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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譯本 士民必知의 飜譯 樣相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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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의 목 은 민필지 漢譯本의 飜譯 樣相  文體 特徵을 살펴보는 

것이다. 민필지는 19세기 말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 헐버

트1)(Homer1)Bezaleel Hulbert, 紇法, 1863~1949)가 지은 세계지리서이고 한 로 

쓴 최 의 지리 교과서이다. 헐버트는 1886년에 育英公院의 교사로 취임하여, 세

계의 지리지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교과서인 민필지를 술하 다. 이 책은 

1889~1893년2)
2)사이에 한 본으로 이 나왔고, 1906년에는 수정 , 이어서 

1909년에는 3 이 출간되었다. 한 1895년에 白南奎․李明翔이 漢譯하고 金澤

榮이 撰하여 朝鮮議政府編史局에서 漢譯本이 간행되었다. 

*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민필지 원서에서는 Hulbert가 자신의 이름은 ‘헐벗’으로 표기하 다. 이 에서는 국

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헐버트’로 표기한다.

2) 민 식(1999:358)에 따르면 이 린(1969ㄱ, 1993:122 주64)에서 한 본 민필지의 편

찬 연 에 해서는 1889년, 1891년, 1893년 세 가지 설이 있다고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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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지에 한 언어학․교육학  연구가 민 식(1999), 김재완(2002), 이

근 (2011), 임혜 (2012)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1895년에 출 된 漢

譯本 士民必知에 해서는 민 식(1999)의 書誌 事 에 한 언  외에 별로 

논의된 바가 없었다. 특히 개화기 당시에 지식인들이 한 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國․漢文 竝用의 局面이  한  용으로 변화하는 추세 음에도 불구하고 

한  민필지를 漢譯한 動機가 무엇인지, 한 漢譯本과 한 본이 내용상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나아가 漢譯本 士民必知의 번역 양상  문체 특징은 

어떠한지 등에 해서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 했지만 한 본 민필지는 3 까지 출간되었는데 2 (1906)과 

3 (1909)의 내용은 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3)

3)이 에서는 서울 학교 규

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한 본 의 인 자료를 사용한다. 漢譯

本은 1895년에 출 되었기 때문에 한 본 을 본으로 하여 번역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漢譯本은 여러 所藏本이 있으나 같은 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4)

4) 

이 연구에서는 국립 앙박물 에서 제공하는 漢譯本 士民必知의 이미지 자료

를 사용한다.  한 본은 17행×28자 161면이며, 10장의 지도가 수록되었다. 

漢譯本은 10행×20자 71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도는 실려 있지 않다. 

2. 漢譯本 士民必知의 序文

민필지가 漢譯되는 과정에서 한 본 원문의 서문이 삭제되었고 ‘飜譯序’가 

새로 추가되었다. 한 본에서 헐버트가 쓴 서문은 주로 세계 각국의 교섭이 

3) 한 본 민필지 각 본 내용의 비교는 임혜 (2012)에서 소개한 바가 있다.

4) 민 식(1999)에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漢譯本 士民必知 4종(奎6313, 

奎6314, 古4700-1, 經古914-H876s)을 소개하 다. 그 외에 서울 학교 앙도서  고문헌

자료실 개인문고,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등 여러 군데에 漢譯本 士民必知가 소장되어 있

다. 이들은 모두 같은 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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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는 황을 강조하면서 민필지에서 세계 각국의 ‘일흠, 디방, 폭원, 

산천, 소산, 국졍, 국셰, 국, 군, 풍쇽, 학업, 도학(민필지 1)’ 등 내용을 

다루겠다고 소개하 다. 漢譯本 士民必知의 서문은 번역자가 ‘士民必知飜譯序’

라고 새로 쓴 것이다. 飜譯序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보다 漢譯의 動機  

번역 과정을 소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漢譯本 士民必知의 번역 양

상을 이해하는 데 요한 설명을 제공해 다. 서문이 길지 않아서 원문 체를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1) ｢士民必知飜譯序｣(띄어쓰기  은 필자)

是編 泰西士用我國國文 略記萬國山川風土政令學術 以便蒙士之覽  今翻譯而再傳

之  奈何 曰①爲我亞洲也 萬國之公說  而獨曰爲我亞洲  奈何 今夫人 而壯而

 有生之序也 則知 力微 壯則知 力充 則知 力衰 微  可以教而養之 充  

可以持而勿失 衰  可以喚昏而補萎 此又有生之異治也 今 是編 公觀天下萬國 歐

美諸國 開荒未久 文明日啓 實事是從 譬則自 而進於壯 也 亞洲開荒 久 文明日

眊 虛偽是崇 譬則自壯而至於 也 琴瑟敝則絃不可不改 車敝則轍不可不易 人衰則

藥不可不進 ②然則是編  不為我亞洲 喚昏補萎之一良藥也哉 ③第是編騖 簡便 

④其於邦國始末闕焉 茲取瀛環志略萬國史略 採始末 綴于國名之下 庶使蒙士益得其

一斑云.

大朝鮮國開國五百四年乙未三月望 議政府 編史局 主事 金澤榮序

이 ‘飜譯序’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 (2)와 같다.

