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리말

『 館 』는 숙종 말년에 사역원 역관이었던 金 南과 그의 아들 金慶 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책으로 의 ∙官 ∙故 를 정리하고 ∙交 에 관련된 외교 자료를

수록한 官 이다. 초반에 사역원 역관 등이 참여하여 체제를 개편하고 내용을

보완한 刊 을 개찬∙간행한 이래 高 까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거듭 증보가 이루어졌

다. 조선시 외교의 실무를 담당하고 역관을 양성하던 사역원은 고려시 에는‘ 館’으

로 불렸는데 이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통문관지』가 된 것이다. 이 책이 조선시 외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다른 官 와는 달리 후 에 계속 刊되어 다양한 판본

이 상당수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1) 일찍이 주목되어 일제시 이래 많은 인본이 간

행되었고,2) 해방 이후에는 국역과 해제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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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국내 주요 국학관련 도서관에는 29종의『통문관지』가 소장되어 있는데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

학연구원(이하‘규장각’으로 표기함)에 23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1종, 국립중앙도서관에 5종

이 있다. 이는 동일 판종을 고려하지 않은 목록상의 항목 기준이다.

2) 1913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조선군서 계』제17집으로 간행.

1944년 조선사편수회에서『조선사료총간』제21집으로 간행.

1972년 경인문화사에서 인본 간행.

1944년에 간행된 『통문관지』는 경성제국 학의 12권 6책짜리 소장본을 인한 것으로 현재의

<규 882>에 해당한다. 이 인본 목차에는 맨 끝 부분이 10권 정조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는 11권

철종3년까지 기재된 <규 882>와 다르다. 아마도 인시 목차 부분의 簡이 있었던 듯한데, 후 의

인본들이 개 이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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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통문관지』의 편찬자나 편찬 경위, 간행 및 刊 과정, 체제와 내용 등 이 책에

한 전반적인 소개는 략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해제나 논문의 경우『통문관지』의 각종

판본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규장각 소장본이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는 했지만 규장각에

소장된 모든 판본을 전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여기서는 이왕의 연구 성과를 보충하는 동시에 규장각 소장 판본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규장각에 소장된『통문관지』의 모든 판본에 해 검토를 하 다. 국내에 전하는『통문관

지』의 부분이 규장각 소장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통문관지』의 전체 판본에 한

정리 작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통문관지』의 과 刊이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많은 중간본이 전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판본 검토에 앞서, 편찬∙ 刊 경위에 한 정리와 아울러 체제∙내용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우선 다루었다. 이에 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

려진 사항에 해서는 기존의 업적을 이용하여 간략히 정리하 고,4) 판본 검토에 필요한

부분이나『통문관지』의 刊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 아울러 이제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개찬작업의 중심인물 에

해서 그의 家系나 신분 등을 밝히고자 노력하 다.

판본 검토는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 조하 다. 특히 이제까지

분류가 잘못되었거나 판본의 간행연 추정에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았으며, 

들을 모아 완질본을 구성하고 원래의 판본 체제를 복원하는데 주력하 다. 덧붙여 규장각

이외 장서각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통문관지』에 해서도 검토하 는데, 그 책들

이 규장각에 소장된 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통문관지』의 편찬과 간행

1) 과 刊

『통문관지』를 처음 편찬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살펴보는데는 이제까지 金慶 이 쓴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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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8년에는 세종 왕기념사업회에서 인과 해제를 첨부하여 국역했으며『통문관지』에 관한 논문과

해제는 다음과 같다.

, 1953 「 館 の とその 刊につぃて」『 』4.

김종원, 1965 「통문관지의 편찬과 중간에 하여」『역사학보』26.

김규성, 1969 「통문관지」『한국의 고전백선』(신동아).

김구진∙이현숙, 1998 「통문관지의 편찬과 그 간행에 하여」(세종 왕기념사업회 국역본의 해제).

4) 위의 주 3)에 제시한 논문 및 해제를 이용하여 정리하 는데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제시하 다.



이 주로 인용되었다. 그 내용은 개 사역원이 생긴지 300여 년이 지났지만 관서지가 없어

서 불편했는데, 이 사역원의 책임자로 있을 때 역관 金 南으로 하여금 두세명의 동

료들과 함께『통문관지』를 편찬케 하 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최석정과 김지남의

역할이 주로 언급되었을 뿐 정작 김경문 본인에 한 얘기는 거의 없다. 단지 간략하게 자

신이 이 일에 간여했기 때문에 최석정이 서문을 쓰도록 했다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다른

자료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이 말하기를“조정에 원래 이 없어서 사 와 교린에 規 이 없었습니다. 이

사역원 로 있을 때 한 를 만들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역관 중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택해 金 南으로 하여금『통문관지』란 책을 만들게 하 습니다. 그 후 金 이 南의 아들 景
5)에게 시켜서 3책을 케 하 습니다. 사실이 모두 갖춰져 年 이후의 일들이 자세히

수록되었고 이나 또한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려고 했으나 이 발생

하는 바람에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 책이 지금도 사역원에 있으니 들여오게 하는게 어떻겠습니

까?” 조가 말하기를“내가 보고 싶으니 들여오도록 하라.”6)

조선 건국 이래 18세기 초반에 이르도록 300년 동안 사역원에 한 관서지가 없이 역관

들의 口 으로만 업무가 전달되는 바람에 체계적인 일 처리가 어렵고, 또 사 교린의 전례

나 규정이 없어서 외교 관례에 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역원의 전문 관서지인『통문관지』편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통문관지』의 편

찬은 사 교린에 관한 외교 문서뿐만 아니라 사역원의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류하는 방 한 작업이었으므로 어느 한두 사람의 힘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는 없었다. 사역원 도제조 최석정(1646-1715)의 주도로 편찬사업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김지남과 역관 두세명이 참여하여 일단 책자를 만들었으나, 그 후 김창집(1648-1722)이 다

시 이를 주도하여 김경문으로 하여금 계속 보완케 하여 마침내 3책짜리 통문관지가 편찬된

것이다.

이와 같이 통문관지는 숙종 말년에 사역원 도제조의 지휘 아래 김지남 김경문 가 핵

심이 되었고 그 외에도 몇 명의 역관이 추가로 참여하여 수년간의 편찬 끝에 이루어졌는데,

그 작업을 마무리한 김경문이 서문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김지남과 김경문의 본관은 조선시 에 역관 가문으로 유명한 金 로, 이들이 중인

신분이었던 탓으로 그 이력이 상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다행히『통문관지』의 卷 「 」

에 두 사람 모두 수록되어 있어서 그 강이나마 알 수 있다. 김지남(1654-?)은 1692년(숙

종 18) 을 따라 연경에 갔다가 화약의 재료인 만드는 법을 배워온 후 그 기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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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慶 의 記로 생각된다.

6) 『승정원일기』, 조 2년 1월 22일( ).



록한『 』이란 책을 편찬한 인물이다. 김경문(1673-?)은 중국측에 � 의 폐단을

없애도록 요청하 고 무역과 관련해 폐해를 일으킨 를 폐지하도록 주장한 인물이다.

특히 이들 두 부자는 界 와도 관련이 있는데, 1712년(숙종 38) 청나라의 克

이 국경 백두산에 이르 을 때 조선측 역관으로 수행하면서 경계를 분명히 주장하

여 克 을 설득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7) 김지남의 다섯 아들, 경문을 비롯하여

∙ ∙ ∙ 이 모두 역과에 급제하 는데 현문은 , 순문은 을 전공하

고 나머지는 모두 을 전문으로 하 다.8) 순조 에『통문관지』의 交 부분을 증보하여

『 交 』를 펴낸 역관 金健 는 김지남의 이기도 하다.

이렇게『통문관지』는 숙종 에 유명한 역관으로 활동했던 김지남 김경문 가 중심이

되어 8권 3책으로 편찬되었는데, 간행 역시 당시 사역원의 역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통

문관지』권8 「 」에 의하면『통문관지』는 1720년(숙종 46)에 官 ∙ 와

官 南 이 사재를 내어 활자로 인쇄했다고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몇가지 사실은

『통문관지』의 처음 간행연도와 간행주체, 그리고 간행방식이다. 후 에 刊된『통문관지』

부분이 목판으로 인쇄된데 비해 초간본은 활자인 改 甲 로 인쇄되었으며, 부분의

관서지가 정부 주도로 간행된데 비해『통문관지』는 역관들이 사재를 내어 간행사업을 수행

한 것이다. 당시 역관들은 길에 허용된 인삼의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

는 신 의 경비나 사역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하는데,9) 이런 배경에서 역관들

이 사재를 출연해『통문관지』를 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행연도에 해서는 김경문의 서문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김경문의 서문

말미에는 작성 연 가 표기되어 있는데, 정조 이전의 판본에서는‘ 年’(1708)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반해, 정조 2년(1778) 이후 모든 판본에서는 이 부분이‘庚 年’(1720)으로 바

뀌어 나타나고 있다. 은 이를 두고『통문관지』의 는 1708년에 완성되었고 간

행은 1720년에 이루어졌는데, 1778년의 刊 에서 간행연도를 그 로 기재하는 바람에

서문 연 의 記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해 김종원은 서문이 쓰여진 연 는 1708년이

라 하더라도 그 때 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내용과 체제가 소략하 기 때문에 刊 을

간행하던 1720년까지 이 계속되었다고 하 다. 따라서『통문관지』의 완성연 는 1708

년이 아니라 刊 의 간행시기인 1720년이며, 이런 이유로 1778년의 刊 에서 서문 연

64 奎 閣 29

7) 우봉 김씨가 조선후기에 역관 가문으로 유명해진 데는 특히 김지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김

지남의 에는 특기할만한 인물이 없었고 아버지는 計 출신에 는 이었다. 김지남 당

에 와서 본인의 뛰어난 활동과 자식들이 거 역관으로 진출하면서 이후 우봉 김씨는 조선 후기 역

관의 인맥 형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敎 』<고 4650-37> 및『敎 內 計 』

<규 27236> 참조.

8) 『 科 』<규 12654>.

9) 이덕일, 2006 「역관은 어떻게 국제무역을 주도했는가」『조선 최 갑부 역관』, 김 사.



