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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었던 

 천문학 관련 도서*1)

안 상 **

 

록: 1631년 鄭斗源은 明에서 서양문물을 가져왔다. 그 에는 유럽에서 

온 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작성된 네 권의 책과 한 편의 보고서가 있다. 그 

에서 治曆緣起와 ｢西洋貢獻神 大銃疏｣가 朝鮮의 外奎章閣에 소장되고 

있었다. 자는 1866년 랑스 해군이 강화도를 침략했을 때 불타버렸고, 후
자는 1791년 辛亥迫害 때 불태워졌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外奎章閣에 소장

되었던 모든 천문 도서들의 역사와 학술  가치를 이해하기 해 서지학  

연구를 수행하 다. 治曆緣起와 籌算은 崇禎曆書의 성립에 한 연구

에 귀 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18세기 肅宗本 天象列次分野之圖의 탁

본 한 은 1866년 랑스 해군에 의해 약탈되어 재는 랑스 리국립도

서 에 소장되어 있다. 外奎章閣에는 한 欽敬閣營建 軌와 報漏閣改修

軌가 있었다. 欽敬閣에는 玉漏가, 그리고 報漏閣에는 自擊漏가 설치되어 

있었다. 두 물시계는 모두 世宗의 명에 따라 蔣英實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것들이다. 만일 두 의궤가 랑스 해군에 의해 불타버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면 이 두 걸작 물시계의 온 한 모습을 복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

이다. 그리고 유일본은 아니지만, 英祖가 작성한 세 의 천문 련 御製文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 사업임(No. 2010-0015687).
**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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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에서 발간되어 으로 가장 리 사용되었던 天文類抄와 天機

大要가 랑스군의 침입으로 불탔다. 이러한 조사 연구가 外奎章閣 도서들

의 반환에 해 갖는 의미와 추가 연구 상에 해 논의하 다. 外奎章閣에 

소장되었다가 불탄 ｢西洋貢獻神 大銃疏｣를 복원하는 의미로 그 역주를 부

록하 다.

핵심어: 外奎章閣, 鄭斗源, 治曆緣起, 籌算, 公沙效忠紀, 天象列次分野之

圖, 欽敬閣, 報漏閣, 天文類抄, 天機大要

1. 서론 

奎章閣은 正祖 즉 년인 1776년에 설립한 국왕 직속의 학술연구기 이다. 1782

년(正祖 6年) 2월에는 서울에서 가깝고 란의 향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는 강화도에 外奎章閣을 신축하 다. 그 해 4월 2일에는 冊寶, 譜略, 誌狀, 御製 

 강화 行宮에 소장되어 있던 冊寶를 안했고, 3일에는 史庫에서 가져온 御製 

 御筆을 안했으며, 4일에는 軌  강화부의 冊庫에 보  이던 서 들을 

外奎章閣에 안하 다.1) 1782년 최 의 안 시에 762종 4,892책이 안되었으

며, 御籍이 완성되면 수시로 안되어, 시 를 통하여 外奎章閣에 소장되었던 

도서는 도합 1,212종 6,400책이었다.2) 外奎章閣에 안되어 있던 서 들 가운데 

일부는 필요에 따라서 서울로 가져갔다가 반납하기도 하 고, 특히 1791년에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천주교 서 을 소각해 버린 일도 있었다3). 

매년 특정 시기에 外奎章閣 소장 도서들을 햇볕에 말리면서 도서 목록을 재

검하여 소장 상태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을 형지안(形止案)이라 한다. 이 形止案들

에는 수장품의 치별로 도서명과 冊數, 원소장처, 반출  반납 여부와 날짜 등

이 기록 되어 있다. 이 外奎章閣形止案들은 원장부에 추가 사항을 기재하는 형

식으로 기록되었으므로, 기존에 안되어 있다가 반출 는 소각되어 재 소장

되어 있지 않은 책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최후의 形止案을 조사하면 外奎

章閣 기간에 걸친 소장 상태를 추론해 낼 수 있다. 재 奎章閣에 남아 있는 形

 1) 배 숙, 1979 ｢江都外奎章閣 ｣, 도서 학논집 6, 59면.

 2) 의 논문, 63면.

 3) 의 논문, 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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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案 에서 1866년 병인양요 이 의 최후의 소장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1857년 

丁巳外奎章閣形止案이다.4) 丁巳外奎章閣形止案을 분석해 본 결과, 1866년 병

인양요 직 의 外奎章閣에는 왕실 련 귀 품 99 과 도서류 1,007종 5,067책 등

이 보 되어 있었다.5) 1866년 강화도를 침공한 랑스 해군에 의해 外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던 도서 340 , 지도족자 1 , 천문도족자 1 , 어필  리석  약간

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랑스군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形止案에는 안된 도서들의 원래 소장처, 연도별 안 상황, 도서 반출  반

납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조사하여 外奎章閣 소장 도서의 성격을 

악할 수 있다. 外奎章閣 소장 도서는 왕실의 신분 표지물과 국가 행사의 진행 

과정을 기록한 의궤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形止案에 

唐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책들이다. 外奎章閣形止案들에 따르면, 이 책들은 

거의 모두 한 군데에 모아서 ‘西夾間西壁 卓子’ 즉 ‘西夾間의 西壁에 있는 卓

子’에 놓여 있던 책들이다. 外奎章閣形止案들에도 ‘唐本漢 承恩 子’와 ‘唐本

官軍西出 子’와 같이 ‘唐本’이란 용어가 도서의 제목에 쓰인 경우도 있다. 여기

서 ‘唐本’이란 넓은 의미로는 中國本을 뜻하지만, 外奎章閣에 소장된 唐本 도서들

은 이보다 좀더 좁은 의미를 갖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外奎章閣의 도서들은 

왕실과 직  련된 것들이고, 外奎章閣形止案들에 따르면 이 唐本들은 宣祖나 

崇禎帝의 어필과 이웃하여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唐本의 성격에 한 자세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이 없는 듯하다. 본격

인 연구는 후고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여기서 承政院日記에 唐本이라고 표 된 

도서들의 일부만을 살펴본다. 承政院日記에는, 外奎章閣形止案들에 唐本으

로 등재되어 있는 萬病回春,6) 歷代君臣鑑,7) 大學演義補8) 등의 唐本들이 나

타나며, 唐本으로서는 아니지만 外奎章閣形止案들에 등재되어 있는 貞觀政要9)와 

 4) 이태진, 2002 ｢外奎章閣 도서의 유래와 1866년 랑스 해군에 의한 방화 약탈 직 의 소장 

상태｣, 규장각 25, 53면; 이태진, 2010 왕조의 유산 外奎章閣 도서를 찾아서, 지식산업사, 
228면.

 5) 이태진, 의 논문, 54-55면.; 이태진, 의 책, 232면.

 6) 承政院日記, 孝宗 7년(1656년) 2월 22일 辛未.

 7) 承政院日記, 肅宗 1년(1675년) 12월 30일 癸未.

 8) 承政院日記, 英祖 4년(1728년) 6월 18일 丁酉; 承政院日記, 英祖 16년(1740년) 10월 7일 甲

辰.

 9) 承政院日記, 英祖 10년(1734년) 12월 25일 丙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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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서가 있다. 承政院日記에 나오는 이들 唐本들은 국왕의 치료에 필수

으로 사용되었거나, 經筵의 주요 강독 재료로 쓰이거나, 明의 황제나 朝鮮 국왕 

자신의 御製序文이 있거나, 책의 겉장에 朝鮮 국왕의 친필이  있는10) 책들이

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한편, 承政院日記 肅宗 34년 즉 1708년의 기록에 따르면, “ 조 서가 진헌해

온 坤 萬國全圖는 唐本인데, 明의 萬曆․天啓 연간에 (明에서) 나온 것이으로 

강화도에 두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11) 여기서 조 서는 李光庭(1552-1627)으

로서, 그는 宣祖 때인 1602년에 明에 사신으로 갔다가 마테오리치의 坤 萬國全

圖를 얻어서 1603년에 귀국하 다. 즉 肅宗의 말에 따르면, 1603년에 明에서 朝

鮮으로 들여온 坤 萬國全圖를 1708년 이 의 어느 때부터 강화도에 소장하

다는 것이다.12) 坤 萬國全圖는 外奎章閣形止案에 등재되어 있는 崇禎皇帝

御筆西望瑤池족자와 같이 明末에 明의 황제가 朝鮮 국왕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

이는 물품이다.13)

外奎章閣에 소장되었던 도서들의 특성에 한 범 하고 자세한 조사 연구는 

본 논문의 범 를 벗어나므로 후고를 기약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단지 의 사례

들만을 종합하여 생각한다면, 外奎章閣의 唐本들은 明의 황제가 朝鮮 국왕에게 

선물을 하거나 朝鮮이 사 단을 통해 능동 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朝鮮 국왕 자

신과 그의 정치 행 를 해 활용되던 국왕들의 手澤本들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

다. 이러한 唐本들은 본토에서 어느 정도 격리할 수 있는 강화도에 소장함으로써 

왕권의 제고와 기 의 유지를 의도하 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鄭斗源((1581~1642)이 도입한 서양 문물들도 이러한 唐本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14) 1631년 明에 사신으로 다녀온 鄭斗源이 산둥(山東) 반도의 덩 우(登州)

10) 歷代君臣鑑, … 而內下唐本, 不無落張誤字, 且其衣張, 有御筆(承政院日記, 肅宗 1년(1675
년) 12월 30일 癸未).

11) 上曰, 禮判進來坤輿萬國全圖, 卽唐本, 而萬曆․天啓間出來, 置於江都(承政院日記, 肅宗 34
年 5月 12日 丁亥).

12) 그는 이 지도를 강화도에서 서울로 다시 가져오게 하여 복제본을 만들었다. 그 제작 경 를 

기술한 銘文은 崔錫鼎이 작성하 으며, 그 채색 복제본 坤 萬國全圖는 보물 제849호로 

지정되어 재 서울 학교 박물 에 소장되어 있다.

13) 배 숙, 앞의 논문, 65면.

