부리 같
고 꼬리는 총이 없어 쥐꼬리 같은데 또한 땅에 드리웠다. 발은 둥글고 다
리에 비해 아주 크지는 않으니, 대나무 마디를 베어 세운 모양 같았다.
대개 천하에 제일 큰 짐승이로되 한 곳에 서 있으면 가볍게 움직이지 않
고, 형상이 매우 투박하고 둔탁하여 보기에는 특별히 맹렬한 기운이 없으
2) 정훈식, 앞의 책, 104~131면; 113~114면에는 이러한 서술 방식이 가장 두드러지는 기
술 관련 대목이 중국과 서양으로 나누어 표로 작성되어 있는데, 총 45가지의 예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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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나운 호표(虎豹)를 능히 제어하니 괴이한 일이었다. 코가 아주 길어
우리나라 사람이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코를 둘러 사람을 치면 한
번 골육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호표를 또한 코로 제어한다고 하니, 이러하
므로 낯익은 사람 외에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다.3)

인용문에 의하면 정월 초하루에 홍대용은 꼭두새벽에 정조 조참을 위해
황궁으로 갔다. 도중에 서화문(西華門) 앞에서 집채만 한 코끼리를 스쳐보았
는데, 동이 트고 난 후 오문(午門) 밖에서 수레를 끄는 코끼리를 다시 보게
된다. 여기서 홍대용은 코끼리 한 마리의 외양을 설명하기 위해 ‘돼지’ㆍ‘키’
ㆍ‘새부리’ㆍ‘쥐꼬리’ㆍ‘대나무마디’ 등 다양한 동ㆍ식물과 사물을 동원하여
코끼리 외모를 비유하고 있다. 먼저 전체 크기와 실루엣, 그리고 색을 밝히
고, 돼지와는 다른 털ㆍ귀ㆍ눈ㆍ어금니ㆍ코ㆍ발ㆍ다리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마치 코끼리를 본적 없는 사람에게 코끼리를 그릴 수 있게 설명하는 것처럼
서술하였다. 연기 ｢정조조참｣에도 코끼리 외양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매
우 요약적이라서 코끼리의 실제 모습을 상상하기에는 을병연행록의 인용
문이 더 적절하다.4)
홍대용은 이와 같이 코끼리라는 낯선 동물을 여성 독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직유법을 통해 수많은 비유 대상을 동원하고 있다. 뒤이어 매우 크지
만 투박한 느낌이 강해서 생각보다 두렵지 않으며, 잘 움직이지 않으나 코
를 휘둘러 호랑이도 이길 수 있다는 괴력의 소유자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이를 통해 앞서 2차원적인 설명을 통해 형상화된 코끼리에 부피감과 움직
임을 더해 3차원적 존재로서의 생동감까지 부여된다. 또한 이 장면에는 코
끼리뿐 아니라 이를 관찰하는 홍대용의 감정이나 행동까지 제시된다. 처음
에는 압도적인 크기와 달리 둔하고 온순해 보이는 코끼리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갔지만, 그 무서운 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하는 홍대용의 당시 움직임까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장면에서 홍대용은 전술한 대로 묘사ㆍ비유ㆍ정의ㆍ상술 등의 수사
3)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일, 148-a~148-c면.
4) 담헌서 외집 권9, 연기, ｢정조조참｣, “象獸之最巨者, 長可二丈有半. 灰色淺毛, 四體方
直, 圓蹄大耳, 牛尾豕眼. 鼻垂至地, 鼻端有小肉爪, 能拾針芥. 雙牙夾鼻, 雄者長數尺, 雌者
尺餘. 植立如山, 不妄動.”

- 89 -

법들을 총동원하여 자신이 직접 본 코끼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코끼리
의 성향ㆍ이름의 유래ㆍ코의 주요 기능 및 그에 얽힌 고사에 대한 설명은
을병연행록에만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여성 독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코끼리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더불어 멀찌감치 떨어져서 코끼
리의 다양한 매력에 푹 빠져 한참을 쳐다보던 홍대용 또한 쉽게 그려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환술이나 지포(紙砲) 놀이 또한 처음 보는 광경이
었는데, 이렇게 낯설고 신기한 체험들 또한 극히 상세하게 묘사하여 독자들
에게 간접 체험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5)
홍대용은 이와 같이 을병연행록에서 자신이 보고 겪은 일들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여성 독자들의 관심사를 부각시키면서 그 이해도를 높였다. 여성
독자를 향한 자상한 배려는 지명ㆍ한자어ㆍ인물ㆍ서적ㆍ백화(白話)ㆍ한시
등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대용의 자상한 설명을 통해
여성 독자들은 연행록에서 낯설게 느껴질 다양한 어휘나 표현들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 내 여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연기나 ｢간정동필담｣에는 탈락된 내
용이다. 홍대용은 이 부분을 집안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우고
있다. 그 중 평양과 의주에 해당되는 일기가 각 도시의 설명으로 시작되는
것이 주목된다. 을유년 11월 11일 일기에서는 옛 기자의 도읍이었던 평양
의 유래를 설명하며 뛰어난 경관과 풍류뿐만 아니라 기이한 고적(古蹟)이
조선 내 으뜸이라고 소개한다. 뒤이어 11일과 12일에 유람한 평양의 명승
지들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6) 의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을유년 11월
20일 일기에서 변방의 요충지이기에 이곳 백성들의 생리(生利)가 이에 연유
한다는 설명으로 시작하여 나귀섬과 구룡연을 관광한 23일과 26일의 일기
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선 내 여정의 중요 도시들을 친절히 설명하고 관광지들을 유람
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두 도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곳에
가보지도 못한 독자를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독자층은 여성
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평생을 한정된
5) 환술은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8일(201-d~206-b면)과 1월 17일(270-d~271-d면);
지포 놀이는 1월 16일(261-c~263-c면).
6)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11일~12일, 7-a~11-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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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에서 보냈다. 평양이나 의주는 유명한 도시였기에 풍문으로 들어
알고는 있었겠지만, 이들에게 평양에 옛 기자의 사적이 남아 있으며 의주
백성들의 생리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들은 새로운 정보
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을병연행록은 조선 내 여정을 수록함은 물론, 주
요 관광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과 유람 행적을 기록하여 보다 실감나
는 여행기가 될 수 있었다.
한편 여성 독자들에게 중국 지명들은 매우 낯선 용어 중 하나였을 텐데,
홍대용은 이와 관련된 고사나 다양한 작품들을 삽입하여 독자들에게 해당
지명을 보다 친근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을유년 12월 21일에는 다음날 찾
아갈 호두석(虎頭石)에 얽힌 한나라 장수 이광(李廣)의 고사를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다. 중국 지명에 대한 설명이나 그곳에 얽힌 고사들은 을병연
행록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그 중 전당현(錢塘縣)에 대한 고사를 설명
한 부분은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작품 제시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전당현은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에 있는 고을로 엄성과 반정균의 고향
이다. 병술년 2월 3일 일기에는 이들이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홍대용이
두 사람의 고향을 확인한 후 송지문(宋之問)의 시 한 구절을 외자 엄성이
뒤이어 다음 구절을 읊은 장면이 나온다. ｢간정동필담｣에서는 동일한 장면
이 시 한 구씩을 외우고 바로 화제가 바뀌는 것으로 제시되지만,7) 을병연
행록에서는 이 시가 당나라 송지문의 시임을 밝히며 “고금의 제일 명승으
로 이르는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전당현과 관련된 금나라 왕 완안량(完顔
亮)의 일화를 소개한다.
이 일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송나라 유영(柳永, 字 耆卿)의 사곡(詞曲)
｢망해조사(望海潮詞)｣, 사호후(謝處厚)의 7언 절구, 그리고 ｢서호십경(西湖
十景)｣ 전문을 제시하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8) 이것으로도 부
족했던지 홍대용은 “이 밖에도 여러 풍경이 있으니 고금의 소인(騷人) 묵객
(墨客)들이 다투어 글을 지어 풍경을 찬양하여 이루 다 기록하지 못하니, 대
저 천하의 유명한 곳이요, 인간세상의 절승(絶勝)한 경치이다”라며 다시 한
번 명승지로서의 전당현을 강조한다. 천하의 절승이면서 천애지기(天涯知己)

7)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간정동필담｣, 2월 3일.
8)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3일, 358-b~360-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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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향이기도 한 곳에 대한 애정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서호가 어디이며 어떤 곳인지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런 서술태도는 서산(西山)에서 호권(虎圈)을 보았을 때에도 확인된다.
여기에는 범을 제압한 주해(朱亥)의 고사를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 연기
｢서산(西山)｣과 비교해 보면 이 부분 또한 주해의 고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한 독자를 위해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이 외에도 연행이나 중국 관련 어휘 및 한자어와 한시 등에 대해서도 자
상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 경우를 을병연행록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
다. 가장 먼저 뜻이 풀이되어 있는 단어는 바로 ‘사대(査對)’이다. 을유년
11월 8일 황해도 황주(黃州)에 도착한 사행단은 사대를 위해 황주에 하루
더 머물게 된다.10) 중국 사행을 떠날 때마다 황주ㆍ평양ㆍ안주(安州)ㆍ의주
네 곳에 머물러 청나라에 보내는 표(表)와 자문(咨文)을 살펴 그 내용이 틀
림없는가를 확인하는 일을 사대라고 했는데, 연행에 국한해서 쓰는 단어였
으므로 여성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단어이다. 이 외에도 천척설(千尺
雪)과 정관유적(貞觀遺跡),11) 견혈봉후(見血封喉)12) 등 여행 중 본 한자어들
을 한글로 음을 표기한 후 그 의미를 간단히 풀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문인들에게는 기본 상식에 해당하지만 여성들에게는 관련 정보가 부
족한 경우에도 홍대용은 자상한 해설을 곁들여 그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3일 일기에는 팽관(彭冠)이 조선을 고구려라고
부르는 까닭을 질문하자 홍대용이 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13) 연기
｢오팽문답｣에서는 이 내용을 생략하였다.14) 비슷한 경우로 을병연행록 병
술년 2월 26일 일기에는 병자호란(丙子胡亂)을 전후한 때의 조선 사정이 자
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15) ｢간정동필담｣에는 “기잠이 청국이 산해관 내로
들어오기 이전에 동방의 병란당한 사적을 물었다. 나는 따로 조그만 종이에
9)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1일, 427-d면.
10)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8~9일, 6-b면.
11) 을병연행록, 병술년 3월 3일, 599-a~599-b면.
12)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6일, 382-a면.
13)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3일, 307-a면.
14) 담헌서 외집 권7, 연기, ｢吳彭問答｣, 1월 23일.
15)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6일, 548-d~550-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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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의 대강과 청음(淸陰)ㆍ삼학사(三學士)ㆍ이사룡(李士龍) 등의 일을 아울
러 적어 보였다”16)라고 약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연기나 ｢간정동필담｣의
예상 독자는 위의 정보가 이미 공유된 집단인 반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 독자층 즉 여성이 을병연행록의 예상 독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여성 독자들에게 무엇보다 낯설고 정보가 부족한 것은 바로 중국이
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홍대용은 홍로시(鴻臚寺) 관원을 조선의
관직에 비유하기도 하고,17) 차부(車夫) 왕문거(王文擧)와의 대화를 통해 청
나라 사람들에게는 백성(百姓)ㆍ한군(漢軍)ㆍ만주(滿洲)라는 세 가지 명색
(名色)이 있다는 사실과 팔기군(八旗軍)이라는 군제(軍制)의 체계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하고 있다.18)
을병연행록에는 한시도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 먼저 한자음을 쓰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번역을 해놓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18세기 당시 여성
독자들을 위한 한시 표기법의 관례를 따른 것인데,19) 여성들에게 익숙한 방
법을 취하여서 모든 시들을 번역한 홍대용의 자상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홍대용의 자세하고 자상한 해설은 백화(白話) 표현에도 적용된다. 홍대용
은 전술한 대로 연행을 떠나기 전부터 역관을 통해서 한어공부를 했으나 실
전에 바로 대응하지 못해 건량관 정호신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다
음 날 건량관과 방문한 가게에서 홍대용은 역관과 주인의 대화를 듣고 다음
과 같이 기록하였는데, 사이사이에 한어를 노출시키고 그 의미를 풀이해 놓
았음을 알 수 있다.
죽을 먹은 후에 건량관을 데리고 한 포자(鋪子)에 들어가니, 이는 외지
사람이 물화(物貨)를 가지고 사신 행차를 따라와 이곳에서 의주 사람들과
매매를 하는 곳이다. 문에 들어서니 주인이 손을 들어 ‘하오아![好啊]’라고
했는데 ‘하오아’란 ‘평안하냐’라는 말이다. 나 또한 손을 들어 대답하고 캉
16) 담헌서 외집 권3, 항전척독, ｢간정동필담(속)｣, 2월 26일, “起潛問國朝未入關時東方
被兵事蹟, 余別以小紙書前後大槩, 幷及淸陰ㆍ三學士ㆍ李士龍事而示之.”
17)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8일, 135-b면.
18)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3일, 36-a~36-c면.
19) 이종묵, 앞의 논문, 2007, 179~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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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가 서니, 캉 위에 여러 역관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다가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다 일어서서 맞이하였다. 주인이 수상히 여겨 역관에게 묻거늘
역관이 기롱(欺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북경을 여러 번 와서, 그대와 익히 알더니 잊었습니까?”
라고 하니, 주인이 다시 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니, 역관이 또한 웃으며 말하기를,
“산대인[三大人]의 공자(公子)로 이번에 처음 들어옵니다.”
라고 하였다. 산대인은 서장(書狀)을 이른 말이고, 공자는 자제(子弟)라는
말이다. 주인이 크게 웃고 나를 향해 ‘칭조[請座]’라고 하니 ‘칭조’란 말은
‘앉으시오’란 말로 대접하는 말이다.20)

홍대용이 한 말은 “하오아[好啊]”에 대한 대답뿐이지만 인용문을 살펴보
면 그가 누구보다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푸자[鋪子], 하오아[好啊], 산대인[三大人], 공자(公子), 칭조[請坐]는 모두
백화로 당시 조선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을병연행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문면에 노출시킨 단어들을 하나하나 풀이해주고 있다. 결
과적으로는 독자들을 위한 의미 풀이가 됐지만, 실제로 홍대용 자신이 한어
를 하나하나 숙지해 가는 모습을 연행록에 그대로 노출시켰다고도 할 수 있
다. 공부했던 한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했지만 다음 날 가게 주
인과의 대화를 통해 단어부터 다시 익혀 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
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상황 그대로를 대화문으로 기록하여 재미있는 상황을 표
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어를 문면에 그대로 노출시켜 대화문의 현장감
을 극대화시켰다. 한어를 노출 시킨 사례는 을병연행록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허로[餄餎]ㆍ분탕[粉湯]ㆍ변시[匾食]ㆍ당궤지[掌櫃的]ㆍ보보[餑餑]

