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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본으로 본 개항기 서양 국제법

서적의 수입과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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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회 수*

1. 머리말

2. 주요 서양 국제법 漢譯書와 규장각 소장

현황

3. 주요 書目類를 통해 본 규장각 소장본들

의 現傳 경로

4. 공법회통의 간행에서 나타나는 만국

공법 수용 양상의 특성

5. 맺음말

초록: 19세기 후반부터 동아시아에 서양의 국제법 관련 연구서들이 한문으로 번역되기 시작
하였으며, 중국 주재 선교사였던 마틴(W.A.P.Martin, 1827~1916)에 의해 주로 이 작업이 이루
어졌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책을 번역한 萬國公
法(1864)을 필두로 星軺指掌(1876, 원저자; 마르텐스[Charles de Martens, 1790~1863]), 公
法便覽(1877, 원저자; 울지[T.D.Woolsey, 1801~1889]), 公法會通(1880, 원저자; 블룬츨리
[J.C.Bluntschli, 1808~1881]) 등이 차례로 漢譯되어 동아시아에 소개되었다.
이들의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및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상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 하에서 작성된 주요 서목들의 기재 상황 및 藏書印 등으
로 미루어볼 때, 공법편람의 경우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시절에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
초지장은 集玉齋 및 帝室圖書를 거쳐 조선총독부 取調局 → 參事官 分室 → 京城帝大 → 서울대
→ 규장각의 전형적 코스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만국공법과 공법회통은 규장각 도서 총목
록인 帝室圖書目錄(1909)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이들이 고종이나 순종의 개인 열람도
서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마틴이 한역한 4종의 도서 중 유일하게 조선에서 간행된 공법회통은 현재 규장각 소장본의

입수 경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당시 조선의 국제법 지식 습득의 통로가 공법회통
으로 편중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법전 편찬체계 및 ‘회통’이라는 書名이 주는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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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감 등으로 인해 공법회통을 서양 국제법을 집대성한 책으로 인식함에서 유래했던 것으로 추
측되며, 당시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의 냉엄한 약육강식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핵심어: 萬國公法, 公法會通, 公法便覽, 星軺指掌, 규장각, 集玉齋, 帝室圖書, 書目

1. 머 리 말

서세동점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19세기 후반 세계정세의 변화가 갖는 가장 중

요한 특징은, 서구의 국제질서가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결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階序的 성격을 띠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세계질서인 事大秩序는 상호 평등

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서양의 새로운 시스템인 萬國公法1)1)體制가 도입됨에 따라

그와 충돌하였고2)2)결과적으로는 청산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국제관계의 형식 역시 사대질서 하에 규정된 조공․책봉에서 만국공법체제의 ‘조

약(treaty)’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바뀐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가 당대 동아시아 각국의 정부당국자 및 지식인들로 하

여금 서구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내용에 대한 숙지를 요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

이었으며, 이에 당시 서양의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국제법, 곧 만국공법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서양의 여러 연구서적들이 漢譯되어 중국을 필두로 조선, 일본 등에 전

래되었다. 이러한 서구 국제법 서적의 한역․수입에 대해서는 일찍이 여러 성과가

축적된 바 있다.3)3)또한 이를 토대로 하여 서양의 국제법 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점

1) 만국공법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 두 가지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후술하겠지만

서양의 국제법 서적을 번역한 책의 제목이며, 다른 하나는 전래 초창기에 있어서 ‘국제법

(International Law)’의 번역어로서의 의미이다. 물론 용어의 기원은 전자에서 비롯되었지
만, 점차 후자의 용례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이렇게 당시 국제질서의 주요 특성을 ‘사대질서와 만국공법체제의 충돌’로 파악하는 대표
적인 논자로는 김용구가 있다(김용구, 2001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
학과지성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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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높아지게 되고 그에 대해 다양한 인식들이 형성되었는데, 동아시아, 특히 조선

에 있어서의 만국공법에 대한 이해와 오해 등 각종 인식의 양상에 대해서 역시 일

정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4)4)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서양 국제법 서

적이라는 텍스트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다소 다른 접근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서적 실물을 통한 고찰이다. 즉 개별 도서들에 대한 추적을 통해 어떠한 종

류의 국제법 서적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수입되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書誌的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서적들의 流轉을 밝혀

냄은 물론, 만국공법의 수용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대하여 기존의 텍스트 및 역사

적 접근에서는 간과되었던 부분을 발견해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개항기에 수입․발간된 서양 국제법 한역서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및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나 국립중

앙도서관 등에 다수 전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우선 종류별로

서지사항을 개관한 뒤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현

황을 살펴보고, 그 現傳 경로를 규장각 도서와 관련된 주요 書目들을 통해 재구성

해보고자 한다.5)5)이는 규장각 도서의 형성 역사를 밝히는 작업에 있어서 하나의

3) 김용구,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禮와 서양 公法, 나남 ; 김효전, 2000 근
대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철학과현실사 ; 이근관, 2002 동아시아에서
의 유럽 국제법의 수용에 관한 고찰 -『만국공법』의 번역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9-2 ; 윤영도, 2005 中國 近代 初期 西學 飜譯 硏究: 萬國公法 飜譯 事例를 中心으로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상규, 2010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주권”과 “국제” 개념의

탄생 -『만국공법』의 판본 비교와 번역 , 중국학보 62.
4) 李光麟, 1982 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受容과 그 影響 , 東亞硏究 1 ; 김세민, 2002
韓國 近代史와 萬國公法, 景仁文化社 ; 오영섭, 2004 개항 후 만국공법 인식의 추이 , 東
方學志 124 ; 姜相圭, 1999 근대 일본의 萬國公法 수용에 관한 연구 , 진단학보 87
; 2006 중국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 東洋哲學 25.

5) 본고의 주제가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인 관계로 국립중앙도서관

본과 장서각본은 일단 제외하였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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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서적

들의 현존 양상으로부터 개항기 조선의 국제법 지식 습득상의 특성 또한 유추해

볼 것이다.

2. 주요 서양 국제법 漢譯書와 규장각 소장 현황

모든 국가가 형식적으로 평등한 主權(sovereignty)을 지니는 서양의 국제법 체

제는 30년 전쟁(1618~1648)을 종결지은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

체결을 계기로 신성로마제국의 도시공국들 간에 형성된 질서를 그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6)6)황제국과 제후국간의 엄격한 위계와 격식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사대질서

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상이했다. 이러한 이질적인 시스템에 동아시아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840년 아편전쟁을 필두로 본격화된 서구의 제국주의 침략이었다.

즉 서양의 침략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대응논리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의 국제

질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시급했던 것이다.

이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였던 윌리엄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丁韙良, 1827~1916)의 주도 및 중국 정부의 후원에 의해 1860년

대부터 당시 서구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던 저명한 일련의 국제법학 저서들이

한문으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마틴의 번역작 중 대표적인 저서 4권에

대하여 간행 순서대로 일반적인 서지사항과 더불어 현재 규장각과 서울대 도서관

의 소장 상황을 개관하고자 한다.

