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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20世紀 新훌훌關係 國內歷史文斷

金 浩 東

1. 擺 觀

1. 중앙아시아에 대한- 얀류의 관심은 결코 어재 오늘의 잎은 아니었 

다. 기 윈전 張驚의 西j或使行이 나 자 유명 한 마르-코 폴로의 束力‘旅行 등 

이 東西古今의 많은 사람플에게 마지의 세겨에 대한 호기신과 닫구욕을 

자극하였다. 그램에도 불쿠하고 아직도 이 지역에 대한 우혀들의 약사 

적 이해가 그킥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 까닭에 대해 논차듭마다 각기 의견이 다투겠지만， 편지의 관견으 

로는 크게 두기자， 즉 떤구방법과 연구여건싱의 문처l 에서 비풋판다고 

본다. 

떤구방법 상의 문거} 라 함은 중앙아시 아에 관한 근대 적 인 띤구가 서 구 

제 국주의 의 손갚이 아시 아의 E짙地에 까지 마 치 는 19세 기 에 시 작된 。l

래， 考證的 • 뜸語學的 • 文歡學的 ·交流史的 관챔에서 고거] 빗어나지 옷 

하고 있다는 사설 이 다. 19세 기 당시 의 歐露A들은 그뜰。‘ 즐겨 사용하 

단 “Asiatic" 이라는 수식어가 암시하듯아 중앙아시아사휘릎 “永遠한 無

氣力"(millenial torpor)속에 빠져 있는 인튜사의 退進兒로 브았고， 그들 

이 채 용한 역 사빙 힘 콘도 갈국 평態的이 었거 나， 交iji史키→ 딴해 주듯이 æ 
잦빌的이었다. 물은 지금은 전보다 훤씬 다양한 떤구기~ 진행되고 있어 과 

거와 같은 치-원에서 논단 수는 없지만， 전통의 잔지i 는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있다. 이같은 한계릎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각의 과간힌→ 전환이 펄 

요한 것이다. 즉， 交流史나 하디 라도 관점의 중심을 중앙아시 아-로 옮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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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간의 文物의 교류 혹은 넓게 그 힘의 충돌아 어떻게 지역의 역 

사변화에 작용했는가룹 추구해 야 하리 라고 본다. 그와 아울러 유목민과 

오아시스민간의 관계(南北關係)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띄어야 하 

며， 이러한 東西交流 • 南北關係에 대한 주체적안 시각과 함께 중앙아시 

아사회의 內的안 딴전의 계기들을 찾아냄으로써 

역사말전을 탐구하는 것이 今 H의 과제이다. 

總、合的이고 力勳1的인 

이러한 다양한 쉰구망볍이 통일적으로 살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닫직한 띤구여건의 조성이다. 그러니

철대적으로 

중잉이一시아 연구에 

부족으로서， 특히 로착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뇌는 것이 사료의 

사료의 심한 반곤우로 안해 주변민족들이 남긴 자료둡 가운데 단편적인 

조각들을 이읍질하는 일종의 “patchwork" 이 되 기 가 심 상이 다 . III 록 소 

각들이 나마 사료로 이 용하기 

결국은 않與된 노략에 비해 

언어플 

않는가하는 

。1- 。
l.;i) -C 적지 

부살하지 

위해서는 

成果는 

배워야하고， 

자가당착을 

역사연구자릎 

말한 바와 같이 

띠난 

위에서 

(넓은 의미의) 사료룹 

면， 현실은 현살매 로 안정 하되 

느끼게된다. 생각할수 

망법폰의 

없다 

재정 

펴 ·다양화블 통해 주어진 한계에 도전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샤료부족의 문채가 중앙아시아얀구가 불모상태나 다름없는 우리나라 

에서도 심각하리라는 것은 쉽게 점작이 간다. 그렇지만 부족하나마 야 

느 정도냐 되는지를 알아플 필요는 았으며， 이것이 이번 조사의 의의라 

고 합수있다 중앙아서아라고 하더라도 東西투르케스탄을 도두포함 

하여 通時代的으로 고찰하는 것은 조사자 개안으로서는 렉천- 작업이어 

서， 일단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14"-'20세기 東투르케스탄으로만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은 국내의 벚몇 규모가 큰 도샤관에만 개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국내 소재상황의 전모를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 

만 그런대로 잔반적안 운꽉은 드러나리라고 본다. 

져 

목록에셔 나다냐고 았듯이 중국측 사료의 상맹 량은 국매에도 갖추어 

있무나， 서 망측 자료가운태에는 빠져 았는 것듭이 적지 。J- 6 1- τ7 투므」ι느 
'õ λ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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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풀콘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 환경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가지 안타감기도 하고 일면 부끄 

럽기도 한 것은 국내에 현존하는 사료의 다수가 B帝시대에 

손에 의해 수칩된 것들이라는 사섣이다.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의 舊圖

書가 가장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음이 

내륙아시아에 관한 국내 학계에서의 

사척 접촉이 잦았년 북아시아， 그 

있어 

日本人들의 

국한되어 

입증한다. 

맴위가 우리와 바교적 역 

동북아시아에만 

옷했던 샤실에 비추어 

그것을 

관심의 

중에서도 

림사료는 전무라고 할 수 있다. 

보아， 투르케스단지역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사람들에게 찰 알려져 으
 

L 

J 

나
 

• 

녕
 

득정과 성격 수록된 사료블의 에
 
” 말

 

h 

따라서 잔반적인 이해플 돕기 위한 한 방판 않으리라고 추측된다. 있지 

살펴 

하겠다. 

시기로 나누어 

보았고， 

서술하기로 

편요하다고 

국내에 전혀 없는 무슬럼측 사료들에 

이 하 1760년경 淸의 新흉훌↑正服을 중심 으로 잔훈 두 

보기로 한다. 

중점을두어 

으로 간략하지만 史料擺觀을 첨가하는 것이 

14세 기 후반 차가마 이 퓨國의 

4세기간에 켈렌 시치에 관해 

서망측 기록은 부재하고 중국사료도 단편적인 것에 

술림사료만이 정치사의 재구성에 자는 벚을 던져주고 있은 뿐， 

이투 

두드러진다. 

분열에서부터 댐에 의한 정복에 2. 

약간의 

계급관 

D 
←「

가장 

불과하여 

B -죠。 
1--，1:二r사료의 기까지 

등에 관한 심층적얀 이해는 매우 힘든 힘편이디. 

않는 르착사효 가운데에서 당시 댄亞 유득민 지매집단의 

계 ·도지소유관계 

얼마되지 동
 

MIrzã RashïdlC [j라시 도핏』)이 다. Tãrïkh-i 유니고판 것이 향을 아는데 

윈;상펀 이 벚書 카쉬미르에서 

안정되어 

손에 의해 1547년 

가치가 닐리 

Mul)ammad ~Iaydar의 

무슬럼 5딘家듭은 
c r F 

ν
ι
 

일찍부터 사료적 는 이미 

출 영역본이 E.D. Ross의 1895년 물돈 사 방학자달도 자주 이 응하였고， 

간된 이래 페르시아어 원둔을 띈지 뭇하는 사땀들도 긴요하게 사용하게 

요-
1 • 

이야기와 자신의 직점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서술한 激動의 세기의 생생 

口傳되어 유목귀 족출신안 저 자가 先祖듭로부터 당대 최고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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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록이다. 

l\'lahmüd 

167Grv 1677년 

Shãh 

Tãrlkh-i RashidI Dhaylz(~각시 도史續編~)이 다. 

