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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프랑스에서 루이 14세가 사망한 1715년부터 프랑스혁명이 발발한
1789년 이전의 시기는 계몽주의 시대로 일컬어진다. 프랑스의 대표적
인 해양 탐험 원정선단은 이 시대의 거의 말기에 해당하는 1785년 8
월에 프랑스 서쪽 끝에 위치한 브레스트(Brest) 항에서 출항했다. 원래
의 계획에 따르면, 이 원정선단은 4년간 탐험항해를 한 후 1789년 6월
* 이 글은 라페루즈의 세게 일주 항해기 , I-II권 (국립해양박물관, 2016. 12)의 부록인
<해제> “프랑스 국가가 발간한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기>>”를 증보하고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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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귀국하게 되어 있었지만, 출항한지 3년
후인 1788년에 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일부인
바니코로(Vanikoro)에서 실종되었다. 이 탐험
원정선단을 지휘한 라페루즈(Lapérouse)1)는
원정 도중 4회에 걸쳐 본국에 보고서를 보냈
으며, 프랑스혁명 동안 국민의회는 200만 프
랑의 국비로 이 보고서들을 발간한다는 법령
을 1791년 4월 22일 공포했다. 그 결과 1793

라페루즈 초상화

년부터 편집작업이 시작되었고, 1797년 라페루즈의 항해기가 국가에
의해 발간되었다.
라페루즈의 항해기는 서양인이 우리나라 해역과 해안 및 섬을 관측
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국내 학자들의 관심 대
상이 되어왔다.2) 서양인이 제주도와 동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항해
를 한 것은 이 원정선단이 처음이었다. 이 책에는 제주도가 Quelpaert
섬으로 그리고 울릉도가 Dagelet 섬으로 명명되어 있다. 이 명칭들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서양의 자료와 지도에 표기되어왔으며, 현재까
지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라페루즈의 항해기
가 이러한 이유로 중시되었지만,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 10여 쪽
(tome seconde, pp.384-392)만 발췌하여 번역되거나 간단히 언급되고
있다.3)
국립해양박물관은 라페루즈의 항해기 초판본을 2010년도에 구입하
1) 그의 원명은 Jean François de Galaup(1741-1788)이며, Lapérouse 백작으로 불린다.
Lapérouse는 La Pérouse로도 표기된다.
2) 이 책을 처음 소개한 것은 白聖鉉, “프랑스 라페루즈 船長의 한국 探査가 지닌 意味,”
明知專門大學 論文集 제21집, 1997. 12, pp.57-82인 것으로 보인다.
3) 박천홍,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서울 : 현실문화, 2008) pp.155-166. ;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1회) : 개항 이전의 시기,”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1호, 2009. ; 김차규, “19세기 이전 프랑스인들의 한국 인식,” 명지대 인문과학논총
제32호, 2011, pp.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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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장해오다가 2016년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 공식 인증사업”의
일환으로 완역하고, 완역서를 발간하였다. 총 1800쪽 중에서 10여쪽만
소개되고 있는 현실적인 아쉬움을 떨치고 러페루즈의 탐험 원정선단
의 활동 내용과 그와 관련된 항해기의 진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데에
는 완역본 만큼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II. 계몽주의와 탐험 항해
계몽주의 시대는 철학적 합리주의와 과학 찬미의 시대였다. 실제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 사조 중 하나인 백과전서파는 “모든 것은 예
외없이 개인의 느낌을 불문하고 실험되고, 토론되고, 조사되어야 한
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철학자들은 보편성과 개방적인 세계화의 추구
라는 기치 하에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으며, 18세기 후반기에
는 원거리 항해와 세계 일주 항해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철학은 당대 엘리트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과학은 그들 사이에
서 일종의 유행이 되었는데, 사실 대유행이었다. 귀족은 과학기자재
보관실과 실험실을 보유했다. 부르주아는 자연과학에 관심을 갖고 식
물, 조개, 돌 등을 수집했다. 학회의 영향도 대단했다. 이처럼 부유하
고 계몽적인 사람들이 선호했던 과학의 연구와 실험은 물론 해양 탐
험 원정이 군주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
기 때문이었다.
2개의 보관실을 보유하였던 프랑스의 루이 15세(1715-74)는 남반구
에 대한 케르겔랑(Kerguelen)의 제2차 발견 항해를 지원했다. 그는 원
정선단이 최신 항해도구를 갖게 하였고 또한 광범위한 관찰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어서 소년시절부터 정밀과학에 관심이 있었고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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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발견 중에서 특히 쿡 선장의 항해에 관심이 많았던 루이 16세
(1754-93)는 라페루즈의 태평양 항해에 대한 주요 발기인이자 계획 수
립가였다.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는 구세계(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와 신세계(아메리카 대륙)의 해안 언저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태평
양은 18세기가 되면서 대부분 발견된 상태였다. 그러나 태평양에는 테
라 아우스트랄리스(Terra Australis, 남방대륙)와 남북극이라는 두 지역
이 미지 세계로 남아 있었으며, 계몽주의 시대에 실행된 발견 항해의
가장 중요한 대상지가 되었다.
계몽주의 시대에 태평양에 대한 주요 탐험 항해는 전반기보다 프랑
스가 캐나다와 인도의 일부를 상실한 7년전쟁 이후(1763)인 후반기에
더 많이 이루어졌다. 탐험 항해의 주요 목적은 과학의 발달과 무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땅의 발견이었다. 월리스(Samuel Wallis, 1728-95)
는 타히티에 최초로 상륙한 서양인으로서 당대인들이 상상한 ‘천진난
만한 원시인(Nobles savages)’을 발견했다. 카트레트(Philip Carteret,
1733-96)는 태평양 적도지대와 뉴홀랜드 지역을 항해했다. 부갱빌
(Louis Antoine de Bougainville, 1729-1811)은 최초로 세계를 일주한 프
랑스인으로서 마젤란 해협을 지나 타히티에 상륙했으며, 달과의 거리
를 이용하여 해상에서 위도를 체계적으로 관측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쿡 선장(Captain James Cook, 1728-79)은 12년간 3회(1768-71, 1772-75,
1776-80) 항해하여 뉴질랜드와 뉴홀랜드 서해안을 탐험하고, 뉴칼레도
니아와 샌드위치 제도를 발견했으며, 베링 해협을 거쳐 북극해에 진입
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대서양에서 북미를 거쳐 태평양으로 항해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쿡 선장 다음으로 발견 항해에 나선 사람은 본고의 주인공인 프랑
스인 라페루즈였다. 그는 쿡 선장의 항해가 끝난 5년 후 1785-8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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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을 했는데, 계몽주의 시대에 실시된 가장 위대한 발견 항해 중 하
나였다. 이 항해는 이 분야에서 프랑스를 영국의 경쟁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18세기에 감행한 태평양 탐험 항해 중 최대 규
모였다. 이 항해의 목표는 새로운 해로를 개척하고, 무역기지를 개방
하고, 태평양 해도를 완성하고, 과학 지식과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
다. 원래는 아메리카 북서해안, 캄챠카와 일본 해안, 뉴기니와 뉴홀랜
드를 목표지로 삼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항해한 곳은 이와 달랐다.