를‘庚 年’으로 改 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10)

이상과 같이『통문관지』의 서문 연 표기를 둘러싸고 記나 改 의 논란이 있기는 하

지만, 김경문이 서문을 쓴 시기는 1708년이며『통문관지』를 처음 간행한 시기는 1720년이

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통문관지』가 편찬 간행된 직후부터 이 책의 중요성은 깊이 인식되었던 듯 하다. 특히

조 에 조정에서 이 책을 참고로 하는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위에서 인용한 자료처럼 조

는 즉위 초반에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이래, 후년에 이르도록 신하들에게 가져오게 하여

열람하 다.11) 조 13년 일본 關 의 탄생을 알리는 가 왔을 때 접 문제가

불거지자 光 는‘우리나라는 문헌이 부족하여 널리 살펴볼 수 없지만『통문관지』에 규

정이 있다’고 하면서 조선측의 응책을 제시하고 있다.12) 또 조 24년에는 통신사의 �

에 한 논의에서『통문관지』의 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 다.13)

이처럼 사 교린에 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책이 거론되었으며 조 역시『통문관

지』를 열심히 읽어볼 정도로 중시하 는데, 이는 당시까지 외교 관례에 한 전거나 규정

이 전무하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 책이 그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2) 과 刊

1720년에 처음 편찬된『통문관지』는 60년이 지난 에 와서 체제와 내용이 크게 바

뀌었다. 그 이전과 이후에도『통문관지』의 이나 刊은 계속되었지만 정조 2년(1778)

에 간행된 중간본은 단순한 속찬이 아니라 개찬이라고 할 만큼 변화가 큰 것이었다. 그 이

전 조 에 간행된 중간본은 초간본의 내용을 거의 그 로 실으면서 늘어난 연도의 기사

를 말미에 記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반해, 1778년의 중간본은 체제를 바꾸고 내용도 폭

추가하면서 이를‘ ’으로 표시하여 구분하 다. 『통문관지』에서는 이를‘ ’로 표현하

고 있다. 이후의 중간본은 모두 이 판본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늘어난 부분만 말미에 記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1778년에 이르러『통문관지』를 폭 개편하여 刊하게 되는 동

기와 과정을 그 해에 작성된 의 刊 를 통해 살펴보자.

『통문관지』가 완성된 지 60년이 지나 남북 외교관계의 가 변화했고 官 나 勸 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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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주 3)의 논문 참조.

11)『승정원일기』, 조 32년 7월 29일( ).

위 책, 조 47년 6월 15일(甲 ).

위 책, 조 47년 6월 27일( ).

12)『 조실록』권46, 조 13년 10월 .

13) 위 책 권67, 조 24년 6월 癸 .



도 많았지만 개 입으로 전해지며 故로 삼을 뿐이었다. 또 활자로 간행하여 보급한 책도 거

의 남아있지 않다.

『통문관지』원본이 편찬된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동안 바뀐 외교 관례나 사역원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생긴데다가 남아있는 활자본도 거의 없게되자 이 때 이르러

과 刊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이어지는 刊 에서 그는 원래 이 일은 사역원의 책임자인

金 國이 주도하 는데 이담 자신이 일찍이 출판을 도왔기 때문에 사양하지 못하고 한두명

의 동료와 함께 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편찬 사업을 사역원의 책임자가 주

도한 점, 편찬 실무는 사역원의 역관이 담당하되 여러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점 등은 1708년

김경문이 처음『통문관지』를 편찬할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이란 인물에 해서는 이제까지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 김지남이나 김경문은『통문

관지』의「인물편」에 수록되어 있어서 강이나마 그 행적을 알 수 있었지만 이담의 경우는

『통문관지』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래에 들어 이담의 생몰년을 1708-

1784년으로 밝히고 송시열(1607-1689)의 제자로 유학자이며 김지남 김경문의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14)

우선 이담과 송시열의 생몰연 가 맞지 않고 그를 유학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담의

刊 에서 자신의 관직을‘ ’라고 표기한 점, 자신의‘ ’가『통문관

지』의「 」에 등재되었다고 밝힌 점, 家 을 거론한 점 등으로 보아 그는 당시 유명한

역관 가문 출신임이 분명하다. 조선시 사역원에 근무했던 전임 역관들의 명단인『敎

』을 보면 이담의 신분과 家系를 확인할 수 있다.15) 이담의 는 � 이고 나중에

로 改 하 다. 1721년에 태어나 1741년에 科에 합격하여 관직을 시작하 다.16) 1750

년에는 사역원의 敎 가 되었고 1786년 무렵까지 중국의 에 하여 으로 활동

하 다.17) 는 夔이고 는 이다. 본관은 � 으로 이 가문은 와

등 16세기 중반 이래 유명한 역관을 배출하 는데 와 모두『통문관지』의「 」

에 수록되어 있다. 는 임진왜란 때 임금을 하고 으로 활동한 인물이며,

는 의 으로 숙종의 치료에 필요한 약재를 중국으로부터 받아왔고 조 때에는

13년간『 』의 記에 한 로 활약한 인물이다.18) 의 아들이 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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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구진∙이현숙, 위 논문, 21쪽.

15)『敎 』<고 4650-37> 및『敎 內 計 』<규 27236> 참조. 전자가 후자보다 더 후 의

인물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후자에는 敎 뿐 아니라 內 計 등 역관과 함께 중인 신분을 구성했던

인물들까지 기재하고 있다.

16)『 科 』<규 12654>의「乾 年」에 란 이름으로 맨 앞줄에 등재되어 있다. 『 科

』에도 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이담이란 인물에 한 추적이 어렵지 않았

나 생각된다.

17)『일성록』, 정조 10년 3월 27일「 見 」.



의 동생인 의 아들이 인데, 이담은 이명직의 아들로 태어나 이명기에게 繼

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이 집안의 역관들을 추적해보면 이담의 (이명기와 이명직)와

(이추와 이표)는 물론 와 高 ( , )에 이르기까지 모두 역관 출신이

다.19) 심지어는 이담의 외가나 처가까지도 역관 집안이며,20) 이담의 아들 健과

, 동생 도 역관이 되었다. � 는 로부터 12 에 걸쳐 역관을 배출하 고

이들이 모두『敎 』에 등재되는 등 조선 후기 역관의 표적인 가문이었던 것이

다.21) 이는『 科 』를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이 책은 18세기 중후반 당시에 역

과에 합격한 사람의 와 ∙ 家에 한 기록으로, � 의 경우 촨로부터

公 까지 15인이 등재돼 있다. 이담의 손자인 촨를 보면 에 이르기까지

을 제외하고 모두 역관의 고위 직책인 敎 출신이다.22)

결국『통문관지』의 刊 에서 이담이 언급한‘ ’란 바로 와 임을 알 수

있다. 이담은 김지남과 김경문의 외손이 아니라 이유와 이추의 후손으로,23) 金 가문

못지않게 유명한 � 가문의 역관이었으며 이런 배경에서『통문관지』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담 등의 역관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개찬작업은 1778년에 마무리되었는데, 초간본

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체제상의

개편으로 초간본에서는「 」과「勸 」을 함께 1권에 수록했는데 여기서는 독립시켜 각

각을 낱권으로 분권하는 바람에 초간본에 비해 1권이 늘어나면서 전체 卷 가 모두 1권씩

려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는 내용상의 변화로 예전에 비해 달라진 나 새로운 규

정을 보충하되, 초간본의 내용을 그 로 살리기 위해 그 밑에‘ ’ 를 써서 원문과 구별하

는데 이는 모두 53개항에 달한다.

그런데 이 때 이르러『통문관지』의 적인 정비를 서두르게 되는데는 이담이 지적한

로 초간본 이래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직접적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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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통문관지』권7 「 」.

19) 이담 관련 � 의 家系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夔 –– –– 健

–– ––

20) 이명기의 는 高 이고 이명직의 는 琦인데 이들 모두 역관이었고, 이담의

인 역시 역관이다.

21) 의 아들인 은 計 로, 이들 자식 에만 역관을 배출하지 못했을 뿐 의 11 손

인 公 에 이르기까지『敎 』에는 한 세 도 거르지 않고 기재되어 있다.

22)『 科 』<고 4650-34> 「� 」.

23) 김구진∙이현숙의 위 논문에서는 이담이 언급한‘ ’를 김지남 김경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과는 성이 다르기 때문에 외손 관계로 보았다.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 관서지를 집중적으로 편찬하던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

을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 들어 탕평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정치기구를 새로운 정치질서에

적합하게 재편하기 위해 각 관서의 연혁과 기능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

서지 편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24) 숙종 의『 館 』『 局 』를 시작으로 조

에『 官 』와『 』가 편찬되었고, 에 들어와서『奎 閣 』『 官 』『 講

』『 』『 』등 많은 관서지가 편찬되었다.25) 이처럼 에 규모의 관서지

편찬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들 편찬사업은 개 정조 2년부터 8년 사이에 진행되었

다. 가장 늦은『탁지지』도 정조 12년에 완성되었으니, 관서지 편찬은 정조 초반에 집중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진행되던 관서지 편찬사업에는 새로운 관서지를 편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만들어진 관서지를 개정하거나 증보하는 일도 포함되었다. 『혜국지』를 하 고『홍문

관지』와『춘관지』를 증보하 는데, 특히『홍문관지』의 경우 숙종 에 처음 편찬된 후 조

와 의 증보를 거치는 과정은 숙종 에 편찬된『통문관지』가 조 의 보완과

의 개편을 거쳐 완비되는 상황을 연상시킨다.26)『통문관지』가 비록 숙종 에 완성되었다

고는 하지만 에 들어와서 여러 관서지가 본격적으로 편찬되는 과정 속에서 오래 전

에 편찬된『통문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체제와 내용을

폭 손질하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조2년에 이루어진『통문관지』의 개편은

단순히 늘어난 연 의 기사를 추가하는 정도의 속찬이 아니라 내용 보완과 체제 개편을 수

반한 개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며, 결국 이는 정조 초반에 집중되었던 관서지 편찬사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찬작업을 마친『통문관지』는 곧바로 간행에 들어갔다. 刊 에서도 간행사실

을 밝히고 있거니와, 『통문관지』권8 「 」에는『통문관지』의 이 사역원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는 정조 2년(1778)에 官 謙이 사재를 내어 새긴 이라고 밝히

고 있다. 여기서도 초간본과 마찬가지로 간행연도와 간행주체, 그리고 간행방식을 알 수 있

는데, 『통문관지』의 개편이 끝난 1778년 바로 그 해에 사역원의 역관이 사재를 부담하여 목

판을 새기고 간행하 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통문관지』는 숙종 의 편찬과 刊, 정조

2년의 과 刊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모두 사역원 역관들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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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경섭, 2003 「 講 」『 講 』, 서울 학교 규장각.

25) 이상은 서울 학교 규장각에서 인한「규장각자료총서」의『 館 』『奎 閣 』『 官 』『 講

』『 』의 해제를 참고할 것.

26)『홍문관지』역시 증보가 거듭되었는데『통문관지』와 마찬가지로 숙종 에 처음 편찬된 후 조와

의 증보를 거쳐 高 에 마무리되었다. 우경섭, 2002 「 館 」『 館 』, 서울 학교

규장각.



이는 다른 관서지와 크게 다른 점이다.27)

또 이전의『통문관지』는 모두 개주갑인자를 이용한 활자본이었음에 비해 이후의 중간본

은 거의 부분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바로 1778년의 중간본이 그 출발점

이 되었다. 내용과 체제를 폭 정비하여 목판으로 간행된 1778년의 중간본은 이후 8차례

이상의 刊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내용의 변화없이 그 로 이어졌다. 10권 이후의「紀年

」만 추가되는 연 에 따라 계속 늘어났을 뿐, 1권(목차 제외)부터 9권까지의 본문 및

「기년」부분은 1778년부터 1888년 마지막 刊 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동이 없었던 것

이다.