찬품은 페르시아어 원븐의 유일한 사관이 펀 .cz~ 

유용한 사료가 메워주는 량백을 『라시드史』 이후의 

Churãs의 

경에 집판된 이 'Q /~그 

다쉬켄 

。1 응되지 

1913 '건 A_ Z. Validov에 의 헤 있다. 소장되어 바의 국권도서관에 

印

이 사본은 극소수 러 시 아화자들을 지1 외 하고는 

사료착 가치 가 높은 부분의 

큰 도음을 주게 되았다. 최근 ~I::!I園의 

최 근 O.F. Akimushkin이 

받견띈 

못하였있는데， 

剛本과 함케 

트에서 

역주플 춘판함으로써 

다른 사분이 안용되고 있는태， 펠자기 

중국어1 있는 컷은 저자 생진에 이푸어잔 東둔르 

크어 번역본의 사본이고 1듀스크바本에는 지1 목이 얹、야 

,r: 섭
 
T π

 τ
 

‘ 

고
 
」

까
 새
 
η
 

쉰
U
 

한
 

표
 

샤
 마 
E 한학자가 

추정하는 바로는 

π1-- o~ *1 
"1 L!. ~ J 헥-지둡야 

판러왔지 흑은 Khroηika ([j'年代記~)라고 

만 섣재로 그 ?J]목도 ['4-시드史續編』이었으리라고 생각찬다. 

。1

Tãrïkh-i Churδs(u추4스史J) 

두 작품 이꾀에 淸정복 이전 18세기 전만싸지의 東트루케스딴5견륜 

저 자 • 서 덩 • 저 작연대 기 묘두不明 

플리우1 지고 있는 이 작 

펄자는 직죄 

있다. 

이 고 단지 Tãrzkh-i Kãshghar (W키쉬 가루벚~)로 

품은 돼 넌그라드의 東方E문族갱주究所에 소장되 어 

다문 또 다른 사서가 알려져 

구드 

할 기회기- 없었고 단지 간략한 소캐나 妙譯만을 정할 수 있、깐끼 꾀문에 

더 이상 섣명은 생략하겠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까쉬까프뽀』와 

『라시드핫續編』 사이의 상호관채에 관한 문제안테， 한재까지 관떤렉켜 

이 τ7 
λλ~， 

。L→'1_ L.. 
"긴→ --j ，二:그평지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과 에서는 전자가 후자에 

“ tãrïkh" 라는 이 픔이 붙은 〔흑은 그렇 꺼 

토착 무슬링사료들 기운궤에는 

창이 셔로 맞셔고 혔다. 

위에서 델거한 작품들이 

간주되는) 年샌記的 t환史듬블리고 한-다띤 

모두 

유-정-힌- 가치플 속하는 그려나 역서 샤료로서는 이와 전펴 다른 법주에 

펠자 

요소가 

f專記類7} 았다. 

공통2안으로 갖추고 있는 두가지 

지 넌 “ tadhkira" , 즉 이 슬람 神/짧主義책(~디f1)들의 

의 관찬로논 。l 갚은 뿔휩{행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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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하나는 주인공의 系讀(nisbat) 이고 다른 하냐는 그가 행한 異魔

(karãmat)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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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전자는 血緣的 系調(nisbat-i 혀rI)와 精神

的 系諸(nisbat-i ma ‘navI)록 나뉘 어 기 록되 기 도 한다. 저 술의 목적 이 라 

는 측면에서 볼 때 史뿔‘類 (tãrIkh)가 忘최]되어가는 과거 제왕 • 귀족들의 

일을 기록함우로써 기익을 영속화시키려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바탕우로 

휴은 

확보하 

그렇기 때 

神秘主義 敎團

그 영향력을 거기에 

거나 합리화하려는 敎派的 의식을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專記類(tadhkira)는 득정 한 

속한 대 표적 안 종교지 도자릎- 찬양함우로써 

하고 있는 것에 반해， 

내용들이 문에 傳記들의 상당수는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거나 무관한 

이 후 tãrIkh 대 신 tadhkira가 東투르케 스단 16세기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에 지역 부다 중요한 장르로 자리장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에서 

는
 

주
1
 

.!i.여 。-E 먼
 

단
 

바판적인 역사의삭의 되소라는 정신사적안 있어 게 

큰 기여 

종의 備記가 

&宗에 

것으로 생각띈다. 

神秘、王義교단을 가운꾀1 초기 東투르케 스란 주만들의 

플 한 것우록 요이는 우와。1 시敎團(Uwaysiyya) 에 관한 몇 

al-Rashïd 、균 (r.940/1533-

행사하였먼 PIr 

균주 ‘Abd J뚜달1'F國의 

궁정에서 상당한 

수 있다. 우선 지적띨 

6 '1 i랴러 SL 
。 ö -. 급 34~967/1559-60)의 시 대 에 

ßoghrδ Tadhkira-i 알려진 것으로 쓰여진 Mul}.ammad SharIf에 의 해 

“ Who’s 일종의 데에 연구하는 우와이시敎團을 Khãn(~보그라if傳j) 은 

저자 事置을 적고 있디. 우와이시長老들의 uè 6 즈二 。 1
L당-c -I~ Who" 라 할만큼 

MμI;ammad Sharïf(작자불명 ) 도 의 생 애 를 기 록힌~ Tadhkira-i Khwãja 

간략하기는 하나 사료흐서 르
 
E 커

 시
 

그
 
」

듀L차에 밖에도 。1쓰인다. 유용하게 

Jalδl al.Dzn Katakz와 두었던 카타키系 長老들에 관해서는 Tadhkira.i 

Tadhkira-i Irshãd가 있 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확 

東투르케스단에서는 

우와이 시 敎團을 압도하고 

낙쉬 반디 敎團이 었는태 , 

속한 호자(和럴二khwãja)들이 

중반경부터 

고한 지위플 확립한 

16세기 

공극척으로 聖洛 양면의 지배 

것이 

교단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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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傳記가 자로 군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 적지 

다. 우선 가장 대표적이고 넬리 알려져 있는 것이 1768년 경에 

남아있 

쓰여진 

MulJammad $ãdiq Kãshgharï의 Tadhkira-i ‘aZ'izδπ(~호자傳~ : T adhkira-i 

Khwãjagδπ이 라고도 불리 운다) 얀데 , M_ Hartmann과 R-B Shaw의 첸; 

譯이 출판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大師었던 Makhdum-i A~am의 후손을， 즉 카쉬 가리 이

낙쉬반디敎團의 

호지-플은 黑山靈

치열한 싸움을 벨었는데， 비꽉 저자가 진자 

쓰고 있키는 하지만， 준가르지배기에 관한 희궈 

과 白山黨의 양파로 나뉘 어 

의 입장을 옹호하띤서 

한 기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淸의 新體정복 과정을 중늑측 시→효가 

아니라 토착주민의 기록을 통해 그틀의 관점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사료 

로서의 가치는 높다. 

