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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연간 淸使의 사행 기록과 

조선 인식의 양상
� 揆叙와 阿克敦을 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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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1. 머리말

명․청 교체로 인해 동아시아 외교질서는 재편되어야 할 상황에 놓 다. 조선

은 개국 이래 명과 군신 계를 맺어왔지만 병자호란 이후 청 심의 세계질서에 

포섭되었다. 하지만 명이 아직 건재한 상황에서 조선은 명과의 계를 일정정도 

유지하 고, 이로 인해 조선과 청 사이에는 지속 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1644년 입  이후 조선과 청 사이의 긴장 계는 차 완화되었다. 특히 강희 

연간에 이르면 청과 립 인 계에 있던 주요 세력들이 차례로 복속되면서 동

아시아 국제 질서는 안정기에 어들게 된다. 강희제는 외 정복에 발맞추어 

개  작업에 착수하 다. 1670년(강희 9) 내각과 한림원을 복원하고, 1678년에는 

博學鴻詞科를 통해 한인 학자들을 한림원에 배치시켰다. 이 게 결집된 문인 

* 동국 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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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은 �大淸 典�, �明史�, �大淸一統志�와 같은 국가  편찬에 투입되었다.

1670년  ․후반의 이러한 변화는 청의 조선 계에도 변화를 야기하

다. 1678년 강희제는 한인 孫致彌를 조선 사행에 동참시켜 조선의 시문과 다양

한 문헌을 수집하도록 하 고, 이 게 집 된 조선에 한 정보는 한림원 문신 

료들에게 공유되었다.1)1) 한 1670년  한림원과 내각을 복원한 이후 문신 

료들의 출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2)2)이러한 변화들은 조청 계가 

이 의 갈등  계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3)3)

하지만 조선 사행에서의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강희연간 淸使들의 조선 인식

과 련한 연구가 부족하 다. 이는 으로 청사들에 의해 집필된 사행 기록

이 부족한 것에서 연유한다. 2003년 국의 北京圖書館出版社에서 18종의 사행 

기록을 모아 인하여 �中朝關係史料叢刊: 使朝鮮 �으로 출 하 는데, 이  

강희 연간에 해당하는 기록은 阿克敦의 사례가 유일하 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들은 아극돈의 4차례 사행을 통해 작성된 �東游集�과 �奉使圖�에 집 되었다.4)4) 

1) 정생화, 2015 �淸 康熙 연간 翰林學士의 朝鮮文化 인식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다만 정생화는 1678년 효소황후의 시호를 반포하는 사 단에 참가한 한인 孫致彌를 副使

라고 지 하 는데(41-42면), 이는 王士禎의 �池北偶談�에 “吳人孫致彌副行”이라고 언

한 것에서 온 오해이다. 손치미는 1688년에서야 진사과에 합격하여 인이 되었고, 조선 

측 기록에도 부사의 소속과 이름을 ‘二等侍衛 噶’이라고 명기하 다. 그러므로 의 구

은 “오인 손치미가 사행에 동행하 다”고 악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2) 해종은 강희연간을 반으로 나 어 강희 후기 이후 조칙 달의 수가 어지는 상을 

양국 계의 긴장 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보았다( 해종, 1966 ｢淸代 韓中朝貢關係 綜

｣ �진단학보� 29․30, 253-254면).

3) 하지만 조․청 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조는 조선행 사신 인선에 있어 외없이 旗人 

출신을 선발하 다(구범진, 2008 ｢淸의 朝鮮使行 人選과 ‘大淸帝國體制’｣ �인문논총� 59). 

필자 역시도 조선과 청국 양국 사이의 긴장 완화가 숭덕연간부터 형성되었던 ‘大淸’ 질서

를 ‘구조 ’으로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강희 엽부터 朝鮮 사행에서 

몇 가지 변화들이 감지되고, 이것이 조선 인식에 향을 주고 있다는 을 지 해보고

자 한다.

4) 아극돈은 옹정 연간에도 사행하 지만 �東游集�이 3차 사행을 마치고 1723년경 완성되었기 

때문에 강희 연간으로 한정하 다. 2010년 이 까지의 연구성과는 김한규, 2011 ｢阿克敦의 

�東游集�과 �奉使圖�의 序文과 跋文｣ �사조선록(使朝鮮 ) 연구�, 서강 학교 출 부, 

415-416면에 정리되어 있다. 2010년 이후로는 박종훈의 연구가 주목된다. 박종훈, 2012 ｢淸 

使臣 阿克敦의 朝鮮 認識: �奉使圖�와 연 하여｣ �溫知論叢� 31; 2013 ｢淸代 文人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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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는 손치미가 수집하 다고 알려진 �朝鮮采風 �과 련한 몇 편의 연구

들이 국문학계에서 제출되기도 하 다.5)5) 

이와 같은 자료의 부족은 새로운 사료의 발굴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데, 1703

년(강희 42, 숙종 29) 조선을 사행하 던 揆叙(1674~1717) 역시 �益戒 詩集�

을 통해 기록을 남겨놓았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규서는 그가 방문하 던 

조선의 다양한 명승지에서 시를 지어 자신의 문집에 기록을 남겨놓았다. 사행과

정에서 작성된 시는 56수로 이 가운데 30수가 조선 경내에서 작성되었다.6)6)

이에 본고에서는 규서와 아극돈의 조선 사행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해 강희 연간 조선 사행 견의 양상을 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 규

서와 아극돈의 기록 가운데 주요 사행지에서의 시문을 분석하여 차이를 밝 보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이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해서 시론 이나마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강희 연간 청사의 조선 사행의 양상과 당  

청인들의 조선 인식을 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2. 조선 사행의 변화 양상과 문신 료의 인선

조선에 사행을 온 청나라 사신 명단은 재 �同文彙 � 조칙록과 �接勅攷�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문휘고� 조칙록과 � 칙고�는 청사들의 조선 사행을 정

리하 다는 에서 공통 이 있지만 그 수록 방식에서는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朝鮮認識: 阿克敦의 �東游集�과 �奉使圖�의 序跋文을 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53.

5) �朝鮮採風 �은 손치미가 수집  편집하 다고 알려졌다. 재 하지 않지만 몇몇 청인

들의 작품 속에 인용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손치미의 �조선채풍록�

은 조선에서 얻은 시문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인의 조선 인식을 악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련 연구는 李鍾黙, 2009 ｢17-18세기 中國에 해진 朝鮮의 漢詩｣ �한

국문화� 45; 劉婧․金榮鎭, 2015 ｢淸人 孫致彌가 편집한 �朝鮮採風 �에 한 고찰｣ �溫

知論叢� 42; 정생화, 앞의 논문 참조.

6) 그간 학계에서는 규서의 사행에 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정생화의 연구에서 납란규서

가 사행의 과정에서 采詩를 하 던 사실에 주목하기는 하 지만, 그가 련 기록을 남기

지 않았다고 악하 다(정생화, 앞의 논문,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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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선 수록 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 칙고�는 1637년부터 1835년까지 

다루고 있는데 반해, �동문휘고� 조칙록은 1881년까지 다루고 있다. 둘째, �동문

휘고� 조칙록은 사행출발시기-사행목 -사행명단-사행일정 순으로 정리하고 있

는데 반해, � 칙고�는 한양도착시기-사행목 -유 일수-사행명단- 반명단의 순

으로 정리하고 있다. 셋째, 인명이나 명의 기술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체 으로 � 칙고�의 서술이 보다 상세한 편이다. 넷째, 몇몇 사행에서 명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를 들어 순치 13년(1656) 염  매매와 련하여 사신을 

견하 는데, �동문휘고� 조칙록의 경우 정사 哈什屯, 부사 額色黑 등 다섯 명

의 사신이 견되었다고 기술한 반면, � 칙고�에서는 東正使 哈什屯, 西正使 額

色黑 등 4명의 사신과 副理官 韓巨源으로 표기하고 있다. 다섯째, �동문휘고� 조

칙록에는 通官의 인원수만 제시되어 있는데 반해 � 칙고�에는 청측의 통 의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다.

두 가지 기록을 종합하면 청 사신의 견 양상을 보다 면 하게 확인할 수 있

다. 청나라 사신은 1637년부터 1881년까지 245년간 총 164차례 조선을 방문하

다.7)7)그 에 병자호란 이후부터 강희 61년(1722)까지 86년간 사행은 106차례에 

해당(63.8%)하고 있어 청 에 사행이 집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사행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 칙고� 수록 칙사 련 기록8)
8)

시기
방문 횟수

(연평균)

사행목 문신 료

견횟수

평균 

유 일수의례  계 실제  계

숭덕제 9(1.29) 5(55.6%) 4(44.4%) 10.56 

순치제 39(2.17) 26(66.7%) 13(33.3%) 16(41%) 11.13 

강희제 54(0.89) 44(81.5%) 10(18.5%) 25(46.3%) 8.54

7) 이상의 사행 횟수는 1637년부터 1835년까지는 � 칙고�를, 이후 시기는 �동문휘고� 조칙

록을 기 으로 하 다.

