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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旗圖�의 해제  연구 *

� 국기로 보는 한제국기의 세계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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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各國旗圖�는 한제국의 국기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를 담고 있는 소책자이

다. 채색 필사로 38개국의 국기와 련 기 63 을 수록한 이 책에는 서문과 간기가 없어 정확한 

제작 목 과 간행 시기를 알기 어렵다. 

개항 이후 11개국과 수교통상 조약을 맺은 한제국에서는 각 나라들의 상징 기호인 국기와 

련 깃발에 한 정보를 外部를 심으로 악하고 있었다. 이는 주한 외국공사 을 비롯하여 

각 항구나 포구에 정박하는 배의 리에도 필요하 다. 따라서 국기 련 정보의 리는 외부에

서 이루어졌고, �各國旗圖�도 外部에서 외국 공   선박 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제작했을 것

으로 여겨진다.

1900년에 학부에서 목  인쇄로 간행한 ｢世界全圖｣에는 �各國旗圖�와 유사하게 36개국의 국기

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 학교나 신문에서는 세계에 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었으며, 이 지도는 

학생들에게 세계에 한 지리 인식을 심어주는 교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各國旗圖�도 

19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제국의 세계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핵심어 : 各國旗圖, 國旗, 大韓帝國, 萬國旗, 萬國地誌, 世界全圖, 外部, 太極旗, 學部

* 본 논문은 藜  金載元博士 기념사업회 학술연구기 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서울 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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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各國旗圖�는 한제국 국기를 비롯한 각 나라의 국기 그림을 彩色筆寫로 18면

에 담은 소책자로서, 서울 학교 도서 과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이하 장서각)

에 각각 1부씩만이 소장되어 있다. 서울 학교 소장본은 재 규장각 한국학연구

원(이하 규장각)에서 보  리하고 있다. 두 기 에 소장되어 있는 책의 크기는 

32×22cm로서 동일하며 5  선장(線裝)으로 제책되어 있는 도 같다. 다만 서울

학교 소장본이 도상과 씨는 알아볼 수 있으나 보 과정에서 물에 젖었던 듯 

색깔이 흐려져 분별하기 어려운 반면 장서각 소장본은 도상과 씨는 물론 채색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이 다르다. 

�各國旗圖�에는 표지에 “各國旗圖”라고 쓰여 있으며 각 장에 국기  련 기 

도상이 있고 국명 는 기명이 한자와 한 로 병기되어 있다.<그림 1, 2> 따로 序

文이나 刊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작 연 나 간행의 이유를 악할 수 없

다. 한 재로서는 이 책에 해 언 이 이루어진 련 자료가 악되지 않는다. 

다만 첫 장에 “大韓帝國”이라고 태극기의 국명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제작이 한제국기인 1897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따름이다.
1)1)

이 두 책은 필사본으로서, 목 이나 석 으로 인쇄되었다면 복본이 남아 있겠지

만 재로서는  찾을 수 없는 으로 미루어, 량으로 인쇄되지는 않은 것으

로 보인다. 그 다면 이 책은 어떤 연유로 만들어졌을까?  이 책 안에는 한제

국을 포함하여 38개국의 깃발 63 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어떠한 이유

로 수록되었으며, 이러한 깃발들을 수록하여 얻고자 했던 지식은 무엇이었을까? 

이 은 �各國旗圖�에 한 이러한 의문에 하여, 일차 으로는 �各國旗圖� 책자

1) 왕실도서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  서지. http://yoksa.aks.ac.kr/jsp/aa/InfoView.jsp?aa10no 

=kh2_je_a_vsu_30544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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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책을 제작하고 활용하게 된 배경에 해 규명해 보고

자 한다.

<그림 1> 서울 학교 도서  소장 

�各國旗圖�(古 4635) 표지. 

32x22cm, 채색필사본.

        <그림 2>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各國旗圖�(K3 0544) 

표지, 32x22cm, 채색필사본.

 

2. �各國旗圖�의 분류 방식과 소장 연원의 고찰

�各國旗圖� 는 간행 연 나 발행처가 나와 있지 않고, 제작의 의도를 알려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격을 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규장각과 장서

각에서는 그 분류가 조 씩 다르다. 

규장각에서는 �各國旗圖�의 서지사항에 해 편자, 간행지, 간행자를 미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간행 연도는 20세기로만 명기하고 있다. 형태사항에 해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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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9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彩色圖가 있고 크기는 32 × 22cm으로 되어 있다.
2)

2) 

주제에 따른 분류로는 1981년에 서울 학교 도서 에서 펴낸 �奎章閣圖書 韓國本

綜合目 �에 史部의 地理類에서 地圖 가운데 其他로 되어 있다.
3)

3)�各國旗圖�의 특

성이나 소장 연원을 악하고자 규장각 련 목록집을 부 살펴보았으나 이 종합

목록이 �各國旗圖�가 처음으로 목록화된 책이었다. 규장각에서 발행한 해제집에는 

아직 �各國旗圖�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이태진이 태극기에 해 고찰하면

서 이 자료를 소개하여, 태극기가 수록된 자료로서 알려져 있을 따름이다.
4)

4)�各國

旗圖�의 소장 연원을 추 한 끝에, 서울 학교 앙도서 에 �各國旗圖�의 입수 

당시 카드가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이에 따르면 이 책은 일제 강 기인 

1939년에 경성제국 학 도서 에 입수된 것이다. 경성제국 학 도서  소장 도서

들은 해방 이후 서울 학교 도서 으로 인계되었으며, 이 에서 일부 고도서를 

규장각으로 탁하여 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리하고 있으며, 재 규장

각에 있는 �各國旗圖�도 그러한 책의 하나이다.

장서각에 소장된 �各國旗圖�는 일제강 기 창경궁에서 왕실 련 도서를 수장하

고 있던 원 장서각이 해방 뒤에 문화재 리국 산하로 소속된 뒤인 1971년에 발간

된 �藏書閣所藏古圖書目 �에 목록화되어 있다.
5)

5)이 책에서 �各國旗圖�는 史部의 

政書類에서 기타로 분류되어 수록되었는데, 장서각에서는 역시 편자는 미상이나 

‘ 한제국’이라는 표기에 근거하여 “光武-隆熙년간”으로 시기를 밝  놓았다. 제책

에 해서도 線裝으로 되어 있으며 9張으로 이루어진 1冊으로 圖가 포함되어 있고 

길이 32.6cm로  있으며 사항도 규장각과 마찬가지로 寫本으로 기록하 으

2) http://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m& 

lclass=AL&ntype=sj&cn=GR32971_00

3) 서울大學校 도서  編, 1981 �奎章閣圖書 韓國本綜合目 � 下, 서울大學校 도서 , 1194면. 

이러한 체제는 1994년에 서울 학교 규장각에서 펴낸 �修訂板 奎章閣圖書 韓國本綜合目 � 

에서도 그 로 따르고 있다.

4) 李泰鎭, 1998 ｢ 한제국의 皇帝政과 ｢民國｣ 정치이념: 國旗의 제작․보 을 심으로｣, �韓國

文化� vol. 22, 233-276면.