ㆍ창다오[强盜]ㆍ나이나이[奶奶]ㆍ완수여[萬歲爺]ㆍ이거냥거[一个兩个]ㆍ원
샤오[元宵餠]ㆍ우아기[五阿哥]ㆍ운지[文的]ㆍ우지[武的]ㆍ커트우[磕頭]ㆍ창
시[唱戲] 등이 그것이다. 주로 중국인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거나 길에
서 엿들은 중국인들의 대화 속에서 습득하게 된 단어들이다. 한글 연행록이
20) 을병연행록, 을유년 11월 30일, 22-d~23-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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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한어 대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만큼의 현장감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연행록 독자들에게 낯선 언어의 발음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이국적인 정취와
더불어 생생한 실감을 자아낸다.
이렇게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 뜻을 풀이하거나 설명을 첨부하는
것은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언급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병술년 1월
19일 유송령과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역상고성(曆象考成)이라는 책도 연
기에는 제목만 제시되어 있지만 을병연행록에서는 자상한 설명이 덧붙여
기록되어 있다.21) 이는 중국 문인의 이름이 노출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개 왕양명(王陽明)의 이름은 수인(守人)이니 대명(大明) 정덕(正德) 연
간 사람이다. 문장과 학문이 일세에 진동하였다. 영왕(寧王) 신호(宸濠)는
종실 친왕인데 수십만 군사를 일으켜 참람히 왕실을 침노하니, 양명이 의
병을 일으켜 수천 군사로 20여 일 사이에 신호를 사로잡고 천하를 진정하
였다. 이는 고금의 희한한 훈업(勳業)이요, 호걸의 재주이다. 다만 학문의
의론이 오로지 마음을 숭상하여 불도에 가깝고, 주자를 배척한 고로 대명
때에는 존숭하는 사람이 많더니, 근래 학자는 오로지 주자를 존숭하는 고
로 방색한 말이 이러하였다.22)

왕수인(王守仁)에 대한 설명인데 그의 활동 연대부터 황실을 위해 큰 공
훈을 세운 업적과 명나라 때에 그의 학설인 양명학이 널리 성행했음을 상세
하게 설명하고 있다. 뒤이어 등장하는 육상산(陸象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23) 조선에서 양명학(陽明學)이 비록 배척
당했지만 성리학을 공부한 조선 사대부라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
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간정동필담｣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별다른 부연
설명이 없는 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어나 인명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이 보이는 것은, 홍대용이 을병연행록의 독자층 즉 학술적 지식
이 부족했던 여성들을 염두에 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1)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9일, 282-b~282-c면.
22)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3일, 362-a~362-c면.
23)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3일, 362-c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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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중국 문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을병연행록에서만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술 방식은 만촌(晩村) 여유량(呂留良, 1629
~1683)과 문천상 등을 거론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홍대용은 북경에
서 대화를 나눌 만한 선비를 만나면 반드시 여유량의 사적이나 문집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그때마다 모두 낯빛이 변하고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는 여유량의 반청(反淸)적 행적과 사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의 문집이 금서(禁書)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홍대용은 아마도 여유량 이야
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대청의식(對淸意識)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
인다.
여유량은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유명 인사였기에 연기나 ｢간정동필
담｣에서는 이름만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0일
일기에서는 여유량의 행적과 사후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그의 문집이 금서
가 되어 조선 사신조차 그의 문집을 갖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일화가 소개되
고 있다.24) 문천상은 전술한 대로 나라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송나라 정승이었는데, 문천상 묘당에 찾아간 홍대용이 이러한
그의 사적을 병술년 1월 5일 일기에서 설명하고 있다.25)
한편, 홍대용은 을병연행록에서 위에 제시한대로 여성 독자들을 위해
‘부연(敷衍)’과 ‘상술(詳述)’이라는 글쓰기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략’이라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연기나 ｢간정동필담｣에는 있지만 을
병연행록에서는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학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 ｢간정동필담｣에 수록되어 있다. 을병연행록에서
｢간정동필담｣의 내용이 많이 생략된 까닭은 항주 선비들과의 필담에서 주로
학술적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기아(箕雅)ㆍ독예
통고속편(讀禮通攷續篇) 등은 ｢간정동필담｣에서만 확인되는 책제목들이
다.26) 을병연행록에는 해당 부분의 대화가 아예 생략되어 있다.
홍대용은 항주 선비들과 양명학 및 시경 ｢소서｣에 대해 필담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여러 날에 걸쳐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 이와 관련된 다소 전문적
인 논변들이 을병연행록에는 모두 생략되어 있다. ｢간정동필담｣의 병술년
24)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0일 293-a~294-a면.
25)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5일, 178-b~178-d면.
26) 담헌서 외집 권2, ｢간정동필담｣,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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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일기에는 홍대용이 보낸 편지에 시경과 양명학에 대한 의견이
쓰여 있는데 반해,27) 을병연행록의 해당 부분에는 “드디어 두 부채를 봉
하고 편지를 써서 덕유를 보낼 때, 시경 주설(註說)과 왕양명의 일을 의
론한 말이 있지만 다 기록하지 못하고 대강 말하면 다음과 같다”라며 토론
내용들을 모두 생략해 버렸다.28)
병술년 2월 26일에 홍대용은 간정동에 시경 ｢소서｣와 양명학에 대한
의견을 쓴 종이를 가져가서 항주 선비들에게 보이고, 이에 대한 답을 육비
가 써서 모두 함께 읽었다. ｢간정동필담｣에는 홍대용의 변론과 이에 대한
육비의 반론이 전재되어 있는데 반해,29) 을병연행록에는 홍대용이 품에서
종이를 꺼내 보였다는 것과 육비가 이에 대해 대답하는 글을 써서 보였다는
언급만 있을 뿐 그 내용은 아예 생략시켜 버렸다.30) 이렇게 ｢간정동필담｣에
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을병연행록에서 탈락된 까닭은,
홍대용이 학술과 관련된 전문 서적이나 양명학과 시경 ｢소서｣에 대한 논
쟁이 여성 독자의 관심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홍대용은 이와 같이 독자의 관심사와 멀 것이라고 판단되는 화제
들을 생략만 한 것이 아니라, 축약을 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바꾸기도 하였
다. 홍대용과 김재행은 항주 선비들과의 대화에서 고급스러운 표현을 구사
하며 농담하기를 즐겼는데, 을병연행록에서는 이런 고급 표현들이 쉽게
풀이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병술년 2월 8일에 홍대용은 나
이 어린 엄성이 이가 빠진 것을 보고 그 연유를 묻고, 이에 반정균은 단 음
식을 좋아한 것이 그 이유라고 알려 준다. 뒤이어 반정균은 김재행 또한 이
가 빠졌음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김재행은 “머리털은 비록 세었으나 치
아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 길에서 뜰에 내리다가 경계를 삼가지 못하여
두 이가 상하여 부러졌으니 극히 부끄럽구려.”라고 대답한다.31) ｢간정동필
담｣에도 이 부분이 수록되어 있는데 을병연행록과 그 내용이 조금 다르
다.
27)
28)
29)
30)
31)

담헌서 외집 권2, ｢간정동필담｣, 2월 10일.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0일, 420-d면.
담헌서 외집 권3, 항전척독, ｢간정동필담(속)｣, 2월 26일.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6일, 547-a면; 548-c면.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8일, 404-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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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하기를,
“엄형이 늙지 않았는데 이가 빠졌으니 어째서입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어릴 때에 단것을 즐겨 먹어서 그렇습니다. 김형이 이가 빠진 것 또한
이릅니다.”
평중이 말하기를,
“머리카락은 비록 희나 이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하당(下堂)을 조
심하지 못하여, 사곤(謝鯤)이 담을 넘었던 것과 범숙(范叔)이 매를 맞은
것은 아니지만 상해를 당했습니다.”
난공이 말하기를,
“그래도 군의 휘파람과 노래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평중이 말하기를,
“후에 진나라 재상이 될 수 있을까요?”
난공(蘭公)이 말하기를,
“이리 딱한 신세고서야!”
평중이 말하기를,
“곤궁한 집임이 우연히 비슷합니다.”
역암이 말하기를,
“저는 요행히 수가(須賈)가 아닙니다.”32)

앞부분은 거의 똑같은데, 김재행이 자신이 이가 빠진 것을 사곤과 범숙의
고사에 빗대어 표현하는 장면, 그리고 이들이 그 고사들과 관련하여 주고받
는 농담들이 을병연행록에는 생략되었다. 사곤은 이웃집의 아름다운 여자
때문에 담을 넘었는데, 그 여자가 던진 북을 맞고 이가 부러져 휘파람을 불
지 못했다는 고사가 전해지는 동진(東晋) 때 사람이다.33) 범숙은 숙(叔)을

32)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간정동필담｣, 2월 8일, “余曰, ‘嚴兄未老齒疎何也?’ 答
曰, ‘兒時愛喫甜物致之, 而金兄齒落亦早.’ 平仲曰, ‘髮雖白而齒不搖, 今行不能戒下堂, 非謝
鯤踰墻, 范叔彼笞而致傷.’ 蘭公曰, ‘還不損君嘯?’ 平仲曰, ‘後能爲秦相乎?’ 蘭公曰, ‘一寒如
此!’ 平仲曰, ‘徒步之邸偶相似.’ 力闇曰, ‘僕幸非須賈.’”
33) 晉書 권49, ｢謝鯤列傳｣, “鄰家高氏女有羙色, 鯤嘗挑之, 女投梭, 折其兩齒. 時人爲之語
曰: ‘任達不已, 幼輿折齒.’ 鯤聞之, 慠然長嘯曰: ‘猶不廢我嘯歌.’”(晉書 5, 中華書局,
1987, 13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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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로 썼던 진나라 재상 범저(范睢)를 이르는데, 위(魏)나라 중대부(中大
夫) 수가를 섬겼을 때 그의 모함으로 위나라 재상인 위제(魏齊)에게 매를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가 빠졌으며, 위제에게 도망쳐 훗날 진나라 재상
이 된 사람이다.34)
김재행은 사곤이나 범저와 같은 중국 인물들의 고사를 이용하여, 자신이
이가 빠진 경위가 매우 하찮은 일 때문이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반정균이 이에 화답하여 사곤은 휘파람을 불
지 못했지만, 김재행은 잘 불지 않느냐고 농담을 던지자, 김재행은 범저처
럼 이가 빠졌으니 진나라 재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으며 희학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우고 있다. 이 때 반정균은 ｢범저열전(范睢列傳)｣의 유명한
대목을 대화 속에 녹여내는 기지를 발휘한다.
범저가 재상이 된 자신을 찾아온 수가에게 누추한 모습을 보여주며 가난
하게 살고 있다고 속이자, 수가는 탄식하며 두꺼운 명주 솜옷 한 벌을 범저
에게 건넨다. 이 때 수가가 범저에게 건네는 말이 바로 “(범저가) 이리 딱한
신세가 되었구나!(一寒如此哉)”인데, 반정균은 이 대목을 김재행의 질문의
대답으로 선택하여 지적인 유머를 구사하고 있다. 이에 김재행은, 사실 범
저는 수가의 말과는 반대로 진나라의 재상이었지만 자신은 수가의 말과 같
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받아친다. 여기에 엄성이 합세하여 자신 또한
다행스럽게도 수가가 아니라고 응답한다.
이 대화에 담긴 유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진서(晉書)와
사기(史記)에 수록된 고사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교양 수준이 요구되
며, 그러므로 당시 조선 여성들은 이 부분에 담긴 농담의 의미를 곧바로 읽
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홍대용은 이 부분을 축약하고 쉬운 표현으
로 바꿔 쓰면서 정보 전달의 측면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서술방식은 을병연행록 중에서도 항주 선비들과의 필담에서
자주 나타난다. ｢간정동필담｣에는 ‘혁정후(革鼎後)’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을 “명나라가 망한 후”라고 풀어 썼으며,35) 반정균이 조선 여성들 중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을 궁금해 하며 여색을 좋아하는 기색을 보이자 홍대용이 이

34) 司馬遷, 史記 권79, ｢范雎蔡澤列傳｣.(史記 7, 中華書局, 1982, 2401~2425면)
35)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3일, 364-b면; 담헌서 외집 권2, ｢간정동필담｣,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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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계하며 을병연행록에서 “절대로 반형을 위하여 무례 방자한 풍습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응답한 부분이, ｢간정동필담｣에서는 걸왕(桀王)을
도와 폭정(暴政)을 일삼는 것에 비유되어 표현되었으며,36) 뒤에 엄성이 반
정균을 예기(禮記)의 표현을 빌려 조롱하는 부분은 생략되었다.37) 이는
그들이 학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소한 농담이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중
화 문명의 상층 지식인 수준이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고사나 고급 어휘들을
수시로 구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조선의 여성 독자들은 이런 고급
농담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이 농담들을 축약하거나 쉽게 풀어 써
도 전체 내용에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홍대용은 전체 흐름을 고려하면
서도, 여성 독자들을 배려하여 축약과 의역을 선택했던 것이다.