8) <표 1>에서 숭덕제 기간 문신 료 견횟수는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숭덕제 시

기의 경우 직명이나 인물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순치~강희 연간 

시기의 구체 인 양상은 【부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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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평균 방문 횟수를 살펴보면 숭덕제로부터 순치제에 이르기까지 차 

증가하다가 강희제 시기부터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어 강희제 이후 시기부터 1881년에 이르기까지는 연간 0.39회의 

빈도로 조선을 방문하게 된다. 즉 입  이후로 청사의 조선 사행은 지속 으로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행 목 은 크게 의례  계와 실제  계로 나 었다.9)9)의례  

계는 조선의 왕실이나 청나라 황실의 변동에 한 고지와 인 이 주를 이루

고, 실제  계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갈등  요소들에 한 청나라의 처분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체 으로 의례  계의 비 이 높을수록 조청간의 

계가 원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후 로 올수록 의례  계의 비 이 지속 으

로 상승하고 있다.

이어서 사행인원의 직을 살펴보면 문 직의 비 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10)그런데 흥미로운 은 강희제 시기 최 의 문신 료 견이 강희 13년

(1674)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강희 13년 견된 翰林院 侍

讀學士 喇沙里를 기 으로 강희 61년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43회의 사행  문

신 료 견은 총 25차례로 그 비 (58%)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희 

 9) 의례  계와 실제  계는 최소자의 에서 차용하 다(최소자, 2005 �淸과 朝鮮: 근

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 혜안). 최소자는 실제 인 교류로 交易, 犯越, 民, 犯禁, 疆界 

등을 설정하 다. 본고에서는 청의 황제․황태자․황후, 조선의 국왕․왕세자․왕비의 

일신과 련한 교류, 공물과 련한 조정을 의례  계로, 그 이외의 사안에 해서는 

실제  계로 설정하 다.

10) 여기에서 문신 료는 정사와 부사의 직 가운데 翰林學士, 內閣學士, 禮部侍郎으로 한정

한다. 구범진의 선행연구에서 밝 졌듯이 청에서 조선으로 견되는 책 사는 內大臣, 散

秩大臣, 一等侍衛, 내각학사, 한림원장원학사, 부시랑 에서 정사와 부사를 견한다

는 원칙이 있었다. 그  앞의 세 직은 武官職이었던데 반해, 뒤의 세 직은 文官職이

다. 물론 이것은 책 사 인선 기 이었지만 모든 칙사의 인선으로 확 되는 경향이 있다

는 사실도 아울러 지 하 다(구범진, 앞의 논문, 4-6면). 따라서 여기서는 한림학사(순

치 16년 이 은 內翰林學士), 내각학사, 부시랑을 기 으로 문신 료의 견횟수를 

악하 다. 다만 유의할 은 동일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문 직과 무 직을 번갈아 수행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직을 가지고 사행 견의 양상을 온 히 악하기에

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기 때문에 인물 개인에 한 이해와 각 사행의 구체

인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 자료의 여건상 난 이 있기 때

문에 우선 장기 인 경향에서 이러한 분류를 시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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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1690) 이후로는 강희 52년(1713)과 57년(1718)의 사례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신 료가 차출되어 견되고 있는데, 정사와 부사에 무신과 문신 각 1인

씩을 인선하는 방식이었다.11)11)

마지막으로 유 일수, 즉 한양 내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역시 강희 연간에 이

르러 짧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강희 13년 이 과 이후로 나 어

보면 역시 각각 평균 10일과 8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 일수의 

감소는 칙사들의 공 업무가 감소하면서 체류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원

만해진 조청 계를 변한다 할 수 있다.

숭덕~강희 연간 사신 견을 종합해보면 장기 인 에서 조청 계가 차 

안정기에 어들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 하 듯이 강희제 

치세 반에는 오히려 문신 료 견이 단되는 등 변곡 들이 에 띄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은 순치제의 한화정책에 반발하 던 보정 신들이 강희제 

섭정기간에 다시 만주족 무 들을 용하 던 까닭으로 보인다.12)12)

바꾸어 말하면, 강희제가 친정에 나서고 제도 인 정비에 착수하는 시기에 이

르러서 조청 계가 보다 안정 인 상황에 어들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시기는 략 1670년  반 즈음으로 강희제가 내각과 한림원에 한 인 

개 에 착수하는 시기와도 일치한다. 강희제는 1670년 내각과 한림원을 복원하

여 만주족과 한족의 侍讀學士를 3명씩 배치하 다. 한 1678년에 이르러서는 

博學鴻詞科를 열어서 1등 20명, 2등 30명 등 50명의 문사를 선발하 다. 박학홍

11) 강희 52년과 57년의 외 사례는 당시의 상황과 연 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52년의 사

례는 한 해  이루어졌던 백두산정계비 건립과 연 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즉 강희제의 

등극 50년을 맞이하여 赦한다는 명목으로 칙사를 견하 지만 그 이면에는 백두산정

계비와 련한 후속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실

제 당시 副使로는 목극등이 선발되었으며, 조선 내에서의 사행 업무도 목극등이 주 하

여 처리하 다고 한다(�肅宗實 � 권54, 숙종 39년 6월 己卯). 57년의 사례는 아극돈과 

장정매의 2차 사행을 말하는 것인데 1차 사행에서 한림원시독학사 직함으로 출사하 던 

아극돈이 그 사이 詹事府詹事에 임명되면서 변동이 생겼다. 하지만 실제 사행은 1차 사

행 귀국 후 3일 만에 이루어졌고, 정사와 부사도 그 로 인선되었다. 따라서 외사례라

고 보기 난감한 측면이 있다.

12) 이선애, 2014 �淸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 

179-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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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통해 朱彛 , 尤侗, 毛奇齡 등이 한림원 학사가 되었다.13)13)그리고 이듬해

에는 翰林院侍讀學士 傅臘塔, 內閣侍讀學士 王國安을 明史館 提調官으로 삼고, 

王士禎 등을 編修官으로 삼아 �명사�를 편찬하도록 하 다.14)14)

조선 사행에서도 구체 인 변화양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 다. 강희제는 1678

년 한인 孫致彌를 采詩官으로 사행에 동참시켜 조선의 시문을 수집하게 하

다.15)15)손치미는 자신이 얻어온 조선의 시문을 엮어 �朝鮮采風 �이라는 시집을 

간행하기도 하 다. 그런데 �通文館志�에 따르면 이 당시 사행에서 조선의 시문 

뿐 아니라 權韠, 朴誾, 許篈, 白光勳, 許蘭雪軒, 鄭夢周 등의 문집과 �正氣歌�, �桂

苑筆耕�, �史略�, �古文眞寶� 등 다양한 분야의 서 에 이르기까지 범 한 문

헌을 확보하 다.16)16)그리고 이때를 기 으로 강희 연간 조선의 시문 수집은 몇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17)17)

여기서 시문 수집의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  1678년의 사행에서 

손치미를 동행시켜 조선의 시문을 수집하도록 요구한 사람은 강희제 다. 당시 

사행의 정사와 부사는 一等侍衛 馬씨와 二等侍衛 噶씨 는데, 모두 무 직이었

다. 따라서 강희제 입장에서는 조선의 시문을 선별할 만한 문사를 동시킬 필

요를 느 을 것이고, 이에 손치미를 동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강희제는 백두

산정계비를 세운 직후 조선의 사은사 편에 일러 동국의 시문을 진헌하도록 하

고, 곧바로 이어진 칙사의 행차에서는 조선의 지도를 확인하도록 하 다.18)18)

13) 강희제의 한림원 련 개 은 정생화, 앞의 논문, 9-11면 참조.

14) �康熙實 � 권87, 강희 18년 12월 乙亥 “內閣學士徐元文疏  纂修明史 請以翰林院侍讀學

士傅臘塔․內閣侍讀學士王國安 爲明史館提調官 右春坊右庶子盧琦․翰林院侍讀王士正․

侍講董訥․王鴻緒․右春坊右諭德孟亮揆․左春坊左中允李 予․左春坊左贊善陳論․翰林

院編修翁叔元․沈涵․李應廌․李濤․檢討李振裕․沈上墉․徐潮․王尹方․李柟等 爲纂修

官 同薦 授翰林院編修彭孫遹等五十員分纂 從之”

15) �池北偶談� 卷18, 談藝8 朝鮮采風  “康熙十七年 命一等侍衛狼瞫 孝昭皇后 諡於朝鮮 

因令采東國詩歸奏 吳人孫致彌副行 撰朝鮮採風  皆近體詩也”; �槐廳載筆� 卷9, 掌故 3 

“康熙己未 遣太學生孫致彌 往朝鮮采詩”

16) �通文館志� 卷9, 肅宗大王 4년 戊午.

17) �承政院日記� 306책, 숙종 10년 12월 癸卯; �通文館志� 卷9, 肅宗大王 17년 辛未; 肅宗大

王 21년 乙亥; 肅宗大王 39년; �肅宗實 � 권38, 숙종 29년 6월 乙酉.

18) �通文館志� 卷9, 肅宗大王 39년; �肅宗實 � 권54, 숙종 39년 6월 己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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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외의 사행에서 이루어졌던 시문 요구에서는 강희제의 의도가 탐색되지 

않는다. 이때 시문을 요구하는 주체는 부분 한림학사 혹은 내각학사 출신의 

칙사 다. 이는 조선 문물에 한 심이 국가  차원에서 개인  차원으로 

환되었으며, 문  출신의 칙사들이 그 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계

기는 바로 앞서 등장하 던 손치미의 사행이었는데, 손치미가 수집하여 소개한 

조선의 시문들이 한림원 학사들의 모임인 雅 에서 공유되면서 청나라 문사들의 

지  호기심을 자극하 던 것이다.19)19)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규서와 아

극돈의 사례를 통해 조선에 한 심이 표출되는 양상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3. 통  인식의 계승과 조선국 상의 재설정

1703년 조선 사행에 정사로 참여한 규서는 성은 納蘭, 字는 凱功으로 만주 正

黃旗 출신이다. 葉赫貝勒 金台石의 증손이자 明珠의 아들이며, 강희연간 시인으

로 이름을 날렸던 納蘭性德의 동생이다. 태석은 해서여진의 추장으로 르하

치와의 투에서 피살되었다. 태석의 아들 尼雅哈은 르하치에게 투항하여 

佐領 직을 받았다.

