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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보편적인 활동과 관계되며, 재화의 교환

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류와 인적 차원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국가 간의 외교에서도 선물의 증여 혹은 이에 동반되는 외교 의례는 다양한 정치

적, 문화적 함의를 내포하며,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는 등 의사소통의 상징적 행위로서 중요시 되어왔다.1 값비싼 귀금속이나 정교한 공예품, 

미술품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를 통해 교환되는 물품은 직물, 비단이나 종이류, 지방 특산품 

등 다양한 종류의 재화를 포함한다. 외교관계에서 예물 혹은 공물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

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물품이 현존하지 않고, 복제품이나 기록을 통해서만 그 대

강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조선과 대명, 대청 외교 문

서를 기반으로 한 역사학계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고, 실제로 교환되었던 물건의 물질성

이나 시각적 자료로서의 가치는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2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특히, 조선의 대청 외교 관계에서 조선은 조공의 형태

로 비단이나 종이, 모시를 비롯하여 말, 호피표(虎豹皮), 청서피(靑鼠皮), 수달피(水獺皮)나 담

비 가죽, 녹피, 호초, 황화석과 용문염석(龍紋簾席), 잡채방석(雜彩方席), 인삼 등의 토산품이

나 세폐로 금은이나 쌀 등을 사행시 청에 진헌하였다.3 공물에 대한 답례로 중국의 황제는 

1　 외교 관계에서의 선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관해서는 Leah Clark and Nancy Um, “Introduction: 

The Art of Embassy: Situating Objects and Images in the Early Modern Diplomatic Encounter,” Journal of Early 

Modern History, vol. 20(2016), pp. 1-16; Zoltán Biedermann, Anne Gerritson, Giorgio Riello, “Introduction: 

Global Gifts and the Material Culture of Diplomacy in Early Modern Eurasia,” in Zoltán Biedermann, 

Anne Gerritson, Giorgio Riello eds., Global Gifts: the Material Culture of Diplomacy in Early Modern Eur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 1-33 참조.

2　 대표적인 연구로는 전해종, 『韓中關係史硏究』(一潮閣, 1970), pp. 26-70; 同著, 「韓中朝貢關係考」, 『東洋史學

硏究』1(1966a), pp. 10-41; 同著, 「淸代 韓中朝貢關係 綜考」, 『진단학보』29·30(1966b), pp. 435-480; 同著,  

「漢代의 朝貢制度에 대한 一考察」, 『東洋史學硏究』6(1973), pp. 1-15; 박원호, 「근대 이전 한중관계사에 대한 시

각과 논점」, 『韓國史市民講座』40(2007), pp. 40-58; 김경록, 「조선의 對淸關係 認識과 外交體系―조선후기 외

교문서의 정리를 중심으로―」, 『梨花史學硏究』37(2008), pp. 139-181; 同著, 「조선시대(朝鮮時代) 외교문서(外交

文書) 자문(咨文)의 행이체계(行移體系)와 변화과정」, 『古文書硏究』46(2015), pp. 21-53; 홍선이, 「歲幣·方物을 

통해 본 朝淸관계의 특징」, 『한국사학보』55(2014), pp. 257-295; 백옥경, 「조선시대사 연구와 대외관계 자료」,  

『朝鮮時代史學報』79(2016), pp. 153-185 등이 있다.

3　 『통문관지(通文館志)』제3권, 「사대상편(事大篇上)」에는 赴京使行, 赴京品驛馬, 行中擧行文書 등 대청 외교에 관

한 각종 예규와 외교문서 서식, 예산과 경비, 방물목록, 행사, 의식절차, 회연, 무역, 중강과 회령 경원의 개시에 

관한 각종 규정과 관례 등이 수록되어있다. 그 중 방물목록에는 양국 사이의 사행에서 주고받은 물품의 세목과 

변천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통문관지』의 사료적 가치와 『통문관지』에 수록된 세폐와 방

물, 황제의 답례품의 종류와 가치에 관해서는 李迎春, 「『通文館志』의 편찬과 조선후기 韓中關係의 성격」, 『역사

와 실학』33(2007), pp. 121-1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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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사행원에게 안마(鞍馬)나 채단, 은자, 마필, 초피나 돈피 등을 자급에 따라 하사하였

다.4 외교 선물의 대상은 보통 각국의 토산물이나 희소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나 환금적 

가치가 있는 것들로 구성되었는데, 조선의 경우 전시기에 걸쳐 청에 가져가는 공물은 직물

류, 가죽류, 돗자리류, 종이류 위주의 방물로 조공품이라는 의미 외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

지 않는다. 이에 비해 청의 조정은 건륭제 시기를 전후하여 각국의 사절단에 하사하는 외교 

선물에 큰 변화가 보이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정조대 후반 조선이 

중국에서 외교 선물로 증여 받은 예물을 중심으로 외교 관계에서 ‘선물’이 담당하는 역할을 

고찰해 보고, 외교 선물의 선정과 준비 과정, 증정을 둘러싼 의례와 의식의 상징적 의미를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조공관계와 18세기의 청과 주변국의 정세 변화를 둘러 싼 새로운 대

외관계의 맥락 속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5

청조의 조판처(造辦處)에서 제작한 궁중 소용의 최상품의 옥기와 문방구류, 칠기와 도

자기류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선의 사신들에게 황제의 특별 하사품으로 증정되는 예

가 많은데, 이를 통해 ‘강건성세(康乾盛世)’를 이룬 청의 전성기 화려한 물질문화가 조선에 

전해지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어떠한 외교적 의례를 통해서 이러한 예물들이 조선

의 사신들에게 하사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 해보고자 한다. 기록에 등

장하는 하사품의 실제 예는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건륭제 시기에 조판처에서 제작되어 황

실에서 사용된 작품을 통해 당시 조선 사신들이 받았던 예물의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공적인 외교 행사와 의례에서 건륭제가 하사한 외교 선물 가운데 1789년 

동지사행으로 파견된 이성원(李性源) 일행이 받은 유럽식 동판화 《평정서역전도(平定西域戰

圖)》와 《평정양금천전도(平定兩金川戰圖)》에 주목하여, 그 제작 목적과 분급, 조선 전래 과정

을 살펴보고 외교 선물로써의 정치적 기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선물의 증여를 

둘러 싼 외교 활동과 북경과 열하에서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청과 서양의 물질문화가 조선

의 지식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논의해 보고자 한다.

4　 정성환, 「동아시아 외교와 선물교환」, 국사편찬위원회 편,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두산동아, 2007), 

pp. 23-29.

5　 미술사적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양상을 분석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한정희, 「영 정조대 회화의 

대중교섭」, 『강좌미술사』8(1996), pp. 59-71의 논문을 비롯하여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사회평론, 2012); 

同著, 「燕行에서 書畵 求得 및 聞見 사례 연구」, 『美術史學』26(2012), pp. 329-362; 同著, 「燕行에서 中國 書畵 流

入 경로」, 『명청사연구』38(2012), pp. 319-352 등의 다수의 논저와 논고가 있다. 한편, 역사학계와 국문학계에는 

연행록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본고에서 참고한 주요 논저로는 신익철, 「18세기 연행록을 통해

본 한중 문화교류의 양상」,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10:1(2015), pp. 90-102; 同著,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 『韓國漢文學硏究』51(2013), pp. 445-486; 同著, 『18세기 연행록 기사 집성』(한국학중앙연구원 출

판부, 2014); 同著, 『연행사와 북경천주당』(2013, 보고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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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선시대 외교 선물로 전래된 서화와 미술품

18세기 대청 외교 관계에서 조선과 중국 사이에서 교환되었던 통상적인 공물(貢物) 이나 세

폐(歲幣) 이외에6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황제의 어필이나 어필 편액, 어제 시장(詩章)과 청 

궁정간행의 고서와 필묵 등이 연회에 참석한 조선의 정사와 부사 등에게 하사된 것이다.7 

가령 1743년 9월 양평군(陽平君) 이장(李檣)이 사은사로 중국에 갔을 때 건륭제가 쓴 ‘식표

동번(式表東藩)’라는 글자와 붉은 활에 붉은 화살, 흰 말에 금 안장을 친히 주었고,8 1778년 

8월에는 이은이 심양에 문안사로 갔을 때 누런 비단에 ‘동번승미(東藩繩美)’라고 쓴 어필 편

액을 하사하였으며,9 1783년 9월 심양에 문안사로 갔던 이원복에게는 황제의 어제시 1장

(章), 덕부심구(德符心矩) 1첩(帖), 옥여의(玉如意) 1부를 조선의 국왕에게 선물하였다. 건륭의 

어제시는 심황화룡지(深黃畵龍紙)에 쓰여진 칠언사운율 1수로, 연월 밑에 ‘고희천자지보(古

稀天子之寶)’와 ‘유일자자(惟日孜孜)’란 두 개의 어보(御寶)를 찍은 것이다. 덕부심구첩은 학사

(學士) 팽원서(彭元瑞)가 올린 고희 구송(古稀九頌)으로 위에는 황제(皇帝)의 어제 고희설(御製

古稀說)이 있고 아래에는 호부 상서(戶部尙書) 양국치(梁國治)의 발문(跋文)이 있는 것으로 모

두 탑본(榻本)한 것이었다. 옥여의(玉如意)는 강진향(降眞香)으로 만들고 누옥(鏤玉) 3매(枚)

를 박아 넣은 것이다.10 1785년 안춘군 이융(李烿)이 동지사로 청에 갔을 때 건륭은 내부(內

府)에 있는 송판본을 모방한 《오경전부(五經全部)》 12투와 벼루 1개, 화전지(花箋紙) 2권, 휘

묵(徽墨) 4갑, 호필(湖筆) 4갑, 감옥 여의(嵌玉如意) 1자루, 문죽합(文竹盒) 4개, 파려기(玻瓈器) 

