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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洪武帝(1328~1398)는 1367년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세워 한족의 중원 지배를 되찾으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부흥시킨다. 그

는 강력한 황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제로 내치하 고, 대외적으로는 남해안 지

역에 출몰하는 왜구를 소탕하고 북방의 오랑캐들을 정벌하 으며 북방 세력의 남침

을 막기 위해 萬里長城을 쌓았다. 이후 永樂帝(1360~1424)가 제위에 오른 뒤, 

안으로는 각종 유학 총서를 편찬케 하여 유학을 국가 기본 통치 이념으로 재정비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27)

 ** 祥明大學校 敎育大學院 中國語敎育 攻 助敎授



72  《中國文學硏究》⋅제72집

는 기틀을 확고하게 마련하 고, 대외적으로는 주변 국가의 대규모 정벌로 명나라

의 토와 국경을 확장시켰다. 이 같은 맥락에서 환관 정화(1371-1433)의 일곱 

차례에 걸친 해외 대원정 역시 락제의 권력과 위세 확산의 일환일 뿐 아니라, 홍

무제 때부터 꿈꿔 왔던 전통적인 중국적 천하관이 현실 정치에 발현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정화 원정대에 참여해서 해외 여러 나라를 직접 체험했

던 작자가 쓴 해외견문록 馬歡의 《瀛涯勝覽》, 費信의 《星槎勝覽》, 鞏珍의 《西洋

番國志》 세 권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명초 제국의 세계 인식과 그것의 재현을 고찰

해 보고자 한다. 이 세 권의 해외견문록은 해외를 직접 발견하고 체험한 명대인들

의 세계관을 반 한 결과물이며,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명대인들에게 세계를 전달

해 주는 소개서이기 때문이다.

I. 머리말

홍무제(1328~1398)는 1367년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세워 한족의 중원 지배를 되찾으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부흥시킨다. 그

는 강력한 황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제로 내치하 고, 대외적으로는 남해안 지

역에 출몰하는 왜구를 소탕하고 북방의 오랑캐들을 정벌하 으며 북방 세력의 남침

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후 락제(1360~1424)가 제위에 오른 뒤, 안

으로는 《永樂大典》와 《四書大全》, 《五經大全》, 《性理大全》 등 대규모의 유학 총

서를 편찬케 하여 유학을 국가 기본 통치 이념으로 재정비하는 기틀을 확고하게 마

련하 고, 대외적으로는 주변 국가의 대규모 정벌로 명나라의 토와 국경을 확장

시켰다.

이 같은 맥락에서 환관 정화(1371~1433)의 일곱 차례에 걸친 해외 대원정 역

시 락제의 권력과 위세 확산의 일환일 뿐 아니라1), 홍무제와 락제가 꿈꿨던 

전통적인 중국적 천하관이 현실 정치에 발현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2) 이러한 상황

 1) 牟復禮⋅崔瑞德 編의 《劍橋中國明代史》 上卷(北京: 中國社 科學出版社, 2008, 

229쪽.)과 毛瑞方⋅周 川의 <明代西洋三書的域外史記載 世界性意識>(淮北煤炭師

範學院學報, 第28卷第6期, 2007年12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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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사》 <鄭和傳>에 잘 나타나고 있다.

정화는 운남사람으로 세상에서는 三保太監이라고 불렸다. 처음 燕王府에서 燕

王을 섬기다가 (그를) 쫓아 군사를 일으켜 공을 세웠으며, 여러 차례 태감으로 발

탁되었다. 成祖는 惠帝가 해외로 도망간 것으로 의심하고 그의 종적을 추적하는 

동시에 이역에 병력을 과시하여 중국이 부강함을 드러내고자 하 다.……그 후 차

례로 여러 번국들을 두루 방문하여 천자의 조서를 발표하고 하사품을 내렸으며, 

그곳의 우두머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위협하 다. 락 5년 9월 정화 일

행이 돌아왔는데,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정화를 따라와 황제를 알현하 다. 황제

는 크게 기뻐하여 등급을 달리하여 작위와 상을 하사하 다. (鄭和, 雲南人, 世所

三保太監 也. 初事燕王於藩邸, 從起兵有功. 累擢太監. 成祖疑惠帝亡海外, 

欲蹤跡之, 且欲 兵異域, 示中國富強. ……以次遍歷諸番國, 宣天子詔因給賜, 

其君長不服則以武懾之, 五年九月, 和等還, 諸國使 隨和朝見. 帝大悅，爵賞有

差.)3)

그러나 락제가 죽은 뒤, 정화 원정은 전면 중단되었고 海禁令이 내려져 해상 

진출이 중단되었으며, 명은 더 이상 외부로 토를 확장하기보다 내부적 단일성과 

통일성을 지향하는 제국이 되었다.4)

그 후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거나 소설 속의 허구적인 인물 정도로 존재

해 왔던5) 정화가 21세기 오늘날 갑자기 중요한 역사적 웅으로 소환되어 각종 연

구회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연구범위와 시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정화 연구가 과연 순수한 학문적 필요와 관심에서 시작된 것인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과열된 연구 붐이 정치적인 고려나 관방의 기획

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6)

 2) 《明史》 卷304 <鄭和傳>과 《明成祖實 》 卷23 참조.

 3) 《明史⋅列傳第一百九十二》(卷三百四). 김수연의 <정화(鄭和)와 중국의 제국의식>(《中

國學報》 제77집, 2016) 참조.

 4) 최수경, <명대 후기 출판을 통한 지리학적 지식의 전파와 그 의미>, 《중국어문논총》 제

69집, 2015,6 참조.

 5) 김수연의 <정화와 중국의 제국주의>(《中國學報》 제77집. 2016)와 廖凱軍의 <明代遊

記, 說 戱曲中的海外國家形象>(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2010.3) 참조.

 6) 2000년대 초반에 국의 아마추어 역사가가 Menzies가 쓴 1421: 중국, 세계를 발명

하다(1421: The Year China Discovered the World)에 중국 언론과 대중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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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를 통해 과거 중국인이 결코 내지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외로 나

가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개척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중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一帶一路 사업의 역사적 정당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

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대일로 사업 구상 시작부터가 정화의 바닷길 재현

을 명분으로 삼고 있고 2008년 북경올림픽 개막식에서도 ‘鄭和下西洋’의 장면을 

재현하는 등 정화의 바닷길 원정은 순수한 학술 역을 넘어서 국가 이데올로기와 

정책 방향을 집약한 일종의 상징적 퍼포먼스로 재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정화 관련 

연구는 이미 순수한 학술 역을 넘어서 일종의 중국의 국가적 이념과 이상을 상징

하는 정치적 행위의 일종이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정화 원정대의 공적에 대한 현대적 의미와 해석보다는 15세기 

초 명 제국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정화 원정대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명나라 

밖에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재현해 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연구자는 정화 원정대에 참여해서 해외 여러 나라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쓴 

해외견문록인 馬歡의 《瀛涯勝覽》, 費信의 《星槎勝覽》, 鞏珍의 《西洋番國志》 세 

권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진행하고자 한다.7) 이 세 권의 해외견문록은 해외를 직

접 체험한 명대인들의 시각으로 세계를 관찰하고 반 한 결과물이며, 경험하지 못 

한 또 다른 명대인들에게 그들이 발견한 세계를 전달해 주는 소개서이기도 하다.8) 

낸 열광과 자부심을 상기한다면 현재 중국에서 행해지는 정화 연구의 상당수가 결코 순

수한 학문적 해석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증이나 판본 관련 연구

를 제외하고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 저작들을 보면 한결같이 바다로의 향

해와 해외 개척, 무역 등 중국이 외부 세계와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했고 중국인들이 얼

마나 개척 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세계를 항해했는지 강조한다. 정치적 의미가 

없는 연구들도 대부분 지엽적 소재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도 정화 

원정을 대중적으로 설명한 책은 몇 권 있지만 상기 텍스트를 제대로 분석한 연구 성과

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역사학자 주경철 교수가 근세 해양문화의 관점에서 정화 

원정의 의미를 다룬 《문명과 바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근대》(2009)가 돋보인다. 그리

고 중국 정화연구의 정치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김수연의 <정화와 중국의 제국의

식>(2016)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국의 ‘정화 현상’에 대해 중국의 제국의식의 부활이라 

해석하고 있다.

 7) 본고에서는 馬歡의 《瀛涯勝》는 馮承均 校注本(臺灣商務印書館, 1970), 費信의 《星

槎勝覽》는 馮承均 校注本(臺灣商務印書館, 1962), 巩珍의 《西洋番国志》는 向达 校

注本(中华书局, 1982)을 기본텍스트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 다.

