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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중세 동아시아 非漢人系 지식인의 華夷論 
본고는 雍正 6년(1728) 曾靜逆謀事件을 통해 가시화된 한족 지식인의 ‘華夷論’과 

그에 대한 雍正帝(1678~1735, 재위 1722~35)의 이론적 반박문이라 할 수 있는 大
義覺迷錄 1)의1)간행이, 조선 후기 지성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朝淸간 관계에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을 포함해 국내 각 대학도서관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판본이 존재한다. 

大義覺迷錄  四卷, 雍正內府刻本, 中國社會科學院文學 究所圖書館藏.(北京 : 北京出版社, 2000. 四庫
禁 書叢 . [2], 史部. v. 22 / 四庫禁 書叢 編纂委員會 [編]); 大義覺迷錄 , 4卷4冊1匣, 中國 : [刊寫者
未詳], 雍正 7(1729); 大義覺迷錄 , 8冊1匣(筆寫本, 中國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大義覺迷錄 , 台
北 : 文海出版社, 民58[1969](近代中國史料叢刊. 第三十六輯 ; 351-352)(이 판본은 大義覺迷錄 , 1730, 臺
北 : 文海出版社, 1966年 影印本과 같은 판본이다); 張萬鈞, 薛予生 編譯(1999), 大義覺迷錄 , 中國城市
出版社. 한편 이 편역본에서는 大義覺迷錄 에 수록된 上諭 외에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
는 40편의 上諭와 상주문들을 淸代文字獄 에서 골라 부록으로 싣고, 말미에 薛予生의 해제논문 雍正
向天下頒布 大義覺迷錄 的始末 을 수록했다. 본고에서는 서울대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된 雍正內府
刻本을 주요 저본으로 삼는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다음 저술들을 참조할 수 있다. 문斗基, 1964 淸初의 
黃帝統治와 思想統制의 實際 : 曾靜逆謀事件과 大義覺迷錄  震壇學報  25·26합집, 震檀學會 ; 조너
선 스펜스, 2004 반역의 책 : 옹정제와 사상통제 , 이산 ; 임형택, 2009 문명의식과 실학 , 돌베개, 81
면 ; 정길수, 2007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中華主義’  국문학연구  제15호, 국문학회, 143-145면. 주
지하듯, 대의각미록 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연구가 퍽 활기를 띠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에서의 대의각
미록  연구는 1964년에 발표된 문斗基 선생의 논문 단 한 편에 불과하며, 더욱이 이 자료를 조선 후기의 
화이론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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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그 사상사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曾靜
逆謀事件 및 그 배후로 지목된 呂留良의 華夷論과 관련하여 大義覺迷錄 의 핵심
적인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것이 조선 후기 지성사에서 어떻게 수용 논평되었는가
를 병란 이후의 小中華主義 및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對淸觀(北學論)과의 관련 하
에 그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본고가 청나라 만주족 황제인 옹정제의 大義覺迷錄 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大義覺迷錄 에는 화이론에 관한 연암의 시각과 매우 흡사한 견해들이 대
거 담겨 있다. 옹정제는 曾靜2)과2)그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 주자학자3)呂留良3)의 화
이론에 대하여, 華와 夷의 所以然은 文化(仁義·德·五倫)의 有無에 두어져야 한다
며, 지리적으로 보아 중원 이외의 땅에서 태어난 자를 夷狄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
못이니, 所出之地가 邊方이라 할지라도 文化만 갖추어져 있으면 구태여 華夷를 구
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文化가 없는 자는 夷狄이라 할 수 있다는 전
제가 성립되지만, 蒙古까지도 文化가 있으니 夷가 아니라고 함에 이르러서는 사실
상 漢人의 화이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4)연암이 청조 문물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華의 개념 중 인종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을 강
조함으로써 청조와 청조 문물의 분리론을 주장한 바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분명 있
는 것이다. 

둘째, 그런데 한편으로 청은 비록 ‘夷’지만 그 문물은 ‘華’라는 연암의 주장은 조
선은 비록 ‘夷’지만 그 문물은 ‘華’라는 북벌론자(소중화주의자)들의 주장을 뒤집어 

2) 曾 (1679~1735) : 永興縣 사람으로 호는 蒲潭先生. 성품이 迂闊하고 道學을 말하기 좋아했으며，呂留良
의 영향으로 反 思想을 품었다. 雍正帝가 즉위한 후에 증정은 川陝總督 嶽鍾琪를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
려 했으나 嶽鍾琪가 즉시 조정에 보고하여 체포되었다. 그 후 옹정제에 의해 면죄 석방되었으나, 그와 동
시에 대규모의 文字獄이 일어나, 여유량의 저술들이 모두 불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죽었다. 
증정은 乾隆帝의 즉위 후에 ‘泄臣民公憤’이라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3) 呂留良(1629~1683) : 본명 留良·光輪. 자 莊生·用晦. 호 晩村. 저장성 스먼[石門] 출생. 정통 명분론에 
입각한 朱子學者로, 이민족인 청나라 조정에 사역되는 것이 싫어 삭발하고 승려가 되었으며 髮을 거부
하였다. 中華人으로서의 긍지를 지키고, 주자학설 중에서 명분론·정치론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의연
한 논설로 일관하였다. 저서에 四書講義 · 晩村慙書 가 있고, 黃宗羲와 일시 친분을 맺기도 하였다. 
죽은 뒤 그의 학설을 위험사상으로 간주한 雍正帝의 大義覺迷錄 에 의하여 비판되었으며, 다음 대인 乾
隆帝는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일족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국내에 전하는 呂留良의 대표적인 저술
은 다음과 같다. 呂晩村詩集  4冊(文字獄 이후 散逸되어버린 呂留良 詩集들을 각종 필사본과 殘本들에 
의거하여 새롭게 編輯하고 校正하여 간행한 詩集), 四書講義  木版本 42卷 8冊(呂留良(淸) 等; 陳 (淸) 
編次, 四書 의 意理를 講解하고 時文을 批判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으로, 목차는 권1-3:大學, 권4-23:論
語, 권24-29:中庸, 권30-42:孟子) 

4) 민두기, 앞의 논문,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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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것으로, 사실은 동일한 문화 중심적 화이관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5)
5) 

곧 연암의 새로운 화이관은 북벌론자들의 소중화주의에 내재한 이러한 문화중심적 
화이관의 계기를 극대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중화
주의와 북학파의 화이론 간의 관련성 이상으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옹
정제의 화이관이다. 따라서 소중화주의자와 북학파, 그리고 옹정제를 비롯한 청나
라 만주족 관료들의 화이관이 공유하는 지점을 포함하여 그 변별되는 지점까지 고
루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에서 본고는 먼저 曾靜逆謀事件 및 그 배후로 지목된 呂留
良의 華夷論과 관련하여 大義覺迷錄 의 핵심적인 쟁점들을 검토한 후, 병란 이후
의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대의각미록 을 각기 어떻게 논평하면서 변모한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대처했는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연암 박지원을 필두
로 하는 북학파 지식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華’란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로 
나아가고자 한다. 

2. 大義覺迷錄 과 雍正帝의 華夷論
大義覺迷錄 은 湖南省 洲 永興縣의 漢族 선비인 曾靜(1679~1736)의 反淸 역

모사건에 대한 청나라의 만주족 황제인 옹정제의 이론적 반박문이라 할 수 있다.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옹정제의 上諭 10편과 증정의 口供 47條 및 張熙 등의 口供 
2條와 증정의 歸仁說  등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옹정제가 특별 교지인 上諭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47개의 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증정과의 문답을 
통해 증정으로 상징되는 반청적 한인 지식인을 설복한 후 마지막에 증정의 사상개
조 과정과 그 결과물(반성문)이라 할 수 있는 歸仁說 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6)6) 
5) 김명호, 1990 熱河日記 硏究 , 창작과비평사, 125면.
6) 大義覺迷錄 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1권에 수록되어 있는 옹정제의 두 가지 특별 교

지[上諭]이다. 이 교지는 증정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 교지는 청 왕조는 천의를 따르고 민
의를 얻어 세워진 대통일 정통 왕조로, 비록 만주에서 일어났지만 李自成에게서 정권을 빼앗은 것은 명
나라를 위한 복수였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교지는 증정이 열거한 옹정제의 열 가지 죄상(아비의 권좌를 
노리고, 어미를 핍박하고, 형을 시해하고, 아우를 살해하고, 재물을 탐하고, 살인을 즐기고, 술에 취해 난
폭하게 행동하고, 음탕하고, 충신을 죽이고, 아첨을 즐겼다는 등)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자신에 대
한 변호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교지는 옹정제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진술한 변론이라 해도 무방하
다. 다만 첫 번째 진술은 청 제국을 위한 변론이고, 두 번째 진술이 진정으로 옹정제 자신을 위한 변론이



50·한국문화 56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옹정의 각 상유와 증정의 口供 및 歸仁說
에는 한족 지식인 일반의 반청적 화이론과 그에 대한 옹정제 및 만주족 지식인의 
논리적 반박으로써의 대응적 화이론이 곳곳에서 설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 진영의 화이론 간의 핵심적인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증정의 역모사건과 
옹정제의 대응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7)雍正 6년(1728) 9월, 증정은 
그의 제자인 張熙와 함께 川陜 총독인 岳鐘琪에게 반청 모반을 일으키도록 사주했
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는데, 심문과정에서 그 모반의 근원에는 옹정제 개인에 대
한 惡評과 더불어 華夷思想에 근거한 反淸論이 놓여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증정 모반의 이론적 토대인 화이사상은 당대에 널리 추앙받고 있었던 청초의 
주자학자 呂留良(1629~1683)에게서 영향 받은 것임이 확인되었다. 여유량의 화이
사상이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 있음을 보고받은 옹정제는, 이 사건의 의미가 夷狄
인 만주족의 한족 지배라는 당대 청조의 민감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사안임을 감지하고, 일반적인 경우처럼 즉각 극형으로 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이 
사건을 역이용하고자 했다. 곧, 증정에 대한 반박의 형식을 빌려 증정과 같은 생각
을 가졌을 모든 한인 문사들을 설복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대의각
미록 의 간행이다. 이와 같이 옹정제가 한인 관료를 포함한 한인 지식층의 마음에 
은연중 도사리고 있을 반청의 화이감정 및 화이사상과 정면으로 대결하고자 했다
는 것은, 康熙帝의 몇몇 文字獄이 단편적이었던 것과는 퍽 대조적이며, 또 흔히 거
론되는 乾隆帝의 文字獄의 압제적인 면과도 대조되는 특이한 것이라 하겠다.8)8)이

다. 두 번째 내용은 1권에 수록된 ‘증정에 대한 심문과 자백 13조(奉旨問訊曾靜口供十三條)’와 2권에 수
록된 ‘증정에 대한 심문과 자백 24조(奉旨訊問曾靜口供二十四條)’이다. 앞의 13조는 증정이 岳鐘琪에 보
낸 편지의 관점을 반박하는 내용이고, 뒤의 24조는 증정의 知新錄 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글들은 내
각의 九卿 대신과 刑部로 이루어진 특별 법정에서 법관들이 증정을 심문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지를 하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질문은 “어지를 받들어 너에게 묻는다(旨意問 )”로 시
작되나,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옹정제의 관점을 진술한 장문의 논설에 가깝다. 세 번째 내용
은 형부대신 杭奕祿이 증정을 심문한 기록으로, 사건 심리에 대한 九卿 대신들의 의견과 이에 대한 옹정
제의 회답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 내용은 曾靜, 張熙 등의 사상 개조 과정과 반성문을 담고 있다. 여
기에는 증정, 장희의 자백과 증정의 반성문 歸仁說 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톈(박주은 역), 2007 품인록 , 
에버리치홀딩스, 469-471면을 참조하되 일부 수정했다. 

7) 사건의 개요는 아래 저술들을 참조했다. 앞서 언급한 민두기(1964) 외에, 단편적이나마 대의각미록 과 
관련하여 서술된 국내외 논저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緖)·미야지마 히로시(宮嶋
博史) 공저, 2003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원서명 : 明淸と李朝の時代) , 역사비평사, 285-287
면 ; 이시바시 다카오, 2009 대청제국 : 1616~1799 , 휴머니스트, 245-247면 ; 平野聰, 2007 大淸帝國
と中華の混迷 , 東京: 講談社, 165-172면 ; 松井等, 1935 東洋史槪說 , 東京: 共立社, 218면. 그 외 기타 
참고자료로는 민두기·오금성·김용덕·이성규, 1981 東洋史硏究資料輯要 (서울大學校 東洋史學講議叢
書;2), 知識産業社, 164면 ; 山本英史, 2003 現代中國の履歷書 ,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68-69면.

8) 민두기, 앞의 논문, 245-246면. 제왕이 자신에 대해 유포된 惡評을 몸소 해명하는 한편 증정이 逆謀를 일
으킨 죄가 자기 스스로에 가해진데 불과하다 하여 그를 살려주어 교화의 일을 맡게 하는가 하면, 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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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옹정제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청사상의 요점은 무
엇이며 옹정제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며 나름의 화이론을 새롭게 전개하여 논박
하였는가를 검토해보자. 

증정의 반청사상은 그의 저술인 知新錄 에서 고스란히 설파되고 있는데, 옹정
제의 대의각미록 은 바로 이 知新錄 의 주장을 곳곳에서 인용하면서 일일이 논
박하고 있다. 지신록 의 주장들은 대개 여유량의 四書講義 에서 영향을 받은 것
이기에, 대의각미록 에서 인용되어 논박되는 知新錄 의 반청론을 통해 양 진영
(한족과 만주족) 간에 전개된 화이론 상의 쟁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 知新錄 에
서 설파되는 반청론의 핵심은 ‘華夷의 엄격한 분별’이다. 여유량-증정에 따르면, “華
夷의 구분은 君臣 간의 人倫보다 중하며, 華와 夷의 구분은 곧 人과 物의 구분과 
다름없다.”9)9)이 논법에 따르면 夷狄은 사람이 아니라 ‘物’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이
유는 “中土에서는 음양이 合德하여 사람이 되고 변경에서는 (음양이) 위태롭고 후
미진 곳으로 편벽되어 夷狄이 되는데 그 夷狄의 하류가 바로 禽獸이기” 때문이
다.10)10)곧 태어난 지역과 종족에 따라 華夷가 절로 분변된다는 논법이다. 이와 같이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엄격한 지역적ㆍ종족적 잣대를 들이대는 논법은, 
공자가 편찬한 노나라 역사서 春秋 의 이른바 ‘春秋大義(尊周大義)’에서 연유하는 
것이다.11)11)물론 공자의 ‘춘추대의’는 화이의 구분을 단지 지역적·종족적 층위에서

 考(康熙帝)를 욕되게 했다는 구실로 反淸思想의 震源인 呂留良과 그 주변인물을 탄압하되 그 방법을 ‘天  
 下公論’에 의한다는 형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邪說(反淸論)의 邪說된 소이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그  
 邪說을 반박하는 데에 그치고 반청론자의 저서의 禁毁는 억제해야 한다는 옹정제의 다면적인 태도와, 여  
 유량의 저서는 물론이거니와 옹정제가 公刊한 대의각미록 이라는 선전서까지 금서화하고, 皇考(雍正帝)  
 의 유지를 어기면서까지 曾靜과 張熙를 처형한 건륭제의 정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9) “ 知新錄 內云：‘如何以人類中君臣之義，移向人與夷狄大分上用. 管仲忘 君仇，孔子何故恕之？而反許以
仁. 蓋以華夷之分, 大於君臣之倫；華之與夷乃人與物之分界, 爲域中第一義. 所以聖人許管仲之功.’”( 大義
覺迷錄  권2 장10 뒤.)