4건, 자기(磁器) 4건, 우추(羽縐) 4필, 정향견(程鄕繭) 4필, 홍사녕주(紅絲寧紬) 4필, 홍보로(紅

6　 공물이란 전근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관계’에서 제후가 천자에게 바치는 예물로 방물

(方物)이라고도 불리며, 보통 지방의 토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황제는 방물에 대한 답례로 회사품을 내렸다. 공

물이 한족 왕조가 유교적 예치에 기반한 조공관계에 기원한 것이라면, 세폐는 북방 유목국가로부터 기원한 것

으로 힘의 우열이 분명한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성격이 강한 경제적 실리를 목적

으로 부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물은 지역 토산물에 한정되지만 세폐는 화폐, 비단, 금은과 같은 비토산품

을 포함하며 방물과 달리 반대급부가 없다. 양자의 차이는 주고받는 과정과 형식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방

물의 경우 절일(節日)이나 경일(慶日) 등의 경하 및 사은 등과 같은 특별한 일을 맞아 외교문서인 表, 箋, 狀과 함

께 전달되는 예헌적이고 의례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세폐는 황제에게만 주어지고 일반 행정문서인 秦本이 동봉

되는 등 실리적인 의미가 강조되었다. 조청관계에서의 공물과 세폐의 의미와 조선이 대청 외교관계에서 부담했

던 공물과 세폐의 규모와 종류에 관해서는 홍선이, 앞의 글, pp. 257-295 참조.

7　 본고에서는 청 황실에서 조선 사신에게 증정한 예물에 관해서는 중국 관찬사료인 『淸史稿』, 「朝鮮列傳」의 기

사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인용한 자료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중국정사조선전’ 중  

『淸史稿』, 「朝鮮列傳」을 참조하였다. 청사고의 편찬과 내용, 조선관련 기사에 관한 분석은 정혜중, 「『청사고(淸

史稿)』 「속국전(屬國傳)」 조선(朝鮮) 관계(關係) 기사(記事) 분석(分析)」, 『中國史硏究』51(2007), pp. 295-323 참조.

8　 『淸史稿』, 「朝鮮列傳」, 乾隆 8년(1743) 9월.

9　 『淸史稿』, 「朝鮮列傳」, 乾隆 43년(1778), 『正祖實錄』6권, 正祖 2년(1778) 9월 11일.

10　 『淸史稿』, 「朝鮮列傳」, 乾隆 48년(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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氆氌) 4개, 필묵 등을 사행 일원에게 주기도 하였다.11 이후에도 1796년 청 가경제의 양위를 

축하하고 방물을 바친 사은겸삼절연공사절단 김사목 일행은 영수궁에서 베푼 천수연에 참

석하고 ‘성제천수연시(聖製千叟宴詩)’를 하사받았고,12 1805년에는 ‘복교수번(福敎綏藩)’이란 

편액(扁額)을 받았다.13 1807년 11월에는 국경에서 사사로이 밀매를 하던 자를 다스리고 지

방관을 엄문했던 순조의 공을 가상히 여겨 상으로 대단(大緞) 4필을 비롯하여 파리기(玻璃

器) 4건·조칠기(雕漆器) 4건·다엽(茶葉) 4병을 내렸다.14 이 밖에도 순조 년간인 1818년에

는 어제시와 ‘복(福)’자를 하사받았고 1822년에는 『문헌통고간정(文獻通考刊正)』 1편을 반

급 받았다.15 황제로부터 받은 편액은 대부분 중국의 전통적인 천하관을 바탕으로 한 사대

와 자소를 구분하고, 사대를 통한 국제질서를 흠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조공을 

통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순응하는 조선의 모범적인 태도를 칭찬하는 형식적인 미사여구

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제와 어필 외에도 곱게 직조한 비단류, 칠기, 유리 그릇, 

옥 제품 등을 하사하였는데, 이는 청대 조판처에서 어용으로 제작된 상품의 물건으로 화려

한 청의 물질문화와 발달된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16 이 밖에도 강진향과 휘묵, 호

필과 같은 중국 각지에서 조달된 최상품의 물건을 통해 조선의 사신들은 대륙의 풍부한 물

자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17

조선에서 준비해 간 세폐와 방물은 북경에 도착하면 압물관의 인도 하에 청 궁정 내

부의 내탕고에 수납되며, 중국의 황제가 회사나 상사의 형태로 답례품을 하사하는 경우에

도 보통 조회나 연회가 끝난 이후에 통관이나 홍려관, 환관 등의 관리를 통해 전달받는 것

이 상례였다.18 청대의 경우 조선 사신은 정초의 조하와 연회에만 참석하였고, 정사가 종친

11　 『淸史稿』, 「朝鮮列傳」, 乾隆 50년(1785).

12　 『淸史稿』, 「朝鮮列傳」, 嘉慶 元年(1796).

13　 『淸史稿』, 「朝鮮列傳」, 嘉慶 10년(1805).

14　 『淸史稿』, 「朝鮮列傳」, 嘉慶 12년(1807) 11월.

15　 『淸史稿』, 「朝鮮列傳」, 嘉慶 23년(1818); 道光 2년(1822).

16　 조판처는 청대 내무부(內務部)의 어용감의 관리 감독하에 청 황실에서 소용되는 각종 물품을 제작하는 일종의 

어용 공방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 상아, 법랑을 비롯하여 비단과 직물의 제조뿐만 아니라 회화를 담당하는 여

의관(如意館)도 조판처에 소속되었다. 「조판처당안(造辦處檔案)」에는 예술품의 제작 방식과 소용물품, 인력 등의 

자세한 사항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청대 궁중 문화의 일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당시 제작되어 

실제로 사용되었던 물품이 현재 국립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 사신이 청 황실로부터 받은 예물의 상

당수가 유실되어 문헌으로만 전하는 상황에서, 대만과 북경의 고궁박물원에 현존하는 청 황실 소용의 작품은 

비교의 대상으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조판처당안」의 총합적 목록으로는 香港中文大学文物馆, 中国第

一历史档案馆, 『清宮內務府造辦處檔案總匯』(北京: 人民出版社, 2005)가 있다. 

17　 강진향은 유구, 태국, 중국 등지에서 나는 향나무로 만든 고급 향이며, 휘묵은 중국 안휘성(安徽省)의 휘주부

(徽州府)에서 생산되는 먹으로 품질이 좋기로 이름이 높다. 호필은 호주(湖州)에서 나는 좋은 먹을 일컫는다.

18　 김문식, 「조선시대 外交儀禮의 특징」, 『東洋學』62(2016), pp. 87-90.



128

인 경우에만 태화전 안에 들어가 황제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18세

기 이전에도 조하는 거행하되 태화전에서 거행하는 정월 초하루의 연회는 생략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 옹정 연간에도 정월 초하루에 조하와 연회를 둘 다 개최한 것은 1726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러나 건륭제의 경우 많은 연회를 직접 주최하였고, 조선

을 비롯한 각국의 사신을 초대하여 기예와 연희를 감상하고 시를 차운하는 등 전대에 비해 

조선의 사신들은 황제의 친림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많아졌다. 특히 1780년과 1790년 두 

차례의 황제의 만수절을 맞이하여 조선의 사신들은 북경과 열하의 각지에서 벌어지는 황

제의 친림 어연에 초대되고 각종 세시 놀이와 연희 등에 참석하며 황제의 특은을 입게 되었

다. 황제와 만나는 자리에서 시를 나누며, 황제의 어필 편액을 받거나 어제시장이나 청 궁

중본 고서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또한 황제가 거둥을 할 때 궁궐 밖의 행차나 환궁할 때 공

복을 갖춰 입고 황제를 맞이하기도 하였다.19

이러한 예는 1790년 음력 8월 13일 팔순을 맞이한 건륭제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그

린 〈건륭팔순만수경전도(乾隆八旬萬壽慶典圖)〉도1에도 표현되어 있다. 대형의 무대, 인공 폭포

와 거대한 구조물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리와 가산과 기암괴석, 화초로 잘 가꾸어진 정원과 

호사스러운 건축물을 배경으로 곳곳에서 벌어지는 연희의 장면들이 축제의 흥을 한껏 돋

19　 구범진, 「1780년대 淸朝의 朝鮮 使臣에 대한 接待의 變化」, 『명청사연구』48(2017), pp. 535-564.