1785년에는 브라질과 남미 남부 (Madeira, Tenerife, Trinidad, Saint
Catherine 경유), 1786년에는 케이프혼을 거쳐 캘리포니아의 미국 해안
과 알라스카로 간 후 마카오까지 태평양 횡단 항해를 했다. 1787년에
는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항해한(포모사, 중국해, 조선, 일본, 사할린
경유) 후 뉴홀랜드로 귀항했다. 1788년에는 뉴칼레도니아 남쪽을 탐험
하려고 북동쪽으로 항해했다가(Tonga, Solomon제도, Mauritious 경유),
보타니 만을 출항하여 바니코로 섬 인근에 갔다가 전원 실종되고 말
았다.
라페루즈 이후의 프랑스의 탐험 항해자였던 앙트르가스토(Antoine
Raymond joseph de Bruni d’Entrecasteaux, 1737-93)는 라페루즈의 원정
선단을 수색하는 전대의 사령관이었다. 그는 1791년에 희망봉을 지나
태평양의 뉴홀랜드 남쪽 인근 해상으로 항해했다. 1792-93년에는 타스
마니아, 몰루카, 솔로몬 제도, 뉴기니 북부를 항해했다. 또한 보댕
(Nicolas Baudin, 1754-1803)은 뉴홀랜드의 서해안을 주로 탐사하여 동
식물 표본을 2만 3000점이나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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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정선단의 준비와 성과4)
라페루즈가 지휘한 탐험 항해는 항만‧조선소 관리소장이었다가 정치
와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플레리외(Charles Pierre Claret de
Fleurieu, 1738-1810)가 최초로 구상한 프로젝트였다. 플레리외는 먼저
쿡 선장이 태평양에서 발견한 곳들이 북미-중국 간의 무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극동에서 프랑스 무역을 전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무
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해(遠海)에서 영국인의 활동을 감시하고,
태평양에 있는 네덜란드, 스페인, 러시아의 소유지들을 조사하고, 프
랑스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는 곳들을 물색해야 했다. 다음으로 플레
리외는 프랑스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처럼 새로운 해로의 발견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플레리외는 쿡 선장처
럼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는 쿡 선장의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원거리 발견 항해
를 루이 16세에게 제안했던 것이다.
루이 16세는 물리학, 화학, 지리학, 수로측량학 등의 과학 교육을 소
년시절부터 받았다. 교사들은 계몽인으로서 위대한 과학 발달 시대에
과학과 과학자의 보호자가 되고 세계의 바다에서 프랑스를 영국과 동
등한 지위로 회복하라고 충고했다. 또한 그는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의 모험담을 읽기도 했다. 결국, 위대한 항해자들의 발견에 대
해 열정을 갖고 있던 그는 플레리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
라 스스로 원정 계획을 정의하고, 그 틀을 짜고, 조직하는 등 적극성
4) 이 장은 Marthe Melguen, “French voyages of exploration and science in the Age of
Enlightenment : an ocean of discovery throughout the pacific Ocean,” Proceedings of the
30th Annual Conference of IAMSLIC, ed. J. W. Markham & A. L. Duda), pp.31-59.
http://archimer.ifremer.fr/doc/2004/acte-358.pdf와 Le Voyage de Lapérouse 1785-1788,
régit et document originaux présenté par John Dunmore & Maurice de Brossard, tome I
(Paris : Imprimerie Nationale, 1985), pp.41-52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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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기까지 했다.
실제로 그는 플레리외의 제안을 국가에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
해진 기간 안에 임무를 완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왕립과학아카데미
와 의학협회 같은 학회가 작성한 보고서들과 해군사관학교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쪽의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
르면, 원정선단은 수로측량학, 기상학, 지리학, 물리학, 광물학, 동물
학, 식물학, 인류학, 항해학, 천문학 등의 분야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했다. 나아가 그는 원정선단의 과학프로그램이 지녀야 할 목표를 설정
해 주었는데, 이는 그가 작성한 보고서의 관련 부분 제목이 ｢천문학,
지리학, 항해학, 물리학, 기타 자연사에 관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통
해 알 수 있다. 라페루즈의 해양 탐험 항해는 루이 16세가 결정하고
조직한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루이 16세는 과학, 원주민, 정치, 무역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강조
했다.
1) 측정의 정확성과 그 결과를 지도나 해도에 기점(선상 시계 이용)
2) 양질의 자료 수집(원 데이터와 처리된 데이터의 이중 기록)
3) 수집 대상품과 자료의 합리적 분류
4) 선상에서 과학자와 학자들의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상호 존중
5) 원주민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과 대우
6) 4개 지역 탐색(북미의 북서부, 중국해와 동해, 솔로몬 제도, 뉴홀
랜드)
7) 프랑스에게 우호적이거나 경쟁적인 세력과 그 세력들의 거래 유
형에 대한 목록 작성
8) 포경업의 잠재적 가치(남미 남부)와 교역지 개발(북미)
9) 연락 기지와 무역 기지용 항구 개발의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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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라페루즈 원정선단은 영국이 알래스카 만으로 함선을 보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였기 때문에 비밀리에 신속
하게 준비되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함선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했다.
해군성 장관이었던 카스트리(Castries) 원수는 최초의 준비 명령을
로쉬포르(Rochefort) 항만사령관 라투쉬-트레빌(La Touche-Tréville) 해
군 대령에게 먼저 하달했으며, 라페루즈에게는 그 사실을 사후에 알렸
다. 라페루즈는 이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비밀 유지 때문에 라투쉬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었다.
프랑스로서는 앞선 두 차례의 원정 때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원정은 1773-1774년에 실시된 케
르겔랑(Kerguelen)의 원정이었다. 이때 선택된 900톤급 롤랑호(Rolland)
는 1척의 프리깃함과 함께 연안 탐험을 하기에는 위험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보다 조금 전에 부갱빌(Bougainville)이 타고 갔
던 960톤급 부되즈호(Boudeuse)는 210명의 승조원을 태워 선실이 아
주 협소했다. 이러한 함선들은 항해하기에 적당하고, 비교적 좌초될
확률이 적어 안전하고, 흘수가 적고, 충분한 수의 승조원을 상륙시킬
수 있고, 오랫동안 눈비가 와도 바다에 떠 있어야 하는 원정용 선박으
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2년 4개월동안 진행해야 할 항해를
위해서 120명의 승조원을 태울 수 있는 480톤급 플라이트함 에투알호
(Étoile)를 선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 함선도 군수보급용 부속주정의
기동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큰 단점으로 부각되었다.