10) “天生人物, 理一分殊, 中土得正, 而바陽合德者爲人, 四塞傾險而邪僻者, 爲夷狄, 夷狄之下爲禽獸”( 大義覺
迷錄  권1 장54 뒤.)

11) 呂留良의 ‘春秋大義’ 논의는, “君臣之義, 域中第一事, 人倫之至大. 若此節一失, 雖有勳業作爲, 無足以贖其
罪者. ……看 微管仲  句, 一部春秋大義, 尤有大於君臣之倫, 爲域中第一事者, 故管仲可以不死耳. 原是
論節義之大小, 不是重功名也.”(呂留良, 四書講義 , 卷十七.) 증정의 경우는, “如何以人類中君臣之義, 向
人與夷狄大分上用？管仲忘君事仇, 孔子何故恕之, 而反許以仁？蓋以華夷之分大於君臣之倫.”, “人與夷狄無
君臣之分”(曾靜, 知新錄 )에 잘 드러난다. 攘夷를 春秋의 第一事로 간주하는 증정의 화이론이 여유량의 
것에서 직접 영향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華夷之分의 지역적·민족적 구분론은 원나라와 대
치하던 송나라의 朱子에게서 그 이론적·정치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게 되었으며, 이는 淸初의 王夫之
에게까지도 “夷狄은 중국에 있더라도 氣가 다르고 習이 다르고 知와 行 또한 다르다. 夷狄은 죽여도 不
仁이 아니며 夷狄은 침탈해도 不義가 아니다. 왜냐하면 信義는 사람의 道이고 異類에게는 시행되지 않
는 것이기 때문이다.”와 같이 매우 잔혹한 수위로까지 이어진다.(王夫之, 黃書 , 王船山遺書所收  참
조.) 



52·한국문화 56

만 위계화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춘추대의’에 입각한 화이론은 화이분별의 논리 
위에서 ‘尊中華·攘夷狄’의 당위성을 주장하되, 그 분별의 기준은 지역·종족·문화
(仁義·五倫·禮·德)의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시되는 화이
분별의 요소는 어디까지나 ‘문화(仁義·五倫·禮·德)’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이론은 元[夷狄]과의 대치 관계에서 형성된 宋代[中華] 朱子의 화이론을 
거치면서 여유량-증정이 살았던 명말청초에 와서는 지역적·종족적 층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유량-증정의 화이론에 대해 옹정제는 어떻게 반박하는가? 
옹정제의 반박논리 또한 비록 ‘華와 夷’의 구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華夷 
분별의 ‘기준’으로 전술한 바로 이 ‘문화(仁·義·綱維·禮法)’를 내세움으로써 전통
적인 華와 夷의 위계를, 지역적·종족적 층위에서가 아니라, ‘문화의 有無’라는 층
위에서 설정하는 것이다.12)12)옹정제는 夷狄을 異類니 禽獸니로 매도하는 기왕의 화
이론은 仁하냐 虐하냐는 문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所生之地에 따라 中外를 망령되
이 구분한다고 성토했다.13)13)곧, 華夷와 中外의 구분은 태어난 지역이 아니라 그 정
치가 仁하냐 虐하냐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수와 달리 사람을 사람
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倫常(五倫)의 이치이며, 오륜이 곧 人倫이므로 오륜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사람이라 이를 수 없고, 이 오륜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君
臣’관계라 했다. 따라서 금수는 지역적·종족적 이적이 아니라 바로 ‘無君之心’을 
품은 자라고 일갈했다.14)14)또 청조가 滿洲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있어 
本貫과 같은 것이며, 더 나아가 舜임금은 東夷 사람이며 文王 또한 西夷 사람임에
도 그 聖德에 어찌 손상됨이 있느냐 했다.15)15)(주지하듯 “舜東夷之人也, 文王西夷之
人也”는 맹자가 한 말이다.16))16)또 공자의 “夷狄之有君, 不如난夏之亡也”17)에17)대해서
12) “逆書云：‘夷狄異類， 如禽獸.’ 夫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義存心. 若僻處

深山曠野之夷狄番苗, 不識綱維, 不知禮法, 蠢然漠然, 或可加之以禽獸無異之名.”( 大義覺迷錄  권1 장40 
뒤.)

13) “逆書云, ‘夷狄異類, 買言如禽獸’云云, 設不論仁虐, 第以所生之地, 妄分中外.”( 論  권13 장3, 李衛 雍正 
6년(1728) 11월 3일 奏摺의 批.) 민두기, 앞의 논문, 274면에서 재인용.

14) “夫人之所以爲人, 而異於禽獸者, 以有此倫常之理也. 故五倫謂之人倫, 是缺一則不可謂之人矣. 君臣居五倫
之首, 天下有無君之人, 而 可謂之人乎? 人而懷無君之心, 而 不謂之禽獸乎？ 盡人倫則謂人, 滅天理則謂
禽獸, 非可因華夷而區別人禽也. 且天命之以爲君, 而乃懷逆天之意, 焉有不遭天之誅 者乎?”( 大義覺迷錄  
권1 장11.)

15) “在逆賊等之意, 徒謂本朝以滿洲之君, 入爲中國之主, 妄生此疆彼界之私, 遂故爲 謗 譏之說耳. 不知本朝
之爲滿洲, 猶中國之有籍貫. 舜爲東夷之人, 文王爲西夷之人, 曾何損於聖德乎?”( 大義覺迷錄  권1 장2 뒤~ 
장3.)

16) 舜東夷之人也, 文王西夷之人也 : 그 출전은 孟子  권8 離婁章句 下.
17) 夷狄之有君, 不如난夏之亡也 : 그 출전은 論語  八佾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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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 구절은 종종 “夷狄에게 임금이 있는 것은 난夏에 임금이 없는 것만 못하다”
로도 해석되지만, 옹정제는 오히려 “夷狄에게 임금이 있는 것은 난夏에 임금이 없
는 것과 같지 않다”로 해석하면서 “이적에게 임금이 있는 것은 곧 聖賢의 부류요, 
난夏에 임금이 없는 것은 곧 禽獸의 부류니 어찌 태어난 땅의 內外 구분이 있겠는
가?”라 반박하였다.18)18) 

그런데 이러한 옹정제의 논리는 대개 ‘中華’라는 이념의 시원이자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논어 나 맹자 , 중용  류의 고대 유가경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이들 원시 유가경전은 강경한 ‘尊華攘夷’의 중화주의
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논리에 있어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19)19)곧 ‘중화’로 
‘중화’를 반박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두 ‘중화’의 내질은 꽤나 다르다. 원래 고대의 
유가경전은 유가적 중화의 이념(이상)을 ‘근원적’으로 곧, 다양한 ‘가능성’으로 담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후대의 해석자가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때
로는 모순적이라고 할 만큼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이념적 多岐性의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화’로 ‘중화’를 반박한다 했을 때, 전자의 ‘중화’가 “天下一家, 
萬物一源”으로 ‘夷狄’조차 중화[天下] 안으로 수렴시키는 꽤나 그 품이 넉넉한 개념
이라면, 후자의 ‘중화’는 “中華之外, 四面皆是夷狄”으로 중화와 이적을 이원화시켜 
중화의 폭을 꽤나 좁혀 잡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20)20) 

이러한 구도는 上諭와 심문록으로 구성된 대의각미록 에서만이 아니라, 반청화
이론의 출처인 여유량의 四書講義 에 대한 반론서인 駁呂留良四書講義  안에서
18) “孔子曰：‘夷狄之有君, 不如난夏之亡也.’ 是夷狄之有君, 爲聖賢之流, 난夏之亡君, 爲禽獸之類. 寧在地之

內外哉!”( 大義覺迷錄  권1 장66 뒤), “豈不謂之忠且義乎? 而得以禽獸目之乎? 如嶽鍾琪，世受國恩, 忠誠
義勇, 克複西藏, 平定 海, 屢奏膚切, 赤心奉主, 豈非國家之棟梁, 朝廷之柱石乎? 如逆賊曾靜者, 乃漢人之禽
獸也. 蓋識尊親之大義, 明上下之定分, 則謂之人. 若淪喪天常, 滅人紀, 則謂之禽獸. 此理之顯然者也. 且夷
狄之名, 本朝所不諱. 孟子云 ‘舜東夷之人也, 文王西夷之人也.’ 本其所生而言, 猶今人之籍貫耳. 況滿洲人皆
恥附於漢人之列, 准 爾呼滿洲爲蠻子, 滿洲聞之, 莫不忿恨之, 而逆賊以夷狄爲 , 誠醉生夢死之禽獸矣.”( 大
義覺迷錄  권1 장67.)

19) 물론 여유량-증정의 중화주의자들에게 있어 유효한 이론적 근거로는 논어 나 맹자 류의 고대 유가경
전보다는, 송대 주자의 텍스트에 기반한다. 증정의 배후인 여유량의 사서강의 에서 설파되는 지역적ㆍ
종족적 화이구분론 역시 주자에게부터 강력한 정치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옹정제는 주자에 대해서도 
문맥에 따라 때로는 비판적이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주자를 활용하고 있
다. 가령, “雖聖人說：“君使臣以禮，臣事君以忠.” 兩邊平放, 其實不相期待. 臣之忠君, 乃天命之自然，不
是因君使臣以禮而後臣得事君以忠, 所以朱子注云：“二者皆理之當然, 各欲自盡而已.” 玩“理之當然”四字, 見
得臣之忠君, 原從天出, 不是報(君恩. 君加恩於臣, 在臣固當忠君, 不加恩於臣, 而臣亦當忠.“( 大義覺迷
錄 )

20) “天下一家，萬物一源”와 “中華之外, 四面皆是夷狄”란 구절은 모두 知新錄 에서 증정이 한 말을 필자가 
인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옹정제는 증정의 이 두 구절에 관해, 천하가 한 가족이라는 앞 구절과 중화 
외에는 모두가 이적이라는 뒷 구절이 모순되지 않느냐 지적하면서, 역시 유가경전인 中庸 을 인용하여 
華夷이 지역적 구분론을 허망하다고 배격하고 있다. 大義覺迷錄  권2 장13 뒤 ~ 장14 앞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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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작품 출전 관련 내용
韓元震(1682~1751) (李子三 南塘先生文集  권17 覺迷錄 과 呂留良의 화이론 

언급

도 여실하다.21)
21)이 책은 四書講義 (論語·孟子·大學·中庸에 대한 여유량의 해

석)를 조목조목 引用하면서 反駁한 책으로, 여유량이 선유들을 표절하거나 의론이 
패역되고 오류가 있거나 인용이 잘못된 곳을 일일이 상세하게 밝혀 논박한 것이
다. 물론 그 주된 방식 역시 四書에 대한 나름의 해석에 기초하여 구축된 여유량
의 화이론을 四書에 대해 그와 다른 상이한 해석을 제출하여 반박하는 것이라 하
겠다. 곧 ‘四書(해석)’로 ‘四書(해석)’를 반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여유량-증정과 옹정제 사이의 ‘화이론’을 둘러싼 공방은 조
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그리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
일까? 다음 절에서는 그 양상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3. 조선에서의 大義覺迷錄  논평 양상과 조선후기 華夷論 
1) 韓元震의 名分論과 李瀷의 ‘內華’론

조선후기에 曾靜逆謀事件이나 曾靜에게 영향을 끼친 呂留良 및 雍正帝의 大義
覺迷錄 에 대한 주목할 만한 독서기록이나 논평은 대체로 이른바 ‘실학자’ 지식인
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다. 

21) 한편 여유량의 四書講義 에 대한 옹정제의 이론적 반론은 駁呂留良四書講義  4冊(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 5099-v.1-4)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저술은 呂留良이 撰한 四書講義 의 내용을 조목조목 引用하면
서 反駁한 책으로, 목차는 1冊:中庸, 2冊:上孟, 3冊:下孟上, 4冊:下孟下이다. 呂留良이 撰한 四書講義
의 내용을 조목조목 인용하면서 반박하였다.1731년(雍正 9) 武英殿本에 의하면 권수에는 그 해 12월 16
일에 내려진 조칙과 朱軾(1665-1736 江西 高安人) 吳襄 등이 ‘崇正黜邪’를 주장한 상소가 실려있다. 이
에 앞서 1729년(雍正 7)에 曾靜(1679-1736)의 문자옥이 일어나자 여유량은 이에 연루되어 저작이 禁
되고 戮尸를 당하였다. 이 해에 雍正帝는 大義覺迷錄 을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이때 편수인 顧成天이 
여유량의 四書講義 와 四書語錄 을 검열하여 선유들을 표절하거나 의론이 패역되고 오류가 있는 것 
인용이 잘못된 곳을 일일이 상세하게 밝히도록 청하자 朱軾과 吳襄을 總閱 方苞(1668-1749 安徽 桐城
人) 吳龍應 顧成天 曹一士를 査閱로 삼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다. 中庸  1책 孟子  
上孟 下孟上 下孟下의 3책으로 총 4책만이 있고 大學 과 論語 는 없는데 이들은 망실된 것으로 추
정된다.( 駁呂留良四書講義  규장각 해제와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 , 中國近三百年學術史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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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翼(1681~1763)
元之亡 星湖僿說  권23 呂留良과 曾靜逆謀事件 언급
雍正帝 星湖僿說  권9 雍正帝의 曾靜逆謀事件 대응 

과정 언급
宋能相(1709~1758) (李仁伯 尙元 

戊辰十一月 雲坪集  권5 覺迷錄  소장 언급

正祖(1752~1800, 
재위 1776~1800)

唐太宗 弘齋全書  권116, 
經史講義  53 呂留良의 黃極度때  언급

人物 弘齋全書  권172, 
日得錄  12 呂留良 평가

洪大容(1731~1783)
(趙梅軒煜宗書 湛軒書·杭傳尺牘

외집 권1
呂留良 文字獄에 대한 지속
적 관심乾淨 筆談 湛軒書·杭傳尺牘

外集 권2
吳彭問( 湛軒書·燕記

外集 권7

兪漢雋(1732~1811)
呂晩村詩錄序 自著  권16

呂留良과 曾靜逆謀事件 평가送從兄持憲公赴燕
序 壬申 自著準本 [一]

兪晩柱(1755~1788) 
‘1779. 1. 23. 조’ 欽英  2권

大義覺迷錄  독서기록‘1785. 7. 15. 조’ 欽英  6권‘1787. 2. 16. 조’

李 (1737~1795) 聞見雜記 下 燕行記事
呂留良, 曾靜, 雍正帝의 覺
迷錄  등에 관하여 그 전모
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논
평함

李德懋(1741~1793)

筆談 복莊館全書  권63,
天涯知己書

呂留良에 대한 홍대용의 
필담

成士執 大中 복莊館全書  권16,
雅亭遺稿

成大中(1732~1812)의 覺迷
錄  열람 희망 기록(“覺迷錄, 
廣搜博覓, 至企至企.”)

