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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반출도서의 반환경위와 그 의미 

이상찬(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규장각 정보자료관리부장) 

머리말 

파리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비롯하여 국외로 반출되었던 도서가 돌아오고 

있다. 외규장각 도서， 이또 반출 도서，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 동은 반환 

과정에 본의 아니게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직접 겪 

고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먼저 반환의 방식이랄까 유형을 보면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이전의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 조건이 있는 반환과 없는 반환이 있다. 

유무형의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최상은 “무조건 반 

환+ 사과”의 형태이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 모든 권리가 따라오는 형태 

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사용 

권만 가져오는 임대 형태의 반환이 있다. 사용권만 가지고 오는데도 계약 연 

장을 자동으로 하느냐(영구임대)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느 

냐(기한 임대)로 나눌 수 있다. 임대 형식의 반환에 대해 엄밀한 의미에서 반 

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임대의 경우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환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억울하게 빼앗긴 쪽에서야 사과를 받고 조건없이 돌려받고 싶지만， 현실은 

따져봐야 할 게 많이 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가져갔는지 돌려 받아야 

할 이유를 대라고 한다. 비교적 그럴 듯한 게 국제법이다. 국제법적으로 문제 

가 있다면 즉각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국제법은 전시에 문화재를 파 

괴， 훼손， 약탈， 반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장물 역시 즉각 돌려주라고 되 

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많은 우리로서는 식민지 시기의 

문화재 반출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식민지에서의 

문화재 반출은 국제법으로도 간단하지 않다. 반출의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쉽 

지 않기 때문이다. 반출의 불법성， 가져간 쪽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지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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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쪽에서 자백할 리는 만무하고 할 수없이 돌려받고 싶은 쪽에서 나셜 수밖 

에 없지만， 명백한 증거를 대기가 정말로 어렵다. 

설령 국제법적으로 불법이 밝혀졌다고 해도 가져간 쪽에서 주려고 하지 않 

으면 받아올 방법이 없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불법이 명백한 경우 사건 발생 

시점에서 한국은 국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다. 한국은 적어도 1800년대 초 

이후부터는 국제법이 적용되는 나라였다. 서양 여러 나라들이 배를 타고 와서 

“통상조약”을 맺자고 졸라댔기 때문이다. 

어쨌든 반출 문화재의 반환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문화재의 반환은 가져간 

쪽이 돌려줄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가 정작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적 

불법이 아무리 명백해도， 돌려달라고 큰 소리를 쳐도 가져간 쪽에서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특공대라도 보내서，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라도 가져오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 

1. 파리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경위 

파리 국립도서관에 었던 조선왕조 의궤 296책 1)이 “ 5년단위， 갱신가능， 일 

괄대여”의 방식으로 2011년 3월부터 5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의궤 296책은 1866년 프랑스 해군이 가져간 도서 340여 책의 일부이 

다. 1866년 프랑스 해군은 의궤 이외에도 강화도의 외규장각으로부터 도서 

40여책과 지도 2점， 족자 7개， 대리석판(옥책) 3개 둥을 탈취해 갔다. 

임대 기간이 5년，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방 

식이기 때문에 1993년 한불 양국이 합의한 영구임대(임대기간의 자동 연장) 

방식에 비해서 미흡한 면이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의 반환 방법으로 돌아온 것 

이다. 

아주 짧은 시간에 해결된 경우 

1) 반환 요청 

1991년 10월 18일 서울대학교는 외무부 장관에게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 

1) 1866년 약탈당한 의례는 300책인데 299책이 파리 국립도서관에. 1책은 대영도서관에 소장되어 있 
다. 299책중 1993년 1책. 2011년 296책을 반환받았다. 아직도 파리 국립도서관에 2책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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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규장각 도서 반환요청 의뢰”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의하면 “프랑스군 

이 당시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도서 340여권과 지도 2점， 족자 7 

개， 대리석판(옥책) 3개 등을 탈취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한 사실을 확 

인”하였다고 하면서 “위 탈피물 중 도서와 지도， 족자 등은 현재 규장각이 관 

리하고 있는 규장각 도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이것들을 반환받아 

보존관리하여야 할 책무를 느끼어 그 반환협조요청을 의뢰”한다고 하였다. 

서울대학교의 요청을 받은 외무부는 1992년 차관 명의로 프랑스 외무성에 

해당 도서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측은 동 도서가 

프랑스의 공공재산임을 이유로 일방적 반환을 거부하였다. 