(2) 이 책은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 문자로 만국의 산천 풍토 정치 학술에 해 

간략히 기록하여 쓴 것이다. 지  다시 번역하여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인가? ①우리 아시아를 해서이다.  세계에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인데 굳이 

아시아를 해서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무릇 사람은 어

렸다가 장성하고 늙으니, 이는 삶의 순서이다. 어렸을 때에는 지식과 힘이 모두 

약하고, 장년에는 지식과 힘이 충 하며, 노년에는 지식과 힘이 모두 쇠해진다. 지

식과 힘이 약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키울 수가 있고, 충만한 것은 잃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지식과 힘이 쇠미하면 그 어리석음을 깨워주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어

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리 으로 처하는 단계를 고려하여 다르게 해서 치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  이 책을 바탕으로 천하만국을 공정히 살펴보니, 구

미 각 나라들은 개국한 지 얼마 안 되어 문명이 날로 발 하고 사실을 일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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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소년에서 장년으로 들어가는 단계와 같다. 아시아 각 나라의 역사는 길어 문

명이  쇠미해지고 허 를 숭상하니 사람으로 비유하면 마치 장년에서 노년으

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거문고가 낡으면 을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되고 수 가 

낡으면 바퀴를 바꿔주어야 하듯, 사람도 힘이 쇠미해지면 약을 들어야 한다. 그러

한즉, ②이 책은 우리 아시아의 어리석음을 깨워주고 약한 부분을 채워  하나의 

좋은 약이 될 것이다. 다만, ③이 책은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④각 나라의 건국 과정 가운데 빠진 내용은 瀛環志略와 萬國史略 가운데 

그 시말을 채록하여 국명 아래에 기입해두었다. 학들이 더욱 그 일부분이나마 

알기를 바란다.

조선국 개국 오백사년 을미(1895) 3월 15일 의정부 편사국 주사 김택  서

漢譯本 士民必知의 서문에서는 주로 세 가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로, 漢譯

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 다. 원문에서는 길게 부연 설명을 했지만 핵심 내용

은  친 ①과 ②에서 명백하게 악할 수 있다. 즉 ‘아시아의 어리석음을 깨

워주고 약한 부분을 채워  하나의 좋은 약’으로서 한 로 된 민필지를 漢

譯한 것이었다. 이 희 외(2014:9-10)에서 지 하 듯이, 그리스․로마 문명을 

이어받은 세 유럽에서 라틴어가 보편어의 역할을 한 것처럼 아시아의 中華文

明圈에서는 漢文이 각 나라에서 통용하는 지배 인 언어의 치에 있었다. 특히 

文書語에서는 漢文이 아시아 각 나라의 ‘通文’으로 쓰 다. ‘한자가 한 일 삼국 

공통의 문자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삼국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다’는 생각은 개화기 앙정계에서 활동하던 지식인들이 한자

를 버릴 수 없는 이유 다. 갑오개  이후에는 ‘국문 용’과 ‘국한문 혼용’의 선

택, 나아가 ‘한문 폐지’ 문제에 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 가운데 서재필, 

윤치호 등 미국과 일본에 유학을 하고 돌아온 지식인들은 ‘국문 용’을 주장하

고 신기선, 여규형 등 한문에 익숙한 통 지식 계층들은 한 을 배제하고 한

문을 존숭하고자 하 다.

민필지의 漢譯과 직  여했던 김택 은 그의 서 崧陽 傳으로 당

시 총리 신 김홍집의 인정을 받아 1894년에 의정부 편사국주사로 임명되었다

(吳允熙, 1983:574). 의정부 편사국은 갑오개  이후에 각지에 설립한 학교를 

해서 교과서를 편찬․번역하던 정부기 이다. 김홍집이 한 본 민필지를 김

택 에게 주면서 한문으로 번역하여 편찬하라고 하 다. 그리고 출 한 뒤에 학

교에서 쓰도록 하 다(박충록, 1993:19). 개화기에 미국, 일본 등에 유학 다녀온 



漢譯本 士民必知의 飜譯 樣相에 대한 연구·109

지식인들이 ‘국문 용’과 ‘한문 폐지론’을 강렬하게 주장하 지만, 이 시기에 한

문에 익숙한 통 지식층이 모인 학부에서 간행한 교과서는 모두 국한문 혼용

이었다(朴鎭秀, 2011:186). 그래서 한문본도 필요하 던 것으로 보인다. 학부 

교과서로 사용하고자 하 던 것이 민필지의 漢譯을 하게 된 동기 에 하

나이다.

한 김택 은 한말 한시 4 가 가운데 한 사람이고, 한 을 배제하고 한문을 

존숭하고자 노력한 최후의 몇 사람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 다. 이 시기의 ‘국문 

용’  ‘한문 폐지’와 련하여 김택 의 태도를 직 으로 나타내는 기록은 

없지만, 그가 친하게 지내던 주변 인물들은 모두 ‘한문 폐지’를 강렬하게 반 하

는 태도를 보 다. 컨  학부 신 신기선의
5)

5)상소문에 ‘한문을 버리고 한 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있었고 한 그는 나 에 大

東學 를 조직하고 한문 폐지를 강렬하게 반 하 다. 여규형도 ｢論漢文國文｣(
동학회월보 1, 1908.2.25)에서 한문을 버리는 것은 공자의 道를 버리는 것과 같

다(今之欲廢漢文 欲廢孔子之道 也)고 하면서 ‘국문 사용’을 비 하 다. 箕子

遺民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한문에 능숙했던 김택 은 국에 해서도 깊은 감정

을 가지고 있었다. 을사조약 이후에 그는 국으로 망명하여 몇십 년간 국에

서 생활을 하 다. 이러한 정치  배경과 김택 의 개인 인 유교 사상도 민

필지의 漢譯을 진한 요 동기 가운데 하나이다. ｢士民必知飜譯序｣에서 김택

이 밝혔듯이, 東洋文明이  ‘장년’에서 ‘노년’으로 쇠미해지고 西洋文明은 

‘소년’에서 ‘장년’으로 나날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는 자기 나라 국민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아시아 中華文明圈의 각성을 기 했던 것이다.