14) 안상  2009, ｢한국사 최 의 망원경 I. 鄭斗源의 ｢西洋國奇別狀啓｣｣, 한국우주과학회지 
26, 237-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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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포르투갈 출신 수회 선교사인 조앙 로드리게스(João Rodrigues)를 만나 그

로부터 여러 가지 서양 물품들을 받아왔다. 그 물품들 에서 ｢西洋貢獻神 大銃

疏｣가 西洋統領公沙效忠紀라는 도서로 外奎章閣에 보 되다가, 1791년 辛亥迫

害 때 소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문헌의 내용은 韓霖의 守圉全書에 ｢貢銃效

忠疏｣라는 문건으로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韓霖의 守圉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貢銃效忠疏｣를 역주한다.15) 한 정두원 이후 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

물들 에서 천문학 분야의 문물이 큰 비 을 차지하는데, 더군다나 그  일부가 

外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外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던 천문

학 련 도서의 면모를 조명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外奎章閣 소장 도서의 목록이라 할 수 있는 外奎章閣形止案들을 조사하여 外奎

章閣에 소장되어 있던 천문학 련 도서들에 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西洋統領公沙效忠紀
1) 西洋統領公沙效忠紀(1冊, 冊庫, 正祖 6年 4月, 唐本, 正祖 15 

(1791)年 12月本閣燒火)

外奎章閣形止案들에 따르면, 西洋統領公沙效忠紀 1책은 唐本, 즉 명(

明) 외교 활동 에 明에서 받아온 물품이었으며, 外奎章閣이 공된 1782년(正祖

6年)에 강화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冊庫에서 옮겨와서 보 한 것이다. 정두원의 

서양 문물 래에 한 말과 로드리게스로부터 받아온 물품들의 목록이 鄭斗源

이 작성한 ｢西洋國奇別狀啓｣에 서술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원본은 해지고 있

지 않으나, 그 全文이 趙慶男의 亂中雜 에 실려 있어서 그 실체를 악할 수 

있다.16) 이 문건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鄭斗源에게 治曆緣起, 天問略, 遠
鏡說, 職方外紀 등의 서양 지식을 국어로 서술한 서  4권, 마카오의 포르투

갈 사람들이 明에 紅夷砲를 운반한 경 에 한 보고서, 망원경, 부싯돌로 화하

는 조총과 화약통, 폴리오트(Foliot)식 기계 시계,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 번역된 을 읽고 조언을  顔吉鴻(Institute of Astronomy and Astrophysics, Academia Sinica)
과 安向梅(충남 학교 한문학과)에게 감사한다.

16) 안상 , 앞의 논문, 237-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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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1610)의 세계지도, 天球를 남북반구로 나눠 그린 천문도, 해시계 등을 주었

다. 여기서 ‘마카오의 포르투갈 사람들이 紅夷砲를 바친 경 에 한 보고서’는 

｢西洋國奇別狀啓｣에 ‘｢西洋貢獻神 大鏡疏｣ 즉 紅夷砲題本’이라고 되어 있다. 여

기의 ‘鏡’은 ‘銃’의 誤字이다. 바로 이 책이 外奎章閣에 西洋統領公沙效忠紀라
는 제목의 책으로 소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外奎章閣形止案들17)을 조사한 결과, 이 문헌이 西洋統領公沙效忠紀라는 

제목의 책으로 外奎章閣에 보 되어 오다가 1791년 辛亥迫害 때 불온문서로 잘못 

간주되어 다른 종교 서 들과 함께 소각되었음18)을 알아냈다19). 본 논문의 부록

에 수록되어 있듯이, 이 문헌의 주요 내용은 종교 인 것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천지를 창조하신 존주( 主) 수(陡斯)’가 언 되고 있어서 종교 서 으로 오인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한편, 明末 학자인 韓霖20)의 문집인 守圉全書 卷三之一의 ｢制器篇｣에 ｢貢銃

效忠疏｣라는 문헌이 수록되어 있고,21) 같은 제목의 문건이 熙朝崇正集22)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문건들의 제목은 外奎章閣에 보 되다 辛亥迫害 때 불타버린 

17) 徐浩修, 李崑秀, 張世經, 朴齊家, 韓相弼, 金義恒, 1785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

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乾隆五十年乙巳(奎9144), 奎章閣; 李始源, 劉漢謙, 1795 江華府外

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乾隆六十年(奎9139), 奎章閣.

18) 朝鮮王朝實 , 正祖 15年(1791년) 11월 12일 癸未.

19) 안상 , 앞의 논문, 253-255면.

20) 한린(韓霖)은 字는 雨公이고 號는 寓菴이며, 산시(山西)의 캉 우(絳州) 사람인데, 1621년에 

과거에 합격하 고, 시문을 잘 지었으며 서법이 정 하 고 장서가 매우 많았다고 하며, 그
의 서에는 가톨릭 교리와 교회 서 을 많이 인용하 다고 한다.

21) 湯開建, 趙殿紅, 2005 ｢委黎多《報效始末疏》―一份新發現的澳門早期歷史文獻｣, 澳門硏究 
26, 169-175면.; 이들은 臺灣의 中央硏究院 傅斯年圖書館善本書室에 소장된 明 崇禎 9年에 

간행된 守圉全書에 수록된 陸若漢의 ｢貢銃效忠疏｣를 인용하 다. 그런데 四庫禁燬書叢

刊補遺의 卷32에 수록되어 있는 守圉全書의 卷三之一은 ｢制器篇｣은 맞으나 해당 문헌은 

찾을 수 없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새로 서술한 것이 卷一에 있는데 그 제목은 명시되어 있

지 않고 다만 卷首에 수록된 인용서목에 ｢公沙效忠紀｣라는 제목이 나온다. 傅斯年圖書館의 

본과 四庫禁燬書叢刊補遺의 본이 서로 다르지 않나 생각된다. 이 문헌은 한 熙朝

崇正集 卷二 ｢奏疏略｣에도 재되어 있다(韓琦 2006). (2008년 당시 국내에 없었던 守圉全

書의 卷三之一 ｢制器篇｣을 확인해  당시 린스턴 학 천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이던 

신민수에게 감사한다. 이 책은 2010년 가을에 고려 학교 도서 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

다.)

22) 韓琦 校注, 2006 ｢遵旨貢銃效忠疏(陸若漢)｣, 中外交通史籍叢刊-熙朝崇正集 卷2, 中華書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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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의 역사 소개  陸若漢 본인의 소개

2. 明 조정의 紅夷砲 구매 요청 사실

3. 紅夷砲 운반 과정

  1629년 2월 廣省河 출발 → 10월 2일 지닝 우(濟寧州) → 11월 23일 주오 우(涿州) 
→ 12월 1일 리우리허(琉璃河) → 베이징(北京) 진입을 시도하다가 後金軍과 조우 → 

紅夷砲 4門은 주오 우에 남겨 놓고 6문은 베이징으로 운반 → 1630년 1월 3일 베이

징 도착

4. 紅夷砲의 설치와 발사법의 수 방안

5. 조총수의 훈련 방안

6. 明 毅宗의 답변 내용

*마카오 포르투갈 사람들이 明에 紅夷砲를 달한 말에 해 로드리게스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표 1> ｢貢銃效忠疏｣의 내용 요약

西洋統領公沙效忠紀와 뒷부분이 동일하며, 모두 로드리게스가 작성한 문건들

이다. 결론 으로, ｢西洋貢獻神 大銃疏｣, ｢貢銃效忠疏｣, 西洋統領公沙效忠紀 
등 세 문건들은 동일한 문헌들인 것이다.

守圉全書는, 자 자신의 서문에 의하면, 1635년(崇禎 8年)에 완성하여 1637

년(崇禎 10年)에 출간되었으나, 明末의 혼란기에 술되었고 淸이 들어서자마자 

禁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 세간에 유통되지도 못하 고 심지어 그 책이 없

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23) 이 문집에는 1630년 당시 마카오의 議事

亭이 明의 神宗에게 紅夷砲 구매의 시말을 보고하는 ｢報效始末疏｣와 로드리게스

가 紅夷砲 운반 과정  향후 책을 건의한 ｢貢銃效忠疏｣가 들어 있다. 紅夷砲의 

력을 목격하고 심을 보이는 鄭斗源을 해 로드리게스가 자신이 작성한 보고

서의 필사본을 건네  것으로 생각된다.

外奎章閣 도서를 복원한다는 취지로 본 논문의 부록에 西洋統領公沙效忠紀
를 역주하여 부록에 실었다. 이 문건의 내용과 로드리게스 평 24)을 종합하여 마

카오의 포르투갈 사람들이 明에 紅夷砲를 바친 정황과 내역을 표 1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이때 西洋統領公沙效忠紀에는 국력으로 날짜가  있고 로드

23) 의 논문, 169면.

24) Cooper, M., 1974 Rodrigues the Interpreter: An Early Jesuit in Japan and China, Weatherhill,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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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스의 평 에는 날짜가 그 고리력으로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外奎章閣에 있었던 천문학 도서

1) 治曆緣起(5冊, 冊庫, 正祖 6年 4月 奉安, 唐本)

鄭斗源이 가져온 네 권의 책은 天問略, 職方外紀, 治曆緣起, 遠鏡說이
다. 이 가운데 天問略과 職方外紀는 李瀷(1681~1763)이 읽어 본 것이 분명하

다.25) 그 이후로 이 책들은 특히 畿湖南人들의 서에 언 된다. 職方外紀26)가 

朝鮮 지식인들에게 地球說을 함으로써 지  충격을 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27).

遠鏡說은 Adam Schall(中國名 湯若望, 1591~1666)이 술한 것인데, 1645년

( 治 2年)에 西洋新法曆書에 편입되었다.28) 서울 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

는 明板本29) 崇禎曆書(奎中 3418)에는 遠鏡說이 제23冊에 편입되어 있다. 그

러나 서울 학교 奎章閣이나 다른 주요 도서 에 遠鏡說이라는 단행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朝鮮 말기에 李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鄭斗源이 가져온 遠鏡說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즈의 

원리에 해 설명하면서 “그 내용은 天問略과 遠鏡說에 근거한 것인데, 두 책

은 모두 藝海珠塵에 실려 있으며 이 책은 永明都  洪顯周30)(1792~1865)가 소

장하고 있고 몇 군데 다른 소장처도 있다.”31)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崔漢

25) 李瀷, 1740경 星湖僿說萬物門 ｢陸若漢｣.