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藏書閣, 1971 �藏書閣所藏古圖書目 �,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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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만 紙質을 洋紙로 밝히고 있는 이 다르다. 장서각에서 분류한 史部의 政書

類에서 기타에는 光武 6(1902)년에 작성된 �國內寺刹細則�이나 隆熙 3년(1909) 순

종의 西巡幸 당시 �德壽宮間電報�  한일합방 뒤인 大正 시기에 작성된 문건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各國旗圖�가 한제국 시기에 작성된 것이나 그 구

체 인 성격은 밝 지지 않았기 때문에 략 유사한 시기의 문건들과 함께 기타로 

분류하여 목록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 장서각에서는 �各國旗圖�를 子部, 

藝術類, 繪畵에서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6)

6)아마도 왕실 계 도서도 감상 회화도 

아닌 이 국기 그림책의 분류와 성격 규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로 정

리하면서 그림이라는 이유로 술 부분의 회화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

기에서도 역시 감상회화가 아니기 때문에 �各國旗圖�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장서각본 �各國旗圖�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면의 쪽에 ‘藏書閣印’이  

있다. 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가운데 ‘奉謨 印’이나 ‘李王家圖書之

藏’인이  있는 것은 비교  소장 연원이 오래된 것이다. 이왕직 도서실에서는 

궁내부 규장각 도서과에서 보 하던 5,353부 100,187책과 기록과가 보유하고 있던 

서  444책, 구사실에서 보 하던 67책, 제의실에서 보 하던 180책, 그밖에도 조

사실, 인사실, 선무실, 박물 , 종지계 등에서 131책, 친 와 시 가 소장해 온 

군 계 자료 510책 등을 포함하여 1910년 3월부터 1914년 4월까지 2,083책에 이

르는 조선  도서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7)

7)1914년에는 36,593 책을 바탕으

로 �李王職圖書室 藏書目 �을 발간하 다. 1929년에는 연경당에 소장되어 있던 

왕실 련 자료 3,397책, 병 계 자료 142책도 수합하 으며, 이 무렵까지 이왕

직 도서실에 소장된 책에는 ‘李王家圖書之藏’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날인이  있지 않고 ‘藏書閣印’만이 있는 책을 이종묵은 1918년에서 1923년 사

이에 수집된 책에 히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 다.
8)

8)藏印을 바탕으로 짐작한다

면 장서각본 �各國旗圖�는 1910년  말에서 1920년  반에 이왕직 도서로 수집

6) http://yoksa.aks.ac.kr/jsp/aa/InfoView.jsp?aa10no=kh2_je_a_vsu_30544_000

7) 千惠鳳, 1996 ｢장서각의 역사｣, �장서각의 역사와 자료  특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7-52면.

8) 이종묵, 2003, ｢장서각  수집 고문서 자료의 정리실태와 망｣, �국학연구�, Vol. 2,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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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가 이를 해방 후에 한민국 정부가 리하던 것이 1962년에 문화재 리국

으로 이 되었고, 1981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설립되고서 재의 한국학 앙

연구원 장서각 소장 도서가 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듯이 �各國旗圖�는 서울 학교 도서 과 장서각에 소장된 도서 가

운데서도 상당히 늦게 목록화되었으며, 특성이 제 로 규명되지 않아 두 기 이 

분류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各國旗圖�의 분류 방식과 소장 연원을 추 해 

본 것은, 이 책이 언제 소장되었는지를 악함으로써 련 자료와 함께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만, 이제까지 악한 내용만으로는 그 성격 규명

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各國旗圖�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그 내용의 

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各國旗圖�에 수록된 국기와 깃발들의 내용과 지역 분포

�各國旗圖�에는 한제국 국기를 포함하여 18면의 내지에 38개국의 국기와, 나

라에 따라 軍艦旗, 陸軍旗, 商船旗 등이 첨부되어 총 63 의 깃발이 수록되어 있

다. 한제국 국기는 맨 첫 장의 한 면에 한 만 단독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다른 

나라의 국기나 깃발들은 한 면에 두  는 네 씩 그려져 있다. 일본의 깃발이 

5 으로 가장 많은 종류가 소개되었으며, 국이 국기를 포함하여 4 으로 두 번

째이고, 미국과 德國(독일) 등 유럽권 국가들과 暹羅(태국)와 波沙(페르시아) 등 

18개국이 국기를 포함하여 2 씩, 그리고 한제국과 청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아

리카, 남미권 국가 18개국의 깃발이 각 1 씩만 제시되어 있다. 국명과 깃발명

은 한자와 한  표기가 병행되어 있다. 수록된 순서에 따라 제시된 나라와 깃발의 

이름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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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
국명 깃발명

나라별 

기의 수효
재 국명

1 大韓帝國 한제국 국기 1 한국

2
淸國 청국 국기 1 국

日本 일본

국기

5 일본3 군함기 육군기

4 측량정기 우선회사기

5 英國 국

국기함수기 군함기 

상선기 함 기 

동인도공 굴이기(동인도회사기)

4 국

6
美國 미국 함수기요 수선기 국기군함기 2 미국

德國 덕국 군함기 국기상선기 2 독일

7
法國 법국 국기군함상선기 해군 장기 2 랑스

俄國 아국 국기상선기 군함기 2 러시아

8
澳國 오국 국기상선기 군함기 2 오스트리아

義太利 의리 국기상선기 군함기 2 이탈리아

9
白耳義 이의 군함상선국기 요 수선기 2 벨기에

荷蘭 하란 군함상선국기 장기 2 네덜란드

10
暹羅 섬라 국기 군함기 2 태국

波斯 사 국기 군함기 2 페르시아(이란)

11
西班牙 서반아 군함기 국기상선기 2 스페인

丁抹 정말 국기상선기 군함기 2 덴마크

12
瑞典 서 국기상선기 군함기 2 스웨덴

那  나 국기상선기 군함기 2 노르웨이

13
墨西哥 묵서가 국기상선기 군함기 2 멕시코

希臘 희랍 국기상선기 군함기 2 그리스

14
亞然丁 아연정 국기상선기 군함기 2 아르헨티나

葡陶亞 포도아 군함기 국기군함상선기 2 포르투갈

15 智利 지리 국기 1 칠

<표 1> �各國旗圖�에 수록된 국명과 깃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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埃及 애 국기 1 이집트

瑞士 스사 국기 1 스 스

土耳其 토이기 국기 1 터키

16

緬甸 면 국기 1 버마

秘魯 비로 국기 1 페루

巴拉圭 랍규 국기 1 라과이

厄瓜多 과다 국기 1 에콰도르

17

海提 졔 국기 1 아이티

的黎波里 려 리 국기 1 트리폴리

烏拉圭 오랍규 국기 1 우르과이

委內瑞辣 내셔랄 국기 1 베네쥬엘라

18

拉巴拉 랍 랍 국기 1 라 라타

摩洛哥 마락가 국기 1 모로코

波利非亞 리비아 국기 1 볼리비아

里牙 리아
9)

9) 국기 1 미상

계 38개국 63

* �各國旗圖�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국가명과 깃발명을 표시하는 방식은 맨 쪽에 국가명, 그 아래에 깃발명을 쓰

고, 아래쪽에 깃발을 그려넣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 국가명은 한자를 에, 한  

표시를 바로 아래에 달았다. 깃발명은 깃발의 쪽에는 한자로, 아래쪽에는 한 로 

표기하 다. 제1면에는 “大韓 한”이라는 국호 아래에 태극기의 아래 로 “帝國

國旗萬萬歲 제국국긔만만셰”라고 어 있다.<그림 3> 

9) 리아(里牙)의 재 국명은 확실하지 않다. 국기의 도상으로 보아 칼이 들어 있음으로 미루

어 보면, 체로 아랍권 국가의 깃발로 여겨진다. 외국 국기 책이나 지명을 살펴볼 때 사

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나 시리아 등을 떠올릴 수 있으나, 19세기 말 20세기 에 이러한 

깃발을 사용한 나라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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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 학교 도서  소장   

�각국기도� 첫 장에 수록된 한제국 국기.