漢譯本 士民必知 서문에서 두 번째로 다룬 내용은 번역의 기본 원칙과 번역

문의 구성에 한 간단한 소개이다. 우선 번역의 원칙은 ‘第是編騖 簡便(이 책

은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이라고 제시하 다. 이는 3장에

서 번역 양상을 살펴볼 때 구체 인 를 통해서 더 잘 악할 수 있겠지만, 한

본의 내용을 그 로 번역하기보다는 압축하여 ‘拔萃譯’
6)

6)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학부 신 신기선이 儒學經緯라는 책을 낸 이 있는데 김택 이 이 책의 서문을 써 주

었다. 나 에 이 책에 그리스도교를 비난 배척한 문구가 있다고 하여 물의를 빚고 신기선

이 사임하게 되고, 서문을 쓴 김택 도 그 때문에 大行王后輓章 製述官 자리에서 사임하

다(최혜주, 20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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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 때문에 漢譯本 士民必知는 한 본 원문에 있는 내용을 삭제․요약하여 

번역한 모습을 군데군데 보인다. 

마지막으로 ｢士民必知飜譯序｣에서는 이 책에 한 본에 없는 내용이 있다고 밝

혔다. 그것은 각 나라의 역사(其於邦國始末闕焉)에 한 것인데, 瀛環志略과 萬
國史略 두 책을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국명 에 보충하 다고 밝혔다. 瀛環

志略은 국학자 徐继畲가 1849년에 편찬한 地理志이다. 萬國史略은 미국인 

Peter Bally가 지은 세계역사책인데 미국에서 학교 교과서로 사용했던 것이다. 

1906년 국학자 陳壽彭이 이 책을 국어로 번역하여 江楚編譯官書局에서 출

하 다.
7)7)

3. 한 본 민필지와 漢譯本 士民必知의 조

이 장에서는 본격 으로 한 본 민필지와 漢譯本 士民必知를 조하면

서 漢譯本 士民必知의 번역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

의하게 될 것인데 첫째는 책의 체계  기술 내용 순서의 변동이고, 둘째는 한

역 과정에서 追加․拔萃譯․修正한 내용들이다. 

1) 樣式  記述 序의 變動

(1) 樣式

한 본 민필지는 크게 서문, 개론 그리고 본론 세 부분으로 나 어지는데, 

이에 해서는 민 식(1999)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가 있다. 서문에서는 책의 편

6) ‘拔萃譯’이라는 용어는 이 희 외(2014:55)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한 로 된 문헌을 그

로 한역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부분을 주로 한역하는 번역 방식을 가리킨다. ‘拔

萃譯’의 과정에서 한 로 된 원문이 많이 어들게 된다. 漢譯本 士民必知에서는 이러한 

‘拔萃譯’의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 구체 인 는 후술에서 보여  것이다. 

7) 1874년 일본 문부성이 Peter Bally가 지은 세계역사책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야마구치 

(山口縣)에서 출 한 번역본이 있다. 1906년 陳壽彭의 국어 번역본은 일본어 번역본을 

다시 국어로 번역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이 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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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동기와 다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 다. 개론에서는 우주  지구의 구조, 그

리고 지구상의 萬象에 한 설명을 제시하 다. 개론은 소제목이 없고 논의하는 

주제가 바뀔 때마다 새 문단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새 문단이 시작될 때 들여쓰

기 같은 표시는 없었다. 본론의 내용은 국가 소개인데, ‘유로바’, ‘아시아’, ‘아메

리’, ‘아 리가’, ‘오스드 랴’, ‘태평양 모든 셤’ 그리고 ‘여러 젹은 셤’ 등으로 

나 어서 기술하 다. 각 나라에 해 기술할 때에는 우선 국명을 소제목으로 

보여주고 다음 문단에서부터 본문을 시작한다. 본문에서는 개론 부분과 같이 논

의의 주제가 바 면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한다. 한 원문에는 군데군데 주가 

보이는데 본문보다 작은 자로 두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漢譯本 士民必知는 체로 한 본의 편성 방식을 따라하 다. 달리 처리한 부

분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개론 부분에 소제목을 추가한 것이다. 한 본의 

개론 부분에서는 소제목이 없이 문단을 바꿈으로써 내용 환을 표기했었는데 漢

譯本에서는 주제가 바뀔 때마다 소제목을 붙여주었다. 원문의 이미지 자료를 보자. 

<그림 1> 한 본 민필지와 漢譯本 士民必知 개론 부분 

양식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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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지구의 개황을 소개하는 개론 부분에서 가져온 것이고 바람과 번

개, 천둥 등의 상에 한 과학 인 설명을 다룬 내용이다. 그림에서 ①로 표시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본에서는 논의하는 주제가 바뀔 때마다 새 

문단으로 시작하고 소제목을 사용하지 않았다. 漢譯本에서는 주제마다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본론 부분 양식의 변화를 보자. 

두 번째 변화는 한 본 본론에서 각 나라에 해 소개를 할 때 주제마다 새 

문단으로 시작하 는데 漢譯本에서는 주제별로 단락을 나 지 않고 한 나라에 

한 기술을 한 문단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림 2>는 안남국[安南]에 한 이

다. ②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한 본에서는 ‘디경’, ‘디방’, ‘디형’이 각각 한 단락

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漢譯本에서는 ‘디방’을 ‘幅員’으로, ‘디경’은 ‘界’로, ‘디형’ 

부분은 ‘多平原廣野 而其東繚一 山 (후략)’으로 번역하여, 한역된 내용들이 모

두 한 문단 안에서 기술되었다. 

<그림 2> 한 본 민필지와 漢譯本 士民必知 본론 부분 

양식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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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변화는 한 본에 있었던 주가 漢譯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림 2> 한 본에는 ③으로 표시한 제목 ‘안남국’ 뒤에 ‘불란시 쇽국이라’라

고 작은 자로 단 주가 있었는데, 漢譯本에서는 해당 내용이 본문으로 옮겨

져 번역되었다. 漢譯本에서는 주가 쓰이지 않으며 한 본에 있던 주는 일부

가 삭제되었고 일부는 본문으로 바꿔 번역되었다. 주를 처리하는 양상은 후술

에서 자세히 볼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변화는 권을 나 지 않은 한 본 민필지와 달리 漢譯本은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飜譯序’부터 ‘歐羅巴’ 각국까지의 내용은 卷一

에 속하고 ‘亞細亞’ 각국부터 나머지 부분은 卷二에 속한다. 

