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老稼齋燕行日記가 그린 청나라:

청나라의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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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선후기 문인 金昌業이 1712년(숙종 38년) 의정인 큰 형 金昌集을 따

라 청나라에 가서 직접 견문한 내용을 기록한 老稼齋燕行日記는 연행록의 

교과서라고 평가받는 우수한 연행록 작품이다. 김창업은 在野문인으로서 비

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 으며, 홍대용, 박지원 등 후

대의 연행록 창작에 큰 향을 끼쳤다. 특히 老稼齋燕行日記에는 청나라

의 생활문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조선 문인의 눈에 비친 청나라

의 모습을 파악하고 청나라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피는 데에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老稼齋燕行日記에 대한 연구는 작품을 소개하는 초기의 연구 성과,1) 

내용에 대한 연구 성과,2) 서술형식에 대한 연구 성과,3) 대청인식에 대한 연

구4)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청나라 생활문화 연구라는 관점에서 작품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이경자, ｢老稼齋燕行日記 小考｣, 한성어문학 3,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84.

2) 박지선, ｢金昌業의 老稼齋燕行日記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3) 이군선, ｢金昌業 燕行日記의 서술시각과 手法에 대한 考察｣,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7.

   김아리, ｢老稼齋燕行日記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4) 유재임, ｢老稼齋燕行日記에 나타난 對淸認識 硏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0 冠嶽語文硏究 第35輯 　

검토한 연구는 아직 없다. 생활문화는 한 나라의 진실한 모습을 살피는 데

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당시 김창업의 눈에 보이는 청나라를 還原

하는 데에도 진귀한 자료이다. 본고는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김창업

이 그린 청나라의 모습을 살펴보고 중국인 필자의 입장에서 그에 대해 평가

하며, 작품 중에 담겨져 있는 作者認識의 변화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 한다.

본고는 민족문화추진회에 나온 (고전국역총서 98) 연행록선집 Ⅳ을 저

본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먼저 기본적인 자료인 김창업의 생애

와 연행배경을 정리하고, 이어서 청나라의 생활문화를 살펴본 후에 청나라

에 대한 인식을 밝히도록 한다.

Ⅱ. 본론

1. 김창업의 생애 및 연행배경

김창업은 1658년(효종 9년)에 태어났고 1721년(경종 1년)에 세상을 떠났

다.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화가이다. 본관은 安東이다. 자는 大有, 호는 稼

齋 또는 老稼齋이다. 당대 최고의 老論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증조부는 丙

子胡亂 때 斥和派의 한 사람으로 심양까지 끌려갔던 淸陰 金尙憲이며, 아버

지는 숙종 때 領議政을 지낸 金壽恒이다. 김수항의 아들 6명은 당시에 ‘六
昌’으로 일컬어질 만큼 모두 재질과 역량이 뛰어났다. 장형 金昌集은 領議

政을 역임하 으며, 仲兄 金昌協과 三兄 金昌翕은 학문으로 일가를 이뤄 그 

학맥이 18세기까지 이어진다.5) 김창업은 형제들과 나란히 문장가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특히 시에 뛰어났으며 화가로도 유명하 다. 1681년 진사시에 

2001.

   서정아, ｢稼齋燕行錄을 통해 본 金昌業의 淸 文物에 관한 認識｣, 경북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6.

5) 박지선, ｢金昌業의 老稼齋燕行日記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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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했지만 집안이 蔭盛한 것을 경계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한양 근

교에 있는 東郊松溪에 은거했는데 1689년(숙종 15년)에 기사환국이 일어나

자 포천에 있는 永平山 속에 들어가 숨어 살다가 1694년 정국이 老論에 유

리하게 되자 다시 송계로 나왔다. 평생 동안 관직에 나가지 않고 조용한 삶

을 보내지만 1712년 54세에 맏형 김창집을 따라 연행한 일은 아주 독특하

다. 壬辰년(숙종 38년, 1712년) 冬至使兼謝恩使行의 왕환과정을 11월 3일부

터 이듬해 3월 30일까지 일기체로 기록한 작품이 바로 老稼齋燕行日記이

다. 이 책은 중국의 산천과 풍속, 문물제도와 이때 만난 중국의 유생, 道流

들과의 대화와 교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역대 연행록 중 명편의 하나로 손꼽

혔다. 그는 연행하게 된 배경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 다.

  임진년 6월 23일 정(政 인사행정)에 백씨(伯氏, 金昌集)가 동지사 겸 사은사가 

되었다. 그런데 백씨는 중병을 앓은 직후라 자제간(子弟間) 한 사람이 수행해야 할 

형편이며, 또 우리의 형제들은 모두 중국을 한번 보고 싶어하던 때 다. 숙씨(叔氏, 

둘째 형 金昌協을 가리킴)가 가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내가 대신 타각(打角)6)의 명

목으로 계하(啓下)되니, 조롱과 비난이 일시에 일어났고 친구들은 흔히 만류하 다. 

나는 농담으로 답하기를, 

  “공자께서 미복(微服) 차림으로 송(宋) 나라를 지나신 것은 오늘에도 통행되는 

일인데, 어찌 유독 나만 안 된다 하는가?”
하여, 듣는 이가 모두들 웃었다.7)

위와 같은 기록을 보면 김창업 집안의 모든 형제들이 중국을 꼭 한번 보

고 싶어 하 는데 둘째 형인 김창협이 가려다가 그만둔 후에 김창업에게 우

연히 기회가 온 것은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롱과 비난이 일

어나며 친구들이 만류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역시 김창업의 나이 때문이었

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창업은 연행에 대한 태도가 확고하 다. 

주변의 친지는 김창업의 연행에 대해 부러워하면서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숙종은 김창업이 적지 않은 나이로 형을 수행하는 것을 가상하다고 평

6) 조선시대에 중국에 보내던 사신 일행의 모든 器具를 監守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7)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98) 연행록선집 Ⅳ,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6,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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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 다. 

