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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전근대 시기 베트남은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일본이 섬나라로
서 대륙과 隔絶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베트남과 한국은 그 영토가 중국과 접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나라는 한편으로는 중국 문화를 수용하기에 유리한 여건에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늘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달
리 말한다면, 양국은 중국이라는 보편성을 수용하면서도 자국의 특수성을 유지해야 하고, 중화적
질서 속에 있으면서도 자국의 영토적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서로 상충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
고 있었다는 데서 각별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고 할 만하다.
시대에 따른 浮沈은 있었지만, 양국은 대체로 冊封體制 속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
에 대한 朝貢을 통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근대 시기의 한국과 베트남은 이처럼 중국에
대한 朝貢國이라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있었다. 게다가 베트남은 일본처럼 한국과 지리적으
로 근접해 있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한쪽이 다른 쪽을 침략할 위험이 없었다. 이런 이
유에서 두 나라는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우호적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우호적 관계는 특히 양국이 중국에 파견한 使節의 교류에서 확인된다. 명나라의 수도
북경에서 양국의 사신이 만나 우호를 나눴다는 기록은 조선 전기의 문헌에서 적잖이 발견된다.
특히 16세기 말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된 李 光이 귀국 후 베트남 사신과 나눈 대화 및 酬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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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책으로 엮은 일은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서 크게 회자되었다. 이 책은 조선 후기까지 지속
적으로 읽혔으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베트남을 알리고 베트남에 대해 우호의 감정을 갖게 하
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여겨진다.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에 비해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베트남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져 가게 된다. 본고는 바로 이 점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예비적
으로 조선 후기 이전 베트남에 대한 學知의 양상을 간략히 살피고, 이어서 조선 후기의 양상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2. 조선 후기 이전의 한국과 베트남
2.1. 한국의 역사서에서 베트남은 고려사 忠惠王世家 에 처음 등장한다. 1330년 閏7월의
다음 記事가 그것이다.
中統 元年에 안남국에 詔書를 내리기를, “본국 풍속을 하나같이 옛 제도대로 할 것이며, 꼭 바꿀
필요는 없다. 고려는 최근 사신을 보내 (풍속을 바꾸지 않게 해 달라고) 청하기에 조서를 내린 바
있다. 모두 이에 의거해서 하라. (…)”

중통은 원나라 世祖의 연호다. 중통 원년은 1260년이다. 한편, 고려사 공민왕세가 에는 명
나라 太祖가 반포한 科擧程式1)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보인다.
1)

고려, 안남, 占城 등의 나라에 만일 유교 경전에 밝고 단정한 선비가 있다면 본국에서 鄕試를 치
르게 한 뒤 京師(원나라의 수도를 말함-인용자)에서 會試를 보게 하되, 정원에 구애되지 말고 뽑도
2)
록 하라. 2)

이들 기록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당시의 중화적 질서 속에서 藩國으로 인식되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번국들 중에서도 두 나라는 늘 나란히 거론되는 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2.2. 명 건국 후 永樂帝는 1406년 겨울 베트남 침략을 단행한다. 명은 이후 20년 간 베트남
1) 과거 시험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 이 과거정식은 공민왕세가 의 공민왕 5년(1356) 기사 중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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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배하지만, 결국은 베트남 인민의 집요한 저항에 굴복하여 군대를 철수시키게 된다. 이후
베트남은 대내적으로는 황제 칭호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정책을 취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명의 중국 침략을 어떻게 보았던가? 상반된 두 가지 태도가 확인된다. 하나
는 명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영락 황제의 결단을 칭송하는 태도다. 변계량이 작성한 賀平安南表
같은 글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명의 베트남 침략을 경계의 눈초리로 보는 태도다.
이런 태도는 태종실록 의 태종 7년 4월 8일자 기사에서 확인된다. 이 기사에서, 조선의 제2대
왕인 태종은 명에 대한 事大를 잘 하는 수밖에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성을 튼튼히 하고
군량을 비축하는 등 국방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조정의 신하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태종은 “안
3)3)

남에 출정한 것은 황제의 실책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 두가지 태도 중 전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외교적 입장이었을 뿐이다. 기실 후자 쪽
이 당시 조선의 내심이었다고 생각된다.

2.3. 명나라 군대가 물러간 후 레(黎)왕조는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조선 왕조 또한 명에 조
공을 바쳤으므로, 조선과 베트남 사신은 중국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조선의 사신은 북경에서 베트남 사신과 접촉한 후 이따금 글을 남겼다. 글은 대체로 다음의
두 종류다.
(1) 베트남 사신에게서 직접 들은, 베트남의 풍속이라든가 지리라든가 학술이라든가 제도라든가
物産 등에 대해 기록한 것
(2) 당시 동아시아의 共同文語라 할 한문으로 시를 지어서 서로 주고받은 일을 기록한 것

(2)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서거정(1420~1488)이 베트남 사신 梁鵠과 주고받은 시, 홍귀달
(1438~1504)이 베트남 사신 阮文質 및 阮偉와 화답한 시, 曺伸(15세기 후반)이 베트남 사신 黎
時擧와 화답한 시, 김세필(1473~1533)이 베트남 사신과 화답한 시, 김안국(1478~1543)이 베트남
사신과 화답한 시 등등이 있다. 이들 시들은 대개 베트남 및 베트남 사신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담고 있다. 서거정의 다음 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
사해가 모두 형제니
담소하는 곳이 곧 나의 고향.
3) 太宗實錄 , 태종 14년(갑오년) 6월 20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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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알게 된 즐거움 기뻐했거늘
긴 이별의 슬픔 어이 견디랴.
훗날 남과 북에서 서로 그리워할 때
구름과 물 참으로 아득하겠지.
弟兄均四海,
談笑卽吾鄕.
已喜新知樂,
那堪別恨長.
他年南北思.
4)
雲水正茫茫. 4)

한편, 權健(1458~1501)은 성종 12년인 1481년에 奏聞使의 書狀官으로서 북경에 가 안남의 사
5)