니아합의 아들 명주는 강희 연간 권신으로 강희 16년(1677) 內閣大學士가 되

어 �淸太祖實 �, �淸太宗實 �, �大淸 典�, �大淸一統志�, �明史� 등의 주요 국

가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 다.20)20)규서 역시 강희 35년(1696) 翰林院侍讀學

士가 되었고, 이후 翰林院掌院學士 겸 禮部侍郎에 차 발탁되었다.21)21) 

재 규서의 기록으로 하는 것은 �益戒 詩集�이 있다. �익계당시집�은 원

집 8권, 후집 8권 총 16권 체제로 재 옹정제 시기 각본이 남아있다. 본문은 

연도순으로 편차되어 있는데, 원집은 권1 임신년(1692)으로 시작하여, 권8 계미

년(1703)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19) 정생화, 앞의 논문, 34-39면.

20) �淸史稿� 卷269, 列傳56 明珠.

21) �淸史稿� 卷287, 列傳74 揆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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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서의 조선사행은 1703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행에서의 시문은 원집 권8

에 수록되어 있다. 규서는 仁元王后 冊 의 임무를 띠고 조선을 방문하 으며 

당시 부사로는 頭等侍衛 噶爾圖가 함께하 다. 조선 사행을 따로 편목으로 구성

하지는 않았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치하 다. 권8에서 조선 사행과 련한 부

분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익계당시집� 권8 소재 조선 사행 련 시문

연번 제목 형식 연번 제목 형식

1 奉使朝鮮初岀都 2수 칠언율시 2 通州遇雨 칠언 구 

3 望盤山 오언율시 4 恭 孝陵十二韻 오언고시 

5 端午日永平作 칠언율시 6 出山海關 오언고시 

7 中前所古佛寺芍薬 2수 칠언율시 8 寧遠州浴温泉 칠언율시 

9 自高臺堡抵十三山道中作 오언율시 10 廣寧道中望醫巫閭 칠언율시 

11 恭 福陵昭陵作 오언고시 12 太子河觀打魚歌 칠언고시 

13 渡太子河 오언율시 14 過摩天嶺 칠언율시 

15 金家溝阻水 오언고시 16 鳯凰城 칠언율시 

17 過鴨綠江至義州 오언고시 18 詠宣川林畔舘松棚 오언고시 

19 定州阻雨偶成 오언고시 20 過納淸亭偶題 오언율시 

21 登平壤大同舘後山快哉亭 칠언율시 22 快哉亭用高同知練光亭韻 오언 구 

23 登黃州太虛樓 칠언율시 24 朝鮮烹茶 3수 칠언 구 

25 雨中過蔥秀山 칠언율시 26 開城懷古 칠언율시 

27 太宗文皇帝功德碑敬賦 오언고시 28 聞蟬 칠언율시 

29 寄懷松坪 오언고시 30 讀秋笳集有感即效吳夫子體 칠언고시 

31 閱輪菴禪師松漠蟬吟感賦 오언고시 32 寄懷東江一百韻 오언고시 

33 高麗纸 칠언 구 34 凉簟 칠언율시 

35 高麗扇 칠언고시 36
朝鮮諸君子有詩見贈予 未暇徧和 

賦二絕句詶之 2수
칠언 구 

37 立秋日平壤作 칠언율시 38

憶曩歲隨駕北廵每日得敬觀御書

今夏於役朝鮮未得扈從寸心馳

情見乎辭

칠언율시 

39 箕子墓 칠언율시 40 肅川肅寧舘觀荷花 칠언율시 

41

連年長夏皆駐塞垣不見芙蕖已經

三載今 星軺逺邁歸涖肅川秋氣

已迎池荷競放感懷思 慨然有作

칠언율시 42 登安州百祥樓 칠언율시 

43 歸渡義州江述朝鮮人語 오언고시 44 金石山夜宿行幕聼雨作 칠언 구 

45 七夕鳯凰山下作 칠언율시 46 遼陽州中元夜 月 칠언율시 

47 食香水梨 오언율시 48 月夜遊永安寺 오언율시 

49 遼左田家行 칠언율시 50 登海樓 칠언율시 

51 薊州見桂花 칠언율시 52 別金譯使 칠언고시 

53 過丫髻山 칠언율시 54 間道赴行在作 2수 칠언율시 

55 塞外中秋 月 오언율시 56 次和他山夫子見示之作 칠언율시 

* 음 표시는 조선 경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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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서의 조선 사행은 총 56제 62수로 작성되었다.22)22)시는 모두 오언시와 칠언

시로 작성되었는데, 가장 긴 것은 200구에 이른다. 장소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국-조선- 국의 3부분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조선 경내에서 지은 시는 27제 

30수이다.

�익계당시집�에는 시문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규서의 사신 인선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아극돈의 사례를 통해 미루어볼 때 규서의 문학  능력도 인선에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23)23)실제로 규서의 사행과 련한 조선 측의 다양한 

반응에서도 규서의 문학  능력과 련한 이야기들이 해지고 있다.24)24) 한 

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숙종실록�에는 규서가 조선행에 자원하 고,  어

필을 조선에 반사하길 청하 다고 한다.25)25)규서의 조선행 자원과 련하여 주목

할 만한 시로 ｢寄懷松坪｣이 있다. ｢기회송평｣은 송평이란 인물에게 소회를 부쳤

다는 뜻인데, 여기서 松坪은 바로 손치미의 호이다. 규서는 이 시에서 손치미의 

지난 사행을 회상하며, 자신이 그와 함께 조선을 찾지 못한 을 한탄하 다.26)26) 

이를 통해 볼 때 규서 역시 손치미의 사행 경험을 공유하 으며, 이러한 경험이 

조선 사행의 참여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22) �益戒 詩集�에서는 조선 사행 련 시문이 따로 편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내용을 토 로 조선 사행 시문의 시작과 끝을 악해야 한다. 그런데 시작은 비교  명

확한 반면 끝나는 지 은 명확하지 않다. 특히 규서가 귀국할 무렵 강희제가 松漠에 행

행하 고, 규서 역시 송막에서 복명하 는데, 이에 따라 복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문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조선 사행에서의 감회를 査愼行에게 달한 “次和他山夫子見

示之作”을 조선 사행 련 시문의 마지막으로 설정한다.

23) 아극돈의 경우 다양한 서발문이 남아있어 그의 사행 인선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문학  능력이었다. 이에 해서는 김한규, 앞의 논문, 430면 참조.

24) �肅宗實 � 卷38, 숙종 29년 6월 乙酉 “揆叙自負能詩 大有驕傲之色”; �星湖僿說� 卷12, 

人事門 明揆敍 “余親覩 年可二十 貌端莊 彩綳雜戲羅絡扵前 一不擡眼看過 載米徃返 只

飮朝鮮水而已 凡金帛之賄 一無所  而下茟多警語云”; �淸臺日記� 上, 癸未 7月 “十五日

聞胡使明揆叙 以 赦使來 其人能文章 甚淸直 不受一錢貨賂 且善雜術云 汝國十二年凶荒

而六年則已過 此是多殺寃所致 見其咏松棚長篇及他作 不意戎羯中有此人物手段也”

25) �肅宗實 � 卷38, 숙종 29년 6월 乙酉 “揆叙卽其國相明珠之子 官翰林學士 淸王寵任之 自

求奉使而來 且上表請 皇帝手筆於朝鮮云”

26) �益戒 詩集� 卷8, 寄懷松坪 “曩歲松坪翁 使車涖龍川 遺書搜琬琰 嘉藻凌雲煙 遂令扶餘國 名

姓争喧傳 轉盻二十載 歲月驚推遷 ( 략) 惜哉我 君 來遊不同年 根無驚人句 搔首問青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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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계당시집�의 조선 사행 첫 번째 시는 ｢奉使朝鮮初出都｣이다. 

성은이 거듭해서 동방에 내려지니

사 의 행차 도로 가득 빛을 채우네.

오색의 구름 속에 고명을 달하니

구 궁궐 임 의 덕 밝게 빛나는 도다.

麟趾의 교화 펼치니 關雎 멀리까지 이르네.

몸소 어서를 내리니 궁궐에 길이 보존하라.

제후국은 풍화를 바라보고 응당 배수할 것이며

성교가 동해바다에 진동할 것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27)27)

연경 시내 단비 막 걷히고 훈풍이 불어오니

별을 고하는 자리 친우들이 가득 모 네.

임  계신 궁궐 아련히 바라보고

발걸음 돌려 해동으로 향하네.

비문에 하는 기자의 토와

단군의 남겨진 옛 자취 방문하리라.