36)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7일, 472-a면; 담헌서 외집 권2, ｢간정동필담｣, 2월 17
일, “决不可爲蘭兄助桀爲虐矣.”
37) 담헌서 외집 권2, ｢간정동필담｣, 2월 17일, “力闇曰, ‘卽能記出, 渠亦端冕而臥矣. 貽我
何如?’ 彼此皆笑.”; 예기 권38, ｢樂記｣, “魏文侯問於子夏曰: ‘吾端冕而聼古樂, 則唯恐臥.
聼鄭衞之音, 則不知倦. 敢問古樂之如彼, 何也? 新樂之如此, 何也?’”(禮記正義 下, 北京大
學出版社, 1999, 1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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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설적 수법에 의한 현장감 재현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에는 중국이라는 ‘실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보고
겪은 수많은 대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중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여성 독자들에게 홍대용이 ‘실지’ 체험을 통해 겪은 다양한 대상들
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것이면서도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낯선 것들
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또한 을병연행록과 같이 분량이 굉장히 길긴 작
품에 낯선 대상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점은 오히려 독자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편의 연행 일기를
어떤 글쓰기 방식을 구사하여 끝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 저술
할 것인가가 홍대용의 큰 고민이었을 것이다. 이에 자신의 ‘실지’ 체험을 여
성 독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홍대용이 선택한 글쓰기 방
법은 바로 소설적 수법이었다.
홍대용은 소설적 기법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을병연행록이 재미있는
독서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면을 확장하여 묘사하고 대화체를 빈
번히 사용하여 독자가 마치 그 장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극적 효과를 주
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날짜별 일기 사이에 유기성을 부여하여 서사의
긴장감을 유지했으며, 주요 등장인물들을 해학적으로 형상화하여 재미와 생
동감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을병연행록은 홍대용의 ‘실지’ 체험을 기록
한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여행기로 거듭날 수 있
었다.
을병연행록에서 구사된 소설적 수법들은 홍대용이 이미 여러 소설들을
탐독했으며 그에 대한 조예가 깊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을병연행록에서
는 홍대용이 중국 소설들을 탐독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홍대
용이 실제로 중국 소설들을 열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설적 수법을
구사하여 을병연행록을 흥미진진한 여행기로 서술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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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전현(玉田縣) 숙소에 이르니 마을 가운데 바야흐로 창시[唱戲]를 베푸
니 사람이 길에 가득하였다. 하처에 내린 후에 사행이 역관으로 하여금 희
자(戱子)를 불러 값을 언약하여 일행이 한 번 구경코자 하되, 여러 가지 희
롱이 각각 제목이 있었는데 조그만 책에 적은 것을 뵈며 보고자 하는 것을
이르라 하였다. 수삼십 가지 제목을 살펴보니, 모두 소설 사적을 의방하였
으되 듣지 못한 것이 많고 그 중 ｢쾌활림(快活林)｣이란 제목이 있으니, 이
는 수호지(水湖志)의 무송(武松)이 장문신(蔣門神)을 쳤던 사적이다.
그 제목을 정하여 사행이 모여 길가에 앉으신 후에 희롱을 베푸는데, 희
대는 길가의 삿집을 지어 넓이가 10여 칸이다. 당 안에서 두어 사람이 나
와 하나는 교위에 앉아 관원의 모양이니 이는 노관영(老官營)이요, 하나는
땅에 엎드려 거동이 극히 사나우니 이는 무송이다. 관영의 곁에 젊은 사람
이 머리를 동였으니 이는 시은(施恩)이다. 여러 가지 절차의 노래와 말이
잡되게 섞였으니 자세히 알 길이 없고 수호지에 없는 사적이 많았다. 한
역관이 이르기를,
“근래에 창시를 위하여 수호지를 부연하여 고쳐 만든 것이 있습니다.”
라 하였다.38)

병술년 3월 1일에 북경을 떠난 사행단은 4일에 옥전현 숙소에 도착하여
중국 전통 희곡을 관람하기 위해 여러 목록 중 ‘쾌활림’이라는 희곡을 선택
한다. ‘쾌활림’은 수호전에 등장하는 시장이름인데, 양산박(梁山泊) 108명
의 두령(頭領) 중 한 명인 무송이 활약한 곳이다. 홍대용은 ‘쾌활림’이라는
이름만으로 그것이 수호전의 한 대목임을 알았으며, 어설프게 꾸며진 무
대와 분장만으로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맞힐 정도로 수호전의 내용을
훤히 알고 있었다. 이 밖에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대사 가운데 “수호지
에 없는 말이 많았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책 전체를 전부 외우고 있을 정도로 수호전을 열독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을병연행록에서 수호전을 언급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융복사(隆
福寺)의 시장에서 병기(兵器) 가게를 구경하다가 모양이 넓고 자루가 짧은
도끼 한 쌍을 보고 “수호지 이규(李逵)의 판부(板斧) 모양이다”라고 서술
38) 을병연행록, 병술년 3월 4일, 603-c~604-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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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39) 실제로 수호전에서 가장 개성적이고 인기도 많았던 인물인 흑
선풍(黑旋風) 이규의 무기가 양손도끼이다. 이규에 대한 언급은 항주 선비들
과의 필담에서도 확인된다. 변발(辮髮)과 망건(網巾)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가 반정균이 고향 친구와 희자들의 모대(帽帶)를 갖추고 옛사람들처럼 절을
하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고 고백하니 홍대용이 우스갯소리로 “이는
흑선풍이 교좌아(喬坐衙)하던 모양에 가까울 것입니다”라고 응수하여 모두
크게 웃는다.40) 이는 이규가 어리석은 수장현 현령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현령 대신 수장현 백성들의 송사
를 처리해주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홍대용은 그 내용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호전을 훤히 꿰고 있었다. 비단 홍대용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조선 문인들에게 수호전 열독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41)
홍대용이 탐독한 중국 소설이 수호전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근거 역시 을병연행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대용은 항주
선비들과의 대화에서 중표(中表), 즉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중국의 풍습
에 대해 비판하며 “중국 소설을 보니 이로 인연하여 가도(家道)를 어지럽힘
이 많으니 결국 이 법이 없느니만 못합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홍대용이 중국 소설을 읽었으며, 그가 읽은 소
설에는 중표 혼인으로 인해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사건이 주된 내용이 되는
소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건이 주요 내용인 작품
으로는 홍루몽(紅樓夢)이 대표적인데, 홍대용이 읽은 중국 소설에 홍루
몽이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선 문인인 홍대용이 남녀 간의
삼각관계와 집안 내 갈등이 주된 이야기인 여성 취향의 장편 소설을 여러
편 읽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와 같이 을병연행록의 여러 대목을 통해 홍대용이 중국 소설을 여러
편 읽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여 여성 취향의 소설까지 섭렵했고, 수
39)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9일, 341-c면.
40)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2일, 437-a~437-b면.
41) 대표적으로 동시대를 살았으며 홍대용과 관계가 있는 박지원과 유만주를 그 예로 들 수
있다.(김명호, 앞의 책, 1990, 205~224면; 김하라, ｢유만주의 수호전 독법｣, 한국한문
학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391~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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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의 경우 그 내용을 통째로 암기할 정도로 열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대용은 이렇게 소설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그 덕분에 가장본인 을병
연행록에서 그 기량을 마음껏 뽐냈던 것이다.
홍대용이 을병연행록에서 구사한 소설적 기법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장
면의 확장과 대화의 재현이다. 홍대용은 낯선 곳에서 마주치는 새로운 문물
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보고 겪은 대상들 중 인상적인 것들
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전술한 대로 여성
독자의 관심사와 관련된 사물들을 섬세하게 묘사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또한 홍대용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의 어떤 한 장면을 확장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와 자신의 ‘실지’ 체험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렇게
장면이 확장적으로 서술될 때 대화의 재현이 아울러 나타나는데, 당시 나누
었던 대화들은 마치 녹취(錄取)하여 전사(轉寫)한 것과 같이 상세하게 서술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수법은 수호전의 대표적인 서술 기법이기도
하며,42) 새로운 문물과 상황을 놓치지 않고 체험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다양
한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던 홍대용의 연행 태도와도 직결되
는 표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를 물으니 열여덟이요, 의복이 다 기이한 비단이요, 입에 무엇을 씹
고 있거늘 물으니 가정(家丁)이 대답하길,
“빈랑(檳榔)입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우가(禹哥)는 어이 말을 대답하지 아니 합니까?”
가정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만주 사람입니다. 집이 흥룡강 가에 있으니, 이곳에서 동북
으로 삼천 리 밖입니다. 그곳은 한어를 모르고 진서(眞書)를 또한 숭상치
않으니, 다만 만주 언문과 만주말을 알 따름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린데다가 북경을 처음 들어가는 고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일행 중 역관 변한기가 만주말을 잘 하였다. 즉시 불러 말을 물으
라 하니, 그 가정은 나이 40이 넘고 인물이 극히 호한(豪悍)해 보였다. 묻
기를,
42) 유만주는 수호전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묘사의 핍진성’을 지적했는데 이를 지칭한 것
이다.(김하라, 위의 논문, 391~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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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께서는 무슨 일로 북경에 갔습니까?”
가정이 말하기를,
“우리 큰 노야께서 호부낭중(戶部郎中) 벼슬로 북경에 계셔 근친(覲親)하
러 갔으나 시방 황제의 명을 받자와 북방에 사냥하러 갑니다.”
묻기를,
“우가께서 나이가 어린데 사냥을 어찌 합니까?”
가정이 말하기를,
“나이 비록 어리나 용력이 뛰어나고 활쏘기와 창 쓰기를 신통히 하여 사
냥을 여러 번 다녔고 큰 범 둘을 이미 잡았습니다.”
내가 그 용력이 있음을 듣고 우가의 손을 잡아 한 번 힘써 쥐었는데, 우
가는 제 힘을 시험코자 하는 줄 짐작하고, 저도 내 손을 잡아 희미하게 힘
을 썼는데, 손이 매우 아팠다. 내 생각에 혹 못 견디는 거동을 뵈면 저의
웃음거리가 될까 하여 드디어 웃으며 말라 하니, 우가 또한 웃고 손을 놓
으며 발을 들어 내 다리를 걸어 꾀어 희롱하는 거동을 하니, 제 힘을 시험
코자 하는 뜻을 가소롭게 여기는가 싶었다.43)

을유년 12월 14일에 십삼산(十三山) 숙소에 이르니 젊은 만주인과 그 가
정(家丁)이 사행단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게 된다. 우가(禹哥)인 젊은 만주
인은 한어를 할 줄 몰라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여 실제로 홍대용과 대
화를 나눈 사람은 그의 가정이었는데, 홍대용의 관심이 온통 젊은 만주인에
게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입에 씹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사소한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관심과 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가정에게 묻는 질문들도 모두 우가에 대한 것뿐이다. 홍대용은 이렇
게 사소하게 오고 간 대화와 상대방의 움직임을 모두 포착하여 을병연행록
에 서술하고 그 당시 가정과 자신이 나눈 대화는 물론이고 그 곁에서 빈랑
을 씹고 서 있는 우가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우가가 만주어
만 할 수 있다는 말에 그 즉시 만주어 역관인 변한기를 부르는 것을 보아도
우가에 대한 홍대용의 지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홍대용은 우가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범을 두 마리나 잡았을 정도
로 용력과 사냥술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상대방에게 양해도

43)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14일, 75-b~76-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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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지 않고 그의 손을 힘껏 움켜쥔다. 낯선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자
체가 굉장히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인데 조선의 문인으로 예의를 존숭
하고 늘 몸가짐을 단정히 했을 것 같은 홍대용이 갑자기 온 힘을 다해 상대
방의 손을 움켜쥐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당혹감과 함께 흥미진진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홍대용의 의도를 눈치 챈 우가가 살짝 힘을 줬을 뿐인데 그것을
매우 아파하면서도,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이 돼서 애써 웃는 얼굴로
손을 놓자고 제스쳐를 취하는 홍대용의 모습은 폭소를 자아낸다. 게다가 이
부분은 바로 앞의 서술에서 보이는 긴장감과 대조되면서 더 큰 웃음을 유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부분은 홍대용이 장난을 치다가 도리어 역습을 당
하고, 창피를 당할 위기를 겨우 모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 사람의 움직
임 하나하나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할 만큼 매우 자세하고 실감나게 묘사하
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그 당시 당황하여 진땀을 뺀 홍대용의 심리 묘사가
어우러지면서 한 편의 꽁트(conte)와 같은 재미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홍대용은 이 장면 안에서 대화의 재현을 통해 장면을 확장시켰으며, 상황
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또 한 번의 장면 확장을 꾀했다. 즉 변방에서 만난
만주인과의 짧은 대화 장면이 확장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은
그 장면의 시간 흐름 속에 독자가 이입되어 마치 자신의 시간과 작품 속 시
간이 등가로 느껴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수법을 통
하여 을병연행록을 읽는 여성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멋
진 비단 옷을 입고 빈랑을 씹으면서 홍대용을 힘으로 골려주는 18살 만주
족 청년이 자신의 눈앞에 있으며, 홍대용과 가정에게 그 청년에 대한 정보
를 대화라는 수단을 통해 제공받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이다. 또한 독자는 입은 계속 웃고 있지만, 눈으로는 우가와 주변 사람들을
번갈아 보며 얼굴과 손이 붉게 변하고 있는 홍대용과 그 후에 가슴을 쓸어
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그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
다. 홍대용은 이와 같이 장면 중심적 묘사와 대화 재현을 통해 그 당시 상
황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우가의 신변 정보는 지루하지 않
게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였고, 장난을 치다가 오히려 놀림을 당하
게 된 홍대용의 속마음은 생생한 심리 묘사를 통해 제시하여 극적 긴장감과
재미 또한 놓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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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제시하면서 장면을 확장하는 수법은 을병연행록에서 가장 빈번
하게 확인되는 소설적 수법이다. 이는 전술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며, 사소한 것조차 놓치지 않고 기록한 홍대용
의 태도에서 연유한 것이다. 또한 장편의 연행 일기를 여성 독자들이 끝까
지 재미있게 읽기를 바라는 작가 홍대용의 고심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렇
게 을병연행록에 수록된 수많은 대화들은 대화 표현 방식에서도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주인의 아들이 나이 열다섯이요, 글을 읽노라 하거늘, 책을 가져 오라
하니 가져오지 않았다. 내가 여러 번 이르니 그 아이의 어미가 듣고 나와
서 꾸짖으며 책을 가져오라고 하며 말하였다.
“놀기만 좋아하고 글을 읽으라 하면 싫어하니 무엇에 쓰겠는가. 노야께
서 너를 사랑하시어 글을 읽히려고 하는데, 네 어이 그 뜻을 모르느냐.”
그 아이 그제야 책을 가져왔는데, 맹자 아래 권이었다. 캉에 올려 앉
혀서 두어 줄을 읽히고는 제 선생을 물으니 노야라 하거늘, 자세히 물으니
이곳 역승(驛丞)이니 역마 50필을 관장하는 소임이다. 내가 걸랑에서 먹
한 장을 내어 주며 말했다.
“내 평생에 글 읽는 아이를 사랑하는지라 이것으로 내 뜻을 표하노라.”
그 아이는 받고 말이 없으니, 그 어미 보고 안심치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네 글을 읽지 아니하면 이런 것을 어찌 얻어 가지겠느냐?”
라 하였다.44)

