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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1. 해제 대상문헌 보고

  본 연구는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음의 문헌에 대한 기본 해제와 상세 해제를 

시도하였다. 

[중국]
貴 C560 141, Rerum a Societate Jesu in Oriente gestarum ad annum usque à 
Deipara Virgine M. D. LXVIII, Costa, Manoel da , [s.n.],1571
貴 C510 130, De Christiana expeditione apud Sinas suscepta ab Societate Jesu, 
Trigault, Nicolas, 1577-1628, [s.n.], 1615
大 K130 2, China, monumentis, qua sacris qua profanis, nec non variis naturae & 
artis spectaculis, aliarumque rerum memorabilium argumentis illustrate, Kircher, 
Athanasius, 1602-1680, [s.n.], 1667
貴 C510 101, Historica relatio de ortu et progressu fidei orthodoxae in regno 
Chinensi per missionarios Societatis Jesu ab anno 1581. usque ad annum 1669, 
Schall von Bell, Johann Adam, 1592?-1666, [s.n.], 1672
G213 6, Vindiciae philologicae in linguam Sinicam, Julien, Stanislas, 1797-1873, 
[s.n.], 1830
G250 3, 南越洋合字彙, Taberd, J. L. (Jean-Louis), [s.n.], 1838
G214 6, 字聲綱目, Callery, J.-M. (Joseph-Marie), 1810-1862, [s.n.], 1841
G213 12, De pronominum primae personae in libris 書經 et 詩經 usu, Merz, 
Constantin, [s.n.], 1882
C200 55, Libri qui poenitentiae adhortationes quibus ducamur in 道場 clementiā 
auctore inscribitur, Jihi dōjō senbō, [s.n.], 1895
G640 128, Dictionarium Latino-Sinicum, Petillon, Corentino, [s.n.], 1924

[한국]
G162 12, Parvum vocabularium Latino-Coreanum ad usum studiosae juventutis 
Coreanae,  [s.n.], 1891
G640 193, Dictionarium Latino-Coreanum, Youn, P. Laurentio, [s.n], 1936

[일본]
貴 C510 117, Epistolae indicae et Japanicae de multarum gentium ad Christi 
fidem, per Societatem Jesu conversion, [s.n.], 1570
E800 8, De arte florali apud Japonenses, Revon, Michael, [s.n.], 1896
T800 34, Fauna Japonica, Siebold, Philipp Franz von, 1796-1866, [s.n], 1934
H210 99, De missione legatorum Japonensium ad Romanam curiam, rebusq, Sande, 
Duarte de, [s.n], 1935
A451 12, Catalogus librorum et manuscriptorum Japonicorum a Philipp Franz de 
Siebold collectorum, annexa enumeratione illorum, qui in Museo Regio Hagano 
servantur, Siebold, Philipp Franz von, 1796-1866, s.n, 1937
T100 25, De historiae naturalis in Japonia statu, nec non de augmento 
emolumentisque in decursu perscrutationum exspectandis dissertation,
Siebold, Philipp Franz von, 1796-1866, [s.n], 1937

[시리아]
G130 1, Elementa grammatices Syrjaenae conscripsit M.A. Castren, Castren, M. 
Alexander (Matthias Alexander), 1813-1852, Ex Officina Typographica heredum 



Simelii, 1844
C550 34, Ad illustrandam dogmatis de coena sacra historiam codicum Syriacorum 
specimina e Museo Britannico exhibentur, Dietrich, Franz Ed. Christ. (Franz 
Eduard Christoph), [s.n], 1855
C530 220, Gregorii Bar-Hebraei scholia in psalmum VIII, XL, XLI, L, Bar 
Hebraeus, 1226-1286, [s.n], 1857
C530 281, Commentatio de Psalterii usu publico et divisione in ecclesia Syriaca, 
Dietrich, Franz, [s.n], 1862
C540 182, St. Ephraemi Syri theologia quantum ex libris poeticis cognosci potest 
explicatur, Haase, Albert, [s.n], 1869
C530 179, De Veteris Testamenti versione Syriaca, Prager, Isaac, [s.n.], 1875
C530 195, Gregorii Abulfaragii Bar Ebhraya in Actus apostolorum et Epistulas 
catholicas adnotationes, Bar Hebraeus, 1226-1286, [s.n.], 1878
C530 172, Gregorii Bar Ebhraya in Evangelium Johannis commentaries, 
BarHebraeus, 1226-1286, [s.n.], 1878
C521 112, Acta S. Pelagiae Syriace, Gildemeister, Johann, 1812-1890, [s.n], 
1879
C530 210, Fabula Josephi et Asenethae Apocrypha e libro Syriaco Latine versa
Oppenheim, Gustav, [s.n.], 1886
C530 200, Gregorii Barhebraei scholia in libros Josuae & Judicum, Bar Hebraeus, 
1226-1286, [s.n.], 1894
C530 248, Gregorii Abulfaragii BarxHebraei scholia in Leviticum ex quattuor 
codicibus Horrei mysteriorum in Germania asservatis edita, Bar Hebraeus, 
1226-1286, [s.n.], 1895
C530 207, Gregorii Abulfaragill Bar-Hebraei scholia in libros Samulis, Bar 
Hebraeus, 1226-1286, [s.n.], 1897

[아랍]
F157 24, Lebidi Amiritae kazidam moallakam sive carmen coronatum cum scholiis 
Abi Abdallae Husseini Susenii Arabice, Labid ibn Rabiah, ca. 560-ca. 661, [s.n.], 
1828
C530 135, Tanchumi Hierosolymitani commentarius Arabicus in Lamentationes, 
Tanhum ben Joseph, of Jerusalen, d. 1291, [s.n.], 1843
G880 21, De linguae Arabicae verborum plurilitterorum derivation, Schwarzlose, 
Friedrich Wilhelm, [s.n], 1854
F157 13, De 'Alkamae Elfahl carminibus et vita adjecto textu Arabico adhuc 
inedito, Socin, A. (Albert), [s.n], 1867
G880 15, De Aljavālīqī eiusque opere quod inscribitur al-Mu'arrab, Sachau, 
Eduard, 1845-1930, [s.n], 1867
G880 18, De nominibus verborum Arabicis 'asamau-'l-'afi‘alin, Roediger, Hermann 
Johannes, [s.n.], 1869
G880 14, De Vocabulis in antiquis Arabum carminibus et in corano peregrinis,
Fraenkel, Siegmund, [s.n.], 1880

G880 23, Ibn Ǵinníi de flexione libellus Arabice nunc primum editus in Latinum 
sermonem translates, Ibn Jinni, Abu al-Fath Uthman, d. 1002, [s.n.], 1885
F157 7, De Abü Mihgan poeta arabico ejusque carminibus, Abel, Ludwig, [s.n.], 
1887
K040 9, Kitab al-Masalik wa'l-Mamalik (liber viarum et regnorum), auctore 
Abu'l-Kasim Obaidallah ibn Abdallah ibn Khordadhbeh, et excerpta e Kitāb 
al-Kharādj, auctore Koāma ibn Djafar, quae cum versione Gallica edidit, indicibus 
et glossario instruxit, M. J. de Goeje Ibn Khurradadhbih, Ubayd Allah ibn Abd 
Allah, ca. 820-ca. 912, [s.n.], 1889
F157 8, Al-tahaft al-Wardit, i.e., Donum Wardianum carmen didacticum de 
linguae Arabicae grammatica a Zain-ud-dīn ibn al-Wardī compositum, Abicht, 
Rudolf, 1850-1921, [s.n], 1891
H360 10, Proelia Arabum paganorum (Ajjām al 'Arab), Mittwoch, Eugen, 
1876-1942, Mayer et Mueller, 1899



[페르시아, 박트리아]
F145 22, Commentationis de libro Persico Mihr wa Mushterī sive de Mihri et 
Muschterii (Solis et Jovis) mysticis amoribus, Peiper, Carl Rudolf Samuel, [s.n], 
1839
C550 29, Prolegomena in Aphraatis sapientis Persae sermones homileticos Sasse, 
C. J. Franz (Carl Joseph Franz), [s.n.], 1878

[동남아]
大 G240 9, Dictionarium linguae Thai Pallegoix, Jean-Baptiste, 1805-1862, [s.n.], 
1854
G250 3a, Dictionarium Anamitico-Latinum, Taberd, J. L. (Jean-Louis), [s.n.], 
1877
G571 8, De verbis denominativis linguae Bactricae, Wilhelm, E. (Eugen), [s.n.],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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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中-0001
저자번호 0000; 0000
저역편자 Julien, Stanislas, 1797-1873

제목
Vindiciae philologicae in linguam Sinicam: Dissertatio prima de quibusdam 
litteris sinicis quae nonnumquam genuina significatione deposita, accusandi 
casum mere denotant.

간략제목 Vindiciae philologicae in linguam Sinicam: Dissertatio prima

국역제목
중국어에 관한 문헌학적 요구 사항: 이따금 원래의 의미는 상실한 채 순전히 대격
(對格)을 지시하기만 하는 몇몇 한자에 관한 제1고

국역간략제목 중국어에 관한 문헌학적 요구 사항: 제1고, 어조사에 관하여
발행지 Parisiis (프랑스 파리)
발행처 Dondey-Dupré
발행년 1830

판본정보 초판
권수 1

기술언어 라틴어

주제어
19세기, 문헌학, 중국어, 어조사(개사), 문법
19c, philology, Chinese, particle, grammar

해제

  ❍ 별도의 목차 없이 서술되어 있음.
  ❍ 『맹자』의 편집, 번역자이자 중국학의 대가 스타니슬라스 쥘리앵
(1797-1873)이 문언(文言, 고대 중국의 서면어)에 자주 쓰이는 개사(介詞) 이
(以), 파(把), 장(將), 어(於), 우(于), 호(乎) 6자의 용법을 설명하되, 주로 이(以), 
어(於)의 용법을 위주로, 그리고 라틴어의 대격(對格, accusative)을 지시하는 데 쓰
이는 용법과 견줄 수 있는 용법을 중심으로 『맹자』에서 용례를 뽑아 총 23쪽 분
량(A5 크기)으로 설명한 소책자.
  ❍ 라틴어의 대격(對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기조 위에 이(以)와 어(於)
의 용법을 서술하였음. 이점에서 이(以)와 어(於)를 비슷한 용법으로 이해하였음.
  ❍ 이(以), 파(把), 장(將)의 도구격 개사로서의 용법에 대한 해설도 간략하지만 
겸하여 수행되었음. • 수록된 예문 : 以人存心. / 把人存心 / 將人存心 등.
  ❍ 어(於), 우(于), 호(乎)의 처소격 개사로서의 용법에 대한 해설도 간략하지만 
겸하여 수행되었음. 한편 어(於)의 피동 용법에 대한 설명은 없음.
  ❍ 용법과 용례 면에서의 특이사항 : 문언에서의 용법을 『맹자』 구절을 실례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파(把)의 용법을 설명할 때에는 당시 구어 문장을 실례로 들었
음. 한편 파(把)의 용법 설명은 라틴어의 대격(對格)에 해당되는 것을 기조로 하였
지, 현대중국어문법에서처럼 ‘처치격’ 개사로 보는 설명은 아니었음.
  • 수록된 예문 : 把眞心說話了. 把衆人偸看. 

2. 기본 해제 

1) 중국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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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료
http://books.google.co.kr/books?id=pZJFAAAAcAAJ&dq=Vindiciae+philologicae+in+linguam+Si
nicam&hl=ko&source=gbs_navlinks_s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213 6)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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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中-0002
저자번호 0000; 0000
저역편자 Callery, Joseph-Marie, 1810-1862

제목 字聲綱目: Systema Phoneticum Scripturae Sinicae

간략제목 字聲綱目

국역제목 자성강목(字聲綱目): 중국 문자의 음성 체계

국역간략제목 자성강목(字聲綱目)
발행지 Macao (마카오)
발행처 -
발행년 1841

판본정보 -
권수 1

기술언어 중국어, 라틴어, 프랑스어

주제어
19세기, 중국어, 라틴어, 프랑스어, 사전, 음성학  
19c, Chinese, Latin language, French, dictionary, phonetics

해제

  ❍ B5 크기
  ❍ 제목의 뜻 : ‘글자[字]의 소리[聲] 사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글자[字]와 소리
[聲]에 대한 사전’이라는 뜻.
  ❍ 서론 : 글자[字]의 소리[聲]에 대한 개론(84쪽 분량) 
  ❍ 제1부 수록 내용 
   ◼ 주요 글자 1040자의 음가와 뜻 제시(31쪽 분량) : 주요 글자는 부수글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는 글자임. 
   ◼ 179자의 부수자 음가를 따로 모아서 제시함.(6쪽)
   ◼ 주요 글자의 해서체, 초서체, 전서체 제시(31쪽 분량) 
   ◼ 음가별로 해당 글자를 모아서 제시함(11쪽 분량) 
   ◼ 기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회화, 속담, 성어 등 350여 구와 뜻 제시

(22쪽 분량)
  ❍ 제2부 수록 내용 
   ◼ 주요 글자에 대한 획수별 글자 모음(2쪽)
   ◼ 사전 본문(479쪽 분량)
      - 1040자의 기본글자별로 총 2,352자의 표제자 제시
      - 주요 글자를 먼저 제시한 후 이에 대해 ‘한자-발음-라틴어(+프랑스어) 

뜻’ 순으로 기술
      - 해당 주요 글자가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를 주요 글자 밑에 모아서 

제시하고, 각 글자에 대해 ‘한자-발음-라틴어(+프랑스어) 뜻’ 순으로 기
술

   ◼ 획수별 인덱스(16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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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획수별로 이체자 제시
   ◼ 부록 : 자주 사용하는 글자(124자)의 발음과 뜻 제시(4쪽 분량)
   ◼ 정오표