구불구불한 사행길 다녀옴에

추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28)28)

첫 수는 황제의 교화가 제후국 조선에 미칠 것이라고 기 하는 내용으로 사신

의 임무를 변하고 있다. 두 번째 시는 사행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별장의 풍경과 규서 개인의 소박한 바람 등이 담겨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자의 토와 단군의 남겨진 옛 자취’이다. 기자는 조선에 화의 문물

을 처음 달하 다고 알려진 인물이지만 국의 성인이기도 하 다. 그러므로 

기자는 조선과 국을 잇는 매개체로 계속해서 작동하 다.29)29)그에 반해 단군의 

경우는 고려 후기에서야 역사서 속에 등장하기 시작하 고, 국과의 도 없

었다. 이로 인해 조선 기 明使들의 경우 단군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30)30)

27) �益戒 詩集� 卷8, 奉使朝鮮初岀都 “聖恩稠疊沛東方 持節驅車滿路光 五色雲中 鳯誥 九

重天上煥龍章 化敷麟趾關睢遠 體擅奎鉤日宇長 【御書額】 下國望風應拜手 更看聲教振扶桑”

28) �益戒 詩集� 卷8, 奉使朝鮮初岀都 “風薫燕 雨初收 祖帳親朋擁道周 闕廻瞻天北極 計

程直向海東頭 碑傳箕子遺 在 地訪檀君 蹟留 行遍淵波江畔路 到家猶不負中秋”

29) 명나라 시기에는 ‘기자’를 소재로 明使와 조선의 원 사가 창화를 하는 행이 있었다. 

이에 해서는 박춘섭, 2018 �조선과 명나라 문사들의 기자 담론의 개: �황화집� 연구�, 

박문사 참조.

30) 董越과 같이 평양에서 檀君祠를 방문하고 련 기록을 남겨놓는 경우도 있지만 규서와 

같이 사행 이 부터 단군에 해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는 찾기 어렵다. 동월의 기록에 

한 분석은 신태 , 2004 ｢명사 동월의 ｢조선부｣에 나타난 조선인식｣ �한문학보� 10, 

124-125면 참조. 명 태조 주원장의 경우 ｢高麗故京｣이라는 어제시를 權近에게 하사한 

이 있는데, 이 시에 단군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 에 권근이 응제시 24편을 지었

는데, 여기서 먼  단군을 언 하 다. 따라서 명태조의 경우도 권근의 응제시 이 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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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서가 단군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련해서 �明史� 편찬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앞서 설명하 듯이 강희제는 1670년  후반에 어들어서 �명사� 편

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노력은 황종희의 제자 萬斯同(1638~ 

1702)이 �명사�의 고를 완성하면서 일차 인 결실을 맺게 된다. 만사동본 �명

사�는 1722년 王鴻緖에 의해 강희제에게 進呈되지만 원고는 만사동 생 에 완성

된 상황이었다.31)31)따라서 규서가 사행했을 시 에는 만사동본 �명사�가 그 내용

을 갖추었을 것이고, 당시  편찬 사업에 참여하 던 한림원 학사들은 해당 내

용을 열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규서 역시 한림원장원학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조선 사행 이 에 �명사� 조선 을 열람하 을 가능성을 제시해볼 수 있다. 특히 

만사동본 �명사�에 단군이 등장한다는  역시 이러한 추정에 힘을 보탠다.32)32)

규서의 조선 역사에 한 이해는 단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규서는 조선을 지

칭하는 명사로 扶餘國, 辰韓, 新羅, 高麗 등의 국명을 혼용하 다.33)33)단순한 

명사로 쓰 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에 한 이해의 깊이가 어느 정도 수 인지는 

짐작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에 해 사  이해가 동반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역사에 한 이해는 사행의 여러 공간에서도 확인된다. 평양은 箕子의 

古都로 조선 부터 부각되어왔다. 기자는 조선과 국이 공유할 수 있는 기억

이었으며, 양국 지식인들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 다. 따라서 

명 부터 평양을 방문하며 기자 유 을 방문하는 것은 하나의 례로 자리 잡았

군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서거정의 경우 기자만을 강조하

는 명 사신에 맞서 단군을 강조하는 창화시를 지어 결 의식을 보이기도 하 다. 박춘

섭, 의 책, 3장 참조.

31)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2011 ｢명사 외국  해제｣ �明史 外國傳 譯註� 1, 동북아역사재단, 

21-22면.

32) �明史�(萬斯同本) 卷413, 外藩傳 朝鮮 “東國朝鮮 古相傳 堯時有神降太伯山檀木下 國人

君之 號檀君” 이후 1735년(옹정 13) 완성된 장정옥본 �明史�에서는 단군에 한 언 이 

삭제되었다.

33) 조선을 扶餘國으로 지칭한 사례는 ｢寄懷松坪｣, 辰韓은 ｢塞外中秋 月｣, 新羅는 ｢閱輪菴

禪師松漠蟬吟感賦｣와 ｢寄懷東江｣, 고려는 ｢寄懷東江｣, ｢次和他山夫子見示之作｣ 등에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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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 에도 이러한 행은 유지되었으며, 한림원 학사 출신이었던 규서 역시 

기자묘를 방문하고 한시를 지었다.34)34)

오랜 성인의 자취를 방문하여 한잔 올리고 토산을 둘러보니

유리가 출토되어 箕子井을 가리키고, 하늘을 향해 솟은 松栢 깨어진 비석을 호

하네.

八敎 아직 하고  읽는 소리 울리는데 일 이 구주를 지어 제왕의 스승이 되

었다네.

공자도 뗏목 타고 오고자 하 으니 제기는 참으로 闕里에 놓은 것과 같도다.35)35)

규서는 기자묘를 배알하고 그 소회를 시로 읊었는데, 기자가 제정했다고 알려

진 ‘八敎禁法’이나 기자가 무왕에게 진술하 다고 알려진 ‘洪範九疇’를 소재로 다

루었다. 한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타고 떠나야겠다’는 �논어�의 구

도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짓기는 명  이 부터 승되어 온 통이 규서

에 이르러 온 하게 계승되었다는 인상을 남긴다. 특히 ‘기자’가 조선과 국에

서 모두 성인으로 받들어지는 이유(八條와 九疇)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서의 조선 역사에 한 이해는 開城에 이르러서 정에 다다른다.

開城에서 옛 일을 회고하며 【五代시기 왕건의 옛 수도이다. 왕건이 長白山에서 衣

로 일어나 고려와 백제, 신라를 하나로 통일하 다. 400여 년간 나라가 이어졌다.】

400여 년의 패업 공허해졌지만 포의의 옛 자취에서 웅의 풍모를 떠올린다네.

오 시기에 천하를 놓고 다투었으니 힘써 삼한을 하나로 통일하는 공을 세웠네.

옛 궁궐 더 이상 막에 있지 않지만 여 히 교악을 보고 신숭이라 는다.

신돈의 옛 일은 구에게 묻겠는가? 천고의 의문거리 해동에 남아있다네.

【�東國史�에 고려왕 顓[공민왕]은 신돈의 아들 禑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는데 혼

음무도하 다. 그러므로 이씨가 폐 시키고 신 왕 에 올랐다.】36)36)

34)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규서의 사행 첫 시에 기자가 등장하 고, 아극돈 역시 기자 련 

언 을 남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극돈의 기록에 서․발문을 남겼던 많은 문인 학자들 

역시 조선과 기자를 연결시키고 있다. 박종훈, 앞의 논문, 161-163면.

35) �益戒 詩集� 卷8, 箕子墓 “爲訪千秋仁聖蹟 一杯親歷兎山陲 琉璃出土標遺井 松栢叅天

護㫁碑 八教尙傳絃誦俗 九疇曾作帝王師 鳳嬉亦有乘桴意 爼豆眞同闕里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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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용문에서 규서는 고려의 건국과정과 멸망과정을 주석으로 언 하 다. 

규서는 왕건의 고려가 오 시기에 세워진 국가임을 밝히고, 왕건의 5 조라고 

알려진 虎景이 백두산에서 발흥하 다는 사실37)이나37)공민왕의 뒤를 이어 왕 에 

오른 우를 신돈의 아들로 악하는 등 고려 역사에 한 해박한 지식을 과시하

다.38)38)규서는 이러한 사실에 해 �東國史�에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문헌은 �고려사�를 가리킨다.

�고려사�는 이미 앞선 세 의 학자들, 朱彝 (1629~1709), 王士禎(1634~1711) 

등에 의해서 그 가치가 확인된 바 있다.39)39)이들은 모두 규서보다 한세  앞선 

인물로 한림원 학사직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볼 때 규서는 한림원 학사들에 의

해 집 되었던 조선의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이해하 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양에 이르러서는 삼 도비를 방문하고 시문을 남기기도 하 다. 1639

년 삼 도비가 완성된 이래로 청사들은 한양에 유숙하는 동안 삼 도 비각을 방

문하는 것을 하나의 례로 여겼다. 청사들이 삼 도를 방문하는 일은 조선 조

정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행 다. 삼 도 비각에 한 리를 신경 써야 

하고, 청사들의 행차를 해서는 差備軍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차비군을 고용하

는 료도 만만치 않았다.40)40)  청사가 삼 도 방문을 빌미로 남한산성까지 순

찰하는 것에 한 부담도 있었다.41)41)하지만 청사의 입장에서는 청의 지배를 조

선에 각인시키고, 승  기념물의 리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하지만 강희 연간에 어들면서 삼 도 방문의 양상이 달라진다. 우선 규모의 

감축이 이루어진다. 1662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7일 삼 도 비각을 보러 갈 때

36) �益戒 詩集� 卷8, 開城懷古 “【五代時王建 都也 建起於長白山 衣 并高麗新羅百濟爲一 

傳國四百餘年】 四百餘年覇業空 衣奮蹟想英風 生當五代交争日 力建三韓渾一功 無復故

宮留蜀莫( 爲蜀莫郡) 尚看喬岳記神嵩(建所 嵩岳也) 辛旽 事慿誰問 千古傳疑在海東 

【東國史云 高麗王顓以辛旽子禑爲己子 淫昏無道 故李氏廢而代之】”

37) �高麗史� 高麗世系.