1785년 3월 6일 해군성 장관은 450톤급 플라이트함(fluyt) 포르트페
호(Portrfaix)와 350톤급 가바르함(gabare) 우틸호(Utile)를 지명했다. 두
척 모두 로쉬포르 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플라이트함에는 한 개의
중갑판이 있었지만, 가바르함에는 없었다. 이 중갑판은 거추장스러운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곳이었다. 우틸호는 물론 교체용 물품과 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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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싣고 지원선의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한편 포르트페호는 학자와
예술가로 구성된 민간인 참모들을 태울 예정이었다. 우틸호에 중갑판
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가바르함이 장기간의 장거리 원정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주 빠르게 인식되어 갔다.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갑판의 설치는 선적 가능 면적을 크게 축소시켰고, 선체를 지나
치게 무겁게 만들었다.
중갑판이 있는 대형 함선은 플라이트함이었다. 1782년에 건조된 이
플라이트함은 1784년 12월 24일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을 태우
는 데 이점이 있었다. 이 함선은 6인치 캐논포 4문을 보유했다. 함선
길이 42m, 선체 외부의 폭 8.8m, 선체 높이가 5.8m였다. 바닥짐용 철
은 24.5톤이었다. 전체적으로 우현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선미의 흘수
4.8m, 또한 선수 흘수 4.5m로 전방으로 기동하는 데 유리했다. 짐을
실으면 16-19㎝의 흘수 차이가 있어야 했다. 타의 크기를 8-11cm 가량
늘리기도 했다. 플라이트함은 항해하기 좋게 돛을 달고 있었다. 키질
과 옆질이 부드럽고 바람을 타고 아주 잘 나아갔다. 그런데 비스듬하
게 부는 바람과 역풍에는 취약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것을 서늘한 바람(凉風)이 방해하기 때문에 안정되게 항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진로를 바꾸려면 반대로 현측에서 맞바람을 많이
받아야 했다. 그렇지만 수직 앞돛대, 대형 돛, 뒤로 약간 경사진 뒷돛
대가 있는 것도 항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라페루즈는 돛이 받는 풍압의 중심을 앞쪽에 두기 위해 돛을 수정
했고, 리가전나무(sapin de Riga)로 만든 새 돛대로 옛 돛대를 대체했
다. 또한 대형 돛대와 거의 비슷한 뒷돛대도 한 개 세웠다. 돛 면적을
균형되게 하기 위해 기존의 돛대 위치보다 11cm 정도 뒤에 설치하였
다. 선체 앞쪽에 비스듬히 설치된 돛은 길이의 3/4 이상을 밖으로 끌
어내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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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선들의 선체 수리와 변경 임무는 부기사 겸 건축사였던 펜느베르
(Pennevert)가 맡았다. 그를 선발한 사람은 라페루즈였다. 그는 준비가
끝나면 탐험 항해에 참가하고 싶어 했다. 라페루즈는 작업을 고작 3-4
주만에 마치라고 그를 압박했다. 그는 타 밑판을 11cm 키웠다. 중갑
판에는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크고 작은 포구(砲口)와 현창(舷窓)
을 설치했다.
적도 해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북극 해역과 남극 해역의 빙하 경
계선까지 항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4년 동안의 원정항해를 위해서는
보호장비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했다. 라페루즈는 1772년 벨풀호(BellePoule)를 타고 인도양에서 근무했을 때 선체를 가죽을 이용해 이중으
로 만드는 방법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는 셉트르호
(Sceptre)를 타고 허드슨(Hudson) 만에 갔을 때 보호장비가 허술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함선의 선체를 평시보다 더 두꺼운 나무로 이
중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두께가 4.62㎝인 판자가 필요했고, 선
저에 박는 큰 못은 몸체 길이가 3.96㎝여야 했다. 선체를 두껍게 이중
으로 만드는 것은 빙산과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선저에
큰 못을 박는 것은 수온이 높은 해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조개류
가 선저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로쉬포르 항에는 선저에 큰 못을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로리
앙(Lorient)에는 몸체 길이가 작은 못만 있었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
기 위해서 이 작은 못에 만족해야 했다. 장관은 로쉬포르에 못 3만 개
를 보내라는 명령을 로리앙 지역에 보냈다. 몸체 길이가 3.96㎝인 못
의 제조를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선체는 두께가 2.7㎝인 판자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로리앙에서 보낸 작업반이 포
르트페호의 선저에 큰 못을 박기 시작했다.
선체를 이중으로 만들려면 먼저 결함이 있는 골조들을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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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해야 했다. 5월 초까지 브레스트 항에 플라이트함을 보내려면, 4
월 말까지 준비를 마쳐야만 했다. 이 플라이트함은 6월에 출항할 예정
이었다. 모든 교체용 물품은 브레스트에서 가져왔다.
3월 둘째주의 어느 날 우틸호를 포기하고 그 대신 오트뤼시호
(Autruche)를 선정했다. 포르트페호와 마찬가지로 플라이트함이었던
오트뤼쉬호는 5월 1일 브레스트 항에 도착했다. 이 함선은 1784년에
건조된 것으로 발트 해에서 작전하기 위해 아브르(Havre) 항에서 준비
하고 있었다.
오트뤼쉬호도 선저에 큰 못을 박았다. 로쉬포르 지사는 500톤급 함
선 2척을 위해 못을 만들고, 그 중 1/3 이상을 선구(船具)로 선적하라
는 명령을 받았다. 포르트페호의 선저 못박기는 3월 23일에서야 시작
되었다. 그런데 로리앙에서 온 기술자들이 가져온 샘플 못의 길이는
아주 짧았다. 시간이 없어 못의 주문을 라로셸(La Rochelle), 생장당젤
리(Saint-Jean-d’Angély), 코냑(Cognac), 앙굴렘(Angoulême)에 분배했다.
포르트페호의 선체를 선저에 큰 못을 박기 위해 4월 14일 옆으로 뉘
였다. 이 작업은 23일 끝났다. 그리하여 이 함선는 5월 6일 브레스트
항을 향해 출항할 수 있었다.
포르트페호가 브레스트에 도착하자, 헥토르(Hector) 백작이 에스퀴
르(Morel d’Escures) 대위를 데리고 면밀하게 검사했다. 오트뤼쉬호에
대해서는 랑글 대령이 이미 검사하고 있었다.