이렇듯 공통되는 부분의 경우, 부분의 후 중간본을 1778년 刊 과 비교해 볼 때 인쇄

의 선명도나 번짐상태, 자의 날카로움이나 마모상태 등에 사소한 차이기 있기는 하지만

이나 匡郭은 물론 나 상태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진다. 이는 후 의 중간본이

1778년의 중간본 판목을 그 로 이용하여 다시 찍어내고 맨 끝의「기년」이후 부분만 새로

운 판목으로 보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본적인 내용은 그 로 두고 말미에 늘어

나는 내용만 계속 추가해 나갈 경우 활자본보다는 목판본이 훨씬 유리했을 것이며, 이런 이

유에서『통문관지』의 거듭된 刊이 목판본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1778년에 간행된 중간본은 1720년 초간본을 개찬하여 내용과 체제를 정비하고 목판으로

간행한 결과, 내용이나 체제 심지어는 간행형태에 이르기까지 후 중간본의 표본이 되었

다. 그 후에도『통문관지』의 과 刊은 계속되었지만 모두 이 중간본의 범위를 크게 벗

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까지 실물로 확인된『통문관지』의 중간본 가운데 정조2년 이후

의 것은 모두 8종이다. 이를 간행 연도별로 나열하면 (1) 1781년(정조 5), (2) 1795년(정조

19), (3) 1802년(순조 2), (4) 1852년(철종 3), (5) 1862년(철종 13), (6) 1874년(고종 11), (7)

1881년(고종 18), (8) 1888년(고종 25) 등이다.28) 이들은 전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정

조2년 중간본의 본문을 그 로 수록하고「기년속편」만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빈번하게 거듭된『통문관지』의 과 刊은 개 역관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그들

이 편집을 담당하는가 하면 간행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그들 몫이었다. 1720년의 편찬과

초간, 1778년의 개찬과 간행은 물론, 그 후 高 에 이르기까지 계속된「기년속편」의

과 刊도 역관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고종 에는『통문관지』의 편집과 간행을 마치고

담당자들을 하는 기록이 자주 보이는데, 1889년(고종 26)에 사역원 도제조가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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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통문관지』이외에『증정교린지』가 역관들의 힘으로 편찬 간행되었지만 이는『통문관지』의 증보판이

라고 할 수 있다.

28) 여기서의 간행연도는 편의상「기년속편」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마지막 기사가 실린 연 를

간행연도로 표기하 다. 이하 모두 같다.



『 館 』이 원래의 로 간행되었는데 편집 업무와 간행 비용은 전적으로 역관들

에게 담당케하여 거행하 습니다. 이제 일이 끝나 공로에 보답하는 이 없을 수 없습니

다.29)

이는 아마도 전년도인 1888년의 마지막『통문관지』 刊과 관련된 기사로 생각되는데,

비록 간단한 자료이지만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서‘통

문관지속편’이란『통문관지』의「기년속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편집과 간행이

『통문관지』전체에 해서가 아니라「기년속편」부분에 해서만 이루어진 점, 편집과 간

행을 모두 역관들이 맡아서 처리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과정이‘ ’즉, ‘원래 정해진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기사가 고종 12년,30) 고종 14년,31) 고종 20년32)

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모두‘원래의 로 간행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는『통문관지』의 간행에 관한 한 하나의 관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후 에는 刊사업

이 시작되면 으레『기년속편』의 추가 부분만을 편집한 후 판각하여 간행하고 나머지 부분

은 원 판목을 그 로 이용하여 찍어냈으며, 이에 따르는 모든 실무와 비용은 전적으로 역관

들이 담당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통문관지』가 刊 직후부터 중시되었던 경향은 앞서 조 의 사례에서 확인되었지만,

의 刊 이후에도 이 책에 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정조 7년에 敎 추천과 사

역원의 啓 이 거론되었을 때 정조는‘『통문관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데, 여기서 국왕 자신이 이미 이 책을 읽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3) 정조

21년 사행시 신 家 을 가져가는 문제에 해 논할 때 가‘원래는 인삼을 가

져갔는데 이는『통문관지』에 실려 있다’고 하여 신료들 역시 이 책에 해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34) 순조 8년 국왕이 에 관한 책을 묻자 奎는‘『통문관지』가 있는데 交

보다 에 해 더욱 상세하다’고 답변하여, 국왕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동시에 그 특성

까지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5) 특히 고종 에 이르면『통문관지』의 과 刊 사업

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당시에 그만큼 이 책을 중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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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승정원일기』, 고종 26년 8월 30일(癸 ).

30) 위 책, 고종 12년 2월 26일(甲 ). 이는 아마도 전년도인 고종 11년에 이루어진『통문관지』 刊 사업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1) 위 책, 고종 14년 11월 11일( ). 이 때 편집만 완료하고 간행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간행까지 했지

만 그 판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32) 위 책, 고종 20년 1월 22일(甲 ). 이는 아마도 고종 18년에 이루어진『통문관지』의 刊 사업을 가리

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3)『정조실록』권15, 정조 7년 2월 .

34) 위 책 권46, 정조 21년 2월 癸 .

35)『순조실록』권11, 순조 8년 5월 .



며,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커다란 압력으로 다가오는 외국과의 교섭에서 조선이 외

교 문제를 결코 등한시할 수 없었던데서 오는 현상이기도 할 것이다.

3) 체제와 내용

우선 1720년에 처음 편찬된 8권 3책의 초간본을 중심으로 그 체제를 살펴보면, 제1권에

는「 」과「勸 」을 수록하고, 제2권에는「 」, 제3권에는「 」, 제4권에는

「交 」, 제5권에는「交 」, 제6권에는「 」, 제7권에는「故 」「 」「 」「

」, 제8권에는「紀年」(인조 14-숙종 46)을 수록하 다.

1778년(정조 2)에는 앞서 살핀 로 내용의 보완과 체제의 개편을 거쳐 중간본을 간행하

게 되는데, 이 판본이 후 『통문관지』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통

문관지』의 기본 체제와 내용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초간본에서 卷하 던「연혁」과「권장」을 각각 卷하여「연혁」을 제1권, 「권장」을 제

2권으로 개편하는 바람에 나머지 모든 권들이 한권씩 려나게 되어 마지막「기년」이 제9

권으로 되었다. 그리고「기년」이후의 기사를 수록하기 위해 맨 마지막에「紀年 」을 10

권으로 덧붙 다. 사실「기년속편」은 이때 처음 신설한게 아니라 바로 직전의 중간본인

1758년( 조 34) 판본부터 나타난 것인데, 여기서는 그 이후인 조 35년부터 정조 2년까

지의 기사를 추가하 고 그 결과 자연히 분량이 늘게 되었다. 분량이 늘어나게된 데에는 이

외에도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으니, 1778년 중간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 즉

변화된 규정의 삽입 때문이었다. ‘ ’로 증보된 항목은 개 해당 의 끝부분에 記

되었는데 모두 53개로 이것만 해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 다. 이렇게해서 전체의 분량이

많아지자 부득이「기년속편」부분을 따로 하게된 결과 1778년의『통문관지』는 전체

10권 4책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연혁」은「官 」「 」「 」등 모두 6 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사역원의 연

혁이나 제도 및 현황에 해 설명하고 있다. ‘ ’항목은 7개로 각 조마다 하나씩 증보되

었으며「관제」부분에서만 2개가 증보되었다.

제2권「권장」은「 」「 」「科擧」「 」등 1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역원 관리들

의 승진이나 시험 및 포폄 등 인사문제를 다루고 있다. ‘ ’항목은 12개로「 」와「

」부분을 제외한 각 조마다 하나씩 증보되었다.

제3권「 」은「 京 」「 京 」「 擧 」등 34조로 구성되어 있는

데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에 한 준비나 절차, 중국에 보내는 문서나 예물, 

이나 중국에서의 체류 등을 수록하 다. ‘ ’항목은 27개인데「 京 」등 21조

를 제외한 13조에 걸쳐 증보하고 있으며 특히「 京 」에 4군데, 「 」에 4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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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5군데 증보하 다. 이 편의 조목 수가 가장 많으며‘ ’항목 역시 가장 많

고 상세한데, 이는 당시 조선의 외교에 있어서 아무래도 國 관계, 특히 중국에 보내는

사신 문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통문관지』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비중있게 다룬 것으

로 보인다.

제4권「 」는「 」「 」「 」등 2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오

는 에 한 과 연향, 중국사신을 맞이하는 와 절차 등을 수록하 으며, ‘ ’

항목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초간본에 비해 달라지지 않은 유일한 卷이라 할 수

있다.

제5권「交 」은「 舊 」「 」「 」등 14조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오는 사신에 한 접 와 의식, 館과 開 등을 수록하

다. ‘ ’항목은 2개로「 」와「 」조에 증보되었다.

제6권「交 」는「 」「 口 」「京 � 」등 22조로 구성되었는데 일본으

로 가는 조선 통신사행의 준비와 여정, 國 와 契, 예단과 연향 등을 수록하 다. ‘ ’

항목은 2개로「 � 」「 」조에 증보되었다.

제7권「 」은 金謹 등 期부터 활동한 역관 가운데 공적이 뛰

어난 49인을 추려 그 행적을 소개한 것이다. ‘ ’항목은 없지만, 초간본에서는 金 南을

마지막으로 수록한데 비해 여기서는 추가로 金慶 등 6인을 끝부분에 記하여『통문관

지』편찬의 주역인 김지남 김경문 를 모두 드러냈다.36)

제8권은「故 」「 」「 」「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故 」는 사역원 도제조나

역관에 관한 일화 등 사역원에 전해오는 고사를 수록하 고「 」은 사역원의 이하

하급직을 다루었다. 「 」은 이나 등 사역원의 소장 물목을 수록하 고

「서적」은 나 등 사역원의 소장 도서를 기재하 다. ‘ ’항목은 3개로「

」「 」「 」에 각각 하나씩 증보되었다.

제9권「紀年」은 期에 행해진 외교섭 가운데 사 교린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을 연 별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의 등 중국과 왕래한 외교문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636년(인조 14)부터 1720년(숙종 46)까지 85년간의 기록을 한 권으로 묶

었는데, 숙종 46년조 맨 끝에 7행을 추가한 것 이외에는 초간본과 동일하다.37)

제10권「紀年 」은 말 그 로「紀年」의‘ ’격인데 1721년(경종 1)부터 1778년(정

조 2)까지 58년간의 기사를 수록하 다. 이는 직전 판본 이후 해당 판본 간행시까지의 누락

기사를 추가하기 위한 조치로, 초간본에 비해서는 58년간, 직전 판본인 1758년( 조 3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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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실제로 김경문 등 3인은 1758년( 조 34) 중간시 이미 추가되었고 이 때에는 현덕윤 등 3인이 더 추가

되었다.

37) 이 부분 역시 1758년( 조 34) 중간시 이미 추가된 것을 이 때 그 로 승계한 것이다.



간본에 비해서는 20년간의 기록이 추가되었다.