晩村集 복莊館全書  권33,
淸脾錄

大義覺迷錄 과 呂留良 관련 
기록

耳目口心書  四 복莊館全書  권51 呂留良 언급

朴趾源(1737~1805)
羅約國書

燕巖集  권14,
熱河日記 , 
口外異聞

曾靜逆謀事件 평가

銅蘭涉筆 燕巖集  권15, 
熱河日記 査嗣庭의 日錄 과 하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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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海應(1760~1839)

傅山, 孫枝蔚, 
杜越, 易學實, 

呂留良傳
硏經齋全集  권12,

文(傳, 雜著)

曾靜逆謀事件 및 呂留良과 
雍正帝의 覺迷錄 에 대한 
중립적 기술

曾, 呂案 硏經齋全集  外集 
권64, 雜記類

詩話·呂晩村詩 硏經齋全集  外集
권55, 識小類

呂留良如此江山圖
歌 幷序

硏經齋全集  外集
권64, 雜記類

呂留良錢墓松歌 硏經齋全集  外集
권64, 雜記類

雍正帝內閣九卿諭 硏經齋全集  外集
권64, 雜記類

大義覺迷錄 에 수록된
雍正帝 下諭 초록

雍正帝內閣九卿諭
[再諭]

硏經齋全集  外集
권64, 雜記類

雍正帝內閣九卿諭
[三諭]

硏經齋全集  外集
권64, 雜記類

韓元震과 그의 문인인 宋能相을 제외하면, 星湖 李瀷부터 洪大容, 朴趾源, 李德
懋, 成大中, 成海應 등의 이른바 ‘실학자’들에게 주목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증정역모사건과 대의각미록 을 둘러싼 어떤 지점이 실학자(북학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이 부분은 다음 절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본 절에서는 위 목록 중 그 한 세대 선배인 韓元震(1682~1751)과 李瀷(1681~ 
1763)에 우선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원진은 宋時烈의 학맥을 이은 權尙夏
의 문인으로, 洛論인 李柬과의 이른바 ‘湖洛論爭’에서 湖論인 ‘人物性異論’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자 북벌을 주장한 소중화주의자였기에, 그와 동시대 인물이면서도 청
나라에 대한 다른 입장을 지녔던 李瀷 및 洛論(人物性同論)을 계승한 다음 세대의 
북학파 지식인들과 좋은 비교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22)22) 

그러한 맥락에서 먼저 한원진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자. 韓元震은 李瀷과 동시대
에 공히 여유량-증정 역모사건과 대의각미록 에 대한 관련 논평을 남기고 있으면
서도, 그 구체적인 시각은 李瀷과 퍽 상이하다.

覺迷錄 을 보내주셨으나 굳이 펼쳐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편지로 
보건대, 晩村(呂留良의 호)의 이른바 “華夷의 구분이 君臣 간의 義보다 중하다”라는 

22) 한원진과 북학파의 사상적 차이에 대해서는 김태년, 2009 韓元震과 洪大容의 正學異端論  정신문화
연구  제32권 제3호, 29-57면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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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진실로 확고한 의론입니다. (晩村은) 일찍이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을 구했으나 
중년 이후에 自靖(마땅히 스스로 해야 할 도리에 편안해짐)23)하니23)이는 먼저 병들었다
가 후에 치료된 것으로 그 의가 또한 숭상할 만합니다. 羅整菴(羅欽順, 整菴은 그의 
호)24)은24)일찍이 許衡(1209~1281)25)의25)출처에 대해 논하기를 “許衡은 본래 원나라 땅에
서 태어나 원나라 백성으로서 원나라 군주를 섬기는 데에 그 義가 가하지 않음이 없
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文字 하나를 지어 이를 분변하자면, “천하를 통솔하여 
이적으로 귀의하게 한 자가 許衡이요, 萬世를 통솔하여 이적으로 귀의하게 한 것은 
許衡을 존숭하는 자의 말”이라 할 것입니다. 余闕(1303~1358)이 江淮參政으로 원나라
를 위해 죽자 태조황제가 사당을 세워 표창하는 글을 짓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에 대해 저는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는 오랑캐가 중화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아
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하 만세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
금 晩村의 일을 들으니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일어서게 합니다. 허형 역시 훗날 자
신의 출처를 후회하기는 했으나 끝내 그 행적을 뒤집어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하
니 만촌이 노년에 自靖해진 것은 허형보다 만배나 뛰어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整菴은 중국 조정의 大儒이면서도 허형을 존숭했고 또 황조(명조)가 개국할 때
에 우선 여궐을 표창했던 일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마땅히 적용되고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26)26) 

23) 自靖 : 그 출전은, 미자가 기자와 비간에게 “스스로 의리에 편안하게 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선왕에게 뜻
을 바쳐야 한다.(自靖 人自獻于先王)”고 말한 데서 유래한다. 書經 微子

24) 명나라 때의 학자인 羅欽順(1465∼1547). 정암은 그의 호이다. 자는 允升이며, 시호는 文莊이다. 벼슬을 
사양하고 20여 년간 시골에서 格物致知學에 전념하고 困知記 를 지었으며, 문집으로는 整菴存稿 가 
있다. 明史  卷282 羅欽順列傳  참조. 羅欽順은 비록 정주학파의 수호자로 활동했으나, 자신의 저술 
困知記 에서 人心과 道心을 통합된 것으로 파악하고 욕망을 윤리에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

점을 제시함으로써, 양명좌파인 泰州學派의 사상적 경향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벤저
민 엘먼(Benjamin Elman), 2004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 예문서원, 128-129면 및 165-166면 참조. 이
러한 나흠순의 사상은 조선의 문인들에게도 적지 않게 수용되었는데, 가령 許 (1551~1588)은 주자학을 
강하게 견지하면서도, 주희의 理氣二元論을 수정함으로써 泰州學派의 사상적 경향에 근접해진 羅欽順
(1465~1547)의 困知記 를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許 , 荷谷先生朝天記  5월 13일 조 참
조.

25) 송말원초의 경학가 許衡(1209~1281)을 말한다. 자는 仲平, 호는 魯齋, 시호는 文正이며, 河內 사람이다. 
元나라 세조 때 集賢大學士 兼 領太史院事로서 授時曆 편찬을 주도한 사람. 원나라 세조가 그의 제자 
王梓, 劉季偉, 韓思永 등 12인을 불러 國子監의 齋長으로 삼았다. 蘇門山에 은거하고 있던 趙復의 문인 
姚樞에게 정주학을 배운 뒤로 송대 성리학에 전념하여 북방에 정주학을 일으켰다. 주자의 四書集註 가 
科試에 채택되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후에 孔子의 廟庭에 종사되었고 세상에서 魯齋 선생으로 불
림. 그의 학풍은 실천적인 성향의 것으로서 麗末鮮初 신진 사대부들의 학문에 영향을 끼쳤음. 저술에  
네易私言 , 魯齋心法 , 許魯齋集 이 있다.

26) “送示覺迷錄, 未及披閱. 只憑來書而觀之, 則晩村所謂華夷之때, 大於君臣之義者, 誠是確論. 曾已應擧 官, 
而中年以後自靖者, 先病後 , 其義亦可尙也. 羅整菴嘗論許衡出處曰, 衡本生於元地, 以其民事其君, 義無
不可. 愚嘗作一文字때之, 以爲率天下而歸夷狄者衡也, 率萬世而歸夷狄者, 尊衡者之言也. 余闕以江淮參政, 
爲元死節, 太祖皇帝 令建祠表章, 愚以是爲未安, 非所以防胡 之亂華, 而爲天下萬世慮也, 愚見本自如是, 
今聞晩村之事, 不覺令人起立, 衡亦後悔其出處, 而亦不能 然改등, 晩村之末後自靖, 可謂優於衡萬萬矣,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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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은 한원진이 1747년 2월에 李台重(1694∼1756)에게 보낸 편지의 전문이
다. 여기에서 한원진은 옹정제의 大義覺迷錄 에 대해 굳이 펼쳐 읽어볼 만한 것
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면에 옹정제가 증정 역모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만촌 여유
량의 입론 “華夷의 구분이 君臣 간의 義보다 중하다”에 대해서는 “진실로 확고한 
의론”이라 추앙하고 있다. 한원진의 이러한 논평은 병자호란 이후 북벌을 외친 당
대의 조선 사대부들이 대개 공유하고 있던 시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許
衡과 余闕에 대한 시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주지하듯 許衡은 ‘정통 한족
왕조’인 송나라가 ‘오랑캐’ 원나라에게 중원의 패권을 넘겨주던 격변기에 태어나 朱
子의 학문을 계승한다는 사명 아래 원나라 조정에 나아가 커다란 학문적 성취를 
후세에 드리운 인물이며, 余闕은 원대의 盧州사람으로 古文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
리는 한편 江淮行省의 右丞이 되어 외적과 전투를 벌이다가 끝내 스스로 자결하여 
원나라 조정에서 忠宣이라는 시호를 받은 인물로 ‘忠臣’으로서 후대에 높이 평가되
었다. 이 두 인물은 모두 한족 문사로 오랑캐 왕조에 출사한 상징적인 사례로서 
이들에 대해 조선의 여러 유학자들은 다양한 논평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허형에 
대해서는 때론 그의 학문적 공적에 힘입어 朱子의 道學이 송나라에서 원나라를 거
쳐 명나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칭송하는 한편, 때론 그가 오랑캐인 원나라 조정
에 나아간 행적을 거론하며 春秋義理를 져버리고 ‘失身’한 인물이라 비난하였다.27)27) 
여기 후자의 입장을 한원진 역시 공유하고 있는데 위 인용문의 “천하를 통솔하여 
夷狄으로 귀의하게 한 자가 許衡”이라는 단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華夷의 구별을 엄격하게 견지하는 입장은 여말선초부터 존재했던 
일반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17세기 중후반 명청교체기와 병자호란 이후 조선 유
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대두된 입장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나라를 통해 朱子
學(許衡의 朱子學)을 받아들인 여말의 학자들(李齊賢, 李穡)이나, ‘정통 한족왕조’인 
明朝가 동아시아 정세를 주도했던 조선전기(申叔舟)와 달리, 17세기 중후반부터는 
(元朝[夷]가 宋朝[華]를 교체한 것과 마찬가지로 淸朝[夷]가 明朝[華]를 교체한 시대
라는 점에서) 華夷論의 현실적 의미를 실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17세기 
후반의 송시열이 허형의 행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유학의 宗師들을 모신 

抵整菴以中朝大儒, 尊尙許衡, 皇朝開 之始, 首先表章余闕, 宜其爲今日世界也, 此尤可慨也.”, 韓元震, 南
塘先生文集  卷17, (李子三  ; 한국문집총간 201, 405면. 

27) 자세한 내용은 우경섭, 2008 宋時烈의 許衡 인식과 文廟黜享論  진단학보 , 진단학회, 33-58면 참조. 
許衡에 대해서는 정성희, 1999 원대 유학의 주육화합 사상 : 허형, 오징을 중심으로  양명학 , 한국양
명학회 ; 김승현, 1996 원·명대 공자사상의 계승과 그 전개 / 원대 공자사상의 전개 : 劉因·許衡·吳
澄의 이학사상을 중심으로  공자학 , 한국공자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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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廟에서 허형의 위패를 출향함으로써 그를 儒賢의 반열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로 
가시화된다.28)28)이 역시 한원진과 마찬가지로 허형이 살았던 원나라 초반과 자신이 
직면한 청나라 초반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시세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한원진의 경우 송시열과 마찬가지로 화이분별에 입각한 정통론의 입장에
서 대의각미록 을 비판하고 여유량을 추숭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동
시대의 성호 이익은 대의각미록 에 수록된 옹정제의 조서를 인용하면서 옹정제의 
유가적 정책 및 발언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옹정제는) 至聖先師(孔子)에게 五世를 追封하고 성인을 공경
하기를 君·親과 같이 했으며 (공자의) 諱를 피하여 ‘丘’를 ‘邱’로 만들었으며, (천자가 
學宮에 親臨하는) 臨雍의 禮典을 중히 하기 위하여 (천자 巡幸의) ‘幸’을 고쳐서 ‘詣’로 
하였으며, 誕降한 날에는 재계하고 屠殺을 금하도록 하여 이를 定例로 삼았다. 그 즉
위한 6년 2월 2일에 五星이 奎壁에 모이고, 黃河가 六省에서 맑으니 증정은 이를 빙
자하여 ‘掃淸할 징조’라 했다고 한다. (옹정제가) 또 일찍이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朕
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다. 신하가 임금을 볼 적에 九
重의 尊으로 여기지만 人君이 하늘을 볼 적에는 (신하가 임금을 볼 때와) 그 존숭의 
차이가 월등하여 단지 九重일 뿐만이 아니다. 만약 소속 관원이 그 상관에게 칭송하
면서 ‘복이 임금과 가지런하다.’고 일컫는다면, 그 상관이란 자가 어찌 그러한 칭송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效靈이니 齊天이니 하는 등의 말들이 章奏에 사
용되고 있으니, 그 이치에 어긋나고 神(하늘)을 업신여김이 어찌 이와 다르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역대 임금들이 우뚝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 오로지 신하들이 크
게 칭도하고 찬양해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임을 알 것이다.(李
瀷, 星湖僿說  제9권, 雍正帝 )29)29)

이익은 위 인용문 앞에서 증정역모사건과 옹정제의 대의각미록  간행에 대해서 
그 개요를 별다른 논평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30)30)위 인용문에서는 더 

28) 우경섭, 앞의 논문, 44-45면.
29) “又聞至聖先師追封五世, 敬聖人如君親, 易諱爲邱, 重臨雍之典, 改幸爲詣, 而誕降之期, 齋戒禁屠, 箸爲定