  초경에 고양(高陽) 객사에 이르렀는데, 다담(茶啖)이 말이 아니어서 나를 비롯하

여 이하가 모두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주수(主守)는 이관수(李觀壽) 다. 김언겸, 

김신겸 두 아들이 성전(盛全)과 먼저 와 있었다. 들으니 세 사신은 인견 때 선온

(宣醖)을 받았으며, 아래로 역원에 이르기까지 하사물을 각각 차등 있게 내렸다 한

다. 이것은 전례이다. 나에겐 특별히 납제(臘劑)의 하사가 있어 모두들 이수(異數)

로 여겼다.8)

숙종은 나이가 많고 몸이 허약한 큰형을 보필하기 위해 김창업이 54세라

는 많은 나이에도 연행에 나섰다는 것을 칭찬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례적으

로 납제를 하사하기까지 하 다. 하사를 받은 김창업은 주변 여러 사람에게

서 부러움을 샀다. 이것은 명문 집안과 의정 김창집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며, 김창업이 보여준 兄弟之情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기도 한다.

주변의 걱정과 숙종의 배려 가운데 김창업은 큰형인 김창집을 따라 연행

의 길에 나섰다. 관직이 없이 子弟軍官의 신분으로 큰 형을 보살피는 일만 

맡겨졌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 다. 바로 이런 신

분과 마음으로 인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지니게 되고 청나라의 실상을 살

피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2. 생활문화로 보는 청나라 및 그에 대한 검토

생활문화는 한 나라나 지역의 독특한 모습과 民風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역대 문인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애용하는 소재이다. 당나라 문인 劉禹錫은 

7언 절구의 竹枝詞라는 詩體를 창작하여 중국 四川 지역의 민풍민속을 읊을 

정도로 한 지역의 생활문화와 풍속을 중시하 다. 청나라로 떠난 김창업 역

시 직접 보고 느낀 청나라의 생활문화를 형상화하는 데에 노력하 으며, 그 

중에 청나라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담겨 있다. 

김창업의 老稼齋燕行日記에는 청나라의 생활문화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8) 위의 책,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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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중 衣, 食, 住, 生活用具, 생활풍속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고 그런 

기록들을 중국인 필자의 입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1) 복장

옷차림은 시각적으로 제일 먼저 차이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옷차림을 

통해 청나라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기함이 여실히 

나타난다.

① 남녀의 복장은 사치한 이나 검소한 이를 막론하고 모두 검은빛을 숭상하는데, 

한족 여인은 그렇지 않아 푸르고 붉은 바지를 입은 자가 많았다.

  또 부자로 사치한 자 외에는 다 굵은 베를 쓰며, 북경도 마찬가지 다. 여자의 

옷은 매우 가난한 자 외에는 모두 비단을 입으며, 시골도 마찬가지 다.9)

남녀의 복장 색깔이 검은빛을 선호하지만 한족 여인은 푸르고 붉은 바지

를 많이 입으며, 옷감은 주로 굵은 베이고 여자의 옷은 매우 가난한 자 외

에 비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 다. 흰색을 좋아하는 조선인에게 시각

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비단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비

단을 많이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비단이 옷뿐만 아니라 신발에도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남녀 귀천을 막론하고 혜(鞋 가죽신)나 화(靴 목이 긴 신)를 신는다. 비록 말몰

이꾼이라도 다 혜를 신는데, 그 혜는 베나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가죽으로 된 것이

나 삼신[麻鞋], 짚신[藁鞋] 따위는 없다. 봉성과 심양 사이에선 간혹 가죽신[皮革襪]

을 신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다로기[月吾只]다. 호녀(胡女)는 전각

(纏脚)하지 않으나 간혹 화(靴)를 신는 수는 있다.10)

鞋나 靴는 일반 청나라 사람들의 생활필수품인데 베나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심양 같은 추운 지역에서만 간혹 가죽신을 신는 경우가 있을 

 9) 위의 책, p.33.

10) 위의 책,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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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옷감뿐만 아니라 신발을 만드는 데도 비단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역시 비단이 대량 생산되고 소비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호녀는 전각하지 않고 간혹 靴를 신을 수 있다’11)는 것

이다. 일단 ‘호녀’라는 호칭이 漢女와 대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약

간 비하하려는 의도가 느껴진다. 그리고 전각을 하지 않고 靴를 신을 수 있

다고 한 것은 개방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滿族 같은 

外夷민족의 호방하고 야만적인 이미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한족 여

인은 사람을 피하고 청족 여인은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12)는 기록을 보면 

한족 여인(漢女)과 청족 여인(胡女)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 선명하게 묘사되

었다. 한족 여인이 얼굴을 잘 안 보여주는 것은 유교적인 전통을 따른 것이

며, 청족 여인이 사람을 피하지 않는 것은 만족의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관

련되어 있다.

그 외에 옷차림이 특이하다고 여겨서 기록한 것은 아래와 같다. 

③ 어린아이는 두세 살 먹은 애라도 다로기나 혜나 화를 신으며, 맨다리를 드러내

지 않는다. 그들이 옷을 입고 매를 띠는 것도 어른과 별다를 것이 없었다.13)

④ 말 타고 사냥하는 사람이나 먼 길 가는 자는 모두 사슴가죽으로 두 폭 치마를 

만들어 무릎을 가리는데, 이것은 바지가 닳아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14)

김창업이 독특하다고 관찰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른과 별다른 것 없이 

옷을 입는 것과 사냥하는 사람과 먼 길 가는 사람은 바지가 닳아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슴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무릎을 가리는 것이다. 이 

점을 신기하게 여기고 조선과 다른 점을 밝혀 주었다. 가죽으로 치마를 만

든 것은,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사냥이 일상 중의 하나이며, 중국의 땅이 넓

기 때문에 세운 지혜로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11) 위의 책, 같은 곳.