26) Julio Aleni(천기철 옮김), 2005 職方外紀, 일조각.

27) 천기철, 2003｢職方外紀의 술 의도와 朝鮮 지식인들의 반응｣, 역사와 경계 47, 97-122
면.

28) 潘鼐, 1991 ｢前 ｣, 崇禎曆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19면.

29) 祝平一, 2009 ｢서울 학교 奎章閣 所藏 崇禎曆書와 련 사료 연구｣, 규장각 34, 231-249
면.

30) 洪顯周(1792~1865)는 正祖의 딸인 淑善翁主의 남편이다. 어머니는 朝鮮 시  여성 수학자인 

令壽閣 徐氏(1753~1823)이고, 그의 형제들인 洪奭周, 洪吉周도 천문학과 수학에 능통했다.

31)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服飾類/眼鏡 “天問略遠鏡說, 二書竝載於藝海珠塵中。此書爲永

明都 收藏. 又有數處之藏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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綺(1803~1877)의 心器圖說에도 부록으로 遠鏡說이 全載되어 있으나32), 이것

도 藝海珠塵에 全載된 것을 베낀 것이다. 

治曆緣起는 徐光啓(1562~1633) 등이 역법을 改正하면서 제출한 상소문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 책이다.33) 1차로 明의 朝廷에 제출된 崇禎曆書에 포

함된 治曆緣起는 徐光啓가 죽기 직 인 1633년(崇禎 6年) 10월 7일에 올린 상소

까지를 내용으로 하여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었다. 그 후 續刊된 본에는 총 12권 

406쪽의 분량으로 1639년(崇禎 12年) 5월 16일의 李天經(1579~1659)의 상소까지

가 담겨 있다. 그 후 明淸이 교체된 이후 1645년( 治 2年) 湯若望이 崇禎曆書
를 西洋新法曆書로 개편할 때 治曆緣起도 개편되었는데, 明代의 板刻本을 가

져다가 8권으로 만들었으며, 明의 멸망 직 인 1644년(崇禎 17년) 1월 2일까지의 

상소까지 총 414쪽의 분량이다. 

外奎章閣形止案들에 따르면 治曆緣起는 5冊으로 되어 있는 唐本이며 1782

년(正祖 6年)에 강화도에 있던 冊庫에서 신축된 外奎章閣으로 옮겨 보 된 것이

다.34) 外奎章閣形止案들에 唐本으로 표시되어 있는 책들은 개 明 외교 활

동 에 明에서 받아온 것들이고,35) 治曆緣起의 원래 소장처인 江華府의 冊庫

는 孝宗 이래로 강화부에 보 해오던 비서(秘書)들을 보 하기 해 강화유수 申

思가 1753년(英祖 29)에 강화부 객사(客 )의 동쪽에 세웠던 것이므로36) 이 책의 

연원은 肅宗 이  즉 仁祖나 孝宗 시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책이 5冊

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므로37), 1633년에 1차로 제출된 崇禎曆書의 5권으로 구

성된 治曆緣起와 비슷한 편제의 책으로 생각된다. 鄭斗源이 가져온 治曆緣起

32) 崔漢綺, 1842 心器圖說, 奎12467(규장각한국학연구원)

33) 潘鼐, 의 책.

34) 末松保和, 1934 ｢奎章閣と奎章總目｣,  田先生 壽紀念朝鮮論集, 大板屋號書店, 399-416
면; 배 숙, 1979 ｢江都外奎章閣 ｣, 도서 학논집 6, 43면; 노 환, 1999 ｢正祖시  서기 

수용 논의와 서학 정책｣, 正祖시 의 사상과 문화(정옥자 외 지음), 돌베개.

35) 배 숙, 앞의 논문, 65면.

36) 이태진, 2010, 앞의 책, 170면.

37) 國朝寶鑑에 鄭斗源의 ｢西洋國奇別狀啓｣가 요약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治曆緣起 1卷’이라

고 되어 있고, 이것을 이어 받은 書雲觀志(1818년)에도 한 그러하다. 그러나 亂中雜 
에는 ‘治曆緣起 1已’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치력연기 하나’ 정도의 의미이며 몇 권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원본 ｢西洋國奇別狀啓｣의 내용이 와 된 사실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를 

지 할 수 있으며, 國朝寶鑑이나 書雲觀志와 같은 후 의 문헌에서 해당 기록을 이해할 

때 주의를 요한다(안상 , 앞의 논문, 253-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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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朝鮮 지식인들이 남긴 문헌에도 鄭斗源이 

가져온 治曆緣起의 내용이 인용된 사례가 없다. 만일 外奎章閣에 소장되어 있

던 治曆緣起가 鄭斗源이 가져온 것이었다면, 外奎章閣에서 외부로 반출되지 못

하여 타 문헌에 인용되지 못하 다고 이해될 수 있다. 

Oxford 학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 같이, 治曆緣起가 들어 있는 崇禎曆書의 

본이 존하는 경우도 있다.38) 그러나 재 서울 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

는 明板本 崇禎曆書(奎中3418)에는 治曆緣起가 들어 있지 않다.39) 재 서울

학교 奎章閣에는 治曆緣起라는 단행본으로 된 것이 奎中3488과 奎 12625의 

두 질이 소장되어 있다. 자의 자는 徐光啓 등이고 간행년도가 1644년(崇禎17

년)으로 명시된 木版本이며 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후자는 자와 간행년도 등

이 미상인 필사본이다. 두 문헌을 조사해 보면, 奎12625는 奎中3488과 같은 원본

을 베낀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페이지에 수록된 자수, 한 에 쓰인 자수, 그

리고 들여쓰기가 거의 외 없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필사본인 奎12625는 필체로 

보아 몇 사람이 나 어 베낀 것이다. 그런데 이 두 治曆緣起는 모두 崇禎17년

(1644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鄭斗源이 가져온 治曆緣起
가 아니다.

朝鮮의 상감이 국으로부터 들여온 천문학 련 한역서양서들 의 일부는 

復刻․出刊한 朝鮮本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崇禎曆書는 체가 한꺼

번에 수입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차례로 수입되었다. 

를 들어, 崇禎曆書의 일부인 日躔表와 月離表는 시헌력을 도입하던 기에 

해당하는 1645년(孝宗5)에 한 건씩 사와서 그것을 복각 인쇄하여 朝鮮本으로 출

간한 사실이 있다40). 즉 曆을 계산하는데 필수 인 부분은 수입되어 朝鮮本으로 

제작된 경우가 있으나 治曆緣起와 같은 부분까지 복각 印刊된 은 없는 것 같

다. 이상의 사실과 논의를 종합하면, 外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었던 治曆緣起는 

바로 鄭斗源이 가져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1784년도와 1795년도 外奎章閣形止案들41)을 검토해 보면, 이 外奎章閣의 治

38) 祝平一, 앞의 논문, 243면.

39) 서울 학교 奎章閣에는 新法曆書 82冊(奎中3419)이 있는데, 여기에는 治曆緣起로 제목

이 붙은 문헌은 들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이 2~13책에 ｢奏疏｣와 ｢題疏｣로 들어 있다. 이러한 

체제의 본은 淸의 聖祖 康熙年間(1662~1723년)에 출간된 것이다.

40) 朝鮮王朝實 , 肅宗 31년(1705년) 6월 10일 壬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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曆緣起는 1791년 辛亥迫害에서도 살아남았다. 그 까닭은 종교서 이 아니라 천

문서 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책은 1866년에 랑스군이 外奎章閣

을 약탈․방화하는 과정에서 불타버렸음이 분명하다. 丁巳外奎章閣形止案은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9년 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안과 당시의 도서의 비치 상

황을 기록한 것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外奎章閣에는 1,042종 6,130책이 소장

되어 있었다.42)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治曆緣起가 남아 있었다.

1866년에 랑스 함 가 강화도를 침공하여 外奎章閣을 약탈  방화하 다.43) 

이때 약탈된 도서 340冊은 부분 재 랑스국가도서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소장되어 있다. 이 340冊의 부분은 어람용 의궤이다. 

한, Courant의 韓國書誌44)를 가지고 1866년 작성된 랑스 해군의 목록을 재구

성한 결과45)에 따르면 治曆緣起는 약탈된 도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治曆緣起는 1866년 11월에 랑스군의 방화로 인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병인양요 때 랑스군의 방화로 소실된 도서  물품 가운데는 국내외 유일본

이 많이 있다.46) 治曆緣起는 西洋新法曆書에도 편입되어 있으므로 유일본은 

아니지만, 明刻明印本은 지 은 모두 남아 있지 않으므로 外奎章閣에 있던 治曆

緣起가 요하다. 鄭斗源이 가져온 治曆緣起의 학술 인 가치는 그것이 治曆

緣起의 편찬 과정, 나아가 崇禎曆書가 편찬되는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

가 될 수도 있었다는데 있다.47) 

41) 徐浩修 등, 의 책; 李始源․劉漢謙, 의 책.

42) 이태진, 2002, 앞의 논문, 53면; 이 形止案의 표지에는 丙辰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丁巳로 

본다.

43) 이진명, 2003 ｢ 랑스 국립도서   동양어 학 도서  소장 한국학 자료의 황과 연구 

동향｣, 국학연구 2, 183-221면.; 이태진, 앞의 책, 228-234면.

44) M. Courant, 1894-1896 Bibliographie Coréenne: tableau littéraire de coree, E. Leroux.

45) 이진명, 앞의 논문, 189-190면.

46) 이태진, 앞의 논문, 55면; 이태진, 앞의 책, 233-239면.