38) �高麗史� 卷46, 世家 第46 恭讓王 4년 6월 丁丑.

39) 련 내용은 정생화, 앞의 논문, 43-48면 참조.

40) �承政院日記� 124책, 효종 3년 5월 辛亥 “且遊觀處及碑閣 則雖未及竝稟 而必不往見云 仍

念各樣差備軍 皆自兵曹給價之人 所給之價 其數甚多”

41) 배우성, 2010 ｢서울에 온 청의 칙사 馬夫大와 삼 도비｣ �서울학연구� 38, 264-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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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행 인원이 많다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니 吹打手를 제외하고는 房守別

監 1 과 軍牢 5 , 差備 上譯官 각 2인만을 데려가겠다. 횃불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일은 실시하지 말도록 하고 도감의 上과 郎廳 역시 戎服으로 수행하

도록 하라”고 요구하 다.42)42)이후에도 청사는 계속해서 삼 도 방문의 의 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하 다.43)43)

이러한 변화들은 삼 도비 방문이 쟁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보다는 자국

의 역사와 련이 있는 승  기념물에 한 遊觀으로 성격이 변화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44)44)이러한 양상은 규서에게서도 확인된다.

조선이 심양과 역이 실로 가까웠는데

귀부한 정성이 제후의 법도에 들어맞으니 지  그 공손함을 비할 데 없노라.

미천한 신하가 운각에 몸을 담고 三朝(청 태조․태종․세조)의 역사를 살펴보았

는데

지  사행을 와서 그 근원에 해 고증해보노라.45)45)

시문은 조선이 청에 귀부하여 지 은 가장 모범 인 제후국이 되었음을 밝히

는 것으로 시작하 다. 그리고 자신이 조선을 방문해서 청나라 기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에 이를 논해본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이어서 병

42) �承政院日記� 177책, 종 3년 12월 乙巳 “權坽以迎接都監 啓曰 卽 勅使使差備譯官 

於臣等曰 初七日三田渡碑閣往見時 所率若多 則必有弊端 吹打手外 只房守別監各一雙 

軍牢五雙 差備 上譯官各二員 當爲帶去 植炬等事 一切勿設 都監 上郞廳 亦以戎服隨行

云 敢啓 傳曰 知道”

43) �承政院日記� 252책, 숙종 2년 3월 庚子; 288책, 숙종 8년 2월 辛丑; 291책, 숙종 8년 7월 

壬子; 306책, 숙종 10년 12월 乙巳 외.

44) 물론 삼 도 방문의 성격이 정치  제스처 혹은 단순한 유  행  에 양자택일할 문제

는 아니다. 양자는 공존하는 것이지만 단지 비 의 차이라는 을 밝 둔다. 를 들어 

순치 연간에 삼 도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로 귀국길에 오르지만 강희 연간의 사례

에서는 삼 도 비문의 한문 본이라도 등출해가겠다는 요구를 하 다(�承政院日記�

312책, 숙종 11년 11월 甲申). 이는 삼 도비를 둘러싼 청사들의 인식이 정치 인 것에서 

문화 인 것으로 환되었음을 보여 다.

45) �益戒 詩集� 卷8, 太宗文皇帝功德碑敬賦 “朝鮮去 京 域實宻邇 歸誠謹侯度 恪恭今莫

比 臣厠芸閣 寓目三朝史 及兹駕四駱 證得原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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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호란 당시 청 태종의 무공을 찬미하고, 조선에 베푼 은혜를 설명하여 조선 지

배를 정당화하 다.46)46)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 조선이 청태종의 은혜에 자발

으로 귀부하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삼 도비를 건립하 음을 밝혔다.47)47)이는 

삼 도비가 ‘ 쟁의 기억’에서 ‘제후국 조선의 공순함’을 드러내는 소재로 그 역

할이 변화하 음을 보여 다.

조선인들도 황업의 기틀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네.

강희제가 그 뜻을 계승하여 일통이 마침내 정해졌도다.

천하가 돌아갈 곳을 알고 마침내 한 곳에서 만나니

조종의 공렬 빛내고 하늘의 법도를 훌륭히 계승하는 도다.48)48)

마지막으로 조선인의 자발 인 복종과 청나라 심의 세계가 완성되었음을 찬

양하고 “승 을 요행히 몸소 살펴보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길게 읊어본다”고 덧

붙이고 있다.49)49)이상의 긴 시문에서 삼 도비를 통해 조선을 정치 으로 압박하

려고 했던 숭덕 연간의 의도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청 제국의 건설과 

제후국 조선의 자발 인 복종만이 강조될 뿐이었다.

이상 규서의 사행 기록을 검토해보면, 강희 반 한림원학사들에 의해 집 되

었던 조선에 한 정보와 명나라 사신들의 사행 통이 만주족 출신 문신 료

에게 계승되고 있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특히 평양이나 개성과 같은 옛 도읍

지들과 련된 기록을 통해 당  청나라 문인들의 조선 역사 인식의 수 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한양에서는 삼 도비 방문에 한 소회를 밝히면서 조선

46) �益戒 詩集� 卷8, 太宗文皇帝功德碑敬賦 “於鑠我太宗 文武合張弛 自 十萬兵 長驅罕

壘 破竹壓南漢 糧盡城 圮 偏師戡江都 闔宮可係累 帝心爲惻然 加之以恩禮 中官守永巷 

敢闌入 死 載敷文吿辭 使王决進止 則殄厥世 乃特貸爾”

47) �益戒 詩集� 卷8, 太宗文皇帝功德碑敬賦 “君臣咸感泣 歸命三田涘 弘恩釋之歸 國事得復

理 社稷亡再存 宗祧絕再祀 自古弔伐師 功德孰可擬 其王琢貞珉 刻銘臨漢水 至今再造恩 

淪浹人肝髓 臣得瞻拜 緬想王業始 巍巍積累深 逺邁三代軌”

48) �益戒 詩集� 卷8, 太宗文皇帝功德碑敬賦 “東人亦有  丕基實肇此 纘緒得吾皇 一統果定

矣 乃知天下歸 作述同一揆 克昌溯祖烈 善繼仰天咫”

49) �益戒 詩集� 卷8, 太宗文皇帝功德碑敬賦 “勝蹟幸躬逢 長吟聊志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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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귀부와 청 제국의 일통을 드러내는 등, 강희 엽 청의 국제질서를 충실하게 

변하는 역할도 자임하 다.

4. 세 한 찰과 조선 인식의 재형성

강희 56년(1717)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아극돈은 성은 章佳, 자는 仲和로 滿

洲 正藍旗 출신이다. 아극돈은 강희 48년(1709) 진사가 되어 서길사로 편수직을 

역임하고, 이후 53년(1714) 翰林院 侍講學士, 55년(1716) 侍讀學士직을 역임하

다. 옹정제 즉  이후에는 翰林院 掌院學士를 겸하 다.50)50)아극돈의 력을 살펴

보면 규서와 면식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특별한 계는 아니었던 듯하다.

아극돈은 1717년(숙종 43, 강희 56)의 사행을 시작으로, 1725년( 조 1, 옹정 

3)까지 총 4차례 조선을 방문하 다. 선행 연구에서 밝 놓았듯이 �東游集�에 

실린 사행 시문은 3차 사행 이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4차 사행에서 조선의 화

원을 동하여 그의 시제에 맞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 다. 아극돈은 사행 이후 

조선의 화공을 통해 그려갔던 畵目을 청나라의 화가 鄭璵에게 제공하여 � 사도�

의 화첩을 그리도록 하 다.51)51)그 게 치 한 비 끝에 완성된 � 사도�의 그

림 20폭에는 �동유집�의 시 16제, 29수가 순서 로 실리게 되었다.

<표 3> �동유집� 소재 시문

50) 아극돈의 자세한 약력은 �淸史稿� 卷303, 列傳90 阿克敦  김한규, 앞의 책, 417면 참조.

51) 정은주, 2005 ｢阿克敦 《奉使圖》 硏究｣ �미술사학연구� 246․247, 210-212면.

제목 형식 게재 화폭 제목 형식 게재 화폭

1 出都 칠언 구 제1폭 2 鳳凰城 칠언 구 제2폭

3 渡鴨綠江 2수
칠언 구

오언율시 
제3폭 4 途中卽事 5수

칠언 구

칠언율시 
제4-7폭

5 臨津江 칠언율시 제8폭 6 行館卽事 2수 칠언 구 제9폭

7 題葱秀驛玉溜泉 오언율시 제10폭 8 都城 2수 칠언 구 제11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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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집�은 와 같이 총 16가지 주제 29수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칠언 구

로 이루어진 것이 다수이며, 부분을 조선의 경내에서 지었다. �동유집�은 명칭

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조선 사행을 주제로 편집된 책이라는 특징이 있다.  