디지털자료
http://books.google.co.kr/books/about/Systema_phoneticum_scripturae_sinicae.html?id=n
ChHAAAAcAAJ&redir_esc=y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214 6)
표지

비고

  책 앞 내지에 “Berneux, miss. ap.”라는 육필 서명이 두 차례 기록되어 있음. 성 
베르뇌 시메온(St. Berneux Simeon) 주교의 소장본이 아니었을까 추정됨. 베르뇌 
주교는 1854년부터 제4대 조선 교구 교구장이었으며,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가톨릭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베르뇌 주교는 1843년에 마카오
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이후 만주 교구 교구장으로 물망에 오르면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 가톨릭교회 측에서 보전하고 있는 베르뇌 주교의 
친필 자료가 있다면, 비교 감정이 필요함. 감정 결과 이 주교의 육필이 맞다면, 한국 
가톨릭교회의 성유물(聖遺物)로서도 보전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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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中-0004
저자번호 0000; 0000
저역편자 Merz, Constantinus

제목 De pronominum primae personae in libris 書經 et 詩經 usu

간략제목 De pronominum primae personae in libris 書經 et 詩經 usu

국역제목 『서경』과 『시경』에서 일인칭 대명사의 용법에 관하여

국역간략제목 『서경』과 『시경』에서 일인칭 대명사의 용법에 관하여
발행지 Vindobonae (오스트리아 빈)
발행처 Adolphus Holzhausen
발행년 1882

판본정보 초판
권수 1

기술언어 중국어, 라틴어

주제어
19세기, 중국어, 라틴어, 문법, 『서경』(書經), 『시경』(詩經)
19c, Chinese, Latin language, grammar, 書經, 詩經

해제

  ❍ A5 크기
  ❍ 『서경』과 『시경』을 대상으로 고대 중국어(한문)의 1인칭대명사 吾, 我, 
余, 予, 朕, 台, 卬의 용법을 고찰한 논문임.
  ❍ 내용 구성-목차 
   §1. 서론(prolegomena, pp. 5-6) : 1인칭대명사 吾, 我, 余, 予, 朕, 台, 卬 등에 

대해
   §2. 고대어는 어떤 시대들로 구분해야 하는가?(pp. 6-7)
     <제1부 일인칭 대명사들에 관한 일반론>
   §3. 목적어의 전치(轉置) 혹은 전도에 관하여(pp. 7-10)
     <제2부 일인칭 대명사 각각에 관하여>
     1장 我와 吾(pp. 10-11)
   §4. 我는 상고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pp. 11-13)
   §5. 我는 고대어의 보다 후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가?(pp. 13-14)
   §6. 吾(p. 14)
     2장 言
   §7. 어조사(particula) 言의 기원에 관하여(p. 15)
   §8. 어조사(particula) 言에 관한 일반론(p. 16)
   §9. 言의 사용 용법에 관하여
   §10. 言 단독으로 焉처럼 쓰이는 경우에 관하여
     3장 予와 朕
   §11. a) 대명사 予는 상고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b) 보다 후대에 쓰인 予/朕, 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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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 대명사들에 관한 일반론
   §13. I. 격식어나 정중하게 표현된 각별한 말과 함께 쓰이는 대명사 予, 朕, 台
   §14. II a. 상급자에게 말할 때 쓰이는 대명사 予, 朕, [台]
   §15. II b. 정중하게 그리고 비유적으로 쓰이는 문장에서 쓰이는 予, 朕, 台의 용
법
   §16. II c. 말하는 이의 지극한 슬픔, 뉘우침, 두려움 등이 표현된 문장들에서 쓰

이는 予, 朕, 台
     4장 余와 卬
   §17. 余
   §18. 卬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213 12)

표지

비고

  ❍ 고대 중국어의 1인칭 대명사에 관한 근대적 연구가 중국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행해진 것은 20세기 전환기 무렵으로 추정됨. 이러한 추정이 맞는다면 이 논문은 
그보다 약 100여년가량 앞서 중국인보다 먼저 서구인이 수행한 고대 중국어의 1인
칭 대명사 연구 결과물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님.
  ❍ 이 논문은 정황으로 보아 서구에서 수행된 고대 중국어의 1인칭 대명사 관련 
연구사의 초기 성과물로 추정된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추정을 확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이 논문이 지니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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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中-0005
저자번호 0000; 0000
저역편자 Franz, Alfred

제목
Libri qui Poenitentiae Adhortationes quibus ducamur in 道場 clementia auctore 
inscribitur volumen primum

간략제목 Poenitentiae Adhortationes

국역제목
우리가 자비를 방편으로써 도량으로 이끌어지는 “참회의 권고들”이라는 제목의 책 
제1권

국역간략제목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
발행지 Vindobonae (오스트리아 빈)
발행처 Adolphus Holzhausen
발행년 1895

판본정보 1
권수 1

기술언어 라틴어, 중국어, [영어]

주제어
19세기, 불교, 경전, 라틴어, 주석, 번역
19c, Buddhism, Buddhist scriptures, Latin Language, commentary, translation

해제

  ❍ 판형 : A5
  ❍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공식 출판한 것으로 판단됨.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반부(pp. 1-6) : 저자가 기술한 자비도량참법에 대한 개론적 서술.  
   ◼ 후반부(pp. 7-74) : 베를린 왕립도서관 소장 자비도량참법의 두 종류의 사

본(A, B)에 라틴어로 번역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비도량참법 제1장-제3
장 번역문에 대한 텍스트 비판(textual criticism)을 행하면서, 이들 사본 강
희자전, 사본 A에 기술되어 있는 독음에 대한 주석[音釋] 등을 참조하여 주
요 어휘와 표현 등에 대하여 해설하였음.

  ❍ 구성
   ◼ pp. 1-3 : 책 제목에 관한 설명 : ‘양황보참(梁皇寶懺)’이라는 별칭 소개.
   ◼ pp. 3-4 : 저본인 자비도량참법에 대한 소개
      - 저자에 관한 서언: 난조 분유(南条文雄, Nanjō Bun’yu, 1849-1927)에 따

르면, 저자 이름은 없음. 1267년에 쓰인 이 문헌 서문에는 남조(南朝) 때
의 Tshi(제齊) 왕조 Yun-pin(영명永明)연간(483-493)에 왕자 Siâo 
Tsz’-liân에 의해 처음으로 문헌 수합됨. ➛ p. 3 영문 인용 참조.

      - 남조 양(梁) 왕조 Thien-kien(천감天監)연간(502-519)에 다시 인쇄되었
음.
   ◼ pp. 4-6 : 책 자체에 관한 서언-자비도량참법 40권의 장 제목에 대한 번
역
   ◼ pp. 7-9 : ‘자비도량참’의 역사에 관한 서언 – 이 책의 편찬 동기와 관련된 

양 무제(武帝)와 황후 치(郗)씨 고사가 소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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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 9-28 : 참회 의식(儀式)을 행할 때 염불하는 글 – 참회 의식을 왜 하게 
되었는지, 참회를 통해 기원하는 내용 등이 소개되어 있음.

   ◼ pp. 25-40 : 제1장 세 가지 값어치 있는 것들[삼보三寶)에로 귀의하는 것에 
관하여 - 자비도량참법 제1권 귀의(歸依) 번역 소개 

   ◼ pp. 40-58 : 제2장 의심을 제거하는 것에 관하여 - 자비도량참법 제2권 
단의(斷疑) 번역 소개

   ◼ pp. 58-74 : 제3장 참회[참懺]에 관하여 - 자비도량참법 제3권 참회(懺
悔)번역 소개

   ◼ p. 74 찬(贊) - 찾아보기
   ◼ 마지막 쪽에 저자의 약력이 기술되어 있음.
  ❍ 특기 사항
   ◼ 용어의 뜻과 발음 해설 시 참고 또는 기준으로 삼은 전적 
      - 뜻 : 강희자전(康熙字典)
      - 발음 : Nanjō Bun’yu의 서언에 의하면, 자비도량참법의 라틴어 사본 두 

종류가 베를린 왕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한 사본(사본<A>)
의 서론에는 음에 대한 해설[음석音釋]이 붙어 있고, 다른 한 사본(사본
<B>)에는 없음. 이 책에서는 사본<A>의 음석을 활용하여 발음을 달았
음.

     ◼ 단어나 ‘서술어+목적어’로 된 어구 단위로 불교의 주요 표현에 대하여 간략
한 수준의 해설이 시도되었음. 예) 공(空), 명(命), 범(梵), 진(塵), 진
(眞), 남무(南無), 도장(道場), 비로(毘盧), 사생(四生: 胎生, 卵生, 潛生, 
化生), 사체(四諦: 苦諦, 聚諦, 道諦, 滅諦), 삼계(三界), 삼독(三毒), 삼문
(三門), 삼업(三業), 상좌(上座), 수참(受懺), 숙명(宿命), 오역(五逆), 육
도(六道), 윤회(輪回), 지관(止觀), 진재(眞宰), 천안(天眼), 천이(天耳), 
화생(化生), 화장(華藏, ‘華藏世界’의 준말), 불살생(不殺生), 사섭법(四攝
法), 신족력(神足力), 십방불(十方佛), 여의신(如意身), 전법륜(轉法輪), 항
하사(恒河沙), 금강불성(金剛佛性), 십팔중지옥(十八中地獄), 월락천강(月
落千江), 철환지옥(鐵丸地獄), 체불분수(體不分水), 자비수참법(慈悲水懺
法) 등. 

     ◼ 소량이지만, 고대중국의 문물과 제도 관련 표현에 대한 간략한 수준의 해설
도 시도되었음. 예) (작명으로서의) 공(公), 오복(五福), 칠정(七情) 등.

     ◼ 난조 분유의 A Catalogue of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Buddhist 
Tripitaka에서 목록번호 1509번 문헌에 대한 라틴어 번역과 주석으로 보
임.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200 55)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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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中-0006
저자번호 0000; 0000
저역편자 Pétillon, Corentinus, S.J. / 具迪榮

제목
Dictionarium Latino-Sinicum 辣丁中華字典 cum appendice historica et 
geographica

간략제목 Dictionarium Latino-Sinicum

국역제목 라중사전: 역사와 지리에 관한 어휘 부록 첨부

국역간략제목 라중사전
발행지 중국 상하이
발행처 Typis Orphanotrophii T‘ou-Sè-Wè / 土山湾
발행년 1924

판본정보 2판
권수 1

기술언어 라틴어, 중국어(한자)

주제어
20세기, 중국어, 라틴어, 사전
20c, Chinese, Latin language, dictionary

해제

  ❍ 판형 : B5
  ❍ 구성
   ◼ pp. 1-377 : 라틴어-중국어 사전 본문
   ◼ pp. 379-418 : 부록- 역사, 지리 관련 라틴어 어휘(고유명사)에 대한 라틴

어 풀이
  ❍ 특기 사항
   ◼ 라틴어-중국어 사전 본문
      - 라틴어 알파벳순으로 제시된 어휘의 뜻에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 나열.
      - 중국어 어휘는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중국어 발음은 표기되어 있지 않음.
   ◼ 부록 
      - 서양과 근동의 역사, 지리 관련 라틴어 고유명사를 알파벳순으로 제시하고 

이를 라틴어로 해설하였음.
      - 중국어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640 128)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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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中-0007
저자번호 0000; 0000
저역편자 Taberd, J. L., Theurel, J. S.

제목 Dictionarium Anamtico-Latinum

간략제목 Dictionarium Anamtico-Latinum

국역제목 월남(베트남)-라틴어 사전

국역간략제목 월남(베트남)-라틴어 사전
발행지 Phú Ninh, (베트남 푸닌)
발행처 Missio Tunquini Occidentalis
발행년 1877

판본정보 초판
권수 1

기술언어 월남(베트남)어, 라틴어

주제어
19세기, 월남(베트남)어, 라틴어, 사전
19c, Vietnamese, Latin language, dictionary

해제

  ❍ 판형 : B5 
  ❍ 1651년 로마에서 예수회 사제 Alexandro de Rhodes에 의해 출간된 베트남어 
사전이 약 200년 동안 통용되다가, 1838년 코친차이나 주교(Vicarius Apostolicus 
Cocinciae) 장루이 타베르(J. L. Taberd)에 의해 새 사전이 간행되었음. 그 후 
1877년에는 서 통킹 주교(Vicarius Tunquini Occidentalis) J. S. Theurel(1868년 
선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Tunquinum(북베트남) 지방어를 보완한 이 사전이 출간되
었음.  
  ❍ 출판 상의 번거로움, 한자 병기가 딱히 필요치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전 타
베르의 사전과는 달리 한자 표기를 하지 않고 출간했다고 서문에서 밝혔음.
  ❍ 구성
   ◼ pp. i-xxx: 서문(prooemium)
   ◼ pp. 1-563: 월남(베트남)-라틴어 사전 본문
   ◼ pp. 564-566: 유럽어에서 파생된 고유명사 색인
   ◼ 부록 pp. 1-71: 덜 세련된(도시적인) 어휘들, 사전 본문에 누락된 어휘들, 

(베트남에서 상용되는) 중국어 어휘 혹은 덜 관용적인 어휘들에 관하여
  ❍ 사전 본문 내용
   ◼ ‘로마자로 표기된 베트남어 어휘-라틴어 뜻’을 제시한 후 해당 베트남어 발음

을 포함하고 있는 어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라틴어 뜻을 제시하는 방식으
로 구성.