제2면에는 “淸國 쳥국”과 “日本 일본”의 국기가 소개되어 있으며 3면에 일본의 

군함기와 육군기가, 4면에는 測量艇旗와 郵船 社旗章이 수록되어 있다. 5면에는 

국의 국기 함수기, 군함기, 상선기 함 기, 동인도회사기(동인도 공 굴이기) 4

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한 나라의 여러 기를 소개한 것은 일본과 국뿐이

다. 다른 나라들은 주로 국기와 군함기, 는 국기와 상선기가 결합된 것(공동으로 

쓰는 것) 등 표 인 기가 제시되어 있다.

이 나라들 가운데 국명이 확인되지 않는 리아를 제외하고, 재의 지역별 기

으로 한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가 6개국, 유럽 국가가 15개국, 아 리카 국

가  도시가 3개국, 남북 아메리카 국가가 12개국이 수록되어 있다. 한제국을 

제외한 37개국의 각 국기가 속한 나라들의 지역별 분포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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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各國旗圖�에 수록된 나라들의 지역별 분포와 한제국과의 조약 체결 상황

지역별 국명(조약 체결 연도) 계(조약 체결국 수)

아시아
日本(1876) 淸國(1882)  

暹羅 波斯 緬甸 土耳其
6개국(2개국)

유럽

英國(1883) 德國(1883) 俄國(1884) 義太利(1884) 法國(1886) 

澳國(1892) 白耳義(1901) 丁抹(1902)

荷蘭 西班牙 瑞典 那  希臘 葡陶亞 瑞士 

15개국(8개국)

아 리카 埃及 摩洛哥 的黎波里 3개국

아메리카

美國(1882) 墨西哥 亞然丁 智利 

秘魯 巴拉圭 厄瓜多 海提 

烏拉圭 委內瑞辣 波利非亞 拉巴拉 

12개국(1개국)

미상 里牙 1개국

계 37개국(11개국)

 표에서 보듯이 �各國旗圖�에는 오세아니아주를 제외한 4 주의 여러 나라 

국기가 수록되어 있다. �各國旗圖�가 제작된 19세기 말~20세기 에는 오세아니아

주는 국령이었으며, 아시아와 아 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식민지 상태인 곳이 많

았다. 따라서  �各國旗圖�가 당시 존재하던 독립국을 모두 수록했다고는 할 수 없

으나 비교  많은 국가들의 국기  련 기를 수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4. 통상조약과 �各國旗圖�에 수록된 기의 특성

이 �各國旗圖�에 국기가 실린 나라들은 어떠한 이유로 선택되었으며, 국기 이외

의 깃발이 수록된 나라들과 국기만이 실린 나라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먼  국기 이외의 기가 실린 나라들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일본, 섬라, 사가 

국기 이외에 군함기가 수록되어 있고, 일본은 그 외에도 육군기, 측량정기, 우선회

사기를 수록하고 있다. 유럽권의 국가들은 부분 국기 이외에 군함기 는 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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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을 수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국기와 군함기가 동일시되거나, 국기와 상선

기가 동일시되어 있기도 하다.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가 

국기 이외의 기를 수록하 는데, 미국의 경우 벨기에와 함께 함수기요 수선기가 

실려 있다. 

국기는 수호통상 조약에서 매우 상징 인 역할을 한다. 서구에서는 수교를 맺으

면서 국기를 교환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882년에 조선이 미국과 수

호조규를 맺을 때, 미국 표로 수교에 임했던 해군 제독 슈펠트(R. W. Shufeldt)

는 조선과 미국 양국의 국기를 서로 교환할 것을 요구했고, 이때 태극기가 만들어

져 게양되었다.
10)

10)張志淵은 이를 1909년에 펴낸 �萬國事物起源歷史�에서 “近世 萬

國이 交通하야 商船戰艦이 國旗로써 各 其 國徽를 표하니”라고 하여 그러한 사실

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太皇帝 十三年에 일본과 수호조규를 정한 후로 國徽를 太

極章으로 仍定하얏더니 同 二十二年에 北美合衆國과 通商條約을 정하고 使節을 

송할 時에 太極徽章을 行用하니 自此로 세계에 통행  하니라”고 언 하 다.
11)

11) 

이때 미국에 건네진 태극기 도형은 미국에서 발행한 Flags of Maritime Nations 

(1882)에 수록되었다. 이 책은 미국 해군성 해양국(U.S. Department of the Navy, 

Bureau of Navigation)이 제작하고 배포하여 세 이나 항구에서 상선이나 군함에 

달린 국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 던 것이다.
12)

12)이와 같은 경우는 국

과 랑스에도 해당된다. 1882년에 수교 교섭을 하고 1883년에 조 수호조약을 맺

은 국의 경우, 조선 주재 국 총 사 애스턴(William G. Ashton)이 1884년 6월 

10일자로 주청 국공사 크스(Parks)에게 보낸 문서 가운데 조선의 統理交涉通

10) “The History of the Treaty with Korea, An Incident in the Life of Rear Admiral 

R.W. Schufeldt, December, 1898.” Shufeldt papers. Letters, 태극기의 제정과 교환에 

한 슈펠트의 회고담 내용은 김원모, 1992, ｢조미조약 체결연구｣, �동양학� 22, 단국 학교 

동양학연구소, 59-67면에서 재인용. 

11) 張志淵 編, 1909 �萬國事物起源歷史� 91면.

12) Flags of Maritime Nations에 태극기가 수록된 경 에 해서는 졸고, 2006 ｢근 국가의 

‘국기(國旗)'라는 시각문화: 개항과 한제국기 태극기를 심으로｣, �美術史學報� 27 , 

322-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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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事務衙門에서 제작한 태극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재 국 국립 문서보

소에 보 되어 있다.
13)

13)주한 랑스공사 콜랭 드 랑시(Collin de Plency)가 1888

년 7월 8일에 본국에 보낸 외교문서 안에도 태극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마찬

가지로 랑스 국립문서보 소의 랑시 문서 안에 보 되어 있다.
14)

14)태극기 견본

과 함께 수록된 이 문서에 따르면, 조선의 교섭통상사무아문 독 이 조선 정부가 

채택한 국기의 견본을 콜랭 드 랑시 공사에게 보내서, 콜랭 드 랑시는 그 복

사본 3장을 만들어 각 1본씩을 랑스의 외무부 장 과 해군부 장 , 극동함  사

령 에게 보냈다.
15)

15)이처럼 국기는 서로 수교를 맺은 나라들끼리 외교 계나 통상 

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서로 정보로서 교환하 다. 