47) 祝平一, 앞의 논문, 232면: 崇禎曆書의 역사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 책의 고는 徐光啓

(1562~1633)가 살아 있을 때 부분 완성되어 황제에게 진상되었고, 徐光啓가 죽은 뒤에 李

天經(1579~1659)이 뒤를 이어 다시 편찬하 다. 明淸이 교체된 이후, 아담샬(Adam Schall von 
Bell, 1591~1666)이 1646년에 다시 편집하여 西洋新法曆書로 이름을 바꾸었고, 1673년 南

懷仁(Ferninand Verbiest, 1623~1688)이 다시 新法曆書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乾隆 시기에  

四庫全書에 수록될 때 避諱를 하여 新法算書로 명칭을 변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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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籌算(1冊, 冊庫, 正祖 6年 4月 奉安, 唐本)

籌算은 당시 역법 계산에 활용되던 수학에 한 책이다. 이 책은 Jacques Rho

(羅雅谷, 1593~1638)가 北京으로 온 1630년 이 에, 그가 開 府에 있을 때인 1628

년(崇禎1年)에 술한 것인데, 明末 湯若望(Adam Schall, 1591~1666)과 龍華民

(Longobardi, 1559~1654)에 의해 교정되어, 李天經(1579~1659)이 崇禎曆書에 편

입하 다.48) 그러나 崇禎曆書에 편입되기 이 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이 아닌

가 추측되고 있다.49)

재 서울 학교 奎章閣에 소장 인 明板本 崇禎曆書(奎中 3418)는 明末 崇

禎帝의 재임 최후 10년 기간에 출간된 본인 것으로 추정된다50). 여기에는 체 

32冊 에서 제14冊에 籌算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 본이 언제 朝鮮에 수입되

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1644년 金 이 청나라에서 구해온 것으로 추정한 견

해가 있으나51), 金 이 時憲曆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金尙范이나 韓 一이 구해온 

것은 改界圖, 七政曆比例, 新曆曉式 등의 崇禎曆書와는 상 이 없어 보

이는 도서들52)과 日躔表와 月離表와 같은 崇禎曆書 일부 다. 1646년에 

140~150권에 이르는 (時憲)曆法에 한 책을 湯若望으로부터 구매하기 해 국 

지의 朝鮮 사람에게 부탁한 일53)이 있었는데, 이때 구하려 시도한 것이 崇禎曆

書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 책의 全秩을 구하는데 성공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649년에는 崇禎曆書의 핵심 편찬자인 湯若望이 朝鮮 사 을 

따라간 상감 천문학자인 宋仁龍에게 崇禎曆書의 일부로 보이는 잔 씨로 쓴 

책 15권과 星圖 10장을 주었을 뿐이다.54) 한, 상감 천문학자들이 1645년(孝宗 

5)에 淸에서 시헌력법을 배워올 때 구해온 日躔表와 月離表를 朝鮮에서 復刻

48) 潘鼐, 1991, 앞의 책, 21-22면.

49) 潘鼐, 1991, 의 책, 22면.

50) 祝平一, 앞의 논문.

51) 祝平一, 의 논문, 243면. 

52) 朝鮮王朝實 , 仁祖 23년(1645년) 6월 3일 甲寅; 朝鮮王朝實 , 仁祖 23년(1645년) 12월 

18일 丙申.

53) 朝鮮王朝實 , 仁祖 24년(1646년) 6월 3일 甲寅.

54) 朝鮮王朝實 , 仁祖 27년(1649년) 2월 5일 甲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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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간행한 것을 1705년까지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빠진 부분이 있으니 

北京으로 가는 使行으로 하여  眞本을 구하게 해달라는 상감의 요청이 기록에 

나타난다.55)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 이외에, 崇禎曆書 질을 국에서 구매해

왔다는 명시 인 기록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 학교 奎章閣의 明

板本 崇禎曆書(奎中3418)의 도입 시기는 여 히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崇
禎曆書의 질 에서 역계산에 필수 인 부분이 우선 으로 조 씩 수입되었

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籌算이 다른 우리나라 문헌에 인용된 사례가 있다. 1700년(肅宗 26年)에 간행

된56) 崔錫鼎(1646~1715)의 九數略에 ‘西士羅雅谷著’라고 명시된 籌算이 인용

되어 있다.57) 최석정이 이 책에 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지  籌算의 방법은 

곧 서양의 산법이다. 서양의 수회 학자 자크 로(羅雅谷)가 책을 한 권 지어서 

籌算을 논하 으니, 崇禎 戊辰年(1628년)에 이룩되었다. ( 간 생략) 지  그 부

분을 삭제하 으나 여기에 남겨두는 것은 새로운 것에 심을 갖는 사람들이 취

하도록 하기 함이다.”58) 원래 籌算은 加減乘除, 分數, 數는 물론이고, 제곱

근과 세제곱근을 구하는 방법, 연립방정식, 고차방정식 등의 해법을 다루고 있으

나, 崔錫鼎은 이 가운데 상당수를 삭제하고 乘法, 除法, 平方根(square root)을 구하

는 방법만을 수록하 다. 崔錫鼎이 籌算이라는 단행본을 본 것인지, 아니면 崇
禎曆書의 일부로 들어 있는 본을 본 것인지는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1678년에 梅文鼎(1633~1721)에 의해 撰述된 籌算이란 책이 있는데59), 

이 책의 내용은 崇禎曆書에 있는 Rho의 籌算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이 책은 

曆算全書의 제21-22책으로 1723년에 출간되었고,60) 지 까지 밝 진 바에 따르

55) 所  文字冊 , 乃西洋新法 日躔表․月離表, 而甲午年學來時, 貿得一件刊傳 也. (
간생략) 文字冊 眞本, 請於今番節使時, 入 稍解算法 , 貿來釐正(朝鮮王朝實 , 肅宗 

31년(1705년) 6월 10일 壬寅).

56) 崔錫鼎, 1700 九數略(최석정 , 정해남, 허민 옮김, 2006 ｢역자 서문｣, 구수략(곤), 敎友

社, iii면)

57) 崔錫鼎, 의 책, 148-153면

58) 今按籌算一法, 卽西洋國算法也. 極西耶 士羅雅谷作一書論籌算, 成於崇禎戊辰. ( 간생략) 
今剟其大都存之于此, 以備游藝 之採(崔錫鼎 지음, 정해남․허민 옮김, 2006, 구수략(곤), 
敎友社, 152-153면).

59) 詹海雲, 2005 淸代受學編年, 行政院國家科學委員 題硏究計劃 成果報告,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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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梅文鼎의 曆算全書는 1753년(英祖 29년)에 安國賓 등에 의해 수입되었다.61) 

출간  수입 시기가 九數略보다 늦으므로 崔錫鼎이 참고했을 수는 없었을 것

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外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던 籌算은 唐本이고 

冊庫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므로, 앞서 서론에서 설명하 듯이, 1782년 이 에 

中國 외교 과정에서 유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崇禎曆書나 曆算全書
에 속한 일부분이 아니라 단행본으로 外奎章閣에 수장되어 있었으므로, 外奎章閣

의 籌算은 羅雅谷이 北京으로 오기 에 開 府에서 출간했었던 그 본이 아니

었나 추정해 본다. 이러한 추정에 해서는 앞으로 추가 연구가 요청된다.

3) 랑스 해군에게 약탈된 外奎章閣의 천문학 도서: 天象列次分野之圖 

本 子(1件, 冊庫, 正祖 6年 4月 奉安)

外奎章閣形止案들에 따르면 天文圖 子 1건이 外奎章閣에 안되어 있었다

고 한다. 한 1866년 랑스 해군이 작성한 약탈품 목록에 천체도가 있다. 이때 

약탈된 外奎章閣 도서들은 부분이 Courant의 韓國書誌에 들어 있는데, 여기

에는 서지번호는 2366인 天象列次分野之圖와 서지번호 3674인 天象列次分野

之圖가 있다. 이 가운데 서지번호 3674에는 'B.N. nouveau fonds coréen. 3470'이라

고 주기해 놓았는데62), 이것은 랑스국립도서 (B.N.)에 있는 원본(nouveau 

fonds)이며 한국본(coréen)으로 랑스국립도서  서지번호로는 3470이라는 뜻이

다. 이 천문도는 재 실재함이 알려졌다63). 랑스국립도서 의 문서 분류 번호

로는 ‘chinois 3470’ ‘coréen 3470’이란 두 개의 번호가 붙어 있고, ‘nouveau fonds’ 

즉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천문도는 Courant이 서지

번호 3674로 언 한 天象列次分野之圖가 분명하다. 처음에는 국 도서(chinois)

로 잘못 분류했다가 나 에 한국 도서(coréen)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0) 梅文鼎 撰, 1678 籌算兼済 纂刻梅勿菴先生暦算全書(1723年) 第21-22冊.

61) 年前自彼中, 得來曆算全書․ 數表․八線 數表等冊, 卽日月交食, 五星推步時所用 , 此實

曆家之本原也。(承政院日記, 英祖 30년 10월 16일 辛酉); 承政院日記, 英祖 30年 윤4월 

17일 丙寅.

62) 모리스 꾸랑 原著, 李姬載 飜譯, 1994 韓國書誌, 一潮閣, 835면.

63) 이태진, 앞의 책, 54-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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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문도는 서울 학교 奎章閣에 있는 탁본(古軸7300-3)과 비견되는 물품이나 

奎章閣 것보다 훨씬 선명하고 족자가 고 스럽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64). 

이진명은 韓國書誌를 근거로 랑스 해군의 목록을 재구성하여 보고, 랑스 

해군 기록에 보이는 천체도가 랑스국립도서 의 ‘Mss. or. 3470’로 동정했다65). 

여기서 ‘Mss. or.’는 랑스국립도서 의 동양필사본부(Mss. or.)라는 뜻이다. 랑

스국립도서 에 外奎章閣 도서가 부분 소장되었다는 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의 주장 로 이 랑스국립도서 의 Mss. or. 3470 天象列次分野之圖가 강화도 

外奎章閣에서 약탈된 것이 분명하다.