2) 1차 정부간 협상의 진행 

가. 1993년 9월 교류 방식에 의한 영구임대 방안에 합의 

1993년 3월부터 9월까지 반환 방식을 협의 결과， ‘영구임대’에 합의하였다. 

다만 영구 임대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상호 교환으로 하되 프 

랑스에서는 외규장각 도서를 제공하고 한국측에서 제공하는 교환 대상으로 

@규장각 소장본，~한국학 연구도서，@한국학 기금 둥 세 가지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은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양국간 문화협력 차원에서 양국 문화재의 교환전시에 관한 협상을 제의하였 

다. 

9월 14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한불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한국이 외규장각 도서문제에 관해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는 과거의 어느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물전 
가 강제로 타국에 옮겨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언도 이 고문서를 교류(chanSle)의 방식으로 귀국에 영구 대여코 

자 하며 ........ 본인은 우선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중 우호의 정표로 프물선효 
1-2권을 각하께 천달할 계획입니다. 
이런 행동은 일찍이 해본 일이 없는 그야말로 한국에서 처음 행하는 것입 

니다. 우리는 이 문서를 거의 군사척 방법으로 가져 갔지만 본인은 이를 다시 
분화부장판으로부터 거의 무력척 방법으로 재차 탈취해 갖다 드리는 것입니 
다 "2) 

그리고 그 다음날 훌흩園園所鄭藍훌훌t 상권 1책을 ‘반환’하였다.3) 

2) ‘두루풍수리 중후군’ 충앙일보 2000년 8월 4일 권영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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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교류’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퉁가등량의 교환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영구임대 받은 의궤 1책에 대해 1993년 한국 측은 

규장각 소장본 의궤， 한국학 연구도서， 한국학 기금 등 어느 것도 프랑스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류”가 문화재의 교환 전시 동을 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의궤끼리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왜 그랬을까? 미테랑은 정상회담에서 파리 외규장각 도서에 대해 “강제로 

타국에 옮겨진 것이 사실 ..... 거의 군사적 방법으로 가져갔지만”이라고 하여 

전시 문화재 약탈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1993년 12월 프랑스 측 등가등량의 맞교환 방안으로 입장 변화 

그런데 프랑스가 1993년 12월 느닷없이 등가등량의 맞교환으로 입장을 선 

회하였다. “ FRANCE 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간 도서 상호기탁에 관한 협정 

(안)"에서 한국은 프랑스에 대해 퉁가의 도서를 제공하라는 것파 외규장각 도 

서가 한국 측에 반환되어도 프랑스 측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 

고 있었다. 이 ‘협정안’ 이후 프랑스 측은 규장각 소장본과의 교환 원칙을 고 

수하였고 당시 우리 외무부는 이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교환 대상에 대한 프랑스 의견을 타진하기 위해 의궤가 아닌 고도서를 

주고 의궤를 받아오는 방안이 논의되고 우리 측이 고도서 목록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프랑스 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다. 1996년 한국 정부의 ‘상호 대여’ 방안 추진 

1996년 6월 우리 외무부는 갑자기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 복본 의궤와 외 

규장각 도서의 상호 대여’ 방안을 추진하였다. 프랑스 측의 등가등량의 교환 

원칙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규장각은 “규장각 또는 장서각 소장 의궤는 프랑스가 약 

탈해간 도서와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도서로서 규장각 또는 장서각 소장 의 

궤를 프랑스에 주고 프랑스로부터 의궤를 받아오는 것은 1866년 약탈당한 

의궤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끼리의 교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3) 微慶園園所都藍嚴動는 현재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원래의 비단 표지가 아니고， 뒷표지의 국 
화동이 뒤집혀 있다. 개장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된다. 微慶園園所都藍嚴敵는 상， 하 2책인데 
미테랑은 상권 1책만 가져왔다. 간단하지만 상하 2책이 1질이라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의 상 

태를 잘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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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1996년 12월 정부간 협상의 중단 

규장각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무부는 규장각본 복본 의궤와의 교환을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대 규장각은 반환협상 중단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1996년 10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관한 의견 

서”를 외무부에 제출하였다. 그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외규장각 도서는 반환의 대상이지 대가를 주고 교환할 대상이 아니다. 