낙쉬 반디 교단의 호자들에 관해 『호자傳』 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몇가지 빼놓윤 수 없는 것플이 

마흐무드 추라스의 

있다. 우선 『라시 드없總編』의 저 자인 샤 

Anïs al-Tãlib 'in(~求道者의 뱃~)인데， 初代 킬-리프들 

(khulafä <-i râshidïn)과 이 맘(imäm)들에 관한 기 록안 第 l 部는 크게 참 

고될 것이 없으나， 黑山黨의 비 즈 Khwäja MulJammad IslJãq의 후예들 

에 관한 第 2 部눈 큰 도움이 띈다. 이스학 개인의 전기로는 현재 二種이 

벚 J : 1012( 알려 져 있고 MulJammad ‘Iwäd의 ~iyã ’ al-Qulüb(~마음의 

1603-04年 완생 ) 과 Shäh Muhammad b. Husäm al-Din의 Jal 'is al-mush-

taq'iπ(~求道者의 벗~ : 1008 /1599-1600年 완성)이 

두라고 할 수 있는 Khwäja Hidäyat Al1ãh(잎명 

그것이다. 떠山黨의 태 

Khwãja-i Afãq)의 전가 

들도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꼼을 수 있는 것이 Hidãyat

πδma(~濟道의 書~)이다. (表 I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淸정복 이전 동투르케스단史 연구에 있얘 

그런대로 아쉬운 공백을 메워줄 만큼의 페르시아語·東푸르크語 사료들 

이 있기는 하지만， 벚 가지블 제외하고는 수피長老틀에 관한 개인적안 

내용이나 비사질적인 기록으로 일관되어 있어 사료로서는 염연한 한겨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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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o 淸정복 이전 新購관계 주요 우슬림사료 
(*는 조사자가 求得치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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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J 

T꺼Mub때mad Nψazl1308/ 1(英) Ir빼 얘ce | 214 
譯 1 b. ‘Abd al- 1 1890-911 Library: Ms. Turki 1 

되 1 Ghafür 譯 1 1 外 ! 
냐<1 1 1 i 

l엄| *Taπkh-i |1‘뿔IM't，.~:~.::t:~.~ädiq 1.7- ~J: 1 ?J 1 
(蘇) LO INA AN 

J 

316 
1 Rashïdï 1 > if'i'1 Käshgharï譯 l중엽 이 천 1 SSSR:'" C 569 (p. ) 

Tãrïkh~i Ras-l r. IC- L .,.. L 1\,'"-1 ___ -] :",-""""1"7' 1 Ir~'\ r'-_ _L _. ____ ~_ ClI"'" 

hïdï Dha'Y싸lï

“
1 P ISh!에h Ma때brr뼈 b. :1매뼈10뼈087π: J(蘇) Gos입u빼1 

yHI I Mirzä Fã혀~ïl 167π6-7π71 
... 

.13많ib비lio야te라ka im. V. I. • 

뒀영ih-i 1 1 
Churas j 

• Lenina (모스크바) : j j 

Chκris) J l j j V. Pers ll 

* Tärïkh-î Ra-IT譯? ! 1098/ I(中) ? ? 
shzdz Dhaylzl 1 1687침 

* Tärzkh-i 1 T 不明 | 不明 (蘇) LO INA AN 
Käshghar 

• 
SSSR: C576 

Tadhkira-i !T詳IKhwãja Mubamm-I 16c ’(蘇) LO INA AN 
Boghrã Khιη I ad Sharïf著 SSSR: D114 

JF팎
M패빠u벼b벼amm때 Ku뼈誠혜u뼈뼈펀dã렉at7?펌빨편j「F펌숍펀

119뼈뼈19많때93떼3%/ ;(해(해佛) 巴里 Bil버biot야t야버빠뼈hκ뼈빼1퍼빼승택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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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hHra-i 
T 不明 1280/ Irshãd(-名，

Kitab-i Tüg- 1786寫

hluq TiηUlr 

Khl@a?1r1iη)g QE 
sas 

Hidayat-nama P MIr Khãl al-Dïn ! 1143/ 
al-Kätib YãrkandII 1730-31 

Tadhkira-i I T IIv삐1ul띠Kthhlιuah‘amis애hgharï 1768 
‘azlzãπ(一名 i 
Tadhkira-i 
Khwiijagiiη) 

CD Persian 
@ 東Turki

(佛N)at巴ion볕a B1b1ioth썩ue 114 
le: Suppl. 

Turc. 1006 

(英) British Library: 231 
Or. 81621t-

各國에 寫本 다수 

@ Leningradskoe Otdelenie Instituta narodoγ Azii Akademii :Nauk SSSR 
(蘇聯科學I핑 아시이→民j양%究所 레닌그라드支部)의 m용字. 

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대마수가 번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活字化

되지도 않는 상태여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까닭에 비록 풍부하다고는 한 수 없A나 깝들의 願뿔(yarlïq) 

리-든가 土地關與文臺(waqf-nãma) 등을 十分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이다. 최근 중국의 程湖洛씨의 보고에 의하면 新龜각지에서의 자료수칩 

결과 상당수의 t섭案 • 書籍類가 社會科學院 E료族船究所이1 소장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들이 공개되면 향촌풍치의 구조 • 토지소유의 장황 등

보다 삼 층적 얀 연구도 가능하리 라고 본다. 

보킥→사료 이외에 중국측 기사냐 티무르폐의 기록이 있지만， π1↑우 단 

펀적 이 다. 明fç의 사료로는 『明實錄』에 포함된 사신들의 來住기 사가 우 

선 팍한 수 있는데， 이는 일븐팍자블의 공동작엽으로 『明代뀔域벗料』라 

는 단행 분부로 출간되 었 다. 그 밖에 도 『明史』의 「西域傳-" 鄭1델의 「皇

明四평考~， 嚴從簡의 『쨌域/띔컴錄J， 葉向高의 『四헛考d]， 풍웹徵의 『皇

明象홉錄』 등에서 부분적얀 언곱들을 찾아 볼 수 았다. 득히 흥마있는 

것은 다 무르폐에 사신으로 다녀 온 陳誠 • 李違 등의 ~j쩍域行程記，i] • ~西

域흙國志』 등은 직접 관찬에 의거한 흥비로운 기사플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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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무르횡8측의 사료들 역시 단편척우로 밖에 이용할 수 없￡나， 다른 

諸史料들과 바 교 • 검 증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 에 서 준목함 만하다. 가장 

중요한 것3로는 宮中史家들의 작품인 Ni~ãm al-Dïn Shamí의 :?afar

ηãma(W짧利의 書jJ)， Sharaf al-DIn ‘A lI Yazdl의 :?afar-nãηul 플 들 수 있 

고， 기 다 Mu'In al-Dïn NatanzI의 Muntakhab al- Taψãrïkh(~史妙jJ)， AmIn 

Ahmad RãzI의 Haft Iqlim(W일곱世界jJ)， Hãfiz-i Abrü의 Zμbdat al

Tavδrikh(1i'史集jJ)， ‘Ahd al-Razzaq SamarqandJ:의 Matla' al-sa'dayn ψa 

yηajma' al-ba J:trayη(Ii'뚫辰의 興隆과 河海의 슴流jJ)， Ma1;mud ibn Valr 

의 Babr-asrãr fi manδqib al-akhiyδr( ij'信ε의 美德、에 관한 神秘의 바 

다j]) 등이 있다. 

3. 18세기 중반 淸의 新遭정복 이후 東푸르커l 스단史 연구에 있어 까 

장 먼저 눈에 띄는 갓은 사륙의 풍부함이다. 가능하면 요는 것을 文;등불 

化하려던 중국의 잔풍왕촉와 다름없이 淸훼 역시 재국의 강역으로 새로 

이 편입된 지방에 대한 치밀한 조시와 더불어 행정을 위한 참고자료의 

작성등은 오늘날 우리에채 구l중한 사료들은 낚겨두게 되었다. 뿐만 아 

니라 19세기 푸간 문슬립반란과 그로 안한 淸지배의 감정적인 」붕괴는 

주만둡의 주체의식을 일깨워 적지 않은 역사서룹 출현케 하었다. 이렇 

듯 풍누한 자효에 힘 엽 어 일본의 쩌田明 • 住口透， 소련의 L. 1. Duman. 

V.S. Kuznetsov, 미국의 J. Fletcher 등에 의한 믿도있는 연구도 가능하 

였다. 