이 인용문 역시 을유년 12월 14일 십삼산(十三山) 숙소에서 있던 일이다.
숙소에서 홍대용은 주인의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대목은 희귀한 문
물이나 재미있는 사건을 묘사한 장면도 아니며, 새로운 정보가 제시된 부분
도 아니다. 홍대용은 이렇게 너무나도 평범한 아이와 어머니의 일상적인 모
습을 을병연행록에 기록하였는데, 이는 그가 중국 변방에 사는 평범한 사
람들의 일상에 주목하였으며 여성과 아이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44)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14일, 73-b~73-c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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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홍대용이 대화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장
면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홍대용과 주인 아이, 그리고 아이 어머니 세 사람
이며, 대화가 직접 인용되어 있는 사람은 홍대용과 아이 어머니이다. 하지
만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실제로 홍대용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아이였으며,
직접 인용된 아이 어머니의 말은 모두 아이와 나눈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실제로 대화를 가장 많이 했을 홍대용과 아
이의 말은 거의 모두 요약적으로 서술된 반면, 실제 대화량이 가장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아이 어머니의 말이 가장 많이 직접 인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을 읽는 독자는 조용히 이야기하는 홍대용과 아이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둘의 대화에 끼어드는 아이 어머니의 목소
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되게 될 것이다. 이는 홍대용이 이 장
면을 소설의 한 장면과 같이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이의 목
소리와 자신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만큼만 제시하고, 곁에서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아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볼륨을
높여 서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부에는 관심이 없으나 손님이 시키는 대
로 움직이는 아이와, 손님 앞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을 터트리는 어
머니의 모습이 실감나게 묘사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 장면은 실제 대화를
핍진하게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홍대용이 의도적으로 목소리의 음량을 조
절하여 전체 서사 흐름에 필요한 대화는 모두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극적인
긴장감이나 웃음을 유발하는 대화는 직접 인용을 통해 더욱 부각시켜 그 효
과를 최대치로 끌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을 홍대용이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 서술한 이유는 이 상황 자체
가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평범한 아이와 어머니의 대화가 조선 여
성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화 내
용을 살펴보면 조선의 어느 평범한 집에서 오고 간 대화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으며, 현대의 어느 가정집에서 오고 간 엄마와 아들 간의 대화라고 해도
전혀 낯설지 않다. 홍대용은 이렇게 사소하지만 독자의 관심사와 관련된 부
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화 표현 방식의 변주를 꾀하고, 이를 통
해 생생한 현장감을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면의 확장과 대화의 재현과 더불어 홍대용이 구사한 소설적 수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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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을병연행록은 홍대용의
중국 여행기를 담은 일기체 산문이며, 홍대용은 중국 여행을 통해 매일 새
로운 사람ㆍ문물ㆍ상황 앞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홍대용의 중국 여행이
라는 서사의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날짜 간 일기 사이의 유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매일의 일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물
을 접하는 일정이 반복되어 자칫 진부함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등장인물
이나 사건들 또한 단발에 그치는 경우에는 극적 재미나 긴장감 또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홍대용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을병연행록
의 작은 서사에 유기성을 부여하였다. 이 유기성은 갈등으로 인해 며칠에
걸쳐 연계되는 사건을 삽입하거나 복선을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 갈등
은 언제 해결되는 걸까?’를 궁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하루의 일과를 기술한 일기나 여행기에서
독자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미 그 하루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일과를 정리하여 쓴 글이라는 일기 양식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홍대용은 일기의 이런 특성이 지루함을 수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며, 이에 소설적인 유기성을 을병연행록에 부
여하여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진 독자가 끝까지 독서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기적 구성 또한 수호전의 서사 수법과 매
우 유사한데45) 이는 수호전 애독자였던 홍대용의 소설 취향이 반영된 결
과임과 동시에 중국 대륙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서술했다는 점에서
수호전과 을병연행록이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46)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여러 날에 걸쳐 한 사건이 유기적으로 전
개되는 부분은 홍대용과 왕문거의 갈등으로 시작된다. 의주에서 북경까지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이동이었기 때문에 지루한 날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
만 을병연행록에서는 왕문거라는 등장인물의 활약으로 소소한 사건들이
45) 수호전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유만주는 ‘묘사의 핍진성’ 이외에도 ‘攝入法’이라는 비평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쇠사슬과 같은 이야기 전개 방식을 지칭한 것이다.(김하라, 앞의
논문, 391~434면; 서경호, 중국소설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375~388면)
46) 김명호는 앞의 책(1990) 221~222면에서 여행을 다루었다는 점을 수호전과 열하일
기의 주목할 만한 유사성으로 지적하고, 이에 연유하여 열하일기만의 소설적 형상화
의 성과에서 수호전의 다양한 표현 양식이 일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대용의 을병연
행록도 같은 맥락에서 수호전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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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서 연행에 참여한 홍대용과 을병연행록의 독자 모두의 지루함을
해소해주고 있다. 먼저 을유년 12월 17일에는 이동 중에 수레에서 잠이 든
김재행이 휘양을 떨어뜨렸는데, 이를 왕문거가 집어서 감추었다. 이를 홍대
용이 찾아내어 도둑이라고 나무라고, 왕문거는 떨어진 물건을 주웠으니 자
신의 것이라고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인다. 다툼이 있은 후 금세 뉘우치는 기
색으로 말을 거는 왕문거와 달리 홍대용은 그를 끝까지 못 본 체하여 갈등
상황을 고조시킨다.47) 왕문거는 그 다음날 바로 김재행에게 휘양을 돌려주
고, 19일에 홍대용과 왕문거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확인하며 화해를 하게
된다.48)
17일과 19일 일기에서는 당시 상황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대신 두 사람
의 대화가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주인이 있는 물건이니 돌려주라는 홍대
용의 말의 전체 의미보다 ‘도둑’이라는 단어에 화가 나서 언성을 더욱 높이
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왕문거
와, 잠시 후에 홍대용에 괜히 말을 거는 왕문거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어 웃
음을 자아낸다. 이에 상한 마음을 그대로 노출하며 끝까지 말을 섞지 않는
홍대용의 모습과 19일에 화해를 한 후 그것을 빌미로 힘든 길로 수레를 몰
게 한 홍대용의 모습 또한 점잖은 선비의 모습과는 다른 소심하고 엉큼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사흘간의 갈등 상황은 작
품 내적으로 서사 구조의 응집력을 더하여 유기성을 확보하면서도 갈등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 지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작품 몰입도 또
한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 정도로 크게
싸운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확인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 사이 두 사람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확인시키면서 마치 소설의 해
피엔딩과 같이 훈훈한 감동마저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둘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데, 일행과 다른
길을 선택하여 망해정(望海亭)을 가고 싶어 하는 홍대용에게 왕문거가 싫은
내색을 숨기지 않으며 “길을 모르니 어찌 가겠습니까?”라고 대꾸하였기 때
문이다. 이에 홍대용은 혼자 말을 타고 망해정을 구경하고, 이틀 뒤인 12월

47)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17일, 83-c~84-c면.
48)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19일, 89-b~90-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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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역시 말을 이용하여 호두석(虎頭石)을 구경 간다.49) 며칠 간 빈 수레
를 끈 왕문거는 내심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며 23일에 수레를 탄 홍대용에
게 대화를 시도한다.
“노야께서 망해정과 호두석을 보시니 어떠하더이까?”
내 말하기를,
“두 곳은 다 천하의 유명한 곳이다. 그 경치와 고적을 어찌 입으로 전하
겠느냐.”
왕가가 말하기를,
“그러면 저를 함께 데리고 가서 보게 하지 아니하니 노야께서 저를 사랑
하시던 정이 어디 있습니까요?”
내 꾸짖기를,
“네 과연 간사한 인물이로다. 네 수 리(里)를 도는 길을 괴로이 여겨 핑
계 대는 말이 있으니, 내 비록 걸어 다닌들 어찌 네게 구차히 빌어 수레
를 타고자 하겠느냐? 네 이미 스스로 면하여 아니 갔거늘 이제 도리어
나를 원망하니, 우리나라 속담에 ‘도적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말이 과
연 너를 이른 말이구나.”
왕가가 낯빛을 붉히며 말하기를,
“제가 길을 모른다고 아뢰었고 가기를 괴로이 여김이 아니었거늘, 노야
께서 저를 의심하여 다시 하신 말씀이 없고, 계속 말을 타고 다니시니,
실로 낯이 부끄럽습니다.”
내 말하기를,
“네 진정 괴로이 여기는 일이 없었다면 이는 나의 과격함이니 내 스스로
부끄럽구나.”
왕가 말하기를,
“노야께서 극진히 저를 사랑하시니, 내 어찌 수 리 길을 괴로이 여기겠
습니까? 요사이는 날이 춥고 구경할 때가 아니거니와, 돌아올 때는 어디
라도 함께 모시고 갈 것이니, 노야께서는 다시 의심을 마시기 바랍니
다.”
내 말하기를,
“네 뜻이 이러하면 내 어찌 의심하겠느냐? 다만 네 말과 마음이 서로 응
치 않을까 염려스럽구나.”
49)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0~22일, 95-c~107-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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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가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 하였다.50)

왕문거는 서운하고 불안한 기색은 숨긴 채 두 명승지에 대해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이에 홍대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곳이
라고 말하며 왕문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그러다가 왕문거가 솔
직한 감정을 표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흘 전 일을 꺼내며 왕문거를 꾸짖
고 서운했던 점을 꼬집어 말한다. 홍대용의 공격에 왕문거는 한껏 자신을
낮추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홍대용의 오해가 갈등을 유발했음을 주장
했고, 홍대용 또한 끝까지 왕문거의 저의를 의심하면서도 마침내는 모르는
척 화해를 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이 부분 또한 사흘간의 일기에 유기성을
부여하면서 두 사람의 생생한 대화를 재현하여 현장감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술되는 상황들은 주로 갈등이 그 원동력으로 작용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홍대용은 북경에서 병술년 1월 20일에
필담을 나눈 한림검토관들과 다시 만날 약속을 하기 위해 21일 편지를 써
서 심부름꾼을 보내는데, 문지기가 끝까지 막고 23일에 만나면 이야기하겠
다는 말만 듣고 편지와 선물을 다시 가져오게 된다.51) 이 사건은 전날의 교
유와 연결되어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다. 이튿날에 세팔이 다시 가
서 그 이유를 알아내고자 노력했으나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는 전언만
가지고 돌아와 의문이 심화됨과 동시에 홍대용과 독자 모두 다음날을 기다
리게 된다.52) 이틀 동안 이것을 매우 궁금해 하였기에 홍대용은 23일에 두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연유를 물었다. 하지만 그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긴
장을 계속 지연시키다가 결국 그렇게 한 이유가 “중외(中外)의 다름” 때문
이라고 토로한다.53) 홍대용은 이에 크게 실망하고 이 날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당시 상황을 유기적으로 서술하여
극적이고 긴장감 있게 표현하였는데, 갈등의 끝에 꼭 좋은 결과만이 기다리
50)
51)
52)
53)

을병연행록,
을병연행록,
을병연행록,
을병연행록,

을유년
병술년
병술년
병술년

12월 23일, 108-a~109-c면.
1월 21일, 298-b~299-c면.
1월 22일, 304-d~305-a면.
1월 23일, 305-c~307-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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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닌 현실을 반영하여 독자에게는 허탈감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유기성에 의해 발생되는 긴장감은 독자가 작품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홍대용이 입체적이면서도 생동감
넘치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는 연행 체험을 핍진하
게 묘사하면서도 유기적 구성이라는 소설적 기법까지 더한 을병연행록의
글쓰기 방식이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이로 인해 을병연행록에는 홍대용의
다양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모
습들이 두드러진다.
하나가 물으니,
“만주말을 아십니까?”
하니 내 만주말로 대답하기를,
“만주말은 알지 못합니다.”
하니 다 웃으며 이르기를,
“알지 못하면 어찌 만주말로 대답하십니까?”
하고 또 한 사람이 나와 묻기를,
“몽고말을 아십니까?”
하거늘, 내 또 몽고말로 대답하기를,
“몽고말도 모릅니다.”
하니 일시에 대소하고 여러 사람이 만주말과 몽고말로 서로 번갈아 가며
여러 말을 물으니 한 구절을 알아들을 길이 없고 내 아는 말이 또한 두어
구절뿐이라 내 웃으며 한어로 대답하기를,
“나는 중국을 처음 온 사람이라 중국어도 변변히 통치 못하니 만주말과
몽고말을 어찌 알겠소. 마침 두어 구절을 들은 것이 있어 우연히 기롱으
로 대답한 것이요, 실은 전혀 알지 못하오,”
하니, 혹 웃으며
“그렇군요.”
하고, 혹 말하기를,
“처음 들어왔으면 중국어를 어찌 능히 합니까. 필연 수작을 괴로이 여겨
모른다고 칭탁(稱託)하는 것입니다.”
하였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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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용은 병술년 1월 20일에 팽한림댁을 방문하기 위해 선무문(宣武門)
동쪽을 지나가다가 융마(戎馬)를 구경하고 중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궁
품도 보여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홍대용이 중국어를 훌륭하게 구사하는 것
을 보고 어떤 중국인이 만주말도 할 줄 아냐고 묻는데, 만주말을 모른다는
대답을 만주어로 받아치는 기지를 발휘한다. 몽고말을 아냐는 질문에도 똑
같은 방법으로 응수하는데, 홍대용의 이와 같은 장난으로 그곳은 웃음바다
가 된다. 이 장면을 홍대용은 소설의 한 장면 같이 거의 대화만으로 구성하
여 당시 자신의 활약상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언
어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면서 여유롭게 농담을
던지는 홍대용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홍대용의 이러한 장난기는 작품
전편에서 끊임없이 표출된다. 덕유를 시켜 본래 바지를 입지 않는 라마승의
옷을 들추게 시키는 짓궂은 장난을 하고, 왕문거에게 혼례나 양한지(養漢的)
와 관련한 야한 농담을 하면서 놀리기도 한다.55) 이와 같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수시로 농담을 던져 홍대용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면에서
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을병연행록에는 ‘웃었다’, ‘대소’ 등의
웃음과 관련된 단어가 무수히 등장하는데, 이러한 해학은 을병연행록이라
는 작품의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홍대용의 실제 성격이 작품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을병연행록에서 해학적이고 입체적 인물의 형상화는 비단 홍대
용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홍대용처럼 을병연행록 전편에서 활약하
는 등장인물은 없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전체 연행록 서사에 활력소가
되어 연행의 생동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을 맡은 주요 등장인물들이 다
수 존재한다. 왕문거ㆍ김재행ㆍ서종맹 등이 대표적인데, 왕문거의 경우 앞
에서 인용한 부분들만으로도 그의 성격이 게으르고 탐욕스럽지만 마음이 약
하고 정이 많으며 이동이 많은 기간 동안 홍대용과 가장 밀착하여 그의 말
벗이 되어준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왕문거의 이러한 성격들을 직접적으
로 제시하여 서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의 인용문처럼 그와의 대화를 통해
54)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0일, 287-c~288-a면.
55)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8일, 52-a~53-b면; 을유년 12월 15일, 78-c면; 을유년
12월 25일, 118-c~118-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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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또한 소설에서의 전형적인 인물
표현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홍대용은 앞서 제시한 다양한 소설식 수법을
이용하여 등장인물들에게 생기를 부여하는데, 그 주된 기능은 웃음을 유발
하는 것이다.
세 명 중에서 하는 행동마다 주변 사람들을 폭소케 하는 존재는 김재행이
었다. 김재행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면에서는 등장인물 모두가 한 번은 박
장대소를 하게 된다. 농담을 좋아하고 호방한 성품을 지녔으며 풍류를 즐기
지만 눈치가 없고 겁도 많아 연행 내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감초 같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홍대용과는 을유년 11월 3일 인사를 나눈 후 연행의 주요 관광지들을 함께
여행하게 되면서 유쾌한 언사와 엉뚱한 행동으로 연행록에 활력을 불어 넣
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간정동 선비들과의 만남에는 부사의 부탁으로
동행하게 되는데 호방한 성품에 시를 잘 지어 홍대용과 더불어 간정동 선비
들과 돈독한 우정을 쌓게 된다. 병술년 2월 23일에 홍대용과 김재행은 간
정동으로 가서 필담을 나누게 되는데 그림과 글로 소개를 받았던 육비(陸
飛)를 실제로 만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필
담을 나누게 된다. 그 분위기를 틈타 술을 마시게 되고 원래 술을 못 마시
는 홍대용을 제외한 네 사람은 흠뻑 취하여 “평생의 제일 기특한 모꼬지”를
이루게 된다. 그 중에서도 김재행이 흥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하게 되어 홍
대용은 필담 자리를 마치고 서둘러 관으로 돌아오게 된다.
㈎ 나는 평중을 부축하여 차에 오르게 하고, 돌아가서 누워 있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는 숙부 계신 방으로 들어가 뵈었더니 마
침 양사(兩使)가 모여 앉았었다. 나는 늦게 된 까닭을 모두 말씀드리고 또
시와 그림을 내놓았더니 모두들 차탄(嗟嘆)하면서 장하게 여겼다. 평중이
조금 있다가 나왔는데, 말하는 것이 조리가 없었으므로 부사(副使)가 알아
차리고 나를 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사람을 덕으로 사랑하지 않았군.”
하였다.56)
56) 담헌서 외집 권3, 항전척독, ｢간정동필담(속)｣ 2월 23일, “余扶平仲登車, 戒以歸臥,
勿與人接. 余入季父炕, 適兩使會坐. 余具告之故, 且出詩畫, 皆嗟異之. 平仲少頃出來, 語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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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중을 붙들어 수레에 올려 바삐 몰아 돌아올 때, 평중이 수레 안에서
취한 거동과 두서없는 말이 많았다. 나의 등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네 술을 먹지 못하되 오히려 술의 취미를 알아 내가 술 먹는 것을 말리
지 않으니 매우 기특하다.”
라 하거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누누이 경계하기를, 관문에 든 후에는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다잡아 사람을 만나도 입을 열지 말고 바로 머무는
캉으로 들어가 병을 일컫고 취한 기운을 진정하라 하였다. 관으로 들어가
매 계부께서 상부사와 더불어 캉 밖에 모여 앉아 계시거늘 앞에 나아가 육
생의 일을 대강 고할 때 먼저 평중에게 눈길을 주어 들어가라 하니, 평중
이 과연 캉으로 들어갔다. 비로소 다섯 장의 그림과 시집을 내어 각각 나
눌 때, 평중이 홀연 다시 나와 팔을 걷어붙이고 오늘의 모꼬지를 자랑하며
거동이 극히 방자하였다. 부사께서 취한 뜻을 알고 크게 꾸짖는데, 평중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거늘, 내 다시 붙들어 들여보내니 부사께서 나를 꾸
짖어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사람을 덕으로써 사랑한 것이 아니로다.”57)