한편 조선/ 한제국에는 외국공 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1880년 일본 공사의 駐

京이 허용되고, 부산과 원산의 개항과 사  설치도 이루어졌다.
16)

16)1882년 조미수

호조규를 체결한 미국 공사 은 1883년에 정동에 개설되었다.
17)

17)1884년 한독수호

통상조약의 체결로 낙동에 독일 사 이 세워졌으며 1886년에는 동으로 이 하

다.
18)

18)1882년에 조약을 체결한 국의 경우 공사  매입에 난항을 겪다가 1884

년에 경운궁 부근 정동 4번지에 마련하 다.
19)

19)1884년 조러수호통상조약을 맺은 

러시아는 통가옥을 사용하다가 1888년 공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

13) 국 국립문서보 소에 있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태극기에 해서는 한철호, 2008 ｢우리

나라 최 의 국기(‘박 효 태극기' 1882)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제작 국기(1884)의 원형 

발견과 그 역사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31, 126-127면. 연구자도 2011년 1월 

국 국립문서보 소에서 외교 문건과 함께 보 되어 있는 태극기 원본을 확인하 다.

14) 랑시 문서의 태극기는 2006년 한불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 학교 박물 에서 

개최되었던 <서울의 추억: 한-불 120주년> 시에 출품되어 시된 바 있다. 이 외교문

서의 내용에 해서는 인  번역본인 국사편찬 원회 편, 2003 � 랑스 외무부 문서

2(조선Ⅰ․1888)�, 38-39면; 226-228면.

15) 국사편찬 원회 편, 의 책, 38-39면.

16) 하원호, 2009 ｢개항기 재조선 일본공사  연구｣,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  연구�, 동북아

역사재단, 18-19면.

17) 손정숙, 2009 ｢한국 주재 미국 공사 의 외교 략｣, 의 책, 108-109면.

18) 나혜심, 2009 ｢개항기 한국의 독일공  연구｣, 앞의 책, 75-76면.

19) 이헌주, 2009 ｢개항기 국의 한정책과 주한 국공 ｣, 앞의 책, 207-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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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

20)외교 업무의 심이 되는 이러한 공사 들에는 각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국 을 드러내었을 것이다. 한 이들 나라들의 국기는 조선에서 악하게 되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정보를 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국이나 미국은 물론 청이나 일본에서도 각 나라들의 국기를 모아 국기

책을 펴내는 것은 일반 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앞에서 언 한 미국 해군성이 

발행한 Flags of Maritime Nations(1882)도 각국의 국기를 모아 해 에서 해당 함

선의 국 을 악하는 데 활용한 것이다. 청에서는 李鴻章이 1886년에 각국과의 

조약문을 엮어 편찬한 �通商約章類纂�의 제18권에 34개국의 국기  官民旗, 屬領

의 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21)

21)�各國旗圖�를 펴낼 때 이들 외국의 국기 책이 참고

가 되었을 것이며, 이에 해서는 6장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各國旗圖� 수록 내용 가운데 특기할 것은 일본의 기가 5개나 수록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달리 ‘測量艇旗’와 ‘郵船 社旗’가 들어 있다는 이다.<그림 4, 5> 

이는 당시 한제국의 해안을 자주 드나들던 배 가운데 일본의 측량선과 우편선이 

있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일본에서는 이미 1874년에 육군성 산하에 참모국을 설

치하고 조선의 長浦江이나 양화진과 제물포 사이를 측량한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1877년에는 사 단에 동행한 측량선이 부산에서 인천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해안

측량을 행하 다.
22)

22)따라서 �各國旗圖�에 실린 측량정기는 이미 조선/ 한제국에

20) 홍웅호, 2009 ｢개항기 주한 러시아 공사 의 설립과 활동｣, 앞의 책, 263-267면.

21) �通商約章類纂�(奎中3795)은 淸과 각국이 맺은 조약을 유형별로 분류한 책이다. 총 35卷 

20冊으로 總類, 吏類, 戶類, 禮類, 兵類, 刑類, 工類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의 국기는 권30 

工類에 들어 있으며, 국,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랑스, 포르투갈, 독일, 네덜란드 등

과 맺은 조약문을 수록하고, 뒤쪽에 “中外各國輪船旗式”을 수록하 다. 여기에 조선은 

“大淸國屬 高麗國”으로 소개되어 있다.  

22) 남 우, 2011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조선말~일제강 기�, 법문사, 35-39면. 장포강

은 서해안의 서천과 군산 사이를 흐르는 재의 강을 이르던 명칭으로, 일본 공병  

카이즈(海津三雄)가 1878년에 서해안을 측량하여 제작한 �조선국장포강구약도(朝鮮國長

浦江口略圖)�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  측량하여 제작한 지도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이다. 

양윤정, 2010, ｢미국 의회도서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 군사지도｣, 성신여자 학

교 박사학  논문, 38-42면; 148-149면  그림 4-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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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익숙한 깃발이었거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깃발이었을 것이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 우편물을 나르는 우정 업무는 개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일본은 부산의 

개항에 따라 明治 11년(1877)에 우편국을 설치하 고 원산, 인천, 경성, 목포 등에 

지 을 늘려나갔다. 거류민의 증가에 따라 우편 업무도 확 되었고 이러한 우편물

을 운송하는 郵船이 정기 으로 취항하 기 때문에 한제국기에는 이 한 일상

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23)23)

일본에 이어 국기로 동인도회사기를 수록하고 있는 도 흥미롭다. 국 동인

도회사의 활동범 가 한제국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동인도회사를 국의 교

역활동의 표 인 것으로 악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그림 6>

<그림 4> 일본 측량정기 

 

<그림 5> 일본 우선회사기장

 

<그림 6> 국 동인도회사기

이러한 들을 생각할 때, �各國旗圖�에는 당시 한제국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나라들의 국기와 통상 련 기를 심으로 수록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업

무가 각 항구를 할하는 海關과 련이 있기 때문에 일차 으로는 해  련 문

서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한제국에서도 1899년 ｢官船課細則｣을 마련하여 官船

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 음을 볼 때,24)24)각 항구와 포구에 드나드는 배들을 리

23) 朝鮮總督府遞信局 編, 1938 �朝鮮遞信事業沿革史�, 京城: 朝鮮總督府遞信局, 4-6면.

24) �農商工部來文�(奎17781) 제2책. 1899년 10월 25일조에는 農商工部令 제37호로서 ｢管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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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해 에서 이러한 각국의 국기에 한 정보를 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쇄본의 Flags of Maritime Nations이나 �通商約章類纂�과는 달리 �各

國旗圖�가 필사본이라는 은 이 책이 한제국의 해 에서 리 쓰기 해 만들

었을 가능성을 제한한다. 한 미수교국의 국기까지 실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용

인 목 으로만 제작했을지에 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各國旗圖�에 국기가 수록된 국가들 가운데 1876년에 조일수호조규를 맺은 일

본으로부터 시작해서 1902년에 조정수호통상조약을 맺은 덴마크까지를 포함하여 

조선/ 한제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는 일본, 청국, 미국, 국, 독일, 랑스, 러시

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의 11개국이다.(<표 2> 참조) 아시아권에

서는 1876년에 조약을 맺은 일본이 가장 빠르며, 청국이 1882년에 통상조약을 맺

었다. 서구권에서 가장 먼  수교를 맺은 것은 미국으로 1882년이며, 이는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나머지 8개국은 모두 유럽권이다. 수교를 맺은 

연도별로는 국(1883), 독일(1883), 러시아(1884), 이탈리아(1884), 랑스(1886), 

오스트리아(1892), 벨기에(1901), 덴마크(1902)의 순이다. 이 나라들과는 모두 국

기를 교환하 을 것이다.  국기가 수록된 순서를 보면 11면의 덴마크를 제외하

고는 2면의 국부터 9면의 벨기에까지는 수교국이 먼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各國旗圖�에 실린 나라들과 깃발의 수록은 수교 계를 맺은 나라들을 우선 수록