이상이 8권 3책인 초간본과 10권 4책인 1778년 판본의 체제와 내용이다. 전체의 조목수

는 116개로 변동이 없지만 권수와 책수가 늘어난 이유는‘ ’를 통한 53항목의 증보와

「기년속편」의 추가 때문이었다. 8권까지는‘ ’의 형식으로 변화된 규정을 본문에 記

하 으며, 9권 이후부터는「기년속편」의 을 통해「기년」의 새로운 사실을 계속 추가해

나간 것이다.

이후의 刊 에서 더 이상의‘ ’는 나타나지 않지만「기년속편」의 은 계속되었

다. 즉, 판본이 刊될 때 그 시기까지의 기사를 보충할 필요가 생기자 이를 맨 마지막에

「기년속편」이란 이름으로 추가했으며, 이는 후 모든 판본에 적용되어 결국『통문관지』의

최후 판본인 1888년(고종 25) 중간본에서는 10권부터 12권까지 모두 3권의「기년속편」을

갖게 되었다.

『통문관지』최후의 刊은 1888년(고종 25)에 이루어졌는데 전체 권수는 12권 6책으로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통문관지』중간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진 판본이다. 1778년

중간본에 비해 9권 3책까지는 변동이 없고, 10권「기년속편」에서 1778년 이후 부분인 정조

3년~정조 24년 기사를 추가했으며, 순조 1년~고종 18년 기사를 수록한 제11권(제5책), 고

종 19년~고종 25년 기사를 수록한 제12권(제6책)을 추가한 결과 2권 2책이 늘어나게 된 것

이다.

『통문관지』의 내용은 이렇게 거듭된 속찬으로 꾸준히 증보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교

린 보다는 사 관계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제3-4권의「사 」에는 모두 원래의 조목이

60조, ‘ ’가 27항목 수록된데 비해, 제5-6권의「교린」에는 원 조목이 36조, ‘ ’가

4항목 수록되어 있어 일단 분량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또 제9권「기년」이하 부분은

의 등 중국과 왕래한 외교문서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관련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통문관지』가 사 관계에 치우쳐 교린 부분은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이 책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당 부터 있어왔다. 金健 는『 交

』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통문관지』는 내 증조부가 편찬한 것으로 (중략) 사역원의 으뜸가는 책이지만 관계를 위

주로 하 고 交 관계에 있어서는 단지 요점을 모아놓았을 뿐이다. (중략) 나는 동료 恭과

원래의『통문관지』를 살피고 요즘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중략) 원래의「교린」부분은 그 로

이어받고 요즘의 규정을 덧붙 다.38)

김지남의 증손인 김건서는 일찍이『통문관지』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802년에

『증정교린지』를 편찬한 것이다. 앞서 심상규가 순조에게『통문관지』를 에 관해 볼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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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交 』<규 5273>.



책으로 추천하면서 교린보다는 사 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비슷

한 시기에 같은 이유에서 이에 한 보완책이 마련된 것은 당시 신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갖

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즉,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조선의 외교 환경에도 변화

가 생기자 이제까지 國관계 일변도에서 벗어나 일본과의 외교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

고, 그런 인식의 변화가 사 중심의『통문관지』에 교린 부분을 보완한『증정교린지』의 편

찬으로 나타난게 아닌가 생각된다. 『통문관지』가 처음 편찬되어 기본 골격을 갖춘 시기가

18세기 초반이었고 편찬의 핵심인물인 김지남과 김경문 모두가 敎 출신이었다는 점

을 고려하면『통문관지』가 이러한 특징을 띠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80년 뒤에

태어나 을 전공한 김건서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39)

그는『통문관지』의 제5-6권「교린」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그

동안 달라진 규정이나 조약을 증보하 다. 이는 어찌보면『통문관지』의‘ ’처럼 보인

다. 그러나『통문관지』의 속편이『통문관지』안에서가 아니라 별도의 책을 통해서 이루어

졌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 편찬된 이 책을『교린지』라고 하지 않고 곧바로『증정교린

지』로 부른 것이다. 『통문관지』교린 부분의 부족함은 이 책에 의해 채워지고 바로 잡혀

‘ ’되었으며, 이로써『통문관지』자체도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통문관지』의

완성은 책을 처음 편찬한 김지남의 후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3. 규장각 소장『통문관지』

1) 규장각 소장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통문관지』의 중요한 간행본으로는 1720년의 초간본, 1778

년의 개찬본, 1888년의 마지막 刊 을 들 수 있다. 그러나『통문관지』의 속찬은 그 사이

에도 계속되었으니 전후 모두 10여차례 이상에 걸쳐 刊되었다.40) 에 나타나는 기록

까지 고려하면 실제 刊 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실물로 확인

되는 판본은 11종이며 이들 부분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41) 이는 앞에서 열거한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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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科 』에 의하면 김건서는 1743년에 태어나 1771년 역과에 합격한 후 敎 를 지냈다. 『증정

교린지』외에도 일본어 교재인『 』를 편찬하는 등 일본어에 능통했는데, 이는 우봉 김씨

출신 역관 가운데 전공자가 많았던 가문의 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 8) 참조.

40) 은 14회, 김종원은 17회 이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일성록』이나『승정원일기』의 기사내

용을 근거로 한 까지 포함한 숫자이다. 김종원의 위 논문 참조.

41) 규장각에는 모두 23종의『통문관지』가 소장되어 있는데 동일 판종을 고려하여 판본별로 분류하면 모

두 11종이다.



년 이후의 중간본 8종 외에 1720년, 1758년, 1778년의 간행본을 더한 것인데, 편의상 연

순으로 규장각에 소장된 판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刊 계통 : <규 731>과 <고 5120-11> 2종이 있다.

(ㄱ) <규 731> : 규장각에 소장된『통문관지』가운데 가장 앞선 판본이다. 맨 앞장에 ①

‘ ’, ②‘ ’, ③‘京 國 ’, ④‘서울 학교

’의 장서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42) 이 책은 에 규장각도서에 편입되어 일제시

조선총독부와 경성제국 학을 거쳐 해방 뒤 서울 학교로 이관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8권 3책이며 改 甲 로 찍은 활자본으로 한 면당 10 18 로 되어있다.

卷 에 김경문의 가 있는데 말미의 연 표기가‘ ’(1708년)로 기재돼 있다. 이 부

분이 1778년 이후 판본부터는‘庚 ’(1720)로 改 되어 나타난다. 8권「기년」에는 1636년

(인조 14)부터 1720년(숙종 46)까지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숙종 의 연도 표기를‘今

○년’이 아니라‘숙종 왕○년’으로 나타낸 점, 숙종의 승하와 경종의 즉위 사실을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경종 즉위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초간본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ㄴ) <고 5120-11>: 장서인이 ③만 찍힌 것으로 보아 일제시 에 된 책임을 알 수 있

다. 체제∙권수∙책수∙내용은 물론 나 , 도 <규 731>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

은 판본으로 생각되는데 단지 <규 731>에 비해 지질이 얇다.

(2) 1758년( 조34) 刊 : <규 884>의 제3책

<규 884>는 11권 4책으로 되어 있지만 완질본이 아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권이 차례

로 수록되어 있고 표지의 도서번호 라벨도 책마다‘1’‘2’‘3’‘4’책으로 붙어있어 완질

본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 있어야할 내용이 빠져있는가 하면 중복 기재된

부분이 있어 들을 모아 한 질로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제1책의 목차와 제2책

이하 본문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표지의 라벨과는 달리『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

록』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제1책의 도서번호를 <규 884의 1>로, 나머지 3책은 <규 884의 2>

로 나누어놓고, <규 884의 1>은‘제1책만 있는 으로 철종3년에 간행’, <규 884의 2>는

‘제1책이 없는 으로 순조 2년에 간행’된 것으로 분류하 다. 그러나 제2책 이하도 같

은 번호로 분류될 동일 판본이 아니다.43) 표지의 나 장서인 등이 다르고 수록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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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규장각에 소장된 부분의『통문관지』에는 이와 같은 장서인이 찍혀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을 ①, ‘ ’을 ②, ‘京 國 ’을 ③, ‘서울 학교 ’를 ④로 표

기한다.

43) 따라서 여기서는『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서 분류한 도서번호 <규 884의 1> <규 884의 2>로

구분하지 않고, 표지의 도서번호 라벨에 표기된 로 <규 884>로 표기하되 책마다 구분하여‘<규

884>의 제3책’등으로 표기한다.



중복되기 때문이다.

<규 884>의 제1책과 2책은 나머지 두 책에 비해 가볍고 맨 앞장에는 ② ③ ④의 장서인

이 찍혀있다. 제3책에는 ② ③ ④ 외에‘ ’이란 장서인이 찍혀있고, 제4책에는 ②

③ ④ 외에‘ ’이란 장서인이 찍혀있다. 따라서 <규 884>는 된 을 모아 후

에 한 질로 만든 것이 확실하다. 각각의 책에 해서는 해당 시기의 판본을 설명할 때 언급

하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1-2책은 철종 3년, 제3책은 조 34년, 제4책은 순조 2년에

간행된 중간본의 일부이다.

제3책은 다른 세 책과는 달리 활자본이며 7권부터 9권까지 수록되어 있다. 7권에는「故

」등의 조목이‘ ’없이 실려있다. 8권에는 1636년부터 1720년까지의「기년」, 9권에

는 1721년부터 1758년( 조 34)까지의「기년속편」이 실려있다. 1778년 중간본부터는 卷

가 하나씩 려서「故 」등은 8권에 수록되고 본문에‘ ’가 증보되었는데, 여기서는 그

이전의 체제를 따라서「故 」등이 7권에 수록되고‘ ’항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은 정조 이전에 간행된 판본임에 틀림없다. 또 초간본 계통의 판본은 정조 2년 이후의

목판본과는 달리 활자로 찍어냈는데 이 책 역시 활자본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책

이 조 에 간행됐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는「기년속편」의 연도표기에서 나타난다.

‘ 조 ○년’이 아니라‘今 ○년’으로 기재된 것이다. 아울러 기사의 하한선이 조34년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 책이 바로 1758년에 간행된 판본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이란 장서인도 주목된다. ‘ ’이나‘ 圭’는 가 서책에 사용한

장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44)‘ ’역시 정조의 장서인으로 생각되며 결국 이 책을

정조 이전에 간행된 책으로 판단하는데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제까지 규장각에 소장된『통문관지』를 거론할 때 조 의 판본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책이 1책짜리 으로 다른 책들과 함께 묶여서 순조 2년에 간행된 것으로 분류되

었기 때문이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조 34년 중간본은 이 한 책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이를 통해 당시 간행된『통문관지』제3책의 모습을 살펴보자.

맨 끝의「기년속편」이 9권에서 끝난다는 점, 책 표지의 우측 하단에‘共 ’이라고 기재된

점으로 볼 때 당시 판본은 9권 3책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45) 이는 1720년의 8권 3책

본과도 다르고 1778년의 10권 4책본과도 다르다. 1720년 판본과 비교하면 권차나 체제는

그 로 따르되 내용을 약간 추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8권「기년」의 맨 마지막 부분 숙종

46년 기사에서 1720년 판본에다 7행을 추가했으며, 경종부터의 기사는 9권에「기년속편」

을 신설하여 별도로 수록한 점이다. 「기년」의 숙종 46년 기사에 한 추가 기재는 17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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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규장각』4(1981), 『규장각』5(1981), 서울 학교 도서관, 卷 참조.