둘째， 1866년 외규장각 소창 의궤류 6천여책에 대한 방화， 350여책의 무단 

반출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1993년 반환된 1책을 제외한 296책을 반환 

해야 한다. 

세째， 선 반환 후 교류의 방식으로 하되 교류 방안은 프랑스의 한국학 연구 

지원， 규장각 소장 자료를 영인 간행한 한국학 자료의 기증 둥이 가능할 것이 

다. 

외무부는 규장각의 건의를 받아들여 프랑스에 협상 중단을 통보하였다. 우 

리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한 프랑스는 1997년 초 “고도서 외에 지도. 동천. 그 

립. 족자， 메달， 악보 퉁 뿔만 아니라 제 3국의 고도서 또는 물품(일본. 중국 

둠낀도 교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외규장각 도서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장각은 이번 

에도 1996년 10월에 제출한 의견서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프랑스의 제안을 거 

절하였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관한 한불정부간 협상이 실질적으로 중단되 

기에 이르렀다. 

3) 민간대표에 의한 협상과 그 내용 

가. 문화 역사 분야 권위자간 해결방식으로의 전환 

1998년 4월 아셈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시라끄 대통령은 외규장각 도 

서 반환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프랑스는 “양국의 문화， 역사 분야 권 

위자간 해결 방식”을 제안하고 자끄 살루와를 협상대표로 임명하였다. 임명의 

이유는 “학문적， 문화재적 가치에만 집착하는 전문가들의 국수주의적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인사”라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서울대와 한중연에 추천을 

의뢰하고도 이 두 기관이 추천하지 않은 한상진 교수를 협상대표로 임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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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프랑스는 1999년 말 이전에 양측 권위자간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 

고 2000년 10월 시락 대통령의 공식 방한 시 최종 타결하겠다는 일정을 상정 

하고 있었다. 

나. 복본 의궤와의 맞교환 방안 추진 

자끄 살루와와 3차례 회의 끝에 한상진 대표는 2000년 10월 19일 “외규장 

각도서 문제에 관한 韓佛 정상회담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4)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시기의 비어람용 복본 의궤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어람용 유일본 

64책을 2001년 안에 반환받는다. 

둘째， 유일본이 아닌 어람용 의궤 233책은 같은 제목의 비어람용 의궤와 

2001년 말까지 맞교류한다. 

한상진 대표는 유일본의 우선 교환을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 

서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 의궤와 맞교환하겠다는 것이었다. 도둑질해 간 우리 

의 물건을 찾아오는 데 다시 우리의 것을 내어주겠다고 합의를 해 준 꼴이었 

다. 

무엇보다도 이 협상안 대로 교환된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 

CD 297책에 비어람용 의궤， 의궤가 아닌 일반 고도서가 들어있다. 
@ 유일본이 64책이 아니라 30책이었다. 

@ ‘같은 제목의 비어람용 복본 의궤’ 중에는 한 권밖에 없는 의궤가 76책 

이처럼 맞교환을 실행하려고 할 경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 

을 한상진 대표에게 전달하였지만， 한상진 대표는 제 4차 협상을 2000년 11 

월 6일 파리에서 강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2000년 11월 3일 “외규장각도서 맞교환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며”라 

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에 이 

르렀다. 일반 시민도 맞교환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맞교환을 반대 

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맞교환 방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되자 11월 6 

일로 예정되었던 4차 협상을 2001년 7월로 연기하였다. 

4차 협상의 합의에 따라 자끄 살루와 프랑스 대표가 2001 7월 13일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 297책의 목록을 제공하였고， 이들 297책에 

4) 이 보도자료는 양국 정상간 합의서 또는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서 둥의 형식을 띠지 않았고， 한국 측에 

서만，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양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되었다고 볼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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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파리 국립 도서관에서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1차 실사가， 

2002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2차 실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교환 방식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고 문화 역사 분야 권 

위자간 해결방식 역시 유야무야되었다. 반환 협상이 다시한번 중단되기에 이 

르렀다. 

4) 2차 정부간 협상과 그 내용 

2004년 한국은 정부칸 협상을 통해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에 대한 해결책 

올 모색하는 동시에 문제해결올 위한 양국간 협력분위기 조성올 위해 실현가 

능한 교류와 협력 사업을 병행하는 두 갈래 접근법 (two track approach)을 

채택하였다. 