 8) 명대의 해외견문록 類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모든 텍스트를 균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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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위 세 권에 쓰여진 해외견문록의 내용과 글쓰기를 통해 명나라 초기 중국인

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재현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화 원정 와 ‘세계’ 소개서

본고에서 기본 텍스트로 삼고자 하는 馬歡의 《瀛涯勝覽》, 費信의 《星槎勝覽》, 

鞏珍의 《西洋番國志》 세 권은 정화 원정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직접 참

여하며 정화와 함께 발견한 ‘세계’에 대한 지식을 기록한 중요한 ‘세계’ 소개서로 평

가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선 세 저작과 작자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馬歡의 《瀛涯勝覽》

《 애승람》은 명대 마환이 1416년9)에 완성한 해외 견문록이다. 마환은 자가 宗

道이고, 오월의 稽사람으로 回族인 이슬람교도이며, 생졸연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그는 정화 원정대에 아랍어 통역사로 뽑혀 제4차 원정(1413년), 제6차 

원정(1421년), 제7차 원정(1431년) 등 3회에 걸쳐 전 세계를 항해한다. 마환이 

정화 원정대에 참여하게 된 역할과 이유에 대해 《 애승람》 자서10)와 後序11)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鄭和와 관련된 몇몇 저작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의 일부 논저들은 이러한 해외견문록들을 ‘해외 개척’, ‘해상무역’, ‘바닷길’, ‘불굴의 정

신’과 같이 현재 관점에서 대단히 유효한 어떤 선험적 당위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활

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의 모든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현재의 시선에 의

해 진행되기 마련이며 當代 사람들의 수요와 필요에 의해 고전이 호출되는 것 역시 어

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때문에 중국 사회가 鄭和와 같은 항해가, 혹은 전근대 시기의 

해외 견문록이나 기행문에 새삼스럽게 열광하는 현상 역시 시대적 맥락 속에서 해석해

야 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연구 주제를 국

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원하고 있다면 그 의도와 의미,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냉철하게 주시할 필요는 있다.

 9) 마환의 《 애승람》 완성시기에 대한 논의는 崔琇景⋅宋貞和⋅鄭有善⋅金曉民의 <《瀛

涯勝覽》 解題 및 譯註(1)>(《중국학논총》 60호. 2018.6) 참고.

10) 《 애승람》 < 애승람서> 1쪽.

11) 《 애승람》 <후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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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밝히고 있다.

<자서>: 나는 이국의 책을 번역하 기에 역시 사신의 말단으로 참여하게 되어 

그(정화)를 따라 가게 되었다. (余以通譯番書, 亦被使末, 隨其所至.)

<후서>: 옛날에 태종 황제께서 태감 정화에게 칙령을 내려 보선을 이끌고 西洋

의 여러 번국들에 가서 조서를 낭독하고 하사품을 내리게 하셨다. 두 

사람(馬歡과 郭崇禮)은 외국어를 통역하는 데 뛰어나 여기에 선발되었

다. (昔太宗皇帝勅令太監鄭和統率寶船往西洋諸番開讀賞勞. 而二君

善通譯番語, 遂膺斯選.)

마환은 통역으로 정화와 함께 세 차례나 여러 나라를 경험하고, 매 지역과 국가

의 항로, 해류, 지리, 제도, 정치, 풍토, 문화, 언어, 기후, 교역, 동식물 등을 기록

해서 《 애승람》을 냈다. 그는 책 서문에 이 책의 저작 목적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직접 밝히고 있다.

내가 예전에 《島夷志略》에 절기와 기후의 다름, 지리와 인물의 차이가 기록되

어 있는 것을 보고 감개해 “온 세상이 어찌 이렇게 다른가!”하고 감탄한 적이 있

다. 성난 파도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거의 수천만 리에 이를 정도로 여러 나라

들을 두루 다니면서, 절기와 기후, 지리와 인물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그런 뒤

에 《도이지략》에서 기록한 것이 거짓이 아닐 뿐 아니라 더욱이 매우 기괴한 것들

이 기록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각국 사람들의 추하고 아름다움, 지역

풍습의 차이 그리고 그 토산품의 다름, 토 구획 등의 정보를 수집해, 순서대로 

배열해서 책을 만들어 《瀛涯勝覽》이라고 이름 붙 다. 이 책을 보는 사람이 이국 

관련 핵심 정보를 금세 다 파악할 수 있고, 더욱이 성스러운 교화가 이전 시대보

다 훨씬 더 먼 이국들에까지 미쳤음을 볼 수 있도록 하 다. (余昔觀島夷誌, 載

天時氣候之別, 地理人物之異, 慨然嘆曰, 普天下何若是之不同耶.……然後知島夷

誌所著 不誣, 而尤有大可奇怪 焉. 於是採摭各國人物之醜美, 壤俗之異同, 

夫土產之別, 疆域之制, 編次成帙, 名曰瀛涯勝覽. 俾屬目 一顧之 , 諸番事實

悉得其要, 而尤見夫聖化所及, 非前代之可比.)12)

그는 험난한 해로로 거의 수천만 리에 이를 정도로 여러 나라들을 두루 다니면

12) 《 애승람》 < 애승람서>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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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절기와 기후, 지리와 인물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그런 뒤에 원대 汪大淵의 

《島夷志略》13)에서 기록한 것이 거짓이 아닐 뿐 아니라 세상에는 더욱 기괴한 것들

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각국 사람들의 추하고 아름다움, 지역풍습

의 차이 그리고 그 토산품의 다름, 토 구획 등의 정보를 수집해, 순서대로 배열

해서 책을 만들어 《瀛涯勝覽》이라고 이름 붙 다. 이 책을 보는 사람이 이국 관련 

핵심 정보를 금세 다 파악할 수 있고, 더욱이 성스러운 교화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먼 이국들에까지 미쳤음을 볼 수 있도록 하 다. 마환은 해외 원정 이전에 읽었

던 과거 원대에 저술되었던 《도이지략》의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에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하여 당시 명나라 사람들에게 세계를 소개하는 세계소개서 던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나라는 총 20개국으로, 占城国, 爪哇国, 港国, 暹罗国, 满剌

加国, 哑鲁国, 苏门答剌国, 那孤兒国, 黎代国, 南浡里国, 锡兰国, 葛兰国, 柯

枝国, 古里国, 溜山国, 祖法兒国, 阿丹国, 榜葛剌国, 忽鲁谟斯国, 天方国 등이

다. 이들은 모두 당시 존재하던 동남아, 인도양, 중동과 아프리카의 왕국들이다.

이 책은 정화 원정대 관련 견문록 중 가장 자세하게 해외 풍물을 소개하고 있어, 

정화 항해를 연구하기 위한 기본 텍스트로 평가받는다. 아마도 마환 자신이 아랍어

에 능통하여 해외 현지와 직접 접촉하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20세기 초 馬承鈞의 校注本이 나왔으며, 어와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

어 나왔다.14) 이와 관련 연구도 적지 않은 편이지만 역시 텍스트 자체에 대한 연

13)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나라는 澎湖, 琉球, 三岛, 麻逸, 無枝拔, 龙涎屿, 交趾, 占城, 

民多郎, 宾童龙, 真腊, 丹马令, 日丽, 麻里鲁, 遐来忽, 彭坑, 吉兰丹, 丁家卢, 戎, 

罗卫, 罗斛, 东冲古剌, 苏洛鬲, 针路, 八都马, 淡邈, 山, 八节那间, 三佛齐, 啸喷, 

浡泥, 明家罗, 暹, 爪哇, 重迦罗, 都督岸, 文诞, 苏禄, 龙牙犀角, 苏门傍, 旧港, 龙

牙菩提, 毗 耶, 班卒, 蒲奔, 假里马打, 文 古, 古里地闷, 龙牙门, 东西竺, 急水

湾, 花面, 淡洋, 须文答剌, 僧加剌, 勾栏山, 特番里, 班达里, 曼佗郎, 喃诬哩, 北溜, 

下里, 高郎步, 沙里八丹, 金塔, 东淡邈, 大八丹, 加里那, 土塔, 第三港, 华罗, 麻那

里, 加 门里, 波斯离, 挞吉那, 千里马, 大佛山, 须文那, 万里石塘, 埧喃, 古里

佛, 朋加剌, 巴南巴西, 放拜, 大乌爹, 万年港, 马八儿屿, 阿里思, 哩伽塔, 天 , 天

竺, 层摇罗, 马鲁涧, 甘埋里, 麻呵斯离, 罗婆斯, 乌爹 등이다.