45) 매 책 표지의 우측 하단에‘共 ’‘共 ’등의 숫자를 기재하여 해당 의 전체 책수를 나타내고

있다.



판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1778년에 이르러 비로소 추가한 것이 아니라 조

34년에 추가한 것을 그 로 승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기년」의 추가를 위해「기년속

편」을 해 나가는 방식도 1778년 판본부터가 아니라 이 때부터 비롯되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조 34년의 간행본은 1720년 판본의 체제를 유지하는 등 초간본 계통의 전통을 이

으면서 동시에 1778년 판본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조34년 중간본의 제1~2책이 으로 남아 있어서 이를

합칠 경우 당시 판본의 완전한 재구성이 가능하다.46) 1720년 판본에 비해 내용 추가가 이

루어진 부분은 2군데인데 먼저 4권「交 」에서「연례송사」조에 10 가 추가되었다.47)

그 다음 6권「인물�에서는 金 ∙金慶 ∙ 등 3인을 記하 다.

처음에 1720년 중간본과 1778년 중간본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 1778년 중간본에서‘

’를 통한 증보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표시 없이 내용 추가를 했다는 사실이 잘 이

해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조34년 중간본의 제3책을 통해서도 규명되지 않았으니 제3책

에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는데, 제1~2책을 보고나서 비로소 해결되었다. 즉

1778년에‘ ’표시 없이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여겨지던 부분이 사실은 그 이전, 그러니

까 조 34년에 추가한 바로 이 부분들이며, 1778년에는 이를 그 로 이어받는 한편 당시

증보한 내용들은‘ ’로 처리했던 것이다. 결국 이는 1720년과 1778년 중간본 사이에서

조 34년 판본이 갖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3) 1778년(정조2) 刊 : <규 812> <규 813> <규 819> <규 1073> 4종이 있다. 10권

4책이며 목판본으로 한 면당 10 18 로 되어있다.

(ㄱ) <규 812>: ① ② ④의 장서인이 찍혀 있으며 위의 4종 가운데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

한 이다. 정조2년에 이르러 체제와 내용의 폭적인 변화를 수반한『통문관지』의 개찬

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 강을 들면 卷 등의 체제가 바뀐다는 점,

‘ ’를 통해 본문의 증보가 이루어진다는 점, 「기년속편」의 을 통해「기년」의 추가

기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밖에 초간본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卷 부분에서는 김경문의 연 가‘庚 ’(1720)년으로 改 되었으며, 그

다음에 1778년에 지은 의 刊 가 덧붙여졌다. 목차에서는 바뀐 체제와 내용상의 변

화를 반 하여 卷 를 조정하고 10권「기년속편」에 1721년(경종1)부터 1778년(정조 2)까

지의 기사를 수록하 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용서목」에서는『속 전』『문헌비고』『

』등 3종의 책을 추가하 다. 본문은 1권「연혁」부터 8권「故 」까지 초간본의 내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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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통문관지』<한 31-16>.

47) 추가된 부분은‘ 其 價 ’이다.



본으로 하되 53항에 걸쳐‘ ’를 통한 증보가 이루어졌다. ‘ ’표시 없이 내용 추가가

이루어진 부분은 7권「인물」에서 ∙ ∙ 3인을 記한 것으로, 이는 조

34년의 중간본에서 3인을 추가한데 이어 다시 덧붙인 것이다. 또 10권「기년속편」에서

조34년 기사의 맨 끝에 1항목(2 )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조34년 판본에서는 보이지않던

것으로 1778년 개찬시 추가한 내용이다. 조34년 기사 뒤에는 조35년부터‘今 ’(정조)

2년까지 기록을 추가하여 개찬 당시까지의 기사를 보완하 다.

(ㄴ) <규 813> <규 819> <규 1073>: 위의 <규 812>와 동일한 판본으로 체제∙내용∙권

차∙면수∙ ∙ 등 모든 면에 있어 동일하다. <규 813>과 <규 819> 모두 ① ② ③

④의 장서인이 찍혀 있으며 <규 813>은 <규 812> 못지않게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규

1073>은 다른 판본에 비해 지질이 얇고 좀이 슬었는데 ② ④의 장서인 외에 조선시 소장

관부의 官 으로 추정되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4) 1781년(정조5) 刊 : <규 817>, <규 1007>, <규 818>의 제1책∙제4책 등 3종이 있

다.48) 10권 4책의 목판본이다.

(ㄱ) <규 817> <규 1007>: <규 817>에는 ② ③ ④ 외에‘內閣’이라는 장서인이, <규

1007>에는 ① ② ③ ④ 외에‘內閣’이라는 장서인이 찍혀있어 이들이 원래부터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책임을 알려준다. <규 817>의 경우 제1책의 표지에는 가 없으며 책판 문양

도 나머지 세 책의 표지와는 다르지만, 규장각에 소장된『통문관지』전체 판본 중‘내각’의

장서인이 찍힌 책들은 이 두 질이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판본과 섞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이 두 판본은 완전히 같은데 직전 판본인 <규 812>와 수록 내용을 비교하면 제3책 끝까지

는 동일하다. 그러나 제4책「기년속편」의 맨 끝에는 <규 812>에 수록하지 못했던‘今 ’

(정조) 3년부터 5년까지의 기사를 추가하고 있어서 이 판본들이 정조 5년 이후에 간행되었

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는 여기에 수록된 목차와는 다르다. 이 책들의 목차에는 <규

812>와 마찬가지로 10권「기년속편」에 1721년(경종 1)부터 1778년(정조 2)까지 수록한다

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통문관지』의 중간본 판별에 있어서 정조2년 판본 이후에는 본문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

에 달라지는 부분, 즉 맨 앞책의 목차와 맨 뒤책의「기년속편」으로 刊 시기를 추정해야

한다. 정조 2년의 <규 812> 중간본부터 고종 25년의 <규 882> 중간본까지 110년간 8차례

이상의 刊이 있었지만, 제1책의 본문(1권 연혁)부터 제3책(9권 기년)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이 동일하다. 단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연 가 늘어남에 따라 마지막 책에「기년속편」을

계속 해 나갔기 때문에 끝부분이 언제까지 수록되었는가 하는 점과 이를 반 한 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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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는 <규 817> <규 818> <규 1007>이 정조 2년 간행본으로 되어있다.



의 목차 정도이다. 그런데 목차는「기년속편」이 될 때마다 바뀐 것은 아니었다. 본문의

「기년속편」에서는 정조 5년까지 수록하고 있으면서도 목차는 이전의 정조 2년판을 그 로

쓴 이 판본들처럼 목차와 본문의 수록연 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조 2년

이후 8차례 이상의 刊에 따라「기년속편」은 계속 추가되어 나갔지만 목차에서 이를 반

하여 바꾼 것은 2번에 불과하다. 1802년(순조 2) 판본과 1852년(철종 3) 판본에서 목차가

바뀌었는데,49) 이후로는 전혀 변동이 없어 심지어는 1888년(고종 25) 판본에서도 1852년

의 목차를 그 로 쓰고 있다. 이는 정조 2년 간행 당시 刻된 목판을 이후에도 그 로 사

용하여 거듭 중간본을 찍어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이

유 때문에 판본 구별에 있어서 목차는 절 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통문관지』 刊

판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기년속편」수록연 의 하한선이며, 이런 점에서 목

차만을 가지고 刊 시기를 추정하는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ㄴ) <규 818>의 제1책 및 제4책: <규 818>은 전체 4책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② ③ ④의

장서인이 찍혀 있으며, 특히 제2책과 제3책에는 이 외에도‘ ’의 장서인이 찍혀있

다.50) 제1책에는 卷 와 본문 1~3권, 제2책에는 4~6권, 제3책에는 7~9권, 제4책에는 10권

「기년속편」에 정조 5년까지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규 817> <규

1007>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판본을 정조 5년 간행본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제까지 이 네 책을 하나의 도서번호로 분류해 동일한 시기의 판본으로 생각해왔다.51)

그러나 장서인으로 볼 때 제1책∙4책과 제2~3책은 원 소장처가 달랐다고 생각되며, 이

외에도 제2~3책은 표지의 도 다른 책과는 달리 큰 씨로 쓰여졌고 인쇄상태도 선명하

고 진하게 나타나는 등 나머지 2책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한편 제1책과 4책은 표지의 문

양이나 의 필체 등이 동일하고 이러한 특징이 제2책 3책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1책과

4책은 원래 동일 판본의 한 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규장각에 상태로 있는‘희정당’장서인의 판본들이 모여서 1802년(순

조 2)의 완질본으로 구성됨을 감안한다면, ‘희정당’장서인이 찍힌 제2책 3책은 정조

5년 중간본이 확실한 제1책 4책과 일단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2~3책이

여기 끼어들어간 이유는 거듭된 과 刊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본문 내용은 거의 동

일하다는『통문관지』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제2책과 3책은 정조 2년부터는 모

두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판본과도 결합이 가능해져서 다른 판본과 섞여도 쉽게 찾아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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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802년(순조 2)의 <규 1006>과 1852년(철종 3)의‘<규 884>의 제1책’이 이에 해당한다.

50) 은 창덕궁의 內 에 속하는 건물로 조선 후기에 국왕의 居 , 즉 평소 거처로 사용되던 곳

이다. 국왕의 經 이나 등 신하들과의 만남이 이곳에서 자주 이루어졌다. 홍순민, 1999 『우리 궁

궐 이야기』, 청년사.

51)『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서는 1778년(정조 2) 판본으로, 김종원은 <규 817> <규 1007>과 함께

1781년(정조 5) 판본으로 분류하 다.



없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802년(순조 2) 판본의 제2~3책이 1781년(정조 5) 판본의

제1책∙4책과 결합하여 <규 818>로 묶여졌고, 제4책의「기년속편」수록연 에 근거해서

네 책 모두를 정조 5년 판본으로 분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규 818>의 제2~3책에 해

서는 1802년 판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5) 1795년(정조 19) 刊 : <규 796>

<규 796> 역시 10권 4책의 목판본이며 ① ② ④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제1책부터 3책까

지는 직전 판본인 정조 5년의 <규 817>과 동일한데, 제4책의「기년속편」에‘今 ’(정조) 19

년까지 수록한 것으로 보아 이 판본이 정조 19년 이후에 간행되었음을 알수 있다. 제1책 卷

의 목차는 본문 내용과는 달리「기년속편」에 정조 2년까지 수록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규 817>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6) 1802년(순조 2) 刊 : <규 1006>, <규 804의 2>, <규 818>의 제2~3책, <규 884>의

제4책 등 4종이 있는데 완질 기준으로는 2종이다.