가. 전담대사 설치와 그 성과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4년 8월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 전담대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8월 장재룡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전 주불 대 

사)을 ‘전담대사’로 임명하고， 2006년 1월 4일 외교통상부내에 5-7명 규모의 

‘프랑스 외규장각 반환협상 태스크 포스(TF)’를 출범시켰다. 다시 장재룡 전담 

대사를 ‘외규장각도서 반환협상 정부대표’로 임명하였다. 

전담 팀은 2006년 2월 23일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재개하여 ‘교류에 의한 

영구대여’라는 1993년의 원칙에 기초하여 반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우리는 2001년의 잠정합의안 ‘의궤 대 의궤’ 교환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2001년의 잠정합의는 프랑스 

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으며， 한국측이 국내 여론을 설득하지 못하였 

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전담 팀의 활동 이외에도 2006년 6월 6일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을 포함 

한 여야의원 31명이 ‘외규장각도서의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하는 서신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발송하였다. 

프랑스 측은 서울에서 외규장각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2006년 6 

월 갑자기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소집한 자문회의의 전문가 그 

룹은 외규장각도서를 돌려받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였고 전시회 개최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와 달리 전담 팀을 구성하고 반환에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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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측과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다. 

나. 이미지 디지털화(digitised) 사업의 추진 

국내의 일부 연구자는 반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디지털화 작업의 필요 

성을 이미 1990년대에 제기한 바 있었다. 디지털화 작업에 대해 외교통상부 

자문위원들 대부분은 ‘학술차원에서 복사본 반입이 다급한 것도 아니고 협상에 

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반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전담 팀이 국내 학계나 문화계， 

일반 국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재 의궤 297책 전체를 디지털 

화하되， 비어람용이 한국에 없는 어람용 의궤 30책을 우선 촬영한다는 데 합 

의하였다. 결국 문화재청이 유일본 의궤 30책을 고화질 디지털 이미지로 촬영 

해 왔다. 

5) 쟁점 

가. 정부 문서는 생산국 정부의 영원한 소유 

의궤는 왕실의 행사가 있을 때 훗날 참고하기 위해 행사의 전체 내용을 기 

록해 둔 문서철로서 편찬 간행된 책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보통 붓글씨 

로 써서 5 - 9부 정도 만들었는데， 어람용이건 비어람용이건 모두 원본이고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정부 문서는 생산국의 영원한 소유가 원 

칙이라고 한다. 

나. 원래 생산지에서의 보관 관리의 원칙 

프랑스는 1970년대까지 외규장각 도서를 중국본으로 분류하였고， 그 나마 

도 파손 도서 창고에 보관하닥 나중에야 한국본으로 재분류하였다. 2권 이상 

의 묶음 도서를 표제어 단위로 하나의 도서번호를 주지 않고 1책에 도서번호 

하나를 배당하였다. 파손도서 창고에서 발견된 이후 파리국립도서관은 대대적 

인 수리 작업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표지와 제본 동을 훼손하였고 책장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많았다. 원래의 비단 표지를 거둬내고 서양 비단으로 

표지를 바꾸었다. 

수리 과정에서 자료의 원형을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보존과학기술 수준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나라 문화재의 수리복원이나 보존처리를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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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해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장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알 수가 없었고 

서지사항이 정리된 본격적인 ‘도서목록’을 끝내 만들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에 

서 보존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까? 

보존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해도 조선시대 이래 우리가 보관하였다 

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외규장각의 원상 회복 

1857년 외규장각 도서 목록에는 왕족 신분 표지물 25점， 어제 어필 68점， 

그림 족자류 6점， 의궤 667책， 도서 4 ，400여 책이 기록되어 있다. 1866년 프 

랑스 해군이 약탈해 간 자료(도서 340여권， 지도 2점， 족자 7개， 옥책 3개)보 

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의궤 337책， 도서 4 ，360여 책은 

어디로 갔을까? 

6) 과제 

가. 완전한 반환， 완전한 관리권 확보 

갱신 가능한 5년 임대 방식이므로 올해 반환된 의궤가 또다시 프랑스로 갈 

수도 었다. 프랑스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반환된 의궤의 보 

관 관리， 열람 이용에 대해 각종 ‘지시’나 ‘감독’， ‘제한’을 하고 있다. 

갱신가능한 5년 임대에서 자동 연장에 의한 영구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고 

프랑스 측의 지시， 감독，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의 의지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격적인 반환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나. 의궤 3책의 반환 

1866년 프랑스 해군은 300책의 의궤를 가져갔다. 현재 297책이 돌아왔고 

2책이 파리국립도서관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프랑스는 1866년 약탈물이 아니 

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1책은 1891년 이래 영국에 있다. 