14) 이 책에 관한 기본정보와 판본에 관해서는 崔琇景⋅宋貞和⋅鄭有善⋅金曉民의 <《瀛涯

勝覽》 解題 및 譯註(1)>(《중국학논총》 60호. 2018.6)와 이승신의 <瀛涯勝覽 소개 

및 역주-점성국(占城國, Campa)>, 《중국산문연구집간》 7집, 2017) 역주논문에 상세

히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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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다는 ‘鄭和下西洋’의 역사적 의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 경우가 훨씬 

많다.15) 

2. 費信의 《星槎勝覽》

명대 費信(1384~?)이 정화 원정대를 따라 제3차 항해(1409년), 제4차 원정

(1413년), 제5차 원정(1416년), 제7차 원정(1431년) 등 4회 항해에 참여한 경험

을 바탕으로 1436년 《星槎勝覽》  4卷을 撰했다. 星槎는 ‘외국에 보내는 사신이 타

고 가는 배’ 또는 ‘먼 나라로 항해하는 선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16) 따라서 이 책

은 외국으로 가는 사신이 타고 가는 배를 타고 아름다움 풍경 혹은 명승지를 유람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외견문록’이다. 

비신은 자가 公曉이며 홍무17년(1384)년에 태어났고 吳郡昆山 사람이다. 어려

서부터 공부를 좋아했지만 집이 가난해 책을 빌려다 독서를 했고, 혼자 아랍어를 

익혔다. 그는 락, 선덕 연간에 통역과 敎諭를 겸직을 맡아 정화를 수행해서 서양

으로 갔다.17) 이 책은 전집과 후집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원본이다. 작자는 서문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락 선덕 년간에 (정화 원정대에) 선발되어 서양을 네 차례 갔다. 사신 태감 

정화 일행을 수행해서 해외 여러 곳에 갔는데, 여러 번국의 사람들과 풍토, 물산

을 두루 둘러보고 책 두 권을 집필하고 《星槎勝覽》이라 했다. 전집은 직접 둘러보

고 아는 것을 적었고, 후집은 번역해 전해오는 것을 엮은 것이다. (永樂宣德間, 

選往西洋四次, 隨從正使太監鄭和等至諸海外, 歷覽諸番人物風土所産, 集成兩

帙, 曰《星槎勝覽》. 前集 親覽自識之所至也. 後集 , 采輯傳譯之所實也.)18)

15) 《 애승람》 자체에 대한 연구는 10편으로 대부분 정화 세계원정의 가치와 의미에 관련

된 연구 성과물이다. 관련 논문 중 참고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宋立民, <瀛涯勝覽

版本 >, 《古籍整理硏究學刊》, 1988年 4月; 周志强, <馬歡 瀛涯勝覽>, 《黑龍江史

志》, 2008년 10월; 張箭, <馬歡的族屬 瀛涯勝覽的地位>, 《西南民族大學學報》, 

2005년 6월; 胡玉冰, <回族學 馬歡及其游記瀛涯勝覽>, 《寧夏大學學報》, 1996年 4

月. 국내에서는 책 해제와 번역연구 관련 논문이 최근 2편 발표되었다. 주14번 참조. 

16) 百度百科 참조.

17) 翁國珍, <淺談費信及其《星槎勝覽》>, 《福建師範大學學報》 1986年4月 第1期. 참조.

18) 《星槎勝覽》 <序>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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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따르면, 비신은 前集에 수록한 占城國, 賓童龍國, 靈山, 崑崙山, 

交欄山, 暹罗国, 爪哇国, 港, 满剌加国, 九洲山, 苏门答剌国, 花面山, 龍牙犀

角, 龍涎嶼, 翠嵐嶼, 锡兰山国, 唄喃國, 柯枝国, 古里国, 忽鲁谟斯国, 刺撒國, 

榜葛刺國 22개 국가와 지역은 직접 다니며 경험했던 그 곳의 산천과 동식물, 풍

속, 기이한 사건 등을 기록한 것이고, 後集에 수록된 眞臘國, 東西竺, 淡洋, 龍牙

門, 龍牙善提, 吉里地悶, 彭坑國, 琉球國, 三島, 麻逸國, 假里馬打國, 重迦邏, 

渤泥國, 祿國, 大唄喃國, 阿丹國, 佐法兒國, 竹步國, 木骨都束國, 溜洋國, 卜

刺哇國, 天方国, 阿魯國 23개 국가와 지역은 비신이 가보지는 못 나라들에 대한 

내용들로, 기존의 관련 서적을 정리해서 엮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아마

도 원대 王大淵이 해외를 두 차례 다닌 후 쓴 《도이지략》으로, 비신을 이 책은 가

져다가 보충해서 엮었던 것이다.19)

이 책은 《 애승람》의 구성과 같이 편장을 국가명이나 지역명으로 하고, 각 편장

마다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한 뒤 본문의 내용을 요약

하여 읊는 기행시 한 수를 모두 적어 넣었다. 본문의 내용은 동남아시아, 남사군도, 

아프리카 등 45개 나라의 위치, 연혁, 도시, 항구, 산천 지리, 생활모습, 사회풍속, 

산업, 무역, 동식물 등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에 황당한 내용

이 많고 문장이 비속하다는 이유로 여러 번 개정을 거쳐 4권 수정본으로 전해졌다

고 한다. 이 책은 비신의 동향인인 歸有光도 題를 달았으며, 후에 天一閣에서 간

행하 다.

비신은 또 자서에 “이십 여 년 동안 풍속과 토양, 인물을 두루 살펴 본 것을 그

림과 글로 엮어 책을 만들었다(二十餘年, 歷覽風土人物之宜, 采輯圖寫成帙.)”20)

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아마도 처음에는 삽도와 함께 출판되었는데, 비신이 발간

한 이후의 판본에는 삽도를 넣지 않고 출판되어 후대에는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

이 높다.

《성사승람》에는 《 애승람》에 없는 나라나 지역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

19) 張箭의 <記載鄭和下西洋的三書一圖 - 《瀛涯勝覽》《星槎勝覽》《西洋番國志》《鄭和航海

圖》>(《歷史敎學》, 2005年2期)와 翁國珍의 <淺談費信及其《星槎勝覽》>(《福建師範大學

學報》 1986年 第1期, 4月) 참조.

20) 《星槎勝覽》 <序>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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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전집에는 賓童龍國, 靈山, 崑崙山, 交欄山, 九洲山, 花面山, 

龍牙犀角, 龍涎嶼, 翠嵐嶼, 唄喃國, 刺撒國 11개국, 후집에는 東西竺, 淡洋, 

龍牙門, 龍牙善提, 吉里地悶, 彭坑國, 琉球國, 三島, 麻逸國, 假里馬打國, 重迦

邏, 渤泥國, 祿國, 大唄喃國, 阿丹國, 佐法兒國, 竹步國, 木骨都束國, 溜洋國, 

卜刺哇國, 阿魯國 21개국이다. 이로서 《 애승람》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의 

15세기 초 상황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 책은 이후 여러 총서에 전해져 널리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도 百家叢書集成

本, 馮承鈞 교주본을 비롯해 다양한 판본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21) 역시 텍스트 

자체에 대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많지 않고22) 정화 원정에 대한 역사

적 고증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료로 주로 인용되었다.

3. 鞏珍의 《西洋番國志》

《西洋番國志》 1卷은 명대 鞏珍이 宣德 9년(1434)에 완성한 책이다. 공진은 호

가 養素生이며 應天府 사람으로 생졸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며, 

병사 출신이고 후에 막료가 되었다. 그는 정화의 마지막 원정인 선덕 6년(1431년)

에서 선덕 8년(1433년) 제7차 원정에서 總制의 수행비서로 뽑혀 정화를 따라 서

양으로 갔다.23) 그는 3년 동안 20개국을 다니면서 통역을 통해 각국의 사적을 탐

문했는데, 본인 자서에서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무릇 기록되어 있는 각국의 사적들이나 보고 들은 일, 혹은 돌아다니며 탐문한 

것들은 중국어와 외국어를 모두 역관의 통역을 통해 얻은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

지 않다. 그중에는 옛 풍속 가운데 희한하게 변형되어 있거나 괴이하고 이상한 것

이 있어도 의심스럽거나 혹은 통역이 잘 못 된 것인지를 상세히 연구할 수 없었

21) 판본에 관한 내용은 본고의 주요 논의에서 벗어나므로 주 11번의 논문 참조.

22) 주요 관련 연구는 翁國珍의 <淺談費信及其星槎勝覽>(《福建師範大學學報》 1986年(第

1期)), 陳志明의 <從星槎勝覽看海上絲路的人文交流 貿易往來>(《廣西民族大學學

報》 2015年 9月) 등이 있다.

23) 張箭, <記載鄭和下西洋的“三書一圖” - 瀛涯勝覽⋅星槎勝覽⋅西洋番國志⋅鄭和航海

圖> 《歷史敎學》 2005年 2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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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凡所纪各国之事迹, 或耳闻目及, 或在处询访, 漢語番 , 憑通事傳譯而

得, 記 無遺. 中有往古流俗, 希诧变 , 诡怪 端而或疑, 或传译舛而未的 , 

莫能詳究.)”24)

위 문장에서 통역은 아마도 대부분 그가 참여했던 7차 정화 원정대에 함께 갔던 

마환을 가리키는 듯하며, 이 책 역시 통역 마환의 기록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사용

했다고 볼 수 있다.25) 

《西洋番國志》의 내용 역시 공진이 다녔던 20개국의 항로, 지리, 정치, 문화, 물

산, 풍물,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20장으로 되어 있고 각 편

장의 배치와 순서, 나라지역 명이 애승람과 같고 내용 면에서도 거의 비슷하다. 