신 武佐를 만나 시를 酬唱했으며, 돌아와 이를 詩帖 으로 만들었다. 권건은 안남 사신과의 이 일
5)

을 盛事로 여겨, 자신이 만든 시첩을 주변의 知人들에게 보이고, 題跋 같은 것도 받았던 듯하다.
이항복(1556~1618)의 글을 통해 그 점을 알 수 있다. 관련 대목을 인용한다.
내(이항복-인용자)가 어릴 때에 申君에게서 참판 權叔强(‘叔强’은 권건의 字-인용자)의 朝京詩帖
을 보게 되었는데, 안남 사신 武佐와 酬唱한 것이 많았으며, 안남의 규수들이 중국으로 떠나는 무
좌를 전송하면서 지은 시 수십 편이 附記되어 있었다. 淳于 , 玉蘭, 徐 등의 시는 모두 淸健
하고 豪爽하여 궁궐의 艶冶한 氣習이 없었으며, 옛 烈士가 격렬하게 연주한 筑의 遺音에 가까웠다.
6)
申次韶는 ‘二徵의 餘烈이 있다’고 했는데, 옳은 말이다. 6)

인용문에 보이는 ‘朝京詩帖’이란, 북경에 朝賀 갔을 때 베트남 사신들과 酬唱한 시들로 엮은
帖冊이라는 뜻이다. 이 인용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권건
이 만든 시첩에 베트남 여성들의 시가 수십 편 부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항복은 그 중 淳
于 , 玉蘭, 徐 , 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베트남 여성의 시가 淸健하
고 豪爽하여, 옛 烈士가 격렬하게 연주한 筑의 遺音에 가까웠다고 했다. ‘淸健’은 맑고 굳세다는
뜻이고, ‘豪爽’은 호방하고 쾌활하다는 뜻이다. ‘옛 烈士가 격렬하게 연주한 筑’이란, 사기 자
객열전 에 나오는 荊軻의 벗 高漸離의 고사를 가리킨다.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 燕나라
를 출발할 때 고점리는 형가를 위해 筑이라는 악기를 탔으며, 형가는 이 축의 소리에 맞추어 비
4) 四佳集 권70, 次安南使梁鵠詩韻 .
5) 이 시첩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6) 이항복, 白沙集 권15, 書李參議朝天詩後 . ‘李參議’란 이수광을 가리킨다. 이항복의 이 글은 이수광의
芝峯集 에도 실려 있다. 또 18세기 지식인인 이덕무의 淸脾錄 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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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한 노래를 부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기 인용문에서 베트남 여성들의 시가 고점리
가 연주한 축의 遺音에 가깝다고 한 것은, 그 시에 비장감이 깃들어 있음을 말한 것일 터이다.
중국 황제를 죽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시에 비장감이 깃든 것일까? 베트남인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에 조공을 바치러 가는 일이 그다지 마뜩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추정된
다. 당시 베트남은 타인 똥(聖宗, 1460~1497)의 통치하에 盛世를 누리고 있었다. 타인 똥은 유학
교육을 진작시키는 한편, 베트남의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적 사업을
8)
벌였다. 그리하여 그의 치세 때인 1479년에 大越史記全書 가 간행되었다. 이 책은 그 서문에
9)
서, 베트남은 중국과 대등한 황제의 나라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사대부 武瓊이 민족
10)
의식이 진하게 녹아 들어 있는 민간설화집 嶺南 怪 를 편찬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한시
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淳于
등의 여성 문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나, 이들의 시가 굳세고
호쾌한 데다 옛 열사의 비장미를 품고 있었던 것은, 자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11)
한껏 고양된 타인 똥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11)
상기 인용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申次韶는 ‘二徵의 餘烈이 있다’라고 했는데, 옳은
말이다”라는 구절이다. ‘申次韶’는 신종호(1456 1497)를 가리킨다. 그는 권건과 마찬가지로 성종
때 벼슬을 했다. 신종호는 권건의 요청에 따라 이 시첩에 題跋을 써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二徵의 餘烈이 있다’는 글귀는 이 제발 중의 한 구절일 터이다. 그런데 ‘二徵’이란 무얼까? 後漢
의 베트남 지배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벌여 스스로 베트남의 왕이 된 쯩짝(徵側)과 그녀의 여
동생 쯩니(徵貳)를 가리킨다. 이 두 자매가 중국 지배에 대항하여 싸운 것은 베트남 최초의 대
12)
규모 저항운동으로 꼽힌다. 우리는 ‘二徵의 餘烈이 있다’는 신종호의 말에서 그가 베트남의 이
7)

8)

9)

10)

12)