  ❍ 특기 사항-南越洋合字彙: Dictionarium Anamitico-Latinum과 비교해볼 때
   ◼ 어휘의 가감이 있음. 이는 이 사전이 통킹 일대서 쓰이는 베트남어 어휘를 기

준으로 작성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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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본문에서 이 사전에는 한자어 표기가 없음.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250 3a)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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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中-0008
저자번호 0000; 0000
저역편자 양마낙(陽瑪諾, Emmanuel Diaz, Junior, 1574-1659) 

제목 天主降生聖經直解

간략제목 성경직해(聖經直解)

국역제목 천주 강생 성경 직해

국역간략제목 성경 직해
발행지 北京
발행처 京都始胎大堂
발행년 건륭(乾隆) 55년(1790년)

판본정보 1642년 重刊된 14권본 성경직해(聖經直解)의 重刊本 
권수 8책 14권

기술언어 한문

주제어
성경 번역, 4복음서 선역, 색인
Translation of the Bible, excerpt of the Evangels, index

해제

  ❍ 포르투갈 출신 예수회 선교사 엠마누엘 디아스(Emmanuel Diaz, Junior, 1574
∼1659)가 1636년 북경에서 고아(古雅) 한문체로 간행한 복음 해설서. 
  ❍ 사적 의의 : 예수의 탄생과 수난, 부활로 이어지는 천주교의 전례력에 의거한 
1년 주기의 주일 및 축일에, 천주교의 전례인 미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복
음 해설서로, 한 해 동안 천주교가 행하는 미사의 수요에 맞춰 고안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최초의 성경 해설서임.     
  ❍ 편역자 : 디아스는 1610년(明 萬曆 38년) 중국에 들어온 후 南昌, 南京, 上海, 
福州, 杭州 등지에서 선교하였으며, 1623년부터 항주에서 사망할 때까지 중국교구의 
부교구장을 담임하였음.
  ❍ 판본 : 1790년 북경에서 중간된 8권 본임. 
   ◼ 성경직해는 1836년 14권으로 처음 간행된 이후 1642년, 1790년, 1866년, 

1914년에 중간되었음.(方豪, 中國天主敎史人物傳第一冊(香港: 香港公敎眞
理學會出版社, 1970), 175면) 

   ◼ 이 외에도 19세기 초엽에 寧波 板本이 있으며, 1866년 중간본은 上海 土山灣 
重板本임.(康志杰, “一部由欧洲传教士编纂的索引 ── 评阳玛诺的《圣经直解
杂事之目录》”, 《辞书研究》, 2000年 7月, 139면.)

   ◼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는 건륭 4년(1739년) 가을에 京都領報堂에서 중간
한 판본이 소장되어 있음.

  ❍ 저본 : 세바스티앙 바라다스(Sebastião Barradas, 1543～1615)의 
Commentaria in Concordiam et Historiam Evangelicam(복음 역사의 의미 주해)를 
저본으로 삼아 편역하면서 디아스 본인의 견해도 첨가하였음.  
  ❍ 제1책 목록권 표지에 있는 서명은 천주강생성경직해(天主降生聖經直解)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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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 총 8책 14권.(1冊: 목록 卷. 2冊: 卷之一, 二. 3冊: 卷之三, 四. 4冊: 卷
之五, 六. 5冊: 卷之七, 八. 6冊: 卷之九, 十. 7冊: 卷之十一, 十二. 8冊: 卷之十三, 十
四)
    ◼ 1책-목록 卷 
       - 自序
       - 目錄(聖經直解周歲主日之目錄(성경직해 1년 주기 주일용 목록, 1권～8권) 
       - 聖經直解周歲瞻禮之目錄(성경직해 1년 주기 축일용 목록, 9권～14권), 
       - 聖經直解雜事之目錄(성경직해 여러 사안 목록) - 145개 항목으로 된 색
인
    ◼ 2책～8책 
       - 卷之一～卷之十四 : ‘경(經, 4복음서에서 뽑은 구절)-경문 해설(해당 성

경 구절에 대한 주석)-잠(箴, 해당 성경 구절을 강론 식으로 해설한 부
분)’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卷之十四 : 권말에는 ‘사후세계’, ‘심판’, ‘지옥’, ‘천당’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디아스의 해설 

  ❍ 특기 사항
    ◼ 고풍스런 한문 문체로 서술되어 있음. 서경(일명 ‘尙書’)의 ‘모(謨)’와 ‘고

(告)’의 문체를 본받아 서술했다고 하여 ‘경서체(經書體)’, ‘상서체(尙書體)’ 
또는 ‘모고체(謨告體)’(陳垣, 陳垣全集第2卷(陳智超 編, 合肥: 安徽大學出
版社, 2009), 493面)라고도 불림. 

    ◼ 목록권에 있는 ‘聖經直解雜事之目錄’은 중국 최초의 색인[index]임.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1920 28 1-8, 전8책)

표지

비고

  ❍ 고문헌자료실 소장 판본은 성경직해는 1642년 重刊된 14권본을 건륭(乾隆) 
55년(1790년)에 중간한 것을 건륭 55년에 재차 인쇄한 판본임. (* 이 판본이 중국 
고서시장에서 13,000위앤(약 2,500만원 상당)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가늠하건대 
현전하는 물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함)
  ❍ 성경직해는 1784년 경 조선의 교회 창설 시기에 전래되었고, 이후 셩경직
해광익 등의 한국어로 된 성경 선역집에 번역 수록되었음. 이는 조선의 신자들이 
최초로 마주했던 복음이자 상세한 복음 해설서로, 초기엔 필사본으로, 1892년경부터
는 간행본의 형태로 널리 유행되며 조선 신자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 지니는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 책은 또한 성경의 한글 번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저술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 지니는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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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中-0009
저자번호 0000; 0000
저역편자 양마낙(陽瑪諾, Emmanuel Diaz, Junior, 1574-1659) 

제목 天主聖敎十誡直詮

간략제목 十誡直詮

국역제목 천주의 성스런 가르침 십계 해설 

국역간략제목 십계 해설
발행지 北京
발행처 北京都始胎大堂
발행년 1798년

판본정보 1642년 初刊本의 重刊本 
권수 1책 2권

기술언어 한문

주제어
천주교, 십계, 중국어, 번역
Catholic, the Ten Commandments, Chinese, translation

해제

  ❍ 포르투갈 출신 예수회 선교사 엠마누엘 디아스(Emmanuel Diaz, Junior, 1574
∼1659)가 1642년 ???에서 간행한 십계 해설서를, 1798년 당시 주교였던 汤亚立山
(Aleandre de Gouvea)의 비준 아래 중간한 것.
  ❍ 사적 의의 : 십계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로 추정됨.
  ❍ 편역자 : 디아스는 1610년(明 萬曆 38년) 중국에 들어온 후 南昌, 南京, 上海, 
福州, 杭州 등지에서 선교하였으며, 1623년부터 항주에서 사망할 때까지 중국교구의 
부교구장을 담임하였음.
  ❍ 판본 : 1798년 북경에서 간행된 중간본. 
   ※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 발행년 미상의 강녕(江寧, 지금의 南京) 천주당에

서 판각하여 인쇄한 판본이 소장되어 있음. 다만 알레니(艾儒略, Giulio 
Aleni, 1582-1649)의 감수와 비준을 거쳤음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
본은 거의 초간본일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인 고찰이 요청되지만, 고문헌자
료실 소장 판본은 이 판본을 중간했을 가능성이 있음.

  ❍ 구성
    ◼ <敘十誡>(순치(順治)연간 도어사(都御使) 양평(襄平)의 동국기(佟國器)의 
서문)
    ◼ <十誡序>(은현(鄞顯)의 주유성(朱維城)의 서문) 
    ◼ 천주성교십계(天主聖敎十誡) 목록 
       * 첫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계명의 내용만을 나열함. 
    ◼ 上卷論前三誡上愛天主(상권에서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을 논함)
    ◼ 下卷論後七誡下愛世人(하권에서는, 아래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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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넷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을 논함)
    ◼ <總論十誡(십계에 대한 총론)> 
       * <旅人旅世(사람은 세상의 나그네 같은 존재)>, <公端涵五(십계에 들어 

있는 다섯 가지의 단서)>, <罪之輕重(죄의 경중)>, <立誡之意(십계를 
세운 뜻)>, <守誡之全(계명을 온전히 지킴)>의 다섯 주제에 대하여 차
례대로 서술했음.

    ◼ 제1계～제10계 : ‘계명-계명에 대한 해설-연관 주제에 대한 논술’ 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기 사항
    ◼ 십계명에 대해 해설한 총 150쪽 가운데 제1계에 대한 서술이 50쪽으로, 서

술 분량이 가장 많음.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1920 25)

표지

비고

  ❍ 이 책은 명청(明淸) 시기 예수회 선교사가 번역 출간한 저술을 망라하였다고 
평가받는 徐宗澤 編著, 明淸耶穌會士譯著提要(명청시기 예수회 선교사 역저 해제)
(臺北: 中華書局, 1958)에 소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중국이나 한국에는 이 책 관련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음. 이는, 이 책이 희귀 자료일 가능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환기해주는 근거일 수 있음. 
  ❍ 고문헌자료실 소장 이 판본의 앞뒤 표지에는, 이 책을 사용하여 예배를 행했을 
때 참석했던 신도의 이름과 참석자 수가 육필로 예컨대 ‘박마리아 등(等) 二十 회
(會)’ 식으로 적혀 있음. 여기서 ‘會’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추정됨. 이 육필 기록이 
언제 됐는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는 최소한 이 책이 실제 사용됐던 해당 시기의 
예배 참석자 수의 규모를 규명할 수 있는 실증 자료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이 판본에는 ‘汤亚立山 准’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이보다 8년 앞서서 간행된 
성경직해에는 ‘亚立山汤 准’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8년의 시차를 두고 성과 명의 표
기 순서가 서양식과 중국식으로 각기 다르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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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韓-0001
저자번호
저역편자 다블뤼(A. N. Daveluy, 安敦伊) 또는 방달지(方達智)

제목 Parvum vocabularium Latino-Coreanum ad usum studiosae juventutis Coreanae

간략제목

국역제목 조선 학생들의 이용을 위한 라-선 소어휘집
국역간략제목 라선소사전

원저
발행지
발행처 홍콩, 외방정교회(societas missionum ad exteros)
발행년 1891

판본정보
권수

기술언어
주제어

해제

○양장본. 전체 301쪽. 이 책에는 소어휘집의 본문만을 수록하고 있으며, 책의 첫
머리나 말미에서 출판정보, 저자의 서문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어휘집. 사전을 편찬하는 방식대로 
각 단어들은 알파벳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단어의 아래에 그 단어가 실제로 쓰인 
예문(작가 표시), 관용구, 문장을 덧붙이기도 한다.
○한글 표기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한글을 쓰고 있다. 된소리겹자음(ㅅㄷ), 아래아
(ㆍ) 등이 발견된다.
○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구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소장본에는 책을 준 사람 
등의 정보를 필기체로 직접 기록한 종이가 끼워져 있다.
○라틴어 문법정보가 다 기재되어 있다. (단어 성분, 동사와 명사의 변화형 등)
○라틴어 개념을 한글로 개념화하여 한글로 전문용어를 만들고자 하는 흔적이 발
견되고 있다.

2) 한국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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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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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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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본 소장본에 끼워져 있는 종이. 이 책을 준 사람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162 12)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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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韓-0002
저자번호
저역편자 윤을수 (P. Laurentio Youn, 尹乙洙)

제목 Dictionarium Latino-Coreanum

간략제목

국역제목 라-선 사전
국역간략제목 라-선 사전

원저
발행지 서울 (경성)
발행처 성 니콜라오 신학교
발행년 1936년 (쇼와 11년)

판본정보
권수

기술언어 한국어, 라틴어
주제어

해제

○라틴어-한글 사전. 양장본. 전체 779페이지. 첫머리에 저자의 저술 의도를 밝
힌 서문과 약어부호(略語符號)를 수록하고 있다. ‘약어부호’에서는 전문용어, 문법
용어의 약어를 소개하고 있다.
○편찬인은 윤을수(尹乙洙), 발행인은 원정근(元亭根), 인쇄인은 고응민(高應敏).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구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소장본은 저자 윤을수 신부 
본인이 직접 증정한 책이다. 속표지에 ‘大學圖書館 尹乙洙(대학도서관 윤을수)’라고 
쓴 저자 본인의 필체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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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약어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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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사전 본문 예시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640 193)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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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日-0001
저자번호
저역편자 벨피우스 (Rutger Velpius)

제목
Epistolae Indicae et Japanicae de multarum gentium ad Christi fidem, per 
Societatem Jesu conversione: item de Tartarorum potentia, moribus, & 
totius penè Asiae religione

간략제목 Epistolae Indicae et Japanicae de multarum gentium ad Christi fidem

국역제목
예수회를 통한 많은 민족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의 회심에 대하여 인도와 일
본에서 보내온 편지들: 아울러 타타르인들의 힘과 풍습 그리고 아시아의 거의 모든 종
교에 대하여