《 애승람》과 다른 점은 책 첫머리에 皇帝勅書 三通이 수록되었었지만 유실되었다. 

이 책은 대부분 《 애승람》을 답습해서 새로운 것이 그다지 많지 않고 산물과 항해

활동에 대해 《 애승람》과 《성사승람》을 조금 보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줄

곧 간행되지 않아 유실된 것으로 여겨지다가 20세기에 들어 필사본이 발견되어 출

판되어 《 애승람》과 《성사승람》보다 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26)

이 책 역시 續修四庫全書 등 여러 총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向达 校注本은 국

내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책 자체에 대한 연구로는 1957년의 方回의 연

구결과물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27) 《 애승람》, 《성사승람》과 더불어 정화의 원

정을 연구하는 기본 자료로 주목받았다.28)

위에서 논의했던 마환의 《 애승람》, 비신의 《성사승람》, 공진의 《서양번국지》의 

정화 원정대 참여 시기와 원정 국가 및 지역을 표로 비교⋅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4) 《西洋番國志》 <序> 1쪽.

25) 巩珍 著, 向达 校注, 《西洋番国志》, 中华书局, 1982, 6-7쪽 참조.

26) 張箭의 앞의 논문과 毛瑞方의 <明代西洋三書的域外史記載 世界性意識 – 讀瀛涯勝

覽⋅星槎勝覽⋅西洋番國志>(《淮北煤炭師範學院學報》(哲學社 科學版) 2007年 12

月) 참조.

27) 方回, <記鞏珍西洋番國志>, 《歷史硏究》, 1954年 4月.

28) 이 3종의 견문록을 함께 다룬 논문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張箭, <記載鄭和下

西洋的“三書一圖” - 瀛涯勝覽⋅星槎勝覽⋅西洋番國志⋅鄭和航海圖> 《歷史敎學》 

2005年 2月; 毛瑞方, <明代西洋三書的域外史記載 世界性意識 – 讀瀛涯勝覽⋅星槎

勝覽⋅西洋番國志>, 《淮北煤炭師範學院學報》(哲學社 科學版) 2007年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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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세 저자의 정화원정대 참여 시기

원정차수 원정시기 마환 비신 공진

1차 1405-1407

2차 1408-1411

3차 1412-1415 ○

4차 1416-1419 ○ ○

5차 1421-1422 ○

6차 1424-미상 ○

7차 1429-1432 ○ ○ ○

표2. 세 저서에 나온 원정 국가 및 지역29)

29) 표에 기입한 국가의 순서 중 첫 번째 점성국에서 스무 번째 천방국까지는 《 애승람》의 

교주본에 따랐다. 원본의 순서는 占城国, 爪哇国, 暹罗国, 港国, 满剌加国, 哑鲁

国, 苏门答剌国, 那孤兒国, 黎代国, 南浡里国, 溜山国, 榜葛剌国, 锡兰国, 葛兰

国, 柯枝国, 古里国, 祖法兒国, 忽鲁谟斯国, 阿丹国, 天方国이다. 

원정지역 현명칭(또는 위치) 애승람 성차승람 서양번국지

占城国 베트남 퀴논 ○ ○ ○

爪哇国 자바 ○ ○ ○

港国 스리비자야(팔렘방) ○ ○ ○

暹罗国 태국 ○ ○ ○

满剌加国 말라카 ○ ○ ○

哑鲁国

(阿魯國)*30)

인도네시아 수마트마 섬 

동쪽
○ ○ ○

苏门答剌国 수마트라섬 서쪽 ○ ○ ○

那孤兒国 수마트라섬 서북쪽 ○ ○

黎代国 수마트라섬 서북쪽 ○ ○

南浡里国 수마트라섬 서쪽 ○ ○

锡兰国 스리랑카 ○ ○ ○

葛兰国 코치 접경 ○ ○

柯枝国 인도 코치 ○ ○ ○

古里国 인도 캘리컷 ○ ○ ○

溜山国 몰디브 ○ ○ ○

祖法兒国

(佐法兒國)*
오만 남부 도파르주 ○ ○ ○

阿丹国 예멘 남부 아덴 ○ ○ ○



15세기  明 제국의 ‘세계’ 인식과 재   83

위 세 권 외에 정화 원정대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정화 원정대가 갔던 나라에 

30) 표의 *은 같은 국가를 《 애승람》과 《성차승람》에 표기된 국가명과 《서양번국지》에서 

다른 것을 표기해 두었다. 괄호 안의 것이 《서양번국지》 표기명이다. 

(大唄喃國)*

榜葛剌国 방글라데시 벵골 ○ ○ ○

忽鲁谟斯国 페르시안 호르무즈 ○ ○ ○

天方国 아라비아 ○ ○ ○

剌撒国 예멘 무칼라 ○

賓童龍國 베트남 동북쪽 아마노이 ○

靈山 베트남 중부 ○

崑崙山 베트남 곤륜 섬 ○

交欄山 인도네시아 코란 섬 ○

九洲山 말레이시아 페락 ○

花面山 수마트라섬 북쪽 ○

龍牙犀角 말레이시아 랑카수카 ○

龍涎嶼 수마트라섬 북쪽 ○

翠嵐嶼 니코바르 섬 ○

唄喃國 인도 콜람 ○

刺撒國 소말리아 제일리 ○

眞臘國 캄보디아 ○

淡洋 말레이시아 랑카위 섬 ○

東西竺 말레이시아 아우르 섬 ○

 龍牙門 말레이시아 랑카위 섬 ○

龍牙善提 말레이시아 랑카위 섬 ○

吉里地悶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 ○

彭坑國 말레이시아 동부 ○

琉球國 오키나와 ○

三島 필리핀 군도 ○

麻逸國 인도네시아 칼리마탄 섬 ○

假里馬打國 인도네시아 칼리마탄 섬 ○

重迦邏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 ○

渤泥國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 ○

祿國 필리핀 남부 ○

竹步國 소말리아 주바강 일대 ○

木骨都束國 소말리아 모가디슈 ○

卜刺哇國 소말리아 브라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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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참고할 만한 책으로 明 黃省曾이 撰한 《西洋朝貢典 》 3권이 있다. 이 책은 

1520년에 완성되었으나 1808년에서야 출판된다. 이 책은 정화가 갔던 23개국의 

노선과 그 곳의 山川, 物産, 언어, 의복, 문화 등을 기록한 것이다. 《 애승람》이나 

《성사승람》 등에서 나왔던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 고 다른 자료에 없던 정보도 수

록하 다. 아직 관련 논문은 없으나 1982년 中華書局 校注本 등 다양한 판본이 

있어 국내 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16세기에 들어서 민간 차원의 해양진출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정세 

역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친다. 왜구에 의한 명나라 연해지역의 침략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외에 포르투갈인⋅네덜란드인⋅서양 선교사들이 이 시기에 

명나라 남부 연해지역에 대거 출현하기 시작한다. 당시의 지식인들 모두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하여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양사적 관련 저작을 저술하는 풍조가 점진적으

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자면 正德 15년에 저술된 黃省曾의 《西洋朝貢典

》이 전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성증의 《서양조공전록》 저술 시기는 포르투갈에 의해 동남아에 있었던 조공국

인 말라카가 점령된 이후로, 포르투갈 상인들이 빈번하게 몰려와 통상을 요청하던 

시기 다. 황성증의 저술은 成宗⋅宜宗시대의 鄭和와 侯顯에 관련된 사적을 기술

했을 뿐만 아니라 명대 초기의 馬歡의 《瀛涯勝覽》과 費信의 《星槎勝覽》 등의 전

적들을 참고하는 한편 항해통서인 《針位編》 등을 정리한 것이 바로 《서양조공전록》

이다. 이 책 속에는 명대 초기의 조공국가 스물 세 개의 나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으며31), 각각의 조공국가에 대한 서술이 끝나면 그 말미에 자신의 평론을 덧붙

이는데, 이는 해외 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자료로서 이용의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해서 다고 할 수 있다.