시간의 순서 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아극돈의 의도에 맞게 재편집된 순서로 배

열되었다는 특징이 있다.52)52)

한편 아극돈의 시는 �동유집� 이외에도 재 �阿克敦詩�라는 필사본 1책이 규

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는 아극돈의 1차 사행이었던 1717년 당시 정사 아극돈

과 부사 張廷枚가 사행 기간에 지은 6제 11수의 시를 필사해 놓은 것이다. 이 

 아극돈이 지은 것은 6수인데, 이를 �동유집�과 비교해보면 ｢題玉流泉｣ 한 수

만 복되고 있다. 즉 아극돈은 사행 기간 더 많은 시문을 작성하 지만, 일정한 

기 에 의해 다수를 탈락시키고 16제 29수만을 �동유집�에 수록하 던 것이다.

북경성에 운무 자욱하나 먼지 걷혔으니

사행의 임무 읊고 싶지만 재주 없어 부끄럽네.

해동은 변방 밖에 치하고 있지만

몸소 황제의 은택 이끌고 국에서부터 건 가리라.

아극돈의 �동유집�은 ｢出都｣라는 작품으로 시작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짓기 능력에 해 겸양하고, 황제의 은택을 조선에 달하기 해 사행에 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규서의 ｢ 사조선 출도｣의 첫 번째 수와 유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규서가 두 번째 수에서 단군과 기자를 통해 조

선에 한 사  지식을 보여줬던 것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52) 의 논문, 227면.

9
途次鳳山雨中見山

杏山梨杜鵑 3수
칠언 구 제12폭 10 登平壤練光亭 칠언율시 제13폭

11 紫樹吟 칠언고시 제13폭 12 卽事 4수 칠언 구 제14-16폭

13 館 偶吟 칠언 구 제17폭 14 宴欵 2수 칠언 구 제18폭

15 義州馬尾山 칠언 구 제19폭 16 歸渡鴨綠江 칠언 구 제20폭

* 음 표시는 조선 경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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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사행의 공간에서 더욱 비된다. 아극돈은 규서와 마찬가지로 

평양과 개성 등 사행의 주요 경로에서 사행시를 지었는데, 우선 평양을 먼  살

펴보겠다.

평양의 연 정에 올라 【명  사신이 편액에 쓰길, “第一江山”이라 하 다.】

태로운 난간에 홀로 기  동강을 굽어보다 江天의 경계 없음에 무궁을 생각

한다.

萬家의 인  강 기에 의지하고, 한 바퀴 두른 산 아지랑이 머나먼 허공으로 들어

가네.

고요한 들  사람들은 芳草 머에서 밭 갈고, 잠잠한 물결 석양 속에 돛이 걸려

있네.

옛 토에 아직 아름다운 덕이 남아있으니, 해동을 압도하는 표제에 부끄럽지 않

도다.53)53)

재 �동유집�에 남아있는 시들 가운데 평양에서 지은 시로는 의 ｢登平壤練

光亭｣과 ｢紫樹吟｣이 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앞의 6구까지는 평양의 풍

을 서술하고, 7구에서 기자와 련된 언 을 한 뒤에, 마지막 8구에서는 명  사

신 朱之蕃의 이야기로 다시 화제를 환하 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자수음｣에

서도 반복되고 있다.54)54)

평양에서 기자를 주제로 시문을 수창하는 일은 명 부터 지속되어 왔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규서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극돈은 기자를 

잠시 언 하기는 하 지만 시의 부분의 내용은 평양 지역의 풍 에 할애하

다. 이러한 차이를 정리해본다면 규서는 기자라는 역사  인물을 통해 평양을 

향유하 지만, 아극돈은 평양이라는 공간에서 기자를 회고하 다고도 할 수 있

을 것이다.

53) �德蔭 集� 卷6, 東游集 登平壤練光亭 “【明時使人題額曰第一江山】 獨倚危欄俯大同 江天

無際思無窮 萬家烟火依長岸 一帶峯嵐入遠空 野静人耕芳草外 波恬 掛夕陽中 尙有遺

徽在 不愧標題壓海東”

54) �德蔭 集� 卷6, 東游集 紫樹吟 “大同江上紫樹林 交加枝幹成濃陰 車行十里不見日 淸風匝

路飄衣襟 影涵一水隔城  雲翳四面開遙岑 沙堤幾曲迷芳草 上有能鳴之好禽 聞說手栽自箕

子 厯年千百猶蕭森 歲荒民多食其葉 拯災尤見先哲心 我來到此不忍去 晚風吹客留長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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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에서 유의할 은 아극돈이 기자의 고사에 한 지식이 부족했다거

나 기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승

정원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극돈은 조선을 첫 번째 방문한 1717년 태허루와 

기자묘를 방문하고 시문을 지어 이를 해  것을 요구하 다. 이에 조선 조

정에서는 태허루에는 청사가 방문할 때만 임시로 시문을 걸어두고, 기자묘에 

해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 무마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55)55)하지만 칙사일

행은 계속해서 조선에 을 요구하 다. 부사 장정매는 아극돈과 함께 2번, 그

리고 1719년(강희 58, 숙종 45) 내각학사 德音과 함께  한 차례 조선을 방문

하 는데 이 세 번째 사행에서 기자묘 내에 명나라 사신들의 시만 하고 자

신들의 시는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유에 해 힐문하 다.56)56)결국 청사들의 집요

한 요구에 따라 아극돈과 장정매의 시문이 되었는데, 이는 향후 칙사들이 

기자 련 시문을 지어 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 다.57)57)이러한 을 

고려해보았을 때, 아극돈 일행은 기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기자라는 인물을 청과 공유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조선을 압박하려 하 다.

아마도 이때 아극돈이 지어서 을 요구한 시는 재 �아극돈시�에 수록되

어 있는 ｢ 箕子墓｣인 듯하다.58)58)그리고 이 시는 �동유집�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아극돈이 기자를 매개로 조선과 국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큰 심

이 없었음을 상징 으로 보여 다. 이러한 차이 은 개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난다. 

도성의 번성함 다른 곳과는 다르니 오늘 남녀 앞 다투어 행차를 보러 나오네.

행렬이 길거리 여막에 이르자 물병에 맑은 물 담아주고 상을 설치하여 향을 사른다.

55) �承政院日記� 505책, 숙종 43년 11월 甲戌; 12월 戊申.

56) �承政院日記� 514책, 숙종 45년 2월 己巳.

57) �承政院日記� 1177책, 조 36년 1월 甲戌; 1178책, 조 36년 2월 戊寅.

58) 마찬가지로 태허루에 을 요구했던 시 역시 �아극돈시�에 ｢冬日晩登太虛樓分賦｣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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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치마 고리 살피니 역시 해괴망측하고, 쪽진 머리 앞 쪽을 향해있네. 

빼어난 미모 화와 같지 않지만 농염하게 화장하고 오니 도리어 아름답도다.59)59)

의 내용은 사도 화폭 11폭에 수록된 ｢都城｣ 시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성

은 한양이 아니라 개성을 말하는 것으로,60)60)아극돈 역시 개성이 고려의 옛 도읍

지 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규서는 그 시 내용에서 고려의 역사를 음미

하 던 반면, 아극돈은 개성의 번성함과 조선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신하 다.

한양은 � 사도� 기  14~18폭에 해당하는데, ｢卽事｣, ｢館 偶吟｣, ｢宴欵｣ 

등이 그림에 응하는 시이다. 먼  ｢즉사｣를 살펴보면, 홍제원에서 모화 으로

의 이동과 迎勅書 의 집행, 숭례문  창덕궁의 풍경,  군의 모습, 창

덕궁 熙政 에서의 茶禮 장을 묘사하고 있다.61)61)다음 ｢ 사우음｣에서는 별

연에 앞서 숙종이 사신이 머물고 있는 南別宮에 승지를 보내어 서신과 물을 

달한 장면을 묘사하고,62)62)｢연 ｣에서는 館所 宴廳에서 벌어진 별연을 묘사

하고 있다.63)63)

이상의 한양 내에서 지어진 시들을 정리해보면 도성에서 행해지는 사행 의례

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삼 도비에 한 감회를 풀어내었던 규서

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 이다. 아극돈은 강희 연간 있었던 세 차례 사행  

59) �德蔭 集� 卷6, 東游集 都城 “都城繁盛異㝷常 此日爭看士女忙 行到街頭廬 畔 瓶供淸水

案焚香 暫見裙衫亦駭然 盤旋雲髻近前邊 丰姿原不同中夏 濃淡粧來却可憐”

60) 정은주, 앞의 논문, 222-223면.

61) �德蔭 集� 卷6, 東游集 卽事 “宏濟院邊催曉發 慕華館外駐征鑣 鴛班排立䖍瞻拜 五色天書

下絳霄 【慕華館距城十里國王岀城至此行迎勅禮】 麗人武事自稱䧺 短劍寛衣襯 弓 馳驟憑

他執鞭  空傳果下是朱蒙 【朝鮮稱三尺馬爲朱蒙所乘 果下種 馳驟一隨步從 弓劍  武事

下矣】 結綵高懸崇禮門 肩輿雲擁一城喧 避人淸道迎天使 引入藩宫禮更  早設重茵便殿中 

升堦就位列西東 向臣頻問天顔喜 心感皇恩異數隆” 각각의 시들이 어떠한 장면을 묘사하

는지에 해서는 의 논문, Ⅴ장의 도움을 빌렸다. 이하 ｢ 사우음｣과 ｢연 ｣도 같다.