포르트페호를 타고온 기술자 펜느베르가 로쉬포르에서 실시된 작업
에 대해 보고했다. 라페루즈에게 직접 보고해야 했던 그는 3월 내내
왜 그 작업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작업해야 했다. 이 두 척의 함선에
대한 면밀한 조사 덕분에 펜느베르의 입장이 곤란해졌다. 왜냐하면 선
체 구획들의 윤곽이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뒷돛대도 이동되어
있지 않고 구조 수정도 무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갑판 가로대, 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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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선수 끝의 물결을 가르는 부분을 바꾸기 위해 선체 앞 부분의 피
복판을 떼어내야 했다. 결국 그는 함선 준비의 임무에서 손을 떼야만
했다.
해군 소령이자 총독 보좌관이었던 헥토르는 로쉬포르 항에서 장관
이 이미 그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이 함선들이 오랫동안 해상에 떠있
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이용했다. 그는 라페루즈와 대
화하여 선체를 가장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파리와 브레스트를 왕래하
는 신속한 운송시스템(우편거리 3일)을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
다. 그리하여 시간의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헥토르 백작은 수정된 돛대를 조사한 후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켜야
할 필요성을 라페루즈에게 설득했다. 포구 수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는
중갑판을 설치해야 했는데, 오트뤼쉬호에서는 이 작업이 이미 진행되
고 있었다. 그런데 포르트페호에서는 새로 세운 뒷돛대와 선체 앞쪽에
비스듬히 설치된 돛대는 물론 원래의 돛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
서 날씨가 거칠 경우에는 모든 구조물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국왕의 깃발이 대양 너머에서 휘날릴 수 있도록 원정 항해를 하기
위해 분대를 형성할 두 척의 플라이트함 즉 포르트페호와 오트뤼쉬호
는 6월 초에 공식적으로 프리깃함 부솔호(Boussole)와 아스트롤라브호
(Astrolabe)로 개명되었다.
영국제 철제 주방용구가 각 함선에 미리 마련되었다. 5월 마지막
날 배달된 이 주방용품의 작동 실험은 실패했다. 빵이 구워지지도 익
지도 않았다. 또한 이 주방 용품은 땔감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고, 너
무 큰 자리를 차지했다. 헥토르 백작은 다른 증류솥을 실험해 보려고
했다. 이 계획에 따라 랑글은 다른 증류솥을 사용할 수 있는 주방을
오트뤼쉬호에 만들게 했다. 실험은 6월 17일 헥토르의 참관하에 실시
되었다. 이 증류솥은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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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하고 대단한 것이었다. 또한 당시까지 사용되는 증류솥보다 작동
이 더 빠르고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도 더 적었다. 6월 12일 장관은 랑
글이 오트뤼쉬호에서 실험한 것과 유사한 증류솥을 부솔호에도 설치
하라고 했다.
랑글 대령은 식수 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심하게 변질되더라도 원
래 항구에서 선적한 식수가 원정지에서 싣는 식수보다 더 좋을 것이
라는 기존의 생각을 버렸다. 그는 증류를 이용한 식수 마련법을 생각
했으며(그러나 연료가 문제였다) 또한 기항지에서 통에 채워둔 물을
새 물로 바꾸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랑글 대령은 밀가루의 보완품으로 선적하는 곡물을 찧기 위해 배에
풍차를 설치한다는 기발한 생각도 갖고 있었다. 이 풍차는 선미루 갑
판에 설치되었다. 이 풍차 방아는 방쉬(Duché de Vancy)가 프랑세 항
(Port des Français)에서 데생한 아스트롤라브호에서 볼 수 있다(1786년
9월). 앙트르카스토(Entrecasteaux) 제독의 르셰르쉬호(Recherche)와 에
스페랑스호(Espérance)에도 선미루 갑판에 이 풍차 방아들이 있음을
루(Antoine Roux)의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프리깃함들에는 프랑스 문장(紋章)이 걸렸다. 부솔호에 설치될
문장 조각은 항해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아기천사 2명과 백합
가문 3개가 새겨진 방패꼴 문양이었다. 아스트롤라브호의 그림에는
프랑스의 방패꼴 문양만 그려져 있다. 아스트롤라브호가 하와이 마우
이 섬(Mowée)의 기항지에 있는 것을 그린 블롱들라(Blondela)의 원본
데생처럼, 방쉬의 원본 데생(Français 만을 그린 데생)에도 이 문장이
아주 잘 나타나있다. 한편 부솔호에는 분대의 기함 표시가 있었다. 이
조각은 브레스트의 보리수나무와 전나무 목재로 조각되었다.
수로 작업 때문에 함선에 싣고 다니는 작은 보트나 주정 즉 함재정
(艦在艇)의 개념이 바뀌었다. 각 프리깃함마다 대형 카누와 작은 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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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척, 비스케 지방의 카누 1척, 여러 명이 노를 젓는 경주용 보트
(yole) 1척을 실었다. 여기에다가 부솔호는 비스케 지역의 카누 2척을
또한 아스토롤라브호는 1척을 조립할 수 있도록 해체한 상태로 더 실
었다. 그보다 더 작은 보트 10척도 해체하여 실었다. 게다가 라페루즈
는 18톤급의 비스케 지방의 카누로 갑판이 있는 보트 1척을 건조시켰
는데, 허드슨(Hudson) 만에서 사용한 것이 이 보트였다. 또한 그가 포
로로 잡은 영국 총독 헌(Hearne)을 영국으로 보낼 때에도 이 보트를
주었다. 이 보트는 랑글과 기술자 귀냐스(Guignace)에 의해 브레스트
에서 설계되었고, 포르패(Fortfait)에 의해 건조했다가 후에 조립할 수
있도록 분해된 상태로 선적되었다.
4년 내내 항해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했다. 마닐라에서 선체를 수리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체용 물품을 줄였다. 그런데 각 프리깃
함마다 돛 3시트(jeux de voiles), 주돛대 1개, 장루가 설치된 돛대 1개
(접이식 갑판에 짐을 차곡차곡 싣고 화약고의 긴 용골에 끼운다), 장
루(檣樓) 양쪽에 고정시킨 나무 2개, 타 심봉(心棒) 1개, 캡스턴 1개를
실었다. 바닥짐을 선적하지 않고, 그 대신 닻, 쇠갈고리, 쇠막대, 체인,
조립되지 않은 캐논포 6문처럼 유용한 물건들을 바닥짐 자리에 선적
했다. 부갱빌이 타히티(Tahiti)에서 닻 6개를 잃었던 사례를 감안하여
닻줄을 마닐라로프에서 쇠사슬로 바꾸었다. 두께가 37.8㎝이고 길이가
192m인 케이블 9개 그리고 닻 14개와 닻장도 선적했다.