방에 조용히 들어갔던 김재행이 삼사(三使)가 있는 곳으로 와서 소란을
피우고 부사가 홍대용을 꾸짖는 부분은 ㈎와 ㈏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
만 을병연행록에서는 술에 취해 홍대용의 등을 두드리며 자신의 음주를
이해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대목과 삼사 앞에서 술주정을 하면서도 조
금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사리 분별이 안 될 정도로 크
게 취한 김재행의 행동을 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김재행의 이런
행동은 매우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여러
장면에서 예고되고 있었다.
병술년 1월 25일 북경 서쪽을 홍대용과 유람한 후 김재행은 요기(療飢)를
하러 간 주루(酒樓)에서 “호연지기(浩然之氣)는 곡식 기운에서 난다”는 속담
을 언급하며 꿈에도 그리던 중국 주루에 왔지만 조선의 금령(禁令)으로 술
을 마시지 못하는 현실을 탄식한다.58) 이렇게 좋아하는 술을 중국에 와서
倫次, 副使覺之, 謂余曰, ‘君非愛人以德.’”
57)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3일, 525-b~525-d면.
58)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5일, 324-a~325-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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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지 못해 안타까워만 하던 김재행은 2월 23일 모임에서 ｢양허당기(養虛
堂記)｣의 술과 관련된 부분을 빼줄 것을 엄성에게 부탁하다가 간정동에 혼
자 왔던 2월 16일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홍대용에게 들키게 된다.59) 결
국 23일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해 사고를 친 김재행은 24일 아침에 어
제 자신이 한 만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한다.60) 이
렇게 23일 있었던 김재행의 주사(酒邪)는 그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진진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로 당시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재현하면서도
그 다음날과 연계되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에피소드로 탈바꿈하게 되었
다.61)
한편 홍대용은 원활한 유관(遊觀)을 위해 중국 통관들과 직접 만남을 시
도한다. 양반 신분으로 중국의 통관들에게 선물을 주고 직접 인사를 하러
찾아가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역관들은 그렇게만 한다면 도모하지 못
할 일이 없다며 홍대용을 부추기고, 이에 어의(御醫) 김정신(金鼎新)의 갓을
빌려 쓰고 마두 덕유ㆍ상통사(上通事) 이익(李瀷)과 함께 아문으로 간다. 의
도한대로 홍대용은 아문 관리들에게 환심을 사게 되어 바로 아문 밖을 나가
구경도 하고, 다음날 바로 정양문(正陽門) 밖 희자(戱子) 놀이도 구경할 수
있게 됐다.
홍대용이 북경 여행을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은 대통관(大通官) 서
종맹(徐宗孟)이었다. 서종맹은 삼국지(三國志)와 남정기(南征記)를 한국
어 번역본으로 읽고 중국 통관들의 한국어 교재를 만들 정도로 한국어에 능
통하였다. 또한 여러 번 칙사(勅使)를 모시고 조선을 방문한 유능한 통관이
면서 북경 숙소의 실세(實勢)이기도 했다. 병이 나서 잠시 관을 비웠던 서종

59)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3일, 516-c~516-d면.
60)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4일, 526-b~526-d면.
61) 이와 같이 을병연행록에는 김재행의 익살스러운 활약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그의 한시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부각되는 장면 등은 을병연행록에서 축약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간정동필담｣과 연기에서의 김재행은 풍류를 좋아하고 해학을
즐기면서도 호방한 기상을 가지고 시작(詩作) 능력도 훌륭한 모습인데 반해, 을병연행록
에서는 술을 좋아하고 실수가 잦은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만 부각됨으로써, 한문 기록과 한
글 기록에서 같은 사람이 다르게 형상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을병연행록이 비
공개본인 가장본이면서 여성독자를 위해 흥미 요소를 부각시킨 저작이라는 점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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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이 병술년 1월 7일 관에 돌아오자 관 전체가 술렁인다. 하필이면 통관 오
림포(烏林哺)가 이날 일행 역관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서종맹이 관에
돌아 왔을 때 역관들이 아무도 그를 대접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난
서종맹은 문을 엄히 막아 “종맹이 죽지 않으면 북경을 다니기 어려울 것이
다”라고 말할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역관들이 두려워하며 주선
함을 꺼리자 홍대용은 마두 세팔과 덕형의 도움으로 서종맹에게 자유로운
출입을 허락 받는다. 이를 계기로 홍대용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서종맹의 마
음을 한 번에 사로잡는 선물을 보내게 된다.
㈎ 오후에 부방(副房)에서 세찬(歲饌)을 차려 두 상을 나에게 보내 주기에
곧 상 하나를 아문에 보내 주며, 마두를 시키어 말을 전하게 하였더니, 마
두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종맹과 여러 통관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공자께서 우리들
을 접대함이 이렇듯 은근하다.’ 하며, 다 먹고서 말하기를 ‘내가 직접 가
서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하겠다.’ 하였습니다.”62)

㈏ 이날 부방에서 세찬 두 상을 차려 보냈었는데, 극히 풍성하여 한 상에
수십 그릇을 놓았다. 한 상은 약간 먹은 후에 성번 등과 하인들을 주고,
한 상은 덕유를 불러 아문의 여러 통관들과 대사에게 전갈을 이르고 외국
음식이 먹음직스럽지 아니하되 한번 하저(下箸)하여 보내는 뜻을 살피라
하라 하니, 덕유가 듣고 머뭇거려 즉시 가지 아니하였다. 그 곡절을 물으
니 덕유가 말하기를,
“아문에 음식을 내어 보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만일 역관들이
들으면 죄책이 돌아올까 두려워합니다.”
하니, 대개 내가 아문을 사귀는 일을 역관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또
마두(馬頭)의 북경 다니는 길이 역관에게 매였는지라, 이러하므로 덕유 또
한 역관을 두려워 내 분부를 거스르고자 한 것이다. 내 노하여 꾸짖어 말
하기를,
“네 이미 나를 따라왔으니 죽으나 사나 내 말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니

62) 담헌서 외집 권7, 연기, ｢아문제관｣, “午後, 副房設歲饌, 送兩卓於余, 乃以一卓送衙
門, 使馬頭傳語, 馬頭歸言, ‘宗孟諸官皆大喜曰, ‘公子待我輩若是慇懃.’ 喫畢曰, ‘我將親往謝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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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역관의 꾸지람을 돌아보느냐?”
하니, 덕유 마지못하여 가지고 갔다. 이윽고 돌아와 이르기를,
“서통관이 전갈을 듣고 상을 받아 놓으며 희색이 낯에 가득하여 감격함
을 이기지 못하는 거동이요, 전갈을 대답하고 음식을 먹은 후에 즉시 친
히 들어가 궁자를 보고 사례하리라 하니, 오래지 않아 들어올 것입니
다.”
하였다. 여러 하인이 음식을 먹다가 이 말을 듣고 서로 지껄이며 대단한
생광(生光)으로 아는지라 극히 우스웠다.63)

홍대용은 부방(副房)에서 보낸 두 개의 새해 음식상 중 하나를 아문에 있
는 통관들에게 보냈다. 한문본에서는 세찬(歲饌)을 받고 크게 기뻐하는 서통
관의 모습만이 그려졌다면 을병연행록에서는 이것이 전례(前例)에 없는
대우이며 그로 인해 역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는 마두 덕
유와의 갈등을 첨가하여 상황의 흐름에 긴장감을 실었다. 또한 서종맹이 직
접 치사(致謝)하러 오는 것이 몹시 대단한 일처럼 술렁이는 하인들의 모습
까지 더해 홍대용의 선물과 서종맹의 방문 모두가 서로에게 매우 파격적인
행동임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회동관(會同館) 제독(提督)조차 ‘노야(老
爺)’라 하며 극진히 높이는 서종맹이라 할지라도 조선 사행을 따라온 자제
군관 중 자신을 이렇게 대접한 사람은 홍대용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출입을 임의로 하고 싶은 홍대용의 권수(權數)가 서종맹에게 존중의 의미로
다가가는 데 성공하여 이후의 북경 여행은 박차를 가하게 된다. 사납고 거
만하기로 유명했던 서종맹은 풍류하는 사람들을 집에 불러 홍대용을 초대하
기도 하고, 삼사(三使)와 홍대용에게 화분을 선물하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화포 놀이를 구경시켜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홍대용을 만날
때마다 다정하고 살가운 태도로 대하는 것을 을병연행록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로운 북경 유람에 도움을 주던 서종맹도 아내가 병이 나 잠시
관을 비운 사이에 자신의 주선도 없이 홍대용이 서산 구경을 다녀왔음을 알
고 난 후부터 홍대용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한다. 서종맹의 분노는 아문 전
체의 통관과 대사에게도 영향력을 끼쳐 홍대용은 나흘 동안 꼼짝없이 관에
63)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7일, 196-a~196-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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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이는 신세가 되어 2월 16일에는 김재행 혼자 간정동에 가는 상황까지 발
생한다. 서종맹이 홍대용에게 가한 직접적인 횡포는 이 사건이 유일하지만,
그는 약 두 달 동안 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전횡을 일삼았다. 사행단의
매매와 관련된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며, 표문(表文) 받는 일로 더 많
은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인정(人情)을 주지 않는다고 사행단의 오탑사(五
塔寺) 구경을 막고, 자신이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군관이 졸았다는 이
유로 쇄마군(刷馬軍)이 계집을 통간(通姦)했다는 거짓말을 하여 관 전체 출
입을 엄금하기도 했다.64) 을병연행록에서는 ｢아문제관｣에 축약하여 제시
된 이와 같은 서종맹의 전횡들과 다른 사건들이 얽히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까지 더해져 훨씬 더 풍성하고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64)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7일, 396-a면; 병술년 2월 4일, 367-d~368-a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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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담ㆍ서간ㆍ시문(詩文)의 대폭 도입