12) 위의 책, 같은 곳.

13) 위의 책, 같은 곳.

14) 위의 책,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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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록을 보면 신기해하는 시선과 태도가 뚜렷하다. 그렇지만 필

자의 입장에서 볼 때 김창업이 한인과 호인을 구별하려는 의도는 명확하지

만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기록 ①을 보

면, 복장의 색깔로 구분해 보았지만 사실은 청인이 入關하기 전에 정착생활

을 거의 하지 못하여서 생활에 자주 쓰이는 비단을 생산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入關한 후에는 중원의 생활문화와 잘 융합하려고 노력하

다. 복장은 滿族식을 유지했지만 옷감은 비단을 많이 채택하 던 것이다. 

김창업이 기록에서 보여준 옷의 색깔과 옷감의 차이는 사실 한인과 청인의 

차이가 아니라 지역적인 향과 빈부의 차이 때문이다. 기록 ③의 주체인 

‘어린아이’는 한인인지 청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의 인식을 알기 

어렵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한인 아이의 복장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한인은 유교사상을 따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맨다리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청인 아이는 滿族의 호방한 기질을 배웠

기 때문에 구속을 잘 안 받는 편이다. 기록④도 역시 한인과 청인을 구별하

지 못 하고 묘사만 한 셈이다. 이런 점들은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신기함이 

잘 나타난 것일 뿐, 당시 청나라의 상황을 깊이 알지 못한데다 북벌론의 

향을 받아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2) 음식

음식은 나라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확실히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먼 

길을 떠나 연행하러 온 조선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닥치는 문제이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김창업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음식에 대해 기록하 다.   

 

① 아침저녁 식사는 밥 아니면 죽이다. 남녀가 식탁에 둘러앉아 작은 그릇으로 나

누어 먹는데, 한 그릇을 다 먹으면 다시 한 그릇을 더 먹곤 하여 양대로 먹는다. 

손님에게 음식을 접대할 때는 손님과 주인이 한 식탁에 앉으며 손님이 몇 사람이 

되어도 따로 차리지 않는다. 다만 앞에 젓가락과 술잔 하나씩을 놓으며 심부름꾼

이 술항아리를 들고 술을 붓기도 하는데, 잔이 비는 대로 따르다가 잔을 비우지 

않으면 그친다. 술잔은 아주 작아, 두 잔이라야 우리나라 술잔으로 겨우 한 잔이 

될 정도인데, 단번에 마시지 않고 조금씩 마신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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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關) 안팎이 대개 좁쌀[小米]과 수수로 밥을 짓는데, 좁쌀보다 수수가 많으며 

간혹 밭벼쌀[旱稻米]도 있다. 북경엔 논벼[水稻]가 있는데, 논벼는 논[水田]에 심은 

것으로 빛깔이 은빛처럼 하얗지만 밥을 지으면 딱딱해진다. 그러나 밭벼쌀보다는 

낫다.16)

③ 평소의 반찬이란 시골집은 김치[沉菜] 한 접시뿐인데, 맛이 몹시 짜기 때문에 

물에 적시어 소금을 빤 다음 조금씩 씹어 먹는다. 부잣집에서 잘 차린다는 것도 

기껏해야 돼지볶음과 잡탕[熱鍋湯. 면양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달걀 등을 합쳐 끓

인 잡탕] 정도다.17) 

①은 먼저 아침 식사의 주식이 조선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조선에는 

밥을 주식으로 하는 반면 청나라에는 밥, 죽, 밀가루 음식 등 다양한 음식

을 주식으로 먹는다. 또한 음식뿐만 아니라 남녀가 식탁에 둘러앉는 것, 밥

을 양대로 먹는 것, 주인과 손님이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 심부름꾼, 

술잔, 술 마시는 습관 등을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다. 외국사람으로서 처

음으로 보는 이채로운 것들을 신기해하는 필치로 기록하 다. 김창업의 서

술은 아주 好意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는 關 내외에서 밥을 짓을 때 쓰는 농작물이 다르다는 것을 서술하

는데, 밥이 딱딱한 편이지만 밭벼쌀보다 논벼로 지은 밥이 그나마 낫다고 

평가하 다. 밥을 주식으로 해 온 조선 사람에게 쌀이 제일 중요한데 김창

업이 ‘딱딱하다’로 평가한 것을 보면 旅程 중에 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

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했다는 것은 

“주방의 반찬은 심양 이전에는 그래도 먹을 만하더니 그 뒤로는 점차 나빠

지고, 북경에 와서부터는 하나도 먹을 게 없다”18)는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③은 밥뿐만 아니라 반찬도 역시 입맛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서술하

다. 반찬이 짠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잘 차려 준 정도라고 할 수 있는 

15) 위의 책, pp.34-35.

16) 위의 책, p.39.

17) 위의 책, p.35.

18) 위의 책,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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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볶음과 잡탕도 역시 맛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 다는 심정을 토로하 다. ②와 ③은 밥과 반찬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듯하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음식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19)

위와 같은 음식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김창업에게는 조선과 비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서술 중 특히 기록 ①과 같은 

서술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다소 벗어난 느낌을 주고 있다. “손님에게 음식

을 접대할 때는 손님과 주인이 한 식탁에 앉으며 손님이 몇 사람이 되어도 

따로 차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면 외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조선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의아해하는 감정을 표출하 다. 그렇지만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아침저녁 식사는 밥 아니면 죽이다’라는 것처럼 일부의 

현상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연행길의 동북지역은 밀

가루음식도 주식 중의 하나인데 서술자가 먹어 본 것만으로 서술하 기 때

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한 손님을 접대할 때 손님의 인원수와 상

관없이 한 자리에 앉게 하는 이유는 손님을 잘 챙기기 위한 마음을 담아 

있는 정 때문이다. 이런 정을 문화의 차이로 받아들인다면 보다 객관적인 

기록이 될 수 있었겠지만, 필자에게는 김창업의 불만스러운 태도가 보인다. 