도1〈건륭팔순만수경전도(乾隆八旬萬壽慶典圖)〉부분,1797,

횡권,비단에채색,45.0×6,347.5㎝,북경고궁박물원

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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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있다. 60미터가 넘는 2건의 횡권으로, 1797년 소주의 직조부(織造府)에서 제작한 화려

한 궁중화풍의 대작으로, 제 2권에는 원명원에서 환궁하는 황제와 황후의 행렬이 묘사되어 

있는데, 황제는 화려하게 장식된 난여(鑾輿)를 타고 황군과 고관의 호위를 받으며 행차하고 

있다. 길 양 옆에는 외번과 각국의 사신들이 무릎을 꿇어 예를 표하고 있는데, 황제의 가마 

뒤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청의 중요한 외번인 몽고와 중요한 주변 조공국이었던 안남(安南, 

베트남), 면전(緬甸, 미얀마), 남장(南掌, 라오스) 등과 함께 조선 사신도1-1의 모습이 비중 있게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20

Ⅲ. 정조대 후기 대청 외교관계와 진하사절단의 파견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18세기 후반은 조선과 청을 둘러싼 대외적인 변화와 조선과 

청 사회의 변화, 상호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청

은 안정기를 맞게 되어 조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인다. 또한 조선은 청의 경제

적 번영과 문화적 성장을 목도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청의 문물과 청을 통해 들어오

는 서양문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21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정조대 사행으로 파견된 이덕무, 

박지원, 홍양호, 서호수, 유득공 등의 연행록의 기술에도 보일 뿐만 아니라, 조선 사절단에 

대한 청의 예외적인 환대에서도 볼 수 있다. 1780년대 이전까지 만해도 북경에 체류했던 

조선 사신은 정월 초하루의 조하를 제외하면 청의 황제가 친림하는 행사에 거의 참여할 기

회가 없었으나, 1789년 10월 진하사은겸삼절연공으로 파견된 이성원 일행과 1790년 5월 

성절을 축하하기 위한 진하겸사은사절단으로 황인점(黃仁點)을 정사로 한 사절단의 경우 

20　 맨 앞에 붉은색 옷에 화려한 무늬가 그려진 포를 입고 복두를 쓴 인물은 안남 사신으로 추정되며 뒤쪽의 붉은 

색 공복의 사모관대를 한 인물은 조선의 사신으로 보인다. 당시 유득공이 『열하기행시주』, ‘안남왕’ 기사에서 

묘사한 안남 사신들의 복장을 보면 “(안남 사신) 세 사람이 입은 것이 전에 보던 것과 판연히 바뀌어 있었다. 복

두와 금대에 그 袍가 붉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여 이무기와 용의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다만 포의 양 귀퉁이

가 너무 높아서 머리를 조아릴 때 두 어깨 위로 돌출하여 엄연히 雙角처럼 보였다. 망건은 끈으로 매었는데 그 

網이 너무 허술하여 또한 능히 단단히 묶을 수 없어 다만 두르고 있을 따름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배우

들의 물건을 빌려온 것이었다.” 원문의 해석은 김영죽, 「1790년, 안남(安南) 사신(使臣)의 중국 사행(使行)과 그 

의미(意味)」, 『大東文化硏究』78(2012), p 86 재인용. 안남과 조선 사신들의 뒤편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고 비문에

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다. “安南國王阮光平及蒙古王公朝鮮緬甸南掌各國使臣恭祝萬壽來京於此瞻覲.”

21　 이러한 변화에 관해서는 정재훈, 「18세기의 연행과 정조(正祖)」, 『동국사학』53(2012), pp. 83-126, 김성근, 「연

행록과 조선사행원의 대청인식 소고-연행록선집을 중심으로-」, 『江原史學』21(2006), pp. 69-90; 박수밀, 「동

아시아 문화교류(文化交流)와 한국한문학(韓國漢文學): 조선후기 대청(對淸) 의식과 문화 수용 논리」, 『韓國漢文

學硏究』47(2011), pp. 139-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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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의 팔순이라는 이례적인 행사를 맞아 북경과 열하의 각지를 방문하고 만수절 당일 하

례에 참석한 이래 종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황제의 친림 행사에 참석하면서 공식

일정을 보내게 되었다.22 이러한 변화는 북경에 체류하던 조선 사신 일행의 경험과 견문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청 황실과의 직접적인 문화교류를 촉진하였다.

1789년 말의 삼절연공행은 건륭제의 팔순을 축하하는 진하 사행을 겸하였다. 이는 정

기사행의 팔순 진하를 겸한 사절단을 파견하여 황제의 팔순을 진하하는 성의를 표하는 것

이었고, 이에 더해 이듬해 5월에는 팔순 만수절이라는 특별한 성절을 축하하기 위해 여느 

성절보다 격을 높인 진하겸사은사를 파견하였다. 이때 황인점이 정사로 서호수(徐浩修)가 

부사로 열하로 직행하였고, 이어서 북경으로 가서 팔순 만수절에 참석하였다. 열하와 북경

의 연로와 만수절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에 관한 기록은 황인점의 『승사록(乘

槎錄)』을 비롯하여 유득공(柳得恭)의 『열하기행시주(熱河紀行詩註)』, 서호수의 『열하기유(熱

河紀遊)』(『연행기』)에 자세히 전하고 있어 본 연구에 참고가 된다. 당시 방물도 성대한 진하

의 사례에 맞게 성절보다 특별히 많이 준비하였고, 음력 8월 13일의 만수절 하례 날짜에 맞

춰 열하의 피서산장에 도착하기 위해 전례 없이 열하를 경유하여 북경으로 가는 여정을 택

하였다.23 서호수의 기록에 의하면 1790년 성절사가 공물로 준비한 물품은 황세저포 10필, 

백세저포 20필, 황세면주 30필, 자세면주 20필, 백세면주 20필, 용문염석 2장, 황화석 20장, 

만화방석 20장, 잡채화석 20장, 수달피 20장, 백면지 1,400권, 두꺼운 기름 종이(粘六張厚油

紙) 10부 등 옷감과 방석 위주의 토산품이었고,24 황제로부터 연회 참석 후 비단과 하포(荷

包), 비연호(鼻煙壺), 칠완(漆椀), 자병(磁甁), 다종(茶鍾), 자완(磁椀), 자첩(磁楪), 상아 다반(象牙

茶盤), 장향(藏香), 옥여의, 옥배(玉盃), 먹과 붓, 벼루 등을 받았다.25

황인점 일행은 열하와 북경에서 유구, 남장, 섬라, 면전 등의 사신과 함께 황제의 특은

을 입어 영소에서 얼음타기나, 보화전에서의 연종연, 정월 초하루의 태화전 조하를 비롯하

여 자강각의 세초연에 참석하거나, 원명원의 산고수장각(山高水長閣)에서의 등불놀이를 관

22　 구범진(2017), 앞의 글, pp. 545-557.

23　 김일환, 「1790년 열하사행과 황인점의 한글 연행록 『승사록』」, 『溫知論叢』60(2019), pp. 9-44.

24　 이 밖에도 1789년 동지사 편에 건륭이 직접 써준 ‘복자신한(福字宸翰)’에 대한 사은 방물도 이때 함께 가져갔는

데 이 목록은 아래와 같다. 황세저포 30필, 백세저포 30필, 황세면주 20필, 자세금주 20필, 백세금주 30필, 용

문염석 2장, 황화석 15장, 만화방석 15장, 잡채화석 14장, 백면지 2000권. 서호수, 『연행기』제1권, 진강성에서 

열하까지[起鎭江城至熱河], 경술년(1790, 정조 14) 6월.

25　 서호수, 『연행기』제2권, 열하에서 원명원까지[起熱河至圓明園], 경술년(1790, 정조 14) 7월 17일, 7월 19일; 『연

행기』제3권, 원명원에서 연경까지[起圓明園至燕京], 경술년(1790, 정조 14)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10일,  

8월 14일, 8월 18일,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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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하는 등 황제가 참석하는 각종 궁중 세시 행사에 참석하였다.26 또한 태묘에서 제사를 마

치고 돌아오는 황제를 마중하거나 원명원으로 가는 황제를 배웅하는 의례에도 조선사신 

일행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외번의 왕, 패륵(貝勒), 태길(台吉) 등이 황제를 오문 밖에서 영송

했던 강희 연간의 관습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27 청조의 조선 사신 접대의 변

화는 대청 외교 관계의 완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조선국왕 정조의 파격적인 ‘성의’에 대한 

화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조는 정례적으로 동지사를 1년에 한 차례씩 파견하는 것 외에, 

건륭제의 70세 생일, 즉위 50주년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진하, 사은행을 특파하는 등 청

조를 상대로 선왕 영조대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발적 ‘성의’를 보였고, 이에 대한 우대 

조치로 청은 조선사절단에게 이전과 다른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고 볼 수 있다.28

조선사신에 대한 청의 달라진 대우와 이로 인한 조선 사절단의 청 궁정 문화에 대한 

체험과 이해의 증대는 18세기 후반 연행에 동행했던 사신들과 화원들의 회화 작품에도 반

영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784년 10월부터 1785년 2월까지 진하사은겸동지사(進賀

謝恩兼冬至使)로 연행한 정사 이휘지

(李徽之, 1715-1785), 부사 강세황(姜

世晃, 1713-1791), 서장관 이태영(李泰

永, 1744-?)이 함께 수창한 시와 그림

을 엮은 시화첩인 《영대기관첩(瀛臺奇

觀帖)》과 《사로삼기첩(槎路三奇帖)》, 숭

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의 

《연행도첩(燕行圖帖)》에 묘사된 연경

에서의 다양한 일정과 중국의 풍속을 

자세히 묘사한 작품들이다. 《영대기

관첩》에 실린 남해 영대에서의 빙희

26　 열하와 연경에서의 황인점과 서호수 일행의 일정은 서호수의 『열하기유』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가령 음

력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피서산장에서의 연회와 건륭 황제의 팔순 만수절 잔치에 참여한 첫날의 기록은 

서호수 저, 『열하기유』, 이창숙 역해 (아카넷, 2017), pp. 145-157, 음력 8월 1일부터 열린 원명원에서의 연회

는 위의 책, pp. 248-267, 음력 8월 13일 태화전에서의 건륭의 생일잔치에 참석에 관한 기술은 위의 책, pp. 

278-285, pp. 300-314에 소개되어 있다. 이 밖에도 음력 8월 16일 원명원에 행차하는 황제를 지영하기 위해 

전날 원명원에 가서 묵은 일, 19일 원명원 동락원 희대에서 공연을 관람한 일, 20일 원명원 정대광명전에서 

황공 대신, 몽고 회부의 여러 왕과 패륵, 안남왕, 안남, 남장, 면전의 사신과 함께 연회를 받은 일 등은 위의 책, 

pp. 324-331 인용되어 있다.