例. 其卽位六年二月初二日, 五星聚於奎璧, 黃河淸於六省, 曾靜藉此爲掃淸之兆云. 又嘗下詔曰, “朕之事天, 
亦猶臣下之事君. 臣之親君也, 以爲九重之尊, 而以人君視天, 其相越之分, 又不 九重而已. 設以屬員頌其
上官, 而稱爲福與君齊, 彼爲上官者, 安能不受而戰慄乎? 今以效靈齊天等語見난章奏, 其悖理慢神, 何以異
是? 然則歷代人壁之巍然自尊, 惟恐群下之不大稱揚者, 可以知愧矣.”(李瀷, 星湖僿說  제9권, 雍正帝 )

30) 李瀷, 星湖僿說  제9권, 雍正帝  “雍正帝(淸世宗)가 즉위하자, 曾靜이란 자가 呂留良이 管仲의 공을 
논하여 말한 “華·夷의 분별이 君臣의 의보다 중하다.”는 설에 대하여 謗書를 만들고 또 변방 장수 岳
鍾琪에게 알리어 擧事를 하라고 권하였다. 그런데 일이 발각되어 잡혀서 서울로 오자, 帝는 좋은 집에 
유치하여 그 衣食을 편하도록 해주고서, 그 방서에 이른바 “아비를 제거하고, 어미를 핍박하고, 음탕하



60·한국문화 56

나아가 옹정제가 공자를 追封하고 諱하는 등의 정책 등을 핀 점을 긍정적으로 기
술하고 있고, 또 대의각미록 의 조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옹정제가 자신과 하늘의 
관계를 군신의 관계로 등치시키며 자신을 낮추는 태도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
다. 여기서 이익이 星湖僿說 에서 인용한 옹정제의 조서는 대의각미록 의 해당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다.31)31)곧 이익은, 대의각미록 을 아예 펼쳐보지도 않고 비난
한 한원진과 달리 대의각미록 을 충실히 읽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익에게도 중화와 이적이라는 지역적·종족적 층위에서의 華夷 구분은 자명
한 것이며, 옹정제가 증정역모사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수차례의 큰 獄事를 일으
킨 일에 대해서까지 긍정하고 있지는 않다.32)32)그럼에도 이익은 위 인용문인 雍正
帝 에서도, 유가적 정책을 널리 폈던 옹정제를 긍정한 후에 역시 ‘오랑캐’인 元朝 
황제들의 행적을 품평하면서, “대개 세조의 악은 秦始皇보다 더하고, 합손의 어진 
인품은 扶蘇에게 손색이 없으며, 성종의 內華의 공은 일찍이 中土에서 있지 못했
던 것이다.”33)33)라고 하여 ‘오랑캐’인 원나라의 황제들 중에서도 유가 성인을 존숭하
고 ‘(유가적) 중화’의 문물을 성대히 ‘內華’한 원 성종과 성종대의 재상인 합손에 대
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고평하고 있다. 반면에 “공자를 낮추어 中賢이라 하고, 佛
門을 높여 正道로 치켜세워” 심지어 공자의 묘까지 모두 없앤 원 세조에 대해서는 
진시황보다 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곧, 이익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한족이

여 상피붙고, 형을 시해하고, 아우를 쳐 죽이고, 살해를 즐기고, 재물을 탐냈다.”는 등의 설을 일일이 글
로 써서 심문함과 동시에 일일이 글로 써서 대답하게 하여, 그 잘못 들은 죄에 자복한 연후, 그 방서와 
함께 판에 박아서 각 고을의 각 學宮에 비치하게 하고 누구나 다 알게 하였다. 그리고 증정을 석방하면
서 조서를 내리기를 ‘만약 증정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증정의 죄로써 해당시켜 죄를 주어, 온 천하에 허
물 고치는 길을 보여 주겠다.’ 하였다. 鍾琪란 자는 武穆(岳飛)의 후손이요, 留良은 錢謙益의 門人으로 
牧齋集 에 나타나 있다.”

31) 위 李瀷의 글에 인용된 대의각미록 의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星湖僿說 의 원문과 동일
하다. “聖諭所頒, 謂“朕之事天, 亦猶臣之事君也. 臣之視君也, 以爲九重之尊；而以人君視天, 其相越之分,  
又不 九重而已也. 設以屬員頌其上官, 而稱爲‘上所崇奉’, 或稱爲‘福與君齊’, 彼爲上官者, 能安受而不戰栗
乎! 今以‘效靈齊天’等語見난奏章, 其背理慢神, 何以異是?”( 大義覺迷錄  권3 장9 앞, 杭奕祿等訊問曾靜
供詞五條 )

32) 이익, 元之亡 , 星湖僿說  제23권, “중국과 오랑캐란 본래 같은 족속이 아니다. 고루 덜어 주어 혼연
일치가 된다 해도 오히려 涇·渭의 구별이 있을까 걱정인데, 하물며 親疎의 자취를 환히 내보임에 있어
서랴? 그들이 쇠할 때 미쳐서는 배반하는 장수는 없었어도 배반하는 백성이 있었으니, 張·陳·明·劉 
같은 무리가 모두 중국 사람이었던 때문에 皇明에서는 회초리로 중국을 종아리치게 되었던 것이다. 또 
듣건대, 중국에서 呂留良의 華夷論을 노엽게 여기고 胡字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彛로 夷를 대신하게 하
여 큰 獄事가 여러 차례 일어났다 하니, 이는 장구한 계획이 아닌 듯하다. 만약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해가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잘 대우하더라도 역시 결점이 두루 보이지 
않을 수는 없으니, ‘노나라 성문이 썩어서 오래 갈수록 더욱 두려워한다.’는 것처럼 될까 걱정이다.”

33) “盖世祖之惡, 浮於始皇, 哈孫之賢, 無讓扶蘇, 而成宗內華之功, 曾中土之所未有也夫.”(이익, 星湖僿說  제
9권, 雍正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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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오랑캐냐보다는 비록 오랑캐라도 (유가적) 중화의 문물을 ‘內華’했느냐 안했느냐
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한원진과 송시열 등이 극렬 비판했던 許衡에 대한 평가에서도 구별된
다. 

“夷狄에 있어서는 이적의 형편으로 행세한다.(素夷狄, 行乎夷狄)” 하였으니, 가령 공
자가 이적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처세했을까? 반드시 나아가 세상에 응하여 무
너진 國俗을 회복하였을 것이다. 夷狄을 변화시켜 中夏로 만드는 것(變夷爲夏)은 匹夫
로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마도 반드시 委巷에 숨어 굶어 죽는 데에 머무르지
는 않았을 것이다. 聖人은 세상이 無道하더라도 필시 天下를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이
다. 이로 미루어본다면 許衡의 사정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이익, 星湖僿說  
經史門 제22권, 許衡 )34)34) 

이익은 허형을 변호하기 위해, 中庸 의 “夷狄에 처해서는 夷狄으로 행한다.(素
夷狄 行乎夷狄)”35)를35)인용하여 만약 공자라도 허형과 같은 상황에서라면 출사하여 
“무너진 國俗을 회복”할 것이라 했다. 사실 中庸 의 이 구절은 오늘은 노나라 신
하지만 내일은 초나라에서 출사할 수도 있는 지극히 혼란했던 춘추전국기의 시대
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익에게 이 구절이 함의하는 바는 송원교체기와 
명청교체기의 혼란기에도 여실히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 본 것이다. 물론 
중용의 “素夷狄, 行乎夷狄”은 체념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어서 서술된 바와 
같이 “夷狄을 변화시켜 中夏로 만들기(變夷爲夏)” 위해서라 할 것이다. 역시 원 성
종에 대해 ‘內華’의 공을 고평한 것과 상통한다 하겠다.36)36) 

34) “素夷狄, 行乎夷狄, 若使孔子生乎夷狄, 果何以處之? 必將出而應世, 挽回國俗也. 變夷爲夏, 非匹夫所能때, 
恐不必餓死委巷而止也. 聖人不以無道, 必天下而棄之. 以此推究衡之事, 不無所託也.”(이익, 星湖僿說  
經史門 제22권, 許衡 )

35) 이 말의 출전은 中庸  제14장, “부귀에 처하여서는 부귀를 행하고, 貧賤에 처하여서는 빈천을 행하고 
오랑캐에 처하여서는 오랑캐에서 행하고, 환란에 처하여서는 환란을 행한다(素富費, 行乎富貴 ; 素貧賤, 
行乎貧賤 ; 素夷狄, 行乎夷狄 ; 素患難, 行乎患難)”이다. 그 주에서 ‘素, 猶見在也. 言君子, 但因見在所居
之位, 而爲其所當爲, 無慕手其外之心也.’라 하였다.

36) 한원진 등과 비교할 때 이익의 이와 같은 진전된 시각은 성호사설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령, 성호는 
中國늘孝文 에서 이민족 국가에 대한 중국의 뿌리 깊은 편견을 지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오랑캐라 무

시당한 나라들이 실은 그 나름의 높은 문명을 일으켰다고 강조하면서, 양웅의 “아무리 중국 사람이라도 
중화의 문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내쫓고, 아무리 오랑캐라도 중화의 문명을 지켰으면 끌어들인다”는 말
을 인용하여 “그 뜻이 매우 좋다”고 고평했다. 또 助伐南朝 에서 명분론에 사로잡혀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조선의 신료들을 비판하면서, 명나라의 은혜는 은혜대로 인정하면서 
현실주의적 입장에 서서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상은 김대중, 성호사설 선집 :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다 , 돌베개, 211면, 217면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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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北學派’ 華夷論의 두 측면 : 李  과 朴趾源의 경우

大義覺迷錄 에 대한 기록은 韓元震과 李瀷 이후에는 한동안 잘 발견되지 않다
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들어서면 이른바 ‘北學派’ 지식인들의 對淸使
行錄37)과37)문집 안의 雜記類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한다.38)38)이는 韓元震(1682~ 
1751)과 李瀷(1681~1763)의 경우가 ‘1728년’에 발발했던 증정역모사건과 그에 대한 
옹정제의 대응( 大義覺迷錄  반포)에 대해 (비록 각기 名分論과 內華論의 상이한 
입장에서였지만) 거의 동시간대로 반응했던 것이라 한다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야 李 과 朴趾源 등의 지식인들이 갑자기 대거 증정역모사건과 大義覺迷錄 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때가 시기적으로 청조의 중원지배가 실질적으로 ‘완결’
된 시대라는 인식 하에 조선의 낙후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淸朝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北學’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인 듯하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夷狄’인 청조의 문물을 ‘北學’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
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華’·‘夷’의 문제를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미 50여년도 지난 사건이지만) 한족지식인과 청조 황제 간에 벌어졌던 ‘華’와 
‘夷’를 둘러싼 논쟁이 18세기 후반 지식인들의 주목을 새로이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 중 특기할 만한 기록을 남긴 李 과 朴趾源의 경우
를 중심으로 ‘북학파’ 지식인들의 대청관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李 (1737~1795)39)은39)그 이름의 한자표기조차 아직 정확히 합의가 이루어

37) 일반적으로는 燕行使와 燕行錄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년 1학기 수업에서의 김명호 선생님 지적대로, 종래의 使臣行次나 燕行, 朝貢使行 등의 사행 명칭
은 모두 ‘중국사행’으로, 종래의 朝天錄이나 燕行錄으로 일컫던 사행문학 명칭은 중국사행록의 범주 하
에 각각 ‘對明 사행록’과 ‘對淸 사행록’으로 통일한다. 

38) 洪大容, 李 , 朴趾源, 李德懋, 成大中, 成海應, 兪漢雋 등이 각기 曾靜逆謀事件과 大義覺迷錄 에 대한 
논평을 남겼다.(3장 1절의 표 참조)

39) 李 의 本貫은 延安, 字는 信卿으로, 1773년(영조 49) 도승지로 승진하고, 대사간·대사헌, 비변사당상 
등을 거쳐, 1775년 황해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음해 뇌물죄의 보고를 여러 달 지체시킨 일로 파직되었
다. 다음해(1777년) 冬至兼陳奏使의 부사로 북경에 파견되어, 洪麟漢·尹養厚·尹泰淵·洪趾海·洪述海 
등의 역모 토벌을 아뢰고, 다음해(1778년) 3월 돌아와 중국에서 견문한 내용을 조정에 자세히 보고하였
다.(延安李氏族譜와 承政院日記  참조) 그 자세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영조 말년에 世孫인 正祖의 보
호 문제를 놓고 朝臣들은 時派와 僻派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 시파는 보호하는 편이요, 벽파는 그를 반
대하는 편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정조가 즉위하니, 벽파는 세력을 잃게 됨은 물론이려니와 급기야는 반
역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조 즉위년(1776, 병신년) 洪麟漢·鄭厚謙 등이 賜死된 데 이어 그 
이듬해에 그들 일파가 역모로 몰려 처형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당시 소국 입장
에 선 우리나라는 으레 대국인 중국에게 그 사유를 알려서 인준을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당시 조정에
서는 그 사건을 역모로 일단 처리한 다음, 청나라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 인준을 받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유년(1777, 정조 1) 7월 河恩君 李 을 정사로, 이조 판서 이갑을 부사로, 겸집의 李在學을 
서장관으로 뽑고, 동년 9월 20일 討逆奏文 전달 절차를 협의했다.”(金東柱, 燕行記事  解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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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으며40)
40)그의 대청사행록에 대한 연구도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41)41)그러나 그의 대청사행록 燕行記事 에 수록된 聞見雜記 下 는 呂留良과 
曾靜 및 雍正帝의 覺迷錄  등에 관하여 그 전모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면서 논평