1) 萬國公法(1864)
미국의 국제법학자 헨리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이 저술한 Elements

6) 물론 이와는 다른 시각을 가진 다양한 논의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존 베일리스․스

티브 스미스 편저(하영선 외 옮김), 2006 세계정치론(제3판), 을유문화사, 60~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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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national Law(초판; 1836년 발간)를 마틴이 한문으로 번역한 책으로, 번
역 대본으로는 휘튼의 사후에 출간된 1855년 로렌스(Lawrence) 판본이 사용된 것

으로 추정된다.7)7)

미국 인디애나주 태생의 마틴은 1850년 22세가 되던 해에 장로교 선교사로 중

국에 부임하여 일생을 중국에서 보냈는데, 서양인으로서는 한문에 나름 조예가 있

던 그는 당시 국제법 지식이 전무했던 중국을 돕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와 더불

어,8)8)선교사로서의 신앙적 사명감에서 1862년부터 휘튼의 저서를 번역하기 시작했

다고 한다.9)9)

그런데 마침 캄보디아 문제로 프랑스와 외교적 분쟁을 벌이던 청국이 프랑스 측

의 논리에 대한 반박에 외국의 유사 사례를 인용하기 위해 국제법의 내용을 알아

야 할 필요가 생겼고,10)10)이에 중국 주재 미국공사인 벌링게임(Anson Burlingame,

7) 영국 주재 미국 대리공사를 지낸 로렌스(William Beach Lawrence)에 의한 증보판으로,
그는 휘튼의 전기 작가로도 알려져 있다(김용구, 1997 앞의 책, 54쪽). 현재 일본과 중국

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번역시기와 단락구성, 표제, 문장 등을 감안할 때 로렌스 판본을

저본으로 하였다는 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住吉良人, 1973 明治初期における
国際法の導入 , 国際法外交雑誌 5․6合併号; 張嘉寧, 1991 万国公法成立事情と翻訳
問題 - その中国語訳と和訳をめぐって , 日本近代思想体系15 - 翻訳の思想(加藤周一․
丸山真男 編), 岩波書店 등 참조). 그러나 1846년 간행본을 저본으로 했다는 설(劉禾(陳
燕谷 訳), 2000 普遍性的歴史建構 - 万国公法与十九世紀国際法的流通 , 視界 1)이나
초판을 저본으로 삼았다는 설(何勤華, 2001 万国公法与清末国際法 , 法学研究 2001-5;
2003 外国法与中国法, 中国政法大学出版社)도 있다.

8) 김용구, 앞의 책, 125~126면.

9) 기독교 선교사였던 그에게 있어서 만국공법의 번역은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전도활동
의 일부였다. 마틴은 문자 그대로 ‘만국의 공법’으로서 국제법이 가지는 공적 질서야말로

기독교 문명이 낳은 훌륭한 성과 중 하나로 파악하면서, 그 국제법을 만국공법이라는
번역서를 통해 중국에 보급함으로써 서구를 夷狄視하는 중화적 관념을 서서히 시정하고

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나중에 기독교 전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張嘉寧,

앞의 논문; 藤慎一, 1996 近代中国の知識人と文明, 東京大学出版会 등 참조).
10) 보다 근본적으로는 1860년 영․불 연합군에 의해 北京이 함락되고 咸豊帝가 熱河로 피신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외관계의 위기감이 조성됨과 더불어 서양 관련 외교문제가 중
대한 정치적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듬해에 중국 최초의 외교전담기구

라고 할 수 있는 總理各國事務衙門(總署로 약칭)이 설치되어 외교가 중시되기 시작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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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1870)의 주선으로 마틴은 1863년 가을에 청국 정부측 인사들과 만나게 되었

다.11)11)이후 출판비의 보조와 더불어 4인의 중국인 번역 협력자들을 제공받는 등

청 정부의 지원을 얻게 되었고,12)12)마침내 ‘萬國公法’이라는 題下의 총 4권(元․

亨․利․貞)으로 1864년 겨울에 北京 소재 崇實館에서 출판된 것이다.

만국공법 판본은 서두 부분에 휘튼의 영문판 표제와 더불어 마틴의 영문 서문

이 수록된 것과 영문이 없는 것의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현재 한국에는 영문 삽

입본은 전해지지 않는다.13)13)서울대학교에는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중앙도서

관 고문헌자료실에 각기 한 질씩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영문판 표제는 없는

판본이다. 각기 총 4권 완질이고, 표지에 규장각본(청구기호; 奎中3118)에는 조선

총독부, 중앙도서관본(청구기호; 화한서분류 5370 51)에는 경성제국대학의 장서인

이 날인되어 있다.14)14)

2) 星軺指掌(1876)
프로이센의 국제법 학자인 마르텐스 백작(Charles de Martens; 馬爾頓, 1790~

1863)의 저서인 Le Guide Diplomatique. Precis Des Droits Et Des Fonctions Des
Agent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외교 지침, 외교관과 영사관의 권리와 임무)
가 1876년 총 4권(元․亨․利․貞)으로 한역되어 간행된 책이다. 그는 주로 독일

내의 여러 국가들에 주재하는 대리공사를 역임하였던 외교관으로서 국제법에 관심

을 갖고 연구하여 1832년에 본서를 출간하였다. 그의 사후인 1866년에 역시 저명

시의 분위기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상규, 2006 앞의 논문, 96면).

11) 주선과 만남의 상세한 과정은 김용구, 앞의 책, 125~126면 참조.

12) 이들의 역할이 단순한 번역 작업의 보조 이상이었다는 견해도 있다(이근관, 앞의 논문,
24~29면).

13) 김용구, 2008 만국공법(한국개념사총서 1), 小花, 71~72면.
14) 물론 이들 외에도 서울대학교 도서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본고의 분석 대상이 모두 현재

모두 서울대학교 소속의 책인 관계로 앞으로 서울대학교 인장의 날인 여부에 대한 언급
은 생략하고자 한다(물론 간혹 서울대 도서인이 없는 경우도 없진 않으나 도서의 전승

경로 추적과는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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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법 학자인 게프켄(Friedrich Heinrich Geffcken)이 이 책을 크게 증보하였

는데, 한역본의 저본은 바로 이 증보판이 사용되었다.15)15)

성초지장은 마틴이 번역한 다른 3개의 국제법 저서와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
다. 다른 책들이 주로 국제법의 내용 자체를 취급한 반면, 이 책은 그보다는 주로

공사나 영사 등 외교관의 의무와 권리, 권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의

실무적 사항이 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마틴의 국제법 번역서 중에서 유

일하게 책의 표지에 번역자로 마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책 앞부분의 凡

例 에 따르면 한역을 함에 있어 同文館16)의16)학생(學習人員)인 聯芳과 慶常이 초고

를 작성하고, 貴榮과 杜法孟이 문장을 윤색하였으며, 總敎習인 마틴이 거듭 교정․

감수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17)17)따라서 성초지장의 경우 마틴은 번역을 직
접 담당하지 않고, 동문관의 학생들이 초벌 번역한 것을 최종적으로 교정․감수했

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울대에는 규장각에 2질이,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1질이 전해지고

있다. 규장각본 2질에 비해 중앙도서관본(청구기호; 화한서분류 5130 109)은 크기

가 작고 겉표지에 書名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3질 모두 공통으로 帝室圖書印과

총독부도서 장서인이 찍혀 있으며, 규장각본 2질은 여기에 서울대학교 도서인이

추가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본 중 1질(청구기호; 奎中4108)에는 集玉齋 도서인이

있는 반면 나머지(청구기호; 奎中4662)에는 없다. 중앙도서관본은 집옥재인과 더

불어 경성제국대학 도서인 역시 날인되어 있다.