Courant의 韓國書誌에 소개되어 있는  다른 天象列次分野之圖, 즉 

Courant 서지번호 2366은 그 크기가 90×145cm이고, 서울 상감의 인장이  있

다고 하며, 소장자는 리동양어문 학 도서 (Bibliothèque Interuniversitaire des 

Langues Orientales; L.O.V.)과 리천문 (La Bibliothèque de l‘Observatoire de Paris; 

P.O.), 그리고 Maurice Courant(M.C.)이라고 소개해 놓았다.66) 이 天文圖들은 모두 

駐韓 랑스 公使 던 콜랭 드 랑시(Collin de Plancy, 1853~1922)가 수집하여 기

증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67). 그러나 이것이 실물을 확인하고 내린 결론인지

는 모호하다. 다만 리동양어문 학 출신의 외교 들이 동양에서 수집한 도서를 

모교에 기증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 이었다는 은 언 해 둘만하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리천문  도서 (P.O.)에 Cote 145라는 분류 번호를 가진 

한국의 천문도가 한  있다. 이 천문도가 肅宗本의 탁본인지 민간 필사본인지는 

앞으로 직  방문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Courant의 韓國書誌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68)이 아마도 Courant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탁본의 사진으로 생각된다.

서울 학교 奎章閣에 있는 天象列次分野之圖 족자(古軸7300-3)는 肅宗 때 복

각한 것의 탁본이다. 이러한 肅宗本 탁본은 서울 학교 奎章閣, 국립민속박물 , 

국립 앙박물 , 국립 앙도서 , 서울역사박물 ,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경

64) 이태진, 의 책, 54-56면.

65) 이진명, 앞의 논문, 189면.

66) Courant, M., 1894 Bibliographie Coréenne: tableau littéraire de corée, E. Leroux., p. 29; 번역된 

韓國書誌에는 Maurice Courant이 천문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락되어 있다(모리스 

꾸랑 原著, 李姬載 飜譯, 1994 韓國書誌, 一潮閣, 563-564면).

67) 이진명, 앞의 논문, 188-192면.

68) K. Lee, H. Yang, M. Park, 2008 “Astronomical Books and Charts in the Book of Bibliographie 
Coreénne”,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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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라역사과학 , 성신여 박물 , 국사편찬 원회, 숭실 학교, 북한소장본 등 

국내외에 약 10여 건 정도가 있다. 이 랑스국가도서 에 소장되고 있는 肅宗本 

탁본은, 外奎章閣形止案들에 따르면 원래 강화도에 있던 冊庫에 있다가 正祖 6

年(1782년)에 外奎章閣이 공되자 그곳으로 이치된 것이다. 즉 제작연 가 1782

년 이 의 것이며, 奎章閣의 것보다 더 렷하게 보인다는 찰자의 증언으로 볼 

때, 사실상 肅宗 石刻의 기 탁본으로 추정된다. 이를 확인하기 해서는 실물을 

조사할 볼 필요가 있다.

 

4) 랑스 해군이 불태운 外奎章閣의 천문학 련 도서

1866년 랑스 해군에 의한 방화 이  최후의 변동 상태를 나타내주는 丁巳外

奎章閣形止案에서 Courant의 韓國書誌를 가지고 1866년 작성된 랑스 해군의 

목록을 재구성하여 추론한 랑스국립도서  동양필사본부 소장 外奎章閣 도서

들69)을 제외하면 1866년 랑스 해군에 의해 外奎章閣에서 불타버린 도서 목록을 

얻을 수 있다. 그 에서 우선 으로 우리의 심을 끄는 것은 다음의 두 의궤이

다.

(1) 欽敬閣營建 軌光海5年 癸丑70) (1冊, 史庫, 正祖8年(1784年)7月 奉安.)

   報漏閣改修 軌光海10年 戊午71) (1冊, 史庫, 正祖8年(1784年)7月 奉安.)

報漏閣에는 朝鮮 世宗 16년(1434년)에 自擊漏를 설치했고72), 欽敬閣에는 世宗 

20년(1438년) 玉漏를 두었다73). 이 두 물시계는 모두 世宗의 명에 의해 蔣英實이 

景福宮에 만든 것이다. 報漏閣의 自擊漏는 시민들에게 알릴 시간을 측정하는 것

이며, 欽敬閣의 玉漏는 국왕의 임무를 일깨우기 해 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임진왜란 때 時報制度가 크게 괴되었는데, 光海君 5년에 우선 欽敬閣建設都

監을 설치하여 昌德宮 仁政殿의 북쪽에 世宗 때의 玉漏를 설치했던 欽敬閣의 복

69) 이진명, 의 논문.

70) 1613년.

71) 1618년.

72) 朝鮮王朝實 , 世宗 16년(1434년) 7월 1일 丙子.

73) 朝鮮王朝實 , 世宗 20년(1438년) 1월 7일 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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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추진하 다.74) 그 과정과 결과를 담은 의궤가 바로 欽敬閣營建 軌이다. 

朝鮮王朝實  光海君 5년(1613년)의 기록을 보면 自擊漏를 민가에 임시로 설치

하여 운용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많아서 報漏閣을 改修하기로 의논이 되어 작업을 

진행했다.75) 그러나 光海君 10년에야 改修가 완성되니 그 과정과 결과를 수록한 

의궤가 바로 外奎章閣에 안되다가 병인양요 때 불타버린 報漏閣改修 軌인 

것이다.

報漏閣과 欽敬閣의 설치 장소와 복제 여부 등에 한 선행 연구들에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76) 外奎章閣에 안되었다가 병인양요 때 소실된 이 두 의궤의 

제목을 보면, 欽敬閣은 營建이고 報漏閣은 改修라고 하고 있다. 이 사실이 선행 

연구들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주제는 본고의 연구 주제

와는 벗어나므로 이에 한 자세한 연구 결과는 다른 논고를 기약한다.

병인양요 때 랑스 해군에 의한 방화로 인해 소실된 두 의궤는 朝鮮 시  時報

制度를 복원하는데 직 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재 報漏閣의 自擊漏는 朝

鮮 中宗 31년(1536년)에 만든 것이 유물로 남아 국보 229호로 지정되어 德壽宮에 

시되어 있다. 이러한 유물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自擊漏가 복원되었다77). 그

러나 欽敬閣의 玉漏는 그것을 복원하기 해 문헌 자료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만일 欽敬閣營建 軌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欽敬閣 玉漏의 본모

습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2) 日食問答 (1冊, 奉謨 , 正祖 6年 4月 奉安.)

   日食日自歎凉德 (1冊, 奉謨 , 正祖 6年 4月 奉安.)

   雲漢 (1冊, 奉謨 , 正祖 6年 4月 奉安.)

이 문헌들은 원래 역  임 들의 御製와 御筆 등을 안해 두던 서울 昌德宮의 

74) 光海君日記, 光海 5년(1613년) 8월 30일 乙卯; 光海君日記, 光海 6년(1614년) 9월 14일 

癸亥.

75) 光海君日記, 光海 5년(1613년) 8월 26일 辛亥; 光海君日記, 光海 8년(1616년) 5월 4일 癸

酉.

76) 남문 , 1995 한국의 물시계, 건국 학교출 부, 100-104면, 125-134면; 남문 , 1998 보루

각 자격루 복원설계 용역 보고서, 문화재 리국, 16-24면.; 주남철, 2000 한국건축사, 고려

학교출 부, 124면.

77) 남문 , 1998,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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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謨 에 안되었던 것을 外奎章閣이 완공된 正祖 6年(1782년)에 강화도 外奎章

閣으로 옮겨둔 것이다. 이 도서들은 재 서울 학교 奎章閣에는 없고, 한국학

앙연구원 藏書閣에 아래와 같이 복본이 있다. 御製雲漢篇은 일본국립국회도서

에도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外奎章閣에 안되어 있던 이 세 가지 책들은 유일

본은 아니다.

御製日食日自歎凉德, 英祖撰, 1770년(英祖 46年), 청구기호 K4-3870, 奉謨

印

御製日食問答, 英祖撰, 1769년(英祖 45年), 청구기호 K4-3869, 奉謨 印

御製雲漢篇, 英祖撰, 1764년(英祖 40年), 청구기호 K4-3769-32, 奉謨 印

朝鮮王朝實 에는 “英祖 45年(1769년) 5월 1일에 日食이 발생하자 국왕 英祖

가 친히 求食禮를 행하 는데, 지난 1742년에도 日食이 일어나자 국왕이 몸소 求

食禮를 행하 다.”78)는 기록이 있고, 한 “英祖 46年(1770년) 5월 1일에 日食이 

발생하자 국왕이 몸소 求食禮를 행하 다.”79)는 기록이 있다. 승정원일기 1769년

(英祖 45년) 5월 1일조를 보면, “임 께서 同副承旨 朴志源에게 日食問答을 쓰

는 일을 마치라고 명하 다. 임 께서 帖으로 만들어 제목을 써서 들여오면 좋겠

다고 말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다. 한, 承政院日記 1770년(英祖 46年) 5월 

1일조를 보면, “英祖가 都承旨 尹東暹에게 명하여 欽敬觀象御製를 쓰게 하고 

兵曹判書인 蔡濟恭에게 읽게 하 다.”라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日食問答과 日
食日自歎凉德는 모두 日食과 련하여 임 이 작성한 을 承旨가 씨를 써서 

만든 御製書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御製雲漢篇은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762년(英祖 38년)에 승지에게 御製雲漢篇을 쓰게 하 다는 기록이 있고,80) 英

祖 40년81)는 그것을 가져와 읽게 한 일이 있다. 즉 이 御製文은 藏書閣의 서지사

항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英祖 40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英祖 38년

(1762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78) 朝鮮王朝實 , 英祖 45年(1769년) 5月 1日 壬午.

79) 朝鮮王朝實 , 英祖 46年(1770년) 5月 1日 丁丑.

80) 承政院日記, 英祖 38年(1762년) 6月 12日 癸卯.