800리터용 통 32톤, 600리터용 통 32톤, 400리터용 통 32톤, 1200리
터용과 1400리터용 통도 각 1개씩 만들어 선적했는데, 모두 식수를 비
축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각 프리깃함마다 3kg의 포환을 사용하는 캐논포 12문, 500g의 포환
을 사용하는 캐논포 3문, 1개로 주조된 투석기 8문, 1/2개로 주조된 투
석기 12문, 무게가 3㎏인 포환 600발, 무게가 500g인 포환 300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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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67g인 포환 400발, 무게가 3㎏인 포환 130발, 무게가 3㎏인 캐논
용 산탄상자 300개, 무게가 500g인 투석기용 400상자, 무게가 250g인
투석기용 산탄 500상자, 유탄 300발을 실었다. 구리로 만든 나팔총 18
정, 척탄병용 소총 40정, 권총 40정, 무장용 도끼 30자루, 군도 50자루
도 실었다.
헥토르 백작의 계산에 따르면, 두 척의 승조원이 4년동안 먹을 식량
은 935톤이었다. 따라서 함선마다 거의 350톤의 식량을 선적했다. 교
체용 물품을 선적해야 하는 공간과 상갑판도 이 식량으로 가득 찼다.
식량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했다. 1등급의 식량만
받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무아사크(Moissac) 밀가루는 2년분을
실었고, 검은 밀과 낟알 형태의 밀을 보충 식량으로 실었다. 비스켓은
만들어 상자로 포장하였고, 말린 강낭콩은 쌀, 완두콩, 잠두로 대체되
었다. 괴혈병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소금절인 양배추, 설탕에 절인
참소리쟁이, 슈크루트(양배추)였는데, 2년동안 매주 200kg씩 소비될 것
으로 예측되었다. 승조원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의복 외에도 단화, 방한
복, 보풀이 곱슬곱슬한 (외투용) 모직물, 웃옷, 양말, 장화를 가져가야
했다. 승조원과 캄챠카에서 교환물로 사용하기 위해 담배도 가져갔다.
6월 22일 랑글은 할당된 식량과 물물교환용 상품을 모두 선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고민했다. 라페루즈는 물물교환용 상품을 모두
싣기 위해 밀가루의 일부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남아메리카
에서 밀을 그리고 중국 광동에서 쌀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부솔호에서 이 모든 것의 선적 책임자는 클로나르(Clonard) 해군
대위였고, 아스트롤라브호에서는 랑글이었다.
원주민들과의 거래 상품에 대한 조달 책임자는 피케(Picquet)였는데,
당시 사용한 청구서들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 거래용 상품과 많
은 다른 상품은 물론 다양한 과학 도구에서도 예산이 문제였다.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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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물건 전체의 소요 경비는 6만 리브르였다. 그는 포장과 수송까지
포함하여 임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6천 리브르의 보너스를 받
았는데, 해군 대령의 2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그는
낭트(Nante), 로리앙(Lorient), 루앙(Rouen), 파리(Paris), 리용(Lyon), 보
르도(Bordeaux)에서 물품을 조달했다. 그는 철, 못, 구리, 납, 도끼
(2000자루), 작은 망치(700개), 톱, 나이프, 줄, 바늘, 거울(600개), 유리
제품, 유색유리 장식물(1400개), 부싯돌, 용기병 투구(50개), 용기병용
깃털 장식과 포니 테일 (등뒤로 길게 늘어뜨린 소녀의 머리형 : queue
de cheval), 조화, 붉은 깃털, 명주천, 날염옥양목(850온), 진홍색 의상,
독일제 오르간 4개 등 잡다한 물건을 구매하여 실었다. 정원사에게 필
요한 물건, 예비용 가축과 가금, 동물사료도 선적했다.
라페루즈는 원정 때 4000피아스타(스페인 금화)를 가져갔는데, 이
금화를 2만 1714리브르에 구입했다. 게다가 장교 봉급 중 선금의 절반
을 피아스타로 지불했는데, 3만 8000리브르에 해당했다. 이는 총 원정
비용과 함께 1만 2000피아스타를 두 척의 함선에 나누어 가져갔음을
의미한다. 기항지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줄 메달도 실었다.
학자들 중에서 브레스트에 최초로 도착한 것은 식물데생가 프레보
(Prévost)로, 25일 도착했다. 다음으로 정원사인 콜리뇽(Collignon)이 도
착했는데, 그는 인근 지역에서 과일이 잘 달려있는 나무들을 가져왔
다. 모든 승조원이 도착한 것은 30일이었다.
6월 11일 라페루즈는 베르사유(Versaille)에서 카스트리 원수에게
학자와 예술가를 소개했다. 28일에 라페루즈는 왕의 초대를 받았고,
30일에는 트리아농(Trianon)에서 왕비를 알현했다. 그리고 7월 4일에
브레스트 항으로 돌아왔다.
7월 11일 두 척의 프리깃함은 정박지에 있었다. 12일 첫바람이 불면
출항할 목적으로 보급품을 검열했다. 지상에서 관찰할 때 사용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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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계는 수석 천문학자 아즐레(Lapaute d’Agelet)의 감독 하에 부솔호
에 실었다. 교환물, 식료품 외에 가축도 추가로 더 실었다. 후갑판 앞
주돛대 밑에는 암소 5마리, 그리고 대형 카누에는 양 30마리가 실려
있었다. 작은 갑판 위와 캐논포 사이에는 돼지 20마리가 밧줄로 매어
져 있었다. 선미 갑판의 닭장에는 가금 200마리가 들어 있었고, 중갑
판 가로보에는 건초다발, 곡물자루, 사료 등이 매달려 있었다.
1785년 8월 1일 헥토르 백작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부솔호와 아스트로라브호가 북동풍이 불어 아침 4시에 돛을 폈음을
귀하에게 알려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함선들이 바람을 능숙하게
타고 갈지 모르지만, 북동풍이 저편의 땅으로 두 척을 데려가길 바라
고 있습니다. 이 함선들과 동행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제가 항구 정박
지의 좁은 수로에 놓아둔 작은 보트들을 타고 베르솜(Bertheaume)까지
그 함선들을 따라갔습니다.”
돛대에 있던 선원들은 “국왕 폐하 만세!”라고 크게 외쳤다. 승리했
으나 재정적 파멸을 가져온 미국 독립전쟁 이후 금융 위기가 가장 심
각했을 때, 국가는 이 원정대를 출항시키기 위해 1백만 리브르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 이 계획은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영국인 쿡 선장이 자기 조국에 가져다준 것
보다 더 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와 상응하는 명성을 프랑스에 가
져다 줄 수 있고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광범위한 과학 프
로그램으로 가득찼다.