하고, 그 외에도 지리 으로 인식이 있던 나라들을 수록했다고 하겠다. 에 언

한 수교국 11개국 외에도 유럽 나라들에 해서는 일정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나 

남미나 아 리카 국가들에 해서는 교류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를 수

록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해 악하려면 1890~1900년  세계지리에 

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課細則｣이 수록되어 있다. 이 ｢管船課細則｣에는 선과를 신설하고 선과가 각 항구와 

포구에서 할하여야 할 사무 가운데 國旗分給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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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에 한 지리 인식의 확장

�各國旗圖�에는 37개국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 나라들 가운데 수교국은 11개국

에 불과하다. 그 다면 이 나라들에 해 당시 한제국에서는 어떠한 인식을 지

니고 있었을까? 이는 당시 발간되었던 지리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항과 

더불어 세계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부터 이미 �漢城旬報� 등을 통해 세계의 지리

에 한 인식이 보 되기 시작하 다. �漢城旬報�에는 창간호에 ｢地球論｣과 지구

도를 싣고, 창간호인 1호에 아시아주, 2호에 구라 주, 3호에 아메리카주, 4호에 

아 리카주, 5호에 오세아니아주 등 차례로 5 주에 한 설명을 게재하 다.
25)

25) 

지리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신학문을 통해서 다. 1885년에 개교한 배재학당에서

는 普通科와 萬國地誌科를 설치하고 한문과 어, 만국지지를 가르쳤다. 이는 학생

들의 시야를 넓히기 한 것이었다.26)26)이러한 인식이 집 성되어 집필된 책이 

育英公院의 교사 던 헐버트(H. B. Hulbert, 1863-1949)가 쓴 �사민필지�와 兪吉

濬(1856~1914)이 쓴 �西遊見聞�이다. 

헐버트는 1886년에 최 의 립학교인 育英公院에 교사로 와 있었으며, 한 본 

�민필지�를 1891년경에, 이를 한문으로 번역한 �士民必知�는 1895년에 간행하

다. �사민필지�는 육 공원의 생도들에게 세계 소개용 교과서로서 편찬한 책으로, 

개화기에 편찬된 첫 세계 소개 견문서이기도 하다.
27)

27)�사민필지�에는 헐버트의 서

문이 있으며 본론에서 유럽, 아시아, 남북 아메리카, 아 리카, 오스트 일리아의 

순으로 6 주에 해서 각 주에 소속된 나라의 지도상의 치와 면 , 기후, 산물, 

25) �漢城旬報� 제1호, 1883년 10월 31일자, 13-19면; 제2호, 1883년 11월 10일자, 17-20면; 

제3호, 1883년 11월 20일자, 14-15면; 제4호, 1883년 11월 30일자, 13-15면; 제5호, 1883

년 12월 9일자, 22-24면. 

26) 장보웅, 1970 ｢개화기의 지리교육｣ � 한지리학회지� Vol.5, No.1, 42-43면. 

27) �사민필지�에 해서는 민 식, 1981 ｢개화기 한 본 ‘민필지’에 하여｣, �국어교육�

100, 358-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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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외국 통상 등을 소개하 다. 여기에서 유럽은 19개국, 아시아는 11개국, 아메

리카는 18개국을 소개하고, 아 리카는 이집트와 아 리카의 서편, 남편, 동편에 

있는 지역들과 마다가스가국을, 오스트 일리아는 태평양의 섬들과 함께 소개하

다.  지구를 동편과 서편으로 나  지도도 함께 수록하 다. 이러한 체제는 한문

본도 동일하다. 여기에는 수교, 미수교를 떠나서 당시 세계를 리 인식할 수 있도

록 나라들이 소개되어 있다. 

�서유견문�을 쓴 유길 은 1881년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을 

때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머물며 慶應義塾에 입학하여 일본을 통한 신학문을 했

으며, 1883년 보빙사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을 때 역시 지에 남아서 유

학하 고 1885년에는 1년 동안 유럽 각지를 여행하고 싱가폴과 홍콩을 거쳐 돌아

왔다. 귀국하여 개화당과 련되었다는 의로 유폐생활을 하게 되자, 일본에 머물

었을 때 자신을 돌보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由吉)의 �西洋事情�을 참고하고, 

세계를 돌아보았던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을 엮었으며 1889년에 원고가 완성되

었다. 그러나 책이 출 된 것은 그가 유폐에서 풀려난 뒤인 1895년에 이르러 일본

에서 다. �서유견문�에는 제1편 ｢지구개론｣에서 육 주를 소개하면서 각 나라의 

명칭을 게재하 다. 

세계에 한 지리 인식이 좀더 으로 확산된 것은 찬 교과서를 통해서

다. 學部에서는 1895년에 �朝鮮地誌�와 함께 �( 學)萬國地誌�를 편찬하 는데, 

이 두 지리서는 종래의 지리서류를 신학문에 맞게 재편한 것이며 특히 �(소학)만

국지지�는 소학의 교과용 세계 지리서로서 펴낸 것이다. �(소학)만국지지� 역시 

세계에 한 지리 인 인식을 6편으로 나 어 싣고 있는데 아시아주 16개국, 아

리카주 8개국, 구라 주 18개국, 북아메리카주 11개국과 함께, 오세아니아, 말 이 

군도 등 태평양  서양에 치한 기타 나라들을 수록하 다. 여기에는 독립국

만을 수록한 것은 아니고 아시아에서도 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실었고, 아 리카

주에서도 터키 할로 되어 있는 이집트를 싣고, 국령, 랑스령, 스페인령 등 

당시 식민지가 되어 있던 지역도 싣고 있다. 다른 지역에 견주어 아시아와 유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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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라들에 한 분류가 비교  더 상세하고 서술도 자세한 편이다. 그런데 당시 

학부 신인 이완용이 쓴 서문을 살펴보면 이 책은 학부 편집국장 李庚稙이 日人 

高見龜에게 번역을 탁하여 편성한 것이라고 한다.28)28)따라서 내용에 있어서도 조

선의 바로 다음에 일본을 두었으며, 일본에 한 서술이 가장 자세하며 를 들면 

東京을 서술하면서 “동양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라는 식으로 서술하여 일견 치우

친 측면이 없지 않다.

이처럼 1890년 에는 세계지리서가 편찬되고, 이것이 등학교뿐 아니라 소학교

의 교과서로 쓰이면서 세계에 한 지리  인식이 리 교육되었다. 한제국기에

는 세계지도의 편찬에도 힘을 기울 는데, 이는 1899년 1월 14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도 알 수 있다.
29)

29)그러나 국명으로만 제시되는 나라들에 한 

인식에는 변별력이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고자 학부에서는 각 나라의 국기를 첨가

하여 수록한 ｢世界全圖｣를 간행하 다.    

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世界全圖｣(古軸4909-44)는 153 × 93cm의 크기

로 축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원형 안에 세계 지도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각각 나

어 수록하고 있다.<그림 7> 지도의 오른쪽 아래에는 종서로 “大韓光武四年榴夏學

部編輯局重刊”이라고 되어 있어 1900년에 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특기할 것은  

｢世界全圖｣라는 표제의 양쪽으로 36개국의 국기가 한자명과 한 명과 함께 수록되

28) 學部 編輯局, 1895 ｢萬國地誌 序｣, �( 學)萬國地誌� 이 �만국지지�는 1895년에는 목활자

본으로 간행되었으나, 이후 서문이 없이 연활자본으로도 간행되었다.