62) �德蔭 集� 卷6, 東游集 館 偶吟 “東蕃賜土位諸侯 素簡書名內使投 自是主人情 篤 不關

文綺 精鏐 【別時國王用素簡書名 遣内使至館餽贐】”

63) �德蔭 集� 卷6, 東游集 宴欵 “海珍山果敞華筵 面面屏開 鮮 酒上一杯花一獻 吏人纔

人前 悠揚幾曲度夷歌 舞袖雙雙按節和 可惜筵前空一醉 不知音處負人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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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후의 부고를 하기 해 견되었던 2차 사행을 제외한 1차와 3차 사행에

서 삼 도 비각을 방문하 다.64)64)따라서 아극돈은 삼 도비를 방문하고도 시를 

짓지 않았거나 혹은 시를 지었다 하더라도 �동유집�에서 이를 제외하 다는 결

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삼 도비 방문이 사행의례와 무 하게 진

행되는 일종의 유 행 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상 아극돈의 사행 기록을 살펴보면 치 하게 기획된 시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아극돈은 자신이 지었던 시문  일부만을 선별하여 �동유집�을 구

성하 고, 이에 맞추어 � 사도�의 제작을 의뢰하 다. 그리고 그 내용은 조선의 

자연환경, 조선인의 모습  풍속, 그리고 사행 의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모두 조선의 재를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과거와 연 된 소재들은 

과감하게 배제되었다.

5. 맺음말

규서와 아극돈은 한림원 학사직을 수행하며, 강희 연간 조선에 출사하 다. 두 

사람은 조선 사행에서의 감회를 시로 지어 각기 �익계당시집�과 �동유집�을 통

해 발표하 다. 두 사람의 공통된 약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표 하는 조선

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규서의 경우 조선의 역사를 통해 공간의 의미를 부

각하는 경향이 짙게 드러났다. 그는 기자를 통해 평양을, 왕건의 고려를 통해 개

성을, 그리고 삼 도비를 통해 한양이라는 공간을 인식하 다. 그에 비해 아극돈

의 경우는 조선의 재 속에서 공간을 인식하고자 하 다. 조선의 인물과 풍속, 

자연 경 이 시의 주제가 되었으며, 조선에 한 사  지식은 보조 인 수단으

로 작동할 뿐이었다.

규서와 아극돈의 기록이 모두 시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차이를 

섣불리 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몇 가지 정보들을 통해 차이가 벌어지

는 이유를 추측해보는 것으로 신하고자 한다. 우선 규서와 아극돈의 사행 횟

64) �承政院日記� 504책, 숙종 43년 10월 戊申; �承政院日記� 540책, 경종 2년 5월 壬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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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서 차이가 난다. 단 한 차례 조선을 방문하 던 규서에 비해 아극돈은 총 4

차례 조선을 방문하 다. 따라서 아극돈의 입장에서는 보다 세 하게 조선의 일

상과 풍 을 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요한 단서는 사행 시기라고 생각되어진다. 규서가 방문하 던 

1703년은 강희제가 박학홍사과를 열어 �명사� 집필에 박차를 가하고, 손치미가 

조선을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 던 1678년으로부터 략 25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 동안 한림원에서는 조선에 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

공유하 고, 만사동본 �명사�의 고를 완성하 다. 이시기 동안 실제로 한림원

의 편찬 사업을 주도하 던 것은 명말청 의 한인 문사들, 컨  왕사정과 주

이존, 만사동과 같은 인물들이었다. 청의 만주족 출신 문신 료들은 이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조선과 국이 맺어왔던 긴 역사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하

고, 규서 역시 이들과의 계를 통해 조선에 한 정보를 입수하 다. 그 결과 

규서는 조선 사행을 통해 자신이 열람하 던 정보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

고, 明使들의 사행문학을 모방하는 수 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아극돈에 이르면 사행문학을 모방하는 수 을 넘어 자신만의 기 으로 

사행기록을 구성할 수 있는 단계로 어들게 된다. 즉 아극돈은 다양한 장소에

서 시문을 남겼지만 통 인 소재에 해당하는 기자묘나 태허루 등에 한 시문

은 조선 조정을 압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 다. 신 기존 정보들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조선의 재 모습을 세 히 찰하고 자신의 사행기록에 수록하 다. 이

는 명의 유산을 물려받는 단계에서 벗어나 청 의 새로운 정보들로 조선에 한 

인식을 재형성해나가는 단계로까지 발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규서, 아극돈, 익계당시집, 동유집, 한림원, 강희제 

투고일(2019. 7. 22),  심사시작일(2019. 8. 1),  심사완료일(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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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4> 순치 연간 칙사 명단  사행 목 65)
65)

문신 료

인명불분명

65) 해당 표는 � 칙고�를 기 으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사행시기는 한양 도착을 기 으

로 한다. 직과 인명의 경우 � 칙고�와 조칙록을 교차 검토하고, 구범진, 앞의 논문, 

30-38면에서 밝 낸 칙사명단을 참조하 다.  그 밖의 명단 가운데 �職官年表�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인물을 추가로 기재하 다. <표 5>도 같다.

사행시기
上使 副使

사행목
留館

일수직 이름 직 이름

1644. 05. 博氏 於思介 鄭命壽
本國 變及向化等

査勅
7

1644. 06. 愽氏 波音 愽氏 夫音 得北京後 詔勅 7

1645. 03. 禮部左侍郞 藍拜 席所

許世子大君還國事

及運米二十萬石事

口宣勅

16

1645. 06. 戶部郞中 亞赤 刑部郞中 羅車 護 大君勅使 11

1645. 윤6. 工部尙書 能 一等侍衛 石大里 昭顯世子弔勅 12

1646. 01.
內翰林

弘文院大學士
祁充格 禮部郞中 朱鼎延 王世子冊 勅 18

1647. 02. 戶部啓心郞 丹
內翰林

祕書院學士
伊圖

歲幣粗 査及郭德

立等定律勅
15

1647. 01. 禮部啓心郞 渥赫 侍衛 毛 減幣勅 18

1648. 03.
內翰林

國史院學士
額色黑 侍衛 哈 禮單定式勅 8

1649. 01. 禮部理事官 恩格德
秘書院阿士哈尼筆

帖大
胡里 追 四世 詔勅 16

1649. 10.
戶部啓心郞 丹 侍衛 撒爾岱 仁祖大王弔祭及冊

勅
10

禮部啓心郞 渥赫 戶部愛什喇庫哈峯 谷兒馬紅

1650. 05.

戶部尙書 巴哈納 圖章京 曹
婚媾及奏文差誤査

勅
12內翰林

弘文院大學士
祁充格 侍衛 噶

1650. 05. 戶部左侍郞 車克 賈 禮物 勅 8

1650. 09. 禮部左侍郞 藍拜 禮物齎來勅 8

1650. 10. 刑部啓心郞 額色黑
內翰林

國史院學士
來袞 追諡袝廟勅 9

1650. 12. 禮部右侍郞 達爾泰 內院阿思哈大 馬 攝政王傳訃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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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01. 禮部尙書 阿哈尼堪 內院阿思哈大 檫 皇帝親政勅 11

1651. 02. 吏部啓心郞 甯古里 內院阿思哈大 土 追 攝政王勅 7

1651. 03. 刑部尙書 季 兵部左侍郞 特晉 皇太后 號勅 11

1651. 03. 工部理事官 奚 戶部副理官 巴 攝政王罷追崇勅 10

1651. 11. 吏部左侍郞 屠賴
內翰林

國史院學士
葉成額

皇后冊 皇太后

號勅
12

1652. 06. 刑部右侍郞 伊爾都齊 內院學士 黑 慰問勅(自點 獄) 16

1653. 01.
內翰林弘文院

學士
納海 副都統 瑚沙 犯越採蔘人査勅 15

1653. 11. 禮部尙書 郞球 侍衛 灘 廢后勅 10

1654. 07. 刑部尙書 巴哈納
都察院

左都御史
屠賴

査勅(李敬輿李景奭

趙絅事)
14

1654. 09. 阿思哈尼哈番 額 內院學士 奚 冊后勅 11

1655. 03. 吏部右侍 甯古里 莫 王世子冊 勅 12

1655. 09. 內大臣 鰲拜 兵部左侍郞 覺羅科爾坤
越境伐木殺人罪人

査勅
19

1656. 05.

議政大臣 哈世屯 侍衛 交羅葉
義 公主領行伐木

殺人罪人査勅
14內翰林

國史院大學士
額色黑 侍衛 阿

1657. 03. 內大臣 拜 刑部右侍郞 阿思哈 貿物勅 12

1657. 04.