(2) 記述 序의 變動

지구의 개황을 소개하는 개론 부분은 한 본과 漢譯本 내용의 배열순서가 크

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각 나라에 해서 소개하는 본론의 국가 배열순서도 같

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각 나라에 한 구체 인 내용의 순서는 한 본과 

漢譯本에 큰 차이가 있다. 

우선 한 본에서 한 나라에 한 소개는 개 ‘국명 → 경미듸그리
8)

8)→ 디경
9)

9) 

→ 디방10)
10)→ 디형 → 일긔11)

11)→ 목/짐승/곡식/셕탄 → 국톄12)
12)→ 사람의 슈

효
13)

13)→ 언어 → 도셩 → 외국통샹 → 국세 → 국
14)

14)→ 군 → 학업 → 종교 

→ 도로’의 순서로 제시된다. 간혹 한두 개 항목을 빠뜨린 경우도 있지만 체

인 내용은 개 와 같은 순서를 따랐다. 그러나 漢譯本에는 한 본의 이 순서

를 그 로 따라 번역한 것이 별로 없다. 두 책에서 덴막국[丁抹]에 한 내용의 

순서를 조하여 를 들어보자.
15)15) 

 8) ‘경미듸그리’는 해당 나라의 치(경도와 도)를 소개한다. 

 9) ‘디경’은 국경을 소개한 것이다.

10) ‘디방’이라는 항목 아래 보통 지형을 소개한다. 때로는 면 을 소개한 것도 있다.

11) ‘일긔’ 부분은 기후를 소개한 것이다.

12) ‘국톄’는 정치  제도에 한 내용이다.

13) ‘사람의 슈효’에서는 인구수를 다룬다.

14) ‘국’에서는 해당 나라의 경제 실력을 소개한다.

15) 조의 편의를 해 이 표에서는 조 항목들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하고 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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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 본 민필지와 漢譯本 士民必知의 기술 순서 비교(덴막국/丁抹)

한 본 민필지 덴막국, 21-23면 漢譯本 士民必知 丁抹, 12-13면

국명 국명

치(경미듸그리) 역사                                   ★

국경(디경) 도성(都)

면 인수(人數)

지형(디방) 국세(稅)

기후(일긔) 군사(陸軍/水軍/獸艦)                    ★

소산( 목/짐승/곡식/셕탄) 지형(地)

국정 국정(政治)                              ★

인수(사람의 슈효) 소산(産)

언어 외국통상(外國通商)

도성(도셩) 언어( 語)

외국통상(외국통샹) 학업(學務)

국세(국세) 면 (地)

국재(국) 국경(境)

군사 치(經緯線)

학업 기후(氣候)

종교 종교(宗敎)

도로 도로(道路)

 표는 한 본 민필지에서 ‘덴막국’에 해 기술한 내용의 순서와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같은 나라(丁抹)에 해 기술한 내용의 순서를 조․정리한 것

이다. 한 본 내용의 순서는 개 서문에서 언 했던 순서를 따랐는데, 음 으로 

표시된 세 가지 내용은 해당 국가의 소개에서 결여되었다. 이와 조 으로 漢

譯本의 순서는 한 본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별표로 표시

된 세 가지 내용은 漢譯本에서 추가된 내용들이다. 

앞에서도 언 했지만 한 본 민필지는 내용의 기술 순서가 거의 일정한

데, 漢譯本은 한 본의 순서를 따라 하지 않았다. 심지어 漢譯本의 경우에는 나

라마다 그 내용의 순서도 다르고 일정한 틀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나라의 

요한 특징으로 단된 내용은 앞에 배치되고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슷하거나 

그다지 요하지 않은 정보는 뒤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해당 원문에서 사용하는 표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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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飜譯 樣相

이 에서는 민필지가 漢譯되면서 그 내용이 追加․拔萃譯․修正된 부분

을 살펴볼 것이다. 

(1) 追加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한 본 원문보다 추가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째는 이미 漢譯本 서론에서 언 했듯이, 국명 아래에 각 나라의 개국 역사를 간

략히 추가한 것이다. 추가된 부분은 원래의 본문과 구별하기 하여 한 칸 들여

쓰기를 하 다. 그 내용은 瀛環志略과 萬國史略 두 책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고 국의 역사와 조하여 기술하 다는 것이 특징이다. ‘俄羅斯’와 ‘那 瑞

典’의 를 보자. 

(3)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기술한 俄羅斯의 역사(띄어쓰기,   번역은 필자)

    一名露國 本西北散部 唐末有祿利哥  始立國 元太祖滅之 明初祿利哥之孫復之 

至清康熙中彼得羅中  自是國日強大(士民必知 9)

    ( 어역16):16)다른 이름은 ‘露國’ 원래 서북지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唐나라 말

기에 祿利哥라는 사람에 의하여 비로소 건국되었다가 元太祖가 그 나라를 멸

망시켰다. 明나라 에 祿利哥의 손자가 재건하 다. 淸나라 康熙 연간에 이

르러 彼得羅가 흥하 으니 이로부터 국력이  강해진다.)

(4)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기술한 那 瑞典의 역사[띄어쓰기,   번역은 필자]

    趙宋初有厄里哥  始立國 明初爲丁抹國所并 嘉靖二年 瓦撒復其國 至清道光初 

加爾祿斯稱雄于時(士民必知 11)

    ( 어역: 宋나라 기에 厄里哥라는 사람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明나라 

에 丁抹國에 합병되어 淸나라 嘉靖二年에 瓦撒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재건되

었다. 淸나라 道光 에 加爾祿斯가 당세의 웅이라고 칭해졌다.) 