81) 承政院日記, 英祖 40年(1764년) 6月 5日 乙酉; 承政院日記, 英祖 40年(1764년) 7月 4日 

甲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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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책은 모두 英祖가 직  지은 御製書이다. 이와 같이 天變이 발생했

을 때 국왕과 신하들이 詩文을 짓는 경우는 간혹 있었는데, 구체 으로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특별히 국왕의 권 를 나타내는 장소에 보 했다는 사실이 흥미롭

다. 만일 이러한 내용의 들이 남아 있었더라면 천변에 한 朝鮮 국왕의 근 

태도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3) 天文類抄(2件 各 1冊, 冊庫, 正祖 6年 4月 奉安.)

外奎章閣에 안되었다가 병인양요 때 랑스 해군의 방화로 인해 잿더미가 된 

천문학 련 서  에서 天文類抄가 있다. 1818년에 편찬된 書雲觀志에 따

르면, 이 책은 朝鮮 世宗 때 李純之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李純之가 

술한 책은 아니고 通志의 것을 일부 수정한 기존의 步天歌에 鄭樵(1131~ 

1162)의通志, 宋史｢天文志｣, 그리고 王應麟(1223~1296)의 玉海에 있는 占辭

를 거의 그 로 발췌한 것이다.82) 그러나 이 책은 朝鮮 시  내내 천문학자들의 

주요 학습서 고 續大典에 따르면 取才 시험에서 背誦해야하는 시험 과목이었

다.83) 書雲觀志의 ｢取才編｣에 따르면 “옛 규례로서 天文類抄는 그 3垣 28宿

를 7단으로 나 어 암송하거나 그리게 하 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觀象監의 取才에서는 天文類抄의 占辭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실려 있는 步天

歌나 星圖의 암기를 요구한 것으로 단된다.

랑스 해군이 약탈해간 外奎章閣 도서는 부분이 랑스국립도서 에 보

이고, 일부는 리동양어문 학 앙도서 (L.O.V.)과 기메 박물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도서실84)에도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재 한민국 국립 앙도서 에는 리동양어문 학 도서 에 소장된 天文類

抄의 마이크로필름(M古3-2002-16)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Cote Cor.I.59라는 

도서분류기호가  있고, 안에는 콜랭 드 랑시(Collin de Plancy) 수집본임을 

나타내는 도장이  있다. 이 天文類抄는 筆寫本이며 天文類抄의 上卷만 

82) 안상 , 2009 ｢朝鮮 기 步天歌와 天文類抄의 성립에 한 연구｣, 한국우주과학회지 26, 
621-634면.

83) 이기원, 2008 ｢朝鮮 시  상감의 직제  시험 제도에 한 연구｣, 한국지구과학회지 
29, 98-115면.

84) 박상국, 2003 ｢유럽소재 한국 고문헌 정리의 황과 과제｣,  동한문학 18, 91-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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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끼고 그 뒤에는 ｢步天歌宮名｣이라는 제목의 이 덧붙어 있다. 이 의 자는 

‘唐王希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王希明의 오기가 분명하다. 이 의 내용

은 黃道十二宮의 각각의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래 天文類

抄에는 없는 이 덧붙어 있는 필사본들은 개 비 문가에 의해 작성된 경우가 

일반 이다. 따라서 이 책은 外奎章閣에 보 되었던 책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아

마도 콜랭 드 랑시(Collin de Plancy)가 한국의 민간에서 구해서 리동양어문

학으로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4) 天機大要(1件 2冊, 正祖 15年(1791년) 2月 奉安.)

天機大要는 朝鮮 후기에 상감에서 택일(擇日)을 하는데 가장 요긴한 서

으로 사용되었다85). 그 내용은 陰陽五行說과 易學에 바탕을 두고 혼상제  일

상생활에서 길흉화복을 가리는데 필요한 택일에 한 것이었다86). 明의 林紹周가 

술한 天機大要가 1636년(仁祖 14년)에 도입되었다. 1653년(孝宗 4년)에 時憲

曆에 따라 개편하고 1737년(英祖 13年)에 觀象監에서 池百源이 新增天機大要라
는 이름으로 간행하 다. 한 1763년(英祖 39年) 池日賓 등이 昏曉中星을 증보하

여 增補參贊秘傳天機大要로 간행하 다(2권 2책). 1902년(光武 2年)에는 池松旭

이 다시 간행하 다. 이 책은 비록 占術書라고 할 수 있지만 曆法이 민간에 활용

된 사례를 고찰할 수 있는 曆法史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재 계명 학교 도서

에 소장되어 있는 1703년(肅宗 23년)의 필사본이 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17세기의 본은 매우 드물다. 만일 外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었던 

天機大要가 기 본이었더라면 귀 한 연구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85) 본 상감에서 올린 天機大要는 택일을 하는 방서(方書)들 에서 가장 긴요한 것입니다

(本監所上天機大要, 擇日方書中, 爲緊切. 承政院日記, 英祖 12년 3월 26일 庚申); 임 께

서 말 하시기를 “일 들이 택일을 하는데 天機大要 이외에 다른 방서(方書)들을 없는

가?”하시니, 홍국 (洪國榮)이 답하기를 “다른 방서의 여부는 자세히 모르겠사오나, 체

는 곧 모두 天機大要입니다.”라고 답하 다(上曰, 日官之擇日, 天機大要外, 無他方書乎? 
國榮曰, 他方書 否, 未得詳知, 而大體則皆是天機大要矣. 承政院日記, 正祖 즉 년 6월 4
일 癸卯).

86) 정경희, 增補參贊秘傳天機大要(古181.111-Im1c) 해제,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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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631년에 鄭斗源이 로드리게스로부터 받아온 서양 문물 가운데 한문으로 술

된 서양지식을 담은 서 들과 ｢西洋貢獻神 大銃疏｣의 행방에 해 고찰해 보았

다. 4종의 서  에서 天問略과 職方外紀는 李瀷이 열람하고 나서 주로 기

호남인계 학 를 통해 지식인 사이에 향을 주었으며, 遠鏡說은 그 지식이 

리 되지 않고, 다만 후 의 책을 인용한 崔漢綺와 李圭景의 책에 흔 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外奎章閣에는 治曆緣起와 ｢西洋貢獻神 大銃疏｣가 보 되

어 있었다. 그러나 外奎章閣形止案들에 西洋統領公沙效忠紀란 제목의 책으

로 올라 있는 ｢西洋貢獻神 大銃疏｣는 1791년 辛亥迫害 때 종교서 으로 인식되

어 다른 천주교 련 서 들과 함께 소각되었다. 治曆緣起는 辛亥迫害 때에도 

살아남아 外奎章閣에 보 되다가 1866년 11월 랑스 해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여 

外奎章閣의 도서를 일부 약탈하고 나머지 부분을 방화했을 때 다른 도서들과 

함께 잿더미가 되었다.

우리는 지 은 사라진 外奎章閣 도서들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西洋統領公沙

效忠紀를 역주하 다. 이 문헌은 최근 그동안 禁書로 빛을 보지 못했던 明末의 

문인 韓霖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貢銃效忠疏｣( 는 ｢公沙效忠紀｣)와 동일함을 

고찰하 다. 이 문서의 내용은 마카오 포르투갈인들과 로드리게스의 소개, 紅夷

砲 구매와 운반 과정, 사후 처리 방안 등이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병인양요 때 소실된 外奎章閣 도서 

에서 천문학 련 서 의 의의와 행방에 해서 조명해 보았다. 그 결과, 外奎

章閣에 안되었다가 랑스 해군에게 약탈당한 肅宗本 天象列次分野之圖의 

탁본이 랑스국립도서 에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병인양요 때 소

실된 서 들도 조명하 다. 世宗 시 에 건설된 두 가지 주요 자동물시계들인 報

漏閣의 自擊漏와 欽敬閣의 玉漏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어 의 복원 사업에 

결정 인 기여를 했을 수 있던 欽敬閣營建 軌와 報漏閣改修 軌를 살펴보

았다. 한 日食과 같은 天變에 한 朝鮮 국왕의 인식과 반응을 직 으로 기술

한 것으로 생각되는 日食問答과 日食日自歎凉德이 있었다. 한 朝鮮시 를 

통해 상감의 시험교재로 사용되었던 天文類抄와 天機大要도 소장되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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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랑스 해군에 의해 外奎章閣에서 약탈된 도서들의 종류와 내용을 악

하고 그 학술 인 가치를 인지하는 일은 도서 환수와 련하여 요한 의미를 갖

는다고 생각한다. 한, 그것이 디지털 도서 의 형태가 될지라도, 장래에 外奎章

閣에 소장되고 있던 도서의 복원이 시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원 작업은 

불타버려 형체가 사라진 外奎章閣이라는 상을 인의 의식과 정신 속에 구체

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존 여부가 알려진 天象列次分

野之圖와 같은 도서들에 해 앞으로 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문투고일(2010. 10. 20), 심사일(2010. 11. 26), 게재확정일(201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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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西洋統領)公沙效忠紀의 譯註

西洋住嶴87)勸義報效耶穌 掌教臣陸若漢,88) 仝管約銃師統領臣公沙的西勞89)等謹

奏, 為遵旨貢銃90)效忠, 再陳戰守事宜, 仰祈聖明採納事。

西洋의, 마카오에 주재하고 있는, 義를 권장하고 임 의 은혜에 보답하는, 수회 

掌敎 로드리게스(Rodrigues)와, 銃師들을 리하는 統領 테이세이라(Teixeira) 등은 

聖旨를 받들어 紅夷砲를 바침으로써 임 의 은혜에 보답하고 한 투와 방어에 

한 일을 설명드릴 일로 삼가 아뢰오니, 聖明으로 받아 주시기를 우러러 바라옵

니다. 

竊臣等西鄙遠人, 崇奉造成天地 主陡斯規教, 頗識造物根源, 重君親倫理。顧凡

該國商舶, 遊歷所到之處, 必先令一掌教訓迪, 不許來商毫逾經行國法, 以乖 主陡

斯規教。 

희들은 서쪽의 더럽고 먼 나라 사람들이온데, 천지를 창조하신 主 수의 가

르침을 받들어 자못 만물이 창조된 근원을 알고 임 과 어버이를 받드는 윤리를 

가장 소 하게 여깁니다. 돌이켜 보건  무릇 희 나라 상선들이 돌아다니다가 

도착한 곳에서는 반드시 먼  掌教 하나로 하여  훈련을 시키고, 함께 온 상인들

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 나라의 법률을 조 이라도 어김으로써 主 수의 

가르침에 어 나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臣漢自本國 先臣91)利瑪竇92)輩前後航海至嶴, 已五十餘年。 臣公沙自本國航海, 

87) 재의 마카오(澳門).