3) 公法便覽(1877)
미국 뉴욕 출신의 국제법학자 울지(Theodore Dwight Woolsey; 吳爾璽, 1801~

15) 김용구, 1997 앞의 책, 62면.

16) 동문관은 1862년 總署에 부설된 중국 최초의 官立洋學校로서 洋務運動의 상징 중 하나라
고 할 수 있으며, 인재의 육성과 洋書의 번역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강상규, 앞의 논문,

98면).

17) 星軺指掌, 凡例 , “(前略)...... 其飜譯華文 系同文館學習人員聯芳慶常初稿 而貴榮杜法孟稍

加潤色 複經丁總敎習爲之校覈 ......(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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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의 저서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국제법 연구 입문)
를 마틴이 1877년에 한역한 책이다. 울지는 원래 그리스어와 고전문학을 전공하였

으며, 1831년 예일대학의 교수가 된 뒤 1846년 총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분야

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총장이 된 이후 관심의 분야를 역사, 정치학, 그리

고 국제법으로 변경하여 이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860년에 이 책

의 초판이 간행되었다.18)18)초판의 간행 이래로 계속 증보판이 나왔는데, 그 자신이

손질한 최후의 판본은 1879년의 제5판이었으며, 세상에 널리 알려진 판본은 1890

년에 그의 아들이 증보한 제6판이었다. 그리고 마틴의 번역 저본으로 사용된 것은

1874년에 나온 제4판으로 추정된다.19)19)

울지의 학문적인 수준은 휘튼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하며, 마틴이 그의 책을 번역

하게 된 동기도 그가 잠시 국제법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에 귀국했을 당시 울지와

친분을 맺은 것이 인연이 되어서였다고 한다.20)20)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국공
법 및 후술할 公法會通과 비교해 볼 때 이 책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에서도 그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때 이 책이 언제 유입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국내에 소장된 곳이 보이지 않으며 한말 자료에도 이

책의 서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파악되기도 했으나,21)21)金允植이 1882년에 天津에 갔

을 때 이 책을 얻어서 들어온 사실이 일찍이 밝혀진 바 있으며,22)22)1899년 1월 1일

에 前 都事 全秉薰이 時務 관련 상소를 올리면서 이 책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대

목이 확인되는 등23)23)그 수용의 흔적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두 책에 비

하면 상대적으로 그 언급 빈도나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소장 상태와도 일정 부분 연결되고 있다. 현재 공법편람
은 규장각에는 없으며, 중앙도서관에 1질(총 6권; 禮․樂․射․御․書․數)이 보

18) 김세민, 앞의 책, 26면.

19) 김용구, 앞의 책, 63면.

20) 김용구, 2008 앞의 책, 83~84면.

21) 崔鍾庫, 1983 韓國法思想의 近代的 過程 , 法史學硏究 7, 68면.
22) 李光麟, 앞의 논문, 131면.

23) 承政院日記 光武 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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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어 있는데, 장서인으로는 오직 경성제대의 것과 더불어 개인 소장자의 날인으

로 보이는 것만이 발견되며,24)24)집옥재, 제실도서, 총독부도서 등의 인장이 일체 찍

혀있지 않다.

4) 公法會通(1880)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의 국제법학 교수였던 블룬츨리(Johann Casper Bluntschli;

步倫, 1808~1881)가 1868년에 저술한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문명국들의 근대 국제법)를 마틴이 1880년에
한역한 책이다. 취리히 출신인 블룬츨리는 당시 동양에 알려진 누구보다도 높은

학문적인 수준을 가진 법학자로서, 이 책은 초판의 발행 이후로도 여러 차례 증보

를 거듭했으며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은 물론 일본어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들 중 마틴이 번역에 활용한 것은 원본이 아니라 프랑스

어판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몇 년도에 간행된 판본인지는 불분명하다.25)25)

이 책은 동아시아 3국에 전래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에 가장 큰 영향

을 주었는데, 앞서의 3개종과는 달리 유일하게 조선에서 간행된 판본이 있다는 점

이 그 사실을 입증해준다. 즉 1896년 5월 9일자로 學部 編輯局長이었던 李庚稙의

서문을 붙여 원래 5권(仁․義․禮․智․信)이었던 중국판 한역본을 3권(天․地․

人)으로 재편집하여 간행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의 소장 상황을 봐도 공법회통은 다른 책들에 비해 그 수량이 압
도적으로 많다. 총 7질(규장각; 6질, 도서관; 1질)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奎

中2963>본은 중국에서 발행된 한역 원본으로 집옥재와 총독부 및 서울대 도서인이

찍혀 있다. 나머지 6질은 모두 조선 간행본으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표지에 ‘愚齋’라는 인장과 ‘李臣顯用’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데, 아마도 호가 ‘愚齋’인 ‘李

顯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된다.

25) 김용구, 1997 앞의 책, 6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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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古349.2-B63g>; 3권 완질이며 개인 소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藕艇’이라는
인장이 있다.

 <經古327-Oelg>; 3권 완질이며 ‘朝鮮經濟硏究所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奎15319>; 天․地․人 중 ‘天’(제1권)이 빠져 있고, 표지 우측 상단의 書根 부분
에 ‘交涉局’이라고 붓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총독부 도서인과 더불어 ‘外部交涉局

章’이 날인되어 있다.
 <奎20828>; 天․地․人 중 ‘天’(제1권)과 ‘人’(제3권)이 빠진 ‘地’(제2권)만 있는

상태로, 서울대학교 도서인 이외에는 장서인 날인이 없다.

 <奎中2068>; 3권 완질이며 총독부 도서인과 더불어 ‘道敬氏’, ‘首陽人’이라는 2개
의 인장이 보인다.26)26)

 <古341B628mKm>(중앙도서관 소장); 天․地․人 중 ‘天’(제1권)이 빠져 있고,

뒷표지가 훼손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본교 의과
대학 의학과 이경식 교수 기증’이라는 내용의 스탬프와 더불어 ‘安中植印’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항기 주요 서양 국제법 서적 한역서의 개괄 및 규장각한국

학연구원․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의 소장 상황을 도표로 만들면 다

음 <표 1>과 같다.

<표 1> 개항기 주요 서양 국제법 漢譯書의 규장각(서울대) 소장 현황

26) 역시 개인의 장서인으로 추정된다. 道敬은 소장자의 字이고, 首陽은 본관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이는데, 首陽은 海州의 옛 지명이므로 海州 吳氏나 海州 崔氏 등의 성을 가진 인

물일 가능성이 높다.

서
명

소장
기관

청구기호 판종
권
수

특기사항

藏書印

集玉齋
帝室
圖書

朝鮮
總督府

京城
帝大

기타

萬
國
公
法

규장각
奎中3118
v.1-4

중국 4 ○

서울대
도서관

5370 51
1~4

중국 4 ○

星
軺
指
掌

규장각

奎中4108
v.1-4

중국 4 ○ ○ ○

奎中4662
v.1-4

중국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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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書目類를 통해 본 규장각 소장본들의 現傳 경로

1) 서적들의 서목 기재 현황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서적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현전하는지를 밝히고자 할

경우, 장서인 분석과 더불어 필요한 것 하나가 각 시대별 주요 서목에서 이들의

서명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가장 빠른 간행 년대가 만국공법의

1864년이므로, 최소한 고종대 이후의 서목에서야 확인이 가능한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규장각이나 장서각 등지에 전하는 서목의 대부분이 그 작

서울대
도서관

5130
109 1~4

중국 4
표지에 書名
없음

○ ○ ○ ○

公
法
便
覽

서울대
도서관

5370
102 1~6

중국 6 ○
愚齋,
李臣顯用

公
法
會
通

규장각

가람古
349.2-B63
g v.1-3

조선 3 藕艇

經古
327-Oelg
v.1-3

조선 3
朝鮮經濟硏究
所之章

奎15319 조선 2
제1권 缺.
표지 우측에
‘交涉局’ 표기

○ 外部交涉局章

奎20828 조선 1 제1․3권 缺.
奎中2068
v.1-3

조선 3 ○
道敬氏,
首陽人

奎中2963
v.1-5

중국 5 ○ ○

서울대
도서관

古341
B628mKm

조선 2
제1권 缺.
뒷표지 훼손.