內大臣 阿魯哈
都察院

左都御史
能圖

禁物擅買査勅 11
內翰林

國史院大學士
額色黑 吏部左侍郞 禪代

1657. 06. 工部尙書 孫塔 吏部右侍郞 覺羅碩博 詔勅 11

1658. 01. 理藩院尙書 明安達禮
內翰林

弘文院學士
顔 生太子 赦勅 11

1658. 03. 多羅機昻邦 哈 宗人府啓心郞 覺羅巴爾 皇太后病愈 赦勅 2

1659. 02. 內大臣 馬爾濟哈 兵部督補左侍郞 吳達禮 麟坪大君致祭勅 12

1659. 11.
禮部尙書 蔣赫德 吏部右侍郞 覺羅碩博 孝宗大王致祭及冊

勅
12

工部尙書 郭科 禮部左侍郞 祁徹白

1661. 02. 中書 人 馬羅哈 禮部郞 卲甘 治皇帝傳訃勅 5

1661. 03.
翰林院

掌院學士
折庫納 都察院左副都御史 喀納 康熙皇帝登極勅 9

1661. 06. 理藩院右侍郞 達哈塔 禮部主事 甘 先皇帝上 號勅 6



88·한국문화 88

<표 5> 강희 연간 칙사 명단  사행 목

사행시기
上使 副使

사행목
留館

일수직 이름 직 이름

1662. 05. 工部尙書 喇哈達 刑部左侍郞 尼滿 疆圉奠安勅 15

1662. 12.
都察院左 

都御史
覺羅雅 蘭 郎中 明 皇太后上 號 詔勅 9

1663. 02. 頭等侍衛 哈 太淸寺卿 皇太后傳訃勅 5

1663. 11. 刑部右侍郞 覺羅勒德洪 郞守 海喇孫 盜買磺硫査勅 9

1665. 12. 工部左侍郞 科爾科代 郎中 石 皇后冊寶勅 11

1666. 07. 戶部左侍郞 雷虎 郞中 穆舒 硫磺査勅 13

1667. 09. 理藩院左侍郞 綽克托 郞中 伍 親政 詔勅 10

1668. 02. 一等侍衛 童 一等侍衛 顧 配享及 號皇太后勅 11

1670. 02. 內大臣 巴哈 前鋒統領 邵 營室 詔勅 11

1670. 08. 護軍統領 一等侍衛 袝廟 詔勅 10

1672. 01. 一等侍衛 二等侍衛 鄭 虔修祀事 詔勅 12

1674. 06. 領班頭等侍衛 胡
翰林院

侍讀學士
喇沙里 皇后傳訃勅 6

1674. 09. 一等侍衛 覺羅吳默納 一等侍衛 賽圖 仁宣王后弔勅 10

1674. 09. 一等侍衛 德 一等侍衛 祁 皇后定諡 詔勅 12

1675. 03. 內大臣 壽西特 一等侍衛 桑額
顯宗大王弔祭及 

冊 勅
13

1676. 02. 散秩大臣 卜 二等侍衛 納 冊 皇太子勅 12

1676. 03. 一等侍衛 噶 一等侍衛 費 太皇太后 號勅 12

1677. 08. 頭等侍衛 阿
內閣

侍讀學士
王國安 皇后 詔勅 10

1678. 03. 一等侍衛 塞 內閣學士 舒 皇后傳訃勅 4

1678. 05. 一等侍衛 馬 二等侍衛 噶 皇后定諡 勅 8

1679. 02. 一品侍衛 郞 一等侍衛 安 皇太子經痘 詔勅 6

1680. 02. 一等侍衛 費瓢子 一等侍衛 多乭之 太和殿災 詔勅 7

1680. 08. 內閣學士 禧佛 一等侍衛 壯尼大達 犯越罪人査勅 9

1680. 10. 一等侍衛 覺羅孫果 內府護軍參領 魏 討 陳慰勅 8

1681. 04.
翰林院

侍讀學士
牛鈕 二等侍衛 覺羅阿 仁敬王后弔祭勅 7

1682. 02. 一等侍衛 羅 二等侍衛 岱達莫 擒吳三桂仍 詔勅 7

1682. 03. 護軍統領 杭奇 二等侍衛 拜 太皇太后 號勅 9

1682. 07. 內閣學士 阿蘭泰 四品官 孟 仁顯王后冊 勅 7

1684. 07. 一等侍衛 索柱巴圖魯 內閣學士 丹岱 明聖王后弔祭勅 7

1684. 12. 內大臣 靳 內閣侍讀學士 賽弼漢 皇帝東巡 詔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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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12. 護軍統領 佟寶 內閣學士 丹岱 犯越罪人査勅 11

1687. 06. 副都統 護軍參領 田旱肆赦詔勅 7

1688. 01. 一等侍衛 趙 二等侍衛 齊 太皇后傳訃勅 8

1688. 12. 內大臣 阿 一等侍衛 羅 太皇太后 諡 詔勅 7

1689. 02. 護軍統領 穆圖
翰林院

侍讀學士
博際 莊烈王后弔祭勅 7

1689. 08. 二等侍衛 豪尙 二等侍衛 丙鬱 皇后傳訃勅 4

1689. 12. 副元帥 海 一等侍衛 巴 皇后定諡勅 9

1690. 01.
翰林院

侍讀學士
馬頭 三品侍衛 斗牛 張妃冊 勅 7

1691. 04. 內閣學士 星安 一等侍衛 羅科多 犯越採蔘罪人査勅 10

1695. 01.
翰林院

掌院學士
常書 侍衛佐領事 事關且 王妃復位勅 8

1697. 09. 散秩大臣 宗室永吉 內閣學士 壽鼐 討平厄魯特等 詔勅 6

1697. 10. 副都統 瓦爾達
翰林院

侍讀學士
覺羅華顯 王世子冊 勅 6

1702. 02.
翰林院

侍講學士
覺羅滿保 二等侍衛 大雅 仁顯王后弔勅 7

1703. 05.
副都統頭 

等侍衛
翁 內閣學士 色德里 年滿五旬 赦勅 10

1703. 06.
翰林院

掌院學士
揆敍

侍衛

兼武備院事
噶爾圖 仁元王后冊 勅 8

1709. 05. 頭等侍衛 敖岱 內閣學士 年羹堯 皇太子復位 詔勅 8

1713. 06. 頭等侍衛 阿齊圖 護獵摠管 穆克登 登極五十年 赦勅 10

1717. 10.
翰林院

侍讀學士
阿克敦

鑾 衛治 正兼

佐領
張廷枚 空靑齎來勅 8

1718. 01. 詹事府詹事 阿克敦
鑾 衛治 正兼

佐領
張廷枚 皇太后傳訃勅 4

1719. 02. 內閣學士 德音 治 正 張廷枚 皇太后定諡勅 6

1720. 11.
內閣學士

兼禮部侍郞
額黑納 一等侍衛 德祿 肅宗大王別弔勅 8

1721. 01.
內大臣

兼管鑾 衛
査柯丹 禮部右侍郞 羅瞻 致祭及冊 勅 12

1722. 05.
內閣學士

兼禮部侍郞
阿克敦

二等侍衛

兼佐領
佛掄 王世弟冊 勅 7

1722. 12.
頭等侍衛 

副都統
那眞

內閣學士

兼禮部侍郞
吳爾泰 康熙皇帝傳訃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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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age of Joseon Reflected in the Travelogue of 

Chinese Envoys During the Reign of Kangxi 

Emperor of Qing China

- Focused on the Cases of Akedun and Kuiju -
66)

Lee, Myung-jae *

Entering the Kangxi(康熙)’s age, the major forces that had been at odds with Qing 

were subjugated one after another. Kangxidi started the reform work in step with the 

conquest of the outside world. In 1670, the Cabinet and the Hanlinyuan(翰林院) were 

restored, and in 1678, Han Chinese scholars were assigned to the Hanlinyuan through the 

boxuehongcike(博學鴻詞科). Scholars gathered at the Hanlinyuan were put into national 

compilation such as Daqinghuidian(大淸 典), Mingshi(明史) and Daqingyitongzhi(大淸一

統志).

The reform work in the 1670s also caused a change in relations with Joseon. In 

1678, Kangxidi dispatched Han Chinese Son Chi-Mi(孫致彌) to collect Joseon’s verses 

and various literature. The collected texts were then shared with the scholars of the 

Hanlinyuan. Also, after restoring the Hanlinyuan and Cabinet in the 1670s, civil service 

officials began to be elected envoys to Joseon. These changes mean that Joseon and 

Qing have emerged from their previous conflicting relationships.

Therefore, delicate work is needed to deal with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Joseon 

during the Kangxi’s age. However, the work was not done effectively because the 

records of the envoys of the Qing Dynasty were rare.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found Poetical Works of Yijietang(益戒 詩集) written by Kuiju(揆叙), compare it with 

Akedun(阿克敦)’s Voyage to the East(東游集) and explore its meaning.

Kuiju and Akedun served as scholars at the Hanlinyuan and visited Joseon as envoys 

during the reign of Kangxi. When they visited Joseon, they wrote poems about their 

* ABD, History Department, Dongg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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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ings, collected them, and published them in a collection of poems.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way the two expressed Joseon. In Kuiju's case, the meaning of 

space was strongly emphasized throughout the history of Joseon. On the other hand, the 

case of Akedun was to recognize the space in the present state of Joseon.

The difference between Kuiju and Akedun was due to the background of the times. 

Since Kangxidi began to pay attention to Joseon culture in the 1670s, Han Chinese 

scholars working in the Hanlinyuan collected and shared various information on Joseon. 

Their efforts bore fruit through Mingshi edited by Wan Sitong(萬斯同). In the process, 

Manchurian scholars began to understand the long historical context of Joseon and China 

through their collaboration with Han Chinese scholars. Kuiju also got information about 

Joseon through Han Chinese scholars. Thus Kuiju's perception of Joseon was projected 

by Han Chinese scholars, and his records also reached the stage of imitating those of 

the Ming Dynasty period.

However, when Akedun is active, it is a departure from the level that imitates records 

from the Ming Dynasty period. Akedun broke away from the traditional perception and 

began to look closely at Joseon. This can be said to have developed to a level where 

Manchurian scholars do not rely on Han Chinese scholars when they recognize Joseon. 

In other words, Akedun has reshaped his perception of Joseon with new information he 

has collected.

Key Words : Kuiju, Akedun, Poetical Works of Yijietang, Voyage to the East, 

Hanlinyuan, Kangxi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