88) João Rodrigues(1561~1633) 포르투갈 출신 수회 신부. 1580년 수회원이 되었고, 1594년 

마카오에서 사제서품을 받음. 1576년 일본에 건 간 뒤 1614년 추방될 때까지 일본 선교에 

종사함. 1614년 이후 국 선교에 힘쓰다가 1630년 紅夷砲를 운반한 공로로 明 황제의 포상

을 받음. 그 후 제3차 紅夷砲 구매를 도왔으나 도 에 계획이 취소되어 덩 우(登州)에서 포

르투갈 군사고문단에 합류하 다가 1631년 우치아오(吳橋)의 반란에 휘말렸다가 베이징으

로 간신히 탈출함. 그 후 마카오로 귀환하 으나 1633년 서거함. 덩 우에서 만난 朝鮮의 使

臣 鄭斗源에게 서양 서 과 물품 등을 선물함.

89) Gonsalvo Texeira

90) 여기의 총은 소총( 銃)이 아니라 포(cann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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偕妻孥住嶴已二十餘載。臣等耳聞目擊, 身親天朝豢養93)弘恩, 其所以圖報皇上 , 

已非一日矣。況臣漢 先臣利瑪竇及今輦下94)臣龍華民95)、鄧玉函96)同教同 , 先

臣利瑪竇生蒙皇祖神宗皇帝97)館穀, 沒蒙皇祖神宗皇帝諭葬; 臣龍華民、鄧玉函複蒙

皇上採納廷議, 欽命修曆。

天朝信任寵賚臣等, 何如深厚! 臣漢自幼奉守 主陡斯, 忠君孝親愛民之事, 敢不轉

相勉勵!

臣 로드리게스는 本國으로부터 先臣 마테오리치(Matteo Ricci) 일행과 더불어 앞

뒤로 하여 항해하여 마카오에 도달한지가 이미 50여 년입니다. 臣 테이세이라는 

본국으로부터 항해하여 아내와 자식과 함께 마카오에 산지 이미 20여 년이 되었

습니다. 신들은 귀로 듣고 으로 목격하 으되, 몸은 天朝가 길러주시는 弘恩을 

입었사오니, 그 은혜에 해 皇上께 보답하려고 하던 것이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닙

니다. 하물며 臣 로드리게스와 先臣 마테오리치  지  陛下의 臣下로 있는 롱고

바르디(Longobardi)와 테 쯔(Terrenz)는 같은 종교 같은 수회 소속이며, 先臣 마

테오리치는 살아서는 皇祖이신 神宗皇帝께 집과 양식을 받고, 죽어서는 皇祖 神

宗皇帝께서 장례를 치러주셨으며, 臣 롱고바르디와 테 쯔는 다시 皇上께서 朝廷

91) 이때는 마테오리치가 이미 사망한 뒤라서 先臣이라는 표 을 .

92) Matteo Ricci(1552~1610). 이탈리아 출신 수회 선교사. 국에 로마 카톨릭을 정착시킨 

수회 선교사. 서와 역서로는 天主實義, 坤輿萬國全圖, 幾何原本, 交友論 등이 있

음.

93) 豢: 곡식으로 가축을 기를 환. 자신을 낮춘 표 .

94) 輦下: 황제의 휘하에 있다는 표 .

95) Nicolas Longobardi(1559~1654). 국 이름은 룽화민(龍華民). 이탈리아 출신 수회 선교사. 
1582년 수회 입회하 고, 1597년에 마카오에 도착하여 둥 지방에서 선교 사업을 함. 마
테오리치가 죽은 뒤에 그의 직무를 신하 음.

96) Johannes Terrenz(1576~1630). 독일 출신 수회 선교사. 1611년 국에 건 가서, 1629년 徐

光啓의 추천으로 흠천감보(欽天監輔) 롱고바르디 신부를 보좌하여 역법 改修 사업에 종사하

으며, 천문 측 의기를 제작하는 등 국의 천문학 발달에 공헌하 으나, 1630년 병으로 

서거함. 서에 遠西奇器圖說, 人身槪說 등이 있음.

97) 朱翊釣(1536~1620). 명나라 13  황제 神宗, 연호는 萬曆. 穆宗의 셋째 아들. 1572년 穆宗이 

죽자, 그의 셋째 아들이 13세의 나이로 황제가 되니 바로 神宗이다. 1620년 神宗이 죽고, 첫
째 아들 朱常洛이 즉 하나 29일 만에 서하니 그가 光宗이다. 光宗의 첫째 아들인 朱由校

가 즉 하니 그가 熹宗이다. 1627년 熹宗이 죽자 후사가 없어 그 동생인 朱由檢이 즉 하여 

명나라 16  황제가 되니 그가 바로 毅宗이다. 즉 당시 황제인 毅宗에게 神宗은 할아버지

다. 따라서 본문에 皇祖라는 표 을 썼다. (穆宗 – 神宗 – 光宗 – 熹宗 = 毅宗)



外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었던 천문학 련 도서 315

에 받아 주심에 힘입어 명을 내려 曆法을 改修하게 하셨습니다. 天朝가 臣等을 신

임하고 총애하심이 어  이리도 깊고 두텁습니까! 臣 로드리게스는 어릴 부터 

主 수를 받들어 모셨으니, 임 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백성을 사

랑하는 일을 어  서로 勉勵하고 일을 감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是以崇禎元年兩廣軍門李逢節、王 德奉旨購募大銃, 查照先年靖寇98)、援遼99)、

輸餉、輸銃, 悉皆臣漢微勞, 遂坐名臣漢■貢大銃, 點放銃師前來, 而臣公沙亦因受

恩同教, 不顧身命妻孥, 歡喜報效, 挺身首出。故該嶴臣委黎多100)等付臣漢以訓迪統

領、銃師101)諸人之任, 責臣公沙以管約銃師匠役諸人之任也。

그래서 崇禎 元年(1628년)에 兩廣軍門의 리펑지에(李逢節)와 왕쭌더(王 德)가 聖

旨를 받들어 포를 모아 구매하고, 지난해에 도 을 정벌하고 遼東을 구원하며 

군량을 나르고 포를 나름을 조사하시며, 臣 로드리게스의 작은 노고를 두루 이

해해 주시어, 마침내 臣 로드리게스를 지명하여 포를 바치고 銃師들을 데려오

라 하시니, 臣 테이세이라도 역시 皇上의 은혜를 입었으며 한 같은 종교이니, 

자기 목숨과 처자를 돌아보지 않고 皇恩에 보답하기 해 환희하며 뛰쳐나왔습니

다. 그러므로 희 마카오의 臣 웨이리두오(委黎多) 등이 臣 로드리게스에게는 統

領과 銃師 모두를 가르쳐 이끄는 임무를 맡기고, 臣 테이세이라에게는 銃師와 기

술자들 모두를 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臣等從崇禎元年九月上廣, 承認獻銃修車, 從崇禎二年二月廣省河102)下進發, 一路勤

勞, 艱辛萬狀, 不敢備陳。直至十月初二日, 始至濟寧州103), 兩傳虜兵圍遵化104), 兵

部勘合奉旨催躦, 方得就陸, 晝夜兼程, 十一月二十三日至涿州105)。聞虜薄都城, 暫

留本州106)制藥鑄彈。 二十六日, 知州陸燧傳旨邸報, 奉聖旨西銃選發兵 護運前來, 

 98) 마카오의 포르투갈이 네덜란드를 물리친 일.

 99) 遼東

100) 委黎多: 마카오 총독을 뜻함. 웨이리다(委黎多)는 이름이 아니라 직명을 이름으로 쓴 것.

101) 統領은 장교, 銃師는 소총수.

102) 마카오 근처의 지명.

103) 재 山東省 濟寧

104) 재 河北省 遵化

105) 재 河北省 保定 의 최북단. 베이징(北京), 티엔진(天津), 바오딩(保定)의 삼각지 에 치

하며, 베이징의 남쪽 문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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仍偵探的確, 相度進止, 你部萬分加慎, 不得竦忽。欽此。

臣等은 崇禎 元年(1628년) 9월에 둥(廣東)에서, 포를 바치고 수 를 수리하기

를 승인하고, 崇禎 2년(1629년) 2월에 廣省河에서 출발하여, 한 길로 성실하게 노

력하여 그 어려움은 아뢰자면 기나 감히 모두 갖추어 진술하지는 못합니다.

  곧장 10월 2일에 이르러 비로소 지닝 우(濟寧州)에 이르 는데, 두 번 갈

을 받기를, 오랑캐 병력이 쭌화(遵化)를 포 했고, 兵部가 합의하여 聖旨를 받들

기를 재 한다고 하여, 바야흐로 육로를 잡아서 밤낮으로 길을 가니, 11월 23일에 

주오 우(涿州)에 이르 습니다. 오랑캐가 都城을 핍박한다는 말을 듣고 잠시 本

州(즉 涿州)에 머물면서 화약을 제조하고 탄환을 鑄造하 습니다. 

  26일에 (주오 우의) 知州인 루수에이(陸燧)가 聖旨가 도착했다고 갈하는데, 

“聖旨를 받들어, 西銃은 병사들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  그것을 호 하고 운반

하게 하여 내 앞으로 가져오라. 그리고 정탐을 정확하게 하여 서로 헤아리면서 가

고서고하면서 희는 매우 신 을 기하고 소홀하지 말라. 삼가 命을 받들라.”라고 

하 습니다.