본교
의과대학
의학과
이경식
교수기증,
安中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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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대가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작성 년대가 비교적 분명한 서목 중에서 상기의

국제법 서적들 중 일부가 수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內下冊子目錄(1884
년 간행. 장서각 소장. 청구기호; K2-4960)이라는 것이 발견된다.27)27)이 서목은 고

종이 1882년 ‘東道西器’ 정책을 표방한 이후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개화서적

수입의 결과 수집된 책들을 규장각으로 內下한 목록으로,28)28)천자문 순서대로 ‘天’

字부터 ‘盈’字까지 총 10개의 카테고리 내에 563종 771권의 서적명이 기재되어 있

다.29)29)이 가운데에 만국공법이 나오는데, 天字 중 1건,30)30)宇字 중 1건31)으로31)도

합 2건이 보인다. 天字에 나오는 것이 2질이고 宇字의 것은 天字의 항목을 옮겨

적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전체 질수는 2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新內下書目이 있다.32)32)이 역시 고종이 內
下한 서책의 명단을 정리한 것인데, 이 서목은 비교적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만국공법은 각 4책씩 총 2건이 내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앞
서의 내하책자목록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1884년을 전후한 어느 시점에서 총

27) 책의 속표지에 ‘甲申’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28) 장영숙, 2009 內下冊子目錄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 , 한
국민족운동사연구 58, 211면.

29) 각 字별 구성의 상세한 내용은 장영숙, 위의 논문, 214면의 <표 1> 참조.

30) 紙欌(中層; 작은글씨)이라는 항목 내에 나오는데, 종이로 바른 책장의 중간층에 보관되

어 있는 뜻인 것 같으나,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렵다. 기재 내용은 우선 ‘萬國公法六卷’이
라고 써있고, 바로 우측에 ‘又 一匣’이라고 적힌 뒤 밑에 작은 글씨로 ‘內四卷’이라고 되

어 있다. 일단 ‘又 一匣’이라는 문구에서 총 2질이라는 인상을 받지만, 만국공법 한역본
은 총 4권이므로 왜 ‘六卷’으로 표기되었는지 의문이다. ‘四卷’의 오기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內

四卷’의 밑에 보다 큰 글씨로 ‘甲申五月初九日 內入’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종

이 내하하였다가 1884년 5월 9일에 다시금 열람을 위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31) 내용은 ‘萬國公法一匣四卷’으로 되어 있으며, 밑에 ‘移錄紙欌中層’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

로 보아, 앞서 나온 天字 카테고리 내의 ‘紙欌(中層)’ 항목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32) 이 서목은 장서각에 소장된 內閣藏書彙編(청구기호; K2-4637)에 포함되어 있으며, 작
성 년대는 대체로 1882~1887년 사이로 보인다(延甲洙, 1993 《內閣藏書彙編》 解題 , 奎
章閣 16, 128면). 한편 대체로 비슷한 내용의 서목이 총 3책의 奎章閣書目(奎11670)
중 제1책에 해당하는 閱古觀書目에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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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을 고종이 內下하였고, 이를 열람을 위해 다시 1884년 5월 9일에 가져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33)33)

다음으로 고종대의 서적 수집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集玉齋이다. 집옥재는 경복궁 안에 있던 고종의 집무실 겸 서재로서, 수만 권의 중

국본 장서가 소장되었던 장소였다. 그 기원은 1881년에 咸寧殿 北別堂의 堂號를

집옥재로 내려준 데서 찾을 수 있으며, 이후 10년 뒤인 1891년에 집옥재의 앞 건

물인 寶賢堂을 수리하고 집옥재를 옮겨 짓게 하면서 현재 경복궁 향원정 북쪽의

위치로 서재의 공간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34)34)고종은 이곳에 개화정책의 실행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개화서적들을 구비하였는데, 그 서적 목록이 현재 규장각, 장서

각 등지에 전하고 있다.35)35)그 중 규장각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법회통(1건)
과 성초지장(2건)이 발견된다.
눈에 띄는 사실은 만국공법이 집옥재 서적 목록에 없다는 사실이다. 1884년
경 규장각에 내하한 바 있는 두 질의 경우, 이들을 고종이 內下했다가 다시 內入

한 이후의 행방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奎章閣樓上庫冊目錄이다.36)36)

33) 단, 규장각서목(奎11670) 중 제1책 열고관서목의 부록으로 포함된 부분에서는 1질로
나온다(소장서가; 1架).

34) 장영숙, 2012 集玉齋書目』 분석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서적 수집 실상과 활용 , 한국
근현대사연구 61, 14면.

35) 규장각 소장본으로는 集玉齋書籍目錄(奎11676), 集玉齋目錄外書冊(奎11703) 集玉齋
書籍調査記(奎11705) 등이 있으며, 장서각본으로는 集玉齋書目(K2-4667)이 있다. 이

들 중 집옥재목록외서책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며, 집옥재서적조사기는 서적의 전체
규모를 분류항목별로 나열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중심 서목은 집옥재서적목록과 집
옥재서목으로 봐야 하는데, 양자는 다 같이 宮內府 용지를 사용하고 기재된 책명의 순
서도 같기에 동일한 서목의 복벌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작성 시기는 궁내부가 정상적으
로 기능하던 1897년 대한제국 출범 이후부터 1904년 러일전쟁 이전 사이의 어느 시점으

로 보이며, 집옥재 장서인의 날인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李泰鎭, 1996

奎章閣 中國本 圖書와 集玉齋圖書 , 民族文化論叢 16, 180~181면).
36) 이는 장서각 소장본의 서명이며(청구기호; K2-4634), 규장각에도 총 2권으로 된 奎章閣
書目(奎11706)이 각기 1권은 누상고, 2권은 누하고의 서목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의 내용
이 장서각 소장본과 동일하다. 작성 년대는 隆熙 원년(1907년) 경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南權熙, 1983 奎章閣 西庫와 그 書目分析 , 奎章閣 7, 162면), 일제의 규장각도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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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聚奎樓37)의37)樓上庫 北八欌에 만국공법이 소장된 것으로 나오는데,
몇 질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규장각을 비롯한 궁궐 내 장서들은 통감부 시기 일본이 대대적인 도서정리사업

에 나서면서 체제상 큰 변화를 맞는다. 1907년 고종이 강제퇴위당하고 일제가 황

실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규장각의 관제가 바뀌어 그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이듬

해에는 <奎章閣分課規程>이 제정되어 4개의 課가 설치되었다.38)38)이러한 제도의 정

비를 바탕으로 일제는 규장각 뿐만 아니라 弘文館, 侍講院, 집옥재, 북한산 행궁

등 다른 수장처에 보관되던 서적들을 조사하여 각기 목록을 작성한 뒤, 이들 약

10만여 권을 통합하여 ‘帝室圖書’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모든 도서를 조선도서(朝

板)와 중국도서(唐板)로 나누고 經․史․子․集의 四庫全書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帝室圖書目錄(청구기호; 奎25243)을 제작하였다(1909년 11월).39)39)
그런데 목록의 서두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분명히 집옥재와 규장각의 서적이 망

라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만국공법과 공법회통은 보이지 않고 성
초지장만 기재되어 있다.40)40)제실도서목록의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朝板圖書目
錄(奎26730; 조선도서 목록), 唐板圖書目錄(奎26771․古015.52-D218; 중국도서
목록), 貴重圖書目錄(古016.09-G995; 귀중본 도서 목록), 別庫圖書目錄(古015.51
-B991; 別庫 보관 도서 목록) 등을 살펴봐도 이들 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41)41)

리과정 중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徐榮姬, 1994 통감부 시기 일제의 권력장악과 규
장각 자료의 정리 , 奎章閣 17, 108~109면).