다. 의궤 이외의 약탈문화재 반환 

1991년 서울대학교가 반환을 요구한 공문에는 반환 대상을 “도서 340여권 

과 지도 2점， 족자 7개， 대리석판(옥책) 3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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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인지 모르게 의궤 297책만 반환대상이 되었다. 도서 40여책， 지도 2점， 

족자 7개， 옥책 3개 등은 반환 받지 않아도 좋을까? 

라. 1866년 방화로 소실된 자료에 대한 배상 

1866년 프랑스 해군은 왕족 신분표지물 19점， 어제 어필 61점， 족자류 4 
점， 의궤 373책， 도서 4 ，338책을 불태웠다. 전시에 이루어지는 문화재의 파 

괴， 훼손은 불법 반출(약탈)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프랑스가 매 

우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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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반출 고도서의 반환 경위 

현재 파악된 일본 반출 도서는 1909년 1 ，028책， 1913년 오대산 사 

고본 실록 788책， 1922년 167책， 기타 100책이다. 

1) 伊購博文 반출 도서의 반환 

1909년 7월 이또히로부미는 77종 1 ，028책을 반출하였다. 규장각에 

서 33종 563책， 통감부가 수집한 것이 44종 465책이었다. 伊顧博文가 

저격당해서 죽은 이후 일본 궁내성으로 이관되었다. 

1911년 일본 궁내성은 伊購博文 반출 도서를 궁내성으로 양도해 줄 

것을 조선총독부에 요구해 왔다. 조선총독부는 24종 200책은 양도 가 

능하지만 53종 828책은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궁내성은 반 

환하지 않았고 조선총독부가 “사용을 허가”하였다고 한다. 

1966년 문화재 반환 시 고도서도 반환되는데 1911년에 양도 가능하 

다고 하였던 도서 200책 중 통감부 수집본 11종 90책만 돌아왔다. 규 

장각본 13종 110책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66종 

938책이 12월 10일 안에는 돌아올 것이다. 

伊顧博文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식민통치에 이용하기 위해 가져갔다， 

매우 귀중한 유일본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추후 조사가 필요 

하긴 하지만 현재까지 유일본으로 파악된 것은 國朝通紀 10책 밟申事 

績 1책 甲午軍政實記 10 講鐘說話 80책 좁邱漫輯 6책 鎭南人物考追錄

7책 등 6종 114책 정도이다. 

2011년 9월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伊顧博文 반출도서를 설사하였 

다. 실사를 통해 책 제목과 책수(또는 권수)， 分合 상태를 정확하게 파 

악하였고 유일본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었다. 실사 당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도서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겠다. 

2) 1913년 오대산 사고본 실록 788책의 반출과 반환 

오대산 사고본 실록은 태조~명종 실록 259책에다 선조 이후 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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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책을 더해 788책이었다. 

태조~명종 실록은 원래 577책으로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성주， 충주， 춘추관 사고의 실 

록이 불타 없어지고 전주 사고본 실록 576책만 남았다. 

전주사고본 실록 1질만 남은 것에 불안을 느낀 조선정부는 1603-6 

년 전주 사고본 실록을 저본으로 하여 1질 259책짜리 설록 3질을 인쇄 

하여 춘추관 묘향산 태백산 사고에 봉안하였다. 교정지는 실록 간행과 

봉안이 끝나면 파기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번에는 제본을 하여 오대 

산 사고에 봉안하였다. 

1911년 조선총독부 취조국이 규장각 도서를 관리하게 되면서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사고의 도서들이 조선총독부로 옮겨져 규장각 도서로 편 

입되었다. 오대산 사고본 설록은 356책이 조선총독부로 옮겨지고 428 

책은 그대로 있다가 1913년 각각 인천항과 주문진항으로부터 도쿄로 

옮겨졌다. 몇 차례에 걸쳐 도쿄대학 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거의 대부분이 불타버렸다. 불타지 않고 남은 27책이 

1932년에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돌아와 1973년 국보 151-3호로 

지정되어 현재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다. 

