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은경 교수와 구범진 교수

서울대학교는 학문간의 소통과 융합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Brain Fusion> 연구지원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지원을 받은 <청(淸)으로 가는 길: 18세기 

여행기를 통해 본 문화적 긴장과 새로운 전망> 연구팀의 민은경 교수(영어영문학과)와 구범진 교수(동양사학과)를 민교수의 연구실에서 만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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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은경	교수와	구범진	교수

  구범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중국 청대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시립대에 재직하다 2007년에 모교로 옮겨 왔다.“저는 중국 청대

의 염업(鹽業)을 전공했고 이와 관련하여 청대의 재정을 주로 연구해 왔습니

다. 그래서 인문학자이면서도 통계와 수치를 분석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연구팀의 교수님들과 어울리며 다른 분야의 창의적인 관점을 듣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구교수는 재기 넘치고 치밀한 학풍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서울대 인문강좌에서는 <키메라의 제국>이라는 강연을 통해 

청의 지배구조를 분석하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연구팀의 다른 교수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장진성 교

수는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중국 청대 회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청

대 궁정에서 활동한 예수회선교사 출신의 화가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서양

의 과학지식이 어떻게 중국 회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해 왔어요. 김영민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명대 정치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요. 임종태 교수는 서울대학교 과학사과

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과 중국 과학사 전문가입니다. 임

교수도 중국 과학에 영향을 미친 예수회 선교사들의 역할에 관심이 많아요.” 

  이 쟁쟁한 연구진이 연행 기록의 의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게 된다. 민

은경 교수는 18세기 유럽 사절단의 중국 기행기와 연암의 연행록을 비교하

고, 구범진 교수는 18세기 조선과 중앙유라시아 세계의 조우를 살펴본다. 장

진성 교수는 연행을 통해 조선에서 새롭게 형성된 시각문화의 양상을 다루며, 

김영민 교수는 문체반정과 박지원의 관계를 조명한다. 임종태 교수는 서양 선

교사를 통한 과학의 교류와 18세기 조선 수학문화의 형성을 탐구한다. 

“기존의 연행록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과 국사학, 중국사학을 중심으로 많은 

훌륭한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연구는 기존 연구를 주도한 각 분야의 

관점을 넘어서서, 연행을 통해 이룩된 18세기 조선의 사회·문화적 변동을 학

제간 융합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구적 

규모의 문화교류망에 조선이 참여함으로써 조선의 지식인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했으며,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조선 사회의 변화를 어떻

게 주도해 가게 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죠”(구범진).

  앞으로 낼 연구성과에 대한 의욕도 야심차다.“궁극적으로 저희 연구의 성

과는 영문 저서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제목은“The Road to Qing: New 

Perspectives in Choson Travel Writing”이라고 잡았어요. 연구비가 신청

금액보다 대폭 줄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목표를 달

성할 계획입니다.”

  두 교수의 열정과 포부를 남김없이 듣기에는 시간이 짧았고, 그나마도 충분

히 옮기기에는 턱도 없이 지면이 모자라다. 방학 동안 유럽으로 연구 여행을 

떠나게 될 민교수와 다시 연구실에 칩거하게 될 구교수에게 아쉬운 작별을 고

했다. (정리 이주형)

 연구팀은 민교수와 구교수 외에 장진성(인문대 고고미술사학과), 김영민(사

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임종태(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를 포함하여 모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책임자인 민교수가 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2008년부터 지금 연구팀의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17-18세기의 동서교 

류>, <동아시아 전통사회 비교> 등을 주제로 집담회를 열어 왔습니다. 이 밖

에 주경철(자유전공학부), 김종일(인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님도 참석하

셨어요. 서로 전공분야는 다르지만 학문적 관심이 비슷하고 뜻이 잘 맞아 새

로 연구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구교수가 덧붙인다.“장진성, 김영민, 임종

태 교수는 나이가 비슷해서 평소 가깝게 어울리며 공부해 온 사이입니다. 미

국에서 대학을 다니신 민교수님과 함께 집담회를 열면서 공통적 관심사를 발

견하고 토론하며 서로 교류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청(淸)으로 가는 길’, 제목만으로는 연구 주제를 바로 알기 어렵다. 민교수

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해 준다.“청으로 가는 길은 18세기에 중국을 중심으

로 전개된 조선인과 중국인, 서양인들간의 문화교류를 뜻합니다. 저희 연구는 

특히 18세기에 조선인들이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과 열하(熱河)를 여행하면

서 얻은 견문과 그것이 조선의 사회와 문화에 가져 온 변화를 당시 유럽 열강

과 청 제국 주도 하의 지구적(global) 문화교류망(intercultural networks)

에서 이해해 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박지원의『열하일

기』를 비롯한 조선인들의 연행(燕行) 기록을 읽고 그 속에 묘사된 견문과 문

화교류상을 중국사, 예술사, 문화사, 과학기술사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

려고 해요.” 

  이러한 광범한 학제적 연구를 위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늘 

푸근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는 민교수는 미국의 프린스턴대학에서 영문학

과 비교문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1998년 인문대학에 부임했다.“저

는 대학원과정에서 sensibility 담론을 영문학, 불문학, 철학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했어요. 귀국한 뒤에는 18세기 영문학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많

이 갖게 되었죠. 저는 중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구범진 교수님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께 배우는 입장입니다.”겸양과 달리 민교수는 여러 편의 논문을 유

수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