27　 구범진(2017), 앞의 글, pp. 547-548.

28　 구범진, 「조선의 청 황제 성절 축하와 건륭 칠순 ‘진하 외교’」, 『한국문화』68(2014), pp. 215-248.

도2강세황,《영대기관첩(瀛臺奇觀帖)》4폭,〈영대빙희도(瀛臺氷戱

圖〉,1784,종이에수묵,23.3×54.8㎝,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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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氷戱)를 그린 강세황의 〈영대빙희도(瀛臺氷戱圖)〉도2는 1784년 12월 21일 건륭제가 영대에

서 베푼 빙희연을 묘사한 작품으로, 팔기장병이 스케이트를 타면서 활을 쏘는 무예를 선보

이는 기이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29 1784년 절사일행은 건륭제의 즉위 50주년을 기념하

고 연공을 바치기 위해 파견한 진하사은겸삼절연공사(進賀謝恩兼三節年貢使)로 전년보다 이

른 10월 12일에 한양을 출발하여 북경에서의 일정을 소화했는데, 앞선 두 차례의 연행에서

는 보이지 않았던 세 가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첫째가 12월 15일 태화전에서 열린 상조(常

朝)에 참여한 일, 둘째는 12월 21일 영대의 빙희에 참석한 일, 셋째는 정월 6일에 건청궁에

서 개최된 천수연에 참석한 일이다.30 이 중 빙희는 조선 사절단에게는 매우 낯설고 진기한 

광경이었던 듯하다. 삼사는 귀국하여 정조에게 올린 장계에 그날의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

하였다.31 강세황의 그림에는 황제가 타고 온 가마와 용주, 얼음 위에 설치된 홍살문과 홍심 

등이 묘사되어 있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활을 쏘는 팔기의 병정들의 모습이 간략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청실록』에 의하면, 이날의 행사에는 신장의 회부에서 온 백극(伯克) 12인, 조

선 사신 2인, 섬라 사신 4인, 진촨(金川)의 토사(土司) 31인 등이 서화문(西華門)에서 황제를 

배알하고 영대로 따라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어서, 이러한 행사가 사행의 활동으로 청의 외

번과 조공국의 사신들이 배석하여 공식 외교행사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32

1784년 이후에 제작된 《연행도첩》에는 총 14폭의 사행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 

제7폭부터 9폭까지가 조선 사신의 북

경 체류기간 동안의 공식 활동을 그리

고 있다. 7폭 〈조양문(朝陽門)〉도3-1은 

자금성의 동문 조양문을 중심으로 성

시의 번화한 거리를 부감시로 그린 것

으로, 조양문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조선사절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흑

립을 쓰고 도포를 입은 네 명의 정사

와 부사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말을 끄

는 종복 등이 묘사되어 있다. 8폭 〈태

29　 1784년 사행과 관련하여 제작된 시화수창록인 《영대기관첩》과 《사로삼기첩》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정은주,  

「姜世晃의 燕行活動과 繪畵 - 甲辰燕行詩畵帖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硏究』259(2008), pp. 41-78; 국립중앙박

물관 엮음, 『중국 사행을 다녀온 화가들』(국립중앙박물관, 2011), pp. 25-35 참조.

30　 구범진(2017), 앞의 글, pp. 552-553.

31　 『正祖實錄』19권, 正祖 9년 2월 14일.

32　 『淸實錄』, 乾隆 49년 12월 21일, 구범진(2017), 앞의 글, p. 553 재인용.

도3-1《연행도첩(燕行圖帖)》7폭〈조양문(朝陽門)〉,1784년이후,종이

에채색,34.9×44.8㎝,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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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太和殿)〉도3-2은 자금성의 정전으로, 이곳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외국 사신과 청나

라 외번이 참석하는 조참례가 행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태화전 내에 갓을 쓰고 도포차림을 

한 5명의 조선 사신과 군관복 차림의 11명의 조선 사절단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태화전

은 황제를 알현하는 행사 이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조선 사신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서호수의 기록에 의하면 1790년 

음력 8월 20일 진하 방물을 실어 태화전 앞 어고에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상황과 비슷

한 사정을 묘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33 9폭 〈조공(朝貢)〉도3-3은 환어하는 황제의 

행렬을 맞는 조선 사절단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18세기 후반 조선사절이 북경에서 황제의 

행차를 지영하는 관례는 정월에 황제가 태묘, 원명원, 자광각, 천단 등을 행차하거나 환궁할 

때 행해졌다. 선두에는 의장기를 든 청의 기마대와 호위 기마대가 보이고 그 뒤로 황제와 

가마가 묘사되어 있다. 아래쪽에 묘사된 조선 사신은 상복에 관대를 두르고 방한모인 이엄

을 사모 위에 둘러쓴 인물 3명, 오사모를 쓰고 공복을 입은 인물 11명, 동달이에 전립을 쓰

고 군복을 착용한 인물 23명이 보인다.34

Ⅳ.  《평정서역전도》와 《평정양금천전도》: 외교 선물로 전해진 유럽
식 동판화

칠완과 자기, 비단과 필묵 등은 황제가 조선의 사절단에게도 이전에도 증여한 사례가 있지

만, 건륭제가 하사한 외교 선물 가운데 1789년 6월 동지사행으로 파견된 이성원 일행에게 

33　 서호수, 『연행기』제3권, 원명원에서 연경까지[起圓明園至燕京], 경술년(1790, 정조 14) 8월 20일 (고전번역원DB).

34　 정은주(2012), 앞의 책, pp. 288-293.

도3-2《연행도첩(燕行圖帖)》8폭〈태화전(太和殿)〉 도3-3《연행도첩(燕行圖帖)》9폭〈조공(朝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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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한 《평정서역전도》와 《평정양금천전도》는 이례적인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35 1790년 

정월 초하루에 조선 사신들은 태화전의 조회와 6일에 열린 자광각의 세초연 등에 참석하고, 

11일에는 원명원의 산고수장각의 등불놀이에도 초대되어 황제가 친림하는 행사에 여러 차

례 동행하고 황제를 지척에서 접견하며 문답을 나누며 여러 가지 선물을 하사 받았다. 당시 

받은 흠사품으로는 어필로 쓴 ‘福’자 1폭과 옥여의 1자루, 옥그릇, 유리그릇, 사기그릇, 견지

(絹紙)와, 붓, 먹, 벼루, 방전과 칠기를 비롯하여 황제가 일리(伊犁) 회부(回部)와 대진촨과 소

진촨을 평정한 전승도를 16폭으로 그린 그림 두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36

이성원이 받은 두 폭의 전승도는 건륭제의 ‘十全武功’으로 불리는 건륭년간의 10대 

대외원정 사업 중 오늘날의 신장(新疆)과 티베트(西藏), 칭하이(靑海) 등의 지역에 해당되는 

중앙아시아 내륙지방으로 텐산산맥의 이북 준가르 스텝 지역과 이남의 위구르 동투르키스

탄 지역을 평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평정서역전도》 16폭과 쓰촨성 서쪽 양쯔

강 상류의 장족의 집단 거주지인 진촨지역 토사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

작한 《평정양금천전도》 16폭이다.37 이 군사 원정은 1750년경부터 중앙유라시아와 동남아

시아 방면으로 팽창하며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고자 했던 청제국의 영토 확장을 단적으로 

35　 《평정서역전도》는 《회부전승도》, 《평정준부회부전도》, 《회부양부평정득승도》, 《평정준갈이회부득승도》, 《평

정서역회부득승도》, 《평정이리회부도》, 《평정이리회부전도》, 《평정회강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되었고,  

《평정양금천전도》 역시 《평정양금천득승도》, 《평정양금천득승전도》 등의 명칭으로 알려져 왔으나, 여기서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정서역전도》와 《평정양금천전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각 장면의 제목과 

순서도 아래에 제시된 선행 연구에서 정리된 바를 따르기로 한다. 이 작품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작품

의 제작 배경과 주제를 설명한 聂崇正, 「清朝宫廷铜版画〈乾隆平定准部回部战图〉」, 『故宫博物院院刊』4(1989), 

pp. 55-64; 聂崇正, 「〈乾隆平定准部回部战图〉和清代的铜版画」, 『文物』(1980, 4), pp. 61-64와 제작 과정과 여

러 판본의 현황을 추적한 논고 高田時雄, 「〔解説〕平定西域戰圖」, 『乾隆得勝圖平定西域戰圖』(京都: 臨川書店, 

2009), pp. 1-18; Niklas Leverenz, “Drawings, Proofs and Prints from the Qianlong Emperor’s East Turkestan 

Copperplate Engravings,” Arts Asiatiques Asiatiques, vol. 68(2013), pp. 39-60; Marcia Reed, “The Qianlong 

Emperor’s Copperplate Engravings,” Harvard Library Bulletin, vol. 28, no. 1(Spring, 2017), pp. 1-24를 비롯하

여 국내에 소장된 판본을 분석한 박효은, 「淸代 銅版畵 『平定西域戰圖』 跋文과 『平定兩金川戰圖』」, 『숭실대학

교 한국기독교박물관지』5(2009a), pp. 106-114과 손효지, 「淸代 宗藩思想이 反映된 宮廷繪畵 硏究」(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2014), pp. 27-5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있다.

36　 『正祖實錄』29권, 正祖 14년(1790) 2월 20일.