淸朝의 제사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블본 『太합歷朝寶錄』이 

다. 上論文만을 싣고 있어 일떤착안 것도 사질이지만 뚫의 신강동치의 

전무를 파악하는 데 있에서는 펼수적。l 며， 벡이白克) 관리들의 入京횡센觀 

이'-+ 任免기사드 폭함되어 았어 투착관리층의 동핸을 파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비 해 중요한 外따이나 반란진압에 판한 上쫓 • 上論듭만 띠로 모 

아 日附順유로 펀찬한 “方略”은 淸代어1 만 보이는 독특한 장르록저 만주 



C 212 J 東亞文化 25輯

지배족의 武功을 의식적우로 과시하려는 측만이 있다. 東투르케스탄과 

직 접 관련된 것:로는 傳‘힘 등。l 奉救하여 편찬한 『옳X'f즙平定準嘴짧方略』 

을 우선적 ö 로 꼽을 수 았다. 이는 모두 三編〔前 • 正 • 續)으로 이푸어 

졌무며 康熙 39년(1700)부터 乾隆 30년 (1765)까지 가 포함되 었다. 준가 

르部의 평정 기 사가 준된 부분을 차지 하꺼‘ 만 東투르케 스탄， 즉 回部의 

정복과정도 상세히 드러 나 있고， 아윷러 정복 당시 중요 도지의 티口數 

는 물본 준기-르지배시 공남의 내역도 소개되어 았다. 또한 1820년대 白

L니黨系 흐자의 푸예 얀 Khwãja JahãngIr의 침 입 샤건과 그 진 압에 관한 

기 사블 수:집 한 『않定쭈定回體勳搖빨짧方略』이 있고， 1860rv1870년돼 신 

강의 무슬램반란 진압과정을 다푼 『歌定zp:定歐감新짧回많方IIl&Jl이 았다. 

方略 이외에 중요한 샤료로서 地誌、類블 듣 수 있다. 乾F조帝가 準 • 回

部 평정의 쾌거블 마친 뒤 이블 기념하기 위해 戰j템tLt1 • 좋~Ij의 건렴과 

함께 서〕 밀한 現地조사에 근거 해 각종의 자료플 펀찬로록 하였다. 즉， 

前記한 『準嘴행方略』의 참고저 격 무로 만들어 잔 『十三排地圖Jl • [J西域圖

志Jl • [J西域同文志』 등이 그것이다. 제주이트선교사들까지 동원하여 1770 

년에 완성서컨 十三排地圖는 그 규모에 비해 정확도는벨어진다는평가플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까지 중앙아시아에 관한 지려지식의 층체적얀 

결집 ö 로사 19세기 후반 英露人들의 과학작 소사가 있기 진까지 는 가 

장 우수한 지도였다고 펑가받고 았다. 11西域洞文志J는 新짧 • 함海 등지 

에 관한 地名 • 人名사잔으로서 3전깨가 넘은 고유망사가 그 뜻과 함께 

滿 • 豪 • 漢 • 藏은 물콘， 아란文字와 준가르안들이 쓰먼 j'6~친ZK;字 (Toto 

Bichig)퉁 모두 6종의 상이 한 문자로 표기되 어 있어 언어 학석 가치 도 

뛰어냐다. l西域圖志』는 탤래에 펀찬되었다가 亡짜된 同名의 책을 앗고 

乾隆의 산강획득을 기리는 의비에서 만들어진 準回兩部에 관한 일종의 

럼科全書이 다. 띔頭에 황제 자신의 領l製文을 싣고 이 어 天章 • 圖考 • 列

表 • 참EE • 꿇域 • 山水 • 官制 • 兵防 • 면政 • 頁購 • 錢法 • 學校 • 封명、 • 風‘

倚 • 숍梁 • 服物 * 士많 • 흉흉屬 • 雜승용의 순으로 체제가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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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정복직후인 高宗代의 官擺的 성격을 갖는 地認라면， 蘇뼈德의 

『며훌훌志~ (1772)와 權댐의 『西域聞見錄~ (1777)은 모두 私擺으로서， 관찬 

류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안 내용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서구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그 일부가 번역되거나 직접 • 간접으로 연구에 이용되었다. 

需慶代에 들어와서도 지지의 핀찬은 이어겨 和寧의 『回鍾通志~， 松월 

의 『西睡總統事略』과 『新題識略』 등이 현지 관리들의 행정참고서로 이 

용되었다. 이들은 乾隆代의 것들과 비교를 한드로써 淸代 신강통치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긴요하게 쓰이고 있3며‘ 道光期에 들어와서도 『哈

密志~ • 11추化誌略』 등이 만들어 지 고 있고， 淸代 최 후의 신 강지 지 로서 

『新體圖志』가 있다. 

이 러 한 方略 • 地誌類 외 에 도 『大淸會典J • 『戶部則例~ • 11回훌훌則例』 등 

의 則例類는 제도사 연구에 펼수적이고， 11款定外灌豪古回部王公表傳』과 

같은 傳記類도 빼 놓을 수 없다. 또한 개 인文集類로서 자항기 록침 입 의 

善後처리를 담당했던 那彦成의 『那文歡公奏議~， 19세기 후만 신강재정 

복에 참여한 左宗향의 『左文뿔公全集~ • 劉훤쏠의 『劉讓動公全集~， 20세 

기 초 楊曾新의 『補過쨌文}협』 등이 있다. 

청조측의 사료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적 풍부한 것에 반해， 

1760"-'1860까지 1세기 간의 淸지배기 동안 토착사료는 잔무하다고 해 

도 과언 이 아니 다. 호칸드퓨國의 샤료로서 Mullã Niyãz Kh6qandï의 

Taνδrïkh-i Shahrukhiyya (11샤루흐때의 댄 사~) 라든가 Mïrzã Shams Bukh
ãrï의 回顧錄등이 자항기 르 • 유습 등 호자들의 침 엠 에 관택 단편적 인 도 

움을 주고 있을 뿐이디. 

그러나 19세기 푸반이 되어 상황은 一轉되었다. 그 까관은 서구열강 

의 상품시장을 위한 쟁띈잔의 격회로 그 손격이 이시아의 구삭 구석에 

까지 미 치 게 되 었고， 外덴과 까l託에 시 달란 fr쉰꺼는 1864년 무숭램 의 大

反亂으로 신깅에서의 지배략을 완전히 상싣하고 1갚아， 신강의 주민들은 

이러한 거대한 변혁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안식을 통해 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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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l!) 19世紀 후반 新盧反힘L관계 주요 무슬림 사료 

(*는 조사자가 求得치 뭇한 것) 

급중 Z 
l피 니 |홉j 著 者

ITI ‘Ashür Akhünd 
I b. Ismä ‘ ïl b. 

j Mu l:Jammad 

ITI Mubammad 'Umar 
Marghinänï 

難
-
m
ω
M

영
 
-[

m

랜
짧
-
-
-

했
一M떠
 
) 

% 

鋼
-
m
m
싸
 도
 

다

η
(爛
S
 

)
테μ
 

채
폐
낌
뼈
J
-
b
M
 

%
U
-잃
m
m
 
→
m
ω
 

*Amir ‘Ali 

*BadatμtμIμatι.nãma 

*Bκzkhãη Türam IT 
bilan Yãqüb Begnii 
ψaqz ast 

Dãstiin.i Mιbam.IT 
mad Ya ‘qüb Begl 

*Ghaziit IT 
al.mιsliη'lÏn 

不 明 不 明 I(꺼11) L’ Institut de 6 
France: Ms. 3398 • 7 

Mïrzä Bï I(英) India Offi 
1294/ | Librarγ· Ms ;따il 20 

1877-781 6w.~.] 

1281/ I(蘇) LO INA AN 
1864-651 SSSR: B3980 

(?) 

Mubammad Sälih 
Yãrkandï 

Ghazãt dar IH Mullã Bilãl 11293/ 公刊 (N.N. Pantusov)1 166 
mulk.i Chin 1 1 1 1876-771 1 (P.) 