16) 한 본 민필지에는 없고 漢譯本에 새로 추가한 내용을 인용할 때만 한문의 어 

번역을 인용문 에 제시할 것이다. 한 본과 漢譯本에 모두 있는 내용을 조할 때에는 

인용한 한문원문을 번역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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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는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俄羅斯’와 ‘那 瑞典’ 두 나라의 역사에 

해서 추가한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이 두 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추가된 내

용은 주로 해당 나라의 건국 연도와 건국자 등의 역사 정보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 나라의 역사를 기술할 때 모두 국의 紀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3), (4)에서  친 부분 ‘唐末’, ‘明初’, ‘清康熙中’, ‘趙宋初’, ‘明初’, ‘嘉靖二年’, 

‘清道光初’ 등이 해당된 를 보여주고 있다. 한 각 나라가 국과 치 던 외

교  사건도 극 으로 반 하고 있다. 를 들어 ‘俄羅斯’를 소개할 때 ‘元太祖

滅之(元太祖가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라는 내용을 추가하 다. 

둘째는 한 본에서 주에 있었던 내용이 漢譯本에서 본문에 추가된 것이다. 

앞에서도 언 했지만 漢譯本 士民必知에는 주가 없다. 한 본 원문에는 군

데군데 주가 보이는데 본문보다 작은 자로 두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은 漢譯 과정에서 부분 삭제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만 본문의 내용으로 바 어 

번역되었다. 를 보자.

(5) 한 본 원문의 주가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삭제된 것(띄어쓰기는 필자)

     a. (미셩은) 리 잇는 별이라(민필지 8)
     b. 젹도는 샹  빗흘 뱌로 밧 니   허리니라(민필지 10)
     c. (란릥과 콘륜이란 산이 잇고) 온 텬하에 뎨일 놉흔 산이니 이만 쳑이라(

민필지 72)
     d. (자바셤) 에데란스국 쇽방이라(민필지 157)

(6) 한 본 원문의 주가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본문에 추가된 것(띄어쓰기는 

필자)

     a. ( 셔남북 샴면에 큰 셤과 하슈와 포구가 만흐며) 포구 만키는 유로바가 

온 텬하에 뎨일이니라(민필지 12)
     a′. 港口至多 為天下 (士民必知 7)

     b. [ 온 텬하에 나라와 사을 네 층에 분별니 덕국과 블란시국과 (

략) 뎨 층이라 니라] 이는 부국강병으로 분별이 아니오 어진 졍

가 만코 젹음으로 분별이니 그런 고로 데란스국과 벨지암국  젹

은 나라ㅣ라도 뎨일에 참 니라(민필지 14)
     b′. 此非以富強論也 以政治優劣 為分別故 雖荷蘭白耳義諸 國 亦得 焉(士

民必知 8)



漢譯本 士民必知의 飜譯 樣相에 대한 연구·117

     c.  온 나라헤 구를 의론키 말고 십칠팔셰 터 삼십셰지 그 동안에 이

삼년을 도모지 군노릇 아니 이가 업니라(민필지 17)
     c′. 國之人 年自十七八至三十 必經三年爲兵(士民必知 11)

     d. (이스바니아국은) 려송국이라 (폭원이 북 션 삼십륙듸그리 터 십삼듸

그리지요)(민필지 42)
     d′. 西班牙  歐洲之僅國 古呂宋也(士民必知 21)

(5)는 한 본에 있던 주를 漢譯本에서 삭제한 것이다. (6)은 한 본에 있던 

주를 漢譯本에서 본문으로 옮겨 추가한 들이다. 漢譯되면서 (5)처럼 삭제되

는 주가 부분인데 이들은 주로 앞에 오는 본문에 있는 고유명사를 설명한 

것이다. 특히 (5a~c)의 ‘미성’, ‘젹도’, ‘콘륜’ 등처럼 독자에게 생소한 과학 용어

들을 설명하는 주는 체로 漢譯本에서 삭제되었다. 

반면에 (6)과 같이 고유명사 해석이 아니라 앞의 서술 내용에 한 추가 인 

정보를 담은 주들은 漢譯本에서 본문으로 바 어서 번역하 다. (6a)의 ‘항구

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港口至多 為天下 )’ 같은 추가 정보나, (6b)의 ‘경제

인 재력이 아니라 정치 제도의 우열로 나라의 강약을 구분한다(此非以富強論

也 以政治優劣 為分別故)’라는 견해, 혹은 (6c)처럼 해당나라의 군사 제도를 소

개하는 주( 國之人 年自十七八至三十 必經三年爲兵)들이 모두 漢譯本에서 본

문의 일부로 바꿔 나타난다. 이들은 (5)에서 보이는 ‘용어 해석’식의 주와 성

격이 달라서 漢譯本에서는 달리 처리하 던 것이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아무래

도 한문을 읽을 수 있는 계층이 유식한 계층이라는 통 인 의식과 련이 있

지 않을까 생각된다. (5)와 같은 ‘기본 ’인 지식에 해 설명하는 주는 漢譯

本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단되어 삭제된 것이다. 

세 번째는 한 본의 설명이 분명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것을 漢譯本에서 

보충 설명한 것이다. 아래 를 보자.