그 후 불타지 않고 남은 실록이 추가로 발견되 었는데 한국 측 연구자 

가 1984년에 도쿄대학 도서관에 가서 오대산 사고본 실록 46책을 확 

인하였고， 1차 조사를 하였다. 1995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더욱 자 

세하게 조사를 하였고 1997년 10월 국가기록원은 오대산 사고본 실록 

46책의 반환을 도쿄대학에 요구하였다. 양 기관은 2차례 협의를 하였 

지만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 3월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 

회”가 도쿄대학에 반환을 요구하여 몇 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다. 

도쿄대학은 2006년 5월 15일 총장의 서한을 보내 서울대학교에 돌 

려주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도쿄대학의 법인 전환에 따라 1965년의 

문화재 협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문화재 반환 관련 3개 기관(외 

무성 문부과학성 문화청)이 반환에 찬성하여 반환에 장애가 없음을 확 

인한 서울대는 동경대의 제의를 수용하였고， 도쿄대 도서관에서 확인 

작업을 거쳐 7월 14일 조선왕조실록 인도인수식 거행을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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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돌아와 국보로 지정된 27책과 함께 2007년 2월 26일 국보 

151-3호로 지정되었다. 

3) 1922년 의 궤 반출 상황 

1922년에도 3월과 6월， 2번에 걸쳐 궁내성의 요청에 따라 79종 167 

책을 조선총독부가 궁내성에 양도하였다Il"承政院處輔日記』 를 제외하 

고 모두 의궤로， 오대산 사고본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사고의 의궤도 있 

다. 유일본은 1종뿐이다. 고종대 의궤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의궤를 가져 

간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79종 167책 역시 12월 10일까지는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그런 

데 이 의궤에 붙여진 도서번호는 1911-6년에 조선총독부가 부여한 것 

으로 현재 규장각 도서번호도 같은 시기에 부여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 

도서번호에 위의 도서번호가 빠져 있다는 것으로 반환되면 규장각이 관 

리해야 할 대상이다. 

이 외에도 조선총독부는 개인에게 기증하기도 하고 하버드대학교 루 

벨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루벨 도서관에 기증한 도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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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周易짧解 20 3882 小훌헤〉略內篇 

2 234 훌훌훌先習 21 3965 字빼典則 

3 346 詩經를훌解 22 3996 大훌짧解 

4 368 中빠를훌解 23 4956 太學恩杯詩集

5 413 효子훌훌!훌 24 5334 論효A物類聚 

6 440 톨입훌를훌解 25 5811 ￡읍 f홍無훌錄를훌解 

7 445 春秋經1훌集解 26 6160 武훌메삐등훌通志등훌解 

8 662 弘文館志 27 6505 첼u때策題 

9 1120 陸奏約選 28 6631 A瑞錄

10 1170 훌明通~è輯要 29 7217 萬歲뺨 

11 1889 孝經응훌解 30 7595 正音通棒

12 2118 聖學輯要 31 7622 萬國政表

13 2136 朱홉百選 32 7787 佛說大報父母恩훌經誠解 

14 2199 홈宋i\.子百選 33 9810 千字文끓解 

15 2290 朱子홉節要 34 11020 太上感應篇끓解 

16 2645 敬f言錄짧解 35 11460 帝院條例

17 3039 雅請 36 11684 過化存神

18 3510 論語응훌解 37 11887 全짧王篇 

19 3833 自省篇 38 12219 t을補文훌備考 

3. 반환의 역사적 성격(의미) 

1) 도서의 원래 질서 복원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었다거나， 국외 반출 문화재를 반환받아야 한 

다거나 하면 의례히 유일본 귀중도서 국보급 자료라는 말이 나온다. 

유일본， 귀중도서， 국보급 자료가 아니라면 반환되지 않아도 좋은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말은 반환 협상을 할 때에도 유리하지 않다. 

외규장각 도서， 실록 등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반출되었고， 그로 

인해 조선시대 도서관， 기록관의 원래 질서가 무너졌다. 조선시대 도서 

관， 기록관이 현재 남아 있지를 않기 때문에 건물을 복원할 수는 없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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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조선시대의 소장상태를 복원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었다. 

2)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반환 관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러한 한국이 식민지를 거느렸던 제국주 

의 국가 프랑스에 대해서 전시 문화재 약탈의 국제법적 불법성을 제기 

하여 20년 동안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결국 반환을 관철시켰다.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또는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 그룹에 이 

미 들어갔다는 말이거나 ..... . 