Ghaziit.i mμslim썩TI 不 明 j 不 明 !公刊(E. D. Ro잃) [ 53 (p. ) 

*Ghüljaning ψiiqi.ITI Qäsim Beg 1 19c末寫I(蘇) LO INA AN 1 15 
‘αtlari껴π.g biyãηi 1 1 SSSR: B4018 

품m' al꾀싫h←:rf ijäjjï Yüsuf b. Mutl~r~끓펴 同上 : D124 
(一名 Tiir채h.i 1 1 'Ashür b. Qurbãn 
Ya ‘qüb Badaulat) I 1 하fï b. Safar Bãγ 

Jaμa7η빼1 

l;i샤kiiy’a따tlμar상i 1 1 Andijã값n너ï 1 1904-05히Ighton Li뻐brar디y 「
uncatalogued 

T 1 Mu l:Jammad ‘Umar 11305/ 1 (蘇) LO INA 15'-
Marghinãnï 18881 AN SSSR: B292 1 46 r 

352 

*Jaηg.ηãma 

*Qiiηiη niima.i 
‘asiikir 

T 不 明 1879- 同上 : B 1022 
80(?) 

19c末 l同上 : C579 

45 

.. 
* Risãla.i Khãqiin 1 T 

ichidä T:κnganlari 
qilg han ishi 

* Rashid al. Dzη ITI Qãrï Najni. al.Dïn 
ηaηw 

不 明 17 

1860年代1同上 : C584 

11111n1j 

L 

윈
 

n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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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iila-i ηwktüb 
”m 회

 
Q
니
·
 

빼
 一빼
빼
 

”
띠
 

• 

u뻐
 

?L 

써
시
 

• jF 
1 1860年 tt: jl司上 : 'C584 

138'-1 
1 47'1 
188r-j 

97 r 

!c佛) L’ Institut de I 49 
1 France: Ms.3348-8 

「蘇) LO INA AN 1 61 
SSSR: B2332 

同上 : C584 

*不 明

11860 !f 

Tadhikra-i lfiijjllT 
Piidishiih H abíb 
Alliih νä Rãshi
din Khiin νδ Ya-
‘qüb Beg 

Muhammad A ‘ lam 1 1894 

Tadhkirat 
al-ηajat 

TI Dãud Kurlaliq 1282/ 1 (英) India 0퍼ce Li-I 73 
186:;-661 brary: Ms , Turki 4 

TI TãIib Akl때d b.1 1899 1 C챔) Lund大 Gunnar!81+ 
Mu1lä Ni'mat Mi-I ' Jarring Co1lection:1 129 
ngbegiCKhotan) Pr。τ. Nos. 115 , 116, 1 十 31

1 117 

Tãrikh-i amπiyya IT : ~lu!1 ã Müsa b. Mûl써 1903 1公刊本 (N.N. 
) ‘Isa Sairãmï I Pantusov) 外 5種

Tãrikh lfamïdl ITi 司 上 1 1908 Ic댐해) Lμu빼l 
j니} 1 j J매aπ떠i때 @여뻐빠11바lec야띠ti01 

1 uncatalogucd 外

Tårikh-i jarida-i•TI Qurbãn ‘All valad-iI1306/ 公刊本(저 자)外 3핸 
jadida I ! Khãlid I:!ãjjï Ayâ -1 1886• 87 

I gUZl 

* Tiir,kh-i ηáma-i IT\ Mul;ammad γalad-i 11316/ Ic蘇) LO INA AN 1 78 
Ya ‘qüb Khiin I MIr A \:lmad Shaykhl 18981 SSSR: B772 

Gha없r더i 

Tãr랴i냉kh-i써Si，뺑g야hã뼈d떠떠r상.τí I머P메j ‘Ab버dA때llã에h P없ãn떠웅a쩌d 11따1띠2911 I않행) British L되ib뼈r떠ar테y:씌:1107 0이 7 
1 1 18741 Or. 8156 

* Yiiqüb Begdin iTI QãQl ‘Abd al-Bãql I 1865寫
ilgäri Kãshghar찌 i Kãshgharï 
alghaη Siddiq I I 
Begning dãstãn 
tadhkirasi 

不 明

(英) India Office 
Library. M8. Turki 
3 

28 

~afar-쩌2a IT' Mul)ammad ‘Alï 112841 同上 Ms , Turki 5 1 95 
I Khãn Kashimïr1 1 1867-681 

↓낄과샤샤〔→1놔교ha듀퍼lad 과고;r급B갑꾀교교과도 기피 

성을 하거} 되었기 때둔이다. 이퍼한 각성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새로 

운 인석음 가능케 하였고 말은 수의 저술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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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당시 C19세기 

수효를 정확히 알 수는 얹으나 약 30種에 

았 

중국에 도 적 지 않은 자료플이 있으리 라고 추측되 냐 1957년 Mukhlisov 

의 카탈로그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정리펀 것이 없어 

산채해 등지에 나머지가 英·佛이 가운데 상당수는 소련에 있고， 

다. 

현 알 걸이 없다. 

파하기 위해 

컷에 관해 

번거로움을 소게하는 재까지 알려진 것들에 관해 일일이 

다음- <表 ll)블 찬조하기 lit라며 1 중요한 

서 만 간략한 설병 으로 補할까 한다. 

우션 1864년 무슬댐반란의 전묘와 야줍 벡의 통일과정， 

이르까지의 신강샤정을 아는 데 펼수척연 자료를 

그 가운래 몇가지 

그리고 淸의 

제공해 :;z. "L
끼→= 재정복에 

것으로셔 歷史J)륜 

/~ :;z. ζL 
TτC'"2 

Tãrïkh'i amπiyya(1J'平安의 

금자탑이자 그 

투철한 역샤의식과 합리적 정신에 

Saírãmï의 

중앙아시아 역사학의 

Mullã 11디 sa 

풍을 수 있 다. 19"'-'20세 기 

엿 볼 수 있게 하는 이 작품은 저 자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저 근거한 사혹li] 판과 꾼형었는 서술로 이마 

출판되었 活字本이 카잔에서 슬 직 후인 1905년 N.N. Pantusov에 의 해 

Muhammad 반란경과를 아는 다1 호단에서의 이와 아울러 을 정도이다. 

Dä디d의 쿠차반란에 대해서는 Tadhkira-i Jfãjjï Pδdishδh가， A‘lam의 

Bíläl의 Mullä 일리반란에는 그리고 al-najãt(1f救濟傳JJ) 이 , Tadhkirat 

후자 

‘Abd Allãh Pãn~ad의 

카수}가리아 

닮
 

U 중요한데， 

文學的 기치도 높다. 

야룹 벡 과 함께 흐칸드균國에 사 

副將으로 용맨올 펠쳤、떤 자자자신의 체험이 

mulk-i Chin(lI~꺼國에 서 의 핀설戰JJ) 이 

는 웠事詩體로 쓰여져 있어 

Tãrlkh-i ~ighãrï(1f小史D는 

dar Ghazãt 

담긴 갖으로서， 로와그악 

7'
←「구l 증한 장 ]L'룹 ;내 공ε11 到來배경과 똥일과정에 관한 一行의 야픔 벡 

이처럼 토착 

歐歸人플의 

갯양露의 각축 

득기활 만한 샤살은 

이는 中央아시아에서의 

고았다. 

19세기 푸1란으로 들어서서 위쿠록주민틀의 각성과 함께 

사료의 양이 규증하는데， 이와 더불어 

기콕도 차제에 증가한다는 것이다. 



14"'15世紀 新題關係 國內歷史文鷹R C 217 J 

과 긴빌한 관게플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같은 여챙기 • 조사보고류의 

선구릎 이루는 것이 Ch. Ch. Valikhanov의 글이다. 1961""19721건 Alma

Ata에셔 5권의 全fF集 속에 모두 질란 그의 글(1984"-' 1985년에 많訂版) 

은 만한전야의 분위기블 파악하는 데에 불카결하다. 카자흐王公의 아플 

로 帝政러시아의 군관이 란 二L카 l먼끊상인으로 위장하여 1850년대 후만 

·산강을 망문， 체류도중 띤밀한 관철과 에모괄 기초로 당시 隊商우역의 

루트 • 도시와 촌락의 분프상황과 구조 • 행정제도 • 사회경제적인 여건등 

을 포함하는 사료의 寶f휠플 1냥기 고 있다. 