국역간략제목 예수회 편지들
원저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1570

판본정보
권수

기술언어
주제어

해제

○디지털 자료화 완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 이용이 가능하
다.
○책의 첫머리에 베르겐시스(Ioannes Rut. Bergensis)의 헌사(Epistola 
dedicatoria), 서문(Praefatio)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Epistola Indica), 이란의 호르무즈 섬(이란)(Epistola Ormuntina), 인도의 
고아(Epistola Goensis), 인도네시아의 말루쿠 제도(Epistola Molucensis), 일본
(Epistola Iapanica) 등에서 보낸 편지들로 구성된 책이다.
각 편지들을 쓴 사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책 말미의 ‘편지들과 그것을 쓴 사람들
의 순서(Ordo Epistolarum, et qui eas scripserint)’를 참고하여 재구성. 이름 뒤
의 괄호 속 숫자는 몇 번째 편지를 썼는지를 나타냄.)
자비에(Franciscus Xavier) (1), 벨가(M. Gasparus Belga) (2,3,4,5), 엔리케스
(Henricus Henriquez) (6), 콰드루스(Antonius Quadrus) (7), 바룰루스(Michael 
Barulus)(8), 반도니우스(Arius Bandonius) (9), 콰드루스(Antonius Quadrus) 
(10), 프로에스(Ludovicus Froes) (11,12), 테스케이라(Emanuel Tesceira) (13), 
프로에스(Ludovicus Froes) (14), 엔리케스(Henricus Henriques) (15), 메스키타
(Ioannes Meschita) (16,17), 나바르쿠스(Iacobus Navarchus) (18), 베이라
(Ioannes Beyra) (19)
○책 말미에 본문과 관련된 다양한 부록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작품에 포함된 
섬들, 도시들, 다른 장소들의 목록[색인](Index insularum, civitatum, aliorumque 
locorum, quae in hoc opere continentur)’(pp.317~319), ‘사물과 단어들의 상세
한 목록[색인](Index cum rerum, tum verborum copiosissmus)’(pp.3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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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들과 그것을 쓴 사람들의 순서(Ordo Epistolarum, et qui eas scripserint)’, 
‘수정사항(Errata)’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1 : 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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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본문 예시)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貴 C510 117)

표지

비고



- 34 -

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日-0002
저자번호
저역편자 마이클 레본 (Michael Revon)

제목 De arte florali apud Japonenses

간략제목 De arte florali apud Japonenses

국역제목 일본인들의 화훼 기술에 대하여
국역간략제목 일본의 화훼 기술

원저
발행지 파리
발행처
발행년 1896

판본정보
권수

기술언어 라틴어
주제어

해제

○ 법학박사(Juris Doctor) 마이클 레본(Michael Revon)의 저서. 저자가 일본제국
대학(Universitas Imperiali Japonica)에서 강의하던 중에 저술하였다. 파리의 문학
부(Facultati Litterarum)에 THESIS(논문)로 제출하였다.
○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구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소장본에는 남규문고(南葵文
庫)를 나타내는 ‘Nanki Library’라고 쓰인 인지(번호: IX 13)가 붙어 있음.
○ I장(3-35쪽), II장(35-109쪽), III장(109-137쪽)으로 구성.
I장 : 일본의 화훼기술의 역사를 1시기(6세기 중반~15세기 중반), 2시기(15세기 
중반~16세기 말), 3시기(16세기 말~현재)로 나누어 살펴본다. 1시기에는 종교적
인, 2시기에는 사치스러운, 3세기에는 인공적인 풍조로 각각 발전했다. 일본인은 
인도, 한국, 중국으로부터 유래하지 않고 독자적인 화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
다.
II장 : 유럽에서는 꽃의 자연적인 조화를 중시한 데 반해 일본에서는 꽃을 구성하
는 방법이 발전했다. 꽃병과의 관계, 꽃과 탁자와의 관계, 구성된 꽃이 놓이는 침
실 또는 정원과의 관계 등을 설명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조화가 생겨난다.
III장 : 식물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민족
적이거나 사적인 차원에서의 멋을 설명.
○ 책 말미에 Index(목차) 수록. 논문의 내용과 전개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
다.
○ 책 말미에 참고 도서 목록(Libri conferendi) 수록. ‘T’(도쿄 도서관(bibliotheca 
Tokiensi)에서 발견할 수 있는 책) / ‘R’(도쿄 도서관(bibliotheca Tokiensi)에는 
없지만 저자가 소장한 책(“apud auctorem”) / ‘T이자 R’(T et R)로 구분하고 있

3) 일본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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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다.
○일본어 꽃 이름을 라틴어로 음차해서 싣고 있다.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E800 8)

표지

비고

서문에서 한국 언급 (“새로운 것을 탐험하려면 극동지역 즉 일본, 한국, 중국으로 
떠나야 한다.”)
26쪽, 33쪽, 34쪽에 한국 언급 (일본 화훼기술이 인도, 한국, 중국으로부터 유래하
지 않았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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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日-0003-1
저자번호
저역편자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 (Ph. Fr. de Siebold) (1796-1866)

제목 Fauna Japonica 1 : Crustacea

간략제목

국역제목 일본의 동물지(誌) 1 : 갑각류
국역간략제목

원저
발행지
발행처 도쿄 (東京)
발행년 1934 (쇼와 9년)

판본정보
권수

기술언어 라틴어
주제어

해제

○ 양장본.
○ 이 책의 원본은 1850년도에 네덜란드(Batavia)의 라이덴(Lugdunum)에서 출간
되었다. 서문에 저자가 1823-1830년 동안 남일본에서 머물면서 수집한 자료에 바
탕 하여 저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쇼와 9년(1934년)에 출판. 발행소는 식물
문헌간행회(植物文獻刊行會), 취급소는 정상서점(井上書店). 비매품으로 표시되어 있
다.
○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구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소장본은 파본. 본문 1페
이지가 인쇄되어야 하는 곳에 서문 1페이지가 잘못 인쇄되어 있다.
○ 내용 구성
제1부 : 갑각류를 연구하는 자연학 방법에 대하여(De Crustaceorum methodo 
naturali)
제2부 : 일본의 갑각류 화석에 대하여(De Crustaceis Japonicis fossilibus), 그것
들의 지리적 분류에 대하여(De illorum distributione geographica)
○ 본문에서 설명하는 갑각류의 흑백 상세 그림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본문에 등장
하는 각 갑각류 동물의 번호를 그림 옆에 첨부해 놓아서 본문과 대조해서 볼 수 있
게 되어 있다.
○ 책 말미에 신·구 학명 및 일본식 학명[和名] 대조표가 수록되어 있다. ‘스루가만’
수산생물연구소(駿河灣水産生物硏究所)의 나카자와 키이치로(中澤毅一)가 기술하였
다.
○ 페이지, 사진 첨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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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본문 중에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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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 첨부된 흑백 그림)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T800 34 1)

표지

비고



- 39 -

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日-0003-2
저자번호
저역편자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 (Ph. Fr. de Siebold) (1796-1866)

제목 Fauna Japonica 2 : Pisces

간략제목

국역제목 일본의 동물지(誌) 4 : 어류
국역간략제목

원저
발행지
발행처 도쿄 (東京)
발행년 1934 (쇼와 9년)

판본정보
권수

기술언어 프랑스어, 일본어
주제어

해제

○ 양장본.
○ 이 책의 원본은 1842년도에 네덜란드(Batavia)의 라이덴(Lugdunum)에서 출간
되었다. 서문에 저자가 1823-1830년 동안 남일본에서 머물면서 수집한 자료에 바
탕 하여 저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쇼와 9년(1934년)에 출판. 발행소는 식물
문헌간행회(植物文獻刊行會), 취급소는 정상서점(井上書店). 비매품으로 표시되어 있
다.
○ 본문에서 설명하는 갑각류의 채색된 상세 그림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본문에 등
장하는 각 갑각류 동물의 번호를 그림 옆에 첨부해 놓아서 본문과 대조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 본문에는 각 물고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 도판을 참고하면서 어류의 특징 기술. 
도판 번호 첨부.
○ 타나카 시게호(田中茂穗)의 일본어 해설이 첨부되어 있다.
○ 총 358종의 물고기를 소개하고 있다.
○ 그림, 관련 도판 참고.



- 40 -

(그림 1 : 첨부된 채색 그림)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T800 34 2)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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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日-0003-4
저자번호
저역편자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 (Ph. Fr. de Siebold) (1796-1866)

제목 Fauna Japonica 4 : Aves

간략제목

국역제목 일본의 동물지(誌) 4 : 조류
국역간략제목

원저
발행지
발행처 도쿄 (東京)
발행년 1934 (쇼와 9년)

판본정보
권수

기술언어 프랑스어, 일본어
주제어

해제

○ 양장본.
○ 이 책의 원본은 1833년도에 네덜란드(Batavia)의 라이덴(Lugdunum)에서 출간
되었다. 서문에 저자가 1823-1830년 동안 남일본에서 머물면서 수집한 자료에 바
탕 하여 저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쇼와 9년(1934년)에 출판. 발행소는 식물
문헌간행회(植物文獻刊行會), 취급소는 정상서점(井上書店). 비매품으로 표시되어 있
다.
○ 본문에서 설명하는 갑각류의 채색된 상세 그림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본문에 등
장하는 각 갑각류 동물의 번호를 그림 옆에 첨부해 놓아서 본문과 대조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 쿠로다 나가미치(黑田長禮)의 일본어 해설이 첨부되어 있다.
○ 총 199종의 새를 소개하고 있다. 첨부된 부록(Appendice)에서 일본이 아닌 한
국, 중국의 새 2종을 더 소개하고 있다. 한국(Corea)의 팔색조(Pitta nympha), 중
국(China)의 긴꼬리까치(Biophorus paradisiacu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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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첨부된 채색 그림)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

표지

비고
한국 관련 언급 : 한국(Corea)의 새 ‘팔색조(Pitta Nympha)’ 소개, 채색 그림 수록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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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日-0004
저자번호
저역편자 산데 (Duarte de Sande)

제목
De missione legatorum Japonensium ad Romanam curiam, rebusq ; in 
Europa, ac toto itinere animadversis dialogus

간략제목 De missione legatorum Japonensium

국역제목
로마 교황청으로의 일본 사절단의 파견에 대하여, 또한 유럽과 전체 여정에서 관찰된 
일들에 관한 대화

국역간략제목 일본 사절단의 파견에 대하여
원저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1935

판본정보
권수 1

기술언어 라틴어
주제어

해제

1590년도 마카오에서 최초로 출판됨.
본 소장본은 아연 볼록판 인쇄(zinc-relief)된 원본을 필름 형태로 보관했다가 사진
처럼 인쇄하여 제작되었다. 팩시밀리본 영인본.
코다(Dr. S. Koda)가 소장했던 것을 오츠카 코게이샤(Otsuka Kogeisha)(Tokyo, 
Japan)에서 출판. 500부 한정 출판.
이와이(H.Iwai)가 해설, 이즈이(H.Izui)가 번역, 하마다(K.Hamada)가 감수. 그러나 
이 책에는 해설과 번역이 빠져 있다.
목차(Index) 수록(총 23쪽). 정오표가 수록되어 있다.