(7)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한 본 원문보다 설명이 추가된 (띄어쓰기  

은 필자)

     a. 번개는 이 무슨 물건이라 형용야 말기 어려우나 그 움여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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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업시 나  푼ㅅ 동안에 온 흘 여번 도라가니 그런고로 

외국 격믈 션들이 이 것스로 온갓 연쟝을 리니 맛치 화륜차와 젼

긔션  거시니라(민필지 7) 
     a′. 電  ①本空中自在一氣 而其性 濕氣好合 故雲之所在 其氣隨雲濕氣而聚

集 其聚漸大 則此氣 彼氣相感 乃生牽引之力 而其相引也 便閃閃然有光 

穿空氣而行 一分時八繞地毬 以故 各國格物之士 多引此氣 以使用機器 如

電機線之類是也(士民必知 3)

     b. [( 략) 졈졈 깁히 굿어 둑거워지니 이에 덩이가 되엿지라] 이러  

된 후에 크게 만흔 비가 붓 시 여러 를 리워  깁흔 곳에 메이

며 넘처 덥히니 닐 바다히라(민필지 9)
     b′. [( 략) 後凝厚 遂成地毬] ②當此之時 地球熱氣之未盡  空氣相薄成

雨 大注屢年(士民必知 5)

(7a, 7a′)는 번개(電)에 해 설명한 내용이다. 한 본에서는 번개의 형성과정

에 해서 ‘무슨 물건이라 형용야 말기 어려우나’라고만 언 하고 자세한 정

보를 주지 않았다. 漢譯本에서는 번개의 형성 과정에 해서  친 ①과 같이 

수증기가 구름을 형성하는 것부터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었다. 

(7b, 7b′)는 지구 형성 과정  화산이 폭발한 뒤에 땅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비가 오면서 바다가 형성되었다는 내용이다. (7b)의 한 본에는 화

산이 폭발한 뒤에 비가 왔다는 서술만 있었는데(이러  된 후에 크게 만흔 비가 

붓 시 여러 를 리워), (7b′)에서는 화산이 폭발한 뒤에 비가 온 이유에 

해서 ②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 다. 즉 화산 폭발로 인하여 공기가 뜨거워지

고 이 공기가 다른 공기와 만나 비가 형성된 것(當此之時 地球熱氣之未盡  

空氣相薄)이라고 설명을 추가하 다.

지 까지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나타나는 내용 추가의 세 가지 경우를 살펴

보았다. 다음 에서는 漢譯本에서 삭제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다. 

(2) 拔萃譯  

앞에서도 언 했지만, 漢譯本 士民必知의 번역은 ‘拔萃譯’의 특징이 뚜렷하

다. 拔萃譯은 이 희 외(2014)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한 로 된 문헌을 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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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역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부분을 주로 한역하는 번역 방식을 가리킨

다. 士民必知의 拔萃譯 양상은 주로 한 본 원문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과 많

은 정보를 요약해서 번역하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다. 漢譯 과정에서 내용이 

삭제된 부터 보자. 

(8)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한 본 원문을 삭제하여 拔萃譯한 (띄어쓰기와 

은 필자)

     a. [별 여이 쇽엿시니 하나흔 쥬비더 ( 략) 여은 머쥬틔니] ①각각 

샹거가 혹 멀고 갓가오며 를 에워 도라가 도ㅅ 슈가 고 더과 

형테의 크고 젹은 분별이 서로 지 아니고 도 별 여 즁에 각각 제

게 쇽 일여 별이 잇고 ② 제게 쇽 이 잇는 것도 잇스니 이 

흔  나히 잇서 샹 흘 에워 도라가 ㅅ 동안에  박휘를 돌

고 형톄 보다 삼분지일이오 헤셔 샹기는 거의 구십만리나 되고 

언에 쇽 은 여이오 쥬비더에 쇽 은 네히오 유 스에 쇽 

도 네히오 그 아는 다 이 업니라(민필지 3)
     a′. [其傍有旋斡八星屬之 一木星 ( 략) 八水星] 而此八星  又各有所屬星一

百有餘(士民必知 1)
     b. 도셩을 의론컨  일흠은 피더스삐그ㅣ니 셔편 볼틱하슈ㅅ 근처ㅣ오  나

라 가온  머스고ㅣ란 큰 이 잇스며 셔편에 워셔ㅣ란 큰 이 잇고 

남편에 오뎃사ㅣ란 큰 포 이 잇니 각국과 샹동 큰 포구요 동편에 

아스드라간이란 큰 이 잇고  나 고탓이란 큰 이 잇스니 지시 

쟝터ㅣ오 (민필지 16)
     b′. 都城在伐德河邊 名曰彼得羅  因其君之名也 都 有五德沙浦港(士民必知 9)

     c. 디형을 의론컨  면이 도모지 모밧치요 산과 강이 업고 다만 남편에

만 젹은 강 세네히 잇스나 여름이면 쉽게 고 이   가온 는 여러 

우믈이 잇고 우믈ㅅ 헤는 얼마ㅅ 동안 륙디가 잇서 목이 잇스며(
민필지 93)

     c′. 地勢曠漠 無山川之阻 其南界只有三 河 而遇旱卽渴(士民必知 43)

     d. 국셰는 약며 군는 쳔명이며 국를 의론컨  일년에 밧 부셰가 이

만원이며 학업은 개 힘쓰며 종교는 텬쥬교를 하고  아모나 아

모 교를 하며 도로는 다 잘 닥고 화륜챠ㅅ 길히 삼리며(민필지 
139)

     d′. 稅入二百萬圓額 兵千 弱國也 然頗能修治道路 而火輪車路合為三百里矣(士
民必知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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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 8a′)는 태양계의 여덟 개 별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8a)에서  친 부

분은 태양계 각 행성이 태양과의 거리, 움직이는 속도,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

고 하는 내용(①)과 각각 행성에 속하는 별에 한 소개(②)로 구성되어 있다. 

 친 내용은 모두 번역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연 설명의 내용을 폭 삭제하

면서 번역하는 를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한 한 본에서 비슷한 내용을 여러 가지 나열한 것을 漢譯本에서는  한두 

개만 남기고 삭제하 다. (8b, 8b′)가 이에 해당한 인데 러시아의 도시에 한 

소개이다. 한 본 원문에서는 러시아의 수도인 ‘피더스삐그’와 다른 도시 ‘머스

고’, ‘워셔’, ‘오뎃사’, ‘아스드라간’, ‘나 고탓’ 등 여섯 개 도시를 언 하 는데 漢

譯本의 번역에서는 수도 ‘彼得羅’와 항구 ‘五德沙’만 남기고 나머지 도시명을 모

두 삭제하 다. 