7) 史記英選 권5, 刺客列傳 .
8)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187-196면 참조.
9) “實與北朝而抗衡.”(吳士連, 大越史記全書 , 擬進大越史記全書表 , 陳荊和 編校, 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
所附屬東洋學文獻センタ-, 1984)
10) 嶺南 怪 는 1493년에 편찬되었다. 박희병, 2000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돌베개)은 이 책의 한국어
역이다.
11) 베트남은 유교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조선보다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덜한 편이었다. 조선에서는, 비
록 허난설헌처럼 글을 잘 한 여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여성이 문자행위를 일삼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 타인 똥(聖宗)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군주로서, 문신들과 함께 즐겨 시문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세기 전반기 베트남의 문인 阮嶼가 창작한 傳奇漫錄 이라는 소설책에 수록되
어 있는 金華詩話記 라는 작품에 보면, 타인 똥의 비호를 받아 궁중에서 글을 가르치거나 글을 짓는
일을 한 吳芝蘭이라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오지란은 符敎授(‘敎授’는 관직명)의 아내이니, 궁녀
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황제의 인정을 받아 궁중에서 문필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하고 있
다. 황제는 이런 그녀를 ‘符氏 집안의 女學士’로 칭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傳奇漫
錄 의 작자 阮嶼는 유교적 의식이 비교적 강한 인물인데, 그럼에도 여성 문필가인 吳芝蘭을 대단히 긍
정적으로 그려 놓고 있다. 그러므로, 타인 똥 시대에 淳于 , 玉蘭, 徐 등의 여성이 중국으로 떠
나는 사신에게 贈詩를 한 일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傳奇漫錄 은 십수 년 전 필자에 의해 ‘베트
남의 기이한 옛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된 바 있다.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지만,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 조선과 베트남이 어떻게 다른지는 필자가 번역한 책의 부록으로 첨부된 한국·중국·베트남
傳奇小說의 미적 특질 비교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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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적인 여성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해 결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推察할 수 있다. 쯩짝 자매의 반란은 光武帝가 보낸 馬援의 대군에 의해 진압되
13)
고, 두 자매는 죽임을 당한다. 중국 측에서는 이 일을 마원의 ‘交趾 정벌’이라 하여 자국의 역
14)
사서에 特筆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중국 측 입장에 선다면 결코 쯩짝 자매를 여성 영웅으로서
좋게 볼 수 없는 일이고, 베트남 여성이 지은 시를 칭찬하는 말로 ‘二徵의 餘烈’ 운운하는 말을
하기는 어렵다.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이항복 또한 신종호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종호와 이항복의 이런 태도는 베트남에 대한 우호의 감정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13)

14)

2.4. 조선 전기의 大尾를 장식한 사람은 이수광(1563~1628)이다. 이수광의 경우 베트남 사신
15)

과 주고받은 시가 아홉 수나 될 뿐 아니라, (1)에 해당한다고 할 베트남 사신과의 문답 을 기록
으로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수광은 귀국한 후 자신이 지은 시와 베트남 사신이 지은
시, 그리고 베트남 사신과 주고받은 문답을 모아 安南國使臣唱和問(錄 이라는 책을 엮었다.
이 책은 당시 조선의 문인과 지식인들에게 일종의 베트남 붐을 일으켰다고 해도 좋을 만큼 커다
란 영향을 끼쳤다. 당대의 내로라 하는 문인들과 지식인이 이 책에 서문이나 발문을 썼다. 말하
자면 이 책은 조선 지식인 사회에 베트남에 대한 관심과 우호의 감정을 확산시킨 공이 있다. 이
수광은 1급의 문인일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대단히 높은 경지에 이르러 지봉유설 이라는 백
과전서적 저술을 남긴 분이다. 이수광은 학문적 노작인 이 지봉유설 에 베트남에 대한 여러 가
지 지식을 상당히 풍부하게 남겨 놓고 있다. 후대의 문인이나 지식인들은 이수광의 문집인 지
봉집 (이 속에 安南國使臣唱和問(錄 이 수록되어 있다)이나 지봉유설 을 대개 읽었던바, 이
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상상력과 지식을 얻곤 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이수광으로 인해 조선
지식인의 베트남에 대한 정서적 우호감과 지식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었던 셈이다. 이수
광이 베트남 사신과 문학적으로 교류했던 일은 이미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충분히 해명되었기에
자세한 것은 그리로 미룬다.
15)

3. 조선 후기 지식인의 베트남에 대한 學知
3.1. 한국 학계에서는 대체로 17세기 이후를 ‘조선 후기’라 부른다. 이수광은 조선 전기와 후
12)
13)
14)
15)

유인선, 앞의 책, 44면 참조.
‘交趾’는 베트남, 정확히 말한다면 현재의 베트남 북부를 가리킨다.
後漢書 권106 참조.
이수광이 1597년 겨울 북경에 갔을 때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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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걸쳐 있는 인물이고, 이 점에서 조선 초기 이래 조선 사대부들이 축적해 온 베트남에 대한
學知를 계승하는 한편, 베트남에 대한 학지를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시켜 조선 후기 지식인에게
넘겨준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수광을 포함해 조선 전기 지식인의 베트남에 대한 학지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신들과의
접촉을 통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과 베트남 지배층은 동아시아의 공동문어인 한문을 자유롭게
구사했던바, 비록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한문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데 조선 후기가 되면 베트남에 대한 학지의 원천이 다음에서 보듯 훨씬 다양해진다.
(1)
(2)
(3)
(4)

베트남 사신과의 접촉
베트남에 갔다 온 사람의 傳言
북경에서 입수한 정보
베트남 관련 중국 서적

3.2.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도 조선 사신과 베트남 사신은 북경에서 만나 시를
주고받곤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주자학의 공리공론을 비판하면서 학문의 현실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實學’이
라는 학풍이 대두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실학자들 중에 베트남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서호수(1736~1799), 유득공(1748~1807) 같은 사람이 그러하다. 서호수
는 1790년 중국에 파견된 외교사절에 副使의 신분으로 참여했는데, 귀국후 燕行記 를 저술하였
다. 이 여행기 속에는 베트남 사절단의 일원인 潘輝益과 주고받은 문답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
답은 일찍이 이수광이 베트남 사신 馮克寬과 주고받은 문답보다 훨씬 자세하며, 베트남의 역사
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16)16)
유득공은 서호수의 수행원 자격으로 중국에 가 베트남 사신들과 접촉하였다. 그는 1796년
世集 이라는 책을 엮었는데, 여기에는 중국 문인들의 시 외에, 일본 문인 10인, 베트남 문인 5
인, 琉球 문인 4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동아시아적 視座에서 베트남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한자문화권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베트남을 보고 있는 것이다. 유득공은 주
지하다시피 渤海考 라는 책에서 발해사를 한국사의 일부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한바, 주체적
인 입장에서 한국사 연구를 수행한 인물이다. 아마도 이런 입장이 한자문화권의 여러 나라에 호
혜적 태도를 취하게 한 것은 아닐까.
당시 유득공과 함께 중국에 갔던 박제가(1750~1805)도 중국 사신들과 시를 주고받았다. 성대
16) 서호수가 副使로 참여한 조선 사절이 베트남 사절과 1790년 중국에서 해후한 양상에 대한 연구로는 淸
水太郞, 2001 ベトナム使節と朝鮮使節の中國での邂逅(2): 1790年の事例を中心に ( 北東アジア文化硏究
14, 鳥取短期大學)가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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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送朴在先赴任永平序 라는 글에서 박제가가 중국에 갔을 때의 일을 거론하면서, 박제가가
저녁 무렵 안남 사신에게 시를 보냈는데 이튿날 아침이 되자 이미 그 시가 사람들에게 유포되어
17)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17)