37) 취규루가 정확히 어느 궁궐에 소재한 전각이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창덕궁에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박현순, 2015 『奎章閣書目』을 통해 본 규장각 장서 , 한국문화 70, 49
~50면).

38) 徐榮姬, 앞의 논문, 106~107면.

39) 徐榮姬, 위의 논문, 108~110면.

40) 분류 항목은 唐板-史部-政書類이며 서가번호는 55이다(제실도서목록 230쪽). 질 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41) 성초지장의 경우 당판도서목록에 제실도서목록과 같은 서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
는데, 총 3질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 시기에 어떤 경로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애초에

집옥재에 보관되어 있던 2질 이외에 1질이 추가로 입수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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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던 이들 도서의 서명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한국병합 이후에 기록된 別
庫藏置書籍目錄(奎26790)에서이다. 별고는 원래 散佚缺損된 조선 서적과 중국 서
적 중에서 부수가 많은 것들을 따로 보관하기 위하여 추가로 만든 서고로, 병합

이후 잠깐 동안의 李王職 庶務係 관리기를 거쳐서 1911년 6월에 규장각도서가 총

독부 取調局으로 이관된 이후에 이 서목이 제작되었다. 만국공법과 공법회통
이 수록되어 있는데, 뒤에 追記한 내용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이유로 이들

두 책이 제실도서로 통합되는 단계에서는 합류하지 못했다가 병합 후 취조국 관리

하의 규장각 도서관 별고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42)42)

규장각도서는 1912년 4월에 총독부 參事官 分室로 이관되었는데, 이 시기에 만

들어진 서목부터는 이들 두 서적의 서명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먼저 취조국으로부

터 참사관 분실로 도서가 인계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43)43)唐板部別
目錄(奎26754)에 보면 史部 法政類에 만국공법과 공법회통이 각기 1건씩 기
재되어 있다(서가번호; 北架 22).44)44)이후 분류체계의 변경과 도서번호 부여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나온 보다 정리된 형태의 서목으로 支那圖書部類目錄(奎26713.
총 4권)이 있는데,45)45)제2권의 史部-政法類에 만국공법 1건(도서번호; 3118), 성
초지장 3건(도서번호; 4662, 4108, 5877), 공법회통 2건(도서번호; 2963, 2068)
이 등장하고 있다.46)46)이러한 도서 정리와 목록작성 작업을 종합하여 일제가 1921

42) 이 시기 작성한 중국본 도서목록인 唐板書籍目錄(奎26756)․唐板圖書目錄(奎26765)
․唐板四部假目錄(奎26767) 등(이들 서목들의 작성 시기상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민회
수, 2015 일제강점기 규장각 書目의 '記錄類' 형성 과정, 한국문화 70, 94면 참조)에는
이들 두 책은 물론, 이전의 서목들에서 보이던 성초지장 조차 나와 있지 않다. 그 이유
는 조선본 목록인 書籍目錄臺帳(奎26768) 등 취조국 관리기 당시 작성된 서목들이 체
계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록 분량 면에서도 매우 불완전하여 많은 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金泰雄, 1995 日帝 强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 , 奎章閣 18, 182면).

43) 민회수, 앞의 논문, 102~103면.

44) 이 서목은 작성 시점이 1913년 4월 경인데, ‘政法類’가 아니라 ‘法政類’로 표기되어 있는 점,
그리고 성초지장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소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45) 작성 시기는 대략 1916년 전후로 추정된다(민회수, 앞의 논문, 106면).

46) 그런데 공법회통 2건 중 2068번은 전체 권수가 3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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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에 인쇄본으로 간행한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
기호; 朝92-4)을 보면 支那圖書部類目錄과 도서번호까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47)47)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법 한역서들의 주요 서목 수록 상황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이하의 <표 2>와 같다.48)48)49)

때, 1896년 學部 발간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는 조선본 도서로, 엄밀히 말하면 ‘唐板’
도서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47)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朝92-4) 246~248쪽 참조. 이들 서적들의 도서번호 대부분이 오
늘날 현재 규장각 도서번호로 계승되고 있기도 하다.

48) 이하의 표에서 나타나는 국제법학서의 서목 기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분류가 계속
해서 변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제실도서 시기에는 史部-政書類였다가, 이후 취조국 시기

에는 法政類로, 다시 참사관 분실 시기에는 政法類로 변화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

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만국공법․공법회통․성초지장은 子部-西學類로 분류되어
있다.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上․下,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1)을 제작하면서 서양
서의 한문 번역본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인데, 책의 성격상 이러한 분류가 적절

한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같은 성초지장이라도 <奎
中4108>본은 子部-西學類인 반면, <奎中4662>본은 史部-政法類인 데서 분류에 일관성이

없음을 엿볼 수 있다).

49) 내하책자; 內下冊子目錄(1884년 간행. 장서각 소장. 청구기호; K2-4960)
신내하; 新內下書目(1882~1887년 간행. 內閣藏書彙編(장서각 소장. 청구기호; K2-

4637) 및 奎章閣書目(奎11670) 제1책 閱古觀書目 부록).
집옥재; 集玉齋書籍目錄(1897~1904년 간행. 청구기호; 奎11676 및 K2-4667[集玉齋書目])
누상고; 奎章閣樓上庫冊目錄(1907년 경 간행. 장서각 소장본(청구기호; K2-4634) 및

규장각 소장의 奎章閣書目(奎11706) 중 1권)
당판; 唐板圖書目錄(隆熙 년간 간행. 청구기호; 奎26771․古015.52-D218)
제실; 帝室圖書目錄(1909년 11월 간행. 청구기호; 奎25243)
별고; 別庫藏置書籍目錄(총독부 取調局 관리기(1911. 6~1912. 4) 간행. 청구기호; 奎26790)
부별; 唐板部別目錄(총독부參事官分室관리기(1912. 4~1922. 11) 간행. 청구기호; 奎26754)
지나; 支那圖書部類目錄(총독부 參事官 分室 관리기(1912. 4~1922. 11) 간행. 청구기호; 奎
26713)
고도서;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1921년 10월 간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朝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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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규장각 소장 개항기 주요 서양 국제법 漢譯書의 수록 書目 일람49)
49)

서목

서명

개항기(대한제국기) 통감부기
일제강점기

취조국 참사관분실

내하책자 신내하 집옥재 누상고 제실 당판 별고 부별 지나 고도서

萬
國
公
法

天字 중 1건
-紙欌中層 내
萬國公法六卷
又 一匣內四卷
甲申五月初
九日 內入

宇字 중 1건
-

萬國公法一
匣四卷

移錄紙欌中層

2질

北八欌
소장
(질수
불명)

追記
부분
에
기재

史部 -
法政類 ,
1건

(서가번호
;

北架 22)

史部 -
政法類 ,
1질

(도서번호
; 3118)

史部 -
政法類 ,
1질

(도서번호
; 3118),
수록 쪽수
- 247쪽

公
法
會
通

1질
追記
부분에
기재

史部 -
法政類 ,
1건

(서가번호
;

北架 22 )

史部 -
政法類 ,
2질

(도서번호
;
2963,
2068 )

史部 -
政法類 ,
2질

(도서번호
; 2963,
2068 ),
수록 쪽수
- 246쪽

公
法
便
覽

星
軺
指
掌

2질

唐板 -
史部 -
政書類
(서가
번호;
55)

唐板 -
史部 -
政書類 ,
3질
(서가
번호;
55 ).