(ㄱ) <규 1006>: 11권 4책의 목판본이다.52) ② ③ ④의 장서인 외에 조선시 소장 관부

의 官 으로 추정되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여기서는 이전 판본과 다른 점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우선 卷 의 차례가 바뀌어 맨 뒤에 있던「 」이 맨 앞으로 나왔으며,53)

정조 2년 이래 동일하던 목차가 바뀌었다. 본문을 보면 10권의「기년속편」외에 추가로 또

한편의「기년속편」이 11권으로 만들어졌다. 10권의 경우 이전 판본에서는 정조19년까지

수록됐는데 여기서는 6면에 걸쳐 정조 19년의 기사를 보충하고나서 정조 20년부터 24년까

지의 기사를 18면에 걸쳐 추가하 다. 그리고‘今 ’(순조) 1년부터 2년까지의 기사를 수

록하기 위해 11권에「기년속편」을 신설했다. 11권은 그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 하지

않고 제4책의 말미에 실었기 때문에 이 때의 중간본은 권수만 증가해 11권 4책이 되었다.

이같은「기년속편」의 증가로 인해 목차도 이에 맞게 바뀌었으니, 10권의「기년속편」에서는

1721년부터 1800년까지, 11권의「기년속편」에서는 1801년(순조 1)부터 1802년까지 수록

한다고 명기하 다. 『통문관지』중간본 전체를 통틀어 목차와 본문의 수록연도가 일치하는

경우가 드문데, 1758년∙1778년의 중간본과 더불어 순조2년의 이 판본이 그에 해당한다.

(ㄴ) <규 804의 2>, <규 818>의 제2~3책, <규 884>의 제4책: 이들 네 책은『규장각도서한

80 奎 閣 29

52) 이를 改 甲 활자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마도 <규 884>의 제3책

이 조 34년 간행 활자본이고 <규 884>의 제4책이 순조 2년 목판본인데 도서번호로는 <규 884>로

함께 분류되었기 때문에 순조2년 간행본을 활자본으로 혼동한게 아닌가 한다.

53)「인용서목」이 맨 앞에 위치한 판본은 이것이 유일하며 이후에는 다시 원래 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의 簡으로 생각된다.



국본종합목록』에서는 각각 다른 판본으로 분류된 이지만 판본 조 결과 원래는 동일

판본이었다고 생각된다.

<규 804의 2>는 1책짜리 인데 ② ④ 외에‘ ’이란 장서인이 찍혀있다. 『통문관

지』의 제1책에 해당하는데 卷 의 목차를 보면 맨 끝이 11권「기년속편」으로 여기에는

1801년(순조 1)부터 1802년까지 수록한다고 명기하 다. 따라서 이 책은 순조 2년 판본의

제1책에 해당하며 앞의 <규 1006>과 같은 판본이라 할 수 있다.

<규 884>의 제4책에도 ② ③ ④ 외에‘ ’이란 장서인이 찍혀있는데, 표지에는 큰

씨로 하 다. <규 884>는 11권 4책이지만 완질본이 아니라 된 을 모아놓은 것

으로 제3책은 조 34년 활자본의 일부로 확인된 바 있다. 제4책의 경우는「기년속편」수

록연 의 하한선으로 비교적 쉽게 간행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 11권의「기년

속편」에는‘今 ’(순조) 1년부터 2년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위 <규 804의 2>의 목차와도

일치하며 <규 1006>의 제4책의 내용과도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 책은 순조 2년 판본이라

할 수 있다.

<규 818>의 제2~3책은 1781년 중간본 설명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다. <규 818>에는

네 책 모두 ② ③ ④의 장서인이 찍혀 있으며 특히 제2책과 제3책에는‘희정당’의 소장인이

더 찍혀있다. <규 818>의 네 책이 모두 동일본으로 분류돼 있지만 제2~3책에만‘희정당’

장서인이 날인된 점, 나머지 두 책과는 표지의 나 인쇄상태가 뚜렷이 구별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제2~3책은 다른 두 책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조2년 이후

에 간행된 제2~3책은 고종 25년까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판본과 섞여도 구분해낼

수 없다는『통문관지』중간본의 특성까지도 감안한다면, <규 818>의 제2~3책은 지금 분류

된 로 정조 5년 판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순조 2년 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정리된 책들을 모아 보면 순조2년의 완질본이 하나 더 생기게 된다. 제1책은

<규 804의 2>, 제2~3책은 <규 818>의 제2~3책, 제4책은‘<규 884>의 제4책’으로 구성되는

데 전체로 보면 <규 1006> 판본과 동일하다.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 11권 4책으로 누락된

부분도 없고 목차와 본문의 수록연 가 일치하는 등 빈틈이 없다. 또 외형적으로는 모두

‘희정당’장서인을 찍었으며 표지의 도 다른 책과는 달리 동일한 필체의 큰 씨로 쓰

여졌고,54) 인쇄상태도 선명하고 진하게 나타나는 등 공통점이 많다. 특히 규장각에 소장된

전체『통문관지』가운데‘희정당’장서인과 표지의 큰 씨 는 오직 이 네 책에서만 발

견되는데, 이처럼 드물게 나타나는 특성을 이 네 책이 공유한다는 사실은 이 책들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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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 가운데 <규 804의 2> 책 표지에는 아무 씨가 없는데 이는 표지가 한겹 벗겨져 나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규 818>의 제2~3책, <규 884>의 제4책 표지를 살펴보면 일부 벗겨져 나간 흔적이 있는데

이를 비교하면 <규 804의 2>의 현재 표지와 일치한다.



한질로 묶여 같은 장소에 보관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하겠다.

(7) 1852년(철종 3) 刊 : <규 884>의 제1~2책

앞에서 <규 884>의 제3책은 1758년( 조 34) 판본, <규 884>의 제4책은 1802년(순조 2)

판본의 일부임을 밝혔다. 남은 것은 <규 884>의 제1~2책인데 두 책 모두 ② ③ ④의 장서인

이 찍혀 있으며 <규 884>의 제3~4책에 비해 가벼운 지질로 되어있고 표지의 필체가

유사하다. 또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共 ’라고 기재되어 있어 두 책 모두 5책짜리 완질본

의 일부 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 두 책은 각기 다른 판본이 아니라 원래의 동일 판본 가

운데 제1~2책이었다고 생각된다.

『통문관지』의 전체 판본을 연 순으로 배열했을 때, 체적으로 앞 시기의 판본은 무겁

고 뒷 시기의 판본은 가벼운 경향을 띤다. 이는 지질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

히 의 판본은 모두 묵직한 데 반해 철종 이후 고종 까지의 판본은 전반적으로 가벼

운 느낌을 준다. 『통문관지』에 있어서 이러한 지질의 차이는 판본의 간행연 추정이나

<규 884>와 같이 을 모아 원래의 완질본을 복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1책에는 목차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간행 연 를 추정하기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인

다. 목차의 11권「기년속편」에는 1801년(순조 1)부터 1852년(철종 3)까지의 기사가 수록되

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철종3년 이후에 刊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중간본의 연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끝부분의「기년속편」이 없기 때문에 정확

히 언제 간행되었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 때 만들어진 목차는 그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 로 계속 사용되어 1888년(고종 25) 판본까지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목차만 가

지고서는 이 책을 철종 3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전질이 5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1권 5책 체제를 유지한 1852년부터 1881년(고종 18) 사이의 중간본으로 추정될

뿐이다. 어쨌든 이 책은 철종 3년 무렵『통문관지』가 刊되었고 그 때 목차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 때 작성된 목차는 후 의 판본에서 본문

이 계속 추가되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고 최후의 판본까지 그 로 사용되

었다는 점에서『통문관지』의 최종 목차가 되는 셈이다. 

(8) 1862년(철종13) 刊 : <규 795> <상백고 951.054-G421t2> 2종이 있다. 11권 5책의

목판본이다.

(ㄱ) <상백고 951.054-G421t2>: 각 책의 맨 앞장에‘서울 학교 ’‘ 慶

’, 앞 뒷장에는‘ ’이란 장서인이 찍혀있다. 이 책들은‘ 庫’의

일부로 원래는 소장본이었는데 해방 후 서울 학교에 기증된 것이다.55) <규 795>

가 훼손이 심하고 낙장이 많은데 비해 이 책은 缺 된 면이 하나도 없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82 奎 閣 29



좋은 이다. 목차는 철종3년의 중간본과 같다. 그러나 본문 내용에서는 11권「기년속

편」에 1801년부터‘今 13년’즉 1862년(철종 13)까지 수록하고 있어서 이 판본이 철종13

년 이후에 간행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11권의 분량이 많아지는 바람에 이전처럼 10권

과 함께 제4책에 모두 수록하지 못하고 11권을 따로 떼어내서 이를 제5책으로 만들어 모두

11권 5책이 되었다. 수록기간에 따라 분량이 늘어나는「기년속편」의 특성상 이러한 卷 의

변화는 그 이전, 적어도 철종3년 刊 에는 이미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헌종 의

중간본이나 철종 3년의 완질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제5책의 경우 앞의 제1~4책과는 달리 가 일정치 않고 들쑥

날쑥하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철종 의 기사를 수록한 책 뒷부분으로 갈수록

자가 커지고 넙적해지는 등 均 을 잃어 가는데 이러한 변화는 부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판심을 보면 제5책 안에서 여러 종류의 이 섞여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정조 2년 판본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던 內 2 가 순조14년 기사를 수록한 15

부터는 3 으로 바뀌고 있다. 또 판심 안의‘ 館 ’ 역시 헌종 3년 기사 부분인

36 와 철종8년 부분의 56 등 여러 곳에서 자가 커지고 넙적해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제5책 판목의 은 후 에도 계속되었다. 고종 11년과 18년의

刊 에도 5책「기년속편」의 은 계속되었는데 이전에 3 으로 바뀌었던 판심의 가

고종 12년 기사의 시작인 87 부터 다시 2 으로 바뀌는 등 이전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한 책 내에서의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순조 이후 부분을 수록한 제5책의 이러한 경향은 정조 말년까지 수록한 제4책 이전 부

분의 가지런하고 된 모습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19세기 이래 거듭된「기

년속편」의 으로 인한 刻 추가, 잦은 刊으로 인한 판목의 刻 등『통문관지』의 빈

번한 刊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ㄴ) <규 795>: ② ④의 장서인이 찍혀있는데 좀이 슬어 훼손이 심하고 각 책의 앞 뒷장

이 缺 되는 등 보존상태가 불량하다. 위의 <상백본>과 비교하면 11권 5책을 모두 갖추고

목차나 본문 내용 역시 동일하지만 제1책의 뒤 1장, 제2책의 앞 1장, 제3책의 앞 1장, 제4책

의 앞 2장과 뒤 1장, 제5책의 뒤 2장이 결락되어 없어졌다. 특히 제5책의 끝부분 11권「기

년속편」의 경우 마지막이‘今 ’(철종) 12년으로 끝나고 있지만, 완질인 <상백본>을 보면

없어진 맨 뒤의 2장에‘今 ’(철종) 13년 기사가 실려있기 때문에, 이 판본은 철종12년이

아니라 철종 13년의 중간본으로 봐야 할 것이다.

김종원은『통문관지』의 새로운 판본을 3종 추가하면서 그 하나로 철종12년 판본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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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庫 는 1940~50년 에 서울 학교에 재직한 교수, 가람 岐 교수, 

교수 등의 생전 중에서 분리해 낸 고서들이다. 이 책들의 분류기호에는 원 소장자의 아호인

‘ ’, ‘가람’, ‘ ’이 머리에 표시되어 있다.