라페루즈는 부솔호에 탑승했는데, 승조원이 109명이고 그 중 민간인
이 8명이었다. 케르겔랑과 함께 항해 했었던 아즐레(Lapaute d’Agelet)
를 제외하면, 그들은 외양(外洋, haut mer)에 나가본 적이 한번도 없었
다. 아스트로라브호에 타고 있던 랑글은 113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민
간인이 6명이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아주 갑갑해 하던 이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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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처음부터 바다가
그들을 괴롭혔다. 급기야 8월 29일에는 배멀미의 고통을 참지 못한 천
문학자 몽쥬(Monge)가 테네리페(Ténériffe)에서 하선했다. 그러나 랑글
과 그 장교들이 그의 임무였던 천문관찰을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하여튼 이 분대는 먼바다로 나갔다. 라페루즈는 분명히 시험항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까다로운 항해 상황 자체를 피하기
위해 흘수를 잘 관찰할 줄 알았다. 부솔호는 선체가 무거워지고 화물
을 너무 많이 선적한 것을 아스트로라브호보다 잘 견디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솔호의 속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렸다. 라페루즈는 자
신이 지휘하는 부솔호가 아스트로라브호보다 속력이 느리다고 항상
불평했다. 이 저속은 흘수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뒤께슨
(Duquesne)은 선수가 선미보다 135cm 더 가라앉아 있으니 이를 수정
하여 18.9 cm 정도만 낮게 하자고 권고했다. 이 결함은 항해 도중 짐
을 가볍게 하고 몇 가지 사항을 정정하여 약간 수정되었다.

IV.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기 의 판본
초판본은 Voyage de La Pérouse autour du Monde, conformément au
décret du 22 Avril 1791 et rédigé par M. L. A. Milet-Mureau, 4 tomes
et Atlas, Paris : De L’Imprimerie de la République, An V(1797)이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발간된지 1년 후인 1798년에 다른 출판사
(Plassan)에 의해 출판되었다. 18세기에는 13종류가 그리고 20세기에는
26종류가 출간되었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 책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책이 출판된 해 이후 18세기의 남은 햇수 동안 즉 3
년 동안은 번역서가 많이 출판되었다. 영국에서 7종류의 번역서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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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되었으며, 독일에서는 4종류의 번역서가 출간되었다. 그 밖에도 덴
마크와 스웨덴에서도 각각 1종류의 번역서가 출간되었다. 이러한 사
실은 이 책이 나오자마자 유럽 각국의 주목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19세기에는 이탈리아에서 5종류,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각 3
종류, 그리고 러시아·미국·리투아니아에서 각 1종류의 번역서가 출
판되었다. 20세기에는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각 2종류의 번역서가 출판
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18세기에는 5개국에서 16종류, 19세기에는 7개
국에서 30종류, 그리고 20세기에는 3개국에서 30종류의 각종 판본과
번역서가 출판되었다. 1797년부터 1985년까지 188년동안 10개국에서
76종류의 책이 출판되었다.5) 이처럼 많은 판본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간된 것은 이 항해기가 당대부터 현재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꾸
준히 주목받고 있음을 뜻한다.

라페루즈의 세계일주 항해기 초판본,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프랑스에서 출판된 책 중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3가지이
다. 첫번째는 밀레-뮈로(Milet-Mureau)가 편찬한 1797년도 판본이다. 두
5) 이 통계는 Le Voyage de Lapérouse 1785-1788, régit et document originaux présenté par
John Dunmore & Maurice de Brossard, tome I, Paris : Imprimerie Nationale, 1985,
pp.285-286을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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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레셉스(. -B. -B. de Lesseps)가 편찬한 1831년 판본이다.6) 세번
째는 던모어와 브로사르(John Dunmore & Maurice de Brossard)가 편찬
한 1985년도 판본이다.7) 이 중에서 세 번째 판본은 첫 번째 판본의 오
류를 바로 잡았으며, 별책에 있는 그림과 지도를 본문 안에 삽입하되
현대 사진들까지 이용하여 보완하여 편찬하였다. 책의 구성도 5권을 2
권으로 축약했다. 1권은 원정의 성립과 준비, 지침, 함선의 의장, 선적
물품과 의류, 함상 도서, 승조원, 장교, 승조원의 건강, 라페루즈의 항
해, 라페루즈 원정대의 실종과 조사, 항해의 결산, 보고서와 편지, 용
어해설 등으로 구성되었다. 2권은 라페루즈의 서문, 항해일지, 본문,
항해 연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판본은 밀레-뮈로의
판본에 비해 정리가 잘되어 있고 현대 프랑스어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독자들이 보기에는 이 책이 좋다. 그러나 편찬자들의 의도가 너무 강
하게 배여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밀레-뮈로의 첫 판본은 약간
어설프고, 각종 지도와 도면이 별책에 수록되어 있어 읽기에 불편하기
는 하지만, 당대의 상황을 맛보게 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밀레-뮈로가 편집한 초판본 이후 발간된 서적들은
거의 대부분 밀레-뮈로의 판본을 각색하거나 원전으로 이용하여 편집
하고 보완한 것들이었다.
초판본인 밀레-뮈로 판본은 총 5권으로 발간되었다. 1권부터 4권은
4절판(295x231cm)이고, 지도와 그림이 실려있는 5권은 2절판(618x
445cm)이다. 5권은 1-4권에 비해 그 크기가 약 3배이다. 1권부터 5권
까지 총 1,800쪽이다. 그 중에서 1권부터 4권까지 1,656쪽이다. 내용별
6) . -B. -B. de Lesseps, Voyage de Lapérouse rédigé d’après ses manuscrits originaux, suivi
d’un d’un appendice renfermant tout ce que l’on a découvert depuis le naufrage jusqu’à
nos jours, Paris, 1831.
7) 일본에서는 ラペル-ズ, 佐藤淳二역, 太平洋舟航記 , 上下(東京 : 岩波書店, 2006)으로
번역본이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John Dunmore & Maurice de Brossard의 판본을 번역
한 것이다. 그러나 완역이 아니라 항해기 부분을 위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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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을 보면, 편집자의 서론과 서문이 98쪽이고, 본문은 658쪽이며, 함
선 2척의 항로표는 151쪽이고, 이미지는 144쪽이다.