3) 한일관계의 새로운 모색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문화재 반환 문제가 나오자 일본은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단지 장래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 국유물 중에서 약간의 기증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을 시사하였고， 

문화재 반환 협정에 따라 1966년 1400여 점의 문화재를 반환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반환의 의무는 더 이상 

없고， 개인 소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반환은 권고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했던 일본이 작년，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왕실의 도서를 반환하겠 

다고 밝히고 “일제시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 현재 일본정부의 소 

유”라는 반환의 3 원칙을 제시하였다. 1966년의 문화재 반환으로 더 

이상 반환은 없다고 했던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합 100주 

년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반환”받아야 한다고 강경해지는 경향 

이 있지만， 반환 사례를 곰곰이 들여다 보면 일본으로부터의 반환은 모 

두 조건없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형태이다. 영구임대조차 합의 

해 주지 않는 프랑스와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본의 자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데 인색하다. 왜 그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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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외 규장각도서 맞교환 협 상의 중단을 촉구하며 

1993년 9월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이 외규장각도서 반환을 약속했을 때 한 

국은 말그대로 흥분의 도가니였다. 19세기 중반 이래 수많은 외압과 압제에 시달 

렸던 민족이기 때문에 빼앗긴 것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에 대한 감회는 특별하였 

다. 그것은 마치 불법 부당한 피해의 역사가 처음으로 바로 잡아지는 순간처럼 느 

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프랑스측의 태도 돌변으로 한 순간에 무너지고 

배신감과 냉소가 그를 대신했다. 

그후 7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난 10월 19일， 한불 양국 대통령 간의 합의라고 

발표된 협상 내용에 접해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의 눈과 귀를 의섬치 않을 수 없 

었다. 합의 내용이 우리 것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 것을 다시 내주는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이런 형태의 협상이 

방치될 때 발생할 민족적 오욕과 악영향을 묵인하기 어려워， 우리의 소견을 내외 

에 천명하여 잘못이 바로 잡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측 협상대표 한상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의 이름으로 배포된 「‘외규장각도 

서 문제’에 관한 韓佛 정상회담 보도자료」에 의하면， 합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즉 “프랑스에 있는 유일본 어람용 64책과 국내에 있는 여러권의 복본이 존재하 

는， 같은 시기 (1630-1856)에 나온 비어람용 의궤들”을 “2001년 안에 국내로 돌 

아오게 하고”， “유일본은 아니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어람용 의궤 

들도 국내에 있는 같은 제목의 비어람용 의궤와 2001년까지 맞교류”된다고. 이 

내용은 곧 미테랑대통령 방한 후 프랑스 실무진이 내놓아 협상을 난관에 빠트린 

이른바 둥가둥량의 교환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 것으로 그간의 협상의 성과가 과 

연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문화재 반환 유형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조건 반환， 영구엄대， 맞교환 등. 

첫째와 둘째는 약탈문화재의 원상 회복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첫째가 원칙이되， 

둘째는 되돌리는 측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소유권이 그대로 반환국에 

있는 형식을 빌리면서 사실상 반환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서로 상대 

방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탈 문화재가 이 형식 

을 취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외규장각도서는 대부분 왕실 의전행사에 관한 기 

록류로서 생산 때부터 국가소유로서 소유권이 변동될 수 없는 물품이다. 그리고 

이의 반출도 프랑스 해군의 명백한 약탈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의 반환 교섭이 

첫째 또는 둘째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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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내용은 셋째 형식을 취하여 많은 무리를 빗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측은 피탈 도서들이 이미 프랑스 국가 재산으로 둥록된 것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이번의 맞교환 합의란 것은 곧 그 ‘프랑스 물건’과 우리 것을 교환하는 

구도이다. 우리가 듣기로는， 지난 수년간 양국간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바로 반환의 유형 맞추기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 때문이었다고 한 

다. 협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랑 

스측의 주장의 부당성을 노출시켜 방향을 바로 잡을 펼요가 있었다. 그런데 작년 

부터 가동된 현 협상대표체제에서 그런 노력이 더 계속되지 못하고 프랑스측 주 

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문서화 되어 강행 될 때， 다음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마지 않는다. 