29) �황성신문� 1899년 1월 14일자(양력) 논설 ｢我國의 書冊이 汗牛充棟야｣에서 당시 한

제국과 세계에 한 지식을 북돋을 책의 간행이 학부를 심으로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甲午以後에 學部에셔 前人의 未發바를 發야 如干 時局의 緊要 를 摘니 近日 

公法 通과 萬國地誌와 萬國歷史와 朝鮮地誌와 朝鮮歷史와 泰西新史와 中日略史와 俄國

略史와 種痘新書와 常 學과 國民 學讀本과 輿載撮要와 萬國年契와 地球略論과 近易

筭術과 簡易四則과 朝鮮地圖와 世界地圖와 地球圖 等 冊이 是라.” 그런데 황성신문의 

이 논설은 각 나라와의 조약을 맺고 조계지가 설정되었음에도 이를 국민들이 잘 알지 못

하여 약장을 두루 펴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外部에서 마침 그러한 책자를 펴냈으나 

책자의 가액이 80 에 이르고, 이러한 책자가 출간되었음을 일반 신문에는 고하지 않

고 보에만 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음을 질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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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이다. 지도와 국기의 형태, 씨는 목  인쇄본이나 국기의 채색만은 그 

에 필사로 덧칠하 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국가들은 체로 �各國旗圖�에 수

록되어 있는 국가와 일치하여 �各國旗圖�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림 7> 1900년 학부에서 간행한 ｢세계 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古軸 4909-44), 153x93cm

이 지도는 한제국기인 무 4년(1900)년에 간된 것이나, 상단에 있는 국기

에는 국가명을 ‘조선’으로 기록하 다. 따라서 이것은 한제국으로 명명하기 인 

1895~1897년 10월 이 에 간된 것을 1900년에 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지도와 유사한 지도로 ｢五洲各國統屬全圖｣( 남 학교 박물   성암고서

박물  소장, 1896)가 있다. 건양 원년(1896) 3월에 역시 학부에서 간한 이 지도

에는 국기는 부기되어 있지 않으나 원형 안에 동반구와 서반구를 나 어 놓았으

며, 각 나라와 해양명 등을 표기하여 그려놓은 배치는 거의 유사하다.30)30)｢世界全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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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五洲各國統屬全圖｣의 표 이 거의 유사함으로 미루어본다면, ｢世界全圖｣는 ｢五

洲各國統屬全圖｣를 본으로 해서 여기에 각국의 국기를 덧붙여 학부에서 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世界全圖｣의 쪽에 표 된 국기 배치를 살펴보면 각 지역의 국가별 안배가 

이루어져 있다. 오른쪽 윗 부터 왼쪽 아래로 가는 방식으로 순서를 보면 “조선 

청국 일본 섬라 버마 페르시아 국 독일 랑스/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태리 네덜

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트갈 터키 스 스란드/이집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

리스 미국 멕시코 페루 칠 / 라과이 에쿠아도르 우르과이 라 라타 트리폴리 모

로코 볼리비아 베네쥬엘라 하이티”의 순으로 체로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북아 리카의 순서로 배치하 다. 각 군에서도 보다 요하게 여겨지는 나라가 앞 

쪽에 배치되었다고 보면 일본보다는 청국을 앞에 두었고, 터키와 이집트는 유럽권

에 들어 있으며 볼리비아와 베네주엘라, 하이티는 남미임에도 불구하고 북아

리카 나라들의 뒤쪽에 배치되어, 잘 인지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8>

여기에 수록된 36개국과 �各國旗圖�에 수록된 38개국을 비교해 보면, 남미에 있

는 아르헨티나와, 재 알 수 없는 리아 2곳을 제외하고는 36개국이 일치한다. 도

상 으로 볼 때에도 필사본으로 그려진 �各國旗圖�의 국기 모양은 목 본으로 제

작되고 색깔이 필사로 덧칠된 ｢世界全圖｣의 형태와 거의 유사하다. ｢世界全圖｣에

서 사(페르시아)와 섬라(태국) 기에 있는 사자나 코끼리 등은 털이나 주름의 표

이 섬세한데, 이는 목 이 섬세한 목각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0) 原圖는 光緖18年(1892) 光學 의 英國人 李提摩太(圖說筆 )가 제작한 것으로 추측하며, 

학부 편집국에서 1896년 3월 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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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세계 도｣에 태극기가 수록된 부분. 

｢世界全圖｣는 학부에서 편찬하여 학교 교육에서 교육용 괘도로 쓰도록 만든 것

이다. 이는 �사민필지�, �만국지지� 등 교과서와 함께 지리  지식의  보

을 꾀한 것이었다.
31)

31)각국의 국기를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장하는 일은 外部에

서 진행하지만, 국기에 한 인식을 으로 확장하는 일은 교육을 담당한 학

부에서 주 하 다. 실제 당시 학교 교육에서는 만국에 한 인식을 실생활에서는 

운동회 때에 만국기를 거는 것으로 시각화하 다. 1899년 4월 29일 훈련원에서 열

린 한성지역 립 외국어학교 6교 연합 운동회는 학부 주 으로 열린 것으로, 

회의 회장이었던 훈련원 청에는 大韓國旗를 세우고 통상조약을 맺은 각국의 국

기를 함께 게양하 다.
32)

32)이때 학부에서는 빈례에 사용할 각국의 국기를 빌려달

라고 外部에 요청하 다.
33)

33)이처럼 1899년에는 각  학교에서 각국 국기를 사용하

는 것이 요한 일이 되었으나, 실제로 각국의 국기를 학교나 학부에서 구비하고 

31) 盧禎埴, 1987 ｢古地圖에 나타난 外國地名을 통해서 본 視野의 擴大｣ �大邱敎育大學논문

집� 제22집, 74-75면.

32) �독립신문� 1899년 5월 1일자; �황성신문� 1899년 5월 1일자.

33) �學部來去文� 제8책 ｢學案｣ 五 1899년 4월 25일자. 學部學務局長兼外國語學校長 金珏鉉

이 外部 交涉局長 李應翼에게 보낸 문건. 各語學校聯合大運動 를 4월 29일 訓練院에서 

開設할 정인데 各國國旗를 接賓禮에 사용해야 하니 外部에서 보 하고 있는 것을 일일

이 借 해 달라는 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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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못했던 것이다. 의 ｢世界全圖｣를 볼 때, 1896년에 간행한 ｢五洲各國統屬

全圖｣에는 들어 있지 않은 각국의 국기가 1900년에 발간한 ｢世界全圖｣에 수록된 

것은, 만국기를 인쇄하여 일반화하고자 하는 학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世界全圖｣에 국기를 수록할 때 �各國旗圖�와 같은 

책자를 참고로 하 을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학부에서 외부에 국기를 요청했다는 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기의 원본은 외부에