31) 전 권은 모두 3권으로 되어 있으며, 수록되어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卷上에는 述

占城, 真腊, 爪哇, 三佛齐, 满剌加, 浡泥, 苏禄, 彭亨, 琉球 9개국, 卷中에는 述暹

罗, 阿鲁, 苏门答腊, 南浡里, 溜山, 锡兰山, 榜葛剌 7개국, 卷下에는 述 葛兰, 柯

枝, 古里, 祖法儿, 忽路谟斯, 阿丹, 天方 7개국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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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족지  통 쓰기를 통한 경계 짓기

1. 四夷 서술 방식과 인식 답습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글쓰기 속에서의 재현은 결코 대상을 중립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모사한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 의해 구성된 ‘시선’을 역사적, 계층적, 

문화적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글쓰기 전통을 통해 서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어떤 대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전제된 글쓰기 

관습이 그 대상에 대한 범주와 인식을 틀 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물론 불변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른 장

르나 표현 양식들과 상호 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습적 글쓰기 

체계가 전유되거나 심지어 해체, 전도될 수도 있다. 특정한 문화권역의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글쓰기 관습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오독될 수 있지만, 이러한 오독

이 새로운 비유 체계와 같은 또 다른 글쓰기 관습을 생성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특정 대상에 대한 글쓰기 관습이란 계승되고 전파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의

미로 전유되거나 심지어 해체되기도 한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 장르, 

문체에 경계가 불분명한 글쓰기 관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러한 관습은 종종 대상을 인식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사유방식을 특정 형태로 제

한한다.

중국인의 세계 인식을 유지시키고 이를 계승시키는 것은 글쓰기 다. 고대 경전

에 남아있는 중원 주변 세력과 낯선 종족들에 대한 기록은 중국인들이 자신과 타자

를 인식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 

춘추전국시대에서 서한 시기까지 중국인들은 중원 바깥에 사는 이들을 다음과 같

이 四夷관념으로 인식하고 이해한다. 김한규는 이른바 ‘四夷’(동이, 서융, 북적, 남

만)란 秦漢 이후에는 역사에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중국인의 전통적 세계관을 유

지하기 위해 남겨진 허명이라고 하 다.33) 사실 이 시기의 동이, 북적, 서융, 남만

32) 최수경, <청 제국의 게토(ghetto) ‘苗疆’의 서사 — 18-19세기 지리서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82집.

33) 김한규, 《천하국가》, 소나무, 2005. 8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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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당수가 이후 중국인으로 편입된다. 중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역대 왕조는 끊임

없이 사방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고대 경전에 기록된 四夷는 단지 과거의 일부 역

사 시기 동안 중원의 관찰자들에게 기록된 이방인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실체적 

대상과 관계없이 중국과 사방의 이적이라는 구도는 계속 전승되고 재생산된다. 대

부분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주변부와 타자를 끊임없이 분리하고 이를 재현할 필요성

을 느꼈기 때문이다. 바로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세계의 의미는 여전히 고대의 그것

을 반복, 재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커니즘의 작동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

로 글쓰기의 계승과 공유이다.34)

15세기 초 정화 원정대를 따라 직접 세계를 경험했던 명대인의 세계 인식과 그

것을 재현하기 위한 글쓰기 역시 전통적인 四夷 서술방식과 인식을 그대로 답습했다.

《 애승람》 <서>: 우리 황조 太宗 文皇帝와 宣宗 章皇帝께서는 모두 太監 鄭

和에게 명하여 뛰어난 인재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해외로 나가도록 하시었

다……. 이는 우리 황조의 명성을 사방 오랑캐 땅에 널리 전하여 천하의 중생과 미

물들로 하여금 두루 德化를 입어 그 다스림이 있음을 알고 그 지극함을 존숭치 않

음이 없도록 하고자 함인 것이다. …… 公의 의도는 나라의 道가 천지와 하나 되

어 교화가 蠻夷의 땅에 미침이 이토록 창성하 음을 후세 사람이 세세토록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洪惟我朝太宗文皇帝宣宗章皇帝咸命太監鄭和率領豪俊, 

跨越海外……蓋聲名施及蠻貊, 使普天之下含靈蠢動悉沾德化, 莫不知有其君而

親焉.…… 公之用心, 蓋欲使後之人, 於千載之下, 知國家道同天地, 化及蠻夷, 有

若是之盛也.)35)

《성사승람》 <서>: 태종 문황제의 은덕이 천하에 가득 넘쳐 蠻夷까지 베풀어 배

와 수레를 이르게 하고 인력을 교통하게 하니 칭송치 아니하지 않겠는가. 홀을 쥐

고 백서를 받들어 조정에 와서 (사신으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조공을 바치니, 

예악이 제대로 구비되고 상서로움이 마침내 모 도다. (太宗文皇帝德澤洋溢乎天

下, 施及蛮夷, 舟车所至, 人力所通, 莫不 亲. 执圭捧帛而来朝, 梯山航海而进

贡, 礼乐明备, 祯祥毕集.)36)

34) 최수경, <‘물(物)’의 세계: 남송(南宋) 지리서가 구성한 ‘해외(海外)’와 그 의미>, 《中國

語文論叢》 제87집, 2018.6 참조.

35) 《 애승람》 <서> 1-2쪽.

36) 《성사승람》 <서>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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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초 《 애승람》과 《성사승람》에 나타난 세계에 대한 인식의 흐름은 춘추전

극 시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명대인의 세계 인식은 

글쓰기방식에 향을 미쳐 기존의 이역을 재현한 글쓰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四夷 인식을 담아 이역을 재현한 글쓰기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四夷 서술방식에 따라 각 편장을 구성하고 배치했다. 《 애승

람》⋅《성사승람》⋅《서양번국지》 세 권 모두 四至(항로)-이역 풍속과 산물의 순서로 

중화에서 항로와 여정 정도를 먼저 배치하고 해당 지역의 풍속과 산물을 나중에 적

고 있다. 이 세 권 모두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의 상세 정도와 양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중 중국에서부터 해당 지역

까지의 항로와 일정이 《성사승람》에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러한 형태의 서술방식은 북송 史(930~1007)가 편찬한 《태평환우기》와 남송 赵

汝 (1170~1210)이 쓴 《諸蕃志》에서의 해외에 대한 재현 방식과 같아, 아마도 

이역에 대한 글쓰기방식이 명대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방

증이다. 그러나 원대 왕대연의 《島夷志略》에는 중국의 四夷 관념이 반 된 송대와 

명대 저작과는 달리 해당 국가나 지역의 ‘지리-풍속-산물’ 등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

어 송대와 명대 해외견문록의 글쓰기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조목

의 순서 배치에도 조공국 가운데 중화 문명에 교화 정도와 중국과의 거리 정도에 

따라 순서를 정해 배열하여 ‘五服’ 관념37)을 반 하고자 하 으나 이를 완전하게 

분류해서 반 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둘째, 각 나라의 조목에 ‘國’38)을 붙여 피아와 내외로 구분하여 경계를 짓고 있

37) 전인갑, <천하질서란 무엇인가? - ‘세력균형의 질서’에서 ‘제국의 질서’로>, 한국연구재

단 공동과제 전문가특강 원고, 2018.4.20. 참조.

38)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전근대 시기의 國 개념은 근대의 國家 개념과 상당히 다르고 또

한 고전적 의미의 ‘國’의 함의 역시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전근대 시

기의 ‘國’의 개념을 도입한다고 해도 명확하게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政體가 존

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원래 ‘國’이란 周代 제후의 地를 의미하는 용어 다. 군현제

를 실시한 漢 이후에도 황제의 형제나 아들, 공을 세운 신하에게 地나 國을 하사

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이는 대부분 종친들에게 내리는 작위의 의미가 강하고 독립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조공책봉 관계에 있는 주변 국가들, 예를 들

자면 조선이나 미얀마 등은 형식상으로는 藩國이었으나 사실상의 독자적인 政體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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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대 《태평환우기》에는 수록된 四夷 국가명에 대부분 ‘---國’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諸蕃志》 역시 지역을 나타내는 지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國’을 붙이고 있

다.39) 그러나 원대 《도이지략》에는 나라 이름에 國을 명기하고 있지 않다.40) 이는 

송대의 화이구분 관념과 공간적 경계 및 국경 중시했던 경향을 명대에도 그대로 답

습하여 책의 조목 표기 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1)

2. 로컬 아카이 와 주변화

고대 중국인들이 진행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로컬 아카이브와 같은 

서술 방식으로 재현되었고, 이러한 재현 방식은 이후에도 중국인들의 세계를 경험

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방식을 결정짓는다. 《禮記》 <王制>의 四夷에 대한 짧은 단

락은 이후 중국인들이 타자를 인식하고 담론화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물론 이후의 재현 방식은 《예기》에서의 단순한 분류와 서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다양화되었지만,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중국과 

非중국의 차이를 의복, 장식, 음식 등의 생활과 일상에서 우선 포착하고 규칙적 패

턴에 내용을 맞추어 서술하는 글쓰기 형태는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戎, 夷 등 五方의 백성들은 모두 각자의 본성이 있어 바꿀 수가 없다. 

동쪽의 사람들은 夷라 하며 머리를 풀고 문신을 했으면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는 

이가 있다. 남쪽 사람들은 蠻이라 하고 이마에 문신하고 맨발로 다니며 익히지 않

는 음식을 먹는 이가 있다. 서쪽 사람들은 戎이라 하고 머리를 풀고 가죽을 걸치

하고 있었다. 