음식에 대한 기록 ③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중국 음식에 대해 ‘기껏해야’라
는 표현으로 음식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 는데, 이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 

19) “이른바 ‘유박아(柔薄兒)’란 우리나라의 상화떡처럼 밀가루로 만든 것인데 우리나

라의 만두처럼 가장자리가 쭈글쭈글하다. 이것은 옛 만두로 돼지고기와 마늘을 

다져서 만들며 그곳의 떡 중에서 가장 맛이 있었다. 또 밀가루로 둥근 빵을 만든 

뒤에 돼지기름이나 양기름에 튀기면 흡사 우리나라의 강정처럼 가볍고 연하여 씹

기 쉽다. 진품은 설탕 가루에 버무려서 만들었다. 품질의 좋고 나쁜 차이는 있지

만 가게에서 파는 것은 모두 이런 따위이며 흰떡은 볼래야 볼 수 없었다.”(위의 

책, pp.35-36)

    “ 원위(寧遠衛)나 풍윤현(豐潤縣)에는 모두 동치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동치

미 맛과 비슷하 으며, 풍윤현의 것이 더 나았다. 북경의 통관(通官) 집에서 만든 

김치를 보니, 역시 우리나라의 방법을 모방한 것인데 그 맛이 꽤 좋았다. 이 밖

에 갓김치, 배추김치는 가는 곳마다 있었는데 맛이 조금 짰지만 가끔 맛이 있는 

것도 있었다. 또 갖가지 장아찌도 있었는데 맛이 좋지 않았다.”(위의 책,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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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건물

건물 또한 다른 나라를 볼 때 대표적인 좋은 구경거리다. 연행으로 온 

김창업이 처음으로 청나라의 건물을 보고 감탄하면서 기록을 하 다.

 

① 집은 공옥(公屋)이든 사옥(私屋)이든 대개 남향이 흔하다. 그 제도는 아무리 하

호(下戶)의 초가라도 다 오량(五樑)이다. 들보의 길이는 20여 척이며, 작아도 14, 5

척 이하는 없으며 큰 집은 7량이나 9량도 있다.20)

② 집은 칸수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일자(一字) 집이며 꺾여서 연결되는 법(‘ㄱ’ 자 

또는 ‘ㄷ’ 자로)은 없다. 앞면 중앙에 문을 내고 좌우로 창문을 달았다. 동, 서, 북 

3면은 모두 담을 쌓았는데, 북쪽 담의 한가운데에 문을 내서 남쪽 문과 마주 보게 

하여 사람이 왕래한다. 앞뒷문의 사이가 곧 정당(正堂)이며, 당 좌우에 각기 문이 

있으며 문을 열면 곧 방이다. 방 안엔 창문을 달고 ‘캉[炕]’을 놓았는데 ‘캉’은 바

로 온돌이다. 그 높이는 걸터앉을 만하고, 길이는 1칸이 되며 넓이는 누울 수 있으

나 발을 펼 수는 없다. 온돌 바깥은 다 벽돌을 깔았는데 가난한 집은 깔지 못했

다. 부엌은 방 안에 있고 솥을 걸어 놓았는데 객실은 그렇지 않다. …(중략)… 지

붕은 궁전, 공해(公廨 관공서), 사관(寺觀 사(寺)는 절, 관(觀)은 도교 절)만이 원앙

와(鴛鴦瓦)로 이었고 사삿집은 원와(鴛瓦)를 쓰지 않고 다만 앙와(鴦瓦)로 덮었다. 

공후(公侯)나 부마의 집은 원앙와가 허용된다.21)

위 글은 청나라의 건물에 대한 설명이다. 건물의 방향이 모두 남향이고, 

집은 칸수와 상관없이 모두 一字型이며, 마당의 동, 서, 북 3면은 모두 담을 

쌓았고, 온돌인 캉(炕)을 놓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의 집에만 원앙기와를 사

용할 수 있다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 다. 세심하게 살피는 것에서 김창업

의 객관적인 자세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앙기와가 

궁전, 관공서, 절, 공후나 부마의 집에만 허락된다는 점이다. 최고 권력기관

인 궁전, 행정기관인 관공서, 중교의 핵심인 불교와 도교의 절, 지위가 높은 

공후나 부마의 집에만 원앙기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기와는 지위

20) 위의 책, p.30.

21) 위의 책,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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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징물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북경성 안의 큰 네거리이나 골목의 좌우에는 모두 하수구가 되어 있었다. 그래

서, 온 성안의 처마물이나 길에 괸 물이 모두 이곳으로 들어가서 옥하(玉河)에 모

여 성 밖으로 나간다. 또 성안에선 거위, 오리, 양, 돼지 등을 기를 수 없다. 이 

때문에 성안엔 도랑이나 더러운 것이 없다.22)

④ 기숙한 민가는 큰 거리에서 서쪽 골목 안에 있었는데 집이 꽤 컸다. 남향 집이 

5칸인데, 중간에 마루가 있고 동서로 각각 방이 있으며, 방은 안팎으로 캉[炕]이었

다. 캉이란 온돌을 의미한다. 동서로 향한 집이 3칸인데, 가운데 마루가 있고 남북

으로 방이 있으며, 방마다 온돌이 있었다. 문은 이중으로 되었고 문 옆으로 낭옥

(廊屋 행랑채)이 있으며 역시 온돌방이 되어 있었다. 집은 모두 들보가 다섯이며 3

면에 담을 쌓고 전면 중앙에 대문이 있으며 좌우로 창문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북