이 시는 박제가의 문집에 실려 전한다. 안남 吏部尙書 灝澤侯 潘輝益
18)

과 工部尙書 武輝瑨에게 드리다 라는 5언 율시 두 수가 그것이다. 박제가는 이 시의 첫 수 제
18)

1,2구에서
馮克寬과 이수광이 마음을 주고받은 당시의 일
해동과 안남에 고사로 전하네.
馮李題襟日,
19)
東南故事傳. 19)

라고 읊었다. 2백년 전의 일을 언급하면서 그 전통이 조선과 베트남에 지금까지도 이어져 자
신과 베트남 사신이 이렇게 시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유득공·박제가와 절친한 실학자인 이덕무(1741~1793) 역시 베트남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덕
무는 비록 사신의 수행원으로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기는 하나, 베트남 사신을 만난 적은 없
었다. 그는 중국인 潘庭4에게 보낸 편지에서, 四庫全書에 “외국의 책인 조선, 베트남, 일본, 유
20)

구의 책이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묻고 있다. 조선 다음에 일본이 아닌 베트남을 꼽고 있다는
20)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덕무는 일본을 소개한 책인

國志 를 저술한 바 있는데, 이 책의 끝

에 ‘異國’이라는 항목으로 베트남과 참파(占城)를 비롯해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
라들을 소개해 놓고 있다. 요컨대 이덕무에게서는 동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엿보인다.21)

21)

이덕무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그 손자인 이규경(1788~?)으로 이어진다. 이규경 역시 실학자
로 五洲衍文長箋散稿 라는 백과전서적인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는 베트남에 대한 이런저런
學知가 풍부하다. 그는 이수광, 유득공, 이덕무 등에 의해 구축된 조선 전래의 베트남에 대한 학
17)
18)
19)
20)
21)

성대중, 복城集 권6.
원제는 ‘贈安南吏部尙書潘輝益灝澤侯工部尙書武輝瑨’이다.
박제가, 貞 閣全集 上(여강출판사 영인 1986), 277면.
“海外之書, 如朝鮮安南日本琉球之書, 亦爲收入耶?”( 雅亭遺稿 11)
이수광도 지봉유설 의 외국 條에서 안남, 일본, 인도, 영국, 구라파 등 해외의 여러 나라에 대한 소개
를 해 놓고 있다. 일찍이 신숙주(1417~1475)가 海東난國記 라는 책을 써서 일본과 유구국을 소개한
바 있지만,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소개는 없었다. 베트남, 일본, 동남아시아, 서양 등 광범위한
규모에서 해외의 여러 나라를 소개한 책은 지봉유설 이 처음이다. 흥미로운 것은 지봉유설 의 외국
조에 수십 나라가 소개되고 있지만, 제일 처음 소개되는 나라는 베트남이라는 사실이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덕무의 관심은 일찍이 이수광이 보여준 海外 난國에 대한 관심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
지만 이수광이 서양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보인 반면 이덕무는 동남아시아 쪽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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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계승하는 한편, 安南志略 등 중국에서 간행된 베트남 관련 서적을 통해 베트남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22) 이규경은 南交繹考 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하였다.23) 아쉽게도 이 책은 현재
22)

23)

전하지 않는다. 책 제목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과 베트남의 접촉을 역사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
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랜 시기에 걸쳐 한국과 베트남 간의 접촉이 축적되고 베트남에 대한 학
지가 확대되면서 마침내 이런 학문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3.3. 베트남에서는 1771년 떠이썬 당(西山黨)이 처음 봉기를 일으켜 1786년에 마침내 북쪽의
찐(鄭) 정권과 남쪽의 응우옌(阮) 정권을 타도해 150년 간 지속되어온 베트남의 분단을 종식시켰
다. 레 왕조의 찌에우 통 데(昭統帝)는 떠이션 당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했
다. 이에 淸의 건륭제는 1788년 10월에 20만의 군대를 베트남에 파견하며, 淸軍은 1달 후인 11
월에 베트남의 수도 탕롱에 입성한다. 하지만 청군은 다음해 1월 5일 떠이썬 정권을 이끄는 꽝
쭝(光中) 황제의 군대로부터 야간 기습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찌에우 통 데는
청으로 망명하고, 청조는 입장을 바꾸어 꽝 쭝 황제를 베트남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승인하였다.
꽝 쭝 황제는 청에 조공을 바치겠다는 것, 그리고 청의 요구대로 1790년에 있을 건륭제의 八旬
萬壽節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안남국왕에 책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북
24)24)

경의 만수절에 직접 가지 않고, 자신과 용모와 비슷한 阮光平을 왕이라 속여 대신 보냈다.