漢譯本에서는 각 나라에 한 주된 정보들을 극 반 했지만 요하지 않거

나 특징 이지 않은 정보들은 삭제 처리하 다. (8c, 8c′)는 아라비아(阿拉彼亞

烏滿)의 지형을 소개하고 있다. 한 본 원문에서는 가뭄이 심하고 사막이 부

분인 것을 기술하면서 녹지도 있다고 언 하 는데 漢譯本에서는 (8c)에서  

친 녹지에 한 내용을 삭제하 다. (8d)는 바라궤국의 국력, 군사, 국재, 학업, 

종교, 도로를 소개하 다. (8d′)의 漢譯本에서는 국력, 군사, 국재, 도로만 언 되

었고 학업  종교에 한 내용을 번역하지 않았다.  

拔萃譯의 두 번째 방식은 요약해서 번역하는 것이다. (9)의 를 보자. 

(9)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한 본 원문을 요약하여 拔萃譯한 (띄어쓰기와 

은 필자)

     a. 남황도 남편 팔쳔구리와 북황도 북편 팔쳔구리에 흑도ㅣ라  한 

뎡이 잇서 남흑도ㅣ라 북흑도ㅣ라 고 남흑도 남편 쳔팔오십리와 북

흑도 북편 쳔팔오십리에는 남극이라 북극이라 니(민필지 4)
     a′. 南北黃道之南北各八千九百里爲南北黑道 南北黑道之南北各四千八百五十里

為南北極(士民必知 1)

     b. 종교를 의론컨  나라ㅅ 교는 업고 아모나 아모교를 니 텬쥬교와 

야소교가 우 만흐며(민필지 26)
     b′. 宗教雜天主耶穌(士民必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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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일긔를 의론컨  남편은 더우나 산이 만흔 고로 과히 덥지 아니코 북은 치

우나 바다ㅅ 믈에 더운 강이 갓가온 고로 과히 칩지 아니며(민필지 24)
     c′. 氣候寒燠不甚(士民必知 14)

     d. 종교를 의론컨  야소교를 고  아모나 아모 교를 임의 로 며 

나라 안 도로를 의론컨  모든 길을 다 잘 닥고  화륜챠ㅅ 길히 잇스며 

이 나라가 비록 젹으나 볼듹하슈가 북하슈와 셔양에로 통 믈ㅅ 목 

세 잇 고로 이 나라가 만일이 목슬 막으면 도모지 션쳑이 통지 못

 요긴 곳이니라(민필지23)  
     d′. 其他宗教道路 瑞典同(士民必知 13)

(9a, 9a′)는 黑道  남북극에 한 내용이고 (9b, 9b′)와 (9c, 9c′)는 독일의 

종교와 기후에 한 소개이다. 한 본의 내용과 漢譯本의 내용을 조하면 쉽게 

포착할 수 있듯이 漢譯本에서는 한 본의 원문을 그 로 번역하지 않고 요약하

여 번역하 다. 한 (9d, 9d′)처럼 ‘  ( 략) 同[앞에서 보았던 ( 략) 나라와 

같다]’식으로 요약한 것도 많다. 

이 게 삭제와 요약을 통해서 拔萃譯한 것은 한문 문체의 특징인 간결성과 

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漢譯本에서는 삭제와 요약으로 인한 誤譯도 발견

된다. 아래 한 를 살펴보자. 

(10)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한 본 원문을 拔萃譯하고 원문 의미가 바  (띄

어쓰기와 은 필자)

     a. 략 칠쳔년 젼에 사이 처음에로 나셔 셰샹 동편 젹도 북편 가온  륙

디 일흠은 버시아ㅣ라  곳에 살더니  손이 번셩고 의 수

가 만하지매 그 헤셔 다 용납 수가 업고  후쇽이 쇼원지라 각각 

헤여  각 디방에로 호여 갈 어던 이들은 동북간에로 가니 이는 아시

아 히라 이 사들을 몽고ㅣ라 일흠니(민필지 10)
     a′. 稽夫 七千年之前 人始生於東北亞細亞洲 法西亞之地 之蒙古人種(士民

必知 6)

(10)은 세계 人種에 해 언 하는 부분이다.  친 한 본 원문이 漢譯本

에서는 ‘人始生於東北亞細亞洲 法西亞之地 之蒙古人種’으로 간략하게 번역되었

다. 그러나 두 문단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한 본 원문에서는 인류가 제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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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시아’라는 곳에 나타나고 그 뒤에 세계 여러 지역으로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아시아에 이주해 그들이 몽골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漢譯本에서 (10a)의  친 부분을 요약하여 번역한 내용은 ‘인

류가 처음으로 아시아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몽골 인종이다’라는 의미를 달하

고 있다. 한 번역문에서는 ‘亞細亞’와 ‘法西亞’를 같은 지역으로 혼동하고 있는

데 이는 원문에서 서로 다른 지역을 가리킨다.

(3) 修正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한 본의 내용을 수정한 부분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追

加’  ‘拔萃譯’보다 많지 않다. 주로 한 본에 있었던 오류를 수정한 것과 한

본의 숫자에 련된 부분을 수정한 것이 발견된다. 우선 오류 수정의 를 보자. 

(11)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한 본의 내용을 수정한 (띄어쓰기  은 필자)

     a. 번개는 이 무슨 물건이라 형용야 말기 어려우나 그 움여 왕이 

비  업시 나  푼ㅅ 동안에 온 흘 여 번 도라가니 그런고로 

외국 격믈 션들이 이 것스로 온갓 연쟝을 리니 맛치 화륜차와 젼

긔션  거시니라(민필지 7) 
     a′. 電  本空中自在一氣 而其性 濕氣好合 故雲之所在 其氣隨雲濕氣而聚集 

其聚漸大 則此氣 彼氣相感 乃生牽引之力 而其相引也 便閃閃然有光 穿空

氣而行 一分時八繞地毬 以故 各國格物之士 多引此氣 以使用機器 如電機

線之類是也(士民必知 3)

(11)은 기에 한 내용이다. 한 본에서는 기가 ‘화륜차’와 ‘젼기션’에 사

용된다고 하 는데 ‘화륜차’는 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를 사용하는 

기계이다. 이는 漢譯本에서 수정되었다. 