첫째，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이 합의는 프랑스의 약탈행위를 합법화 

해주고 그들의 소유권도 뒤늦게 인정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하다. 이 

는 문화재를 빼앗긴 역사보다도 더 큰 민족적 오욕과 수치를 수반할 것이므로， 결 

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이런 형태의 맞교환은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문화재 반환 협상에 나쁜 선 

례로 작용하여 민족적 파제인 문화재 반환운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셋째， 국내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어람용 의궤는 그것대로 특별한 학술적， 문 

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대량 해외 반출은 민족문화 연구에도 심대 

한 타격을 끼칠 것이다. 비어람용의 판화식 그림기법은 어람용에서 찾아볼수 없는 

것으로， 내외의 전문가들의 특별한 시선을 끌고 있다. 

넷째， 현행 문화재법의 위반 사태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현행법은 비등록문화 

재라도 전시(展示) 목적으로만 2년간의 출국이 허용되며 꼭 필요할 경우 2년 연 

장이 가능하다. 이번 합의가 지시하는 의궤의 장기 대여는 이 법을 어기지 않고서 

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곧 이번 합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 우리는 정부가 협상을 일시 중단하여 협상 대책을 새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그에 반영되기를 요망한다. 

첫째， 우리가 외교상 양보할 수 있는 하한선이 영구임대 방식인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외규장각도서 반환 요청은 병인양요(1866) 당시 프랑스 해군 지휘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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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제독)이 본국 해군성 장관에게 약탈과 방화를 전과로 보고하는 편지를 발견하 

여 이에 근거해 약탈문화재 반환의 형식으로 제기된 것으로， 이 취지가 망각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프랑스측 설득에 한계가 있어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때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프랑스측은 장기간에 걸친 점유사실 

을 토대로 취득시효 또는 피탈국의 묵인의 법리에 의존하는 경향을 농후하게 보 

이고 있다. 문제의 도서가 이미 프랑스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것을 누누이 강조하 

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약탈 방화 당시의 소장품관리 장부(r정사외 

규장각형지안J)에 대한 조사로， 그들의 방화행위로 갯더미가 된 서책과 물건들의 

이름이 모두 확인된 이상， 오히려 우리의 피해배상 청구소송여 가능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방화로 갯더미가 된 4.300여책 가운데 유일본이 

730여책(의궤 유일본 136종 235책)이나 되는 큰 문화적 손실이 있었던 것을 저 

들에게 주지시킬 필요도 있다. 

셋째， 1866년의 약탈 방화사건은 여러 부면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한 사람 

의 협상 대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협상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났 

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도 요청해 마지 않는다. 

넷째， 약탈문화재의 무조건 또는 영구임대 형식의 반환 사례가 많다는 점도 유 

의해 주기 바란다. 전시 약탈 문화재의 기원국 반환 국가관행은 1815년 비엔나회 

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867년 영국이 이티오피아 무력 침공시 약탈한 문화재 

가 4차례에 걸쳐 반환되었고， 1900년 중국 의화단 사건 때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베이정 관상대의 천문의기들을 가져갔다가 국제적 비난에 못이겨 프랑스는 1902 
년， 독일은 1921년에 각각 제자리에 갖다놓은 사실 동 적지않은 사례가 있다. 제 

2차세계대전 종결 후 유네스코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민족주의적 

가치관도 우리는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1993년 미테랑 대통령이 한권의 의궤를 반환했을 때， 그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의 보존기술의 우수성을 찬양하고 심지어 

프랑스에서의 계속적인 보관을 찬성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보존상태가 좋았던 것은 우리의 어람용 의궤가 쉽게 변색하지 않는 특 

수지(초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프랑스의 관리와는 무관한 것이었 

다. 피탈 의궤 300책 중 3책이 분실된 현황은 결코 프랑스측의 관리를 양호하다 

고 평가할 수 없게 하며， 분실 3책 중 1책이 영국에 팔려간 것은 이미 별도로 확 

인되었다. 프랑스측의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현장 조사권을 요구하 

여 더 추궁해 볼 여지가 있으며， 현재 반환대상에서 누락된 의궤 외 도서 40여점 

에 대한 처리 기준도 이런 조사활동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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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도서 반환 협상은 약탈문화재 반환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국민적 공 

감을 얻을 수 있다. 미테랑 전 대통령이 만약 이번 합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반환 

을 약속했다면， 우리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양식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의 발언에는 불명확 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적어도 이런 맞교환 형식을 상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 양국은 바로 이 점을 협상의 기본 정신으로 삼 

아 협상다운 협상을 추진할 때 이 건으로 인한 양국 우호관계의 손상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벽두에 양국간에 바른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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