39) 占城国, 真腊国, 宾瞳龙国, 登留眉国, 蒲甘国, 三佛齐国, 单马令国, 凌牙斯加国, 佛

罗安国, 新拖国, 监篦国, 兰无里国, 细兰, 苏吉丹, 南毗国, 故临国，胡茶辣国, 麻啰

华国, 注辇国, 鹏茄罗国, 南尼华啰国, 大秦国, 大食国, 麻嘉国, 弼琶啰国, 层拔国, 

中理国, 瓮蛮国, 白达国, 吉兹尼国, 忽厮离国, 木兰皮国, 遏根陀国, 茶弼沙国, 斯伽

里野国, 默伽猎国, 渤泥国, 麻逸国, 三屿国, 蒲哩鲁国, 流求国, 毗 耶国, 新罗国, 

倭国 등 58개국
40) 주)13번 참조.

41) 김효민⋅최수경의 <太平한 中華의 세계를 꿈꾸다 ― 太平寰宇記의 四夷 ‘敍事’와 담

론에 대한 試論>(《中國語文論譯叢刊》 43輯, 2018.7)과 갈조광의 《이 중국에 거하라》

(글항아리, 2012. 57-62쪽, 70-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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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곡식을 먹지 않는 이도 있다. 북쪽 사람들은 狄이라 하고 털옷을 입고 동굴에 

살며 곡식을 먹지 않는 이가 있다. 중국인과 이, 만, 융, 적은 모두 자신의 거처, 

음식, 의복, 생활, 기물들이 따로 있다. 五方의 백성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욕구

가 다르다. (中国戎夷，五方之民，皆有性也，不可推移。东方曰夷，被发文身，
有不火食 矣. 南方曰蛮，雕题交趾，有不火食 矣. 西方曰戎，被发衣皮，有不

粒食 矣. 北方曰狄，衣羽毛穴居，有不粒食 矣. 中国、夷、蛮、戎、狄皆有安

居，和味，宜服，利用，备器，五方之民， 语不通，嗜欲不同.”)42)

위의 단락은 매우 단순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사방의 이방인들을 분

류,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중국과 非중국

을 분리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저자

는 이 내용을 규칙적인 틀에 맞춰 분류, 나열, 해석한다. 《예기》에서는 이들의 외양

(복식 등)과 음식문화 등 일상문화적 측면에 주로 주목하고 이들을 규칙적으로 늘

어놓고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15세기 초 명나라 정화 원정대는 세계를 두루 다니며 낯선 문화를 지닌 이역인

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민족지적 글쓰기들은 대상의 다양함과 정보의 확대에도 불구

하고 기본적으로 이 같은 시선과 방식으로 타자들을 재현하고 있다.43)

민족지는 여러 민족의 생활 양식 전반에 관한 내용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

적으로 기술한 문화 기술지로, 민족지를 기술하는 사람은 실제 필드워크를 조사 기

록해야 하는 ‘관찰자’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의 서술은 현지 답사를 통한 정보의 

관찰과 보고가 핵심이다. 바로 서술자가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들과 이야기들을 직

접 수집하고 기록하여 문자로 고정하는 과정은 서술자가 로컬 아카이브 그 자체로 

기능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44) 정화원정대 출신의 해외견문록 저자들 가운데 

민족지적인 글쓰기를 가장 충실히 했던 마환의 《 애승람》에 대해 서문을 쓴 馬敬

은 책 내용에 관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42) 《禮記》 <王制>

43) 최수경의 <명대 지식인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蠻夷담론>(《중어중문학》 제62집, 2015. 

12)과 <명 제국의 邊境 기록에 재현된 시간과 타자>(《중국어문논총》 제77집, 2016. 

10) 참조. 

44) 백지혜의 <경성제대 작가의 민족지 구성방법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2)와 박소현의 <자전적 민족지의 수사학적 양상과 텍스트 효과 - 이문구의 관촌

수필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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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해외 이민족들이 사는 지역의 멀고 가까움과 각 나라의 연혁, 국경을 

접한 지역, 城邑의 배치, 그리고 그 복식의 다름과 음식의 차이, 형벌 및 禁令 제

도, 풍속과 산물 등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其載島夷地之遠近, 國之沿革, 

疆界之所接, 城郭之所置, 夫衣服之異, 食用之殊, 刑禁制度, 風俗出産, 莫不

悉備.)45)

마환은 기존의 四夷 서술방식을 바탕으로 풍속과 토산 부분을 더욱 상세하게 확

장하여 ‘四至(항로)-지리-체제와 제도-문화와 풍속-동식물과 토산물’의 구성방식으

로 책을 엮어 나갔다. 먼저 《 애승람》에 첫 항목으로 수록된 <점성국>을 통해 확

인해 보도록 한다.

중국을 기준으로 한 점성국의 위치와 경로 및 여정, 점성국 도착 후 보이는 전

경과 현황→점성국 국왕→왕과 백성들의 주거와 복식→기후와 식물→동물→과일→
생업(어업과 농업)→결혼풍속→형벌→절기와 王制→이역 풍경(屍頭蠻, 鰐魚潭)→
교역46)

위와 같이 작자는 박물학적인 나열과 분류로 해당 국가나 지역의 로컬 아카이브

를 구축하여 그곳의 상황을 최대한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러한 작가의 글

쓰기 방식의 이면에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충실한 재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화 문

명국가인 명나라의 독자들에게 원시적이고 미개한 로컬의 주변화와 타자화를 조장

하고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본다.47) 마환은 가치의 우선 순위와 개

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소개하고 싶은 사물과 현상만을 같은 눈높이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역의 이미지를 중화의 체계에 맞는 질서 속에 하위주체로 

전락시켜 재배치하여 중국인들에게 더욱 낯설고 원시적으로 전시하여 전달하고 있

는 것이다. 마환의 로컬 아카이브적 글쓰기는 바로 타자의 차이를 중국인이 만든 

제한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질서48)에 적용시켜 이역의 모든 것을 중화 문화권역 안

45) 《 애승람》 <서> 1-2쪽. 《성사승람》 <서문>과 《서양번국지》 <서문>에서도 《 애승람》의 

성서 목적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46) 《 애승람》 애승람교주 1-6쪽. 

47) 박소현, 앞의 논문, ⅸ쪽 참조.

48) 김남혁, <제국주의와 여행서사 – 메리 루이스 프랫의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

연구》 제60집,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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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함시키기 보다는 주변으로 배치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15세기 초 명 제국이 인식하던 세계는 일종의 재현체계로 표출되고 있다. 민족

지학적 글쓰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실에 대한 ‘재현’은 현존하는 대상을 최대한 실

제에 가깝게 모방하는 서술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재현’의 범주는 표현

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여 언어와 사물이 결코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으

며 모든 재현은 권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피식민지나 사회적 약자가 재현

되는 양상이 정치적, 문화적 권력 구도에 의해 조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해

당 민족의 로컬 정보를 분류하고 나열하는 아카이브 식의 서술방식은 이러한 의미

를 더더욱 현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경험과 상상의 복합 인 異國 담론 생성

1. 해석과 상상을 통한 기억의 감정 서사

필자는 우선 ‘중국’이 역사의 기억이나 상징을 소환하여 빚어낸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라고 전제하고자 한다. 중국은 바로 외국을 상상과 현실, 경험과 ‘지식’이 혼

합되어 있는 복합적 대상으로 인식했다. 앤더슨은 ‘상상의 공동체’가 구성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언어와 인쇄술을 들었다. 이전에는 일부 계층에게 독점

되었던 인쇄물이 근대 이후 특정 지역의 지방어를 채택하면서 광범위한 독자층으로 

보급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

히 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가 이러한 공동체의 생성에 큰 역할을 한다. 즉 인쇄, 자

본주의, 매체가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상상하게 했다.49)

본고에서 앤더슨의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글쓰기와 매체가 가상

의 공동체를 상상하여 구성하게끔 하는 매커니즘이다. 앤더슨은 글쓰기를 통해 해

당 국가의 민족과 공동체가 상상적으로 구성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50) 앤더슨은 

49) 민족을 상상하게 한 인쇄의 향에 대해서는 베네딕트 앤더슨 저/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대한 성찰》, 나남, 2004 제3장 <민족의식의 기원> 참조. 