1790년 서호수와 유득공이 열하와 북경에서 만난 베트남 사절단의 안남왕은 바로 이 위왕(僞
王: 가짜 왕)이었다. 서호수는 燕行記 에서 阮光平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해 놓고 있다. 그 중
에는 이런 구절도 보인다.
안남왕 阮光平은 처음 이름은 惠이다. (…) 黎氏가 쇠약해지자 亂民을 불러모아 수도를 공격하여
마침내 그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25)

여기서 보듯, 서호수는 안남왕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던 듯하다. 儒者였던 그로
서는 유교 도덕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당시의 베트남 사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서호수만이 아니다. 조선에서 淸에 파견한 사절단
22) 안남지략 외에 李仙根의 安南雜記 , 潘鼎珪의 安南紀遊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오주연문장
전산고 史籍總說의 외국사 참조), 이들 책을 실제 구해 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안남지
략 은 읽었던 게 분명하다. 한편, 이들 베트남 관련 서적 외에도 지리서인 淸一統志 와 시집인 尤 의
外國竹枝詞 도 베트남에 대한 지리적·인문적 學知의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3) 오주연문장전산고 史籍總說의 外國史 에 언급되어 있다. 이규경은 한국·베트남 교류사뿐만 아니라,
한국·유구 교류사도 편찬한 바 있다. 琉球交聘志 라는 책이 그것이다.
24) 이상의 사실은 유인선, 앞의 책, 236면, 240-242면 참조.
25) 燕行記 권2, 7월 16일 甲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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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청의 정세와 동향을 조사해 국왕에게 보고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正祖 12년(1788)부터 정조14년(1790) 사이에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 내용 중에 베트남의 정세 및
그에 대한 중국 측 대응에 관해 기술한 것이 많다. 가령 정조 12년 8월 12일 譯官 홍명복이 올
린 手本에는 이런 말이 보인다.
안남국에 임금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는 변란이 생겨 그 왕비와 세자가 바다를 건너 廣西省으
로 와서 구원을 요청하자 광서 총독이 급히 조정에 아뢰니, 황제가 크게 노하여 광서 총독으로 하
여금 그 변란의 이유를 자세히 조사하게 하였는데, 이는 장차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
하옵니다.26)26)

베트남 정세가 대단히 신속하게 조선 국왕에게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
가 올라가고 나서 두 달 후인 1788년 10월에 청은 20만의 대군으로 베트남을 침공한다. 정조
14년(1790) 3월 27일 서장관 성종인이 올린 聞見別單 에도 베트남의 정세와 청의 대응방식이
27)27)

자세히 보고되고 있다.

조선 왕실이 베트남 사태에 촉각을 세운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인다.
하나는 그것이 왕위 찬탈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베트남의 이 국내 문제에 청이 어떤 군
사적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 때문이었다. 조선은 1636년 청의 침략을 받은 바 있다. 조
선은 이후 대외적으로는 청에 조공을 바치며 좋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청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으며, 청을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조 연간에
확인되는 베트남 사태에 대한 주시는 조선의 역사적 경험과 對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만
하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중국에서 수집된 베트남에 관한 정보가 국왕에게 直報되고 있었다. 이
런 정보는 서울을 중심으로 조선의 일부 사대부 지식인들에게까지 유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조선 사회는 베트남에 관한 학지를 확대해 갈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3.4.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베트남에 갔다온 사람들의 傳言을 통해서도 베트남에 관한 지식
혹은 상상력을 획득하고 있었다.
베트남에 갔다온 사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하나는 조완벽처럼 정유재란(1597) 때 일
본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일본 상선의 선원이 되어 베트남을 왕래하던 중 외교
적 교섭으로 조선에 송환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표류하여 베트남에 갔다온 경우이다.
26) 正祖實錄 , 정조 12년(무신년) 8월 12일조.
27) 正祖實錄 , 정조 14년(경술년) 3월 27일조.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169

조완벽은 원래 진주의 선비였는데, 1604년 처음 베트남에 갔으며 이후 2번을 더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사신(1558~1619)이 趙完璧傳 을 남기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조완벽이 베트남
에 갔을 때 베트남 선비들 사이에 이수광의 명성이 높아 그의 시를 욀 정도였다고 한다. 趙完
璧傳 은 베트남의 풍속, 제도, 문화, 자연 등 조완벽을 통하여 전해진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담
고 있다. 이수광 역시 같은 이름의 傳을 남기고 있다.28)28)
베트남에 표류했다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敍事로는 황윤석(1726~1791)의

齋亂藁 와 박지

원(1737 1805)의 三韓叢書 에 수록된 글 및 정동유(1744~1808)의 晝永編 에 실려 있는 글이
주목된다. 세 글은 모두 1687년 10월 베트남에 漂着했다가 다음해 12월에 제주도로 귀환한 21
인이 겪었던 일에 대한 서술이다. 황윤석과 박지원의 책에 실린 글은 鄭運經(1699 1753)의 耽
羅聞見錄 에 기재된 이야기를 轉載한 것이며, 정동유의 책에 실린 글은 1727년 譯學 이제담이
당시 표류인 중의 한 사람인 고상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던 것을 轉載한 것이다.
이들 책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사실임은 숙종실록 의 숙종 15년(1689) 2월 13일條 기사에서
확인된다.
이들 책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표류인들은 호이안(會安)에 머물렀으며, 두 차례 푸쑤언(富春,
지금의 후에)으로 가 응우옌 總鎭(국왕에 해당함)을 만났다. 당시 베트남은 남북이 서로 대치하
고 있었던바, 북쪽은 찐(鄭)씨가 통치하고, 남쪽은 응우옌(阮)씨가 통치하고 있었다. 고상영 등이
표착한 해인 1687년은 응우옌씨가 남진정책에 따라 도읍을 후에로 옮긴 바로 그 해였다.
박지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황윤석과 정동유 역시 실학자 계열에 속하는 지식인이다. 주목
되는 것은, 이들의 기록이 이전의 그 어떤 문헌에서도 볼 수 없었던 17세기 후반 호이안과 후에
일대 베트남의 文化風俗志를 대단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재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
목되는 것은, 당시 호이안 明德府의 책임자인 明德侯 吳爲는 응우옌씨의 지시에 따라 표류인들
을 조선에 돌려보내면서 조선 측에 咨文을 보냈는데 이를 함께 실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황윤석은 베트남에 관심을 많이 보여 이재난고 에 베트남에 대한 기록이 여기저기 발
견된다. 흥미로운 것은, 다음에서 보듯 그가 베트남어를 한글 발음으로 적어놓고 있다는 사실이
다.
맛天也 지地也 日也 몃月也 사오星也 풍하風也 막日落 몃막月落 무어벌也 무어만쥬벌來也
무어콜벌晴 위우실今日 좌우실明日 못一也 해二也 마三也 몬四也 남五也 사오六也 매七也 담八也
진九也 메十也 해메二十 마메三十 몬메四十 남메五十 사오메六十 매메七十 담메八十 진메九十 못잡
一百 틔연船也 기오帆也 쟈櫓也 자울네搖櫓也 노鼎也 누어 也 맛碗也 닥髮也 목頭也 누무위眼也
누위영口也 대手也 징足也 봉腹也 포玉門也一云논 女子바 나쟈오玉莖也一云각 男子바 곤대男也 곤개
28) 이수광의 조완벽전 은 정사신의 조완벽전 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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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女也 야님同生也 쟈父也者
매母也 子息 목夫也 낭妻也 무쟈老翁 문매老
쥬孕胎 아오衣也
귀괘盜賊也 그니我也 이모何處人 당死也 송生也 무어 也 야家也 신니아오稻米 검夜也 우무臥也
늬 去也 그야남우宿此家也 요숑坐也 남彼人 보 來也 에幾何 긋긋叱也 醬也 돔 오 也一云맘
○젓也 너우酒也 만饌也 헷羹也 유猪也 안봉腹飽也 뇌봉腹飢也 쥬犬也 어馬也 우牛也 뵈象也
귀木也 이草也 누어稻也 투억南草也南靈草也 후南草竹也烟 也 烟 也 넉水也 신줄널火也 우루大路
하루小路 누억海水 수엉江水 그멈針也 이연絲也 듸연錢也 막려也 고듸연金也 괏扇也 기우草席 다고
履也신也 무어리舞也 콩無也
有也 못탕一月 해탕二月 마탕三月 몬탕四月 남탕五月 사오탕六月
29)
매탕七月 담탕八月 진탕九月 메탕十月 쇼옹監司 대옹國王 29)