서 확보하고 있었으며, 혹시 그것이 �各國旗圖�가 아니었을까? 그 다면 �各國旗

圖�는 세계 지리에 한 인식의 바탕이 되는 책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各國

旗圖�의 간행 시기이다. ｢世界全圖｣가 간행된 것이 1900년으로, ｢世界全圖｣가 �各

國旗圖�에 수록된 국기를 본으로 사용하 다면, �各國旗圖�는 어도 그 이 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各國旗圖�의 제작 연도는 1900년을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6. 외국 국기 책과의 공통 과 차이

�各國旗圖�에는 한제국을 포함하여 38개 나라의 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각 

한자와 한 로 국명과 깃발명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책에 수록된 나라들 가운데 수교국으로서 국기에 한 정보를 직  획득할 수 있

는 나라는 11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면 다른 나라의 국기에 한 정보는 어

디에서 취했을까? 앞서 미국 해군성 해양국에서 발간한 Flags of Maritime 

Nations와 국에서 발간한 �通商約章類纂�을 볼 때 이 나라들은 체로 수교한 

나라들의 국기를 싣고 있다. 아마도 �各國旗圖�를 펴낼 때에 이러한 책자들에 실

린 국기들을 참고하 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외국의 국기 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는 �各國旗

圖�에 실린 나라들과 외국 국기 책에 실린 나라들의 국기의 비교이다. 어떠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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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들의 국기를 수록했는가가 �各國旗圖�가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참고했는지를 

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참고의 기 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은 나라들의 국명 표기이다. 당시 외국 국명의 한자나 한  표기는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各國旗圖�뿐 아니라 �서유견문�, �사민필지�, �萬國地志�등의 책자에는 

국명 표기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명을 비교하는 것은 이 책이 어떠한 책을 참

고하 는지를 악하게 해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책이 지니고 있는 세계상에서도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各國旗圖�의 수록 국가들의 선정에서 먼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일본과 청국의 

국기 련 책자이다. 재 확보할 수 있는 책자 가운데 에서 언 한 규장각 소

장 �通商約章類纂�(1886)과, 일본에서 발간된 �各國旗章明鑑�(1897)과
34)

34)�國旗�

(1900)가 있다.
35)

35)이 책들에 수록된 나라들을 �各國旗圖�를 기 으로 비교해서 정

리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36)36) 

34) �各國旗章明鑑�은 일본 요코스카에 소재한 軍港 에서 출 하 는데, 군항당은 日本 海

軍省 御用 圖書 出版所로 명기되어 있어, 일본 해군에서 사용하는 책으로 발간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재 일본 국회도서 에 귀 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이 책에는 일본, 

국, 러시아, 미국, 독일, 청의 기는 국기뿐 아니라 천황기( 는 통령기나 제독기), 군

함기, 要招水先旗 등 실질 으로 필요한 기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大朝鮮

으로 표기되어 태극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하와이왕국, 콩고, 코스타리코 등 34개국의 국

기  련 기가 소개되어 있다. 조선과 청국 외에 아시아 국가는 없으며, 남미권과 동유

럽권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국명은 한자  가타가나가 혼용되고 어명이 병기되어 있

다. 道本掦聲 · 御園生萬吉 合著, 從七位勳六等 石橋常昌 校閱, 明治31(1897) �各國旗章明

鑑�, 橫 賀: 軍港 . 

35) �國旗�는 도상만으로 이루어진 책은 아니고 국기에 한 개   일본제국 국기, 천황

기, 군기 등에 한 이론을 싣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참고도서로 에 언 한 것과 유

사한 것으로 여겨지는 �各國國旗明鑑�을 들고 있으며, 책의 앞부분에 화보로 일본과 조

약을 맺은 나라들의 국기와 군기, 황족기 등을 수록하 다. 수록한 국가 수는 일본을 포

함하여 23개국으로, 유럽과 남북미 국가뿐 아니라 하와이, 콩고 등도 수록되어 있다. 石

川榮司 編纂, 1900 �國旗�, 東京: 育成 . 

36) �各國旗圖�에 수록되지 않은 나라들은 이 표에서는 제외하 으며, �各國旗圖�에는 있으

나 다른 책에는 수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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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各國旗圖 
通商約章類纂

(1886)

各國旗章明鑑

(1897)

國旗

(1900)

한제국 1 大韓 한 大淸國屬 高麗國 大朝鮮國 Corea 朝鮮

아시아 6

淸國 청국 大淸國 支那國 China 支那

日本 일본 日本國 大日本國 Japan 日本

暹羅 섬라 暹羅

波斯 사 波斯國

緬甸 면

土耳其 토이기 土耳其 

유럽 15

英國 국 英國 英吉利國 England 英國

德國 덕국 德國 獨逸 Germany 獨逸

法國 법국 法國 佛國

俄國 아국 俄國 魯西亞國 Russia 露國

澳國 오국 澳國 澳地利

義太利 의리 意大里國 伊太利

白耳義 이의 比利時國 白耳義

荷蘭 하란 荷蘭國 和蘭

西班牙 서반아 日斯巴尼亞國 西班牙

丁抹 정말 丹國 丁抹

瑞典 서 瑞典國 瑞典

那  나 那 國 諾

希臘 희랍 希臘國

葡陶亞 포도아 葡陶亞國 葡陶亞

瑞士 스사 瑞西 Switzerland

아 리카 3

埃及  埃及國

摩洛哥 마락가 摩洛哥國 モロッコ Malacco

的黎波里 려 리

아메리카 12

美國 미국 美國

北美合衆國 

United States 

America

米國

墨西哥 묵서가 墨西哥國 墨西哥 

亞然丁 아연정

智利 지리 智利國

秘魯 비로 秘魯國

巴拉圭 랍규 普納受利斯國

<표 3> �各國旗圖�와 청, 일본의 국기 책의 수록 국가와 국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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厄瓜多 액과다 厄瓜爾多國
イ ク ヲ ー ド ル 

Equador

海提 해제 ハイテー國 Haiti

烏拉圭 오랍규 烏拉怪國
ウ ル グ ュ ー イ 

Uruguay

委內瑞辣 내서랄 非尼 意拉國

波利非亞 리비아 波利非亞國

拉巴拉 랍 랍

미상  1 里牙 리아

계 38

의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各國旗圖�의 국명 표기는 �通商約章

類纂�의 국명 표기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1886년 당시 조선을 “大淸

國屬 高麗國”이라고 하여 조선을 속국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청의 입장을 표명한 

이 드러나고 있지만, 공통 으로 표기된 30개국의 국명 표기 가운데 벨기에, 스

페인, 네덜란드, 라과이, 베네쥬엘라를 제외한 25개국의 국명 표기가 거의 일치

한다. 따라서 �各國旗圖�를 편찬하고 국명을 표기하는 데에는 이처럼 �通商約章類

纂�과 같은 책자가 참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명을 정할 때에는 ｢세계

도｣의 본이 된 ｢五洲各國統屬全圖｣와 같은 지도도 참고하 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국기 도상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난다. �各國旗圖�와 �通商約章

類纂�에 실린 국기 표 을 비교하여 보면, �通商約章類纂�은 ‘大淸國旗’와 ‘北洋水

師全軍 領旗’, ‘北洋水師分軍 領旗’, ‘商旗’를 싣고 있고, 그 바로 뒤에 태극기를 

‘大淸國屬 高麗國旗’라고 싣고 있는 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37)37)�各國旗圖�의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정방형에 청홍의 태극과 흑색의 4괘를 표 하고 있는 반

면, �通商約章類纂�의 태극기는 황색 바탕으로 표 되어 있고 태극의 심에 을 

표 하고 있어서 국에서 리 사용하는 태극도의 도상 방식으로 그려져 있는 

에 차이가 있다. 한 괘는 태극기가 오른쪽 에서 시계방향으로 건, 리, 곤, 감 

순으로 배치된 반면, �通商約章類纂�에서는 왼쪽 부터 시계 방향으로 감, 곤, 건, 

37) 이태진, 1998 앞의 , 253-254면  <그림 자료 9>.