40) 燕行記事 의 작가는 그 이름의 한자표기부터가 후대의 자료에서 부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대의각미
록 과 관련한 논의 이전에, 먼저 작자 이름의 정확한 한자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李 은 燕行記
事 을 수록한 (국역) 연행록선집 Ⅵ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6.), 317면과 연
행록전집  100권, 306면에는 ‘李押’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반면에 燕行記事  해제에는 ‘李  ’으로 기록
되어 있고, 규장각에 소장된 燕行記事 에 대한 서지사항에는 ‘李坤’으로 기록되어 있으며(규장각한국학
연구원 한국학자료실  915.2 Y43Ym v.6 c.2), 아울러 두산백과 에는 ‘李岬’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李
押’, ‘李  ’, ‘李坤’, ‘李岬’ 등 총 네 종류의 이름이 혼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燕行記事 (서울대 중앙
도서관 古 4810-11-v.1-4)에 대한 서울대 도서관의 메인 서지사항에는 이 대청사행록의 저자가 書狀官으
로 함께 연행했던 兼執義 李在學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 등, 작가와 그의 저술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작업조차 진행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집안의 족보인 延安李氏判事公派大譜 를 확인
해 보면 거기에는 ‘李  ’으로 기록되어 있고( 延安李氏判事公派大譜 (延安李氏小府監判事公派大宗會 [編]. 
1-10, 서울 : 延安李氏氏小府監判事公派大宗會, 200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보존서고 929.1 Y5yp 
v. 1~10. 참조), 연암 박지원의 燕巖集 에도 ‘  ’으로 표기되어 있다.(朴趾源, “育四男二女, 興源進士, 
昌源正言, 亨源, 不肖名明源, 金基祚, 李度陽, 長房三男, 宗德判書, 宗岳參議出后三派，相喆府尹爲明源
子, 宗德男綏壽贈正字, 壽進士, 絅壽, 宗岳男某某, 金繼子宅鉉主簿, 李一男  判書.”, 禮曹參判贈領議
政府君墓表바記 代錦城尉 , 燕巖集  卷之九 別集.) 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 에서도 李 으로 기록된 
경우가 2727건이나 잡히는 데에 반해 李押으로 잡히는 경우는 5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李押’으로 기록
된 경우에도 승정원일기 에서는 대개 아래와 같이 병기되어 있다. “趙英鎭啓曰, 司書安大濟, 說書尹行
修, 牌不進罷職傳旨, 今方捧入, 而輔德徐有元, 受由在外, 弼善李押[李  ], 兼文學金履禧, 俱在外, 文學洪
相簡未及上來, 兼輔德李養遂, 疏批未下, 無推移入直之員, 春坊上下番俱空, 事甚未安, 未差之代, 政官牌招, 
開政差出, 待下批仍卽牌招入直, 何如? 傳曰, 允.”(영조 49년 5월 26일 (갑신) 원본1339책/탈초본75책 
(11/25) 1773년 乾隆(淸/高宗) 38년); “有政. 吏批, 判書李押[李  ], 參判金文淳進, 參議李集斗差祭, 同副
承旨南鶴聞進. 以尹晦東爲司 僉正, 成雲柱爲監役, 安川君 爲司饔提調.”(정조 11년 11월 3일(병인) 원
본1636책/탈초본87책 (9/15) 1787년 乾隆(淸/高宗) 52년) 이로 보건데, 그의 이름은 ‘李  ’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한다. 뿐만 아니라 위 기록에 등장하는 ‘李  ’의 ‘  ’자는 康熙字典 에도 없는 한자
라 그 음을 ‘갑’이라 불러야 될지 ‘압’이라 불러야 될지조차 통일이 안 되어서 여러 문헌에서 때때로 ‘갑
(岬)’이나 ‘압(押)’, ‘곤(坤)’ 등으로 오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延安李氏族譜와 承政
院日記 에 의거하여 燕行記事 의 작자 이름을 ‘李  ’으로 추정하고, 잠정적으로 우선 그 음을 ‘이갑’으
로 호명하고자 한다.(또 참고로 李 의 ‘  ’을 ‘갑’으로 부른 사례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다. 신호열·김명
호 옮김, 2007 연암집  하, 돌베개, 예조 참판 증 영의정 府君 墓表바記 錦城尉(朴明源)를 대신하여 
지은 것이다. ( 연암집  제9권 별집), “4남 2녀를 길렀는데, 아들은 진사 興源, 정언 昌源, 亨源, 不肖 
明源이며, 사위는 金基祚와 李度陽이다. (…) 이도양은 1남 을 두었는데 갑은 판서이다.” 곧, 이 역주
본에서도 ‘李  ’의 ‘  ’을 ‘갑’으로 부르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李 을 일단 ‘이갑’으로 호명
하고자 한다.)

41) 李 (1737~1795)과 그의 저술에 대한 선행연구는 燕行記事  내의 일부 기록들이 단편적으로 인용되었
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단 한편에 불과하다.(도유미, 2009 18세기 후반 燕行을 통한 이압의 대외인식 
확대와 그 적용  朝鮮史硏究  제18집, 조선사연구회 ; 도유미, 2009 18세기 후반 燕行을 통한 이압의 
대외인식 확대와 그 적용 ,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위 두 논문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본론에 해당하는 ‘3장 대외인식의 확대’ 장을 ‘청에 대한 인식’과 ‘청 주변국에 대한 인식’, ‘서양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李 의 대외인식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李 의 한자를 전
혀 표기해주지 않고 논문 전체에서 ‘이압’이라고만 기술하고 있으며) 대상자료가 聞見雜記 上에 편중되
어 있어서, 聞見雜記 下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는 옹정제 및 그의 대의각미록 과 관련한 기록과 논평
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 



64·한국문화 56

하고 있으며,42)42)이외에도 年羹堯, 査嗣庭 등 청조에서 축출된 당대 한족 관료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품평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李 은 박지원과 인척 관계이며,43)43)이갑의 대청사행록에는 박지원의 열하
일기 에서 설파되는 ‘北學’론(淸朝에 대한 시각)과 흡사한 주장들이 대거 담겨 있다
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北學派 지식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다. 또 그 사행시
기 역시 박지원의 연행 2년 전인 1778년(정조 2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히 
‘北學’을 주장했던 두 지식인이 증정역모사건과 대의각미록 에 대해서는 각기 어
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비교해 검토해볼 만하다. 

먼저 李 은 일반적인 대청사행록과 마찬가지로 청조의 의관이나 문자옥 및 왕
위찬탈사건 및 황제의 독재정치로 야기된 현상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하고 
42) 특히 이갑의 문견잡기 下는 大義覺迷錄 을 곳곳에서 초록하면서 비평을 가하고 있다. 일례로, 문견

잡기 의 한 단락 원문과 여기에 인용된 대의각미록 의 해당 원문을 찾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且曾靜一書, 暴揚渠之罪狀者, 無非窮凶極惡, 而專以夷狄禽獸, 春秋一義爲言, 故覺迷錄及凡下詔諭, 縷縷

自明. 乃引虞舜之난馮·文王之岐山而爲比, 以渠之生於長白, 有同中國人之姓貫, 今旣入主中華, 則夷
夏無間. 夷가等字, 本無可諱, 使天下更不諱之. 以此意揭榜於街路而曉告之, 且以其馬蹄袖孔雀羽之比於
禽獸服, 歷擧雀弁及 ·山龍·華蟲等冠制而解諭之曰, 爾輩以我爲禽獸, 則乃祖乃父, 俱皆臣服我, 是
禽獸之不若也.”(이갑, 문견잡기 하.) 문견잡기 의 한 단락에서 인용되는 , , , 의 대의각미
록 의 원문을 찾으면 아래와 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雍正上諭  및 奉旨訊問曾靜口供二十四條 의 6
번째, 16번째 조목 등으로 다양하다. 

     해당 대의각미록 의 원문 : 奉旨訊問曾靜口供二十四條 의 6번째 조목의 ‘曾靜供’ 중(옹정제가 직
접 한 말이 아니라 曾靜의 입을 빌려 나온 말이다), “豈知華夷之分，聖人原不在地上論，若以地論，則舜
生於난馮，東夷之人也；文王生於岐周，西夷之人也. 都不通了. 將謂大舜與文王不是人可乎? 且更不是聖
人可乎?”( 대의각미록  권2 장11 앞뒤, 奉旨訊問曾靜口供二十四條 ) 

     해당 대의각미록 의 원문 : 두 번째 雍正上諭 에서 “且夷狄之名, 本朝所不諱. 孟子云：‘舜東夷之
人也, 文王西夷之人也.’ 本其所生而言, 猶今人之籍貫耳. 況滿洲人皆恥附於漢人之列, 准 爾呼滿洲爲蠻子, 
滿洲聞之，莫不忿恨之, 而逆賊以夷狄爲 , 誠醉生夢死之禽獸矣.”( 대의각미록  권1 장42 뒤~장43 앞,  
雍正上諭 2)

     해당 대의각미록 의 원문 : 奉旨訊問曾靜口供二十四條 의 16번째 조목의 ‘問曾靜’ 중, “向聞無知愚
妄之徒，輕 本朝衣冠, 有云‘孔雀翎, 馬蹄袖，衣冠中禽獸’之語, 其說至爲鄙陋. 夫以冠言之，則周有雀弁  
鹿弁，漢唐有 冠  貂궐冠  冠之類.”( 대의각미록  권2 장30 앞~장31 앞, 奉旨訊問曾靜口供二十四
條 )

     해당 대의각미록 의 원문 : 첫 번째 雍正上諭  중에, “且逆賊呂留良等, 以夷狄比於禽獸, 未知上天
厭棄內地無有德者, 方眷命我外夷爲內地主, 若據逆賊等論, 是中國之人皆禽獸之不若矣. 又何暇內中國而外
夷狄也? 自 乎? 人乎? (…) 是中國之疆土開拓廣遠, 乃中國臣民之大幸, 何得 有華夷中外之分論哉！”
( 대의각미록  권1 장4 뒤~장5 앞, 雍正上諭 1)

43) 李  의 외조부는 문과방목에 따르면 朴師正(1683~1739)으로, 영조의 부마였던 朴明源(1725~1790)의 부
친이다. 곧 朴明源은 李  의 외숙부라 하겠다. 주지하듯 朴明源은 燕巖 朴趾源의 三從兄으로 연암과 함
께 1780년에 사행을 다녀온 바 있다. 북학파를 배출한 반남박씨 집안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참고
로 이갑의 부친은 이도양(李度陽), 생조는 이후(李   ), 처부는 심전(沈  )이다. (李  의 ‘  ’과 마찬가지
로) ‘이후’의 ‘후(   )’와 ‘심전’의 ‘전(   )’ 역시 작명을 위해 새로이 만들어낸 한자로, 이 집안은 이와 같
이 희소한 한자를 만들어 작명하는 방식이 자주 있어온 듯하다. 문과방목은 동방미디어 CD롬 補註 朝
鮮文科榜目(Edward W. Wagner·宋俊浩 共編補註) 참조.

金典
玉厚

玉厚
金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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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도, 순치제와 섭정왕 및 강희제에 대해서는 명의 제도를 계승하고 중화의 
문명을 보존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평하고 있다.44)44)구체적으로는 청조의 법제를 상
찬하고, 절의를 표창하며 어린이와 노인을 제도적으로 구휼하고, 선왕에 대한 제사
와 악장 등에 대한 改修 역시 禮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명 말년
의 번잡하고 까다로운 폐단을 제거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45)45)이상은 김창업의  
燕行日記 나 홍대용의 燕記  및 박지원의 熱河日記  등에서 청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매우 흡사하다.46)46)반면에 李 은 옹정제 개인에 대해서는 순치제나 강희제
에 대해서와 달리 매우 비판적이다. 이러한 옹정제에 대한 李 의 비판적 입장은 
후술하겠지만 熱河日記  등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먼저 李 의 다음 인용
문을 살펴보자. 

雍正은 총명과 文辯이 남보다 뛰어나 무릇 강희의 사적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성품이 본래 남을 시기하고 각박하여 제 마음대로 하고 또 살피기를 좋
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차서를 이은 것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모조리 의
심하여, 안으로는 골육으로부터 밖으로는 대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두고 죽였다. 그
리고 궁문 밖으로는 한 걸음도 경솔히 나가지 못하였으며, 譏察이 사방에 퍼지고 비

44) 순치제와 섭정왕에 대해 고평한 부분은 “此不獨順治之所辦得, 亦莫非攝政王之所經理, 蓋攝政王者卽九王, 
渠輩稱以睿親王, 極英雄, 乃慕容恪之類, 淸之有天下, 皆其功也, 然以近宗而輔幼主, 挾蓋世之勳, 攝大寶
之位者, 以周公之聖, 猶不免流言, 而此胡乃能克終, 君臣上下, 卒無一言云.”(李  , 문견잡기 하.) 그리고 
강희제에 대해 고평한 부분은 “仁皇帝書 中, 得未經頒發諭旨, 以明太祖 起布衣, 統一方夏, 經文緯武, 
爲漢宋난君之所不及, 其後嗣亦未有如前代荒暴淫虐自致亡國之跡, 欲訪其支派一人, 量授官職, 以奉春秋陳
薦, 朕見史記東樓詩歌, 白馬朝周以來, 無不推恩前代, 後世類多疑忌, 以致歷代之君宗祀 絶, 朕仰 聖朝
如天之心, 遠法隆古盛德之擧, 謹將聖朝遺旨, 頒發訪求明太祖支派子姓一人, 量授職례, 之承襲主祀.”(李  
  , 문견잡기 하.)

45) 청나라가 명나라의 舊法을 실로 모두 준행하여 명의 제도를 바꾼 것이 없으며, 중국의 근간이 되는 중
화의 문명을 고스란히 전수받았다는 평가는 “大抵燕京措置, 元因於金, 明因於元, 未嘗純用華制, 如火葬
崇佛淫褻不經之事, 多未釐革, 故尙論之士, 至今追恨. 順治承之, 雖不能盡變胡服, 而明朝舊章則實皆遵行, 
無所改易. 滿州之制, 雖或雜於其間, 此則獨用於淸人及蒙古, 而無與於中國.”(李  , 문견잡기 하.) ; 田賦
와 民役을 쇄신하고 명나라 말년의 번잡한 폐단을 모두 일소시키며 민심을 수습했다는 평가는, “田賦民
役, 皆從貊道, 天啓崇禎間, 橫賦暴斂, 一切 免, 輒遵萬曆以前之法, 明季煩苛之弊, 盡爲滌去, 務從寬大, 
收拾民心, 渠以 外夷, 一朝統合天下, 深知主客勢殊, 衆寡不 , 乃以蒙古及我人被擄者, 通稱滿人, 與淸
兵共編爲八旗, 漢兵則皆稱以綠旗, 只作步卒, 分編於各旗各省, 凡百兵制, 極其纖悉, 誰謂長白山下 起之一
小醜, 乃有此等力量才具耶?”(李  , 문견잡기 하.)