37　 청은 몽골-티베트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준가르와의 무력 대결을 통해 1760년 경 비로소 거대 제국의 판도를 

완성하였다. 건륭제는 1792년 「御製十全記」를 지어 자신의 치세에 이룩한 영토 확장과 정복 전쟁을 십전무공

이라 자부하고 스스로를 ‘十全老人’이라고 불렀다. 건륭제의 십전무공은 다음과 같다. (1) 大小金川之戰(1747-

1749, 四川의 土司 정벌), (2) 1차 準噶爾之役(1755, 新疆 준갈이의 達瓦齊部 평정), (3) 2차 準噶爾之役(1755-1757,  

준갈이의 阿睦爾撒納을 평정), (4) 南疆 大小和卓戰役(1758, 新疆 서남의 回部를 평정), (5) 緬甸之役(1765-1769, 미얀

마 평정), (6) 2차 大小金川의 평정(1771-1776, 四川의 土司 정벌), (7) 林爽文 叛亂의 평정(1786-1788, 대만 평정), 

(8) 安南之役(1788-1789, 베트남 평정), (9)-(10) 2차례의 郭爾喀 征戰(1788-1789, 네팔 정벌). 청대 준가르와 동투

르키스탄 지역의 문화와 청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조지프 플레체, 「청령 내륙아시아 (1800년경)」, 데니스 트위

체트, 존 K. 페어뱅크 엮음, 『캠브리지 중국사』10(上), 김한식 외 옮김 (새물결 출판사, 2007), pp. 115-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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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건륭제의 정복 사업으로, 건륭제는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각각의 원정을 16폭 

의 동판화 세트로 제작하였다.

이 중 《평정서역전도》는 후대에 제작되는 청대 전승기념 동판화의 전범으로 제작 방

식과 도상, 양식 등의 측면에서 이후 제작되는 전승기념 동판화에 선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작품의 제작 경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38 작품의 원화는 청대 궁중에

서 활동했던 예수회 출신의 화가인 이탈리아인 주세페 카스틸리오네(Guiseppe Castiglione/

郎世寧, 1688-1766), 프랑스인 장 드니 아티레 (Jean-Denis Attiret/王致誠, 1702-1768), 체코 출

신 이냐시오 시켈바르트(Ignatius Sichelbarth/艾啓蒙, 1708-1780) 아우구스티노회 소속의 이

탈리아인 지오반니 다마센 살루티(Giovanni Damasceno Salusti/安德義, 1727-1781)가 1760년

에 제작한 대형의 (대략 4×8m) 16폭 회화작품이다.39 자광각은 자금성의 서쪽, 중해의 서측

에 있는 전각으로 명 무종 년간에는 평대(平臺)라고 불렸고 황제가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수

련을 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가 청대에는 무사의 사격을 시험하고 기예를 겨루며 신하의 

무공을 표창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40 건륭은 서역평정 후 1761년 자광각을 전면적으로 

개축하고 이곳에 준가르와 진촨 원정의 공신 100명의 초상화와 주요한 전투장면 16폭을 

대형 회화로 제작하여 걸고 외번(外藩)과 각국 사신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41 몽골, 칭하

이, 신장, 티베트 등의 정복을 계기로 번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행되었던 외번연이 

1761년 이후 자광각에서 행해지게 되었던 점과 자광각의 상징적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외번

38　 《평정서역전도》는 건륭의 대외원정 사업 가운데 1755년 신장 준갈이의 達瓦齊部를 평정한 1차 원정, 1757-

1757년 준갈이의 阿睦爾撒納를 평정한 2차 원정과 1758년 신장 서남의 위구르 지역의 대소 和卓의 난을 평

정한 건륭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고, 《평정양금천전도》는 두 차례의 진촨 원정 가운데 제 2차 원

정인 1771년부터 1776년까지 토착 지배세력인 토사의 무장반란을 진압하기 파견한 阿桂秦報와 청군의 전승

을 그림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평정서역전도》의 16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폭 <平定伊犁受降>(일리를 평

정하여 항복을 받아내다), 제2폭 <格登鄂拉斫營>(가단올라의 진영을 급습하다), 제3폭 <鄂壘札拉圖之戰>(오로이잘라

투의 전투), 제4폭 <和落霍澌之捷>(코르코스의 승리), 제5폭 <庫隴癸之戰>(쿠룬귀의 전투), 제6폭 <烏什酋長獻城降> 

(우치 추장이 성을 내놓고 항복하다), 제7폭 <通古斯魯克之戰>(통구즈룩의 전투), 제8폭 <黑水圍解>(카라우수의 포위

에서 벗어나다), 제9폭 <呼爾滿大捷>(쿠얼만의 대승리), 제10폭 <阿爾楚爾之戰>(아르출의 전투), 제11폭 <伊西洱庫

爾淖爾之戰>(예실쿨노르의 전투), 제12폭 <霍斯庫魯克之戰>(코스쿠락의 전투), 제13폭 <拔達克山汗納款>(바다흐샨

의 칸이 항복을 청하다), 제14폭 <平定回部獻俘>(회부를 평정하고 포로를 넘겨받다), 제15폭 <效勞回部成功諸將>(회

부 원정에서 공을 세운 여러 장수들을 교외에서 치하하다), 제16폭 <凱宴戰功諸將>(무공을 세운 여러 장수를 위해 승리

의 연회를 베풀다).

39　 청대 궁정의 예수회 화가의 활동에 관해서는 이주현, 「乾隆帝의 西畵 인식과 郎世寧 화풍의 형성: 貢馬圖를 중

심으로」, 『미술사연구』23(2009), pp. 81-114 참조.

40　 朴趾源, 『熱河日記』, 「黃圖紀略」, 紫光閣.

41　 건륭 25년 (1755)에 준가르와 회부를 평정한 후 功臣 大學士 忠勇公 傅恒과 定邊將軍 兆惠 등 100명의 화상을 

자광각 내에 안치하고, 건륭 41년(1776) 대소금천 원정이후에는 大學士 定西將軍 阿桂와 定爲右副將軍 豐昇

額 등 100인의 화상을 각내에 그려 걸도록 하였다. 자광각내 공신상의 제작과 작품의 양상에 관해서는 聂崇正,  

「谈清代 《紫光阁功臣像》」, 『文物』(1990. 1), pp. 65-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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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국 사신들이 참여한 세초연은 청 제국의 

무위(武威)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기획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42 요문한(姚文

翰)이 그린 〈자광각사연도(紫光閣賜宴圖)〉도4는 

당시 새롭게 중건된 자광각에서의 연회를 묘

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각 내에 건륭제를 

중심으로 화면의 상단과 하단에 몽골과 회부

의 왕공 군왕들을 비롯하여 만주와 중국인 고

관들이 열을 지어 앉아 있다.43 조선은 1782년 정월 9일 동지정사 황인점 일행이 세초연에 

참가하면서부터 조공국의 사신들도 자광각의 연회에 참여하게 되어 그 이후 북경에 올 때

마다 빠짐없이 세초연에 참석하게 되었다.44 1788년 연행사로 자광각을 방문했던 조환이나 

1828년 박사호(朴思浩)는 동벽과 서벽에 걸려있었었던 《양금천승첩지도(兩金川勝捷之圖)》와 

《평회자국전적(平回子國戰蹟)》을 보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45 현재 자광각에 걸려있던 

대형 원도의 부분으로 추정되는 작품도5이 개인소장으로 전해지고,46 이 작품의 초본이라고 

42　 건륭제 후기의 외번 연례의 변화상과 자광각 세초연의 정치적 의미에 관해서는 구범진, 「淸 乾隆 연간 外藩 宴

禮의 변화와 乾隆의 ‘盛世’」, 『역사문화연구』68(2018), pp. 162-186 참조.

43　 林家維, 「乾隆朝紫光閣賜宴圖研究」, 『故宮博物院院刊』4(2015), p. 70.

44　 1782년 세초연에는 조선 이외에 유구, 섬라, 남장 등의 사신이 참여하였다. 한편 1787년에는 문효세자의 죽음

으로 조선의 사신들이 상중에 있던 관계로 정월 세초연에는 예외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45　 조환, 『연행일록』, 1788년 1월 9일; 박사호, 『심전고』2권, 「유관잡록」, 자광각기.