-목차 번역 첨부
1. 일본인 사절단의 동기에 대하여 (De causis Iaponensis Legationis)
2. 일본에서부터 계속되어, 중국 왕국의 마카오 항구까지; 그곳으로부터 계속되어, 싱
가포르(Sincapurensis) 해협까지 행해진 여행에 대하여 논하다. (Agitur de itinere e 
Iaponia facto usq; ad Macaensem portum Sinici regni, &inde usq; ad fretum 
Sincapurense)
3. 황금 반도의 말라카 시, 그곳으로부터 인도 내륙의 코키누스 시를 향한 출발에 대
하여 (De accessu ad urbem Malacam aureae chersonesi, & inde ad urbem 
Cocinum Indiae citerioris.)
4. 포르투갈(Lusitanium)인들의 인도로의 출발과, 포르투갈 제국의 포교에 대하여 
(De Adventu Lusitanorum in Indiam, & Lusitani Imperii propagatione.)
5. 인도인들의 인종과, 인도에서 예수회에 의해 건립된 건축들에 대하여 (De genere 
hominum Indicorum, & domibus a Societate Iesu in India extruc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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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도로부터 계속되어 포르투갈로 행해진 항해에 대하여 (De navigatione facta 
ab India usque in Lusitaniam.)
7. 유럽의 일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종류별로], 그리고 우선 교황청 또는 교회의 군주
정치에 대하여, 그리고 더 낮은 다른 직책들에 대하여 논하다. (Agitur generatim de 
rebus Europeis, & inprimis de monarchia sacra, sive Ecclesiastica, & 
dignitatibus aliis inferioribus.)
8. 세속적인 군주정치와, 그것에 속하는 다양한 직책에 대하여 (De Monarchia 
profana, & variis dignitatibus ad eam pertinentibus.)
9. 몸의 치장, 생활양식, 거주에 있어서 왕들과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하는 호화로운 
장식에 대하여, 그리고 막대한 소비와 지출에 대하여 (De magnifico ornatu, quo 
reges, & dynastae Europei utuntur in iis, quae ad cultum corporis, victum, 
& habitationem pertinent, deque magnis sumptibus, atq; expensis.)
10. 하인들의 규모와, 유럽의 군주들이 집과 집 밖[법정, 광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장
비]에 대하여 (De famulorum multitudine, & apparatu, quo Europei principes 
utuntur domi, forisque.)
11. 유럽의 귀족들이 이용하는 재미있고 훌륭한 훈련에 대하여, 그리고 자녀 교육의 
특징에 대하여 (De iucundis, atque honestis exercitationibus, quibus Europei 
nobiles utuntur, deq; ingenua filiorum educatione.)
12. 왕국과 공적인 일의 행정에 있어서 유럽인들의 계급과 쓰임에 대하여 (De 
ordine, usuque Europeorum hominum in regnorum, rerumque publicarum 
administratione.)
13. 유럽에서 일어나곤 하는 전쟁과, 군대를 배치하는 전열(戰列)과, 땅에서의 전투에 
대하여 (De bellis in Europa geri solitis, & ordine exercitus componendi, 
praeliisque terrestribus.)
14. 유럽에서 벌어지곤 하는 해전에 대하여 (De navalibus certaminibus in 
Europa committi solitis.)
15. 도시들의 규모와, 교회들과 다른 것들의 장식과, 건축물들의 웅대함에 대하여 (De 
magnitudine urbium, templorumque ornatu, aliorumq; aedificiorum 
magnificentia.)
16. 여행의 진행으로 돌아가다, 그리고 포르투갈 왕국의 수도 리스본(Olysippo)을 묘
사하다. (Reditur ad processum itineris, & describitur Olysippo caput Lusitani 
regni.)
17. 그밖에 또 리스본, 그 다음에 에보라(스페인의 성 이름), 빌라비조사(스페인의 비
야비시오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다. 카스티야 왕국, 톨레도(Toletum), 만투아 
카르페타나 또는 마드리드로 출발하다. (Proponuntur adhuc ea, quae Olysippone, 
deinde Eborae, & Villavizosae acta sunt: & acceditur ad regnum Castellae, 
Toletum, & Mantuam Carpetanam, sive Matritum.)
18. 에스파냐의 왕 펠리페의 권위와, 그 권위로 인해 귀족들이 그의 후계자인 아들에
게 충성을 바쳤던 성스러운 서약식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한 사절단의 출발에 
대하여 (De potentia Philippi Hispaniae regis, & solenni iureiurando, quo 
regni magnates eius filio tanquam successori fidem dederunt, aditu 
legatorum ad utru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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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펠리페 왕에 의해 세워진 다양한 일들, 특히 에스쿠리알렌시스(마드리드의 엘 에
스코 리알(El Escorial) 수도원)에 대하여, 그리고 알로니스 또는 알리칸투스(스페인 
알리칸테) 시를 향한 출발에 대하여 (De variis operibus a Philippo rege 
extructis, praesertim Escurialensi, & accessu ad urbem Alonem, sive 
Alicantum.)
20. 에스파냐로부터 이탈리아로의 항해와, 대 에트루리아 왕국을 향한 출발과, 피사
(에트루리아의 도시)와 피렌체(Florentia, 에트루리아의 도시)에 표시된 일들에 대하여 
(De navigatione ab Hispania in Italiam, & aditu ad magnum Hetruriae 
ducem, rebusq; Pisis, & Florentiae notatis.)
21. 에트루리아 왕국의 프로톨리아 건물의 경관과 매력에 대하여, 그리고 세니스
(Senis), 비테르비스(Viterbii), 로마로의 여정의 나머지 부분에서 목격되었던 것들에 
대하여 (De amoenitate, ac deliciis Protolinae villae ducis Hetruriae: & de his, 
quae Senis, Viterbii, & reliqua parte itineris Romam usque sunt observata.)
22. 로마 시의 융성한 발전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를 향한 출발에 대하여, 그리고 
성스러운 팔라티움(Palatium, 팔라초)과 매우 고귀한 성 베드로 교회(Templum Divi 
Petri)에 대하여 (De celebri urbis Romae ingressu, adituq; ad summum Pont. 
Gregorium xiii : ac de sacro Palatio, & augustissimo Templo Divi Petri.)
23. 교황의 신성한 연례행사와 다른 장소들에 중요하게 표시된 것들을 쫓아가다[본받
다]. (Prosequitur ea, quae in Summi Pontificis solemnibus sacris, aliisque in 
locis sunt notata.)
24. 그리고 또, 로마에서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재위 1572년~1585년)의 사망까지 일
어난 일들에 대하여 (De rebus adhuc Romae actis, usque ad excessum e vita 
Pontificis Maximi Gregorii. xiii.)
25. 교황의 관례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른 이를 선택하는 이유[명분]는 어떤 것인지, 
모든 이들의 얼마나 많은 갈채와 함께 식스토 5세(Sixtus V, 재위 1585년~1590년)가 
교황으로 임명되었는지. (Quomodo summo Pontifici iusta solvantur, quaeq; 
alterius deligendi sit ratio: quantoque omnium applausu Xistus V. fuerit 
Pontifex Maximus renuntiatus.)
26. 어떤 기병대와 함께 교황이 요하네스의 라테란 대성전에 도착했는가, 그리고 사절
들은 저명한 이들로부터 기사를 선물 받았고 도시로부터 전진했다. 그리고 아주 고귀
한 도시 나폴리(Neapolis)와 성모 마리아의 교회에 대하여 (Quo equitatu summus 
Pont. templum. D. Ioannis Lateranensis adierit: & legati insignibus equitum 
donati, Urbe sint profecti: deq; nobilissima urbe Neapoli, & templo. B. 
Virginis Lauretanae.)
27. 다른 도시들, 특히 안코나(이탈리아의 도시), 볼로냐(Bononia), 페라리아와 베네치
아를 통과한 것과, 그곳에서 목격된 일들에 대하여 (De transitu aliarum urbium 
praesertim Anconae, Bononiae, Ferrariae, Venetiarumq; & rebus ibi 
conspectis.)
28. 베네치아에서 관찰된 대단한 일들을 설명하다: 그리고 매우 준엄한 그 원로원
(senatus)이 어떤 권위로써 일본인 사절들을 쫓아냈는가. (Explicantur insignes res 
Venetiis animadversae: & quo honore senatus ille gravissimus legatos 
Iaponeses fuerit prosec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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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리고 또, 베네치아의 일들과, 다른 도시들 특히 파도바(Patavium, 이탈리아), 
베로나(Verona, 이탈리아), 만토바(Mantua, 이탈리아), 크레모나(Cremona, 이탈리
아)를 향한 출발에 대하여 논하다: 그리고 어떤 축하로써 사절들은 그곳에서 환영받았
는가. (Agitur adhuc de rebus Venetis, & accessu ad alias urbes; praecipue 
Patavium, Veronam, Mantuam, Cremonam, Mediclanum: & qua gratulatione 
in illis legati fuerint excepti.)
30. 그리고 또, 밀라노(Mediolanum)와 파피아(Papia)에 알려진 것들에 대하여; 제노
바(Genua, 이탈리아) 시를 향한 출발에 대하여; 계속하여 에스파냐로 (De his 
adhuc, quae Mediolani, ac Papiae sunt notata, & ingressu ad urbem 
Genuam, navigationeq; usque in Hispaniam.)
31. 코임브라(Conimbrica, 포르투갈) 시에 대하여, & 그곳에서 유명한 예수회
(Societas)의 단체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친절한 명령으로써 펠리페 왕의 사절들은 
리스본으로부터 인도(Indica)를 향한 출정[탐험]을 가졌는가, 그리고 유럽의 재산의 위
기에 대하여 (De urbe Conimbrica, & celebri in ea Societatis Collegio, quaq; 
liberalitate iussu Philippi regis ad Indicam expeditionem Olysippone legati 
sint habiti, & de Europearum divitiarum causis.)
32. 포르투갈로부터 인도로, 그리고 인도로부터 중국 왕국으로의 항해에 대하여 (De 
navigatione e Lusitania in Indiam, & ab India in Sinarum regnu.)
33. 중국 왕국과, 그것의 관습과 행정에 대하여 논하다. (Agitur de Sinico regno, 
eiusq; moribus, & administratione.)
34. 전 세계의 지도[묘사]가 간략하게 설명되다. 그리고 이것의 주요하고 가장 고귀한 
부분일 것이 명시되다[선포되다]. (Explicatur summatim totius orbis descriptio: 
ac declaratur, quae sit illius praecipua, & nobilissima pars.)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H210 99)

표지

비고 총 34개 대화 수록



- 47 -

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日-0005
저자번호
저역편자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 (Ph. Fr. de Siebold) (1796-1866)

제목

Catalogus librorum et manuscriptorum Japonicorum a Philipp Franz de Siebold 
collectorum, annexa enumeratione illorum, qui in Museo Regio Hagano servantur

간략제목 Catalogus librorum et manuscriptorum Japonicorum

국역제목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에 의하여 수집된 일본의 책들과 원고들의 카탈로그, 헤이
그 왕립 박물관(Haganum Regium Museum)에 보관되고 있는 것들의 목록을 덧붙
여

국역간략제목 헤이그 목록
원저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1937

판본정보
권수

기술언어 라틴어, 일본어
주제어 도서 목록

해제

○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1796-1866)가 수집한 일본도서 목록.
○ 원래 출간연도는 1845년. 당시 125권 출판
○ 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구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소장본은 쇼와 12년(1937년)
에 재출판한 것. 당시 300부 한정 출판. 편찬자는 일본학회(日本學會, 
Japaninstitut). 발행소는 욱문당서점(郁文堂書店).
속표지에는 지볼트의 저서를 호프만(J.Hoffmann)이 옮겨 썼다고 표기되어 있음.
○ 도서 목록에는 책 제목, 저자, 출판년도, 주제의 간단한 소개 등 서지사항 수록.
○ 도서 목록을 라틴어, 일본어로 각각 수록. 흡사 서로 다른 책 두 권이 책 표지 
양쪽에 각각 붙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라틴어 목록은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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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로 넘겨볼 수 있도록 제본되어 있고, 반대쪽 표지부터는 일본어 목록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보는 일본식 제책방식으로 제본되어 있다.
○ 일본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기본적으로는 뜻을 번역하고, 고유명사는 일본어를 
라틴어로 음차해서 표기했다.
○ 도서 목록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음. 각각의 카테고리는
1. “백과사전” (1-12번)
2. “역사·지리” (13-193번)
   A. 역사 - a. 신화 b. 역사 c. 연표
   B. 역사지리
   C. 지도 - a. 일반지도 b. 지방지도
   D. 지리지 - a. 수도(Mijako) 지리지 b. 에도(Jedo) 지리지 c. 오사카
(Ohosaka) 지리지 d. 나가사키(Nagasaki) 지리지 외 기타
   E. 도시 및 지방 안내
   F. 여행기
   G. 속령의 지리 및 역사
   H. 유럽 저자들의 지도를 일본어로 다시 옮긴 것
3. “자연과학” (194-293번)
   A. 일반자연과학 - a. 중국의 책을 일본에서 다시 출판한 것 b. 일본의 책
   B. 특수자연과학 - a. 식물학 및 동물학 b. 식물 스케치 c. 동물 스케치 d. 잡
다한 논문
4. “문법 및 사전” (294-323번)
   A. 사전 - a. 중국어 사전 및 중국어-일본어 사전[한일사전] b. 일본어-중국
어 사전[일한사전] c. 동의어 사전 d. 일본고어사전 e. 일본어-네덜란드어 사전
[화란사전] f. 네덜란드어-일본어 사전[난화사전]
   B. 어휘 - a. 아이누어 b. 한국(高麗)어 c. 산스크리트어 d. 만주어
   C. 문법
5. “신학·윤리학” (335-372번)
   A. 불교
   B. 신도
   C. 도덕교훈서
6. “시” (373-410번)
   A. 비극시
   B. 서정시(Uta [和歌])
   C. Haïkaï [俳諧]
   D. 한시[漢詩]
7. “국민과 나라” (411-433번)
   A. 풍속·관습
   B. 제도·법령
   C. 정치
   D. 군사
   E.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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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8. “경제” (438-472번)
   A. 농업
   B. 상공
9. “화폐” (473-485번)
10. “의학 및 약학” (485-499번)
11. “목판도” (500-594번)
   A. 목판 그림의 지도 및 기초
   B. 유명한 그림의 목판 복제 - a. 중국 b. 일본
   C. 회화 - a. 역사 그림 b. 풍경 및 건축 그림 c. 의복 그림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A451 12)

표지

비고

한국 관련 언급 : 330-332쪽 (‘朝鮮辭書’ (332쪽), ‘千字文大本’ 한국초판 (330쪽), 
‘類合’ (331쪽)
‘朝鮮物語’ (185쪽) 텍스트 (186쪽)
(Kimura Rije 서재 - historiae, Korea libri Iedo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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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日-0006
저자번호
저역편자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 (Ph. Fr. de Siebold) (1796-1866)

제목
De historiae naturalis in Japonia statu, nec non de augmento 
emolumentisque in decursu perscrutationum exspectandis dissertation

간략제목 De historiae naturalis in Japonia statu

국역제목
일본에서 자연학의 역사(historia naturalis)의 상황과, 증가와, 탐구의 경과에서 예
상되는 이익에 관한 논문

국역간략제목 일본에서 자연학사의 현재 상황 보고
원저

발행지
발행처 Batavia (네덜란드)
발행년 1824

판본정보
권수 1

기술언어 라틴어
주제어

해제

○ 전체 16쪽의 짧은 글이다. 본문의 분량은 전체 10쪽(3~12쪽)에 해당한다.
○ 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구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소장본에는 책 곳곳에 수정 
또는 첨가하는 내용이 손 글씨로 적혀 있다. (또는 본 소장본을 만들 때, 기존 책에 
손 글씨로 적혀 있던 상태 그대로 복사하여 이 책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 책 말미에 ‘일본 동물 선집(Specilegia Faunae Japonicae)’이 수록되어 있다. 
주제에 따라 포유류(Mammalia), 조류(Aves), 양서류(Amphibia), 어류(Pisces), 갑
각류(Crustacea), 인시목(鱗翅目 : 곤충의 한 분류; 나비, 나방 따위)(Lepidoptera)
로 분류되어 있다.
○ 저자는 책 말미에 나가사키 옆의 데지마 섬(insula Dezimâ prope Nagasaki)에
서 이 책을 보낸다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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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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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본문과 부록 ‘일본 동물 선집’)

디지털자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T100 25)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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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리아 관련 문헌 

 

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01 

저자번호  

저역편자 프란시스쿠스 사세(C. I. Franciscus Sasse) 

제목 Prolegomena in Aphraatis sapientis Persae sermones homileticos 

간략제목 Prolegomena in Aphraatis sapientis Persae sermones homileticos 

국역제목 페르시아의 현자 아프라핫의 설교들에 대한 서문 

국역간략제목 페르시아의 현자 아프라핫의 설교들에 대한 서문 

발행지 라이프니치(Lipsiae; 독일) 

발행처 Typis G. Kreysingii 

발행년 1878 

판본정보 페르시아의 현자 아프라핫의 시리아어 설교들을 연구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 권 

기술언어 라틴어, 시리아어 

주제어 아프라핫, 페르시아의 현자, 시리아어 아프라핫의 설교 

해제 

❍ 이 책은 3 세기경에 활동했던 시리아 기독교인 아프라핫(ܗܛ 에 관한(345–270 ,ܐ

연구서이다. 아프라핫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아프라아테스(Ἀφραάτης, Aphraates)라고

불렸다. 아프라핫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으며,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있었던

아디아베네(Adiabene)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 다. 이런 이유로 그는 페르시아의 현자라는

칭호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대표작은 Demonstrations(논증)이며, 시리아어와 아르메니아어, 

아랍어 판본들이 전해지고 있다. 저자가 다루고 있는 아프라핫의 설교들은 바로 이

Demonstrations(논증)의 내용들이다. 저자는 1869 년에 출판된 라이트(W. Wright)의 The 

Homilies of Aphraates, the Persian sage 에 수록된 시리아어 본문을 주로 참고하고 있다.  