46) 청조의 文字獄과 禁書, 가혹한 政令이나 사치 풍조 등 황제의 독재정치가 빚어낸 일부 현상들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金昌業, 燕行日記  壬辰 12월 15일, 癸巳 1월 22일, 3월 4일 ; 洪大容, 燕記  張周問
(  擧人  張石存  宋家城  周學究  圓明園  五塔寺  ; 李德懋, 入燕記  5월 10일, 6월 3일, 6
월 21일 조 등에 기술되어 있고, 청조의 정치에 대해 역대 왕조에서 보기 드문 善政이 구현되어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언급은 金昌業, 燕行日記  壬辰 12월 7일, 癸巳 1월 17일, 24일, 2월 6일, 7일 ; 洪
大容, 燕記  藩夷殊俗  西山  城北遊  ; 李德懋, 入燕記  4월 27일, 5월 1일, 6일 조 등에 보인다. 
김명호, 1990 熱河日記 硏究 , 창작과비평사, 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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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하는 것이 크게 행하였다. 그는 또 자질구레한 일까지 샅샅이 살피는 것을 현
명하다고 생각하고, 권세와 기강을 모조리 차지하는 것을 능사로 여겼다. 그리하여 사
람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하고, 曾靜·査嗣庭의 옥사도 연달아 일어났다. 그리고 이미 
남방을 두렵게 하여 인심은 모두 眞主를 생각하게 되었다. (…) 또 (옹정제는) 말하기
를, “本國은 명나라의 臣民도 아니었고, 또 명나라에 反逆한 것도 아니다. 명나라에게
는 은혜는 주었지만 원한은 주지 않았다. 너희들이 과연 명나라의 遺民이면 의리로써 
혹 追念할 법도 하겠지만, 지금에 모두 淸朝에서 자라나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자식을 기름에 청조의 덕이 아님이 없다. 이러한 國恩에 보답하고자 하지는 않고 걸
핏하면 明朝를 일컬으며 도리어 어지러웠던 시절을 그리워하니 이 또한 무슨 뜻이
냐?”[ 大義覺迷錄  인용 : 필자 주]47)라고47)하여, 전후로 달래고 위협하기를 반복하며 
집집마다 알리기를 입술이 타고 입이 닳을 정도였다. 그리고 正義로운 마음이 일제히 
발하여 군중의 마음이 선동되면 그 의리가 인심에 근거한 것이라 위력으로 제어하기 
어려울 것을 두려워하여 한편으로는 은혜로써 복종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査嗣庭
은 이미 재상이니 비록 죽이지 않을 수 없었으나 曾靜은 곧 한 사람의 布衣에 불과하
기에 특별히 용서하고, 따로 의리를 강조하며 諄諄히 타이르고 또 ‘尙文’이라 일컬으며 
漢官으로 위임하였다.(李 , 문견잡기 )48)48)

옹정제에 대한 李 의 비난이 매우 원색적이고 극렬함을 확인할 수 있다. 李    
의 문견잡기  안에는 이와 같이 옹정제 개인의 성격이나 즉위과정 및 통치 방

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게 보이는데,49)49)사실 이러한 비판들은 李  이 다른 문헌
을 통해 입수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두 大義覺迷錄 에서 옹정제가 자신을 변호하
기 위해 반대측의 주장을 열거하면서 (그것이 황제에 의해 간행되면서) 오히려 공
론화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50)50)李 의 문견잡기 下의 말미에는 옹정제의 즉위과
47) 문견잡기 에 인용된 해당 대의각미록 의 원문 : 첫 번째 雍正上諭 에서 “乃於康熙六年, 因考校失利,

妄爲大言, 棄去 衿, 忽追思明代, 深怨本朝，後以博學宏詞薦, 則詭云必死；以山林隱逸爲薦, 則剃發爲僧. 
按其歲月, 呂留良身爲本朝난生十餘年之久矣, 乃始幡然易慮, 忽號爲明之遺民, 千古悖逆反複之人, 有如是
怪誕無恥, 可嗤可鄙者乎?”( 대의각미록  권4 장1 뒤~장2 앞, 雍正上諭 .)

48) “雍正則聰明文辯, 固多過人, 凡康 之事, 無不依 模倣, 而性本猜刻, 自用好察, 又其繼序不正. 故無人不
疑, 內自骨肉, 外至大臣, 拘幽 殺. 宮門一步地, 不敢輕出, 譏 四布, 告密大行, 以無微不燭爲明, 以摠攬
權綱爲能, 人皆 , 曾·査之獄連出, 已 南方人心皆思眞主. (…) 又曰 : 本國旣非明朝之臣民, 亦非明朝
之反逆, 與明朝有恩無怨. 爾輩果是明朝之遺民則義或追念, 而今皆生長淸朝, 仰事俯育, 無非淸朝之德. 而
不欲圖報國恩, 動稱明朝, 乃反思亂, 此又何意耶? 前後所以誘脅反覆者, 無異戶說, 不 唇焦口燥. 而又恐
正義齊發, 心煽動, 則義理之根於人心者, 難以威制, 乃欲恩服. 査嗣庭旣係宰相, 雖不得不殺之, 而曾靜則
卽一布衣, 特令赦宥, 別作義理, 諄諄曉諭, 又稱尙文, 委任漢官.”(李  , 문견잡기 하.)

49) 가령, “雍正動遵其父遺法, 或欲突過, 而至於此等事則以其骨肉相猜, 內懷疑 , 意在戒嚴, 雖城內出入, 坊
巷洞口, 必嚴加把守, 使人不敢窺見, 而後始出, 如熱河等關外遠地, 姑不暇論, 康 陵在遵化州, 距京不過數
日程, 而自稱以執喪盡禮, 葬後終不一往, 惟近京三十里地, 康 嘗設暢春苑而居之, 雍正亦別置一苑於其傍, 
名曰圓明苑, 時時往來, 以倣康 舊制, 乾隆亦因之矣.”(李  , 문견잡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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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에 관한 장문의 논평이 서술되어 있는데, 대개 대의각미
록 에 수록된 증정의 말에서 가져온 것이다.51)51)물론 옹정제의 반론 또한 위 인용
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의각미록 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초록하면서 옮기고 
있기는 하지만,52)52)옹정제를 비난하는 증정의 말은 의심 없이 인용하여 도리어 자신
의 근거로 삼는 것과 달리 옹정제의 말에 대해서는 그 이면의 정치적 전략을 간파
하고자 하였다. 가령 위 인용문에서처럼, 한족출신의 고위관료인 査嗣庭을 역모죄
로 처형한 것과 달리 曾靜은 布衣라는 이유로 용서하고 오히려 漢官에 임명한 것
에 대해서는, “正義로운 마음이 일제히 발하여 군중의 마음이 선동되면 그 의리가 
인심에 근거한 것이라 위력으로 제어하기 어려울 것을 두려워하여 한편으로는 은
혜로써 복종시키고자 하였다.”고 분석하고, 억울하게 체포된 어떤 명나라 후손에 
대해 雍正이 특별히 불러 인견하고 오히려 公으로 봉하여 春秋로 명태조에게 제향
을 올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들은 이것을 盛德의 발로라고 자랑하지만 그들이 
한인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또한 알 수 있다.”53)고 분석하였다. 53)

이처럼 李 에게 있어 청조에서 명태조에게 제향을 올리게 하거나 유가적 도리
에 근거한 통치 방식 등은 증정역모사건에 대한 대의각미록 의 간행과 마찬가지
로, 모두 결국은 만주족이라는 수적·문화적 열세를 벗어나기 위한 중원(한족) 통
치의 전략으로서 이해되었다. 청조의 통치전략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적 시각은 

50) 가령, 옹정제의 즉위가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權臣 隆科多와 皇四子(옹정제)가 모의하
여, 강희제의 병세가 위독할 때 8명의 在京皇子와 隆科多를 불러 繼位者를 지명할 때 隆科多의 손바닥
에 十四子라고 쓴 十字를 지워버렸다느니, ‘傳十四阿哥’의 ‘十’을 ‘于’로 고쳤다느니 여러 풍문이 난무했
다. 大義覺迷錄  권3 장32 앞~장49 뒤에 특히 자세하다.( 東華錄  雍正 十五, 雍正 7년 10월 7일 上
諭.) 

51) ‘傳十四阿哥’의 ‘十’을 ‘于’로 고쳤다는 풍문은 李  의 문견잡기 에도 曾靜의 말로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其遺詔曰, 傳于四王允禎, 人皆疑之, 以于字本是十字, 而矯加一 於其上, 允 之眞字上頭十字, 改作卜
字.”(李  , 문견잡기 하.) 강희제 역시 옹정제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풍문 또한 증정의 말을 통해 소개
하고 있다.(“康 之喪, 亦或致疑. 曾靜等書, 亦曰, 人蔘茶一器暴死.”, 李  , 문견잡기 하.) 그 전문은 아
래와 같다. “雍正, 卽康 之第四子, 其名允禎, 戊午生. 康 난子甚多, 而德妃生二子, 長卽雍正, 序居四, 
其次卽十四王允 , 以大將軍出征西 . 雍正少無德望, 允 擁兵在外, 屢建大功, 衆心咸屬. 而康 死, 二三
大臣稱以遺詔, 擁立允禎, 物情多惑. 其遺詔曰, 傳于四王允禎, 人皆疑之, 以于字本是十字, 而矯加一 於其
上, 允 之眞字上頭十字, 改作卜字. 漢大臣王 , 早知其謀, 托以守陵, 盡賣其家藏, 不仕而死於康 陵下, 
雍正會其意而深惡之, 謂 自稱蘇松浮粮, 奏請 免於聖朝, 而未蒙允許, 是欲自沽美名, 捏造此言, 歸過聖
朝, 下詔暴揚罪狀, 其兩子俱令遠戍軍前, 其祖王錫爵素是明朝奸臣, 而今之所撰明史, 猶未盡其惡, 詔令改
修列傳云, 十四王地勢甚逼, 最見猜疑, 故嗣位之初, 卽爲召還, 而使不得入臨於康 之喪, 亦絶德妃相見之
路, 禍色甚急, 德妃露乳, 自打而哭曰, 汝兄弟共飮此乳而長大, 今何相 至此耶, 因觸頭於鐵柱而死, 於是皆
謂逼殺母妃. 康 之喪, 亦或致疑. 曾靜等書, 亦曰, 人蔘茶一器暴死.”(李  , 문견잡기 하.)

52) 각주 42번, 47번 참조.
53) “是時皇明支孫一人, 變其姓名, 作宦外邑, 仇人執而告之, 雍正特召引見, 詳問其根派, 革其職任, 仍命封公, 

使之春秋祭享於明祖, 渠輩多誇以爲盛德事, 而其所畏約之無窮, 亦可想也.”(李   문견잡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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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사행 2년 후에 중국을 다녀온 박지원의 열하일기 에서도 한층 예리한 분석으
로 대거 확인할 수 있다.54)54)

그런데 박지원의 사행록에는 李 의 경우와 달리 증정역모사건에 대한 우호적 
해석이나 옹정제에 대한 비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55)55)오히려 아래 인용문과 같
이 증정역모사건을 비롯하여 옹정제 당대의 중요한 문자옥을 일으킨 한족 문사들
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나는 조역관(趙達東)에게, “그대는 나이가 젊어 사리를 잘 모르네. 우리나라 사대부
들이 건성으로 春秋만 떠들어서 尊華攘夷의 空談을 해 온 지가 1백여 년이니, 중국 
문사인들 어찌 이런 마음이 없을 것인가? 그러므로56)年羹堯56)·査嗣庭57)·曾靜57)같은 따
위들이 상서스러운 일[祥瑞]을 보고는 재앙이라 하고, 좋은 정치 실적[治績]을 惡政이
라고 무함하여 온 세상을 선동하고, 문자로 베껴 전파시켜 마치 위급한 형세가 조석
에 박두한 듯이 한 것이지. 그리하면 우리 역관들은 허탄한 소리를 즐거워하며 절로 

54) 자세한 내용은 김명호, 앞의 책(1990), 83-87면 참조.
55) 熱河日記 에 옹정제가 등장하는 곳은 盛京雜識  馹 隨筆  關內程史  漠北行程錄  太學留館錄  

鵠汀筆談  등으로 다양하지만, 대개 “태청문 동쪽에는 神祐宮이라는 건물이 있어서 三淸의 소상을 모
셨는데, 康熙皇帝의 어필로 昭格, 雍正皇帝의 어필로 玉虛眞帝라 써 붙였다.”( 盛京雜識 ) 등으로 건물 
묘사에 등장하거나, “지금은 청이 동북에서 일어났으므로 특히 이 산의 신을 받드는 품이 더욱 융숭하
다 한다. 어떤 이는 이르기를, ‘雍正皇帝가 아직 등극하기 전에 칙명을 받들고 강향하러 와서 그 제삿날 
밤에 재실에서 자는데, 꿈에 신인이 그에게 커다란 구슬 한 개를 주어 그 구슬이 해가 되었더니, 그 길
로 돌아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므로, 이에 이 사당을 크게 중수하여 그 신인의 은덕을 갚았다.’
한다.”( 馹 隨筆 ) 등의 긍정적 문맥 안에서 서술되고 있다. 특히 뒤에 인용한 자료는 옹정의 황제 등
극을 다소 신이한 서사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옹정제의 등극과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李 의 경
우와 사뭇 이질적이라 하겠다.

56) 年羹堯(1679~1726)는 代 康熙ㆍ雍正年間의 문인으로, 四川總督과 川陝總督, 撫遠大將軍 등을 역임하
였으며,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다. 雍正二年(1724)에 入京하여 雍正帝의 총애를 받았으나 
왕 앞에서도 태도가 교만하고 부정축재와 사사로이 당을 만들어 경영했다는( 私) 이유 등 大罪 九
十二條에 의거하여 翌年인 1725년 十二月에 削官奪爵되어 自盡하였다. 한편 年羹堯는 1709년에 청나라 
사신으로 조선에 방문하여 李壽長(1661∼1733)의 글씨를 동방 제일이라 찬사한 바 있다. 李壽長은 숙종 
때에 사자관이 되어 御製詩 8章을 쓰고 또 金泥로 鍾王의 법첩을 임서하여 숙종의 절찬을 받았으며, 
1711년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가서 명성을 떨치기도 한 숙종ㆍ영조 때의 서예가이다. 만년에는 書學의 
원류를 찾아 각종 문헌을 수집, 정리한 墨池揀金 이라는 책을 남기기도 하였다.

57) 査嗣庭(?~1727)은 朝의 大臣으로 行의 동생이자, 權臣 隆科多의 黨人이다. 雍正四年(1726)에 江西
試 正考官이 되어 다음과 같은 시제를 내린 것이 문제가 되어 체포ㆍ옥사하였다. 시제는 第一題 “君

子不以言 人，不以人廢言”，第二題 “正大而天地之情可見矣”； 第三題 “其旨遠其辭文”； 第四題 “百室盈
止婦子寧止”로，試題 중에 앞의 “正”과 뒤의 “止”字는 汪景祺 曆代年號論 의 “一止之象”의 說法과 같다. 
民間에서는 그가 “維民所止”로 시제를 삼은 것이라 전해졌다. 이는 詩經 商頌·玄鳥 ：“邦畿千裏， 
維民所止.”에서 나온 것이다. 李岬(1737~1795)의 聞見雜記 에서 査嗣庭에 대하여 “査嗣庭도 역시 兩朝
를 내리 섬겨 청나라 재상이 되었지마는, 혹 詞章을 지으면 청인을 헐뜯고 욕한 말이 아닌 것이 없으니 
마음으로는 복종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査嗣廷亦歷事兩朝, 爲其宰相, 而或作詞章, 無非

辱淸人之辭, 則其不心服可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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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놀음을 하네. 그리고 三使는 오랫동안을 깊숙한 여관 속에 앉아 소일할 거리가 
없어서 울적할 즈음에, 걸핏하면 자네들을 불러 새로운 소문을 물을 때에 길에서 주
워들은 이야기로써 답답한 가슴을 풀곤 했지. 그러면 사신은 아무 것도 모르고 수염
을 추어올리고 부채를 치면서, 오랑캐 놈들이 백년 운수가 있으랴 하고는 바로 강개
하게 강 복판에서 櫓를 치던 (祖 의) 故事58)

58)를 떠올리니, 그 허망함이 참으로 심하
다네. 더구나 먼저 보내는 군관이 밤낮 없이 질주를 할 때는 절반은 말 등 위에서 잠
과 꿈으로 지내는 형편이니, 혹시 문서를 저들 국경 안에서 떨어뜨린다면 닥쳐올 재
변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 하였다. 서장관은 크게 한바탕 웃으면서도 크게 놀라면
서 조 역관에게 무어라 警戒하는 모양이다. 그 뒤 추리고 남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
지는 모르겠다.(박지원, 羅約國書 )59)59)

위 인용문에서 박지원은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건성으로 春秋만 떠들어서 尊華
攘夷의 空談”만 늘어 놓는다 일갈하면서, “사신은 아무 것도 모르고 수염을 추어올
리고 부채를 치면서, 오랑캐놈들이 백년 운수가 있으랴 하고는 바로 강개하게 강 
복판에서 櫓를 치던(祖狄의 고사)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조선후기 사상사 연구에서 전적으로 강조되어온 바와 
같이, 박지원이 열하일기 에서 북벌론의 관념성과 그에 전제된 비현실적인 대청
관을 비판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60)60)이는 전술한 여유량-증정이나 李   

이 공히 ‘春秋大義’를 아무런 의심 없이 자명하게 간주했던 것과 달리,61)61)박지원
58) 晉나라 祖 이 石勒의 난을 평정하고자 北伐하러 출정할 때 양자강을 건너다가 櫓를 치면서 맹세하기

를, “祖 이 중원을 평정하지 못하면 결코 다시 쉬지 않으리.(不淸中原, 不罷休)”라고 하였다. 晉書  卷
62, 祖 傳 .