경까지는 집의 구조가 대략 같았다.23) 

앞의 글은 북경성 안에 있는 하수구를 묘사하 는데, 하수구를 설치하여 

성 안에 있는 물이 다 성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칭찬

하 다. 선진적인 설계에 주목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실학적

인 태도를 보여준다. 두 번째 글은 봉성에 이른 후에 본 큰 민가에 대한 묘

사인데, 炕을 비롯한 집 구조에 대해 주로 설명하 다. 이 부분에도 역시 

온돌에 관심을 기울여 관찰함으로써 실학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위와 같은 기록을 통해 김창업이 건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찰

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크게 감탄한 것은 

김창업이 실학적인 경향과 관련이 있다. 건물에 관한 기록 중에는 ‘캉[炕]’
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캉[炕]’은 연행단이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동북

지역 건물의 특징이다. 동북지역 외에는 ‘캉[炕]’을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

문에 중국 사람들은 ‘東北暖炕’이라고 일컬을 정도이다. 필자가 보기에 김창

업이 ‘캉[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기울어진 것은 이것이 조선의 온돌과 

一脈相通하기 때문이다. 역할과 구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는 의도

22) 위의 책, p.31.

23) 위의 책,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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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인다. 그렇지만 청나라와 조선은 기후도 다르고 집의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현지 상황에 어떻게 맞게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생활용구

김창업이 편담(扁擔), 독륜거(獨輪車), 베틀, 변기 등 독특한 생활용구를 

흥미롭게 소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술을 하 다. 

 

① 남자가 짐을 운반하는 데 어깨에 메고 등에 지지 않는다. 나무 막대기의 양 끝

에 물건을 매달아 어깨에 메는데 ‘편담(扁擔)’이라 부른다. 한 번에 멜 수 있는 무

게는 100근이며, 물이나 땔감을 운반하는 데에도 이 방법을 쓴다. 먼 길을 가는 

자는 행리(行李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 행장)와 포개(鋪蓋 깔 것과 덮을 것)를 하

나로 싸서 어깨에 얹고 힘이 겨울 때는 좌우의 어깨로 번갈아 옮겨 멘다. 천 리나 

먼 길을 가더라도 이렇게 한다. 대체로 짐은 어깨에 메며 결코 등에 지지 않는

다.24) 

② 독륜거(獨輪車 외발통 수레)가 있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민다. 100여 근을 실

을 수 있으며 분뇨를 싣는 데도 다 이것을 쓴다.25)

③ 호인 주인이 베를 짜는데 보니, 북[梭] 모양이 납작하면서도 뾰족하 으며 베틀

의 구조가 우리나라 것과는 달라, 편리하고 힘이 덜 들게 만들어졌다.26)  

①은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편담(扁擔)에 대한 기록이며, ②는 역시 

짐을 실을 때 쓰는 독륜거(獨輪車)에 대한 설명이다. 짐을 운반할 때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용구들이다. ③은 

호인(胡人) 주인이 베를 짤 때 쓰는 북을 묘사하 는데, 편리하게 잘 만들었

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을 사용하는 자가 

‘호인’이라는 점이다. 김창업이 이미 호인에 대한 선입견을 떨치고 북에 대

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김창업은 

24) 위의 책, p.34.

25) 위의 책, p.39.

26) 위의 책,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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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이면서도 생활용구를 자세하게 소개하 다는 것은 그가 일찍부터 실학

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④ 인가에는 변소가 없다. 소변과 대변을 모두 그릇에 받아서 버린다. 북경의 성안 

후미진 거리에는 가끔 깊은 구덩이가 있다. 이곳은 똥을 버리는 곳이며, 가득 차면 

밭으로 실어 낸다. 소변 그릇은 모양이 오리 같으며, 그 주둥이는 주전자같이 생겼

다.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보면 간혹 술그릇인 줄 알고 마시기도 하는데, 호인(胡

人) 역시 우리나라 요강을 얻으면 밥그릇으로 쓴다고 하니, 참으로 좋은 대조이

다.27) 

 

④에서 변기 그릇의 모양을 묘사하 다. 청나라의 것은 주전자와 비슷하

게 생겨서 조선 사람 중에 가끔 잘 모르는 사람이 주전자로 착각하는 경우

가 있었다. 이런 일로 청나라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호인이 조선의 요강을 얻으면 잘 몰라서 밥그릇으로 쓴다는 이야기로 반론

을 제기하 다. 여기서 김창업이 사용한 ‘호인’이라는 호칭은 청인을 얕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가 서로 다르므로 생활용품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 비웃음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야

만하고 무시하다고 생각했던 ‘호인’에게 비웃음을 받는다는 것은 조선인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김창업이 신랄한 필치로 강한 주

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위와 같은 기록을 통해 김창업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하나는 기

록 ①, ②, ③에서 나타나듯이 청나라 생활용구의 先進性을 인정하는 것이

며, 다른 하나는 기록 ④와 같이 호인을 경계하는 것이다. 호인을 경계하는 

것은 바로 조선문인의 자존심 때문인데 그 속에 다소 자격지심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나라에 따라 변기의 모양은 충분히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조

선인이 잘못 사용한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주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민족

적인 자존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체 의식에 예민한 조선문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27) 위의 책,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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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풍속

청나라의 풍속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루기가 어려

움이 있어서 여기서 한인과 청인이 다른 생활풍속 중 대표적인 두 가지만 

논하기로 한다. 

① 상례의 복제는 한결같이《가례(家禮 주자가례)》를 따라서 굵은 흰 베로 만든다. 