十二月初一日, 眾至琉璃河107), 警報良 108)已破, 回涿州, 回車急拽, 輪輻損壞, 

大銃幾至不保, 於時州城內外, 士民咸思竄 南方。知州陸燧、 輔109)馮銓一力擔

當, 大銃分佈城上。臣漢、臣公沙親率銃師伯多祿•金荅等造藥鑄彈, 修車城上, 

演放大銃。晝夜防禦, 人心稍安。奴虜聞知, 離涿二十里, 不敢南下。 咸稱大銃得

力, 臣等何敢居功。茲, 奉聖旨議留大銃四位保涿, 速催大銃六位進保京城。

12월 1일에 무리는 리오우리허(琉璃河)에 도착하 는데, 량시앙(良鄕)이 이미 

괴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주오 우로 철수하여 수 를 돌리고 히 끌다

가 바퀴가 부서져서 그 포는 거의 보존되지 못할 지경이 되었으며, 이때 주오

우 城의 안 에는 士民이 모두 남쪽으로 피난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知

州 루수에이와 輔 던 펑치우안(馮銓)이 힘껏 감당하여, 장차 포를 성 에 

설치하려 하 습니다. 臣 로드리게스와 臣 테이세이라는 몸소 銃師 페드로(伯多

祿), 진타(金塔) 등을 통솔하여 화약을 만들고 포탄을 주조하 으며, 성 에서 수

106) 주오 우(涿州)를 말함.

107) 재 北京  琉璃河.

108) 지명

109) 輔는 韓霖의 守圉全書 第3之1에는 原任太學士라고 되어 있다.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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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리하여, 포 발사를 시연하 습니다. 밤낮으로 방어하니 민심이 조  안

정되었습니다. 오랑캐가 이것을 들어 알고는 주오 우에서 20리에 떨어져서 감히 

南下하지 못하 습니다. 모두들 포가 힘을 얻었다고들 하지만, 臣等이 어  감

히 功을 거론하겠습니까. 아! 聖旨를 받들어 포 4門은 남겨두어 주오 우를 保

衛하고, 포 6門은 서둘러 운송하여 베이징을 보 하기로 의논하 습니다.

臣等荷蒙 主陡斯、皇上恩庇, 於今年正月初三日, 同 輔馮銓 到京, 除臣等恭進

該嶴臣委黎多等曆陳報效始末一疏, 並 部110) 先恭進大銃車架式樣二具呈覽外, 

臣等思惟皇上深知大銃有用, 賜號“神 ”。臣等不直陳大銃戰守事宜, 有負皇上九重

鑒知, 有虛臣等遠來報效。

臣等은 主 수와 皇上의 은혜를 입어, 년 1630년 정월 3일에 輔 펑치우

안(馮銓)과 함께 (선물을 가지고) 베이징에 도착하 으며, 臣等이 바친, 희 마카

오의 臣 웨이리다(委黎多) 등이 낱낱이 설명한 「報效始末疏」 1건과, 아울러 미

리 먼  바친 포 가  샘  2개에 한 보고서를 열람하신 외에, 臣等이 생각하

건  오직 皇上께서 포의 유용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神 ’라는 이름을 하사하

신 것 같습니다. 臣等은 포로 투와 방어를 하는 일에 한 것은 곧바로 설명

하지 않으니, 그것은 皇上이 깊이 감별하시고 이해하심을 부정하는 것이며, 臣等

이 멀리서 와서 충성을 바친 것을 헛되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臣念本嶴貢獻大銃, 原來車架止堪城守, 不堪行陣。如持此大銃保守都城, 則今來大

銃六位, 並前 禮部左侍郎徐光啟111)取到留保京都大銃五位, 聽臣等相驗城台 照處, 

措置大銃得宜, 仍傳授點放諸法, 可保無虞。如欲進剿奴巢, 則當聽臣等另置用中等

神 銃及車架, 選練大 鳥銃手數千人, 必 人人皆能彈雀中的。仍請統以深知火器

大臣一員、總帥一員, 臣等願為先驅, 仰仗天 , 定能指日破虜, 以完合澳委任報效

至意。

臣이 생각하옵기로, 희 마카오가 바치는 포는 원래 城을 지키는 용도이지 행

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포를 가지고 都城을 지키시려면 곧 지  가

110) 문맥상 兵部이다.

111) 徐光啓(Xu Guangqi, 1562~1633). 국 명말(明末)의 과학자, 농학자, 정치가. 字는 子先, 號는 

玄扈. 상해 출생. 천주교도. 세례명은 바오로(Paul). 1629년에 그는 禮部左侍郞으로 승진했

고, 1630년에 禮部尙書로 승진했다. 1632년 禮部尙書와 東閣大學士를 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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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 포 6門과 아울러 에 禮部左侍郞 徐光啓가 얻어 와서 베이징에 보유하고 

있는 포 5門을, 臣等이 城 의 마주 비추는 곳을 상호 실험해보고 합한 곳에 

설치하도록 들어 주시며, 이어 포 발사법을 수하게 해주시면 가히 보 하고 

잘못됨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진군하여 오랑캐의 소굴을 쓸어버리시려거든 마땅

히 臣等이 별도로 中等의 神 銃과 거치 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소 鳥銃手 수 천 명을 선발하여 조련하여 반드시 사람마다 참새도 명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옵고 청컨  화약무기를 깊이 이해하는 大臣 1명과 總司令

官 1인으로 하여  통솔하게 하신다면, 臣等이 先驅가 되기를 원하오니, 皇上의 

세를 믿고 따르면 마땅히 오랑캐를 쳐부술 날을 세어 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마카오가 희에게 임한 충성의 지극한 뜻을 완 히 맞게 하고 싶습니다. 

臣等啣感德澤, 不覺 之及此。伏乞皇上俯察貢銃效用微忠, 並悉大銃戰守事宜。敕

下該部, 立覆施行112)。別有貢獻方物, 因聞陸路亟行, 尚留濟甯113)地方, 容到日另疏

進呈。臣等不勝惶悚待命之至。

臣等은 皇上의 恩德과 惠澤에 감동하여 말 이 여기에 이르 는지 깨닫지 못했습

니다. 엎드려 바라옵건 , 皇上께서는 포를 바치며 받든 작은 忠誠을 굽어 살펴

주시고, 아울러 포가 투와 방어에 쓰인 일을 제 로 이해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에 칙명을 하달하시어 官吏들이 즉각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달리 바치는 

方物은 육로로 운송하기 힘들어서 오히려 지닝(濟寧) 지방에 머물게 하 다는 이

야기를 들었사오니, 그것이 도착하는 날에 다른 上疏文을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

십시오. 臣等은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며 명이 이를 것을 기다립니다. 

崇禎三年正月十七日奏聞, 二十二日奉聖旨: 嶴夷遠來效用, 具見忠 , 措置城台, 教

練銃手等 ,及統領大臣, 著即 覆, 行該部知道。

崇禎 3년 1월 17일 奏聞. 22일 聖旨를 받들기를, “마카오의 오랑캐는 멀리서 와서 

命을 받들되 모두 충순함을 보 고 城 에 ( 포를) 설치하고 銃手를 훈련시키

는 등의 일을 하 으며, 이에 統領 大臣은 즉각 해당 부서가 이를 알도록 하라.”라

고 하셨다.

112) 황제의 명령서를 일어서서 받고 앉을 새도 없이 바로 뒤짚어 내용을 확인하여 시행한다는 

의미.

113) 濟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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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14)

Astronomical Books and Charts Having Been Preserved in the 
External Branch of the Chosŏn’s Royal Library*

 Ahn, Sang-Hyeon

In 1631 A.D. the ambassador Chŏng Duwŏn (鄭斗源) brought the product of 

European civilization from the Ming (明) dynasty. Among them were four books and 

one report written in Chinese by European Jesuits. Two of them were found to have 

been housed in the External Branch of the Royal Library of the Chosôn dynasty (外奎

章閣). They are Zhiliyuanqi (治曆緣起: History of the calendar reformation in the 

Chongzhen reign period) and Xiyang-Kongxian-Xinweidacong-xiao (西洋貢獻神 大銃

疏: Report on the magical and powerful cannon tributed by European in Macao). The 

former were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French invasion of 1866 A.D., and the latter 

or the Cannon Report were destroyed during the persecution of 1791 A.D. in Korea. 

Stimulated by these facts, a bibliographical study of all the astronomical books and 

maps having been housed in the External Branch Library is made to understand their 

history and academic value. Zhiliyuanqi and Chousuan (籌算) would have been 

invaluable data to understand the formation history of Chongzhen lishu (崇禎曆書). A 

rubbing of Ch’ŏnsang-yŏlch’a-punyajido (天象列次分野之圖) stele duplicated in the 

King Sukchong’s (肅宗) era of the 18th century was plundered by the French navy 

in 1866 A.D., and now housed in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The External 

Branch had housed the Ritual Report of Constructing the Respecting-Heaven Pavilion 

or Hŭmkyŏng-gak (欽敬閣營建 軌) and the Ritual Report for Repairing the 

Time-Announcing Pavilion or Poru-gak (報漏閣改修 軌). The former Pavilion 

* The McCune-Reischauer system is used for the romanization of Korean terms, and pingyin is used 
for Chinese ones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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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d the Automatically-Striking Clepsydra (Chakyŏk-ru or 自擊漏), and the latter 

Pavillion housed the Jade Clepsydra (Ong-ru or 玉漏). Both were engineered by 

Chang Yŏngsil (蔣英實) ordered by King Sejong the great (世宗大王). If the two 

Reports had not been destroyed by the French navy, they can give us invaluable data 

to restore the two masterpiece clepsydrae. Although not being unique, three 

manuscripts written by King Yŏngjo (英祖), Ch’ŏnmunryuch’o (天文類抄) and 

Ch’ŏn’gidaeyo (天機大要) were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French invasion in 1866 

A.D.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in terms of restoring the collection of the External 

Branch Library is discussed. The detailed explicative translation of the Cannon Report 

is provided t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collection of the External Branch of 

the Royal Library.

Keywords: External Branch of the Royal Library, Zhiliyuanqi, Chousuan, 

Gongshaxiaozhongji, Ch’ŏnsang-yŏlch’a-punyajido, Respecting-Heaven Pavilion, 

Hŭmkyŏng-gak, Time-Announcing Pavilion, Poru-gak, Ch’ŏnmunryuch’o, 

Ch’ŏn’gidae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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