홍대용의 연행 활동과 연행 기록들은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
으켰는데, 여기에는 청나라 선진 문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청국인들과의
교유가 큰 몫을 차지했다. 교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을병연행록은 지기를
찾기 위한 홍대용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위한
그의 노력을 전편에 걸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홍대용은 을병연행록에서 필담 양식을 대폭 수용했다. 전체 서사의 불균
형을 감수하면서까지 필담을 늘린 이유는 바로 그가 중국에서 경험한 가장
특별한 사건이었던 청국인들과의 교유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필담 양식의 적극적인 수용은 교유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
된 글쓰기 방식으로,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표현 방식에서도 을병
연행록만의 특색이 되고 있다.
홍대용은 한문 연행 기록에서 청국인과의 교유 양상을 간정동회우록과
연기에 나누어 수록했다. 간정동회우록의 경우, 전술한 대로 항주 선비
들과의 만남이 무엇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독립된 저작으로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연기에는 항주 선비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교유 인물들을 권7,
8에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두 한문 연행 기록에서는 청국인과의 교유가 항목별로 나누어 기
록되어 있지만, 을병연행록에는 통합되어 있다. 이로 인해 홍대용의 세
종류의 연행 기록 중 을병연행록에서 청국인과의 교유 실상이 가장 잘 드
러난다. 게다가 을병연행록이 초기본에 가까워 만남의 과정을 보다 생생
하게 전달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을병연행록이 한문 연행 기록
의 필담 부분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간정동필담｣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역암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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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원근에 한 번 출방(出榜)한 뒤에는 제명록(題名錄)을 파는 자가 있
는데, 글자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반드시 사람마다 한 장씩 산다. 혹
그가 아는 사람이 그 안에 있을까 싶어서이다. 그래서 속담에 ‘한 번 급
제하여 이름을 이루면 천하에 알려진다’고 한다.”
난공이 말했다.
“한 달이 지나면 모두 알지 못한다. 오직 회원(會元 : 회시(會試) 1등)의
성명만은 백 년이 되어도 사람의 입에 오를 것이다.”
내가 말했다.
“장원된 후에 비록 벼슬이 높아도 반드시 장원이라 칭하는가?”
난공이 말했다.
“그렇지도 않다. 다만 향리에서는 반드시 이를 칭한다. 이 소리를 듣는
자도 이 이름으로 일컫는 것을 원하고 고관으로 칭함을 원치 않는다. 전
당(錢塘)에 양시정(梁詩正)이란 이가 있어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는데 우
리 향인은 모두 양탐화(梁探花)라 부르니 저도 스스로 영광으로 여긴다.
시에 자주(自註)하기를, ‘향인이 지금도 나를 칭하여 양탐화라 한다’고
하였으니, 탐화도 그런데 하물며 장원(壯元)은 어떠하겠는가?” 또 장원을
부른 뒤에 황상(皇上)이 남문인 태청문(太淸門)을 열면 장원한 사람이 말
을 타고 중문(中門)으로부터 나온다. 순천부윤(順天府尹)이 채찍을 잡고
장원을 보내어 집에 돌려보내고 금포(錦袍)를 하사하는데 모두 궁인이
손수 만든 것이다. 부인은 본성(本省)의 성 위에서 수레를 타고 오곡(五
糓)을 뿌려서 황겸(荒歉)을 누르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 두 가지
의 일은 아무리 재상이라도 참여하지 못한다.”65)

㈏ 반생이 말하기를,
“속담에 이르기를 한 번 과거에 이름을 이루면 천하에 들린다 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장원의 이름은 비록 100년
65)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간정동필담｣, 2월 17일, “力闇曰, ‘若遠近則一出榜後,
有賣題名錄者, 無論識字不識字, 必人買一紙. 恐有渠相知者在內, 故諺有之曰, ‘一擧成名天下
聞.’’ 蘭公曰, ‘過一月則皆不知之矣. 惟會元姓名, 雖百年猶在人口也.’ 余曰, ‘狀元後雖官高,
必以狀元稱之耶?’ 蘭公曰, ‘亦不然, 但鄕里必以此稱之. 卽在被此聲者, 亦甚樂其稱此名而不
願以高官稱之也. 錢塘有梁詩正, 位至宰相而吾鄕人皆稱之曰梁探花, 渠自以爲榮. 渠詩自注
曰, ‘鄕人至今稱余爲梁探花.’ 探花且然, 况狀元乎?’ 又曰, ‘狀元臚唱後, 皇上開午門太淸門,
狀元一人, 騎馬由中門出. 順天府尹執鞭, 送狀元歸第, 賜錦袍, 皆宮人所製. 夫人則本省城上
乘輿, 遍灑五穀, 以壓荒歉, 分福于人. 二事雖宰相, 皆不能與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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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도 일컬어 마지않고, 비록 높은 벼슬이 있어도 종신토록 장원이
라 일컬으니, 이러하므로 장원의 영화로움은 비할 곳이 없습니다. 장원
에게는 묘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창방(唱榜) 후에 황상이
태화전(太和殿)에 전좌(殿座)하고 오봉문(五鳳門)과 태청문(太淸門)을 열
어 장원으로 하여금 말을 타고 가운데 문으로 나가게 하고, 순천부윤이
친히 채찍을 잡아 장원의 뒤를 따르고, 입히는 비단옷은 다 궁인이 친히
지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원의 부인이 수레를 타고 고을의 성 위
에 올라 돌아다니며 온갖 곡식을 뿌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니, 이
두 가지 일은 비록 재상이나 대인이라도 얻지 못합니다.”66)

｢간정동필담｣과 을병연행록의 필담을 비교해 보면, 전자와 후자 모두
여러 대화를 한꺼번에 통합 서술한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
문은 ㈎ ｢간정동필담｣에서 ‘엄성-반정균-홍대용-반정균’으로 이어지는 대화
가 ㈏ 을병연행록에서 모두 반정균의 말이 되어 하나로 통합된 예이다.
중국의 장원(壯元)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인데, 질문과 설명이 오고 가
는 문답 형식의 대화를 설명으로 단일화 시켰고, 분량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축약이 일어나고 있다. 엄성이 처음에 아는 사람의 급제여부가 궁금하여 다
들 제명록(題名錄)을 구입한다고 말한 내용과 반정균이 장원이란 호칭의 영
화로움을 설명하기 위해 전당(錢塘)에 양시정(梁詩正)이란 자가 탐화(探花 :
전시(殿試) 3등)로 급제하여 재상에 이르렀는데, 향인(鄕人)은 모두 양탐화
(梁探花)라고 불렀다고 예시를 든 내용이 ㈏에서 생략되었다. 두 내용 모두
중국의 장원에 대해 알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므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간정동필담｣의 대화들이 을병연행록에서 축약되어 하나로 뭉뚱
그려 표현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그 예로는 대표적으로 주자학의 신독(愼獨)
에 대해 토론하는 부분, 명청 교체의 정당성에 대해 설파하는 부분 등이 그
것이다.67) 이 두 가지 내용과 인용문의 장원에 대한 내용에서 공통점이 발
견되는데, 모두 조선의 여성 독자보다는 남성 문인들의 관심사와 조금 더
66)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7일, 474-b~474-d면.
67) 신독 토론은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8일, 408-d면과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간정동필담｣, 2월 8일 참고; 명청 교체의 정당성은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2일,
438-d~440-a면과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간정동필담｣, 2월 12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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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 독자들에게 장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나
마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학술적인 토론이나 국제 정세와
관련된 명분론에 대한 언급은 그녀들의 흥미를 끄는 주제가 아니었을 것이
다. 이렇게 홍대용은 을병연행록의 독자인 여성들의 관심사와 거리가 먼
주제의 대화는 그 내용의 정보 전달에 주력하여 대화를 축약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면서 필담의 통폐합을 꾀했다. 그 결과 을병연행록에서는
쉽고 일목요연한 설명을 통해 관련 내용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 반대로 ｢간정동필담｣에는 간단하게 언급한 부분이 을병연행록에서
길게 확장되어 있는 경우 또한 확인된다.
㈎ 난공이 말하기를,
“과한 비용으로 성찬(盛饌)을 차려주어 매우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밥이 절미(浙米)와 한가지여서 자못 배불리 먹고 치웠다.
역암이 이르되,
“금방 조반을 먹고 왔는데, 다시 밥을 주시니 감히 배불리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술에 취하고 또 덕에 배부르니 이른바 인의(仁義)에 포식
함입니다.”68)

㈏ 두 사람이 매우 달게 먹는 모양이요, 한 그릇 밥을 반을 넘게 먹었다.
엄생이 말하기를,
“올 때에 밥을 먹어 시장하지 않았지만, 북경에 이르니 쌀성이 사나워
음식이 입에 맞지 않더니, 이 밥은 쌀성이 항주와 다름이 없는 고로 배
부르게 먹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또 밥을 배부르게 먹을 뿐 아니
라 덕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라고 하니, 내가 웃고 시전을 외워 말하기를,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으로 배를 불렸도다(旣醉以酒, 旣飽以德).”
하니, 엄생이 맹자의 글을 외워 말하기를,
“인의(仁義)에 배부름을 이르는 것이니라(言飽乎仁義也).”
라고 하였다.69)
68)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간정동필담｣, 2월 4일, “蘭公曰, ‘過費盛饌, 甚是不安.
謝謝.’ 以我國飯, 與浙米一樣, 頗頓喫而輟. 力闇曰, ‘吃飯方來, 復承賜食, 不敢不飽. 旣醉酒,
又飽德, 言飽乎仁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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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 ｢간정동필담｣의 앞부분에 있는 반정균의 사례(謝禮)가 생략되
고, ㈏ 을병연행록에서는 홍대용이 서술한 부분과 엄성과의 대화가 통합
되어 ㈏의 앞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대화의 앞부분에서는 ｢간정동필담｣의
대화 부분이 을병연행록에서 통폐합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하지만 ｢간정
동필담｣에는 없는 내용이 을병연행록의 뒷부분에 홍대용의 대화로 첨가되
어 있다. 이는 내용상으로는 엄성의 말에 홍대용이 전고(典故)를 들어 화답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엄성이 대화 마지막에 “이른바 인의에 포식합니
다(言飽乎仁義也)”70)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종의 해설을 첨부한 부분이라
고 볼 수 있다. ㈏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맹자의 한 구절인데, 당시 조선
문인이라면 이 구절만 보고도 그 출처와 관련 구절들을 바로 떠올릴 수 있
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간정동필담｣에서는 다른 부가 설명이나 그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을병연행록에서는 관련 출처와 설명까지 첨부하
여 이 구절이 낯선 여성 독자들도 두 사람의 대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또한 필담의 대화를 짧은 대화로 확장하여 필담을 주고받는 상황이 속도
감 있게 표현되었으며, ｢간정동필담｣과 달리 홍대용과 엄성이 웃었다는 표
현이 등장하여 당시 화기애애했던 대화 분위기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글쓰기 방식은 병술년 2월 12일 필담 말미에서도 확인된다.71)
홍대용이 귀국 후 서신 교환의 정당성과 그 방법에 대해 항주 선비들과 대
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이 부분 역시 ｢간정동필담｣에는 홍대용의 대화로 한
꺼번에 통폐합되어 있는데 반해, 을병연행록에서는 ‘홍대용-반정균-홍대
용-엄성-홍대용-엄성-반정균-홍대용-반정균’순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의 화제는 서신 교환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69)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4일, 370-b~370-c면.
70) 孟子集註 ｢告子｣ 上 , 제17장, “孟子曰: ‘欲貴者, 人之同心也. 人人有貴於己者, 弗思耳
矣. 人之所貴者, 非良貴也. 趙孟之所貴, 趙孟能賤之. 詩云: ‘旣醉以酒, 旣飽以德.’ 言飽乎仁
義也, 所以不願人之膏粱之味也; 令聞廣譽施於身, 所以不願人之文繡也.”(朱熹 撰, 四書章
句集註, 中華書局, 2011, 314~315면)
71)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2일, 450-c~451-c면;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
간정동필담｣,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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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조선 문인들에게 공개될 ｢간정동필담｣에서는 이 부분에서 필요
한 정보만 축약하여 통폐합시켰던 것이고, 가장본으로 여성 독자가 상정된
을병연행록에서는 절절한 대화들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러한 확장을 통
해 을병연행록의 필담 부분에서는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외
국인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항주 선비들의 머뭇거림과
김창업의 예를 들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홍대용의
간절함이 어우러지면서 당시 상황을 긴장감 있게 묘사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획득하였다.
이와 같이 홍대용은 을병연행록과 ｢간정동필담｣에서 필담 내용의 축약
과 확장이라는 글쓰기 방식을 통해 각 텍스트에 적합한 필담 양식을 구축하
였다. 또한 필담의 내용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들, 즉 필담 상황과 관련된
서술 부분에서 을병연행록은 ｢간정동필담｣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홍대용은 을병연행록에서 필담 내용과 상황을 보다 효과
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편집자적 해설들을 추가하고 있다. 그 방
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중국 지명이나 전문적인 학술
내용들에 대한 섬세한 설명들이다. 이는 관련 정보가 부족한 여성 독자들을
위해 홍대용이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다.
여성 독자를 배려하는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전술한 제4장 제1절에서
이미 충분히 논하였다. 이러한 편집자적 해설은 항주 선비들과의 필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는 홍대용이 그들과 중화 문명의 수혜자라는 공통분모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술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깊이 있는 토
론을 이어 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농담을 할 때에도 경전이나 고사를
이용하여 고급 유머를 즐겨 구사하였다.
편집자적 해설의 두 번째 방식은 필담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이다. 이
러한 부분은 필담을 나눈 상황에서 수시로 확인된다.
· 캉을 내려와 문 밖을 나오려고 하니 반생이 손수 신을 찾아 바로 놓는
데, 극히 불안하여 여러 번 말렸지만 듣지 아니하였다.72)

72)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8일, 405-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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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마치고,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니 내 소견을 시험하는 기색이었
다.73)
· 즉시 마음을 고쳐먹고 손순한 말이 이에 이르니, 또한 그 인품을 짐작할
만했다.74)

대표적인 구절들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상대방의 기색을 살피거나 그 속마
음을 짐작하는 부분이며, 필담을 나누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상
대방에 대한 홍대용의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런 부분들은 내용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절은 거의 없으며, 그 구절들이
생략되어도 전체 필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는 부분들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색이나 움직임에 대한 짧은 묘사들은 마치 눈앞에서 그
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홍대용
의 독백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짐작하거나 상대방을 평가하는 서술이 이루어
지면서 필담만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당시 분위기와 항주 선비들의 성격
들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수법과 현장감 넘치는 묘
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을병연행록에서는 당시 상황이 사실적이면서도 구체
적으로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홍대용이 을병연행록에 필담 양식을 대폭 수용한 것은 그 당시 대화를
비롯한 교유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을병연행록의
필담들이 날 것 그대로의 것은 아니었으며, ｢간정동필담｣과의 비교를 통해
수많은 퇴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독자들의 관심사와 다
소 거리가 있는 대화들은 통폐합하면서 정보 전달 위주의 언급으로 간단히
처리하여 을병연행록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게 배려했다.
반대로 다양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 대화에 대해서는 대화를 확장하여 독자
의 이해력을 높였다. 이 외에도 전술한 대로 전문적인 학술 내용은 생략하
기도 하고, 어려운 표현은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다. 또한 홍대용은 편집자
적 해설을 곳곳에 추가하여 당시 필담 상황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였다. 이
러한 글쓰기 방식들을 통해 홍대용은 자신이 중국에서 체험한 가장 특별한
73)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2일, 439-a면.
74)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3일, 513-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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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인 항주 선비들과의 교유를 집안 여성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재
미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을병연행록에는 전술한 필담 이외에도 항주 선비들과 주고받은 다양한
양식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서간문, 한시, 산문으로 분류하면 다음
과 같다.
* 항주 선비들과 주고받은 서간문