황윤석의 말에 의하면, 이 베트남어들은 원래 신경준(1712~1781)이 제주목사로 있을 때, 예전
에 안남국에 갔다온 어떤 제주도민을 만나 그에게서 들은 것을 기록해 둔 것이다. 황윤석은 張
30)

士彬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자료를 얻어본 뒤 자신의 일기에 베껴 놓았다.

30)

신경준이 제주목사

에 부임한 것은 1774년이다. 만일 위에 제시된 베트남어의 인포먼트(informant)가 숙종 13년인
1687년 고상영 등과 함께 베트남 호이안에 표착했던 사람들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표착 당시
그의 나이를 15살로 가정하더라도 102세가 된다. 102세의 노인이 87년 전의 외국어를, 그것도
그 사이에 전연 쓸 일이 없었을 외국어를 120여 개나 기억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가
능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경준에게 베트남어에 대한 정보를 준 인포먼트는 1687
년의 표류민이 아니고, 그 후에 표류해 베트남에 갔다 온 사람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전근대 시기 제주도민이 표류하여 해류를 따라 베트남 해안에 도
31)31)

달한 것은 결코 한두 번이 아닐지 모른다.

상기 인용문에 제시된 베트남어는 총 123개다. 대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단어로 여겨진다.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 의식주, 숫자, 돈, 인간 관계, 신체, 동작과 관련된 단어들이 主를 이룬다.
말하자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들이다. 선박과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된 것은 귀환
을 고대하는 표류자의 관심이 반영된 것일 터이다. 123개의 베트남어는 명사가 대부분이고, 동
사가 열 개 가까이 된다. 간단한 문장도 몇 개 눈에 띈다.

막(해가 졌다), 몃막(달이 졌다),

무어만쥬(비가 온다), 무어콜(비가 개었다), 그야남우(이 집에서 잤다), 안봉(배 부르다), 뇌봉(배
고프다) 등이 그것이다. 이들 문장은 동가숙서가식하거나 노숙을 하면서 견뎠을 표류자의 처지
를 반영한다. 이 정도의 단어를 익히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체류해야 하지 않을까.
29)
齋亂藁 제6책(정신문화연구원, 2000), 623면의 甲辰(1784) 10월 11일자 일기.
30) “士彬言: ‘申景濬爲濟州牧使時, 遇州人嘗漂至安南國者, 因其所傳安南國方言而錄之, 有以傳錄示余.’ 余亦錄
之如左.”(같은 책, 같은 곳)
31) 이와 관련해, 호남 장흥의 향촌 지식인인 위백규(1727 1798)가 자신이 남쪽 海上에 있을 때 일본·안
남·유구에 漂泊했다가 생환한 자를 만난 일에 대해 언급해 놓은 鄭公海上錄跋 ( 存齋集 권21 所收)
이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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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것은, 상기 인용문에 베트남 문자인 쯔놈(字 )이 몇 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아버
’
지를 뜻하는 ‘父
어머니를 뜻하는 ‘ ’(매), 옷을 뜻하는 ‘ ’(아오) 등이 그것이다. 쯔놈은 모
者(쟈),
두 작은 글씨로 표기해 놓은 것으로 보아, 신경준은 이들 문자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인포먼트가 신경준에게 말해줬을 터이다. 비록 몇
글자에 불과하긴 하나 베트남의 쯔놈에 대해서까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인포먼트는
적어도 한자를 아는 사람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일반 서민은 아니다.
신경준은 국어학에 조예가 있던 실학자였다. 그는 평소 ‘언어’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기에
베트남 표류민과 대화할 때 특별히 베트남의 말에 관해 물어봤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황윤석
역시 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자였다. 이들 학자는 조선 후기 베트남 표류민의 경험과 연결됨으로
써 마침내 ‘베트남어’라는 새로운 학지를 향해 一步를 내디딜 수 있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조선 후기에는 일종의 ‘베트남 견문기’라 할 만한 기록들이
지식인들 사이에 유포되면서 베트남에 대한 학지와 상상력이 한층 확대되어 갔다고 생각된다.