부모상에는 빈례(殯禮)를 하기 전에는 물이나 음료수도 먹지 않다가 빈례를 치르면 

평소처럼 술과 고기를 먹는다. 혹 한인(漢人)은 3년제를 쓰고, 청인(淸人)은 역월제

(易月制)28)를 쓴다고도 한다. 청인은 모두 화장(火葬)을 하며 한인은 화장을 하지 

않는데, 근래에 와서는 한인도 화장을 한다고 한다. 비록 화장을 하더라도 관에 넣

어 태운 뒤에 뼈를 거두어 그릇에 담아 묻고 흙을 모아 작은 봉분을 만든다.29)

위 글에는 한인과 청인의 상례 풍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록하 다. 공

통점은 장례 때 쓰는 옷을 굵은 흰 베로 만든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장례 

후에 한인이 3년제를 쓰는 반면 청인이 易月制를 쓴다는 것이다. 복제는 모

두 주가가례를 따르지만, 상례를 유교식인 3년제에서 역월제로 바꾼 것은 

지배자인 청인에게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역월제

는 지배자가 왕권의 계승을 보호하고 정치적 공백기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데, 청인은 이 제도를 따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異民族으로서 

中原에 入主한 청인과 지배를 당하는 한인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또 호녀 3명과 한녀(漢女) 1명이 동쪽 문에서 나오더니 북쪽문으로 들어가 버

린다. 한녀(漢女)는 발이 뾰족하고 작다. 이른바 3치[三寸]밖에 안 되는 금련(金蓮)

과 그림 속에서 보았던 궁혜(弓鞋 부녀의 전족(纏足)에 쓰는 가죽신)를 비로소 여

기서 처음 실물의 형태를 보고 알았다.30)

위 글을 보면 호녀는 전족을 하지 않지만 한녀는 전족을 하 다는 것을 

28) 보통 역월제라고도 하는 이일역월제(以日易月制)는 27개월로 끝나는 유교식 3년

상을 달(月)을 날(日)로 바꾸어 27일만에 끝나는 단상제(短喪制)를 가리킨다.

29) 위의 책, p.34.

30) 위의 책, pp.4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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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전족의 기원 시기는 수나라, 당나라, 오대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명나라 때 전족 풍습이 이미 많

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전족한 발은 여성의 미모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로 되어버렸다. 청나라가 건립된 후에 한녀가 전

족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렸지만 전족 풍습은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해 왔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았고, 결국 1668년(강희 7년, 

조선 현종 9년)에 전족 금지령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 당시 한인 남자에게

도 청나라에 항복하 다는 표시로 머리를 깎으라는 명을 내렸는데, 이는 결

국 무력으로 실행되었던 반면 전족은 무력으로 금하지 못 했기 때문에 ‘男
降女不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녀 사이에 유행하 다. 호녀는 그런 풍

속이 없이 남자와 똑같이 외출하고 말을 타기 때문에 전족을 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녀가 유교적인 전통을 지켜 와서 폐쇄적인 면모를 보여 

주는 반면 호녀가 유교 전통이 없는 소수민족의 개방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전족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김창업은 한녀의 전족

을 아주 특이하게 여겼고, 이에 대해 공감을 찾지 못하 다.

위와 같은 기록을 통해 김창업은 한인과 호인의 풍습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김창업의 기록을 보면, 한인과 호인을 구분해서 서술하려는 의

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풍습을 보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사실 청인이 中原에 들어온 이후 한인과 친밀하게 섞여 사는 생활환경에 처

하다 보니 한인의 풍습에도 많이 익숙해졌고, 한인과 결혼한 경우 한인의 

풍습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다. 다민족 국가와 단일민족 국가라는 차이, 다민

족 국가에서 풍습이 점점 변해간 점에 유의해야 당시 청나라의 상황을 제대

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作者認識의 변화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창업이 청나라 음식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감정이 담겨져 있던 시선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변해간 것을 알 수 있다. 앞 

장 ‘음식’ 부분에서 김창업이 북경에 가는 도중에 기록한 내용에는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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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선호가 섞여 있었다고 논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조선으로 돌아간 후에 

정리한 <산천 풍속 총록> 중에 있는 아래와 같은 기록을 보면 개인적인 선

호를 떨치고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청나라 음식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

다. 

“미나리 맛은 맵고 씀바귀는 우리나라의 산품과 비슷하 다.”31) 

“밤은 우리나라의 것처럼 껍질이 붉으며 서로 붙어 있다.”32)

“대추는 우리나라 산품에 비해 갑절이나 크며 살이 두껍고 씨가 작다.”33)

“물고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뱅어[膾殘魚] 곧, 속칭 뱅어[白魚]다.”34)

“메주[燻造]를 보니 우리나라 메주와 같은데 한 덩이의 크기가 말[斗]만 하 다. 맛

은 싱겁고 조금 시지만 잡맛이 없어서 먹을 만하 다.”35)

“이 곳 국수는 모두 밀가루로 만들며 그 맛이 메밀국수보다 훨씬 좋았다.”36)

위 기록에 연행 도중에 보고 먹은 꿩,37) 나물,38) 과일,39) 대추,40) 물고

31) 위의 책, p.36.

32) 위의 책, p.38.

33) 위의 책, 같은 곳.

34) 위의 책, p.36.

35) 위의 책, p.37.

36) 위의 책, p.108.