46　 1760년에 제작되어 자광각에 걸린 《평정서역도》 중 제8폭 〈黑水圍解〉의 원도의 편폭 3점(왼쪽 중앙, 중앙, 오른

편 하단)이 최근 소개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00년 의화단 운동 기간동안 자광각은 파손되어 각

도4요문한,〈자광각사연도(紫光閣賜宴圖)〉,1761년또는그이후,비단에채색,45.8×486.5㎝,북경고궁박물원

도5《서역평정도》8폭〈쿠얼만의승리(呼爾滿大捷)〉부분,

비단에채색,130×120㎝,개인소장



137

서
윤
정
|조

선
후
기
외
교
선
물
로
전
해
진
청
과
서
양
의
예
술
과
물
질
문
화
:정
조
대
후
기
사
행
을
중
심
으
로

생각되는 3점이 (4폭 코르고스의 승

리, 9폭 통구즈룩의 전투, 11폭 아르출 

전투)도6 일본 덴리대에 소장되어 

있다.47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보

면, 1760년 자광각을 수리하면서 

대형의 벽화와 공신도상으로 화려

하게 전각을 꾸미고 번국의 친왕과 

패륵, 패자를 비롯하여 각국의 사

신을 초청하는 연회를 베풀게 되었

는데 이는 청국이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 과시하려 했던 건륭제의 의

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륭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형 회화를 축소하여 동판화로 제작할 것을 계획하고 

1764년 카스틸리오네에게 동판화의 원화 제작을 명한다. 이에 따라 청 궁중에서 활동했던 

카스틸리오네를 비롯한 3명의 선교사 화가들이 제작한 화고가 순차적(2, 11, 1, 8폭)으로 광

동 주재 프랑스 동인도 회사(Compagnie française des Indes orientales)의 수탁 형태로 파리로 

이송되어 국무경인 앙리 베르텡 (Henri Bertin)과 왕립아카데미 원장인 마리니 후작(Marquis 

de Marigny)의 주선으로 당시 명성

이 높았던 동판 제작자인 샤를 니

콜라 코생(Charles-Nicolas Cochin, 

1715-1790)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투각되었다.48 완성된 화고 4폭이 

1766년 파리로 보내지기 직전 1765

년에는 궁중화원인 정관붕(丁觀鵬)

과 금정표(金廷標), 요문한에게 화고

를 따라 그리도록 하였는데, 이 작품

내에 보관되었던 회화작품은 거의 소실되었다. 원본의 오른쪽 부분은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에 소장되었던 

것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근래에 들어 두 점의 편폭이 더 발견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http://

www.battle-of-qurman.com.cn/index.htm 참조 (2019년 10월 15일 접속); Shi-yee Lee, “Emperor Qianlong’s 

East Turkestan Campaign Pictures: The Catalytic Role of the Documentation of Louis XIV’s Conquests,” Arts 

of Asia, vol. 47(March-April, 2017), pp. 82-85. 

47　 Leverenz, 앞의 글, pp. 40-44.

48　 《평정서역전도》의 제작 과정과 프랑스에서 제작된 다양한 판본, 현황에 관해서는 高田時雄, 앞의 글, pp. 1-18; 

Leverenz, 위의 글, pp. 39-60 참조.

도6Att.Jean-DenisAttiret,《서역평정도》4폭,〈코르고스의승리(和落霍

凘之捷)〉,1760년경,종이에먹,38.1×61.8㎝,덴리대학교도서관

도7정관붕,금정표,요문한,《서역평정도》4폭,〈코르고스의승리〉,1765

년경,종이에채색,55.4×90.8㎝,북경고궁박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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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재 북경 고궁박물원도7에 전하고 있다. 1765년의 황제의 칙서에 의하면 건륭제는 전도

의 완벽한 모각과 함께, 각 100부를 인쇄하고, 인쇄 후에 동판과 함께 돌려보내기를 요구하

였다.49 화고 4폭은 1766년에 나머지 12폭은 1767년에 파리에 도착하였다. 최초의 동판 3

매는 1769년에 완성되어, 각 매당 200여 장씩 인쇄되어 북경에 보내졌다. 전체 12매의 동

판과 각 판 200부의 인쇄본은 최종적으로 1774년 12월에 파리에서 보내져 1777년 중국에 

도착하였다. 7년에 걸쳐 원화 16폭, 동판 16매, 인쇄된 동판화 각각 200매 합 3,200여 장을 

북경의 궁정에서 최종적으로 수령한 것은 1777년 9월 20일의 일이다.50 장장 7년에 걸쳐 

청의 궁중화원, 예수회 선교사를 비롯하여 프랑스 최고의 동판제작자들과 프랑스 동인도무

역회사들의 지난한 작업이었다. 중국 측에서는 동판화 제작을 위해 프랑스 측에 204,000리

브르, 즉 2만 9천냥을 지불했다.51 중국에서도 동판을 이용하여 인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 최근 교토국립박물관이 입수한 19매의 전도 동판화 세트가 서양의 종이가 아닌 상품의 

선지(宣紙)가 사용되어 중국에서 인쇄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52

동판화가 궁중에 도착한 이후 건륭은 여기에 어제를 더하거나, 첩이나 두루마리 등 다

양한 형태로 장황을 하여 번족의 왕이나 황족, 신하들에게 분하하거나 각국의 사신에게 외

교 선물로 증정하였다. 현재 첩의 경우 34면과 18면으로 구성된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되

는데, 전자의 경우 건륭의 어필서문과 부항 등 대신들의 발문을 비롯하여 동판화와 어제시

가 각각 1엽씩 따로 장첩 되어 총 34면을 이루고, 후자의 경우 각 그림 위에 건륭의 시가 부

기되어 있어 총 1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래 북경고궁박물원에서 각 그림과 제시가 함께 

1권에 축의 형태로 된 총 16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가 알려져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 

본은 화려한 장정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건륭 자신을 위한 어람용으로 대내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53 이후에 제작된 전승도의 경우 그림 위쪽에 어제시가 함께 첨가되는 형

태를 따르게 되는데 《평정양금천전도》 역시 그러한 양식을 보여준다.

《평정양금천전도》도8는 건륭년간 사천성의 서북지방인 대소 진촨지역의 토착 지배세

력인 토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했던 정서장군(定西將軍) 아계(阿桂)가 1776년 진촨 

지역의 2차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동판화이다.54 《평정서역전

49　 周維強, 「銅版汗青: 欽定平定準噶爾回部戰圖之委法製作」, 『故宮文物月刋』393(2015. 12), pp. 4-5.

50　 프랑스에서 제작된 동판의 수량과 운송에 관해서는 위의 글, pp. 9-17 참조.

51　 高田時雄, 앞의 글, p. 12.

52　 위의 글, pp. 16-17.

53　 위의 글, pp. 14-15.

54　 대만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의 《평정양금천전도》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1폭 〈収復小金川〉(소진촨을 수복하

다), 제2폭 〈攻克喇穆及日則丫口〉(라무, 리지 입구를 정복하다), 제3폭 〈攻克羅博瓦山碉〉(루오보와산 요새를 정복

하다), 제4폭 〈攻克宜喜達爾圖山梁〉(이시, 다얼투 산맥을 정복하다), 제5폭 〈攻克日旁一帶〉(리팡 일대를 점령하다),  



139

서
윤
정
|조

선
후
기
외
교
선
물
로
전
해
진
청
과
서
양
의
예
술
과
물
질
문
화
:정
조
대
후
기
사
행
을
중
심
으
로

도》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인들은 동판화의 제작 기법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쌓

을 수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대형의 전쟁 기념화나 화려한 궁궐의 모습을 세밀하고 정교하

게 묘사하는 동판화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기에 이르렀다.55 《평정양금천전도》는 목판인쇄에 

제6폭 〈攻克康薩爾山梁〉(캉사얼산맥을 정복하다), 제7폭 〈攻克木思工噶克丫口〉(무시공가케 입구를 정복하다), 제8폭  

〈攻克宜喜甲索等處碉卡〉(이시, 야수오 등지의 여러 요새를 정복하다), 제9폭 〈攻克石真噶賊碉〉(시전갈 요새를 정복하

다), 제10폭 〈攻克菑則大海昆色爾山梁並拉枯喇嘛寺等處〉(자이저다하이의 쿤스얼 산백, 라구의 라마사 등지를 정복하

다), 제11폭 〈攻克勒烏賊巢〉(저이차오를 정복하다), 제12폭 〈攻克科布曲索隆古山梁等處碉寨〉(커부쿠, 수오릉구 산

맥 등지의 요새를 정복하다), 제13폭 〈攻克噶喇依报捷〉(걸라이를 정복하다), 제14폭 〈郊台迎劳将军阿桂凯旋〉(교외에

서 개선하는 장수 아계를 환영하다), 제15폭 〈金午門受俘〉(황제가 오문에서 포로들은 넘겨받다), 제16폭 〈紫光閣凱宴成

功諸將士〉(자광각에서 무공을 세운 장수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다).

55　 청대 궁중에서 제작된 전쟁기념 동판화로는 《평정양금천전도》(1771-76) 16폭 이외에 《平定臺灣戰圖》(타이완, 

도8《평전서역전도》중부항등각신의발문(상)과《평전양금천전도》7폭,〈무시공가케입구의요새를정복하다(阿桂

奏報)攻克木思工克了口柵〉(하),액자,종이에먹,각87.4×48.9㎝,87.4×50.8㎝,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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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했던 중국인에 의해 제작되었던 탓에 《평정서역전도》에 비교해 볼 때 유럽의 원근법이

나 크로스해칭 기법을 비롯한 사실적인 묘사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가령, 화보풍의 나무 표

현이나 준법을 연상시키는 암석의 표현, 어색한 원근법, 격자무늬와 유사한 크로스해칭의 

기법 등은 동판화의 기법이라기 보다는 목판화 양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평정양금천전

도》에는 화면 상단에 목판으로 인쇄된 어제시가 모두 부기되어 있어 황제와 청군의 위용을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 동시에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1789년 이성원 일행이 자광각의 세초연에 참석한 

나흘 뒤에 청의 군신들에게 조서와 함께 이 두 축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당시의 상황에 대

해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정조실록』과 『일성록(日省錄)』에 전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조

선왕조실록』에 전하는 그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도는 그림이 16폭(幅)이고 시(詩)가 16폭이며 또 그림 16폭에 시를 윗부분에다 썼는데, 황

제가 지난 을해년 이후로 이리(伊梨) 지방 및 회자(回子)와 대금천(大金川) 소금천(小金川)

을 토평(討平)한 뒤, 그 싸우는 과정과 항복을 받아내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고 시를 지어 

붙여서 무공(武功)을 나열해 놓은 것이었습니다.56

『일성록』에는 각 작품에 부기된 어제시 32편과 《평정서역전도》의 어제서문이 실려 있

다.57 그러나 부항 등 각 대신의 발문은 기록되지 않아서 하사받은 전도에는 발문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자는 16폭의 그림과 16폭의 시문이 따로 장첩된 축으로 

《평정서역전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후자는 그림 위에 어제시가 부기된 《평정양

금천전도》로 보인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구미 등지에 현존하는 《평정서역전도》의 대부분

이 첩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축의 형태로 장첩된 것은 북경고궁박물원의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58 이성원 일행은 1790년 2월 20일 연경을 출발하는 치계를 

올리면서 시는 전편을 베껴 쓰고 그림은 16폭 중 각각 1폭씩을 모사하여 우선 올려 보내 예

람에 대비한다고 하였는데,59 당시 김홍도(金弘道, 1745-1806년 이후)가 군관으로, 이명기(李

1787-88) 12폭, 《平定安南戰圖》(베트남, 1788-89) 6폭, 《平定廓爾喀戰圖 》(네팔, 1792-93) 8폭, 《平定苗疆戰圖》 

(후난, 1795) 6폭과 《平定狆苗戰圖》(윈난, 1795) 4폭이 있다.