내지

총 499쪽으로 이루어진 1권을 보면, 1) 앞 쪽 내지 다음에 라페루즈
의 초상화가 한 페이지 전체에 판화로 새겨져 있다. 속표지는 이 초상
화 다음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2) 다음으로 편집자인 밀레-뮈로의 서
문과 서론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편집 배경, 발간 의미, 발간상
의 고충, 형식과 구성, 그리고 라페루즈의 경력이 기록되어 있다. 3)
이어서 국민의회의 법령 2건이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실종된 라페루
즈 원정대를 수색하기 위해 함선을 파견하라는 1791년 2월 9일자 법
령이다. 다른 하나는 라페루즈가 실종되기 전까지 프랑스에 보낸 여러
보고서와 해도 및 편지 등을 국비로 출판하라는 1791년 4월 22일자 법
령이다. 4) 바로 이어서 부솔호(Boussole)와 아스트로라브호(Astrolabe)
의 승선자 명단이 있다. 여기에는 승선한 사람들은 총 220명이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직책과 함께 함장, 영관장교, 위관장교, 사관생도, 엔지
니어·학자·예술가, 준사관, 포수·소총수, 목공·수리공, 장루원·조
타수·수병, 부포수, 하인, 예비인력,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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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선별로 그 직업이나 임무와 함께 소개되고 있다. 5) 1785년 6월 26
일자 왕의 각서도 수록되어 있는데, 라페루즈에게 시달한 일종의 특별
훈령이었다. 이 훈령은 원정과 항해에 대한 계획, 정치와 무역 관련
임무, 천문·지리·물리·자연사 관련 임무, 원주민 관련 행동, 승조원
의 건강 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날짜의 일반훈령에는 남대서
양, 남태평양, 태평양 적도 해역, 북태평양에 대해 54개 항이 지시되고
있다.
이어서 6) 해군성 장관이 1785년 3월 과학아카데미에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원정이 결정되었으니 원정대를 위해 과학 분야의 훈령
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주요 내용이었다. 7) 과학아카데미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훈령을 작성했는데, 그 훈령 내용이 이어서 수록되어 있
다. 이 훈령은 수학·천문학·역학, 물리학, 화학, 인체 해부학, 동물학,
광물학, 식물학, 특별 관측이 필요한 해역, 저기의 성질 실험, 공기의
비중, 해수 실험 등을 지시하고 있다. 8) 이어서 5월 31일에 의학협회
가 요청한 사항이 해부·심리학, 위생학, 질병, 약물학, 외과학 5가지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9) 의학협회 소속 테시에(Tessier) 신부가 5월
19일 요구한 것으로 식수의 부패 예방 실험 10가지도 수록되어 있다.
10) 다음은 식물원이 원정단으로 가는 원예사의 임무를 규정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가져갈 103종의 식물명과 현지에서 채취해
와야 하는 식물의 종류, 운송 방법, 선상에서의 관리 방법, 식물학 연
구 도구 20여 가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11) 원주민들에게 주거나 그들
과 교환할 물건 91종의 목록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종류와 수량이 놀
라울 정도이다. 예를들면, 칼 7천개, 핀 1백만개, 재봉용 바늘 5만개 등
을 들 수 있다. 12) 학자와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물품의 목록도 수록되
어 있다. 예를 들면, 천문항해 관측기구 27여 가지, 물리화학 실험도구
약 31가지, 식물학과 자연사용 연구도구 10여 가지, 미술도구 5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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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구용 도구에는 시계 8개, 크로노미
터 1개, 복각계(dipping compass) 2개, 망원경 2개, 야간망원경 2개, 섹
스탄트 3개, 세오돌라이트(theodolite) 2개, 항해용 방위나침반 4개, 팬
터그래프(pantograph) 1개, 기압계 2개, 온도계 4개, 방문지에 심을 씨
앗 100부셸, 수목 59종 등이 포함되었다. 13) 선적해야 할 121가지의
서적명도 수록되어 있는데, 항해기 관련 서적이 27가지, 천문항해 서적
이 20가지, 물리학 서적이 8가지, 자연사 관련 서적이 66가지였다. 14)
다음으로는 모렐(Maurelle)이 프린세사호(Princesa)를 타고 마닐라에서
산블라스항까지 항해한 항해기(1780.8~ 1781.9.27)가 수록되어 있다,
15) 마지막으로 모렐이 1779년 5월 18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아메리카 대륙의 서해안을 항해한 기록의 발췌본이 수록되어 있다.
408쪽으로 구성된 2권에는 원정선단이 1785년 8월 1일 프랑스 브레
스트(Brest) 항을 출항하여 1787년 5월 한반도 연해와 동해를 항해할
때까지 1년 10개월 동안의 항해일지가 수록되어 있다.
3권은 432쪽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부에는
원정선단이 1787년 5월 30일 일본 서북부 해역에서 1788년 1월 26일
현 시드니에 해당하는 잭슨(jackson) 항으로 갈 때까지 약 8개월간의
항해일지가 수록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1785년 8월 1일(Brest)부터
1788년 1월 24일(Batany)까지 부솔호의 항로표와 1785년 8월 7일(Brest)
부터 1787년 9월 7일(Kamchatka)까지 아스트로라브호의 항로표가 이
어서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자, 위도, 경도, 편각, 복각, 온도, 기
압, 바람, 기상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경도는 추정경도, 해상시계
로 측정한 경도, 해와 달의 거리로 측정한 경도, 이 모든 것을 이용하
여 수정한 경도 4가지가 이 항로표에 기록되어 있다.
317쪽으로 구성된 4권에는 각종 보고서 14건과 편지 31점이 수록되
어 있다. 보고서 중에는 원정사령관 라페루즈, 물리학자 라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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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non), 수석외과의 롤랭(Rollin)의 보고서가 각 3건으로 많다. 라
페루즈는 마닐라와 포모사에 대한 관찰 내용, 수달가죽 거래에 대한
사항 등을 보고했다. 라마농은 암모나이트, 완족류, 기압·습도·바람
에 대해 보고했다. 롤랭은 원주민과 그들의 생리학과 병리학적 관찰사
항을 보고했다. 그 밖에도 라마농과 몽제스(Mongès)는 테네리페 섬의
탐사, 측량기사 베르니제(Bernizet)는 지리, 자연학자 마티에르(Matière)
는 곤충, 공병대위 몬느롱(Monneron)은 정찰, 식물학자 방트나
(Ventenat)는 식물에 대한 관찰 내용들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편지를
살펴보면 라페루즈가 해군성 장관, 전 해군성 장관, 식민지 총독에게
보낸 편지가 21건으로 가장 많다. 이 편지들에는 에스파냐인들과의 접
촉, 가죽거래, 관측, 승조원의 근무 태도, 탐사, 향후 항해 계획 등에
대한 보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랑글(Langle)과 라마농의
편지가 각 3건으로 많다. 랑글의 편지에는 승조원의 상태와 임무 수행
의 내용이 담겨 있다. 라마농의 편지에는 선단의 활동, 기압, 환자 발
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마르티니에르(La Martinière)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2통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 편지들에는 식물을
조사하고 관측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 밖에도 다즐레(Dagelet)가 캄챠
카의 경도를 측정한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편지와 레셉스
(Lesseps)가 오호츠크 해와 캄챠카에서 활동한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
하는 편지도 각 1통씩 수록되어 있다.