37) “동팔참의 꿩맛은 우리나라의 살찐 꿩 못지 않았다. 소흑산(小黑山), 십삼산(十三

山)에는 메추리가 매우 흔했으며 대릉하(大陵河)ㆍ소릉하는 감동젓[甘冬醓]이 맛도 

좋고 흔하 다.”(위의 책, p.36)

38) “나물은 오이[葫], 파[蔥], 배추[菘], 갓[芥], 무[蘿], 콩[荳], 마름[蓤], 시금치[菠] 속명 

시근채(時根菜), 당근[胡蘿葍] 속명 당근(唐根)이 가장 흔하고, 상치[萵苣], 미나리

[芹], 씀바귀도 있었다. 당근은 빛깔이 붉어 붉은 무 같다. 미나리 맛은 맵고 씀

바귀는 우리나라의 산품과 비슷하 다. 무는 볼래야 볼 수 없었고 산약(山藥)은 

역시 많은데, 모두 텃밭에서 심은 것으로 굵기는 하나 맛은 별로 없었다. 통원보

(通遠堡)의 고사리는 가장 좋았다.”(위의 책, p.36)

39) “과일은 산사(山査)의 크기가 배[梨]만한데, 100개 중에 하나도 좀을 먹은 것이 

없다. 살이 두껍고 맛이 좋다. 수박[西瓜]은 모양이 길죽하고 속은 누르고 씨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 많고 맛도 좋다. 밤은 우리나라의 것처럼 껍질이 붉으며 

서로 붙어 있다. 밤은 불에 구우면 껍질도 잘 벗겨지고 맛도 좋다. 포도는 알이 

크고 맛도 좋은데 자색 포도가 많다. 수박씨[西瓜子]는 수레나 상점에 쌓여 있고 

남녀노소가 모두 앉거나 서서 먹는다. 씨가 많은 것은 따로 종류가 있으며 살은 



　 老稼齋燕行日記가 그린 청나라 195

기,41) 장(醬)42) 등에 대해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서술보다 긍정적인 서술이 더 많고, 신기한 입장에서 하는 설명이 

많이 있으며,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설명 중에 조선의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 서술과정 중에 ‘우리나라’라는 용어

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비교를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방법을 주목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행과정에 따라 김창업이 청나라 음식을 보는 시선이 

점점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꿔가는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변화

를 통해 김창업의 作者認識의 변화를 밝힐 수 있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作家認識의 변화를 정리하자면 생활문화로 묘사

된 청나라의 모습들에서 엿볼 수 있듯이 김창업이 살았던 시대는 명에 대해 

대명의리론을, 청에 대해는 북벌론을, 조선 스스로에 대해는 기존의 소중화

의식을 강화하게43)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명의리론과 북벌론, 그리고 

소중화의식이 아무리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엄연한 현실의 힘에 의해 각각의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44)는 것 

역시 老稼齋燕行日記 중에서 청나라의 생활문화를 묘사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청인과 한인의 모습과 옷차림에 대한 서술을 보면 김창업이 

청인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먹지 못한다.”(위의 책, p.38)

40) “대추는 우리나라 산품에 비해 갑절이나 크며 살이 두껍고 씨가 작다. 검은 대추

가 더욱 좋다. 밀감과 귤 등은 6, 7종류가 되는데 맛은 다 좋다. 그중에도 유감

(乳柑)과 문단(文丹)은 맛이 일미인데, 문단은 구경하기 힘들고 유감은 값이 적잖

아, 1개에 60전이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전이 된다.”(위의 책, pp.38-39)

41) “물고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뱅어[膾殘魚] 곧, 속칭 뱅어[白魚]다. 쏘가리[鱖魚], 숭

어[鯔魚] 속명 숭어[秀魚]다., 누치[重唇魚], 잉어[鯉魚], 붕어 및 속명 모시조개[苧

蛤], 긴맛[竹蛤]은 없고, 뱅어, 방어(魴魚) 외에 알 수 없는 물고기가 많았다.”(위
의 책, p.36)

42) “장은 콩과 밀로 만든다. 메주[燻造]를 보니 우리나라 메주와 같은데 한 덩이의 

크기가 말[斗]만 하 다. 맛은 싱겁고 조금 시지만 잡맛이 없어서 먹을 만하 다. 

파는 장은 팥을 섞어 만드는데 맛이 더욱 좋지 않았다.”(위의 책, p.37)

43) 유봉학, ｢18․19세기 대명의리론과 대청의식의 추이｣, 한신논문집5, 1988, p.249. 

(참조)

44) 박지선, 앞의 책,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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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淸人) 세 사람이 왔다. 바로 어제 지나간 자들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말을 

몰아 산등성이로 달려왔고 두 사람은 걸어서 천막 앞을 지나왔다. 그들은 역관들

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담배를 요구하여 피우는데, 의복과 모자가 다 떨어지고 얼굴

이 누추하여 처음 볼 때엔 사람 같지도 않았다.45) 

위 글은 김창업이 압록강을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11월 27일의 일이

다. 청나라 병사 3명의 모습과 옷차림을 묘사하 는데 “얼굴이 누추하여 처

음 볼 때엔 사람 같지도 않았다”고 거부감을 표시하 다. 청인에 대한 선입

견과 안 좋은 시선이 담겨져 있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연행

을 하는 과정 중에 청나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청인

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호의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인(淸人)은 풍채가 좋으나 문치(文致)가 적다. 문치가 적기 때문에 순실(淳實)

한 자가 많다. 한인(漢人)은 이와 정반대이며, 남방 사람은 더욱 경박하고 교활한

데 그렇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청인이 중국에 들어온 지도 오래되었으며, 황

제 역시 문(文)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런 풍속이 많이 사라졌다.

  청인들은 한어(漢語)를 잘하는데 한인은 청어를 잘하지 못한다. 청어를 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청어에 능통하지 못하면 벼

슬길에 해롭다. 대궐 안에서나 아문에서 모두 청어를 쓰며 주어문서(奏御文書)도 

청어로 변역되기 때문이다. 항간에서는 만주인이나 한인이 모두 한어를 쓴다. 때문

에 청인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도 청어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 황제는 이를 근심

하여 총명한 어린이를 뽑아 고탑(寧古塔)으로 보내어 청어를 배우게 한다고 하

다.46) 

위와 같이 청인의 풍채를 인정하면서, 황제부터 오랫동안 문을 숭상함으

로써 무식했던 청인의 이미지를 벗었다는 점을 수긍하 다. 김창업의 시각

은 무조건 청인을 배척하는 북벌론의 관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이

동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 중 청인들은 한어를 잘하는 반면 한인은 청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서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인은 外夷민족으로 中原에 

入主한 후에 지배를 위해 적극적으로 한어를 배우는 동시에 청어와 함께 사

45)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p.65.