날 짜
1
2

2월5일

3
4
5

2월6일

6
7

2월7일

8
9
10

2월9일

11
12

2월10일

발신자

수신자

날 짜

발신자

홍대용

엄성, 반정균

30 2월23일 육비

홍대용, 김재행

엄성

홍대용

31

홍대용

육비

반정균

홍대용

32

홍대용

엄성, 반정균

홍대용

엄성, 반정균

33

육비

홍대용

엄성

홍대용

34

반정균

홍대용

엄성

홍대용

35

홍대용

육비

반정균

홍대용

36 2월25일 홍대용

엄성, 반정균

홍대용

엄성, 반정균

37

육비

홍대용

홍대용

엄성, 반정균

38

홍대용

육비

엄성

홍대용

39

홍대용

엄성

반정균

홍대용

40

홍대용

반정균

홍대용

엄성, 반정균

41

육비

홍대용
육비, 엄성,

2월24일

2월27일

13

엄성(반정균) 홍대용

42

홍대용

14

홍대용

43

홍대용

15

2월11일

수신자

엄성, 반정균

16 2월14일 엄성

홍대용

44 2월28일 홍대용
45
육비

17

홍대용

엄성, 반정균

46

엄성

홍대용

엄성

홍대용

47

반정균

홍대용

홍대용

엄성, 반정균

48

홍대용

육비

엄성

홍대용

49

홍대용

엄성

엄성

홍대용

50 2월29일 홍대용

반정균

22 2월19일 홍대용

엄성

51

엄성

홍대용

23

홍대용

52

반정균

홍대용

18
19
20
21

2월15일
2월16일

엄성(반정균) 홍대용

반정균
육비

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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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
홍대용

24

홍대용

엄성, 반정균

25

엄성

홍대용

엄성

홍대용

반정균

홍대용

28

홍대용

엄성, 반정균

29

엄성

홍대용

26
27

2월22일

*항주 선비들과 주고받은 한시
날
1

짜

2월4일

작성자

수신자

형

엄성

이훤

7언 절구 3수

엄성

홍대용

7언 율시

반정균

홍대용

7언 율시

엄성

홍억

7언 율시

5

반정균

홍억

7언 절구

6

김재행

엄성, 반정균

7언 절구

2
3
4

7

2월7일

엄성

김재행

5언 율시

8

반정균

김재행

7언 절구

9

김재행

반정균

7언 절구

홍대용

반정균

고시

엄성

이훤

5언 16구

반정균

이훤

5언 16구

10
11

2월8일

2월14일

12

식

13

2월17일

엄성

홍대용

5언 6구 8수 : ｢팔영시(八詠詩)｣

14

2월19일

홍대용

엄성

부(賦) : ｢고원정부(高遠亭賦)｣

15

2월22일

엄성

김재행

7언 율시

16

2월23일

김재행

반정균

7언 율시

17

2월26일

육비

(홍대용, 김재행)

5언 12구 2수

18

육비

홍대용

7언 절구

19

육비

홍대용

5언 절구

육비

홍억

7언 절구

21

육비

홍억

5언 절구

22

육비

김재행

5언 절구, 7언 절구

20

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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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주 선비들과 주고받은 산문
날 짜

작성자

수신자

내

용

1

2월 5일

홍대용

엄성, 반정균

｢담헌팔경소지(湛軒八景小識)｣

2

2월15일

홍대용

엄성, 반정균

｢동국기략(東國記略)｣

3

2월19일

반정균

홍대용

｢담헌기문(湛軒記文)｣

4

2월22일

엄성

김재행

｢양허당기(養虛堂記)｣

홍대용

반정균

증어(贈語)

홍대용

엄성

증어(贈語)

5
6

2월23일

7

2월24일

홍대용

육비

｢농수각혼천의기(籠水閣渾天儀記)｣

8

2월27일

육비

홍대용

｢농수각기(籠水閣記)｣

이와 같이 항주 선비들과 주고받은 서간문 및 그 밖의 시문들의 수는 90
여 편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서간문의 양이 압도적이다. 이는 청국인과
의 교유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연행 도중 중국인들과 주고받은 서간
문을 을병연행록에 대폭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서간문에서는 당시 필담에
서 미진했던 감정 표현들을 드러내거나 못다 한 학술 토론을 지속하는 경우
가 많았으므로 교유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서간문은 당연히 수록되
어야 했다. ｢간정동필담｣과 연기에도 서간문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을병연행록은 두 텍스트의 서간문을 대부분 포괄하면서도 을병연행록에
만 수록되어 있는 서간문들이 10여 편 존재한다.75) 이는 을병연행록이
홍대용의 연행 기록 중 비교적 초기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본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을병연행록에만 실려 있는 편지
들은 감정 표현이 과도하거나 간단하게 안부를 주고받는 편지들이 대부분이
다. 이 모두 초기본이기에 특별한 검열이나 여과 없이 기록될 수 있었던 내
용들이다.76) 하지만 공개를 목적으로 쓴 한문 연행 기록의 경우, 이러한 부
75) 연기에만 수록된 서간문은 諸葛武侯의 후손인 官人에게 홍대용이 쓴 편지 한 편이
다.(담헌서 외집 권7, 연기, ｢葛官人｣) 반대로 홍대용의 세 가지 연행 기록들 중에서
을병연행록에만 실려 있는 서간문의 수는 10편인데, 간정필담이나 간정록에 실려
있는 경우도 있다. 본고 제2장 제2절 참고.
76) ｢간정동필담｣ 이본 중 가장 초기본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는 간정록의 해당부분과
비교해보면, ｢간정동필담｣에는 없고 을병연행록에만 수록된 서간문들이 모두 간정록
에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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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 자체 검열에 의해 생략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을병연행록에 실려 있는 서간문이 최초의 원문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서간문 또한 필담처럼 재가공의 단계를 거친 것이 대부분이
다. 전문적인 학술 논의는 줄이고, 어려운 단어는 쉬운 표현으로 바꿨으며,
번잡스럽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면서 통폐합한 방법은 필담과 흡사하다.
병술년 2월 19일에 홍대용이 엄성과 반정균에게 보낸 편지가 대표적인
데,77) 엄성의 문집인 철교전집(鐵橋全集) 내 일하제금집(日下題襟集)에
수록된 편지들과 대조해보면 두 통의 편지78)가 을병연행록에서 1편으로
합쳐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79)
㉠日者, 晩去早來, 令人怏怏, 昨又阻雨, 不得奉候, 悵鬱之極, 夜來獰風, 僉
旅味無恙否, 弟等行期未决, 可圖更進, 然以有限之晷, 欲叙無涯之懷, 難矣.
「八詠詩」, 咀之嚼之, 其味津津, 信乎有德者之言也. 靈龕一詩, 尤見其卓然
峻拔, 無世儒拘攣之氣, 直令人有凌萬頃超八垠之意, 誦其詩可以知其人矣. 雖
然, 才高者過於脫灑, 則或不免於大軍遊騎出太遠而無所歸, 此則弟之不能無過
計之憂於吾兄也. ㉡其書本, 薄而易損, 宜於作帖而不合於粘壁, 此去麗紙品雖
劣, 差能耐久, 幸再勞揮洒以惠也, 八詩, 皆以各行字㨾, 比前稍大, 若更以隷
書則尤妙. ㉢蘭兄記文亦以大小二本書惠爲望. 別告鐵橋兄, 叔父欲得晩含齋三
字爲堂扁. 或楷或隸或草, 隨意寫出無妨. 白楮二本爲此付上. 前惠飛來峯畵本,
叔父以貽費旅裝, 深致媿謝. 相對時, 忘未及之. 漫此付告. ㉣種種煩溷, 自爾
多端, 其所以愛慕之, 若將以役使之, 不勝愧悚. ㉤以此弟於二兄之書與畵, 愛
之好之, 不後於人. 亦嘗謀購帖本於市上, 而量幾度勢終不敢發諸口也. 日後遊
詠之際, 如有所得, 一年一便, 幸蒙寄惠, 何啻百朋之賜也? 不備.
㉥書成未發, 秋

兄記文付來, 再三莊誦, 不勝感幸. 歸粘荒廬, 又是無上之寶,

且從此而於湛字之義, 如有一半箇進益, 乃是吾秋

之賜也. ㉦來書本歸後以麗

紙從後褙之, 可以傳久無損. 幸再以小紙如闇兄所書八詠樣字, 以惠, 如何? ㉧
記文甚愜鄙望. 惟其稱道鄙人處, 語近張皇, 歸後流輩之見之者, 必以此爲大言
誑人. 得此浮實之美褒也, 殊爲悶絶. ㉨力闇兄所托冊頁, 皆以塗抹. 玆以付
77) ｢간정동필담｣ 이본들에는 모두 2번 편지가 먼저 수록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1번 담헌
기가 실려 있다. 2번 편지에 담헌기를 읽었다는 언급이 나오므로 문맥상으로는 을병
연행록의 순서가 자연스럽다.
78) 엄성, 철교문집 5, 일하제금집, ｢洪高士｣, ‘與鐵橋秋 ’ㆍ‘與秋 ’, 9b~11a면.
79)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19일, 488-c~489-c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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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80)

일하제금집의 편지가 주요 내용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에서 수정이
이루어져 간정록에 수록되었으며,81) 간정필담에는 거의 똑같은 모습으
로 수록되었다. 결국 일하제금집ㆍ간정록ㆍ간정필담의 편지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간정동필담｣은 간정록의 첨삭 표시를
충실히 반영하여 첨삭 표시가 없는 부분만 수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표에
제시된 것처럼 두 번째 편지 전체가 삭제되고 첫 번째 편지 일부만 실려 있
어, 간정록의 ㉠㉡㉣만 반영되어 있다. 을병연행록에는 편지 두 통이
모두 실려 있지만, 두 편지 모두 축약되어 한 편의 편지로 통합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간정록의 ㉠㉤㉥㉧㉨만을 반영하였다.
을병연행록과 간정록의 해당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보면 그
안에서도 축약이나 의역 혹은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만경창파를 능가하고 온 세상을 초월하는 뜻을
가지게 하니(直令人有凌萬頃超八垠之意)”가 을병연행록에 생략되어 있다.
이 부분은 바로 앞의 “세속 선비들의 얽매인 기운이 없으니(無世儒拘攣之
氣)”를 강조하여 영감시(靈龕詩)에 대한 홍대용의 감흥을 적극적으로 표현
하기 위해 수사적으로 첨가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생략되어도 문
맥의 흐름이 끊어지지는 않으며 결과적으로 간정록의 다소 과한 표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 뒤에 “혹 대군(大軍)의 유기(遊騎)가 너
무 멀리 나가버려서 돌아갈 곳이 없음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或不免於
大軍遊騎, 出太遠而無所歸)”는 주자어류(朱子語類)82)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부분을 을병연행록에서는 “중도에 넘치고 이단에 돌아가기 쉬울 것입
니다”로 문맥에 맞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였다.
80)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간정록, 2월 19일. ‘가’라고 표기 한 것은 본문에
삭제 지시된 부분을 표시한 것.
81) 일하제금집에서 간정록으로의 변화는 글자나 어구를 조금 고친 정도의 차이를 보여
준다. 내용상 차이는 일하제금집에 없는 “力闇兄所托冊頁, 皆以塗抹, 玆以付上.”이 척독
마지막에 덧붙여진 정도이다.
82) 朱子語類 권18, ｢大學｣ 5, “周問: ‘程子謂, ‘一草一木, 皆所當窮.’ 又謂, ‘恐如大軍遊騎,
出太遠而無所歸.’ 何也?’ 曰, ‘便是此等語說得好, 平正, 不向一邊去.’”(朱子語類 2, 中華
書局, 1986, 4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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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편지에서는 ㉥의 “돌아가 황량한 제 집에 붙여 놓을 것이니, 또
한 가장 귀한 보물일 것입니다. 또한 ｢담헌기｣로부터 ‘담(湛)’의 의미에 조
금이라도 정진하여 얻는 것이 있다면 이는 또한 반정균 덕분일 것입니다.
(歸粘荒廬, 又是無上之寶. 且從此而於湛字之義, 如有一半箇進益, 乃是吾秋
之賜也)”를 을병연행록에서는 “돌아가 벽 위에 붙이고 조석으로 눈을 붙
여 좌우의 경계를 삼아 깊은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로되”라고 번역하였
다. 전체적으로 간정록의 내용과 상통하지만 뒷부분이 수정되어 그 의미
가 많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국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학술 논의가 축약되면서 그 결
과 을병연행록의 서간문들은 절절한 감정의 소통 창구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간정동필담｣에서 생략되거나 축약되어
을병연행록에만 수록된 내용에서 이러한 감정 교류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가장본이면서 초기본인 을병연행록 고유의 성격에 연유
한 결과물이다. 홍대용은 북경에서 항주 선비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
났다. 그 중에서 청나라 종친인 양혼(兩渾)과도 필담을 나누고 선물과 편지
를 주고받으며 지기의 연을 맺는다. 을병연행록에서 서술된 양혼과의 인
연은 연기 내 ｢양혼｣에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2월 28일에 홍대
용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는 을병연행록에만 수록되어 있다.
이제 집사(執事)는 바다 밖의 한낱 변변찮은 선비를 만나, 그 글이 족히
집사의 이름을 후세에 전하지 못할 것이고, 그 재주가 족히 집사의 사랑을
당치 못할 것이며, 또 멀리 이국에 있어 한 번 보내매 마침내 성문(聲聞)이
서로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한 사랑과 진중한 대접으로 필경 쓸데없
는 사람을 이같이 연모함은 평원ㆍ신릉에게 기필치 못할 바입니다. 이 같
은 의기로 이 같은 예를 행하니, 집사의 문정(門庭)에는 높은 선비와 기이
한 재주가 서로 자취를 이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은 계명구도(鷄鳴狗盜)
의 재주가 아니요, 지경에 한정이 있어 구슬신의 뒤를 따르지 못함을 부끄
러워합니다.83)