하 다.56) 이는 이미 알려진 철종13년 판본과는 다른 것으로 서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

다고 했는데, 도서번호를 명기하지 않아 어떤 책을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책을 두고 한 말로 생각된다.57) 철종 12년 刊의 근거로「기년속편」에 철종 12년까지 수

록돼 있음을 들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상백>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규 795>의

불완전한 내용만을 가지고 추정한 것으로 보이며, 철종 12년에 刊을 하고나서 불과 2장

의 기사를 추가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해에 刊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9) 1874년(고종 11) 刊 : <규 551>

11권 5책의 목판본으로 ① ② ③ ④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표지에 등 기재사항이 전

혀 없다. 제1책부터 4책까지의 내용은 이전 중간본과 완전히 동일하며 5책만 뒷부분의 추

가 기재로 인해 달라진다. 직전 중간본에 비해 추가된 내용은 제5책의 11권「기년속편」에

서 1863년(철종 14)년부터‘今 ’(고종) 11년, 즉 1874년까지의 기사를 덧붙인 것이다.

(10) 1881년(고종 18) 刊 : <규 108> <규 797> <규 883> <고 4206-79> 4종이 있다.

11권 5책의 목판본이다.

<규 883>: 나머지 3종의 판본에 비해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이다. ① ② ③ ④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제1책부터 4책까지의 내용은 이전 중간본과 동일하며 5책 뒷부분만 다

르다. 직전 중간본에 비해 추가된 내용은 제5책의 11권「기년속편」에서 1874년 중간본의

마지막 부분인 고종11년조에 1항목(2 )을 추가하고나서 이후‘今 ’(고종) 12년부터 18년

(1881)까지의 기사를 덧붙인 것이다.

<규 108>에는 ② ③ ④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해 改 하 다. 표지

는 제4책을 제외하고는 원 표지 위에 새로운 표지를 덧씌웠으며 이나 도 다시 하

다.58) 즉, 본문에 곰팡이나 얼룩이 심해 배접을 새로 하 는데 특히 각 책의 앞 뒷부분이

심하다. 제4책만 원형 그 로 개장을 하지 않았다. 수록 내용은 <규 883>과 동일하다.

<규 797>에도 ② ③ ④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각 책의 앞 뒷부분에 좀이 슬고 훼손이 있

는데 그 정도가 <규 108>보다 심하다. 제1책 뒤 1장의 2/3가 훼손되었으며, 제2책의 앞

1장, 제3책의 앞 1장과 뒤 2장, 제4책의 앞 1장과 뒤 1장, 제5책의 앞 1장과 뒤 1장이 결락되

어 없어졌다. 수록 내용은 <규 883>과 동일하다.

<고 4206-79>에는 장서인이 ③ 하나만 찍혀있어 일제시 에 경성제국 학 도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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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김종원, 위 논문, 191~194쪽.

57)『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도 이 판본은 철종 12년 간행본으로 되어 있다.

58) 표지 改 을 거듭한 탓인지 제5책의 경우 원 표지를 포함한 전체 표지가 모두 3장이나 된다.



들어온 책임을 알 수 있다.59) 표지나 본문 모두 훼손이 있어 改 과 배접을 거쳤다. 각 책

모두 원 표지 위에 없이 새 표지를 덧씌웠으며, 각 책의 앞 뒷부분에 좀이 슬고 제4책

의 뒷부분부터는 곰팡이가 심해져 제5책은 전체를 배접하 다. 전체 다섯 책의 수록내용은

<규 883>과 동일하지만 그 가운데 두 책 표지의 도서번호 표시 라벨이 서로 바뀌어 부착되

어 있다.60) 즉 제3책에는 권11의「기년속편」1801~1881년 기사가 수록되어 있으니 이는

<규 883>의 제5책에 해당하며, 제5책에는 7권~9권까지의 내용이 실려 있으므로 이는 <규

883>의 제3책에 해당한다.

(11) 1888년(고종 25) 刊 : <규 882>

거듭된『통문관지』 刊의 최종판이며 12권 6책으로 분량도 가장 많다. ① ② ③ ④의 장

서인이 찍혀 있다. 목차는 철종 3년 刊 이래 사용해오던 것을 그 로 찍어낸 탓에 전체가

11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권수는 12권이다. 목차에 명기된 11권의 수록연 도 1852년(철

종 3)까지 되어 있지만, 본문 내용은「기년속편」이 1888년(고종 25)까지 수록되어 있어 이

판본이 고종 25년 무렵에 刊된 것임을 알려준다.

제1~5책까지는 직전 판본인 고종 18년 중간본의 내용과 동일하며 그 이후 추가 수록분,

즉 고종 19년부터 25년까지의 기사를 싣기 위해 12권을 신설하고 이를 하여 제6책으로

한 것이다. 12권이 실린 제6책은 불과 15장 정도로 나머지 다섯 책에 비해 분량이 단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의 이 통일되고 가지런하여 제5책의 이 불균형하고 판심

이 일치하지 않던 경향과는 조를 이룬다. 제6책에서는 판심의 도 원래 로 內

2 으로 바뀌었다.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판본의 수록내용을 1778년(정조 2)의 중간본과 비교해보면

제1~3책, 즉 제1~9권까지는 동일하다. 단지 제1책 卷 에 실린 목차의 경우 1802년(순조

2)과 1852년(철종 3) 등 두 차례에 걸쳐「기년속편」에 추가된 수록연 를 반 하기 위해 약

간 바뀌었을 뿐이다. 『통문관지』의 거듭된 과 刊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결국 맨 끝의

「기년」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년」부분은 제3책 끝에 실린 9권부터 시작한다. 9권에는

1636년(인조 14)~1720년(숙종 46)까지 85년간의 기사가 실려있는데 이 부분은 정조 2년 당

시 이미 확정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1888년까지 전혀 변동이 없다. 제4책은 10권「기년속

편」으로 1721년(경종 1)~1800년(정조 24)까지 80년간의 기사, 제5책은 11권「기년속편」으

로 1801년(순조 1)~1881년(고종 18)까지 81년간의 기사, 제6책은 12권「기년속편」으로 그

이후 7년간의 기사를 수록하 다. 정조 2년 이후 刊될 때마다 10권 이하「기년속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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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 이 판본은‘간년미상’으로 되어 있다.

60) 이는 다른 판본과는 달리 원 표지의 아래 표시된 가‘�’‘ ’‘ ’‘ ’등 으로 기

재되어 있어 분류시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분이 추가되어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 권수와 책수를 늘려나갔다. 개 80년을 주기로 卷

과 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유로 제6책의 분량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부득

이 제5책에서 분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정조 2년의 개찬 이래 목차를 제외한 본문 1~9권까지는 동일하고 10책 이후「기년

속편」의 이후 부분만 계속 추가되는 방식으로『통문관지』의 속찬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12) 기타: <804의 1>

이 책은『통문관지』의 제2책(제4~6권)으로 한 책짜리 이다. 목판본이며 ② ④의 장

서인이 찍혀있다. 이 책만으로는 간행연도를 추정하기가 불가능한데, 『통문관지』의 제2~3

책은 정조 2년의 <규 812> 판본 이후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목차가 있는 제1책이나「기

년속편」이 수록된 마지막 책의 경우, 그 책 자체만 가지고도 간행연도를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책처럼 間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무런 단서가 없다. 같은 間 부분에 속하면서도

<규 818>의 제2~3책 경우에는‘희정당’이라는 장서인과 표지 및 인쇄상태의 특징으로 동

일 판본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이 책의 경우는 특별한 장서인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어

렵다. 결국 이 책은 정조2년 이후 간행된 중간본의 일부라는 사실만 확인되는 셈이다.61)

이상과 같이 규장각에 소장된『통문관지』판본 11종을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은 간행연도와 간행회수이다. 이 논문에서 표기하고 있는 각 刊 들의 간행연도는 편의

상「기년속편」수록연 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간행 연도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1720년과 1778년 중간본처럼 당시의 간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기년속편」의 마지막 기사가 실린 연 를 간행연도

로 표기한 것이다. 또 여기서 검토한 판본 11종도 현재 남아있는는 刊 만 따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刊 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실제로『일성록』이나『승정원

일기』등의 사료에는 지금 전하지 않는 판본에 한 刊 기록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

다.62)

한편『통문관지』에 한 이전의 논문들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刊 들을 크게 둘로 나누

기도 하 다. 즉, 체제를 바꾸고 내용을 크게 보완한‘改 ’과 체제는 그 로 유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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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는 이 책을 정조 5년 간행본으로 보았지만 근거가 없다.

62) 주 3)의 논문들에 의하면 순조 20년, 헌종8년, 철종 5년, 철종 7년, 고종 12년, 고종 20년의 刊 기록

이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고종 14년과 고종 26년에도 刊에 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기록의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간행사업에 한 것이므로 지금 남아있는 중간본과

중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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刊年 1720년 1758년 1778년 1781년 1795년 1802년 1852년 1862년 1874년 1881년 1888년

소장본 규 731 등 규 884의 3책 규 812 등 규 817 등 규 796 규 1006 등
규 884의

규 795 등 규 551 규 883 등 규 882
1-2책

권책 8권 3책 9권 3책 10권 4책 11권 4책 11권 5책 12권 6책

인쇄 활자본 활자본 목판본 목판본 목판본 목판본 목판본

김경문서 김경문서 김경문서

( ) ( ) (庚 )

이담중간서

卷 목차 끝: 목차 끝:

1책 목차끝부분: 목차 끝: 목차 끝: 11권 11권

9권 10권 1801-1802 1801-1852

8권 紀年 1721-1758 1721-1778

1권 1권

勸 2권 勸

2권 3권

3권 3권 4권

2책
4권 交 4권 交 5권 交

5권 交 5권 交 6권 交

6권

6권

7권 故 등 7권 故 등 7권

3책 8권 紀年 8권 紀年 8권 故 등

1636-1720 9권 9권 紀年

1721-1758

10권

1721-1800

4책
10권 10권 10권

10권
1721-1778 1721-1781 1721-1795

11권

1801-1802

5책
11권 11권 11권

1801-1862 1801-1874 1801-1881

6책
12권

1882-1888

<표 1> 규장각 소장『통문관지』의 판본별 체제와 내용

* 제1책의 卷 에는 판본 구별에 있어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하 다. ‘목차끝’이란 목차에 수록된 마지막

권과 수록연 를 나타낸다.

* 마지막 책의‘ ’이란「기년속편」을 나타내며 본문의 마지막 권과 수록연 를 나타낸다.