50)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역, 앞의 책 2장 <문화적 기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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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국가 공동체를 설명하는 데 이러한 개념을 사용했으나, 근대 국가 개념이 발

생되기 이전에도 특정 지역에서 통치 행위를 행하는 정권과 그 토를 ‘國’이라 칭

해왔다. 그리고 통치 행위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국가와 유사한 이 ‘國’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글쓰기는 어떤 대상(들)을 하나의 동일한 

공동체로 상상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원천이다. 앤더슨은 ‘민족’이라는 집

단이 운명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는 불가역적인 범주가 아니라 인쇄 매

체와 같은 수단을 통해 상상된 가상의 공동체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상의 공동

체’로서의 중국은 자신을 비추기 위한 거울로서 타자인 外國을 문자와 이미지로 재

현하고 이를 담론화하 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구성된 담론 체계일 뿐

이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담론들은 상상 주체의 시선과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이역을 직접 다녀와서 민족지적 글쓰기로 저작한 해외견문록은 서술방식에 

있어 언어의 설득적 활용에 대한 기술, 분석, 해석, 가치평가 등이 모두 포괄되는 

타문화 쓰기와 읽기에 상상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51) 이러한 사실을 포함한 

경험과 상상력을 담은 허구성 등과 같이 대립적인 특성들은 해외견문록을 이루는 

양면적인 성향으로 명대 초 이전부터 등장했었다.52) 명초 정화 원정을 경험한 작

자들의 해외견문록은 크게 두 가지 글쓰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직접 체험한 사실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계승한 전설 혹은 상상 속의 외국

에 관한 지식으로 구성하 다. 해외를 직접 다녀온 그것도 이역 사람들과 현지어로 

소통하며 해외 지식을 얻었던 마환 역시 《 애승람》에서 이역인들을 외부의 타자로 

간주하고 직접 체험한 사실과 상관없는 상상 속의 글쓰기로 그들을 재현하고 있다.

시두만(屍頭蠻)이라는 것은 본래 민간의 부녀자인데, 눈에 눈동자가 없어서 사

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했다. 밤에 잠잘 때면 머리를 날려 보내 민간의 어린애들 똥

51) 우찬제, 《텍스트의 수사학》(서강대학교 출판부, 2005. 35쪽.)과 우찬제의 같은 책에서 

인용한 에드워드 P. J. 코벳의 《문학 작품의 수사학적 분석》(뉴욕: 옥스퍼드대학 출판

부, 1969 12쪽.) 재참조.

52) 김남현, 앞의 논문, 재인용(Peter Hulme, Tim Youngs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Travel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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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먹는데, 그 아이는 요기(妖氣)가 배속에 파고 들어가 반드시 죽게 된다. 시

두만이 머리를 날려 돌아와 그 몸에 붙으면 원래 모습대로 된다. 만약 이것을 알

고 머리가 날아갈 때를 기다렸다가 그 몸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돌아와 몸에 붙을 

수 없게 되어 죽는다. 민간에서 만약 이런 부녀자가 있는데 죽여 없앤 자를 관가

에 알리지 않으면 그 죄가 일가에까지 미친다. (其曰屍頭蠻 ，本是人家一婦女

也，但眼無瞳人爲異. 夜寢則飛頭去，食人家 兒糞 ，其兒被妖氣侵腹必死. 飛

頭回合其體，則如 . 若知而候頭飛去時，移體別處，回不能合則死. 於人家若有

此婦不報官，除殺 ，罪及一家.)

또 바다로 통하는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악어담(鱷魚潭)이다. 만일 어

떤 사람에게 송사를 일으켜도 밝히기 어려운 일이 있어, 관아에서 해결할 수 없다

면 송사를 일으킨 두 사람이 물소를 타고 그 연못을 지나가게 한다. 도리가 어긋

난 자는 악어가 나타나서 그를 잡아먹고, 이치가 올바른 자는 열 번을 지나가도 

잡아먹히지 않는다. 정말 기이한 일이다. 그 바닷가 산에는 야생 물소가 사는데 

몹시 사납다. 원래는 어떤 사람 집의 밭을 가는 소 는데 달아나 산중에 들어가서 

자생하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푸른 옷을 입은 

산 사람을 보기만 하면 반드시 달려와서 들이받아 죽이니 정말 흉악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매우 귀중하게 여겨서 혹시라도 그 머리를 만지는 자가 

있으면 마치 중국 사람들이 살인자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정도다. (再有一通海大

潭，名鰐魚潭. 如人有爭訟難明之事，官不能決 ，則令爭訟二人騎水牛赴過其

潭. 理虧 鰐魚出而食之, 理直 雖過十次, 亦不被食. 可奇也. 其海邊山內有

野水牛, 甚狠. 原是人家耕牛，走入山中, 自生自長，年深成羣. 但見生人穿青

, 必趕來抵觸而死, 甚惡也. 番人甚愛其頭, 或有觸其頭 , 如中國殺人之

恨.)53)

마환은 점성국에 대한 기록 가운데 시두만과 악어담과 같은 황당무계한 초현실적

인 내용을 수록하고 야만과 동물성의 공간54)으로 그리고 있다. 마환이 책을 처음 

완성한 것은 정화원정대(4차)에 처음 참여했던 1416년이며 이후 두 번의 정화 원

정을 더 참여하면서 정보를 추가하 고, 원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여러 번의 수

정을 거쳐 1451년에 최종 완성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여러 번

의 원정 경험과 상상이 보태진 기억을 소환하여 책을 집필해 나갔을 것이다. 그러

53) 이승신, 앞의 논문, 번역 참조.

54) 송정화, <상상과 경험의 착종 공간 ― 《異域志》의 지리관념을 중심으로>《中國語文學

志》 63집. 2018.6



94  《中國文學硏究》⋅제72집

한 글쓰기에는 분명 최대한 사실의 기록에 충실함과 동시에 당시의 개인적인 감회

와 평가가 재구성된 감정 서사가 크게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매 시대마다 세계에 대한 지식의 양과 질에는 상당한 진화가 있었으나 과거와 當

代의 글쓰기를 통해 외국을 상상하고 경험한다는 점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

다. 마환이 재현한 15세기 초 점성국의 시두만과 악어담을 통해 보면, 명대인들에

게는 ‘세계’ 전체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자신들이 계승한 외국에 관한 지식 체

계를 통해 인식되는 담론 체계 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타자들을 

우리와는 다른 집단으로 경계 짓고 구분하며 저들을 특정 공동체로 상상하게 만드

는 것이 경험과 상상을 통한 기억을 소환해 쓰여진 감정과 욕망의 서사라는 사실임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본문의 내용을 자의적인 재해석하고 평가하는 기행시의 수록이다. 마환은

은 《 애승람》서문 뒤에 정화원정대의 전체 노정과 감상 등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

하고 평가하는 내용을 기행시로 적었다.55) 비신 역시 《성사승람》에서 해당 국가 

대한 소개를 마친 뒤, ‘전부 역관의 통역에 따랐다.(全憑通事傳譯)’고 말미에 적고, 

‘詩曰’를 덧붙이고 기행시를 적었다. 그는 직접 방문했던 22개 국가를 수록한 전집

은 물론 다녀오진 않았지만 다른 번역서로 들었던 23개 국가를 수록한 후집에도 

국가 소개 뒤에 해당 국가에 대한 소회를 기행시로 적어 마무리했다.56) 이는 마환

55) 《 애승람》 <紀行詩>의 예를 제시한다. “皇華使 承天敕, 宣 綸音往夷域. 鯨舟吼浪

泛滄溟, 遠涉洪濤渺無極. 洪濤浩浩涌瓊波, 羣山隱隱浮靑螺. 占城港口暫停憇, 揚

迅速來闍婆. 闍婆遠隔中華地, 天氣煩蒸人物異. 科頭裸足語侏㒧, 不習衣冠疎禮義. 

天書到處多懽聲, 蠻魁酋長爭相迎. 南金異寶遠馳貢, 懷恩慕義 忠誠. 闍婆又往西洋

去, 三佛齊過臨五嶼. 門荅刺峙中流, 海舶番商經此聚. 自此分䑸往錫蘭, 柯枝古里

連諸番. 弱水南濱溜山國, 去路茫茫更險難. 欲投西域遙凝目, 但見波光接天綠. 舟人

矯首混西東, 惟指星辰定南北. 忽魯謨斯近海傍, 大宛米息通行商. 曾聞博望使絶域, 

何如當代覃恩光. 書生從役何卑賤, 使節叨部遊覽遍. 高山巨浪罕曾觀, 異寶奇珍今始

見. 俯仰堪輿無有垠, 際天極地皆王臣. 聖明一統混華夏, 曠古于今孰可倫. 使節勤勞

恐遲暮, 時値南風指歸路. 舟行巨浪若遊龍, 回首遐荒隔煙霧. 歸到京華覲紫宸, 龍墀

獻納皆奇珍. 重瞳一顧天顔喜, 爵祿均 雨露新. 稽山樵 馬歡”(《 애승람》  애승랑 

기행시 1쪽.) 