병술년 1월 10일 진가의 점포에서 홍대용은 양혼과 처음 만났다. 홍대용
83)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8일, 570-d~571-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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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먼저 만나고자 청했지만, 만약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해야 한다면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제에게 절하는 것도 욕되게 여겨 조참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홍대용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84) 이렇게 홍대용은
오랑캐 황족과의 첫 만남에서 고자세를 취했지만, 양혼의 소탈하면서도 극
진한 마음에 벗이 되어 선물과 서신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오랑캐 나라
의 종친과 필담을 나누고 서신을 주고받은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
제적이었다. 하지만 청나라의 황친과 변방국의 서생이라는 신분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혼 쪽에서 훨씬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
성은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는 전혀 대등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보낸
내용이 아니었다. 편지에는 상대방을 “집사(執事)”라고 칭하며 선물을 비롯
한 베푼 은혜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양혼을 선비를 후히 대한 것으로
유명한 평원군(平原君)과 신릉군(信陵君)에 빗대어 높이 평가한다. 여기에
더하여 홍대용 자신은 심지어 그 식객도 될 수 없는 존재라고 낮춰 표현하
고 있다. 홍대용은 후히 대접을 받은 황족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
각에 고맙고 애틋한 마음이 한층 더해졌을 것이다. 이에 구슬신[珠履]을 신
고 초나라 춘신군(春申君)을 따르던 상객(上客)들처럼 될 수 없는 자신의 처
지를 부끄러워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다시는 올 수 없을 북경에 새로운 인
연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현했기에 이 편지는
북경을 떠나기 이틀 전인 병술년 2월 28일 일기 앞부분에 실렸다.
하지만 공개를 목적으로 쓴 연기에 수록하기에는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
고 판단했을 것이다.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 너무 많으며 너무 감상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홍대용은
연기 ｢양혼｣에서 이 편지를 제외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을병연행
록 내의 서간문은 청국인과의 교유 중에서 감정의 소통을 표현하기 위해
대폭 수용되었다. 이는 정보 교류를 주로 표현한 필담 양식과 어우러져서
당시 교유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시 또한 을병연행록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양식인데, 이 또한 청국

84)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10일, 224-a~225-b면; 을유년 12월 29일, 142-c~143-a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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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의 교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연기
나 ｢간정동필담｣과 비교해 보면 작품 수가 월등히 많은데, 특히 홍대용 이
외에 다른 조선 문인들이 중국 문인들과 주고받은 한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
다.85) 모두 항주 선비들에게 받은 한시들인데 홍대용이 받은 한시들만 수록
되어 있는 ｢간정동필담｣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한시 작품이 을병
연행록에만 대폭 수록되어 있어서, 홍대용뿐만 아니라 홍억ㆍ김재행ㆍ이훤
등도 항주 선비들과 지속적인 교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연행 당시 조선 문인들이 청국인들과 교유한 실상을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홍대용의 다른 한문 연행 기록에 비해 을병연행록에 많은 한시가 수록
된 점은 여성 독자의 한시 향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술한 대로 을병
연행록의 한시들은 한글로 한시의 음이 제시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해석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상층 여성들이 한시를 향유했던 전형적인
방법이었다.86) 이렇게 당시 조선의 상층 여성들은 국문을 통해 한시에 대한
소양을 높였으며,87) 그러한 양상이 을병연행록을 통해서도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제2절에 전재한 한글 가사 또한 매우 이색적이며, 한글 연행록이라
는 특성에 맞게 한글 가사 양식을 도입한 홍대용의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
다. 이 작품은 전술한 대로 실제 중국 땅을 밟기 직전의 흥분된 감정을 생
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감정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서간문이나 한시와 같
은 맥락의 목적을 가지고 을병연행록에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관의 말을 통해 삽입된 일화 형식의 짧은 이야기 또한 한문
연행 기록에는 없는 을병연행록만의 특징적인 글쓰기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을유년 12월 22일에 실려 있는 호두석과 관련된 일화와 병술년 3월
24일에 실려 있는 5가지 일화를 들 수 있다. 역관이 말해준 호두석 일화는
호두석에 다녀온 김재행과 홍대용의 실제 경험과 조응하여 호두석 탐방기가
더욱 흥미진진하게 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88) 연행의 막바지에
85)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2절 참고.
86) 이종묵, 앞의 논문, 2007, 179~208면.
87) 이경하,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46~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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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용은 역관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이 했던 가장 진귀한 경험들을 듣
게 된다. 5명의 역관이 각각 자신들의 체험을 일화 형식으로 늘어놓았는데,
모두 다시 보기 힘든 호쾌한 장관이거나 믿기 힘들 정도로 신기한 체험들이
었다.89) 이렇게 중국을 자주 출입한 역관들의 체험들을 일화 형식으로 을
병연행록에만 수록한 이유는 여성 독자들의 독서 취향과 관련한 홍대용의
배려인 것으로 짐작된다.

88)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22일, 106-d~107-a면.
89) 을병연행록, 병술년 3월 24일, 634-d~637-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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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는 담헌 홍대용의 한문 연행록인 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온 그의 한글 연행록인 을병연행록을 주로 여성 독자와 관련하여 고
찰한 연구이다. 선행 연구의 성과에 힘입으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첫째는 을병연행록을
현재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홍대용의 한문 연행 관련 기록들과 비교 분석하
였다. 둘째는 여성 독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을병연행록의 내용과 표
현을 분석하는 것으로, 본고에서 특히 주안을 둔 방법이다. 셋째는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을병연행록의 문예적인 가치를 해명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행의 경위와 아울러, 개방적이고 적
극적인 홍대용의 연행 자세를 살펴보았다. 홍대용은 연행을 떠나기 전에 중
국어를 공부하고 전대의 연행록들을 숙독하였다. 또 그는 관광벽(觀光僻)이
라고 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중국 관광에 임했으며, 각계각층의 중국인들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였다. 이러한 연행 자세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청조 중국
의 현실을 새롭게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여, 을병연행록의 창작 시기와
독자층을 추정해 보았다. 간정동회우록의 이본 4종 즉 철교화, 간정록,
간정필담, 담헌서 ｢간정동필담｣을 을병연행록과 비교 분석해서, 을
병연행록이 철교화나 간정록과 마찬가지로 홍대용의 연행 기록 중 초
기에 저술된 텍스트임을 논증했다. 또한 계방일기와 흠영의 관련 기록
에 의거해 연기가 1775~1776년경에 완성되었음을 밝히고, 그 밖의 여러
근거를 보충하여 을병연행록이 연기보다 먼저 완성된 연행록이라고 추
정했다. 한편 숭실대본 을병연행록의 필사기를 분석하여, 원래 홍대용은
집안의 여성들을 위해 을병연행록을 저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장
서각본이나 유자후 소장본은 19세기 이후 을병연행록이 홍대용 집안의
범위를 넘어 궁중 여성을 포함하여 더욱 광범한 여성 독자들에게 읽혔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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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실사(實事)’, ‘실지(實地)’, ‘실심(實心)’을 중시한 홍대용의
학문관에 의거해서 조선 후기의 저명한 실학자였던 홍대용의 청나라 견문
내용을 고찰하였다. 우선, 중국인들의 의식주를 비롯하여 여성들의 보편적
인 관심사와 직결되는 ‘실사’에 주목한 내용이 을병연행록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음을 밝혔다. 이는 홍대용이 을병연행록을 읽게 될 여성 독자들
을 배려한 결과였다. 홍대용이 집안의 여성들을 독자로 상정한 것은 을병
연행록에 부덕을 강조하는 언급이 누차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실학자인 홍대용은 ‘실사’에 주목함으로써 중국 여성들의 일상을 포착
하여 이를 독자인 조선 여성들의 관심사로 부각시켰다. 이 점은 여타 연행
록들에 비해 을병연행록이 지닌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물
론 여성의 부덕을 강조한 대목들에서 그의 보수적인 여성관이 드러나 있기
는 하지만, 홍대용이 관찰 대상에 중국 여성들을 포함하고 여성적인 관심사
를 집중적으로 다룬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청나라를 ‘실지’ 체험하면서 홍대용의 대청 인식이 변화하게 되
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명청 교체기의 역사적 현장을 지나면서 홍대용은 대
명의리론(對明義理論)에 입각한 존명(尊明) 사상을 숨기지 않고 표출했다.
하지만 그는 청나라 통치의 장점을 긍정했으며, 천주당을 방문하여 최신 서
학 정보를 입수하고자 노력했다. 또 청의 선진 문물들을 심층적으로 관찰하
여 그 기저 원리를 ‘대규모 세심법(大規模細心法)’으로 파악하면서, 그의 대
청 인식에 균열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을병연행록 중 ‘북벌론’
을 희화화한 일화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끝으로, 홍대용이 다양한 청나라 사람들과 ‘실심’으로 교유하면서, 특히
엄성ㆍ반정균ㆍ육비 등 항주 출신 선비들과 천애지기의 뜨거운 우정을 맺은
사실을 살펴보았다. 또한 항주 선비들과의 학문적 토론에서 드러난 바, 관
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우정론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홍대용이 제3장에서 살펴본 자신의 중국 견문 내용을 여성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사한 다양한 글쓰기 방식들을 고찰
했다. 을병연행록에서 홍대용은 여성들의 관심사와 직결되는 중국 문물들
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또한 낯선 용어나 한시 등에는 자상한 해설을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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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여성 독자
에 대한 홍대용의 세심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대용은 중국 여행 체험을 현장에서 겪는 듯이 생생하게 재현하고
자 소설적인 수법을 적극 구사했다. 즉 대화를 재현함으로써 장면의 확장을
꾀하고, 서사에 유기성을 부여했으며, 등장인물의 입체적이고 해학적인 형
상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홍대용이 수호전 등 중국 소설에 대한 조예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홍대용이 자신의 연행 체험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청국
인들과의 교유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연행록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필담
과 서신을 비롯한 다양한 양식의 글들을 대폭 도입했음을 지적했다. 홍대용
은 원래의 필담을 확장 또는 축소하기도 했는데, 이는 여성 독자들의 관심
사나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을병연행록 중의 필담이 정보 전
달에 주력한 것이었다면, 서신을 비롯한 국문가사 및 한시 등은 감정 표현
에 치중한 것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보면, 을병연행록이
뛰어난 문예성을 성취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을 연기를 비롯한 관련 기록
들과 비교 분석하는 한편, 여성 독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을병연행록
의 내용 및 글쓰기 방식에 나타난 특징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제 본고의 한
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을병연행록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에 치중하다 보니, 간정동회우
록의 이본들과 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비교 분석을
위한 보조 자료로서 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연기와 간정동회우록
을 아우르는 홍대용의 연행 기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할 때 을병
연행록에 대해서도 더욱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을병연행록의 독자에 못지않게, 작가인 홍대용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그의
생애와 사상 및 학문, 그리고 그의 여타 작품들과 긴밀하게 연관 지어 논하
지는 못했다. 을병연행록의 연구 성과가 홍대용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창업의 연행일기와 이기지의 일암연기 등은 홍대용의 연행록에 큰
영향을 끼쳤다. 홍대용은 전대의 연행록들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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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면에서 혁신을 이루어 독특하고 문예적으로도 빼어난 연행록을 창작했
다. 또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서유문의 무오연행록 등은 홍대용의 연행
록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을병연행록을 이와 같은 연행록의 전
통에 비추어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여성 독자를 위한 한글 독서물로서 창작된 만큼, 을병연행록을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한문이 아닌 국문 연행록으로서
의 특성을 해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를 앞으로의 과제로 삼아 매진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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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乙丙燕行录》研究
——以女性读者为中心

蔡颂和
国语国文学系
首尔大学校

本文的研究目标是深入分析湛轩洪大容的韩文燕行录——《乙丙燕行录》中与
女性相关的内容，并通过与《燕记》等其他洪大容燕行作品的比较，来发现《乙
丙燕行录》的独特文学价值。
为了实现以上目标，主要采取了如下三种研究方法。一是将《乙丙燕行录》
与现存的洪大容所有汉文燕行作品进行比较分析；二是以女性读者关联性为中心
分析《乙丙燕行录》的内容与表现方式；三是以丰富多样的写作方式为中心阐明
《乙丙燕行录》的文学艺术价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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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进行作品分析之前，本文首先对洪大容燕行的经过和开放积极的态度进行
了考察。这种态度使他能够摆脱了传统思维的桎梏，从全新的角度去观察清代中
国的现实状况。其次考察了文本的形成过程，并对《乙丙燕行录》的创作时期和
读者群进行了推断。通过四种《乾净洞会友录》异本与《乙丙燕行录》的对比分
析，论证了《乙丙燕行录》在洪大容的诸多燕行著述中属于早期作品。另外，通
过《桂坊日记》和《欽英》的相关记载，作出了《乙丙燕行录》的创作时期要早
于《燕记》的推断。
在第三章中，以朝鲜后期著名实学者洪大容的学术观念为基础，从“实事”、
“实地”、“实心”三个方面对他在清代中国的见闻进行了考察。
首先，实学家洪大容通过对“实事”的关注而重点描写了中国女性的日常生活
片段，并使其成为朝鲜女性读者所关注的重点内容，这是洪大容在以女性为读者
对象的前提下所做出的一种特别关照。当然，在强调妇德的内容中也体现出了他
的较为保守的女性观念。即便如此，也应该看到他将中国女性置于写作范围之
内，并且以女性的关注为焦点进行创作的重要意义。
其次，考察了洪大容通过“实地”体验清代中国而发生思想变化的过程。洪大
容一方面没有隐藏自己基于“对明义理论”的尊明思想，另一方面又积极评价了清
朝统治的优点，并且通过访问天主教堂等方式努力搜集最新的西学信息。此外，
他还对清代先进文化进行深层观察，将其归纳为“大规模，细心法”，也正是从这
一点上看出了其对清代中国认识的转变过程。
最后，考察了洪大容与诸多清朝文士进行的广泛交流，特别是与严诚、潘庭
筠、陆飞等三名杭州文士所结下的天涯知己般的深厚友情。另外，还考察了洪大
容在与杭州文士所进行的学术讨论中所体现出来的以宽容为基石的友情论。
在第四章中，分析了洪大容为了更加有效地将自己的中国见闻讲述给女性读
者所动员的多种写作方式。在《乙丙燕行录》中，洪大容仔细叙述了与女性相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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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见闻。另外，还对女性所不熟悉的用语和汉诗附加了通俗易懂的解释，甚至省
略了部分专门的学术内容。由以上几点可以看出洪大容对女性读者的悉心关照。
此外，洪大容还使用了小说的写作手法，以尽可能生动地再现自己的中国旅
程。即通过再现对话的过程来使作品的场面得到扩张，赋予作品更多有机的叙事
功能，使登场人物更加立体与诙谐。这些写作技法的实现源于洪大容对《水浒
传》等中国小说的熟悉与掌握。
最后，指出洪大容为了更加充实地表现出自己在中国最重要的经历——与清朝
文士的交流，动用了多种前代燕行录中并所不多见的笔谈和书信等多种形式。洪
大容在《乙丙燕行录》中对笔谈记录进行了一定的增减，这也可以看作是对女性
读者的特别关照。
通过以上多种写作方式的考察，可以看出《乙丙燕行录》的确是一部具有高
度艺术价值的文学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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