史部 -
政法類,
3질

(도서번호
; 4662,
4108,
5877 )

2) 규장각 소장본의 현전 과정

이상에서 살펴본 서목의 기재 현황과, 앞서 언급한 현재 규장각의 소장 상황을

연계시켜 생각해보면 규장각 소장본의 전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먼저 만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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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터 살펴보면, 1884년 경 고종이 규장각에 2부를 內下한 뒤, 다시 內入하기도
하였지만, 규장각의 서적 보관처였던 취규루 누상고의 북쪽 8번째 책장에 적어도

1907년경까지는 보관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의 서적을 포함하여 집옥재, 홍문관

등의 서적들 일체가 제실도서로 망라될 때 무슨 이유에선지 여기에 합류하지 못하

고 일시적으로 어디론가 이탈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10년 한국병합 이후

조선총독부 취조국이 규장각 도서를 인계받아 관리할 때의 어느 시점에 다시금 규

장각 도서를 보관하는 서고의 별고로 유입되었고,50)50)참사관 분실로 이어져서 도서

번호를 부여받은 뒤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거쳐 현재 규장각

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법회통을 보면, 이 책은 개화정책 실현에 참고하기 위한 개화서적
으로서 구입되어 고종의 서재이자 집무실이었던 집옥재에 보관되면서 집옥재 장서

인이 날인되었는데, 이 역시 제실도서의 구성 당시 편입되지 못했다가 이후 만국
공법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51)51)
성초지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형적인 코스를 거쳤다. 총 2질이 개화서적으
로서 수입되고 집옥재에 보관되면서 장서인이 날인되었고, 제실도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1부가 어디선가 추가되었다. 이후 취조국 → 참사관 분실 → 경성제대

→ 서울대 → 규장각의 과정을 거쳐 현재 3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공
법편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멀었기에 주요 서목들에 기재가 되
어 있지 않았고, 장서인에서 미루어볼 때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시절에 수집된 것

으로 봐야 할 것이다.52)52)

50) 이 때 1부만 돌아왔고 나머지 1부는 다른 곳으로 이관되었을 확률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 확증은 없으나, 현재 장서각에 李王職 도서인이 날인되어 소장 중인 만국공법 1부
의 출처가 주목된다.

51) 단 이는 중국본(총 5권)에 한정된다. 조선에서 간행한 판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
루고자 한다.

52) 물론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작성한 서목도 일부 규장각에 전해지나, 거기에는 공법
편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다 자세한 경로 추적을 위해서는 당시의 도서원부를
정밀히 살펴봐야 할 것인데, 그 작업은 후일의 것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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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국공법과 공법회통은 어디로 옮겨졌다가 다시 합류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내용을 병합 직후 규장각 도서의 이관과 관련한 행정문

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1911년경에 이왕직 장관 閔丙奭이 정무총감 야마가타

(山縣)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규장각도서의 취조국 인계를 언급하면서, 집옥재 서

적에 대해 고종이 ‘개인적으로 바로 옆에 두고 자유롭게 출납․열람’하는 것이기에

원래는 제실도서 정리시 제외 대상이나 보관 등의 필요상 고종에게 요청하여 도서

관에 수납했다고 하였다. 春坊53)53)역시 황태자였던 순종과 관련하여 같은 성격을

지님을 환기시키면서, 이들 둘은 향후 취조국 인계 도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54)54)

물론 결과적으로 민병석의 생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55)55)이렇게 집옥재 전체를

고종의 개인 서적으로 간주하여 정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아니면 집옥재와 춘

방의 도서를 인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논의가 존재했던 점으로 볼 때, 고종이 개

인적으로 바로 옆에 꽂아두고 열람했던 일부 서적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까지 정

리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이들 둘은 바로 이러한 성격의 서적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56)56)공법회통의 경
우 집옥재 서적이었기에 바로 그러한 제외 요청이 가능했을 것이고, 만국공법도
비록 집옥재는 아니지만 고종이 內下하여 규장각 서고에 소장 중이었던 바, 고종

53) 춘방은 왕세자를 모시고 經書와 史籍을 강의하며 道義를 가르치는 임무를 담당한 世子侍

講院을 지칭하는 용어로, 1895년(고종 32)에 한때 王太子宮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이듬
해 다시 원래 명칭으로 환원하였다.

54) 圖書關係書類綴(奎26764), 문서번호 3, 奎章閣使用圖書全部取調局ヘ引繼ニ關シ李王職
長ヨリ官政務總監ニ付スル意見書字 . 실제로 圖書室保管書籍中德壽宮內入級宮內省借渡
調査表(奎26706)를 보면 이 시기 상당량의 서적들이 창덕궁에 內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5) 圖書關係書類綴(奎26764), 문서번호 4, 舊宮內府圖書課藏書ニ關シ政務總監ヘ稟申ノ件
에 따르면, 민병석의 요청을 일단 각하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고종이나 순종이 서적을 열
람을 요구하는 경우 및 이왕직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열람․대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5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국공법의 경우 내하책자목록에 따르면 고종이 內下했다가
다시 열람을 위해서 內入한 바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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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시 열람을 위해 그 자신이나 기타 인물의 요청에 의해 제실도서로의 정리 작

업에서 일시적으로 빠진 것이었을 수 있다.

만국공법, 공법회통과 같은 국제법학서의 경우 당대 정치를 하고 국가를 이
끌어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교과서였다고 할 수 있다.57)57)1909년이면

비록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하긴 했어도 아직 국가는 존속하고 있었기에 당시 세계

질서에 대한 관심을 결코 놓을 수 없었을 것이며,58)58)더구나 한․일의정서(1904)나

을사늑약(1905), 그리고 정미7조약(1907), 기유각서(1909) 등과 같은 조약 체결을

통해 국권침탈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조약’ 시스템의 규정집이나 마찬가지인

국제법학서에 대해서 관심을 놓을 수 없었을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다가 1910년 병합 이후에는 고종 자신의 이들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어졌을 뿐더러, 일제 입장에서도 망국이라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도서의 반납을

종용하기 쉬워진 관계로, 다른 규장각 도서들과 합류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제실도서목록의 작성시 조선왕조 및 왕실 관련 도서들이 상당수 제
외되었음은 이미 확인된 바 있지만,59)59)이들 이외에도 추가로 제외된 도서들이 존

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서목에 입력된 書名의 면밀한 대조를 통해 이

러한 예외 사례가 일반적인지 아니면 특수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인

식되어 온 규장각 도서의 형성 과정에 대해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을 가하는 작업

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57) 이 점에서 성초지장과는 다르다. 성초지장은 외교관의 책무와 권리 등을 서술한 책
으로서, 고종이나 당대의 인물들에게 서양 세계의 시스템을 축약한 법전으로 인식되던 만
국공법․공법회통과는 달리 일반적인 개화서로 이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책의 현재까지의 전승 과정이 다른 둘과 달리 그러한 개화서의 전형적인 코스(집옥재 →

제실 → 취조국 ......)를 밟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는 분명해진다.