56　 『正祖實錄』29권, 正祖 14년(1790), 2월 20일.

57　 『日省錄』, 正祖 14년(1790), 2월 20일.

58　 현재 16폭의 전투 장면이 모두 구비된 《평정서역전도》는 70여 점이 알려져 있으며, 그 자세한 리스트는 

Leverenz, 앞의 글, Annex 3, pp. 58-59 참조.

59　 『日省錄』, 正祖 14년(1790),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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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基)가 당번 화사 외에 추가로 차정하여 사행에 함께 하였음을 상기해 볼 때 이 작품에 모

사에 이들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60 또한 이들의 작품에 보이는 서양식 원근법과 

명암처리, 사실적인 묘사 등을 통해 볼 때, 이 작품이 이후 김홍도와 이명기의 화풍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61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에는 《평정서역전도》의 발문과 《평정양금천전도》 가운

데 7폭인 〈공극목사공극요구책(攻克木思工克了口柵)〉 1점이 액자 속에 함께 장황되어 있는데

도8, 이 작품은 故 김양선 교수의 수집품으로 1967년에 박물관에 기증되었다.62 《평정서역

전도》의 발문은 가로 87.4×세로 48.9㎝이고, 《평정양금천전도》 동판화는 가로 87.4×세로 

50.8㎝로 대만고궁박물원 소장의 《평정서역전도》의 크기인 95×58㎝ 보다는 약간 작은 편

이며, 《평정양금천전도》의 크기인 88.5×51㎝와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평정서역

전도》의 발문은 대학사공 부항(傅恆)과 대학사 윤계선(尹繼善), 류통훈(劉統勳), 협판대학사

(協辦大學士) 상서공 아리곤(阿里袞), 상서 서혁덕(舒赫德), 우민중(于敏中)이 쓴 것으로 그림의 

내용과 전공을 자세히 설명하고 황제의 공훈을 칭송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755년 준

갈이의 달와제부(達瓦齊部)를 평정한 1차 원정과 이를 기념하는 시문을 짓고 비석에 새기고 

50명의 공신의 상을 그려 자광각에 그린 일과 각 벽에 준가르와 회부를 평정한 그림을 그

린 사실을 상고하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이것을 그림으로 남겨 살펴 볼 때마다, 실제로 누

구의 공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모든 공로와 수고로움과 사적이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 노고를 치하하여 베푼 황제의 은혜를 항상 상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작품의 제작 목적이 청의 군사적 위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공신의 혁혁한 공을 헌창하며 신하에게 은혜를 베푸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

되어 군신들에게 분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서문은 목판으로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공

극목사공극요구책〉은 아계 장군이 무시공가케 입구 요새를 정복하는 제7장면을 그린 것으

로 어제와 그림이 함께 인쇄된 것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청 황실 판본으로 추정된

다.63 이 작품에는 앞서 지적한 대로 중국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압도적

60　 1789년 동지사행에 김홍도와 이명기의 참여에 관해서는 『일성록』, 정조 13년(1789), 8월 14일, 『승정원일기』, 

정조 13년(1789), 8월 14일 참조.

61　 김홍도와 이명기가 1789년 동지사행에 참여했던 사실을 통해 《평정서역전도》와 《평정양금천전도》가 두 화가

의 서양 화풍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정은주(2012), 앞의 책, p. 338, 박효은, 「1789-90년 金弘道의 記

錄畵? 行事圖? 實景畵?」,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燕行圖』(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9b), pp. 69-70에서

도 언급되었다.

62　 이 작품에 대한 해설과 발문 전문에 대한 소개, 해석은 박효은(2009a), 앞의 글, pp. 106-114 참조.

63　 함께 작품을 실사한 대만 중앙연구원 賴毓芝 교수는 이 작품의 어제가 그림과 함께 동판으로 제작되어 청대 

황실에서 인쇄되었을 것이라는 고견을 제시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작품의 실사를 허락해 준 숭실대학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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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형태로 그려진 전형적인 중국 산수화의 구

도와 장식적으로 반복된 화보풍의 나무,도8-1 

평면적인 화면 구성, 간략해진 인물 표현과 

원근법이 무시된 인물의 크기,도8-2 다시점의 

사용, 절제된 그림자의 표현 등은 전형적인 

절충적 중서화풍이라고 할 수 있다.64 또한 작

품에 보이는 미숙한 크로스해칭 기법과 거친 

필선도8-3 등은 동판화 기법에 대한 이해 부족

과 함께 에칭 프레스기계를 수입하지 않고 전

통적인 목판인쇄 방식으로 동판화를 찍었던 

중국의 당시 기술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승도는 청조의 군사적 위용과 제국

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시각적 기념물로 건

륭제가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이미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65 

건륭은 전승도를 제작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중국의 전투도 대신 서양의 동판화라는 매체

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관복을 입

고 왕명을 받드는 출사의 장면부터 시작하는 

환적도(宦蹟圖)의 일종으로 문인 관료로서의 

공적을 보여주던 소재로 그려지던 명대 전투도와는 달리 청대의 전도는 다양한 전투 병력

과 무기를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실제 전투 장면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66 준가르와 이리, 회부와 진촨의 반란군들의 어지럽고 무질서한 모습에 비해 질서정연

독교박물관의 한명근 학예연구사와 작품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신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정은주 선

임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64　 이 작품에 전체적으로 보이는 화풍상의 특징에 관해서는 Marcia Reed, “Imperial Impressions: The Qianlong 

Emperor’s Print Suites,” in Petra ten-Doesschate Chu, Ning Ding and Lidy Jane Chu eds., Qing Encounters: 

Artistic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he West (LA, CA: Getty Research Institute, 2015), pp. 133-136 참조.

65　 건륭제의 제국의 이미지 형성과 그 시각적 이미지 정책에 관해서는 정석범, 「康雍乾시대 ‘大一統’ 정책과 시각 

이미지」, 『美術史學』23(2009), pp. 7-44; 유재빈, 「乾隆 肖像畵, 제국 이미지의 형성-〈乾隆洗象圖〉와 〈乾隆觀畵

圖〉를 중심으로-」, 『中國史硏究』42(2006), pp. 113-141 참조.

66　 명대 전투도의 특징에 관해서는 馬雅貞, 「戰勳與宦蹟: 明代戰爭相關圖像與官員視覺文化」, 『明代研究』17(2011. 

도8-1도8의세부

도8-2도8의세부

도8-3도8의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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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정비된 진영과 각종 무기를 갖추고 전술과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청군

의 모습은 건륭이 바라는 제국의 이상적인 모습이며, 외번과 제국에 알리고자 하는 청의 대

외적인 이미지인 것이다. 또한 이는 조선을 비롯한 외번과 주변 조공국에 대한 청의 강력

한 힘의 과시인 동시에 청의 권위를 거스르는 세력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서의 메시지를 전

달한다. 대형의 화폭으로 재현된 청제국의 위엄은 자광각의 연회를 통해 외번의 왕공과 친

왕, 각국의 사절단들에게 공표되며 원근법과 명확한 구도와 세부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동

판화라는 유럽의 기술을 통해 더욱 명증해지며,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복제되고 재생산 된

다.67 동판화에 구현된 서양식 재현의 방식은 분명 조선인들에게 신선한 시각적 충격을 주

었을 것이며 청이 가진 유럽에 관한 진보된 지식수준을 인식하게 했을 것이다.

Ⅴ. 맺음말

18세기 청과 조선은 별다른 문제 없이 평화로운 대외 관계가 지속되면서 연행사들은 비교

적 자유롭게 다니며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었다. 연행록을 비롯하여 당시의 견문록을 보

면, 조선의 사신들은 만수절에 건륭제에게 진상되는 다양한 외국의 공물과 청을 방문하는 

사신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는데, 서호수의 『연행기』 곳곳에도 당시 만났던 안남과 섬라, 

유구의 사신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만수절의 진헌물로 바쳐진 순금으로 만든 학과 기린, 상

아와 코끼리, 흰 사슴, 산호와 공작석으로 장식한 조화분과, 기계로 조작되는 금불이 있는  

12층의 금탑 등 기이한 완호물과 동물 등 처음 보는 희귀한 물건에 대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다.68

1793년 동지겸사은정사로 열하에 간 황인점의 경우 열하에서 만났던 영국의 사절단 

조지 매카트니와 그들이 가져온 예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12), pp. 49-89. 

67　 Ya-chen Ma, “War and Empire: Images of Battle during the Qianlong Reign,” in Petra ten-Doesschate Chu, 

Ning Ding and Lidy Jane Chu eds., Qing Encounters: Artistic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he West (LA, CA: 

Getty Research Institute, 2015), pp. 162-170.