❍ 내용 구성-목차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I. 아프라핫의 생애와 II.설교

Demonstrations(논증)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III. Demonstrations(논증)에서의 성경인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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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1 (pp. 5-8) 

고문헌들 가운데에서 아프라핫에 관해 언급된 내용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2. 본문 2 (pp. 9-33) 

아프라핫의 설교, Demonstrations(논증)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총

23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믿음에 관한 논증(Demonstratio de fide). 

II. 자비에 관하여(De caritate). 

III. 금식에 관하여(De ieiunio). 

IV. 기도에 관하여(De precatione). 

V. 전쟁에 관하여(De bellis). 

VI. 수도자들에 관하여(De monachis). 

VII. 회개에 관하여(De poenitentia). 

VIII. 죽은자들의 부활에 관하여(De resurrectione mortuorum). 

IX. 겸손에 관하여(De humilitate). 

X. 목자들에 관하여(De pastoribus)  

XI. 할례에 관하여(De circumcision). 

XII. 유월절 희생제물에 관하여(De paschate). 

XIII. 안식일에 관하여(De sabbato). 

XIV. 불화한 자들의 기도에 관하여(De precatio (discordiarum)). 

XV. 음식물의 구별에 관하여(De distinctione ciborum). 

XVI.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있는 족속들에 관하여(De gentilibus qui sunt loco populi 

(Israelitarum)). 

XVII.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하여(De Christo Dei filio). 

XVIII. 유대인들에 대항하여 처녀성과 거룩함에 대하여(Contra Iudaeos de virginitate et 

sanctitate). 

XIX.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 대항하여(Contra Iudaeos dicentes fore, ut 

denuo congrege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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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가난한 자들의 부양에 관하여(De sustentatione pauperum). 

XXI. 핍박에 관하여(De persecution). 

XXII. 죽음과 마지막 때에 관하여(De morte et de temporibus extremis). 

XXIII. 포도 송이에 관하여(De acino). 

 

§3. 본문 3 (pp. 34-40) 

아프라핫의 설교, Demonstrations(논증) 가운데 인용된 신약, 구약 성경 인용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 주제는 현재 학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다. 처음으로

시리아어 판본을 편집한 라이트(W. Wright)가 아프라핫이 성경 인용을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주장을 바탕으로, 저자는 성경인용 구문들의 특징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다.  

 

§4. 생애(Vita, p. 41) 

본 학위논문의 저자 프란시스쿠스 사세(C. I. Franciscus Sasse)에 대한 소개 

디지털자료 http://contentdm.lib.byu.edu/cdm/ref/collection/CUA/id/86683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50 29)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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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02 

저자번호  

저역편자 프란시스쿠스 디트리히(Franciscus Dietrich) 

제목 Ad illustrandam dogmatis de coena sacra historiam codicum Syriacorum specimina e 

Museo Britannico exhibentur 

간략제목 Ad illustrandam dogmatis de coena sacra historiam codicum Syriacorum specimina e

Museo Britannico exhibentur 

국역제목 
성 만찬에 대한 교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시리아어 사본들의 견본들이 국 박물관으

로부터 제시된다. 

국역간략제목 성 만찬에 대한 교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시리아어 사본들의 견본들이 국 박물관으

로부터 제시된다. 

발행지 마부륵(Marburgi; 독일) 

발행처 In Officiana Elwerti Academica 

발행년 1855 

판본정보 국 박물관의 시리아어 단편 필사본들에 대한 연구서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시리아어 

주제어 성 만찬 교의, 시리아 성인전, 국 박물관 시리아어 사본 

해제 

❍ 이 책은 국 박물관(British Museum)에 소장된 기독교의 성 만찬(Supper) 교리와 관

련된 시리아어 사본들에 대한 연구서다. 저자는 이 교리와 관련이 있는 총 11개의 시리아

어 사본들에 대한 정본작업(Critical Edition)을 하고 라틴어로 번역한 후, 주석을 덧붙 다.

성 만찬 교리를 다루고 있는 이들 사본들은 시리아 교회 교부들의 삶에 대해 증언해 주는

매우 중요한 문헌들이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문(pp. 1-14) 

서문에서 저자는 본문에서 다루게 될 사본들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 그리고 각 사본들

의 특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2. 본문 

본문은 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성 만찬 교의 관련 사본 11편의 편집, 번역, 주해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사본들은 이 연구서 마지막 부분에 인되어 수록되어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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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순서에 따라 총 6편으로 분류되어 편집되었다. 편집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Cod. 12150, 17182, 14648, 12173, 12142(pp. 17-20) 

2. Cod. 12142, 12135, 14582, 14583(pp. 20-23) 

3. Cod. 12138, 12142, 14579(pp. 23-25) 

4. Cod. 12165, 14510, 14503(pp. 25-26) 

5. Cod. 14498, 17111(pp. 26-28) 

6. Cod. 14699(pp. 28-29) 

위의 사본들 중에서 Cod. 12150 fol. 11b의 인본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ܐ ܓ ܣ   
ܒ ܒ ܬܪܨܐ  ܐܘ 

ܐ ܐ ܐܬ . ܘܬ
ܐ   ܓ ܕ 

ܐ.  ܕ
 저자의 라틴 번역: Et Petrus respondit mihi: Recte locutus es, dilecte mi Clemens, vereque

statuisti; ut enim sine oculo fieri nequit, ut videat (quis) … 

 (그리고 베드로가 나에게 대답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클레멘스여, 네가 옳게 말했고, 네

가 올바르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네가 보는 것은 눈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 사본과 편집본의 시리아어 문자와 모양이 다른데, 이는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동부과 서부로 나뉘어 지기 때문이다. 사본은 동부 시리아어 문자(Estranghelo)로 표기되

어 있으나, 저자는 서부 시리아어 문자(Serto)를 사용하여 편집하 다. 

이 후 부록으로 이들 사본들의 인본 6편이 수록되어있다. 

디지털자료 
http://books.google.co.kr/books?id=PyEYAAAAYAAJ&printsec=frontcover&dq=Codicum+Sy

riacorum+specimina&hl=ko&sa=X&ei=a1yzU6iCEMfo8AXX9YCIAg&ved=0CCMQ6AEwAQ#

v=onepage&q=Codicum%20Syriacorum%20specimina&f=false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50 34)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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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03 

저자번호  

저역편자 로베르투스 구스타부스 페오도루스 슈로에테르(Robertus Gustavus Feodorus Schroeter) 

제목 Gregorii Bar-Hebraei scholia in psalmum VIII, XL, XLI, L 

간략제목 Gregorii Bar-Hebraei scholia in psalmum VIII, XL, XLI, L 

국역제목 시편 8, 40, 41, 50편에 대한 그레고리우스 바르-헤브라이우스의 주석 

국역간략제목 시편 8, 40, 41, 50편에 대한 그레고리우스 바르-헤브라이우스의 주석 

발행지 브로츠와프(Vratislaviae; 폴란드) 

발행처 Typis Grassii, Barthii & Soc. (W. Friedrich) 

발행년 1857 

판본정보 그레고리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시리아어 시편 주석에 대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시리아어 

주제어 그레고리우스 바르-헤브라이우스, 시리아어 시편 

해제 

❍ 이 책은 13세기 철학자이며 시인이며 역사가이며 신학자 던, 그레고리 바르-헤브라

이우스(Gregory Bar Hebraeus)의 시리아어 시편 주석들에 대한 연구서다. 이 연구는 5종류

의 고대 시리아어 사본들을 바탕으로, 바르 헤브라이우스이 시편 8, 40, 41, 50편에 대한

주석 본문을 편집하고, 이문들을 정리하고, 주석을 첨부한 비판 정본(Critical Edition)이다.

❍ 내용 구성-목차  

§1. 문제들(Theses, p. v-vi) 

§2. 서문(Prooemium, vii-viii) 

서문에서 저자는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시편 8, 40, 41, 50편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고 있

는 시리아어 사본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와 이 연구와 관련된 주제들 및 참고문헌에 대

해 소개하고 있다. 

§3. 본문(pp. 1-43) 

1.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주석들의 사본들에 대하여(De Codicibus Scholiorum Bar-

Hebraei, p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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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장에서 연구를 위해 저본으로 사용한 시리아어 사본 5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들 사본 들은 다음과 같다.  

국 박물관(British Museum)의 런던(London) 사본 45번; 플로렌티누스(Florentinus) 사

본 26번; 보들레이아누스 옥소니이(Bodleianus Oxonii) 사본 25번; 바티카누스(Vaticanus)

사본 170번; 바티카누스(Vaticanus) 사본 282번 

2. 사본들의 저자에 대하여(De Auctoritate Codicum, pp. 5-8) 

시편 8, 40, 41, 50편을 담고 있는 위에 언급된 사본들의 특징들을 기술하고 있다. 본 연

구의 중심 주세인 시편 이외에, 이들 사본들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문헌들에 대한 조사

와 함께, 이 문헌들에 대한 저자의 평가가 담겨 있다.  

3. 시리아어 본문  

저자는 시리아어 사본들을 바탕으로 편집된 시편 8, 40, 41, 50편 주석 본문들과 사본들

간의 이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편 8편(Ps. VIII, pp. 9-11); 시편 40편(Ps. XL, pp. 11-14); 시편 41편(Ps. XLI, pp. 14-15); 

시편 50편(Ps. L, pp. 15-17) 

4. 번역과 주석(Versio et Adnotiones, pp. 18-43) 

저자는 위에 편집된 시리아어 본문에 대한 라틴어 번역과 함께 이 문헌에 대한 주해를

덧붙이고 있다. 주해 부분에서 저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시편을 참고하여 시리아어 본

문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디지털자료 디지털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없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30 220)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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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04 

저자번호  

저역편자 프란키스쿠스 디트리히(Franciscus Dietrich) 

제목 Commentatio de Psalterii usu publico et divisione in ecclesia Syriaca 

간략제목 Commentatio de Psalterii usu publico et divisione in ecclesia Syriaca 

국역제목 시리아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된 그리고 분파에서 사용된 시편에 대한 주석 

국역간략제목 시리아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된 그리고 분파에서 사용된 시편에 대한 주석 

발행지 마부륵(Marburgi; 독일) 

발행처 Typis Academicis Elwerti 

발행년 1862 

판본정보 시리아 교회에서 사용된 시편에 대한 연구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시리아어 

주제어 페쉬타, 시리아어 시편, 시편 주석 

해제 

❍ 이 책은 시리아 교회에서 사용된 시리아어 시편에 대한 연구서다. 시편의 원본은 히

브리어로 쓰여졌으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LXX)이 존재하고, 이후 시리아어로 번

역되어 동방 시리아 기독교에서 널리 읽혀지게 되었다. 저자는 시리아아 시편 연구를 위

해서 이 문헌을 사용한 고대 주석가들의 글을 살펴보고, 시편 전편을 담고 있는 시리아어

사본을 조사하여, 그리스어 시편 사본과 비교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 내용 구성-목차  

§1. 본문(pp. 1-16) 

저자는 이 연구를 위해 참고한 고대 주석가들에 대해서 소개한 후, 히브리어, 그리스어

시편의 구분법과는 다른 시리아어 시편의 구분법에 대해 정리하 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어 시편(LXX)에서는 시편을 20개의 카티스마(Kathisma)로 구분하고, 각 카티스마를 스타시

스(Stasis)로 또다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법과 비슷하게 모나켄수스(Monacensus) 사본의

시리아어 시편도 훌로로(Hulolo 또는 Hulali)와 마르미토(Marmitho 또는 Marmytha)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편을 구분하 지만, 그리스어 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자가 사용한

베네텐수스(Venetensus) 그리스어 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칠십인역의 구분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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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는 저자가 정리해 놓은 시편의 구분법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구분 베네텐수스 그리스어본  모나켄수스 시리아본 

Kathisma/ Hulolo Stasis 1) 2) 3) Marmytho 1) 2) 3) 4) 