46) 위의 책,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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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은 아주 현명한 자세이다. 이에 대해 김창업은 칭찬하는 태도를 보

인다. 그리고 한인이 청어를 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은 역시 異민

족의 지배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청인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

는 입장에서 김창업은 한인과 공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대해 이해하고 동

정하는 감정을 표출하 다.

  한족 여인은 분을 바르지만, 호녀(胡女 청나라 여인)는 바르지 않는다. 전에 듣

기로는 한족 여인은 남편이 있으면 아무리 늙었어도 모두 화장을 하고 꽃을 꽂는

다고 하 는데, 지금 보니 다 그렇지는 않았다.47) 

위의 글을 보면 김창업의 漢女와 胡女에 대한 인식도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에 듣기로는’과 ‘지금 보니’라는 용어를 통해 예전에 들은 바와 지

금 직접 본 바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는 자체가 청나라와 청인에 대한 인

식이 객관적으로 변화하 다는 것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김창업은 청나

라의 남성과 여성의 생활양식에도 특이하게 여겨 기록을 남겼다.

  여자는 비단옷을 입고 분을 바르고 꽃을 머리에 꽂는데, 그 남편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얼굴마저 누추하여 얼른 보면 종으로 보인다.48)

  모든 힘드는 일은 다 남자가 담당한다. 수레를 몰고 밭을 갈고 나무를 지는 일 

외에도 물의 운반, 쌀찧기, 씨뿌리기에서부터 심지어 베를 짜고 바느질하는 일까지 

모두 남자가 한다. 여자는 드물게 문밖에 나오며 하는 일은 신바닥을 꿰매는 일에 

불과할 뿐이다. 시골 여자는 간혹 곡식을 까불거나 밥 짓는 일 등을 직접 하기도 

하는데, 시장이나 가게에 오가는 여자들은 결코 볼 수가 없다.49)

위의 글을 보면 화장하여 화려한 여자의 모습과 대비되는 남편의 누추한 

모습, 모든 힘든 일을 다 담당하고 베를 짜는 것까지 하는 남자의 생활양식

은 이채로워서 신기해하는 시선으로 보았다. 조선과의 이런 차이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면 청나라에 대한 인식이 맹목적인 배척에서 

47) 위의 책, p.33.

48) 위의 책, 같은 곳.

49) 위의 책,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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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나와 異國的인 풍경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나라의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 외에 실학적인 면모도 보여 주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앞 장의 ‘住’와 ‘生活用具’ 부분에서 김창업의 실학적

인 시각을 서술한 바가 있는데 이는 여러 다른 기록에도 나타나 있다.50) 그

렇다면 作家認識의 변화와 실학적인 면모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연

행 과정의 전개에 따라 청나라의 선진적인 모습을 본 충격으로 청나라와 청

인에 대해 맹목적인 북벌론으로 생긴 선입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

다. 그 과정 중에 객관적인 태도로 선진적인 모습을 살피는 데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면서 선진적인 문물을 조선

에 있는 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겼을 것이

며, 그런 소개를 하면서 김창업의 실학적인 면모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실

학적인 면모를 가진 김창업은 청나라와 청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객관적

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作家認識의 변화와 실학적인 면모가 서로 향을 

주면서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과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김창업이 관직이 없는 在野문인의 신분이었던 덕분에 연행에서 비교적

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50) “이 집에서 노새 두 마리로 메밀을 가는데, 밀가루를 만드는 기구를 보니, 기계

가 편리하고 기묘하여 잠깐 사이에 두어 곡(斛)은 뺄 수 있었다.”(위의 책, p. 

101)

    “계주는 바로 지금의 북경이다. 이로 보면 호타하는 북경의 남쪽에 있으며, 북쪽

에 있지 않다. 생각건대,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계주를 옛날의 계주로 잘못 인식

해서 이 강을 광무가 건넜던 곳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 강에서 삼하현(三河縣)까

지 5리 길은 모두 언덕으로 비탈이며, 길옆에는 벽돌가마[甎窖]가 있고 굽지 않

은 벽돌과 수수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물어보니 삼하성(三河城)을 수리하느

라고 관에서 구워 내는 것이라고 했다. 가마의 맨드리는 위아래가 모두 각이 졌

는데, 한 면이 두어 발쯤 되고 높이도 같았다. 앞면에 아궁이가 나 있는데 사람

이 서서 드나들 수 있으며 가마 하나에 쌓이는 수는 줄잡아도 수만 장은 되었

다.”(위의 책,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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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위와 같이 김창업의 老稼齋燕行日記 중 청나라의 생활문화에 관련되는 

기록을 찾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다. 우선 예비적인 고찰로 김창업의 

생애와 연행배경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생활문화 중 복장, 음식, 건물, 생활

용구, 생활풍속을 위주로 김창업이 글로 그린 청나라의 모습을 고찰해 보았

고, 중국인의 입장에서 그에 대해 검토를 해 보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

아가 생활문화를 관찰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청나라와 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밝혔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 근원을 찾자면, 그것은 북벌

론, 대명의리론, 소중화주의 등 사상적인 배경 아래 김창업의 재야문인의 신

분과 비교적 자유롭고 객관적인 시각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老稼齋燕

行日記의 기록은 범위가 넓고 내용이 다양하며 양이 방대해서 필자의 능력

으로는 전체를 파악하고 분석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와 관련되

는 부분만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김창업 作者認識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老稼齋燕行日記의 내용을 전체

적으로 잘 익히고 후대의 연행록과 연결시켜 보다 큰 시야에서 연구하는 것

은 다음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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