야품 벡의 활벨한 외교교섭의 결과 英露요구의 첩측이 만번해져， 이들 

나라의 사철단이 파견되기에 아르렀는111 ， 二중 대표적으로 T.D. Forsyth 

일행의 Report 0/ a λ강SSlOπ to Yarkund in 1873과 A. N. Kuropatkin 일 

행의 Kashgariia는 일급의 사료이다， 이낱한 공식사철단 이외에 개인자 

격 으로 방문한 영 국인 R. B. Shaw, G. Hayward, 려 시 아안 H. M. Przh

eval’skii, 미국인 E. Schuyler, 그리스인 Potagos 등의 여챙기가 남아있 

다. 야룹 벡정권이 붕괴펜 뒤 중국의 지배쉰회복 이후에도 신강에 영국 

과 러시아의 領事館이 설치되어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는페， 이와 함께 

서 구인들의 발갇도 1'1 속 이 어 져 S. Hedin, A. Stein, G.E. Grum-Grzhi

mailo, N. Kornilov, V. Radlov, M. I. Veniukov, A. Le Coq, A. 

Grünwedel, o. Lattimore 등이 모두 귀한 기록플을 전해주고 있다. 

II. 文敵담錄 

〈凡 例〉

1. 조샤대장커관은 국내 일부 대학도 

서관과 71 다 공공도서관￡로 지]한되 

었、우며， 다음과 갇은 略字콩 사용 

한다. 

(국웹) 대한만국 극령중앙도서관 

(국화) 대한민국 국희도서관 

(고아) 고려다학교 아세아문제연구 

소 

(고려) 고려대학교 도서관 

(규장) 서 울대 학교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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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대 학교 중앙도서관(*는 

新刊)

(연세) 연세대학교 중양도서관 

(연구) 한국정신둔화련구원 도서관 

2. 조사대 상자료는 14"-'20세 기 新購지 

역에 관한一것샤료로국한되었으며， 

표기 문자에 따라 東洋뿔와 西洋書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3. 東洋書는 훨名의 가나다順으로， 西

洋뿔는 著者의 알파빗 I1煩우로 정 리 하 

였다. 

4. 淸代의 政典類(例， 大淸會典， 寶錄)

는 제외하였다. 

1. 東 洋 書

鐵定新굉훌記 

(淸) 鍵光흙 

고아 952.008 

훌~t 文海Ji\ J없社 

近代中國史〉싹鍵刊P닙 

乾隆年間準回兩部LJS定得勝圖

서 윤 4371-57Ax 

滿鐵大連圖書館

大連 R딩:f，J 6‘ 寫質版

舊刊新觀與圖

4뿔겨환꺼;明 

연세 952.908-방지저 북 5 

臺北 成文出版社， 1冊

光絡i 32年 돼印本 

那文짧公웅똥쫓ij!꾀@홉善後奏議 

(淸) 토둔佳容安 

고아 952.008 

쫓北 文海出版ñî.t

近代中國영3料裝刊內 

~ t) lν7 7..갖 ν 

英 D. Ross' H. Skrine 著 • 三橋합 

治男譯

À: 윷 4880-3 

7 삿 7 內陸盡刊. 東京， 1940, 

국렵 6-46-4, 
l司上

~t:部新짧:1'\.11;誌 

滿鐵J돼효部編 

서 울 Y60-267~46 

露文fiìlil譯 Y 밍ìi極東及外豪j調좁資料 

第46編， 大連， 1938 

{更l!iî域記

〔明) 陳誠

고려 公훤-2202←47 

史料흉흥투턴F 第 3 編 C0601. 

臺北 廣文듣런f I둡 

四핏考 

(明) 葉폐高 

서 울 4300-43-13 

國學文庫 第13編，

北平 몽國 23 , 重더J. 

」뻐j:ß 因西域考古記 

A. Stein著 • 民國 向達譯

λ1 울 4400-6 

上海， 1936. 

三州輯略

(淸) 和寧

떤시11 952.908-서 북방지 11 

좋北 成文出版社， 9卷

흙慶 10年修舊妙本

R효北支那@回敎徒 

英 G'7.-{ ν r ν .-{'7 ν r;ν 著

志資옛j등뿔 



국렵 1-91-24, 
新京，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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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睡紀事*'末

李雲購

연세 952.908-방지 서 북 3 

훌北 成文出版社， 3冊， 光總 4年刊本

I펴睡事미g 

걷용 購

연 세 952.908-서 북 망지 36 

臺北 成文出版社， 3卷 光錯年問妙、本

E멜睡흉§略 

패랍월士 

서웅 4860. 12 

1 同文짧 光絡 4年， 4卷 2冊

연세 952.908-방지 서 북 2 

臺~I:: JPi:文出版社， 4卷 道光; 17年

고려 公亮-2202-47

臺北 廣文릉홉局， 史料홉훌뿔 3編

C0401 (1冊)

西域考古球

兪 浩

서을 4860강 

道光 27, 木)없， 18卷 12冊.

海Rti:雅著

(jJ:JË) 西域同文志

국회 952.95 

東京， 1964, 束洋文印1'1J

I훤域뽑國志 

(明) 陳誠 • 李違

서 울 0230-112-14 
l짧îdt平圖뿔範좁~，j:폈푼} 第HJlI:'• 
땀務印등왈館， 民짧 26. 

떠域프혈 

(新끓표l따 • 많뿔균뀔域傳補注 • 띄l域水道 

徐 松

서울 4860-9 

i를光 9판 木版， 6Jl1]- ;fn裝

국랩 古 6-71-1 1, 

中國木版本， 北.zp:隆福풍 

千lJiF;1':즘후 

균흠域釋f따 

피P홉§士 

연세 952.908-서 북망지 35 

훌lt: JPi:文出版社， 不分卷

볕'Jé 17年千Ij本

E흐域水훤記 

徐 깐: 

쥬랩 2814-2 

淸때‘휴j짧興地홉종콤품內 

廣文판텐 彩印

西域週聞

(淸) I폐캉Liag 

서울 4400-3 

j쫓용휩찮풋품:lfI集之一 

::[1:: L ," E린팅전 2" 

펀域行程릅리 

〔明) 힘~[~ . 李펀 

서 플 0230-112-14 

|캘立;ltLF圖붉힘줍Ã筆펀 第14冊

힐務티]픔핸， r링國 26 

聖tï:記

쨌 j면 

서울 4371-9 

道光 22序 木版.14卷 12冊

규장 중 4964, 

古微렐폈iJ녔(훤光 22) , 14卷 22冊.

그려 강亮-22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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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뿔局 ~國 59, 1M 극회 915.297, 

(中國學術名著 第 5 輯) 同上

국렴 古 6-20-83 , 형f허뿔紀行 

適光年問 木版， 14卷 221'!t O. Lattìmore著

국렴 古 6• 25-19, fIIi近!'n子譯

光錯 7年 木版， 14卷 18冊 국립 6-92-A160 

국렵 6-44-48, 東겨'(， 1942. 

興亞政務려3譯， 東京‘ 1943 新짧圖志 

縣定縣i'IE士志

蕭然奎

연 새 952.908-서 북방지 13, 
臺北 없文出版社‘ 3冊 光錯 34年刊

妙本

新꿇흉￡용E룹志 

(民國) 朱伯청 

고려 公亮-2820-16，

新隊方志、龍刊邊廳方志 03919, 

쫓北 學生듣탈콰 

新없홉國界圖 

F뼈 I끓 

서 울 4709-46, 
北平， 20tíc 

新讀國界圖志

王樹펌 

서 울 4860-15, 

호統元年 木版， 8卷 4冊

연 셔11 952.908-방지 서 복 7, 

쫓北 成文出版社， 宣統元年千IJ* 8卷

新링혈紀遊 

핏:幕辰著， 楊井克已譯

셔 풀 *952-3FvV95sJγ 

大 F反， 興E묘펀빛던， 1943. 