I 1-3/ 4-6/ 7-8 1-4/ 5-7/ 8-10 

II 9-11/ 12-14/ 15-17 11-14/ 15-17/ 18/ 19-21 

III 18/ 19-21/ 22-24 22-24/ 25-27/ 28-30 

IV 25-27/ 28-30/ 31-32 31-32/ 33-34/ 35-36 

V 33-34/ 35-36/ 37 37/ 38-40 

VI 38-40/ 41-43/ 44-46 41-43/ 44-46/ 47-49 

VII 47-49/ 50-51/ 52-55 50-52/ 53-55/ 56-58 

VIII 56-58/ 59-61/ 62-64 59-61/ 62-64/ 65-67 

IX 65-67/ 68/ 69-70 68/ 69-70 

X 71-72/ 73-74/ 75-77 71-72/ 73-74/ 75-77 

XI 78/ 79-81/ 82-85 78/ 79-81 

XII 86-88/ 89/ 90-91 82-84/ 85-86/ 87-88 

XIII 92-94 95-97/ 98-101 89/ 90-92 

XIV 102-103/ 104/ 105 93-95/ 96-98/ 99-101 

XV 106/ 107/ 108-109 102-103/ 104/ 105 

XVI 110-112/ 113-115/ 116-119 106/ 107-108/ 109-111 

XVII 119 112-115/ 116-118/ 119(88) 

XVIII 120-124/ 125-129/ 130-134 119(89)/ 120-125/ 126-130 

XIX 135-137/ 138-140/ 141-143 131-135/ 136-138/ 139-140 

XX 144-145/ 146-147/ 148 141-143/ 144-146/ 147(12) 
 

디지털자료 
http://reader.digitale-sammlungen.de/de/fs1/object/display/bsb10524504_00001.html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30 281)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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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05 

저자번호  

저역편자 알베르트 하세(Albert Hasse) 

제목 St. Ephraemi Syri Theologia Quantum Ex Libris Poeticis Cognosci Potest Explicatur  

간략제목 St. Ephraemi Syri Theologia Quantum Ex Libris Poeticis Cognosci Potest Explicatur 

국역제목 시리아의 성자 에프렘의 시(詩)들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한에서, 그의 신학이 설명된다 

국역간략제목 시리아의 성자 에프렘의 시(詩)들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한에서, 그의 신학이 설명된다 

발행지 할레(Halis; 독일) 

발행처 Typis Orphanotrophei 

발행년 1869 

판본정보 시리아 신학자 에프렘의 신학에 대해 연구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시리아어 

주제어 시리아 신학자 에프렘, 시리아 시인 에프렘, 에프렘의 신학 

해제 

❍ 이 책은 시리아의 성자 마르 에프렘(Mar Ephrem the Syrian, ܐ ܝ , 306-373)의 신

학에 대한 연구서다. 에프렘은 당대 가장 유명한 신학자 으며, 찬양과 시, 설교, 성경 주

석 등의 방대한 작품들을 남겼다. 저자는 에프렘의 작품들을 연구하여, 그의 신학 사상들

을 정리하고자 시도하 다. 물론 저자가 방대한 양의 에프렘의 문헌들을 모두 살펴보지는

못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정리하고자 노력하 음을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문 (pp. 4-8) 

서문에서 저자는 에프렘의 신학 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로 사용된 문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들 문헌들에는 당시 이단으로 정죄 받은 바르다이산(Bardaisan)과

마르키온(Marcion)에 대한 반박론과 에프렘의 몇몇 설교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2. 본문 (pp. 9-42) 

본문에서 저자는 에프렘의 신학 사상을 세가지 주제로, 즉 삼위일체, 인간론과 구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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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말론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과 하부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삼위일체에 관하여(De Trinitate, p. 9) 

1. 하나님에 대한 교리(Doctrina de Deo) 

2. 세상의 창조에 관하여(De creatione Mundi, p. 14) 

3. 삼위일체에 관하여(De Trinitate, p. 15) 

4. 기독론에 관하여(De Christologia, p. 18) 

5. 성령에 관하여(De Spiritu Sancto, p. 22) 

6. 천사론에 관하여(De Angelologia, p. 23) 

7. 마귀론에 관하여(De Daemologia, p. 23) 

 

제 2장. 인간론과 구원론에 관하여(De Anthropologia et Soteriologia, P. 26) 

a. 인간론에 관하여(De Anthropologia, p. 26) 

8.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De hominis natura, p. 26) 

9. 죄에 관하여(De Peccato, p. 29) 

10.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De hominis libertate Deique gratia, p. 

30) 

11. b. 구원론에 관하여 (De Soteriologia, p. 33) 

 

제 3장. 종말론에 관하여(De Eschatologia, p. 35) 

12. 죽음 이후 인간의 미래의 상태에 관하여(De statu hominis post mortem futuro, p. 

35) 

13. 최후 심판에 관하여(De judicio extremo, p. 39) 

 

§3. 생애(Vita, p. 43) 

본 학위논문의 저자 알베르트 하세(Albert Hasse)에 대한 소개 

§4. 주제들(Theses, p. 44) 



- 65 - 

 

디지털자료 http://babel.hathitrust.org/cgi/pt?id=hvd.32044081738379;view=1up;seq=3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40 182)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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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06 

저자번호  

저역편자 이삭 프라거(Isaac Prager) 

제목 De Veteris Testamenti Versione Syriaca Quam Peschittho Vocant Quaestiones Criticae

Particula I 

간략제목 De Veteris Testamenti Versione Syriaca Quam Peschittho Vocant Quaestiones Criticae 

Particula I 

국역제목 페쉬타라고 불리는 구약의 시리아어 버전에 대하여, 비평적 문제들, 제 1편 

국역간략제목 페쉬타라고 불리는 구약의 시리아어 버전에 대하여, 비평적 문제들, 제 1편 

발행지 괴팅엔(Gottingae; 독일) 

발행처 Officina Academica Dieterichiana 

발행년 1875 

판본정보 시리아어 구약 성경, 페쉬타에 관해 연구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시리아어, 히브리어 

주제어 페쉬타, 시리아어 구약, 시리아어 시편, 에프렘 

해제 

❍ 이 책은 이삭 프라거(Isaac Prager)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구약 성경의 시리아어 역

본인 페쉬타(Peshitta, ܐ )에 대한 연구서다. 페쉬타라는 단어는 시리아어로 ‘단순한’, 

‘대중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시리아어 역본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약은 2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되었고, 신약은 7세기경에 그리스어 성경

에서 번역되었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문(pp. 1-2) 

저자는 서문에서, 지금까지 구약성경에 대한 연구는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스어 역본(칠

십인역 또는 LXX) 연구에 치중하 으나, 그 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던 시리아어 역본(페쉬

타 역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시리아어 구약성

경 중에 시편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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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I. (pp. 3-46) 

저자는 본문의 첫 장을 페쉬타의 번역시기에 대한 문제와 시리아어 번역의 명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고 있다. 논의와 관련해서 다양한 문헌들을 제시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리겐(Origen)의 헥사플라(Hexapla), 4세기 시리아의 신학자 에프렘

(Ephraem), 13세기 시리아 교회의 사제 바르 헤브라이우스(Bar Hebraeus) 등의 문헌들이

그것이다. 

II. (pp. 47-65) 

제 2장에서 저자는, 페쉬타 역본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편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히브리어, 그리스어 등의 사본 전통들과 비교 분석하고 있다.  

 

§3. 부록(Appendices와 Aggenda et Corrigenda, pp. 67-75) 

Appendix I (pp. 69-70) 

신약성경에서의 구약 인용에 대한 색인을 제시하고 있다. 주로 시편의 인용과 관련된

목록들이다. 

Appendix II (p. 70)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시편과 시리아어 시편과의 비교하여, 시리아어 본문에서 생략된

부분과 첨가된 부분에 대한 간략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Appendix III (pp. 71-75) 

시편 구절들 중에서 3-4세기의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Eusebius)의 저서에 나오는 총

150구절의 그리스어 인용문을 제시하고 있다.  

오류 정정 목록(Aggenda et Corrigenda, p.76) 

 

§4. 주제들(Theses) 

디지털자료 https://archive.org/details/deveteristestam00praggoog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30 179)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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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07 

저자번호  

저역편자 클람로트(Martini Klamroth) 

제목 Gregorii Abulfaragii Bar Ebhraya in Actus Apostolorum et Epistulas Catholicas

Adnotationes 

간략제목 Gregorii Abulfaragii Bar Ebhraya in Actus Apostolorum et Epistulas Catholicas 

Adnotationes 

국역제목 그레고리우스 아불파라기우스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사도행전과 공동 서신의 주석 

국역간략제목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사도행전과 공동 서신의 주석 

발행지 괴팅엔(Gottingae; 독일) 

발행처 In Aedibus Dieterichianis 

발행년 1878 

판본정보 그레고리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성경 주석 시리아어 사본을 저본으로 한 비판 정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시리아어 

주제어 바르 헤브라이우스, 시리아어 사도행전 주석, 시리아어 공동 서신 주석 

해제 

❍ 이 책은 13세기 철학자이며 시인이며 역사가이며 신학자 던, 그레고리 바르 헤브라

이우스(Gregory Bar Hebraeus)의 성경 주석 중에서 사도행전과 공동서신 주석을 최초로

편집하고 주석을 단 비판 정본이며, 초판본(Editio Princeps)이다. 번역은 없다. 본 연구서에

서 다루고 있는 사본은 사도행전(Acts of the Apostles)과 함께 공동서신(Catholic Epistles) 

중에서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와 요한일서 만을 담고 있다.  

❍ 클람로트(Klamroth)는 서문에서 18세기의 괴팅엔(Göttingen) 사본(ms. or. 18 a)과 17세

기의 베를린(Berlin) 사본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중에서 베를린 사본은 현재 페터

만 사본(Codex Petermann I. 10)으로 알려져 있는 사본이다.  

❍ 내용 구성-목차  

§1. 사도행전(Acts of the Apostles) (pp. 1-23) 

본문 제목: “행한 일들의 책( ܕ ܒ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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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장으로  

§2. 공동서신(Catholic Epistles)에 대한 서문(p. 24) 

본문 제목: “또한 사도들의 공동서신들( ܐܬܘܒ  ܵ ܐܣ ܕ ܵ ܘ ܬܐ  ܵ ܐܓ )” 

공동서신에 대한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간략한 서문이다. 

§3. 야고보서(James) (pp. 24-27) 

본문 제목: “사도 야고보의 서신( ܬܐ  ܐܕܐܓ ܒ  )” 

총 5장으로 구성 

§4. 베드로전서(1 Peter) (pp. 27-29) 

본문 제목: “또한 사도 베드로의 서신( ܬܐ ܬܘܒ ܘܣ ܐܓ ܐ ܕ )” 

총 5장으로 구성 

§5. 요한 일서(1 John) (pp. 29-30) 

본문 제목: “또한 사도 요한의 서신( ܐܬܘ ܬܐ ܕ  ܒ ܐܓ )” 

총 5장으로 구성 

 

디지털자료 http://www.scribd.com/doc/227408717/Gregorii-Abulfaragii-Bar-Ebhraya-in-actus-

Apostolorum-et-epistolas-catholicas-adnotationes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30 195)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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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08 

저자번호  

저역편자 슈바르츠(R. Schwartz) 

제목 Gregorii Bar Ebhraya in Evangelium Iohannis Commentarius 

간략제목 Gregorii Bar Ebhraya in Evangelium Iohannis Commentarius 

국역제목 그레고리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요한복음 주석 

국역간략제목 그레고리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요한복음 주석 

발행지 괴팅엔(Gottingae; 독일) 

발행처 In Aedibus Dieterichianis 

발행년 1878 

판본정보 그레고리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요한복음 주석의 17, 18세기 시리아어 사본에 대한 비판

정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시리아어 

주제어 바르 헤브라이우스, 시리아어 요한복음 주석 

해제 

❍ 이 책은 슈바르츠(Schwartz)가 13세기 철학자이며 시인이며 역사가이며 신학자 던, 

그레고리 바르 헤브라이우스(Gregory Bar Hebraeus)의 시리아어로 기록된 요한 복음 주석

을 최초로 편집하고 주석을 단 비판 정본이며, 초판본(Editio Princeps)이다.  

❍ 슈바르츠(Schwartz)는 서문에서 18세기의 괴팅엔(Göttingen) 사본(ms. or. 18 a)과 17

세기의 베를린(Berlin) 사본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중에서 베를린 사본은 현재 페

터만 사본(Codex Petermann I. 10)로 알려져 있는 사본이다.  

❍ 내용 구성-목차  

이 책은 슈바르츠의 서문과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시리아어 본문 그리고 시리아어 본문에

대한 슈바르츠의 비평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리아어 본문에 대한 번역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1. 슈바르츠의 서문 (Praefatio, p.3) 

저자의 간략한 서문을 담고 있다. 저자가 사용한 사본들에 대한 정보와 이들 사본에 인용

된 성경 본문들과 그리스어와 시리아어 성경에 대해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시리아어 본문 (pp. 4-24) 

본문은 “또한 거룩한 복음, 사도 요한의 설교( ܘܙܘܬܐ ܕ  ܐ ܒ ܢ  ܓ ܐܬܘܒ ܐܘ )”라는 제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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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하는 요한 복음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이후 본문은 총 21장으로 구성

된 요한 복음의 장(Chapter) 수에 맞추어 21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장의 구성은 먼저

시리아어 본문에서 중요 구절을 인용한 후, 그 구절에 대한 간단한 주석을 다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1장은 먼저 요한 복음 1장 1절의 전반부를 인용하고, 이 구절에 대한 주석으로

시작한다.  