다음은 漢譯本에서 나타나는 數値 수정의 들이다. 

(12) 漢譯本 士民必知에서 한 본의 수치에 한 수정(띄어쓰기  은 필자)

     a.  시ㅅ 동안에 십칠만륙쳔리를 가고(민필지 3)
     a′. 一時行四十八萬六千里(士民必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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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유로바는 폭원이 북 션 삼십오듸그리 터 칠십이듸그릿지요(민필지 12)
     b. 歐羅巴洲  幅員自北緯線三十五度至七十五度(士民必知 7)

     c.  믈건은 온갖 곡식과 길 삼과 양의 털과 집ㅅ 목과 셕유와 가

죡과 갓옷  모믈과 온갖 곡식과 나무씨니 갑시 일년에 이이십오

만원이오.(민필지 16)
     c′. 出貨為 穀  羊皮 名材 石油 裘材 價歲一百二十百萬元(士民必知 9)

     d. 사의 수효를 의론컨  만명이오(민필지 28)
     d′. 大略四十五百萬(士民必知 14)

漢譯本과 한 본 원문의 수치가 불일치하는 상은 여러 군데에서 자주 발견

되기 때문에 번역 과정 의 오류라기보다는 번역자가 일부러 수정한 것일 가능

성이 크다. 

4. 결론

지 까지 漢譯本 士民必知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의 언 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개화기 지식인들의 ‘국문 용’과 ‘한문 폐지’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

운데 한 로 써진 민필지를 漢譯하게 된 동기를 찾아보았다. 漢譯에 직  

여했던 김택 은 한말 한시 4 가  한 사람이고, 한 을 배제하고 한문을 

존숭하고자 노력한 최후의 몇 사람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 다. 그는 한문에 깊

은 조 가 있었고 통 인 유교 인 사상의 향을 받아 국에 해서도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漢譯本 士民必知의 ｢飜譯序｣에서 그는 ‘아시아의 어리

석음을 깨워지고 약한 부분을 채워  하나의 좋은 약’으로 한 로 써진 민필지
를 漢譯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통 문화에 기반한 ‘中華文明圈’ 의식을 어느 정

도 반 하 다. 한 개화기에 미국, 일본 등에 유학 다녀온 지식인들이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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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한자 폐지’를 강렬하게 주장하 지만, 앙정계는 여 히 한문에 익숙한 

통 지식층이 주도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고자 하 던 것도 
민필지의 漢譯을 하게 된 동기 에 하나이다.   

아울러 우리는 漢譯本 士民必知와 한 본 민필지의 체계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한 본은 내용의 기술 순서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漢譯本은 한

본의 순서를 따라 하지 않았다. 심지어 漢譯本은 나라마다 내용 기술 순서도 다

르고 일정한 틀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나라의 요한 특징으로 단된 내

용은 앞에 배치되고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슷하거나 그다지 요하지 않은 정보

는 뒤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번역하는 

‘拔萃譯’은 士民必知 漢譯本 번역 양상의 제일 뚜렷한 특징이다. 그 외에 漢譯

本 士民必知에서 새로 추가한 내용도 있다. 瀛環志略과 萬國史略 두 책을 

참고하여 각 나라의 역사, 특히 국과의 계에 련한 내용을 추가하 다. 漢

譯本 士民必知는 체 으로 봤을 때 한 본을 意譯한 것으로 단할 수 있

다. 追加․拔萃譯․修正 등을 통하여 원문의 내용을 意譯하 다.  

주제어 : 漢譯本 士民必知, 한 본 민필지,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紇法), 김택 , 번역 양상

투고일(2016. 11. 2),  심사시작일(2016. 11. 11),  심사완료일(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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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about the Chinese Translation Aspects of 

“SaMinpilJi(士民必知)”

Zhang Huijian *
17)

“SaMinpilJi(士民必知)” is the earliest world geography textbook in Korean Language. 

It introduced various natural phenomena on the earth and the location, climate, 

population, language, culture and etc. of the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This book 

was written by Homer Bezaleel Hulbert who supplied as an American missionary in 

Korea during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In 1895, Kim Taeg-young(金澤榮), 

Bae nam-kyu(白南圭) and Lee Myung-sang(李明翔) translated the book into Chinese.

In this paper we tried to find out the reason why “SaMinpilJi(士民必知)” was 

translated from Korean into Chinese. Especially, in the late 19th century most of the 

educated people in Korean began to use pure Hangul instead of Korean mixed script 

since they recognized the value of the pure Hangul. We considered that Kim 

Taeg-young(金澤榮), one of the most famous Chinese scholars at that tim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hinese tranlation of “SaMinpilJi(士民必知)”.

  We also examined the translation aspects of “SaMinpilJi(士民必知)” by comparing 

the original text with the Chinese translation, and we found out the following important 

features. First, in the original text every country was described in the same order while 

in the Chinese translation it was changed a lot. Only the important information was 

located in the front of every text and relatively less important one had a back position, 

or even deleted in the Chinese translation. We called this kind of translation 

‘palchweyeok(拔萃譯)’ where the important parts were translated only. Second, new 

contents about the history of every country were added in the Chinese translation. Note 

that the added contents were mainly connected with the history of China.

Key Words : SaMinpilJi(士民必知), Chinese Translation(漢譯本), Kim Taeg-young(金

澤榮), Homer Bezaleel Hulbert, Translatio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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