국렴 6-91-149, 

同 h

~國 表大化 等

서 울 4860 • 14, 

f<f;國 12, 숱달;갓， 116卷 32J퍼 

新調:t옳R結똥둔 

서울 4860• 26, 

滿鐵大違圖등담館編， 

大連， 댐주P 14‘ ièt~풋 

新짧R펴; 

徐 松

샤 을 4860-18, 

道光 4 序 木版

규장 중 5309, 

光짧 8, 1冊 (38張)

고려 公亮-2810-20 ，

廣文훨同 1968, 1冊

극힘 2814강， 

同上

新끓四훨志 

擺者不fjJj

연서1 9:;2.908-방지 시 북 12, 

臺北 밟文出股社， 4'卷

光짧 12年刊감本 

新꿇홉事情 

J%國 없，H.j')著 • 티쩌~fjj省 

調조운EH;譯 

서 을 48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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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 1934, 

고아 952, 9, 

同上

新題띠8따圖 

%되 김뚫 

서울 4709-47, 
~lt ZF'， 16放

新題μIJJIK圖志

王樹멤 

서 울 4860-16 , 

효Ðt元쓸 木版， 6卷 6fJJJ 

연세 952-.908-방지서북 6, 

臺北 成文出版社，

宣純元fU本， 6卷 2M 
新끓小正 

(淸) 王樹엠 

연 세 952.908-서 북망지 38 

臺北 成文出版社， 不分卷 民틸정 

없印本 

新隨與圖風土考

長白樓園tE;

연처11 952.908-망치 서 북 4, 

臺北 成文出版社 5卷

乾隆 42-年뀐j本 

新§뭘禮f갑志 

(淸) 王樹챔 

연세 952.908-서 북방지 9. 

臺北 成文出版社， 1卷

fiÇ;國 7 소퓨없印本 

新꿇홉J: 1) 그’1::" f少k莫장;橫혼 -:5 

露”그 F~ 긍':'(.-1‘←→캉 f著 

中平亮譯

국렵 朝-99- B5, 

7 年

露깅논顧E뽑 :/ 聯極東及外쫓調효資料 

第19編， 大連， 1935. 

新題志꺼힘 

(民國) 鍾廣生孫효南 

연세 95 2-.908-서 북방지 2-0, 

臺北 成文I:fj版社， 3卷 民國 19年삶 

더]本 

고려 公亮-2820-16.

新修方志홉흥뀌j 邊禮方志 03818, 

훌北 學3::등탈局 

新값흉최k理志 

〈民國) 張歡廷

연세 95 2-.908-서 북방지 8, 

쫓;It 成文벼版社， 民國 3 年-石~rj本

l冊

新꿇홉字↑C語 wi'i 

軟憲保達

연 서1 9ii2， 908-서 북방지 19, 

臺北 成文出版社， 不分卷 成豊 7 年

f少本

新끓回원l志 

(淸) 짜爾德 

연 세 952.908-서 북 방지 10. 

臺北 成文出版社， 4卷 원;本 

新西域誌

上原芳太gZ編

서울 1710-59, 

大삼家藏版， 東京， 1937, 2冊

新平縣椰土志

j휩芳照 

연세 952.908-서 북당지 16, 

훌北 成文出版社， 光짧年랴5妙;$: 

f휩]製2f定伊l;'1@1部죄는圖j 

(淸) 高宗 命編

서 울 太 4371-57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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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합}없， 34俠， 一rJ: 48. 5 x 64. 5cm, 

巴~꽤}값햄寫 

서 울 뒀 4371 • 57, 

쩌i없둡흉 木版製릅永 63 x 95cm. 

五體淸文fF조 

京都쩍fl행大學짧， 

서 울 3900- 1, 3900-1 A , 
卷 1"-'32, 推、樞 .卷 1 "-'4, 

京都， 洋裝

溫7휩府챔B::l二~ 

擺者不明

연치'1 952.908-서 북닐 지 14 

臺北 成文出J랬세ìf:， 2JFt 光續年閔j少本

(敎定) 外강흉쫓古}며음ß王公表f훨 

서울 4600-28, 

(1품) 李桓編， 國후R겸종짧R類徵初編 

第14"-'51卷， 光짧16 ， 木服， 732卷

연 구 082.2-푼 64, 

文淵聞四庫全듣탄 第454冊

훌훌北 i펌務I=P書館 

劉흉원없b公쫓취힘 

(淸) 劉챔좋 

고려 公亮-2204-17，

臺~I:: 成文出}없社 1968, 

淸末民初史料講書 l쳐 

고아 952.008, 

臺~I:: 文海出I!R社， 1967, 

近代中國史料뿔刊 內

jJH껄紀行 

日野I윌著 

국렴 6-92- A124, 

東京， 1909‘ 

짧域↑fp댄詞 

(淸) 福慶

서 울 0230.97.28-29, 

藝海珠塵， 第28.29冊.

左文裵公年줍뽑 

(淸) 嚴正쓸 

고려 公亮-2521-58，

룹중~I:: 廣y::~탄/죄 1971, 2m 

左文裵公全集

左宗쏠 

서울 0280 • 86, 
光網 27, 木!없， 48il&. 

中亞事情

日 外務省 調좁部 編

서 울 特 4860-22, 
日 外務省調표部調 第26해H해印) 

東京， 1935. 

中亞細亞紀事

西德二郞

서을 4800-5, 
束京， 1986, 二j퍼 

{뚫單文庫 

!fr료E探險 

취행瑞超著. ~에露香編 

서을 4860-4, 
東京， 1912. 

中央亞細亞事情ir Y J隨다l끄뀔及新핍及附錄 

外務省調효部編， 

국쉽 3~92-30， 

東京， 1935. 

다'7::7 (7)風雲 

內魔智秀著

국립 6-40-79, 
7::7歷史흉쫓활 第 9 卷

東京 티 黑뿔店， 1941 • 1943. 

中央7::7짧쭉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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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A. Stein著， 風間太郞譯

서울 4880-4, 

7 、::7 內!뚫뚫刊 

中央7 、::7'!--)νj 語(方 ν그 7l-)ν方 

言<è:lliJt究)

鷹見秀芳著

국렴 5-20-38, 

東京， 1944, 別冊 T of- 7, !--

支那西北邊題紀行解題

後購富男著

국볍 10-03-197, 
滿鐵R다究講座 第81輯， 東京， 1938. 

뽕爾맘~合台專宜 

宗뿔興틀흩等 

연셰 952.908-서 북방지 15, 

흉北 成文出版社， 4卷 장듀慶 10年R西

舊本， 民國 58年重rÞ

2듀定r!il ì횟方略 

溫運等

연 구 082.2-문 64, 

文淵開四庫全협 第354JlIJ

뿔::!t 商務印뿔館 

zrs:定準喝爾方略

傳直等

떤 구 082.2-문 64, 

文淵聞四庫全r함 第357"-'359冊

臺北 商務印펌館 

(款定) 2류定回없홉動짧3면짧方略 

렴홈振總 

서울 4371-7, 

道光 10序 木版， 80卷 24m 

哈密志

淸 鍾方

서 -웅 4394-12, 

北zrs: 禹買學會， 民國 26꿰 

51卷 2冊(邊體農펌 甲集之:=:)

연세 952.908-서 북방치 17, 

臺::!t 成文出服社， 51卷 民國 26年

%印木

皇明四벚考 

서울 4366-46, 

(淸) 鄭F행 

휴學網， 木服， 32冊 中

서 윤 4300-43-1, 

民國 23, 洋裝， 國學文)$' 第 1 編

국린 古 6-24-29, 

홈學編， 22-23, 

木版 萬歷 27 

(敬定) 皇당윌西域圖志 

서울 4860-3, 

乾隆 47, 52卷 24朋

연 구 082.2-둔 64 , 

文淵關 四)1$'全판 第500冊

養::!t 商務印펀짧 

고아 915.2, 

文友활I펀刊 

皇朝흉흉部흉흉略 

(淸) 피R짧士 

국링 한-64-9， 

中國木版本， 斯江害}되 18卷 f바系 4 

卷 合 8 冊.