68　 이러한 기록은 서호수의 연행록 곳곳에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연행기』제2권, 열하에서 원명원까지[起熱河至

圓明園], 경술년(1790, 정조 14) 7월 16일; 제3권, 원명원에서 연경까지[起圓明園至燕京], 경술년(1790, 정조 14) 

8월 2일; 8월 5일 등이 있다. 서호수 이외에도 조공하는 이국의 물품의 진귀함을 기록한 연행록의 기사는 李

坤의 『燕行記事』(1777), 李德懋, 『入燕記』(1778), 朴趾源, 『熱河日記』(1780), 金正中, 『燕行錄』(1791) 등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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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에는 최남단의 여덟 나라가 또 와서 조공을 바쳤는데 그 가운데 길리국(咭唎國)

에서 바친 것은 여러 가지 측후(測候)하는 기구와 시원하고 따뜻한 수레, 구리로 만든 그릇 

등 도합 10여 가지로써 지극히 정교하여 서양 나라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국은 속칭 홍모국(紅毛國)이라고 하는데 광동(廣東)의 남쪽에서 뱃길로 수천 리 

밖에 있습니다. 수십 년 이래로 중국과 통하지 않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와서 조공을 바쳤

는데 그 나라 사람들의 얼굴 모습은 노랑털에 곱슬머리이며 추악하고 사나워 보였습니다. 황

제를 조견(朝見)할 때에는 예절을 알지 못하였습니다.69

영국왕 조지 3세의 사절단도9으

로 건륭의 80세 만순절을 축하하기 위

해 열하에 도착한 매카트니는 7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사절단으로 

마차 40대에 말 200마리, 궤짝 600개, 

그리고 운반인 3,000명이 필요할 정

도로 많은 양의 진귀한 물건과 보물을 

가지고 왔지만, 황제를 알현할 때의 

예법과 동아시아의 외교적 의례에 익

숙하지 못한 탓에 교만하고 무례한 자

로 인식되었고, 그들이 가져온 선물도 황제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였다.70 매카트니 일

행이 황제를 알현할 때 선물에 대한 답례로 황제는 옥여의도10를 매카트니는 진주로 장식된 

69　 『正祖實錄』39권, 正祖 18년(1794) 3월 10일.

70　 허경진, 「조선 사신과 영국 사신이 기록한 건륭제 탄신 축하 사행의 시선 비교」, 『동아인문학』38(2017), pp. 

189-220.

도9〈피서산장에도착한매카트니사절단〉,1793,타피스트리,121,5×

160㎝,그리니치국립해양박물관

도101793년건륭제가영국사절단부단장조지스탠든

(GeorgeStaunton,1737-1801)에게준〈옥여의〉,1790년

경,옥,35.5㎝(H),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도11매카트니가건륭제에게준망원경으로추정(Fraser&

SonLondon),금,에나멜,진주,유리,17,7㎝(H),3.5㎝(D),영

국런던그리니치국립해양박물관(NAV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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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도11을 선물했다. 이때의 만남에 대해 황제는 유럽의 물건이 “기이할 뿐 무용한 것”이

라고 비판적으로 말하며, 영국의 통상 요구에 대해 중국은 하늘 아래 모든 만물을 풍족하

게 소유하고 있으므로 광저우 이외에 다른 무역항을 유럽인에게 허가할 필요가 없다고 결

론을 내렸다.71 결국 화려하고 값비싼 유럽의 기계와 보석도 건륭황제의 일순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사대자소의 외교 의례의 기제를 넘어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외교 선물이 갖는 문화적이며 상징적인 중요성과 복잡성이 있는 것이다.

북경과 열하에서의 경험과 외교활동을 통해 증정된 예물은 조선에 청과 서양의 물질

문화의 보급과 새로운 정보의 유입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정조대 후반 청에 파견된 조선

의 사신들은 더욱 더 빈번하게 청 황실의 연회에 참여하면서 청의 풍족한 부와 문화, 강력

한 군사적 위용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증여받은 선물은 그 경험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증

표로서 작용하였다. 건륭제의 친필 어제시와 문방구류는 학식을 겸비한 천자로서의 이미지

를 각인시키며, 정교하게 제작된 옥기와 자기, 자수, 비단 등은 청 궁중의 물질문화와 기술

의 정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또한 《평정서역전도》와 《평정양금천전도》를 통해 볼 수 

있는 청 군대의 위용과 위풍당당한 무력의 과시는 제국의 위업을 달성한 청의 모습을 직접

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선전물로써 기능하는 동시에 최신의 서구의 기술마저 섭렵한 청

의 선진적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결국 18세기 후반 대중관계에서 증여받

은 외교선물은 청 치세하의 천하태평의 성세를 과시하는 일종의 상징물인 셈이다. 청에 대

한 ‘친청(親淸)’과 ‘북학(北學)’에 관한 긍정적 담론의 형성이 1780년을 전후하여 조선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점도 이러한 물질문화가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72 또한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1789년 연행에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던 김홍

도와 이명기가 동행하였고, 그 연행사절단이 《평정서역전도》와 《평정양금천전도》의 유럽

식 동판화를 건륭제로부터 증여 받은 점, 돌아오는 길에 모사하여 예람에 대비하였다는 사

실 등에서 미루어 볼 때 당시 조선의 화원화가들이 서양화풍을 익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청 황실의 어용

자기인 법랑자기도 외교 예물의 형태로 조선에 전래되었으며, 이는 조선 후기 채색자기 제

작과 도자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73

71　 James L. Hevia, “Diplomatic Encounters: Europe and East Asia,” in Anna Jackson and Amin Jaffer eds., 

Encounters: the Meeting of Asia and Europe 1500-1800 (London: V & A Publications, 2004), pp. 95-96.

72　 구범진(2018), 앞의 글, pp. 183-184.

73　 이에 대한 자세한 논고로는 김은경, 「18세기 조선 유입 淸代 琺瑯瓷器 연구」, 『美術史學硏究』293(2017), pp. 

65-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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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외교 선물의 대상은 보통 각국의 토산물이나 희소한 가치를 지는 물건들이나 환금적 가치가 있는 것들

로 구성되었는데, 조선의 경우 전시기에 걸쳐 청에 가져가는 공물은 직물류, 가죽류, 席子류, 종이류 위

주의 방물로 조공품이라는 의미 외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청의 조정은 건륭제 시

기를 전후하여 각국의 사절단에 하사하는 외교 선물에 큰 변화가 보이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양상

에 주목하여 정조대 후반 조선이 중국에서 외교 선물로 증정 받은 예물을 중심으로 외교 관계에서 ‘선

물’이 담당하는 정치적 역할을 고찰해 보고, 외교 선물의 선정과 준비 과정, 증정을 둘러싼 의례와 의식

의 상징적 의미를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조공관계와 18세기의 청과 주변국의 정세 변화를 둘러 싼 새로

운 대외관계의 맥락 속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당시 어떠한 외교적 의례 상황 하에서 예물들이 조선의 사신들에게 하사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역

사적 상황을 재구성 해보고자 한다. 기록에 등장하는 하사품의 실례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건륭제 시

기에 조판처에서 제작되어 황실에서 사용된 작품의 예를 통해 당시 조선 사신들이 받았던 예물의 형태

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공적인 외교 행사와 의례에서 건륭제가 하사한 외교 선물 가운

데 1789년 6월 동지사행으로 파견된 이성원 일행이 받은 유럽식 동판화 《평정서역전도》와 《평정양금천

전도》에 주목하여, 그 제작 목적과 분급, 조선 전래 과정을 살펴보고 외교 선물로써의 정치적 선전물로

서의 기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선물의 증여를 둘러 싼 외교 활동과 북경과 열하에서의 경

험을 통해 체득한 청과 서양의 물질문화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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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 and Material Culture of Qing Dynasty and Its Transmission to Jose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the King Jeongjo’s Reign
Seo, Yoonjung

(Assistant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Diplomatic gifts in the traditional East Asian tributary system were relatively generic, consisting 

mostly of local goods. Joseon envoy’s tributary items to the Qing court included various kinds of 

fine cloth and paper, mats, silk, silver knives, bows, leopard, otter, deer, and black squirrel skins, tea, 

pepper, fan, sappanwood, rice, and silver. The goods are sometimes physically fragile, sometimes more 

resistant to convey symbolic meanings, and so function just as a local product connecting indigenous 

nature and people and thus much less individualized.

This study examines gifts sent to Joseon via diplomatic channel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While introducing the presents typically prepared for such encounters in 

the early modern period, this paper focuses on products of the Qing imperial workshops and Sino-

European artifacts given to Joseon envoys by Emperor Qianlong. These include jade ruyi (scepter), 

lacquerware, ceramics, silk, textile, and imperial endorsed books, and emperor’s calligraphic works 

and poem as well as engravings in the European style. The Joseon envoys dispatched in the late 1780s 

are thoroughly explored along with the examination of two suits of prints of the Conquest of Western 

Regions and the Conquests of the Great Jinchuan and the Lesser Jinchuan commemorate. The following 

questions will be further investigated: how “Western” object served as a diplomatic gift in the Sino-

Korean relationship and in East-West encounters, what sorts of objects were selected as presents, 

and for what occasions, who was involved in the process of gift exchange, and how these objects were 

appreciated and integrated in the recipient’s society.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productive ways that visual, material, and textual sources 

intersect, and how they can equally contribute to reconstructing the gift-exchange practice and 

material culture in diplomatic settings from cross-cultural perspectives. Thus, this study sheds 

light on alternative readings of the nuanced meanings of gifts, the networking built upon the gift-

exchange process,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values of gifts in a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specific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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