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천록 연구

= 주제: 1574년 허봉과 조헌의 성절사 사행을 통해 살펴본 조명관계의 여러 측면들

= 주요 논점들

- 1570년대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적 상황

- 당시 명나라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 고찰

- 조선 건국 이후 조명관계의 전반적 흐름

- 1570년대 조명 관계의 주요 이슈들

- 허봉과 조헌 개인에 대한 고찰: 사상적 측면, 정치적 측면, 대외사상의 특징

- 동서 분당 이전, 허봉과 조헌이 조선 정치사회 무대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 특히, 

허봉은 이황을 잇는 동인의 준 영수로서 젊은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인물. 반면 중봉

은 서인 계열을 잇는 중년의 학자로서, 실용적 관점이 부각되는 유학자.

- 조명 관계의 이슈들에 대한 허봉과 조헌의 관심사들: 허봉의 경우 대학장구의 개정

문제, 석씨설 또는 선학의 문제, 양지설 문제, 양명의 공업문제, 문묘종사의 정당성 

문제, 도통론과 허형에 대한 평가등의 문제를 통해 나타난 조명관계 인식. 중봉의 

경우 동헌봉사를 통해 나타난 경국의 주요 논점들에 대한 문제.

- 조청관계와 구별되는 조명관계 속에서 사대와 사대주의의 본질에 대한 문제: 중국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정체성, 전략적 대중관계, 주권적 인식의 문제, 정치/경제/군사/

사회 분야에서 조명관계 근간에 대한 인식.

- 조천록 읽기의 방법론: 연대기순의 text를 이슈 중심으로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문제

- 각 세부 사건별 서술을 주요 주제별로 새롭게 범주화하는 문제

- 구체적 대상, 인물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식과 언어적 표상

방법의 문제

- 서술되고 있지 않은 대상들을 보는 문제. 특히 다른 저자들의 조천록, 연행록과의 비

교적 인식을 바탕에 두고 서술하는 문제.

- 중국이 보는 사대, 천하질서와 변방에서 보는 천하질서를 구별하는 문제. 조선이 가

지고 있었던 사대전략과 자주인식의 종합이 가능한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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