59) “余謂趙譯(趙達東)曰 : ‘君年少不解事. 我國士大夫, 白地春秋, 空談尊攘, 百有餘年, 中州人士, 亦豈無此心
乎? 所以年羹堯·査嗣庭·曾靜輩, 指祥瑞爲災咎, 誣治績爲疵政, 扇四海, 播騰文字, 有若危亡之象, 迫在
朝夕, 我譯樂其誕而自愚. 三使久處深 , 鬱鬱無消遣之資, 輒招君輩, 問新所聞, 則 拾道途, 博暢幽襟. 使
臣全不理會, 曰, 胡無百年之運, 慨然有中流擊 之想, 其虛妄甚矣. 又 先來軍官, 晝夜疾馳, 半是
馬上睡夢, 或致彼境遺落, 其爲禍患, 當復如何哉?’ 書狀大笑且大驚, 戒趙譯云云, 未知其後存拔之果如何
耳.”(박지원, 朴榮喆本 燕巖集  卷之十四, 熱河日記 , 羅約國書 , 口外異聞 )

60) 김명호, 앞의 책(1990), 125면 참조.
61) 李  이 春秋  혹은 ‘춘추대의’를 긍정적 문맥에서 서술한 사례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譯輩

가 또한 말하기를, “구왕은 말년에 정권에서 물러나 문을 닫고 죽었다.”하니, 그렇다면 군신 간의 恩義
가 또한 온전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康 의 정치는 모두 順治의 법도를 답습하고 크고 작은 제
작은 潤色하여 守成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軍民이 편안하였다. 그리고 武를 쉬고 文을 닦으며, 儒者
들을 맞아다가 經傳을 토론하였다. 그러나 衣冠·擧措는 결국 오랑캐였으므로 선비로서 文化에 振作된 
자는 도리어 胡服)을 부끄러워하고 經訓에 강습된 자는 도리어 春秋 를 강론하여, 曾靜 같은 무리의 
義理에 관한 학설이 성행하게 만들었다.(譯輩亦言九王末年, 杜門而死云, 然則其君臣之間, 恩義亦有所未
全者矣, 康 之政, 悉用順治法度, 大小制作, 不過潤色而守成之, 君民晏然, 偃武修文, 招延儒者, 討論經傳, 
然衣冠擧措, 終是戎狄, 士之振作於文化者, 反恥胡服, 講習於經訓者, 反講春秋, 馴致曾靜輩義理之說盛
行.)(李 , 문견잡기 하.) “또 저의 죄상을 폭로한 曾靜의 글이 窮凶 極惡한 것 아님이 없건마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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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건성으로 春秋만 떠든다고 비판한 것과도 상응한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李 에 의해서 옹정제의 ‘暴

政’을 비판하고 만주족과 한족의 정치적ㆍ감정적 통합이 불가능한 근거로서 중립적
으로 활용되었던 曾靜·査嗣庭의 역모사건이,62)62)박지원에게 와서는 오히려 옹정제 
치하의 ‘祥瑞와 治績’을 ‘재앙’이자 ‘惡政’으로 선동하는 ‘허탄한 소리’로 강하게 비판
받고 있는 것이다.63)63)뚜렷한 시각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박지원이 “건성으로 春秋만 떠들어서 尊華攘夷의 空談”만 늘어놓는 우리나라 
사대부들을 비판하면서, “중국 문사인들 어찌 이런 마음이 없을 것인가”라며 그 중
국 쪽 사례로 (허황된 尊華攘夷만을 늘어놓는 조선사대부와 마찬가지로 ‘治積’을 
‘惡政’이라 선동하는) 年羹堯·査嗣庭ㆍ曾靜 등을 배치시키고 있는 점이다. 주지하
듯 ‘尊華攘夷’란 조선의 경우 통념화된 소중화주의에 입각한 적대적 대청관, 곧 華
夷를 지역적·종족적으로 구별하여 위계화시키는 종래의 華夷論(춘추의리)을 상징

夷狄·禽獸·‘春秋大義’로써 말한 것이기 때문에, 覺迷錄 과 詔諭 등을 내려 누누이 스스로 변명하였던 
것이다.(且曾靜一書, 暴揚渠之罪狀者, 無非窮凶極惡, 而專以夷狄禽獸, 春秋一義爲言, 故覺迷錄及凡下詔
諭, 縷縷自明.)(李 , 문견잡기 하.)

62) 李 이 曾靜·査嗣庭의 옥사를 한족과 만주족의 민족 간 갈등으로 바라본 글은 다음과 같다. “그는 일
찍이 말하기를, ‘모두가 왕의 신하이니 滿人과 漢人을 꼭 달리 볼 것도 없다. 朕은 마땅히 아울러 쓰겠
노라.’하여, 張廷旭 같은 무리가 꽤 신임을 받았고 기타 漢官도 점점 정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개 한
관은 본래 心腹이 아니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건너다만 보고 있다가, 사소한 잘못까지도 모두 폭로
하여 천하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자들 뿐이었다. 그래서 曾靜·査嗣庭의 옥사가 일어났던 것이었다. 그
러나 실은 내면적으로 한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밖으로 관작을 빌려 주어 반역하는 사람을 잡아매는 계
책을 삼았던 것이다. 이것이 증정을 죽이지 않은 구실이었다. 그러므로 만인·한인은 각자 마음이 떠나
서 하나도 친한 신하가 없었다. 乾隆 때에 이르러서도 끝내 한 덩이로 합해지지 못하였다 한다.(嘗曰 : 
莫非王臣, 滿漢不必異視, 朕當幷用無偏. 於是如張廷旭輩, 頗見倚任, 其他漢官, 亦漸用事. 蓋漢官本非心
腹, 越視其治亂存亡, 暴揚其微過細失, 必欲亂天下者皆此輩. 故曾·査獄出. 實多內 , 外假爵祿, 以爲羈
之計. 此其不殺曾靜之餘套也. 是以滿漢各自離心, 擧皆袖手, 無一親臣. 至乾隆終未保合云.)”(李 , 문견
잡기 하.)

63) 위 인용문과 비슷한 관점이 담긴 박지원의 글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옹정제 치하에 상서로운 일
들이 많이 일어나자-필자 주) 査嗣庭은 日錄 에서 이는 도리어 재앙이 나타날 이변이라고 하였고, 혹
은 중국에 眞人이 나타날 조짐이라고 하였다. 査嗣庭이 하옥되자 옹정 황제는 나라 안팎에 조서를 내려
서, “너희 한족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태평 시대를 누리고 있건만, 그 복을 나라의 덕택으로 돌리지는 
못할망정, 반드시 ‘진인이 출현할 것이다’라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 이는 도대체 무슨 심정에서 하
는 말인가? 이들은 진실로 난을 생각하는 백성들이다.” 운운하였다. 이 文字獄에 연루된 사람이 수만 명
에 달했다. 근년 이래로 중국 열일곱 개의 省에서 영험하고 상서로운 일들을 보고하는 것이 옹정 시대
보다도 더더욱 많다. 그러나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한족들은 걸핏하면 한족의 부흥을 생각한
다 하여 옥사를 당하니, 과연 상서로운 조짐이 아니라 바로 재앙이 될 이변이었던 것이다.(査嗣庭日錄, 
反以爲災異. 或稱中國眞人當出之應, 及査獄, 雍正皇帝詔諭中外曰, 爾漢人旣同享太平, 而不知歸福國家, 
必曰眞人當出, 是誠何心, 此眞思亂之民云云. 是獄所連數萬家. 年七十, 省所呈靈瑞, 尤多於雍正時, 而漢人
輒遭思漢之獄, 則果非瑞伊災.)”(朴趾源, 熱河日記 , 銅蘭涉筆 ) 박지원은 羅約國書 에서 반청 한족 
인사들이 청조에서의 상서로운 일들을 ‘재앙’이라 매도하는 것을 비판했는데, 여기서는 상서로운 일들이 
반청 한족 문사들의 말대로 오히려 그들에게 (文字獄 같은) ‘재앙’이 될 이변이었다고 비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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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드러내는 수사인데, 이를 중국의 반청 한족 관료와 문사들에게도 혐의하여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곧, 박지원에게 있어 조선의 소중화주의자나 청조의 
반청 한족 문사들은 공히 동일한 ‘尊華攘夷’의 지역적·종족적 화이론자(중화주의
자)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박지원에게 있어 옹정제의 청조 치하는 비록 
종래 ‘夷狄’으로 간주되었던 만주족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나, 그 문물이나 문화의 
층위에서는 본래의 ‘中華’가 넉넉히 혹은 明代 이상으로 담지되어 있는 공간이다. 
청조가 비록 ‘이적’이지만 청조의 문물은 ‘중화’라는, 곧 청조와 청조 문물(문화)의 
분리를 전제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는 역으로 ‘중화’라는 문명이 단지 ‘중화
민족 = 한족’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곧 한족이 아니더라도 
‘문화’만 갖추고 있다면 ‘華’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옹정제가 대
의각미록 에서 “所出之地가 邊方이라 할지라도 ‘문화’만 갖추어져 있으면 구태여 
‘華’와 ‘夷’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줄곧 주창한 것과 동일하다. 곧 ‘조선의 박지
원(북학파)과 청조의 옹정제’ 對 ‘조선의 소중화주의자와 청조의 반청 한족 문사’ 
간으로, 朝淸간의 대립적 진영이 (국가가 아닌) ‘중화’라는 이념의 내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박지원과 옹정제의 입장을 동일한 층위에서 바라보는 구도는 박
지원의 개별 작품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독해를 가능하게 한다. 가령 虎叱 의 경
우 선행연구에서는 人物性同論을 주장한 尤菴學派 내의 洛論의 영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64)64)이러한 낙론의 ‘인물성동론’은 박지원이나 홍대용 등에 의
해 궁극적으로는 中華와 夷狄의 세계적 동질성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 한
다. 그러한 맥락에서 호질 의 “범이 작자[박지원]를 대변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동시에 포악한 만주 황제를 상징하고 있다”65)는65)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지적은 의미
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원작자와 그의 문제의식에 공감한 박지원이나 만주 황제
의 입장이 어떤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포악한’
이라는 단어를 배제한다면, 호질 의 원작자와 만주 황제의 입장, 그리고 박지원의 
입장을 모두 유사한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만주 황제 역시 조선의 박지원과 마찬가지로, 한족 중심의 전통적 
화이론에 따르면 ‘夷’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지원이 호질 의 원작에 주목한 이유 또한 “그 반청적인 내
용에 이끌렸기 때문”66)이라기보다는,66)오히려 범으로 상징된 만주 황제의 입장과 조
64) 김명호, 앞의 책(1990), 152면.
65) 위의 책,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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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식인인 자신의 입장이 공유하고 있는 지점(‘反淸’이 아닌, 오히려 ‘反華夷論 = 
문화중심주의적 화이관’)에 대해 이끌린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실제로 박지원은  
虎叱後識 에서도 “청이 천하의 주인이 된 지 겨우 네 대째이나, 모두 文武를 잘 

유지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세월을 누렸으니 이는 漢·唐 때에도 못 보던 일이다. 
이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보매, 이 또한 하늘이 보낸 命吏가 아닐 수 없
다.”67)고67)했으며, 또 “인간의 처지로 보면 中華와 夷狄이 분명하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 보면 殷나라의 우관이나 周의 면류관도 각기 때에 따라 제정된 것인데, 하필 
淸人의 紅帽만 의심하겠는가?”68)라고 했기 때문이다. 68)

4. 결론을 대신하여 : 
   네 개의 ‘中華’와 보편주의적 이념으로서의 ‘華’
이상에서 본고는 曾靜逆謀事件 및 그 배후로 지목된 呂留良의 華夷論과의 관련

하여 大義覺迷錄 의 핵심적인 쟁점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이것이 조선 후기 지성
사에서 어떻게 수용 논평되었는가를, 병란 이후의 小中華主義 및 조선 후기 실학
자들의 對淸觀(北學論)과의 관련 하에 구체적으로는 韓元震과 李瀷, 李 과 朴趾源
을 대상으로 그 논평양상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 대략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원진의 경우에서처럼 북벌을 주창한 
소중화주의자의 ‘中華’는 여유량-증정의 “中華之外，四面皆是夷狄”과 마찬가지로 華
夷의 변별기준을 지역적·종족적 층위에서 설정함으로써, 곧 중화와 이적을 엄격하
게 이원화시킴으로써 중화의 폭을 꽤나 좁혀 잡는 개념이라면, 이익이나 박지원의 
경우에서처럼 청조의 중원지배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실학자들의 ‘中華’는 
옹정제의 “天下一家，萬物一源”과 마찬가지로 華夷의 변별기준으로 지역·종족보다 
‘文化’의 有無라는 층위에서 설정함으로써, ‘夷狄’조차 중화[天下] 안으로 수렴시키는 
꽤나 그 품이 넉넉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 구도는 전술한 바와 같

66) 위의 책, 191면.
67) “今淸之御宇 四世, 而莫不文武壽考, 昇平百年, 四海寧내, 此漢唐之所無也. 觀其全安扶植之意, 殆亦上天

所置之命吏也.”(박지원, 燕巖集  卷之十二, 熱河日記 , 虎叱後識 )
68) “華夏夷狄, 誠有分焉, 自天所命而視之, 則殷 周冕, 各從時制, 何必獨疑於淸人之紅帽哉?”(박지원, 燕巖

集  卷之十二, 熱河日記 , 虎叱後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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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지원이 (이갑과 달리) 옹정제의 청조 치하를 긍정하면서, 조선의 북벌론자(소
중화주의자)를 청나라의 반청 한족 인사들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킨 것에서도 뚜렷
하게 확인된다. 