58) 열람의 주체가 반드시 고종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현직 황제인 순종이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59) 민회수, 앞의 논문, 100~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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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법회통의 간행에서 나타나는 만국공법 수용 양상의 특성

19세기 후반 조선에서 서구 국제법 서적을 수입할 때 나타난 특수한 양상은 바

로 가장 나중에 간행된 공법회통에의 편중 현상이었다. 마틴의 4개 번역서 중
유일하게 인쇄를 했다는 사실에서 이미 그 실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려니

와,60)60)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그러한 현상에 대해 지적이 된 바 있다. 간행의 계기

가 고종이 직접 읽고 대신들에게 열람을 명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며,61)61)무엇보다

1899년 제정된 大韓國國制 에서 매 조항마다 원용되어 대한제국 황제정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당대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62)62)

이러한 양상은 현재 규장각 소장 상황에도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간

행본으로 규장각과 서울대에 소장된 것이 총 6종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하

였다. 그런데 그 유입 경로를 보면, 우선 <가람古349.2-B63g>․<奎中2068>(이상 규

장각), <古341B628mKm>(이상 중앙도서관)의 3개본이 모두 개인 소장자를 거쳐서

입수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63)63)그만큼 일반에도 널리 책이 퍼졌음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奎15319>본은 ‘交涉局’이라는 표기와 ‘外部交涉局章’이라는

인장 날인에서 대한제국기 외교를 담당한 外部 교섭국에서 일종의 지침서로서 활

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經古327-Oelg>본은 경성제국대학교 법문학

부 산하 경제연구소의 이른바 ‘經濟文庫’ 컬렉션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64)64)

60) 인쇄도 중국판의 번각본 형태가 아니라 활자를 새로 구성하여 찍어냈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에서 이 책에 부여한 의미의 비중을 알 수 있다.

61) 김세민, 앞의 책, 28면; 오영섭, 앞의 논문, 456면.

62) 상세한 내용은 오영섭, 위의 논문, 478~480면.

63) 중앙도서관의 <古341B628mKm>본은 ‘安中植印’이라는 인장에서 추정해볼 때, 확실하지는

않지만 19세말~20세기 초의 유명한 화가였던 安中植(1861~1919. 호는 心田)의 소유였
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경식 교수를

경유한 뒤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로 기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4) 권태억 외, 200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경제문고 해제집, 서울대
학교 출판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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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참조할만한 내용이 바로 당시 동양인들의 서구

국제법 체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바로 다

음에 나오는 張斯桂가 쓴 만국공법의 서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략) ...... 지구상 판도의 大小를 살펴보면, 수십 개 이상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

는데, 곧 선왕의 명을 믿고 盟府에 기록하여 대대로 지켜서 길이 누리고 바꾸지 않으

며 이 盟約을 깨트린다면 천지신명이 형벌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萬國律例라는
한 권의 책이다. 그렇기에 서양 각국의 公使․大臣 및 水上․陸上의 주요 지휘관들과

領事들이 번역하였고, 교사와 상인에서 稅務司 등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 않음이 없다. ......(후략)65)65)

즉 서양의 국제법 체제를 만국율례라는 하나의 법전 형태로 만들어진 시스템
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인데,66)66)이는 중국의 大明會典이나 大淸會典, 조선의
經國大典이나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등의 예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그러한 체제에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양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미루

어 짐작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으니, 마틴이 번역한

책은 비록 저명하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휘튼이나 울지, 마르텐스, 블룬츨리 등

한 학자의 개인적인 연구 저술에 지나지 않으며 어떠한 구속력도 가질 수 없는 것

이었다.

이러한 오해는 한동안 계속되었는데, 문제는 조선에서의 공법회통의 발간과
활발한 수용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그 중에서

도 조선의 법전 발행 체계를 보게 되면, 경국대전 → 속대전 → 대전통편
→ 대전회통의 과정에서 본래 내용은 유지된 채로 증보가 되는 형태로 간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즉 대전회통만 봐도 경국대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결국 가장 마지막에 발행된 것

65) 萬國公法, 萬國公法序(張斯桂) , “(前略)...... 統觀地球上版圖 大小不下數十國 其猶有存
焉者 則恃其先王之命 載在盟府 世世守之 長享勿替 有渝此盟 神明殛之 則此萬國律例一書

耳 故西洋各國公使大臣水陸主帥領事飜譯 敎師商人以及稅務司等 莫不奉爲蓍蔡 ......(後略)”.

66) 김용구, 앞의 책,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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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종판이며, 그것만 숙지하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마틴의 4개 저술 중 가장 나중에 등장한 공법회통을 최종판으로 이
해하고 그토록 대대적인 발간을 하면서 적극적인 수용에 나선 게 아닌가 여겨진

다.67)67)이러한 심증은 1896년 학부에서 이 책을 발간하면서 학부 편집국장 이경직

이 서두에 붙인 서문의 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전략)...... 지금 서양 각국은 날로 문명의 변화를 열어가며 상호 예물을 교류하고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서로 왕래하고 있는데, 각국의 높은 관리들이 사건을 심

판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원용하며 전례로 삼는 것이 바로 만국공법과 공법편람이
다. 일찍이 惠氏(휘튼; 필자 주)와 吳氏(울지; 필자 주) 諸人들이 증명하고 바로잡은

바 있으며, 마침내 독일의 步倫씨(블룬츨리; 필자 주)에 이르러서 會通의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지론이 공정하고 편향됨이 없으며, 그 서술이 확실히 근거가 있으니, 이
어찌 나라를 보전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길이 아니겠는가? ......(후략)68)68)

즉 블룬츨리의 저서를 휘튼과 울지의 연구를 포괄하여 통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9)69)중앙관리가 이럴진대 대다수의 지식인이나 백성들이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과 백성들이 국제법 체제의 본질에 접근

67) 이러한 사실 이외에도 공법회통은 다른 책들과 달리 보다 동아시아인들에게 친숙한 綱
目體의 형태를 띠고 있다(오영섭, 앞의 논문, 454면). 이는 블룬츨리의 원저서가 862개의
명제들 및 그에 대한 해설이라는 다소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 것인데(김용

구, 2008 앞의 책, 35면), 조선인들로 하여금 이것이 최종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68) 公法會通, 公法會通序(李庚稙) , “(前略)...... 今泰西諸國 日開文明之化 玉帛相交 梯航相
通 各國大憲 審斷公案 援而爲例 卽萬國公法公法便覽是已 曾有惠氏吳氏諸人之證訂 至於德
國步倫氏 而遂有會通之書 持論公而不偏 敍事確而有據 蓋莫非保國善隣之道也 ......(後略)”.