224 奎 章 閣 42  ․

리로 배치되어 서로 칭되어 있다. 한 태극의 운동 방향도 시계반 방향이다.

<그림 9, 10> 다시 말하면 역상으로 되어 있다.
38)

38)�各國旗圖�에서는 태극기 바로 

뒤에 청국기를 싣고 일본기를 수록하 으나, �通商約章類纂�에서는 청국기 뒤에 

태극기를 싣고 일본기는 국기 가운데 맨 뒤에 수록하고 있어 일본의 존재를 매우 

미미하게 처리하고 있는 도 다르다. 

<그림 9> 장서각본에 수록되어 있는 

태극기

      

<그림 10> ｢通商約章類纂｣에 

수록된 태극기

다른 나라들의 기를 살펴보면 �通商約章類纂�에는 국기 외에 체로 皇旗, 기, 

민기 등의 명칭으로 수록한 반면, �各國旗圖�에서는 황제기는  수록하지 않고 

주로 군기와 상기를 심으로 표기하 다. 도상이 거의 유사한 이탈리아기를 보면 

�通商約章類纂�은 이탈리아의 민기만 제시되어 있는데, 방패형 문장 에 크라

38) 태극의 방향과 괘의 순차로 보면 �通商約章類纂�의 배치가 행 태극기와 동일하고 �各

國旗圖�의 배치는 역상이다. 이것은 국기를 게양할 때 단독으로 할 때는 �通商約章類纂�

처럼 깃 가 왼쪽에 올 때는 �通商約章類纂�의 방향으로 게양되지만, 외국기와 교차게양

할 때는 본국의 기가 왼쪽을 오기 때문에 깃 가 오른쪽을 오게 되어 �各國旗圖�의 방향

에서 보인다. 한제국기 당시 국기 그림을 보면 �各國旗圖�처럼 오른쪽 깃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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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을 매우 소략하게 표 하고 있다.<그림 11> �各國旗圖�에는 두 개의 기가 수록

되었는데, 군함기에 크라운이 자세히 그려져 있고, 크라운이 없는 기를 국기상선기

로 표 하고 있다.<그림 12> 동물이 그려진 로 보면 사기가 �通商約章類纂�은 

태양 안에 거의 원숭이처럼 그려진 반면, �各國旗圖�에는 칼을 든 사자가 당당히 

표 되어 있다.<그림 13, 14> 이러한 을 보면, �各國旗圖�의 국기 표 은 �通商

約章類纂�보다는 좀더 정교한 국기 책을 참고했다고 하겠다. 

<그림 11> �通商約章類纂�의 

이태리국 민기

   
<그림 12> �各國旗圖�에 표 된 이태리 국기상선기와 

군함기

 

<그림 13> �通商約章類纂�의 

사 국민기

   
<그림 14> �各國旗圖�에 표 된 사 국기와 군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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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大朝鮮國”으로 표 한 �各國旗章明鑑�은 수록된 나라의 분포가 매

우 차이가 나며, 국명 표기 한 다르다. 1900년에 발간된 �國旗�는 비록 우리나라

를 “朝鮮”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다루고 있는 나라의 범주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

다. 그러나 이 책자는 당시 일본이 조약을 맺은 나라들만을 수록하 기 때문에 �各

國旗圖�만큼 다양한 나라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흑백이나마 수록된 국기

의 형태를 보면 �各國旗圖�에 수록된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各國旗圖�에 수록된 국기는 형태는 당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간된 국기 책

을 참고하 으나, 국명 표기는 한자식으로 표 된 국식 표기법을 채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7. 맺음말

이상으로 한제국 국기를 비롯하여 38개국의 63개 국기가 수록된 채색필사본  

�各國旗圖�의 간행 의도와 편찬 시기, 활용 방식 등을 당시 발간된 외국의 국기 

련 책자와, 조선 말~ 한제국기에 발간된 지리서류  지도 등을 참고하여 고

찰하여 보았다. 

당시 각국의 국기는 세계에 한 인식의 확장을 시각 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국기에 한 지식은 외교  통상을 주 하는 외부와 그 산하기 인 해  등에서 

수합하고 활용하 으므로 �各國旗圖�의 제작은 한제국 외부에서 한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이 책은 채색필사본으로서 해  등에 리 보 하여 활용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1900년에 학부에서 목 으로 간행한 ｢世界全圖｣에 �各國

旗圖�에 수록된 국기가 거의 유사하게 수록되었으며, 이는 학부에서 세계지리 교

육을 실시할 때 국기의 시각성과 지리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다. 따라서 �各國旗圖�는 외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 책을 참고하여 작성하

여 지니고 있던 것으로, ｢世界全圖｣를 제작할 때 요한 참고서로 사용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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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한 1900년에 발간된 ｢世界全圖｣보다는 앞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各國旗圖�의 제작 연 는 1897년~1900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各國旗圖�는 한제국이 세계 안의 독립된 국가로 자리하면서, 세계에 한 인

식을 확립하고, 이러한 지리 인 인식을 국기라는 시각  기호를 통해 인식하고자 

했던 소 한 사료이다.

논문투고일(2013. 4. 30),   심사일(2013. 5. 21),   게재확정일(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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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akgukgido(各國旗圖, Flags of the World)

Mok, Soohyun

Gakgukgido(各國旗圖, Flags of the World) is a small volume of booklet illustrating the 

images of national flags including that of The Great Han Empire. In Gakgukgido, national 

flags and related images of thirty eight nations are illustrated in colors with the inscription 

of names of nations and flags in traditional Chinese and Korean. Due to the lack of 

introduction and colophon, the publication date or publication purposes have not been 

clearly known to date. This paper aims to illustrate the significance of this booklet by 

presuming the publication date and the purpose of production and usage. 

Joseon, since the opening of a port in 1876, made diplomatic ties not only with Qing 

dynasty but also with the U.S.A. U.K., Germany, Russia, Italy, and Belgium. The visual 

sign of indicating the nationality of merchant vessels was a national flag that maritime 

custom services always examined. In Western countries, these information had been widely 

distributed for the recognition of nationality. Gakgukgido would have been prepared for the 

publication of such public booklets.

In Segyejeondo(World Map) printed by Ministry of Education, the flags of thirty six 

countries are included which more or less resemble the flags of Gakgukgido. This 

Segyejeondo was published in wood block print in 1900 for educational materials. 

Therefore, it can be presumed that Gakgukgido would have been published around 1900. 

The knowledge on national flags and geographical locations collected in Gakgukgido and 

Segyejeondo would have been used for school education to grow the consciousnes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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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educate knowledge on countries with or without 

diplomatic ties. Gakgukgido was a window on the world of The Great Han Empire. 

Key words : The Great Han Empire, Gakgukgido(各國旗圖, Flags of the World), 

Geographical Book on the World(萬國地誌), Flags of the World, national 

flag,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gyejeondo(世

界全圖, World Map), Taegeuk-gi(太極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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