「기년속편」만 추가한‘ ’으로 구분하고, 1758년( 조 34)∙1778년(정조 2)∙1802년

(순조 2)∙1852(철종 3)년에 간행된 중간본이 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에 속한다고

하 다.63) 그러나 각 중간본의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改 ’이라고 부를만한 것은 실제

로 체제개편과 내용보완을 통해 폭적인 개찬이 이루어진 1778년 중간본 정도가 유일하

다고 하겠다. 나머지는 그 이전 중간본의 내용을 약간 보완하거나「기년속편」을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고 특히 1852년 중간본은 완질이 남아있지 않아 전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

정이다. 다만 이 4종의 중간본이 나머지 다른 중간본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들에게서 공

통적으로 바뀐 목차가 나타난다는 사실인데 이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改 ’으로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런 구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전체 판

본 가운데 내용이나 체제, 간행방식이나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요한 판본으로

는 1720년의 초간본과 1778년의 개찬본, 그리고 1888년 최종 중간본을 꼽는 것이 더 의미

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 기타 소장본

(1) 장서각 소장본: <2-2044>

11권 5책의 목판본으로‘ 家 ’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제1책의 목차에는 11권

「기년속편」에 철종 3년까지 수록한다고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 본문 끝을 보면 11권「기년

속편」에‘今 ’(철종) 13년까지 수록되어 있어서 이 책이 1862년(철종 13) 刊 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규장각에 소장된 <상백고 951.054-G421t2>와 동일하다.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ㄱ) <고 2107-58>: 제1책~4책까지 네 책만 있는 으로 목판본이다. 제1책의 목차에

는 맨 끝부분에 11권「기년속편」에 철종 3년까지 수록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정조 24년까지 수록된 제4책을 마지막으로 그 뒷부분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기

년속편」이 언제까지 수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책들만 가지고 刊 연 를 추

정하기는 어렵고 단지 철종 3년 이후의 중간본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ㄴ) <고 2107-59>: 12권 6책의 완질본으로 목판본이다. 제1책 목차에서는 11권「기년속

편」에 철종 3년까지 수록한다고 되어있지만, 본문을 보면 12권「기년속편」에 고종 25년까

지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88년(고종 25) 중간본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규 882>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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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한 31-15>: 10권 4책으로 목판본이다. ‘ 館 ’의 장서인이 찍

혀있다. 제1책 목차에는 10권「기년속편」에 정조 2년까지 수록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본문에도 정조 2년의「기년속편」까지 수록되어 있어서 이 책들이 1778년(정조 2)에 간행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규 812>와 동일하다.

(ㄹ) <한 31-16>: 제1~2책까지 두 책만 있는 으로 활자본이다. ‘

’‘ 館 ’‘ ’외에 특히‘ ’의 장서인이 찍

혀 있어 주목된다. 표지의 아래‘ ’‘ ’로 기재되어 있어 이 중간본의 한 질이 원래

3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활자로 간행되었다는 점, 김경문의 서문 작성연

도가‘ ’로 기재된 점, 이담의 중간서가 없는 점, 본문의 卷 가 1720년의 초간본 계통

과 동일하다는 점, 본문에‘ ’의 증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중간본은 정조 이

전의 판본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제1책 목차에 끝부분이 9권「기년속편」 (1721년)부터

(1758년)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들은 조34년 중간본의 일부라는 사실

이 확실하다.

조 34년 중간본은 원래 9권 3책인데 지금 이 책들이 앞부분의 두 책(6권 2책)에 해당되

며, 규장각에 소장된‘<규 884>의 제3책’은 뒷부분의 한 책(3권 1책)에 해당하니, 이를 합

치면 당시에 간행된 중간본의 완질이 된다. 이로써 1758년에 중간된 조34년 판본의 전모

를 알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더 나아가 1778년의 중간본이 어떤 수정과 증보를 거쳐 개찬

되었는지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앞서 규장각 소장‘<규 884>의 제3책’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34년 중간본은 1720년 판본의 본문 내용에‘ ’표시 없이 약간의 증

보를 가하고, 8권「기년」뒤에 제9권의「기년속편」을 하여「기년」을 추가해나가는 방

식을 취하 다. 1778년의 중간본에서는 이를 그 로 수용하는 한편, 새로운 내용 보완은

‘ ’라는 형식을 취하여 이루어내고 있다. 한편 卷 의 구성에 있어서는 1720년 판본과

동일한데 다만 9권에「기년속편」을 신설하는 바람에 제3책의 분량이 많아진 탓으로 를

조정하 다. 즉, 1720년 판본에서는 제3책의 앞머리에 놓 던 제6권「 」을 제2책으로

옮겨 끝부분에 수록하고 있다.

(ㅁ) <한 34-24>: 목판본이며 전체 제12권 6책 중 뒷부분 4책만 있는 이다. ‘

’‘ 館 ’‘ 局 ’등의 장서인이 찍

혀 있다. 제3책의 7권「 」부터 제6책의 제12권「기년속편」까지 남아 있는데, 맨 뒤에

‘今 ’(고종) 25년까지 수록된 것으로 보아 1888년 중간본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남

아 있는 부분은 규장각에 소장된 <규 882>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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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이상에서『통문관지』의 편찬과 刊 과정을 살펴보고 규장각에 소장된 모든『통문관지』

를 刊 연도에 따라 판본별로 정리하 다.

『통문관지』는 사역원의 연혁과 관제, 규정과 고사를 정리한 관서지로 사 교린에 관련

된 외교 자료까지 망라한 책이다. 맨 처음 편찬은 숙종 말년에 사역원 역관을 지낸 김지남

김경문 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는데, 8권 3책의 초간본은 1720년에 역관들이 를

내어 활자로 간행하 다. 조 에 과 刊을 거치는데 본문에 별도의 표시없이 약간

의 증보를 가하고 맨 끝「기년」부분의 추가를 위해「기년속편」을 신설하 으니, 「기년속

편」의 은 이에서 비롯하 다.

그 후 정조 2년에 이르러 내용의 보완과 체제의 개편을 통해 폭적인 개찬이 이루어졌

다. 사역원 역관 이담 등이 중심이 되어 개찬을 추진한 결과「기년속편」의 추가는 물론, 달

라진 규정의 삽입을 위해‘ ’를 증보하고 전체 권수를 조정하여 10권 4책으로 다시 태

어났다. 이처럼 정조 초반에『통문관지』의 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시 관서지

를 집중적으로 편찬하던 시 적 분위기를 반 한 것으로 이 역시 관서지 편찬사업의 일환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찬된『통문관지』는 역관들이 사재를 내어 목판으로

간행하 다. 이후의 중간본들은 이 때의 판본을 기준으로 하여 끝부분의「기년속편」만 추

가했을 뿐 기본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모두 목판으로 刊되었다. 따라서 정조2년의

중간본은 내용이나 체제, 간행방식 등 모든 면에 있어서 후 중간본의 표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하는 통문관지 판본으로 볼 때 그 후에도 에 2차례, 순조 에 1차례, 철종

에 2차례, 고종 에 3차례 등 8차례에 걸친 刊이 있었지만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었고

「기년속편」이 늘어남에 따라 권수나 책수가 증가되었다. 고종 25년에 이르러 12권 6책의

『통문관지』가 刊되었는데 이것이『통문관지』의 최후 중간본이다.

이처럼 빈번하게 거듭된『통문관지』의 과 刊은 개 역관들의 힘으로 이루어졌

다. 그들이 편집을 담당하는가 하면 간행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그들 몫이었다. 1720년의

편찬과 초간, 1778년의 개찬과 간행은 물론, 그 후 거듭된「기년속편」의 과 刊도 역

관들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니, 『통문관지』에 관한 한 이러한 간행방식이 하나의 관례가 되

었다. 이는『통문관지』가 다른 관서지와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규장각에는 모두 23종의『통문관지』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를 판본별로 분류하면 11종

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잘 알려진 판본도 상당수 있으나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판본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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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잘못 분류되어 간행연 추정에 혼란을 준 경우도 있었다. 이는 규장각 소장 판본이

워낙 많은 탓에 이를 일일이 조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본 검토와 조 작

업 결과 얻어진 성과 가운데 의미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 동안 으로 분류됐던 <규 884>의 네 책 가운데 두 책이 원래의 판본을 찾게

되었다. <규 884>의 제3책은『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는 <규 884의 2>로 다른 책들

과 함께 순조 2년 간행본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조 34년 중간본의 일부로 밝

혀졌다. 비록 한 책짜리 본이지만 이 책을 통해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조 34년 판본

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조 34년 중간본의 나머지 두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

어 있어 이들을 합칠 경우 9권 3책의 완질본을 구성할 수 있다.

<규 884>의 제4책은 순조 2년 간행본으로 책 후반부의「기년속편」수록연 를 통해

刊 연도는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한 책짜리 으로 남아 있었다. 이 책에 찍힌‘희정당’

장서인, 표지의 , 인쇄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른 판본의 책 가운데 이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 책을 찾아낸 결과 순조2년 중간본의 완질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규장각에 소장된『통문

관지』가운데 이러한 특징을 지닌 책은 위의 책을 포함하여 모두 네 책뿐인데, 이를 모으면

11권 4책으로 당시의 완질본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규 804의 2>는 원래부터 한 책

짜리 으로 이는 순조2년 판본의 제1책에 해당한다. <규 818>은 원래 정조 2년 간행본

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인데, 이 가운데 제2~3책은 위의 특징과 일치하기 때문에 <규 818>

의 나머지 두 책과 분리해서 순조2년 판본의 제2~3책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여기에 맨 처

음 언급한 <규 884>의 제4책이 순조 2년 판본의 제4책이 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치면 결

국 순조2년 판본의 완질본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셈이다.

한편 <규 818>의 나머지 제1책과 제4책은「기년속편」의 수록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조 2

년이 아니라 정조 5년의 간행본으로 확인되었다.

『통문관지』는 숙종 에 편찬이 시작되었으니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관서지 가운데

하나이다. 또 관서지 편찬이 가장 활발했던 에 폭적인 개편을 거쳐 기본적인 체제

와 내용을 확정하 으며, 이후 고종 까지 110년간 8차례 이상 刊되었다. 刊 부

터 따지면 168년간 최소한 11차례 이상 간행된 셈이다. 그 결과 다른 어느 관서지보다도 가

장 많은 판본을 지금까지 남기고 있는데,64) 이는『통문관지』가 조선 후기에 그만큼 중시되

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통문관지』는 이와 같이 거듭된 과 刊을 통해 사 교린의 외교관련 자료를 정리

수록하여, 국왕이나 뿐 아니라 ∙ 官 등 외교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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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규장각에 소장된 관서지 중 종수가 가장 많은 것은『홍문관지』로 75종에 이르지만 부분이 정조 8년

에 편찬 간행된 이며 그 외 이 1종, 高 이 2종 더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판본은 크게

보아 이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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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편람 역할을 수행하 다. 사실 사 교린을 모두 망라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의 외교관계를 중시하여 부분에 치우친 점은 분명 이 책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뒤이어 편찬된『 交 』에 의해 보완되었다. 『통문관지』의 편찬자 김지남

의 인 김건서에 의해 편찬된『증정교린지』는『통문관지』의 交 부분을‘ ’함으로

써 이제까지 사 부분보다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문제점을 해결하 다. 비록『통문관지』

안에서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책으로 보완된 것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로써『통문관지』자체도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통문관지』의 완성은 책을 처음 편

찬한 김지남의 후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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