現代新題

露 C.B.* 것 fν著， 中zrs:亮譯

서 올 4860-25, 
F협滿洲鐵;률1*式會ìfd:經濟1%1훔-會 

經調資料 第79篇

大連， 1935. 

回覆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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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952.908-방지서북 1, 

臺北 成文出版社， 4卷 乾隆年間힘;本 

回엎홉j줄志 

(淸) TP寧

세 울 4860-17‘ 

民國 14序， 12卷 4冊 차l裝 

국렴 古 6-71-37, 

民國年間， 8冊 活추太 

與復미合密國王記 

(ê!ì) 馬文升

서 울 4366. 43. 10. 

長沙 民國 27, 影印.

紀錄월編 10ì켜 

고려 公亮-2202-47，

쫓北 廣文틀용局， ~넌料홉윷書 3編

C 0601, 

륭§復1암密記 

(明) 馬文升

서 울 0230-121-9, 

今數월듬 第 9 冊內

2. 西洋書

Andrews, Fred H. 

Descriptive Catalogue of Iwtiqμities 

Recovered by Sir "1μrel Stein 

Delhi, 1935, 

서울 H020-52. 

Baddeley, John F. 

Rκssia ， l 'viongolia, China 

London, 1919, 2 voIs 

서풀 大 K100-78 

Bretschneider, E. 

Þ,fediaeval Researches from Eastern 

Asiatic Sources 

London, 1910, 2 vols. 

서울 H200-16 

Catalogαe de la Section diκ Tusk

estan; Precede d ’ κπe notìce topogr

aþhiqιepιblie þar la C’ommission 

IηlPerial Russe 

St. Petersburg, 1873, 

서 울 大 958-강C28. 

Dabry de Thiersant, P 

Le ZlJahométisme eη Chine et dans 

le T，μrkestan oriental 

Paris: Ernest Leroux, 1878, 2 vols. 

서 울 C700-11 • 1-2. 

D’Anville, ]ean Baptiste Bourgignon 

Noμψ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πoise， et dμ Thibet 

Le Haye, 1737 

서울 大 K080-13 

Dutreuil de Rhins, Jules Léon 

λfission scientifiqκe dans la Haute 

Asie, 189(),-..; 1895, 

Paris, 1897 ,-..; 1898, 3 vols, 

서울 K100-88 

Grünwedel, Albert 

Altbuddhistische Kultstδtten in Chi

nesische- T，μrkistan 

Berin, 1912, 

저울 H020-9 

Grüm‘redel, AI bert 

Alt-Kutscha 

Berlin, 1920 

서울 뀔 E060‘ 23 

Haidar Mirza (Tr- bγ E.D. Ross ‘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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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ps by N. Elias.) 

The Tarikh-i Rashidi 01 Mirza 

Muh o;mmad Haidar: A History 01 

the Moghuls 01 Central Asia 

London, 1895 

시울 H300-92 

Hartmann, M. 

Der islamische Orient 

Berlin, 1905-1910 

서울 H360-13 

Hartmann, M. 

Zμr Geschichte des Islam in China 

Leipzig, 1921 

서울 H230-26 

Hellwald, Friedrich von 

Zentralasieη Landschalten und 

V b"lker iη Kaschgar , Turkestan 

Kaschmir uηd Thibet 

Leipzig, 1875 

서울 K280-16 

Humboldt, Alexander von 

Asie ceηtrale. Rescherches sur les 

Chaines de montagnes et la climato

logie comparée. 

Paris, 1843, 3 vo1s. & Atlas. 

서울 K280-26 

Landsdell, Henry 

Chinese Central Asia 

London, 1893 , 2 vo1s. 

서울 K150-3 

Landsdell, Henry 

Russian Ceηtral Asia 

London, 1885, 2 yo1s 

서융 K280-8 

Le Coq , A1bert von 

Die btι ddhistische Spätantike iη 

Mittelasien 

Berlin, 1922-1926, 5 vo1s 

서올 大 E060-19 

Le Coq , Albert von 

Chotscho 

Berlin, 1913 

서울 월 E060-24 

Le Coq , A von 

Osttilrkische Namenliste mit Erklär

μηgsversuch 

Stockholm, 1922 

서올 K150-12 

Le Coq , A1bert von 

Von Land uηd Leuten iη 

Osttiirkistan 

Leipzig, 1928 

서울 K280-20 

0learius, Adam 

Relatioη dμ νoyage d ’ A.O. eη Mι

scovie, Tartarie , et Perse, .. 

Paris, 1666, 2 γols ， 

서 울 K070-81 , K070-81 C 

Rμssie et 1’ ι'ingleterre eη Asie 

Centrale. 

Paris, 1886 

서울 H380-7 

Schuyler, Eugene 

Turkistan 

London, 1876, 2 γols. 

서융 K280-10 

Skrine, Clarmont Perciγal 

Chinese "Central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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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1926 

서울 K100-10 

Skrine, F. H. & Ross, E.D 

The Heart of Asia 

London, 1899 

서울 H200-29 

Stein, A ure1 

Ancient Khotan 

Oxford, 1907, 2 γ01s. 

셔울 H020-46 

Stein, Aure1 

IηnerηlOst Asia 

Oxford, 1928, 4 γ01s. 

서웅 大 H020-19 

연세 0915-St-8li 

고려 950- S 819i 

Stein. Aure1 

Memoir on Maps of Chinese Tιrki

stan and Kansu , from the Surveys 

made duriη'g Sir Aμrel Stein’s 

Explorations 

Dehra Dun, 1928, 2 v01s. 

서올 K150-17 

Stein, Aure1 

Rκins of Desert Cathay 

London, 1912, 2 v01s. 

셔윤 H020.2 

연 새 915-2-St34r 

Stein, Aure1 

Sand-buried Ruins of Khotan 

London, 1903 

서윤 H020-8 

Stein, Aure1 

Serindia; Detai!ed Report of Expl-

oration iη Ceηtral Asia and West

ernmost China 

Oxford, 1921, 5γ01s. 

서울 大 H020-20 

연 세 o 915-St81s 

Vámbéry, Arminius 

Etymologisches Wiirterbμch der 

Turko-Tatarischen . Sprachen 

Leipzig, 1878 

서울 G190-1 

Wenjukow, Oberst(tr. bγ Krahmer) 

Die rμssisch-asiatischen Grenzlande 

Leipzig, 1874 

서울 K310-9 

Wesse1s, S.J. 

Early Jesuit Traψellers iη Central 

Asia, 1603r、'1721

The Hague, 1924 

서 울 H 230. 68 (2 copies) 

Wood, John 

A Jourηey to the Source ofthe 

Riνer Oxus 

London, 1873 

서울 K280-7 

Yu1e, Henrγ tr. & ed. 

Cathay and the Way Thither: Beiηg 

a Collection of Medieval Notices 

of China 

London: The Hak1uyt Society, 
1866, 2 v01s. 

서울 H230-38 

London: The Hak1uγt Society, 
1915-16, new ed. , 4 v01s. 

서울 H230-3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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