56) 《성사승람》 전집 <점성국>의 예를 제시한다. “詩曰: 聖運承天統, 雍熙 萬春. 元戎持

使節, 詔撫夷民. 莫 江山異, 同霑雨露新. 西連交趾塞, 北接廣南津. 酋長尤崇

禮，聞風感聖人. 棋楠宜進貢，烏木伐為薪. 筆寫羊皮紙， 談鴂 人. 角犀應自縱，
牙象尚能馴. 蛆酒奇堪酌，尸蠻怪莫陳. 遙觀光嶠外， 覺壯懷伸. 採摭裁詩句, 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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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비신과 공진은 모두 현지어를 하지 못 해 통역관을 통해 이역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중 비신은 그에 대한 자신의 관점 및 의견을 기행시의 형태

를 빌어 표현했다.

2. 개인의 이국 체험 담론화

마환, 비신 공진은 각자 다른 개인적인 삶과 종교⋅문화⋅민족적인 배경를 가지

고 정화 원정대에 소속되어 새로운 세계 발견에 동참하고 관찰한 결과를 견문록으

로 출간했다. 그러나 그들의 책을 읽는 독자들은 모두 ‘중국’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의 구성원이 되어 ‘非중국’의 타자들을 인식하고 상상한다. 매체를 통해 형성된 가

상의 집단은 占城, 爪哇, 古里 등의 ‘외국’을 글쓰기와 매체를 통해 상상하고 구성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독자 역시 15세기 중반의 ‘중국’ 혹은 ‘중

국인’이라는 가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데, 현실 속에서의 물리적 시간과 관계없

이 ‘상상의 공동체’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진공 상태이며 늘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작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쓴 정화 원정대의 해외견문록이 상상의 공

동체로서의 ‘중국’이 ‘외국’을 담론화하고 공론화하는 과정과 맥락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인식하고 떠올리는 異域 이미지는 그 시대가 아닌 훨씬 훗날 매체에 의

해 구성되어 재현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의 의미는 명대의 유례없는 출판 산업의 

팽창과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

다. 명대 후기부터 ‘인쇄물’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

인 매체가 된다. 그리고 이 매체들은 과거의 글쓰기들을 새롭게 다시 쓰기 하거나 

부연, 확대, 과장하여 재생산한다. 그간 실제 여행과 탐사에 의해 축적된 정보가 반

된 지역들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그러한 나라가 존재하든 아니든 당시의 독자들

은 역사적 실체가 아닌 글쓰기와 매체를 통해 그곳을 특정 공간으로 의미화하고 구

성하게 되었던 것은 마찬가지 다. 이러한 과정들은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중국’이 

‘외국’을 하나의 담론 체계로 구성하는 기제를 잘 설명해준다. 

중국인이 해당 공간과 사람들을 재현한 양상들 속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맥락들

獻紫宸.”(《성사승람》 전집 <점성국>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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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할 수 있다. 鄭和의 세계 원정은 그 자체로는 현실 정치나 외교에서의 실효

적 기능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화 원정대 일행이 쓴 견문록은57) 이후 중

국인들에게서 공유되며 세계 각국과 지역에 존재한다는 외국에 대한 지식과 상상을 

유지하면서 ‘異國談論’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독자 향력 

있는 독자들은 이국의 담론 조성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

다.58)

정화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고 해당 지역의 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실

체와 관계없이 중국인들은 여전히 당시 조성된 기억의 場 속에서 해당 지역을 인식

하게 된다. 정화 원정대가 기록한 세계의 각 구역에 대한 글쓰기는 이후 중국이 세

계를 상상하고 인식하는 데 장구한 향을 미친다. 이후 각종 필기류와 대중적 읽

을거리를 통해 이러한 지식과 상상의 복합체는 지속적으로 확장, 계승된다. 또한 

정화 원정을 소재로 허구성과 개연성을 첨가한 罗懋登 《三寶太監西洋記》, 《四遊

記》, 《初刻拍案驚奇》 <第1回 轉運漢遇巧洞庭湖>, 《昭陽趣事》 등의 소설과 희곡 

《奉天命三寶下西洋》 등으로도 전해지며 개인의 이국 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담론

화시키고 있다.

글쓰기는 특정 공간을 개인 관찰자가 의도하는 대로 주조하고 구성할 수 있는 가

장 직접적인 무기라는 것이다. ‘외국’을 재현한 글쓰기들(시각 이미지를 포함한)은 

역사적 축적과 시대적 변화를 거쳐 해외에 대한 일종의 지식체계를 이루었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 명대인들에게 세계를 소개한 해외견문록인 마환의 《 애승람》, 비신의 

《성사승람》, 공진의 《서양번국지》 세 권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15세기 초 명 제국

57) 정화 원정대가 거쳐 간 수많은 해외 국가에 대한 각종 지식과 정보들은 《瀛涯勝覽》(馬

歡), 《星槎勝覽》(費信), 《西洋番國志》(鞏珍), 《西洋朝貢典 》(明黃省曾) 수록된다. 

여기 실린 지식들은 지속적으로 전파, 계승되면서 재생산되어 정사는 물론 대중적인 백

과사전에도 인용되었다. 

58) 宋立民, <《瀛涯勝覽》板本 >, 《古籍整理硏究學刊》, 1988年 第二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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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인식과 그것의 재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 세 책은 모두 정화원정대에 참여하여 해외를 다니며 직접 보고 느낀 내용을 

기록한 해외견문록이다. 여기에 수록한 나라와 지역은 세 권이 중복되는 곳을 포함

해 모두 45개국이다. 그중 마환의 《 애승람》과 공진의 《서양번국지》에 수록된 국

가는 20개국으로, 두 저작이 수록된 국가가 일치한다. 세 책의 구성은 민족지적 글

쓰기 방식을 띠며 중화와 異域의 夷域으로 경계를 짓고 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

는 특징 중 하나는 우선 세 권 모두 기존의 이역을 재현한 글쓰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중화에서 항로와 여정 정도를 먼저 배치하고 해당 지역의 풍속과 산물을 

나중에 적는 四夷개념이 반 된 서술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세 권 모두 해당 국

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에 대한 상세 정도와 양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이역을 재현하고 있었다. 또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중국과 

非중국의 차이를 의복, 장식, 음식 등의 생활과 일상에서 우선 포착하고 로컬 아카

이브 형태의 글쓰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중화 문명국가인 명나라의 독자들에게 

원시적이고 미개한 로컬의 주변화와 타자화를 조장하고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가 잠

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초 정화 원정을 경험한 작자들의 해외견문록은 크게 아래 세 가지의 내용적 특

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직접 체험한 사실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계승한 

전설 혹은 상상 속의 외국에 관한 지식으로 구성하 다. 대표적인 예로, 《 애승람》

에서 마환이 재현한 점성국의 시두만과 악어담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해외를 직접 

다녀온, 그것도 이역 사람들과 현지어로 소통하며 해외 지식을 얻었던 마환 역시 

《 애승람》에서 이역인들을 외부의 타자로 간주하고 직접 체험한 사실과 상관없는 

상상 속의 글쓰기로 그들을 재현하고 있다. 둘째, 본문의 내용을 자의적인 재해석

하고 평가하는 기행시의 수록이다. 셋째, 정화 원정대 일행의 한 사람으로 쓴 견문

록은 이후 중국인들에게서 공유되며 세계 각국과 지역에 존재한다는 외국에 대한 

지식과 상상을 유지하면서 ‘異國談論’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독자 향력 있는 독자들은 이국의 담론 조성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개

입하기도 한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중국은 해외견문록과 같은 새로운 경험과 견문을 통해 외국

을 상상하고 구성해 왔는데, 이러한 외국에 대한 지식 체계는 일종의 글쓰기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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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통 속에서 재현되어 하나의 외국 담론을 구성하게 된다. 어떤 지역을 재현한 

한 개인의 인쇄물을 함께 읽은 독자들은 자신들을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 상상하

며 바다 저 너머 저 편의 이역인들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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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ngwudi(洪武帝1328~1398) revives China’s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by taking control of the Mongolian kingdom and establishing 

the Ming Dynasty in 1367. He is a powerful based on eunuch and 

external, domestic administration and the south coast with 

centralism. Japanese crackdown on them that show up in the area of 

northern and foreign intruder and subjugation of them. Invasion from 

the North Korea of the North built a the Great Wall(萬里長城) to 

keep. Later, Yongledi(永樂帝 1360~1424) was appointed to the 

throne, the government prepared a solid foundation for the 

reintegration of the Ming Dynasty with a large number of books for 

studying abroad. In this context, the seven overseas trips of 

ZhengHe(鄭和1371~1433) were not only part of the expansion of 

power and power of the emperor, but also the tradition that he 

dreamed about since the day. In this paper, we will use the basic 

text of the book written by a person who had participated in the 

cleanup expedition and had experienced various countries directly. 

This is because these books are a product of observing and reflecting 

the world of people who have experienced abroad, and they are an 

introduction to other people who have never experience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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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국, 15세기 초, 해외견문록, 세계소개서, 재현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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