곧 조선의 소중화주의자와 중국의 반청 한족 문사 및 조선의 박지원(실학파)과 
중국의 옹정제(청조 만족 황제와 관료)에게 있어 ‘中華’는 모두 그들의 화이론에서 
최우선적 심급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면서도, 그 ‘中華’의 내질은 사
뭇 상이한 것이다.

게다가 “청은 비록 ‘夷’지만 그 문물은 ‘華’라는” 박지원과 옹정제의 주장은, “조
선은 비록 ‘夷’지만 그 문물은 ‘華’라는” 소중화주의자들의 주장을 청조에 적용한 것
에 다름없으므로, 박지원과 옹정제 및 소중화주의자들까지 공히 원리적으로는 동일
한 문화 중심적 화이론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69)69)따라서 이 경우 소중화주
의자들의 화이관은 명조 멸망 이후 명조의 ‘중화’가 한족 왕조가 아닌 조선으로 계
승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중화’는 한족 왕조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믿은 여유량-
증정 류의 한족 문사들의 주장과는 근본적 차이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 화이관 역시 옹정제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박지
원의 화이관은 어디까지나 청조와 청조 문물을 분리하여 낙후한 조선현실을 개혁
하기 위해 청조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경세적(실학적) 목적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옹정제의 대의각미록 에 담긴 화이관이 어디까지나 소수인 만주족이 다수인 한족
의 중원을 통치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서 설파된 것과
는 변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네 진영의 ‘중화’는 그 내질과 구성원리 및 목적에 따라 때로는 이원적 
구도를 띠기도 하고, 때로는 세 진영이 동일한 층위에 놓이기도 하며, 때로는 각자
만의 고유성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中華’의 다원적 구도와 층차 위에서 연암 박지원을 필두로 
하는 북학파 지식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華와 夷의 관계’는 무엇인가? 조선 
후기 지성사에 있어 소중화주의의 문화중심주의적 화이관을 계승하되 그와 달리 
청조 통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함으로써 청조[夷]의 문물[華]을 ‘北學’해야 한
다는 주장은, 중세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있어 향후 ‘華’와 ‘夷’의 내질과 외연을 어
떠한 방향에서 새로이 재정립하게 되는가? 

69) 곧 연암의 새로운 화이관이 북벌론자들의 소중화주의에 내재한 이러한 ‘문화중심적 화이관’의 계기를 극
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옹정제의 새로운 화이관 역시 소중화주의의 연원인 고대 유가 경전의 ‘문화중
심적 화이관’의 계기를 자신의 위치에서 극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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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 18~19세기 동아시아의 ‘華와 夷’라는 문제는, 더 이상 ‘명-청-조선-(일본
-베트남)’이라는 동아시아 권역 안에서의 국가 간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나아가 
새로이 재편되는 국제 질서 안에서 ‘동양-서양’ 간의 관계에도 고스란히 확장되어 
적용된다.70)70)소중화주의 화이론은 18세기 말에 西學 문제로 발생한 闢異端論이나 
19세기 후반 서양과 일본의 침략에 따른 斥邪衛正論으로 계승 변용되며, 그에 대
응하여 북학파의 화이론 역시 19세기 중반 朴珪壽에게 영향을 끼친 ‘西學中原說’ 
및 그에 영향을 받은 19세기 후반 개화사상의 ‘東道西器論’으로 계승 변용된다.71)71)

(중국의 ‘中體西用’이나 일본의 ‘和魂洋才’도 원리적으로는 동일하다.) 이는 기실 청
(조선)은 ‘夷’지만 그 문물은 ‘華’라는 논리를 철저하게 원리적으로 고 나간 것으
로, 서양 역시 ‘夷’지만 그 문물은 ‘華’라는 논리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72)72) 

그리고 특히나 전자의 배타적 華夷 설정과 달리 후자의 경우, 중세 동아시아의 
‘華夷’라는 이념 안에는 ‘華’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나 종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文化-文物의 소유 여부에 따라 동서양의 각 지역-종족 어느 누구에게서든 
공유될 수 있는 ‘보편주의적 이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 체계는 마치 유교적(주자학적) 사유체계가 그 어떤 사람이
라도 氣質之性의 混濁을 씻어내면 본연의 性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면서, 개인
에게 聖人이 될 수 있는 敎化 혹은 德化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기본적으로 동
일한 논리적 구조라 할 수 있다.73)73)이는 결국 옹정제든 조선의 실학파든 화이 관

70) 박지원의 ‘西學’에 대한 관심은 김명호, 앞의 책(1990), 117-119면 참조. 참고로 전술한 이갑 역시 박지
원과 마찬가지로 발전한 청조 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대서양관에 있어서도 박지원과 흡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가령, 이갑은 서양선과 서양의 항해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기술했으며, 서양
의 식문화와 의복제도 등의 풍속 및 서양의 음악과 미술 등에 대해서까지 그 편리성과 장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긍정했다. 도덕-종교의 층위에서도 “(서양인들은) 남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한다”며 천주교
의 교리를 긍정하는 한편, 이를 유가 전통의 ‘愛德’과 관련시킨다거나, 서양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도 중
국의 과거제도와 흡사하다고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이 역시 박지원과 마찬가지로 이갑 역시 청조가 문
물과 제도에 있어서는 ‘중화’와 다름없다는 ‘문화중심적 화이관’의 계기를 확대 적용하여 대서양관에 있
어서도 일대 전회를 이룬 것이라 볼 수 있다. 추후 박지원과의 비교 하에 이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71) ‘西學中原說’은 서양의 발달한 과학기술이 실은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곧 중화문명의 소산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북학파가 주장한 ‘청조와 청조 문물의 분리론’에 상응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서양과 서
양 문물의 분리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명호, 2008 환재 박규수 연구 , 
창작과비평사, 434-435면 참조. 

72) 위의 책, 434면.
73) “하늘이 사람을 낳으면서 그에게 仁義禮智의 理를 부여하지 않음이 없다. 다만 사물을 낳으려고 하면 

반드시 氣가 있어야 하며, 그런 연후에야 그 사물에 모여서 바탕[質]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氣에는 맑
고 탁하며 어둡고 밝음[淸明混濁]이 같지 않다. 그 맑고 밝음을 품수받았으나 아직은 순전하지 않으면 
物慾의 티끌이 조금 있음을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잘 제거하면 현명한 사람[賢]이 된다. 어둡고 탁한 氣
를 품수받아 물욕이 가리는 바가 되어 이를 제거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愚]이 되고 밝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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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할 때 공히 고대 유가 경전 텍스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
했던 것과 상응한다. 유교적 사유체계 자체는 근원적으로, 곧 적어도 ‘이념상’으로
는 화이질서 내부에 많은 ‘華’가 병존할 수 있으며, 어떠한 나라[夷狄]라도 스스로를 
‘中華’라고 자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74)74)이런 점에서 華夷 
담론이라는 중세의 이념 구도 안에서 ‘유학’이 차지하는 위상을 새삼 새로이 조망
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념적 가능성으로서의 ‘유학’이 아닌, 조선 후기 국제질서 안에서의 시
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주자학적 존명의식(소중화주의)’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단순히 ‘실학’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소중화주의와 실학자
의 화이관이 원리적으로 동일한 ‘문화중심적 화이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립성만이 아니라 그 상호관련성에 대해서까지도 보다 섬세하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가령 북학파와 近畿南人 학파 등이 실학을 통해 주자학적 이념틀을 극복했다
는 기왕의 연구들은 조선 후기를 근대로의 ‘자생적’ 연결 고리로 간주하는 통념 아
래에서 주자학과 실학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주지하듯 박지원이나 박규수의 경우에서처럼, 주자학적 존명의식과 실학
적 태도는 한 지식인의 내부에 일견 모순된 형태로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75)75) 
필자가 보기에, 이와 같은 모순적 공존은 전자(주자학적 존명의식)가 조선후기 유

[不肖]이 된다. 이것은 모두 품수받은 기와 물욕이 그렇게 하는 것이며, 性이 성하다는 것은 일찍이 그
렇지 않음이 없다.(天之生此人, 無不與之以仁義禮智之理亦何嘗有不善, 但欲生此物必須有氣, 然後此物有
以聚而成質, 而氣之 物, 有 濁昏明之不同, 稟其 明之氣而無物慾之累則 聖, 其 明而未純全則未免
微有物慾之累而能克以去之則 賢, 其昏濁之氣又 物慾之所蔽而不能去則 愚 不肖, 是皆氣 物欲之所

而性之善未嘗不同也. 출전: 朱子, 御纂朱子全書  卷43, 玉山講義 (四庫全書 電子版))”, 주자학의 이
러한 도식은 원리적으로 華夷 관계에도 고스란히 확장 적용될 수 있다. 지역ㆍ종족에 상관없이 모든 사
람(종족, 나라)은 仁義禮智의 理(中華)를 갖추고 있으니 淸明함을 잘 닦아 物慾을 제거하듯이 中華의 문
물을 잘 구현해내면 ‘華’[賢]가 되고, 混濁함으로 物慾이 가리워지듯이 中華의 문물을 구현해내지 못하면 
‘夷’[愚]가 되는 것이다.

74) 이러한 자부심이 중화세계를 지탱하는 위계제도와 격식을 존중하는 한 중국 왕조로서도 현실적으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다. 물론 그런 만큼 중화질서 내부에는 주변부의 인식과 현실 간에 불가피하게 괴
리가 발생할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긴장적 요소가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물리적인 
충돌로 표출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禮的 질서 이념 아래 끊임없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
한 중세 동아시아의 천하질서를 근대적 국제질서와 비교 고찰한 연구로는 하영선, 2006 네트워크 지식
국가 , 을유문화사, 72-73면을 참조할 수 있다. 

75) “이러한 존명 의식은 당시의 양반사대부들이 대개 공유하던 것으로 일종의 시대정신과 같은 것이었다. 
청조 문물의 수용을 주장한 연암도 존명 의식을 탈피한 것은 아니었으며, 윤정현이나 김상현 등 박규수
의 가까운 선배 우인들도 투철한 존명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김명호, 앞의 책(2008), 299-301면 참조. 
그 외에도 이 연구저술에서는 실학과 성리학, 고증학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층위에서 검토가 이루
어지고 있다. 가령 박지원과 박규수가 공유한 의관제도 개혁론을 통해 실학과 성리학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한다거나(202-203면), 서양의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의 하나로 송대 
성리학과 청조 고증학의 천문수학 연구 간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것(598-602면)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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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있어서는 ‘공기’와 같은 태생적 ‘이념’이라면 후자(실학)는 학문의 ‘방법론/
태도’이고, 따라서 후자는 이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속하
되, 현실에서 외부(중국)와 마주칠 때 내부(조선)와의 비교를 통해 취하게 되는 실
리적 태도(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76)76)

이상과 같이 본고는 조선 후기 소중화주의와 실학자의 대청관을 呂留良-曾靜逆
謀事件 및 雍正帝의 大義覺迷錄 과의 관련 하에 조망함으로써, 중세 동아시아의 
‘華’라는 개념 안에 담지되어 있는, 朝淸東西 각 지역-종족 어느 누구에게서든 공유
될 수 있는 ‘보편주의적 이념’으로서의 지향성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
하여 본고는 우선적으로 大義覺迷錄 을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
것이 조선 후기 지성사에서 어떻게 수용 논평되었는가를 韓元震과 李瀷, 李 과 朴
趾源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이들 병란 이후의 小中華主義 및 조선 후기 실
학자들의 對淸觀(北學論)이 옹정제의 화이관과 상호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하여 
새로이 재구성된 ‘華’의 내질과 지향이 향후의 對西洋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의 
포괄적인 문제로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주제어 : 雍正帝, 大義覺迷錄 , 華夷論, ‘夷狄’, ‘中華’, 韓元震, 李瀷, 李
         朴趾源, 보편주의적 이념으로서의 ‘華’ 

투고일(2011. 10. 3), 심사시작일(2011. 10. 12), 심사완료일(2011. 11. 4)

76) 게다가 더 나아가 이러한 ‘실학’적 태도 역시 주자학적 존명의식에 모순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주자학’에 내장되어 있는 사상체계에서 연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주자학은 종교적ㆍ주술
적인 사고를 배재하는 일종의 현실주의적 합리주의이자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이미 천하
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방편을 모색하는 경세적 지향이 내장되어 있으며, 그 위에서 서양 및 자연과
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주자학이 실학에 의해 극복되어 
근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자학이 스스로 고대 유학과의 긴장 관계 안에서 자신에 대한 비
판까지도 흡수하면서 내부적으로 유연히 변모해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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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a-i chüeh-mi lu(大義覺迷錄)  and 
the theory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華夷論) 

in the latter half of Choseon Dynasty
77)Kim, Hong-baek *

In this thesis, I explore Korean-Sinocentrism(朝鮮中華主義) and the theory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華夷論) in the latter half of Choseon Dynast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hought of Lü Liu-liang(呂留良) and the anti-ch’ing argument of the 
initiator of the plot, Tsêng ching(曾靜) and the Ta-i chüeh-mi lu(大義覺迷錄)  of 
The Yongzheng Emperor(雍正帝). 

first of all, I examine thoroughly the core issue of The Ta-i chüeh-mi lu(大義覺
迷錄)  of The Yongzheng Emperor(雍正帝) related to the anti-ch’ing argument and 
the theory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華夷論) of Lü Liu-liang(呂留良). I explore the 
ways and the meanings in which the core issue of The Ta-i chüeh-mi lu(大義覺迷
錄)  was accepting and was making a comment by the history of thought in the 
latter half of Choseon Dynasty. The concrete research object are Han Won-jin(韓元
震), Yi Ik(李瀷), Yi Kap(李  ), Park Ji-won(朴趾源). 

I argue that the concept called The ‘Huá ’(華) involve possibility as a universalistic 
idea, whereby can be shared with every region and nation. I examine, furthermore, 
the way in which implication and possibility of The ‘Huá ’(華) is connected with the 
recognition to West. 

Key Words : The Yongzheng Emperor(雍正帝), Ta-i jue-mi lu(大義覺迷錄) , The 
theory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華夷論), ‘barbarism’(夷狄), 
‘civilization’(中華), Han Won-jin(韓元震), Yi Ik(李瀷), Yi Kap(李 ), 
Park Ji-won(朴趾源), The ‘Huá ’(華) as a universalistic idea

* The doctor’s course i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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