3.5. 이외에 18세기의 조선 지식인 중 베트남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람으로 이익
(1681~1763)과 이종휘(1731~1797)를 빠뜨릴 수 없다.
이익의 백과전서적 저술인 성호사설 에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阮翁仲은 안남 사람인데, 키는 2丈 3尺이나 되고 기품은 단정하면서 씩씩하여 보통 사람과는 아
주 달랐다. 그는 젊은 시절 縣吏로 있을 때 상관에게 매를 맞고 탄식하기를,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하고, 드디어 학교에 들어가 경서와 사기를 연구하였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옹중에게 병권을 맡겨 臨 를 지키게 했는데 그 이름이 흉노에 떨쳤다. 진나라에서는 이를 영광으
로 여겼으며 죽은 후에는 동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史書에는 보이지 않는다.32)32)

완옹중은 嶺南 怪 에 실려 있는 베트남의 영웅적 인물 李翁仲을 가리킨다. 인용문 중 ‘臨 ’
는 진나라의 西郡으로, 지금의 감숙성 일대다. 만리장성이 여기서 시작된다. 嶺南 怪 의 서
술은 상기 인용문과는 상당히 다른바, 진시황이 베트남을 침락하려고 해 베트남의 安陽王이 翁
仲을 진시황에게 바쳤다고 했으며, 진시황은 翁仲을 얻은 것을 몹시 기뻐해 그에게 임조를 지키
게 하자 흉노가 꼼짝 못했다고 했다. 그후 翁仲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흉노가 재차 진나라를
침략하자 진시황이 다시 그를 데려오게 했지만 翁仲은 갈 뜻이 없어 마을의 소택지에 숨어 버렸
다고 했다. 안양왕은 입장이 곤란해지자 翁仲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진나라에서는 그의 시
체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翁仲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양왕은 翁仲의 시신에
32) 이익, 星湖僿說 권20, 經史門 중의 ‘阮翁仲’.

172·한국문화 47

다 수은을 발라 진나라에 보냈다. 진시황은 탄식한 후 구리를 녹여 翁仲의 동상을 만들게 해 함
양궁 밖에 세웠다. 그리고 사방에서 사신이 오면 동상의 배 속에 수십 명의 사람을 넣어 동상을
흔들흔들 움직이게 했다. 흉노는 이를 보고 翁仲이 살아 있는 줄 알고 다시는 변방을 침범하지
33)33)

못했다고 한다.

嶺南 怪 의 이야기에는, 강대국의 횡포로 베트남의 영웅인 李翁仲이 희생된 점이 부각되어
있다. 이런 敍事에는 베트남 민중의 민족적 상상력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데 이익은 이 베트남의 영웅에 대한 기록을 어디서 보고 소개해 놓은 것일까? 嶺南 怪 는 아
니겠고, 필시 중국의 雜記類에서 본 것을 옮겨 놓은 것이리라 여겨진다. 중국측 자료가 갖는 제
약 때문에 이익은 더 이상 사고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의문만 제기해 놓고 있다. 비록
이런 한계가 있기는 하나, 이익이 베트남인 李翁仲을 조선에 소개한 것은 의의가 없지 않다.
이종휘의 문집인 修山集 권13의 高麗史志 ‘禮志’에는, “안남과 일본은 스스로 황제로 칭한
34)

다” 라는 기록이 보인다. 안남은 전통적으로 ‘內帝外王’, 즉 국내적으로는 황제라 칭하고 중국과
34)

의 외교에서는 왕이라 칭하는 정책을 구사해 왔다. 이런 정책에는, 불가피하게 책봉체제를 받아
들이기는 하되 자국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내세우는 베트남인의 자세가 반영되어 있다. 지금도
하노이에는 文廟가 옛날 그대로 남아 있지만, 서울의 성균관과는 그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노이의 문묘는 그 스케일에서 북경의 문묘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베트남이 스스로 중
국과 대등한 천자의 나라로 자부했음은 그 문묘를 보면 실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과 조
선은 전근대 시기에 다같이 중국의 朝貢國이었지만, 그 自己意識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
으니, 베트남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자기의식을 지녔었다고 말할 수 있을 터이다.
베트남이 황제를 칭한다는 사실은 다른 문헌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조선의 지식인들
모두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 아마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종휘는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려는 元나라의 신하가 되기 전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으며, 임금은 스스로를 ‘朕’이라고 했고,
신하들은 임금을 ‘陛下’라고 불렀으며, 儀式과 제도는 천자국을 본떠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35)35)

라고 기록하고 있다. ‘朕’이나 ‘陛下’는 천자국에서만 쓸 수 있는 칭호다. 이종휘는 우리나라가
한때 稱帝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휘가 베트남과 일본이 칭제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은 주목해야 될 점이다. 이종휘는 이

33)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 57-58면의 요약이다.
34) “安南日本之自帝其國.”
35) “高麗臣元以前, 紀元稱朕, 其臣稱陛下, 儀制多倣天子無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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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중화적 세계질서 내지 중국적 華夷論을 자연적 내지 초역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조
선 사대부의 오랜 사고를 회의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베트남에 대한 學知가 이런 회
의를 낳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까.

3.6. 끝으로 19세기의 상황에 대해 조금 언급한다.
조선의 19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최한기(1803~1875)는 그의 저서 推測錄 에서 세계적 종교
로 넷을 꼽고 있으니,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유교가 그것이다. 그리고 유교를 신봉하는 국가로
36)

중국·안남·조선·일본을 꼽고 있다.