144쪽으로 구성된 5권에는 원정대원들이 관찰하고 조사하여 그린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다.이 책의 각 쪽마다 앞면에는 판화가 새겨져
있고 뒷면은 백지이다. 제목이 ‘지도첩(Atlas)’이기 때문에 지도나 해도
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는 총 83점의 이미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이미지를 종류별로 구분하
면, 지도와 해도 39점, 설계도 1점, 풍경화 27점, 전망도 3점, 동물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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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식물화 3점, 인물화 3점이다. 또한 5권에는 여러번 접혀진 대형 세
계전도(쪽 114.2x67.4cm, 지도 92.0x58.4m)가 1장 있고, 2쪽 크기의 판
화로 반으로 접혀져 있는 지도와 해도 및 그림이 20장 포함되어 있다.

V.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기 와 한국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는 프랑스에 보낸 과학 자료의 규모, 수
행된 관측과 연구의 엄격함으로 유명하다. 그는 4회에 걸쳐 본국에 자
료를 보냈다(Manila, Paca, Petropavlosk, Botany Bay). 이 보고서들은
그가 지휘한 원정선단의 업적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먼저 이 원
정선단은 쿡 선장의 방법과 천문학자의 관측 결과를 대조하여 정확한
위도를 계산하고 많은 관측지를 추가하여 기존 해도와 지도를 수정함
으로써 지도 제작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다음으로 아메리카 북서부 지
방의 지도와 해도를 완성했다. 이어서 일본과 타타르 해협에 대한 완
전한 지도를 최초로 작성했다. 또한 포모사 같은 중국해의 섬과 우리
나라 근해의 제주도와 울릉도 그리고 사할린 섬을 확인하고,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의 해협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방문지의 환경과
주민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 항해는 프랑스 과학 항해 시대(the age of scientific navigation)의
시작이었으며, 이후에 감행된 탐험 항해들의 모델이 되었다. 태평양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18세기 프랑스 원정대들의 공헌은 쿡 선장
을 포함한 당대의 영국 원정선단들에 비해 종합적이었다. 프랑스 항해
자들은 쿡, 월리스, 카트레트가 발견한 곳들에 대해 이전 항해 때 작성
된 해도들을 보완했으며, 이 모든 지역을 더 정확하게 기점했다. 라페루
즈는 하와이 제도와 북미 서해안을 탐험한 후 중국해와 동해에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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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여 여러 해안선을 탐험하고 홋카이도 섬과 사할린 섬을 발견했
다. 앙트르가스토는 유칼레도니아의 남해안, 뉴기니 북부해안, 뉴아일
랜드를 탐사했다. 보뎅은 오스트레일리아 서해안을 탐험했다. 바로 이
러한 발견 활동이 ‘발견의 바다(Ocean of discoveries)’를 만들었다.
라페루즈가 세계를 일주하는 항해를 하기 위해 프랑스의 브레스트
항을 출항한 것은 1785년 8월 1일이었다. 1785년은 조선의 정조 9년에
해당한다.
18세기 중엽부터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왔고, 1783년에는 이승훈(李

承薰)이 세례를 받았다. 1785년 3월에는 ‘서학의 옥(獄)’ 사건이 발생했
다. 18세기 후반기는 조선에서 서학(西學)이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된
시기였다. 이처럼 조선이 서양을 배척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서양 세
력은 벌써 알게 모르게 조선을 다녀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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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페루즈의 원정선단은 1787년 5월 22일 제주도 남쪽 해역에 도착
하여 제주도를 먼 발치로 보았다. 이어서 해도상으로 제주도 오른쪽을
돌아 대한해협에 진입한 후 계속 북상했다. 5월 29일에는 울릉도 근해
를 항해했으며, 6월 13일에는 두만강 하구를 통과하여 계속 북상했다.
조선 근해의 항해 기간은 약 22일이었다. 이 원양선단이 조선의 해안
이나 섬에 상륙하지 않고 먼발치에서 전경도와 해도만 그리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 원양선단이 지나간 사실조차 몰랐다.
그로부터 만 10년 후인 1797년 9월에는 영국의 브로우튼(William
Robert Broughton) 제독의 북태평양 탐험선이 조선 근해에 왔다가 표
류하여 동래(東萊) 용당포(龍塘浦)에 도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라페루즈의 원정선단은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우리나라 해역과 근해를 최초로 관측하고 지나간 서양 선단에 해당한
다. 그러기에 라페루즈 일행이 그린 제주도의 전경과 조선 해역의 해
도는 우리나라에 대해 서구인이 남긴 최초의 실측 그림과 해도라 할
수 있다. 이후 서양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표기할 때 이 명칭(제주
도 Quelpaert, 울릉도 Dagelet)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기는 바로 이 한 가지 사항만으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서
적이다.
이 항해기는 탐험 활동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탐험
항해를 하려면 국가의 의지와 전폭적인 후원이 있어야 하고, 학계와
경제계 및 해양계가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라페루즈의 탐
험 활동은 왕정과 국왕의 전폭적인 지원, 관련자들의 치밀한 준비로
이루어졌다. 혁명 정부는 실종된 이 원정선단을 수색하기 위해 함대를
파견하고, 그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으며, 원정선단을 잊지 않기
위해 항해기를 국비로 발간하게 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조선업이 쇠퇴하고, 세계 굴지를 자랑하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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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업계의 한 축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해양르네상스 시대를 열려는 간절한 바
람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사안은 정치 체제나 정
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어야 하며, 해양관
련 정책과 사안도 마땅히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 항해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일독해야 할 책이라
는 주장은 반박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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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문학의 새 지평을 연 젊은 작가의 해양 중·단편소설집

옥태권 해양소설집

일곱편의 소설로 묶인 옥태권의 첫 소설집이 던지는 의미는 크다. 그가 이
책을 통해 작가로서의 의미심장한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경험적 사실에 바탕을 둔 해양소설을 현실주의적인 지평에서 서술하고자 한
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다각적인 서술을 통해 일정한
성취를 이룬다. 낭만과 모험, 여행과 휴식이라는 관점의 해양서사가 아니라
생활세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해양서사라는 그의 입장이 해양문학계에 새로
운 개성의 목록을 더한 것이다.

천개의 얼굴, 천개의 색깔, 천개의 마음을 가진 바다로
해양체험은 배라는 한정 공간이 주는 제약 요인을 처음부터 안고 있다. 전제
된 공동체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의식이 오히려 현실인 것이다. 따
라서 섣부른 바다와의 대결 운운(云云)보다 선상 생활체계를 구체적으로 서
술하고 있는 옥태권의 시선은 정직하다. 작가로서 이러한 정직성은 앞으로
의 창작에서 가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
은 그의 중편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다. 만일 그가 진정성을 추구하는 소설 주
인공의 구체적 과정에 더욱 충실하다면 해양소설은 물론 일반 소설 영역에
서도 괄목할 성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구모룡 <문학평론가, 한국해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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