69) 책 제목에서 보이는 ‘회통’이라는 용어 역시 더욱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컸다.
일단 회통이라는 말의 뜻이 본래 불교 용어로 ‘서로 어긋나는 뜻이나 주장을 해석하여

조화롭게 만든다.’는 의미일뿐더러, 고종대에 편찬되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
회통을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 책 모두 저자가 전혀 다른 사람임은
말할 것도 없고, 번역서가 아닌 원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간행 순서조차 한역본과 일치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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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생각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19세기 후반 유럽 국제법

의 학문적 경향은 국가의사의 표현인 조약과 관습만을 인정하고 국가의사 이외의

어떠한 상위질서도 인정하지 않는 실정법주의로서, 기독교 중심주의와 유럽 팽창

주의를 그 속성으로 하여 제국주의 침략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한 측면이 컸다.70)70)

그런데 마틴은 원래 이러한 실정법주의에 입각한 원서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

당한 압축과 의역을 가하였고, 그 결과 신의 의지나 이성의 질서를 국가사상보다

우위에 두는 자연법주의적인 내용으로 오해되게 만들었다.71)71)이는 결국 당시 양육

강식의 냉엄한 국제질서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만국공법만 지키면 국

가를 보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마틴의 번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원서를 직접 찾아

보거나 다른 국제법 서적을 접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데,72)72)서양의 국제법

질서를 동아시아의 법전 중심적 체제와 동일하다고 상정하고 공법회통을 그 법
전의 최종판으로서 이해함으로써, 그러한 다양한 시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차단되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한국국제 는 말할 것도 없고, 대신들도 만국공법

을 논할 때 항상 공법회통이나 만국공법 한역본의 일부 구절을 인용하는 데
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73)73)그 결과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

된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국제질서를 현실과는 상이하게 이해하는 인식을 보이

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70) 김용구, 1997 앞의 책, 45~53면.

71) 오영섭, 앞의 논문, 461면.

72) 실제로 일본은 그러한 시도들을 통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姜相圭, 1999
앞의 논문 참조). 이는 일본의 개항이 조선보다 20여년 빨랐다는 데서도 그 원인을 일부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73) 김세민, 앞의 책, 24~33면 참조. 그런데 공법회통이 최종판이라고는 하지만 만국공법
역시 최초의 법전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녔으며, 무엇보다 책의 제목이 국제법을 대표

하는 용어가 되었다는 데서 그 의미가 경시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당시 사료를 보면 공
법회통 못지 않게 만국공법도 계속해서 많이 인용됨을 알 수 있다. 비유하자면 대전
회통과 경국대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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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혹시 대신들이 ‘강한 나라는 대적할 수 없다.’거나 ‘禍機를 예측하기 어렵

다.’는 등의 말로 성상의 마음을 두렵게 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나라가 아무

리 약소하더라도 正道를 잃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웃 강대국도 함부로 포악을 부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만국공법입니다. 그리고 저들도 일찍이 우리의 독립을 공고히 하

는 일로 천하에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권을 스스로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서고 준엄한 말로 그들을 물리친다면 저들도 당연히 자세를 낮추어 물
러갈 것이니, 어찌 우려할 만한 재앙이 있겠습니까? ......(후략)74)74)

5. 맺 음 말

지금까지 개항기 서양 국제법학서 한역본들의 규장각 소장 현황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후반 서세동점의 조류 하에 동아시아에 서양의 국제법 관련 연구서적들

이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주로 중국 주재 선교사였던 마틴에 의해 이 작업이 이루

어졌으며, 미국의 국제법학자 휘튼의 책을 번역한 만국공법(1864)을 필두로 성
초지장(1876, 원저자; 마르텐스), 공법편람(1877, 원저자; 울지), 공법회통
(1880, 원저자; 블룬츨리) 등이 차례로 한역되어 동아시아에 소개되었다.

이들의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및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상황을 살펴

보면, 먼저 공법편람의 경우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 하에서 작성된 주요 서목들
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집옥재나 제실도서인 등 주요 장서인 역시 압인되어

있지 않기에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시절에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초지장
은 서목 기재 상황과 장서인으로 유추해볼 때, 집옥재 및 제실도서를 거쳐 조선총

독부 취조국 → 참사관 분실 → 경성제대 → 서울대 → 규장각의 전형적인 코스를

74) 秘書監日記, 光武 9년 10월 27일, 丙寅, “(前略) ...... 無乃諸臣 以强弱不敵 禍機不測等說
有所恐動於聖衷乎 夫國雖弱小 不失其道 則强大之隣 不敢加其暴虐 乃是萬國之公法也

且彼亦曾以鞏固我獨立 公佈於天下 我苟自守主權 確立不撓 嚴辭斥之 則彼當自絀而退矣 何
禍之可虞乎 ...... (後略)”.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이후 前 秘書院丞 尹斗炳이 조약의

체결에 참여한 대신들의 처벌을 주장하며 올린 상소문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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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전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국공법과 공법회통의 경우가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제
실도서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만국공법은 고종대 간행된 서목인

내하책자목록 및 隆熙 년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누상고책목록이
이미 기재되어 있으며, 공법회통 역시 고종의 서재인 집옥재의 서적목록에 수록
되어 있는 데서 이들이 고종대에 수집된 서적들임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들

이 제실도서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고종이나 순종의 개인 열람도서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서 제실도서목록에 규장각 도서가 완전히 망라되지는 못
했던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4종의 도서 중 유일하게 조선에서 간행된 공법회통의 경우 현재 규장
각 소장본의 입수 경로가 매우 다양한데서 당시 조선의 국제법 지식 습득의 통로

가 공법회통으로 편중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법전 편찬체계
및 ‘회통’이라는 書名이 주는 어감 등으로 인해 공법회통을 서양 국제법을 집대성
한 책으로 인식함에서 유래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의 냉엄한

약육강식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논문투고일(2015. 10. 30), 심사일(2015. 11. 20), 게재확정일(20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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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western books of international law,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 and published in late 19th century, in the 

possession of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Min Hoi Soo

In late 19th century, several western books on international law began to be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 mostly performed by William Martin, an 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in China. Henry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as translated as 
Manguk-Gongbup(萬國公法), Charles de Martens’ Le Guide Diplomatique as Sungcho- 
Jijang(星軺指掌), Theodore Woolsey’s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as 
Gongbup-Pyunram(公法便覽), and Johann Bluntschli’s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 as Gongbup-Hoetong(公法會通).

Investigating the situation of possession for these books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NU Library, Gongbup-Pyunram seems 
to have been collected by Keijo Imperial University(京城帝國大學)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while Sungcho-Jijang by Chip-ok-jae(集玉齋), King Kojong’s royal 
Library. Manguk-Gongbup and Gongbup-Hoetong is omitted from the Index of Royal 
Books(帝室圖書目錄) in 1909, meaning that Ko-Jong(高宗) or Soon-Jong(純宗) kept and 
read these books in private.
Gongbup-Hoetong, solely published in Chosun among 4 books, have been collected to 

Kyujanggak via various courses, implying that the root for gaining knowledge of 
international law in Chosun leaned too much towards Gongbup-Hoetong, which 
interrupted Chosun people’s correct understanding for the jungle law reality of world order.

Key words : Manguk-Gongbup(萬國公法), Sungcho-Jijang(星軺指掌), Gongbup- 
Pyunram(公法便覽), Gongbup-Hoetong(公法會通). international law, 
Kyujanggak, Chip-ok-jae(集玉齋; King Kojong’s royal Libr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