36)

최한기는 유교를 내세워 베트남을 ‘동아시아’에 포섭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관점을 취하는 학자는 오늘날에도 있지만, 최한기는 이런 관점의 元祖라 할
만하다. 전근대 한국에는 최한기로 대표되는 이런 관점만이 아니라, 베트남을 필리핀이나 미얀
마, 태국, 참파,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속에서 이해한 관점도 존재하였다. 앞에서
살핀 이수광이나 이덕무 같은 사람의 관점이 그러하다. 물론 전자와 후자의 관점이 꼭 서로 배
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관점은 서로 섞일 수 있다. 베트남이 한자를 사용하고 유교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전자의 관점이 유효하지만, 지리적으로 본다면 후자의 관점이 유효하다.
이런 점에 유의한다면, 오늘날 베트남을 단지 동아시아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전면적으로 타
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용어를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동남아시아적 관점’의 도
입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이제 동아시아중심적인 ‘동아시아적 視座’를
넘어, 동남아시아적 시좌로 공부와 관심, 문제의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주노동자를
통해 우리 속에는 이미 동남아시아가 깊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동남아시아는 어느
새 우리 자신의 일부로 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에 대한 공부는 동남아시아 공부의 모멘트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개항 전후 조선의 朝野에서는 베트남 정세에 심중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박규수(1807~1876)는 고종 11년인 1874년 6월 25일에 있었던 조정의 회의에서, 洋夷가 안남까지
쳐들어가 이미 그 나라를 병탄했음을 임금께 아뢰고 있다.37) 당시 박규수는 우의정이었다. 박규
37)

수가 말한 것은, 1873년 11월 초 프랑스인 가르니에(Fransis Garnier)가 병력을 인솔해 하노이
38)38)

성을 함락시키고, 이어 통킹 델타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한 일을 가리킨다.

그런가 하면, 고종 21년인 1884년 전라도 남원에 사는 한 지방지식인은 상소를 올려 時務*
을 건의하면서, 幾微를 놓쳐 사직이 기울어 수모를 당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안남을 거
39)

론하고 있다.

39)

베트남이 프랑스의 침략을 받는 것을 자국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

36) 推測錄 권5 ‘推己測人’의 推師道測君道 참조.
37) 承政院日記 , 고종 11년(갑술년) 6월 25일조.
38) 유인선, 앞의 책, 285-2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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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낸 것이라 할 만하다.
1885년 11월, 고종은 북경에서 돌아온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베트남의 정세를 묻고 있으
며, 서장관 김세기는 阮氏가 반란을 꾀하다가 불란서 총독에게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아뢰고 있
40)

다.

40)

41)

阮氏의 반란이란, 1885년 7월에 개시된 항불투쟁을 가리킬 터이다.

41)

당시 조선 조정이 베

트남의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05년 을사 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곽종석(1864~1919)이 올린 상소문에는 “이제 폐하께
42)

선 요즘 안남의 국왕처럼 한갓 빈 호칭만 끼고 있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42)

식민지로

화하고 있는 조선의 운명을 베트남에 비춰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개항 전후 조선의 識者들은 절박한 시대상황과 관련해 베트남의
정세를 주시하였다. 이 시기에 베트남은 조선의 진로와 운명을 점치는 하나의 시금석 비슷한 것
이었다. ‘베트남’이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담론이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1906년 번역된 越南
亡國史 는 베트남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이런 지속적 관심과 무관치 않다.

4. 마무리
조선 조정이 베트남의 정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ㄱ)조선건국 초기, (ㄴ)18세기 正
祖代, (ㄷ)19세기 말 高宗代, 세 시기였다. (ㄱ), (ㄴ)은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한 때였고, (ㄷ)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植民地化해 간 시기였다. 전근대 시기 조선과 베트남은 한편으로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독립을 유지해야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
다. 조선 조정이 중국의 베트남 침략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베트남의 일이 조선에도 닥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한편, 19세기 후반 조선의 식자층이 베트남이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조선 역시 외세의 침략을 받아 그런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사절의 접촉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學知가 형성되었
으나, 조선 후기에는 그 루트가 한층 다양해졌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學知는 더욱 확대
되고 심화될 수 있었다. 19세기의 학자 이규경이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에 대한 책을 쓸 수 있었
39)
40)
41)
42)

承政院日記 , 고종 21년(갑신년) 7월 24일조 전라도 남원의 幼學 오감의 상소.
承政院日記 , 고종 22년(을유년) 11월 3일조.
유인선, 앞의 책, 312-314면 참조.
承政院日記 , 고종 42년(을사년) 11월 18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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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이런 상황에 힘입은 것일 터이다.
이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전근대 시기 한국과 베트남은 직접 외교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해 和好의 태도와 우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 베트남측 자료까지 활용하면서 그 점을
좀더 자세히 해명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다.
본고를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소득은, 향후 베트남에 대한 연구가 동아시아적 시각을 넘어 동
남아시아적 연관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이수광이나 이덕무 같은 학자
는 일찌감치 그런 視座의 단서를 열어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만
이 아니라, 보다 넓게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위해서도 중요한 모멘트라는 사실을 새
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제어 : 베트남, 안남, 이수광, 이덕무, 이규경
투고일(2009. 7. 20), 심사시작일(2009. 7. 20), 심사완료일(200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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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etnam and the Intellectuals of Later Joseon
43)

Park, Hee-byoung *
In the early days of Joseon, academic knowledge on Vietnam was acquired
mostly through contact between envoys of Korea and Vietnam. As channels became
more diverse in the later Joseon period, academic knowledge on Vietnam was able
to be more amplified and deepened. It is supposed that Yi Gyu-gyeong, a 19th
century scholar, was able to write a book on the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Vietnam owing to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shows that Korea and Vietnam had friendly attitudes and cordial
feelings toward each other in the pre-modern era, even though they did not have
direct diplomatic relations. It is the assignment left behind to explain this point in
more detail with utilizing Vietnamese materials as well.
Besides, this paper validates the fact that studies on Vietnam hereafter need to
proceed beyond the East Asian perspective, considering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Scholars such as Yi Su-gwang and Yi Deok-mu gave a clue to this viewpoint
earlier. It should be freshly appreciated that Vietnam is an important momentum not
only for understanding East Asia but, more broadly, for understanding Southeast
Asia.

Key Words : Korea and Vietnam, Yi Su-gwang, Yi Deok-mu, Yi Gyu-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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