ܐ.  1 ܐ  ܐ. ܒ 1ܨ ܐܒ  ܗܝ ܗܘܐ     ܐ. ܐ

(1 첫 번째 장. 1절 태초에. 그리스어에서는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3. 슈바르츠의 본문 비평 주석 (pp. 25-28) 

슈바르츠는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요한 복음 주석에 인용된 성경 구절에 대한 본문 비평을

시도한다. 본문 비평을 위해 사용된 시리아어 성경 본문은 10세기 초에 번역된 페쉬타역

(Peshitta version)과 7세기 초에 번역된 하르켈역(Harklean version)이다. 슈바르츠는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시리아어 본문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과 두 가지의 시리아어 번역본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도출해낸, 구절들간의 차이점들에 대해 기술해 놓았다. 이들 차이점들은 성

경 사본들간의 본문 비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디지털자료 http://www.scribd.com/doc/227410211/Gregorii-bar-Ebhraya-in-Evangelium-Iohannis-

commentarius-e-Thesauro-Mysteriorum-desumptum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30 172)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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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09 

저자번호  

저역편자 요한 길데마이스터(Johann Gildemeister) 

제목 Acta S. Pelagiae Syriace  

간략제목 Acta S. Pelagiae Syriace 

국역제목 시리아어 성녀 펠라기아의 행전 

국역간략제목 시리아어 성녀 펠라기아의 행전 

발행지 본(Bonnae; 독일)  

발행처 Caroli Georgi Typographeo Academico 

발행년 1879 

판본정보 성녀 필라기아 행전의 시리아어 사본을 저본으로 한 비판 정본 

권수 1권 

기술언어 시리아어, 라틴어 

주제어 성녀 펠라기아, 시리아어 펠라기아 행전 

해제 

❍ 이 책은 국 도서관에 소장된 사본 British Library Add. 14651을 바탕으로 저술된 비

판정본이다. 이 사본은 850년에 필사되었으며, 성녀 펠라기아 행전의 시리아어 본문(fol. 

1v-23r)이 포함되어 있다. 안디옥의 성녀로 추앙 받고 있는 펠라기아는 15살 때에,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284-305)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군인들로부터 도망치던 중, 지붕

위에서 떨어져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론 (pp. 1-2) 

서론에서 저자는 국 도서관에 소장된 시리아어 사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동안 여

러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 약술하고 있다.  

§2. 라틴어 번역 및 기호들에 대한 설명(pp. 3-15) 

시리아어 본문에 대한 라틴어 번역(pp. 3-14)과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설명(pp. 

14-15)을 덧붙이고 있다. 시리아어 본문에 대한 라틴어 번역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

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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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 in domino nostro Iesu Christo posita praestantium mulierum historias scribere 

incipimu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우리는 훌륭한 여인들의 역사를 기술하기

시작한다.) 

§4. 시리아어 본문 (pp. 1-12) 

시리아어 본문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뜻은 라틴어 번역문과 동일하다. 

 ܿ ܬܐ.  ܗܒ  
ܵ
ܪ ܐ  ܵ ܐ ܕ ܘܒ ܬ ܐ ܕ ܥ  ܢ  ܕ  

  

디지털자료 https://archive.org/details/ActaSPelagiaeSyriace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21 112)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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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10 

저자번호  

저역편자 구스타프 오펜하인(Gustav Oppenheim) 

제목 Fabula Josephi et Asenethae Apocrypha e Libro Syriaco Latine Versa 

간략제목 Fabula Josephi et Asenethae Apocrypha e Libro Syriaco Latine Versa 

국역제목 외경 요셉과 아스낫의 이야기와 라틴어로 번역된 시리아어 책 

국역간략제목 외경 요셉과 아스낫의 이야기와 라틴어로 번역된 시리아어 책 

발행지 베를린(Berolini; 독일) 

발행처 H. Itzkowski Gr. Hamburgerstr. 18-19 

발행년 1886 

판본정보 시리아어본 외경 요셉과 아스낫의 이야기를 연구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시리아어 

주제어 시리아어 요셉과 아스낫, 인길라의 모세 

해제 

❍ 기독교의 외경에 속하는 요셉과 아스낫의 시리아어본에 대한 연구 논문이다. 저자는

이 판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 문헌에 대한 최초의 번역인 라틴어 번역을 첨부하 다.

시리아어의 저본은 그리스어본이다. 시리아어로의 번역은 6세기 후반에 활동한 인길라의

모세(Moses of Inghila)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전해진다.  

❍ 내용 구성-목차  

§1. 개요(Conspectus) 

저자는 본문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제목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순서에 맞추어 본문이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크게 소개(Introductio)부분과 라틴어 번역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소개(Introductio) 

1.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파되었나(Quomodo fabula Josephi diffusa sit) 

2. 아스낫에 대한 유대인의 이야기(Fabula Asenethae Judaica) 

3. 사본 사카비아누스 70이라고 불리는 (본 저서에) 수록된 판본 아스낫의 시리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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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야기(Fabula Asenethae Syriaca, quae in codice Sachaviano LXX legitur, adiecta

versione) 

4. 런던 7190과 17202 사본에 또 하나의 시리아어 아스낫의 이야기가 발견된다

(Fabula Asenethae alia Syriaca in codd. Lond. Add. 7190 et 17202 invenitur) 

5. 아겔라의 모세에 대하여(De Moyse Aghelaeo) 

6. 4번 항복의 아스낫의 이야기의 기원에 관하여(De origine illius (4.) fabulae 

Asenethae) 

7. 이야기의 특성과 성질에 관하여(De natura et indole fabulae) 

8. 이야기의 그리스어 단편에 관하여(De fragment Graeco fabulae) 

II. 이야기의 라틴어 번역본이 첨부된다(Accedit versio Latina fabulae) 

 

§2. 본문(pp. 1-50) 

본문은 위에 기술된 항목에 따라 소개(pp. 1-12)와 라틴어 번역(pp. 13-50)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셉과 아스낫의 그리스어와 라틴어 본문이 총 2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저자는

라틴어 번역본에서 장 구별을 하지 않았다. 저자의 라틴어 번역은 다음과 같은 라틴어 제

목과 함께 시작한다.  

Historia Josephi Justi et Asenethae uxoris eius 

(의인 요셉과 그의 아내 아스낫의 이야기) 

 

§3. 생애(Vita) 

본 학위논문의 저자 구스타프 오펜하인(Gustav Oppenheim)에 대한 소개 

디지털자료 https://archive.org/details/fabulajosephiet00oppegoog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30 210)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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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11 

저자번호  

저역편자 플라스티  크라우스(Vlastimil Kraus) 

제목 Gregorii Barhebraei Scholia in libros Josuae & Judicum 

간략제목 Gregorii Barhebraei Scholia in libros Josuae & Judicum 

국역제목 
그레고리우스 아불파라기우스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여호수아와 사사기 주석 

국역간략제목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여호수아와 사사기 주석 

발행지 키르히하인(Kirchhaini; 독일) 

발행처 G. Zahn & H. Baendel 

발행년 1894 

판본정보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여호수아와 사사기 주석의 네 종류의 17-18세기 시리아어 사본들을

저본으로 한 비판 정본(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시리아어 

주제어 바르 헤브라이우스, 시리아어 여호수아 주석, 시리아어 사사기 주석 

해제 

❍ 이 책은 13세기 철학자이며 시인이며 역사가이며 신학자 던, 그레고리바르 헤브라이

우스(Gregory Bar Hebraeus)의 성경 주석 중에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주석을 최초로 에디

션하고 주석을 단 비판 정본이며, 초판본(Editio Princeps)이다. 번역은 없다. 

❍ 내용 구성-목차  

§1. 주제들(Theses, p. 2) 

저자는 논의 중에 논쟁이 될만한 주제들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서문(pp. 1-6) 

서문에서 저자는 시리아어 본문의 저본으로 사용된 네 종류의 사본에 대해설명하고 있다.

이 네 가지의 사본은 다음과 같다. 

1) 1645년에 필사된 페터만(Petermann) I. 10으로 알려진 베를린 사본. 

2) 1626년에 필사된 사카우(Sachau) 134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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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59년에 필사된 괴팅엔(Göttingen) 사본 

4) 사카우(Sachau) 326 사본 

 

§3. 시리아어 여호수아와 사사기 주석 본문(pp. 7-39) 

본문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대한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주석이다. 바르 헤

브라이우스는 총 24장으로 구성된 여호수아와 총 22장으로 구성된 사사기를 장 별로 중

요한 구절들을 인용하고, 그 인용문에 대해 주석을 하고 있다. 편집자는 시리아어 본문과

이들에 대한 사본들간의 이문들에 대한 비평 주석을 각 페이지 하단 부에 첨부하고 있다.

1. 여호수아 주석(pp. 7-20) 

여호수아 주석의 첫 줄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ܢ. ܬܘܒ ܥ ܒ  ܒܐ ܕ ܙܐ.  
ܵ
ܒܐ ܕܐܘܨܪ ܐܪ ܬܒܐ   ܵ ܰ ܒܐ ܕܒ   

(다음으로, 비 들의 창고 중에서 거주의 집의 책. 첫 번째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책.)

2. 사사기 주석(pp. 21-39) 

사사기 주석의 첫 줄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ܒܐ  ܐ.ܬܘܒ  ܵ ܐ. ܐܘ  ܕ ܕ  

(다음으로, 사사기 또는 판관의 책) 

§4. 생애(Vita) 

본 학위논문의 저자 플라스티  크라우스(Vlastimil Kraus)에 대한 소개 

디지털자료 http://www.kobobooks.com/ebook/Scholia-in-libros-Josuae-Judicum-/book-sL8Mg-

93WEaSxGK5O8foxg/page1.html?s=pt0VT0CQiEGwmYxLKuMHxA&r=2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30 200)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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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12 

저자번호  

저역편자 게오르기우스 케르버(Georgius Kerber) 

제목 Gregorii Abulfaragii Bar-Hebraei Scholia in Leviticum ex quattuor codicibus Horrei

Mysteriorum in Germania asservatis edita 

간략제목 Gregorii Abulfaragii Bar-Hebraei Scholia in Leviticum ex quattuor codicibus Horrei

Mysteriorum in Germania asservatis edita 

국역제목 
독일에 보관된 네 종류의 신비들의 창고(Horreum mysteriorum) 사본들로부터 편집된 그

레고리우스 아불파라기우스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레위기 주석 

국역간략제목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레위기 주석 

발행지 라이프니치(Lipsia; 독일) 

발행처 Ex Officina Guil. Drugulini 

발행년 1895 

판본정보 독일에 보관된 네 종류의 16- 18세기 시리아어 사본들을 저본으로 한 비판 정본(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시리아어 

주제어 바르 헤브라이우스, 시리아어 레위기 주석 

해제 

❍ 이 책은 13세기 철학자이며 시인이며 역사가이며 신학자 던, 그레고리 바르 헤브라

이우스(Gregory Bar Hebraeus)의 성경 주석 중에서 레위기 주석을 최초로 편집하고 주석

을 단 비판 정본이며, 초판본(Editio Princeps)이다. 번역은 없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문(Praefatio, pp. 5-7) 

이전에 출판된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성경 주석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 논문에 사용

된 네 종류의 시리아어 사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시리아어 제목(p. 9) 

시리아어 주석의 책 제목은 일반적으로 시리아어 성경에서 사용되어왔던 레위기 제목을

따르고 있다. 제목에서 “법의 세 번째 책”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중 세 번째에 위치한 책

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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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ܬܘܒ
ܐ ܵ ܒܐ ܕ  

ܐ ܐ ܐ ܕܬ ܕܐܘܪ  

다음으로 

사제들의 책 

법의 세 번째 책 

 

§3. 비판 정본에 사용된 기호들에 대한 소개 (p. 10) 

§4. 시리아어 레위기 주석 본문 pp. 11-30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에 대한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주석의 시리아어 본문과 이

들에 대한 사본들간의 이문들에 대한 비평 주석을 각 페이지 하단 부에 첨부하고 있다.

바르 헤브라이우스는 총 27장으로 구성된 레위기를 장 별로 중요한 구절들을 인용하고,

그 인용문에 대해 주석을 하고 있다.  

 첫 페이지의 첫 줄은 위에 인용된 이 책의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다.  

ܐ  ܐ ܕܐܘܪ ܐ ܕܬ ܐ  ܵ ܒܐ ܕ .ܬܘܒ   

 첫 페이지에 사용된 시리아어 문자와 모양이 다른데, 이는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동부과 서부로 나뉘어 지기 때문이다. 편집자는 책 제목은 동부 시리아어 문자

(Estranghelo)를, 본문에서는 서부 시리아어 문자(Serto)를 사용하고 있다.  

§5. 생애(Vita) p. 31 

본 학위논문의 저자 게오르기우스 케르버(Georgius Kerber)에 대한 소개 

디지털자료 http://www.kobobooks.com/ebook/Scholia-Leviticum-ex-quattuor-codicibus/book-

UJCyX0L32EqfL8Cnp5qfBQ/page1.html?s=OYlEEo7pgkSeZJ_Im6tZJQ&r=1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30 248)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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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yria-0013 

저자번호  

저역편자 아에 리우스 슐레징어(Aemilius Schlesinger) 

제목 Gregorii Abulfaragii Bar-Hebraei Scholia in Libros Samuelis ex quattuor codicibus Horrei

Mysteriorum in Germania asservatis edita 

간략제목 Gregorii Abulfaragii Bar-Hebraei Scholia in Libros Samuelis ex quattuor codicibus Horrei 

Mysteriorum in Germania asservatis edita 

국역제목 
독일에 보관된 네 종류의 신비들의 창고(Horreum mysteriorum) 사본들로부터 편집된 그

레고리우스 아불파라기우스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사무엘 주석 

국역간략제목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사무엘 주석 

발행지 라이프니치(Lipsia; 독일) 

발행처 Ex Officina Guil. Drugulini 

발행년 1897 

판본정보 독일에 보관된 네 종류의 16- 18세기 시리아어 사본들을 저본으로 한 비판 정본(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시리아어 

주제어 바르 헤브라이우스, 시리아어 사무엘하 주석 

해제 

❍ 이 책은 13세기 철학자이며 시인이며 역사가이며 신학자 던, 그레고리 바르 헤브라

이우스(Gregory Bar Hebraeus)의 성경 주석 중에서 사무엘하 주석을 최초로 편집하고 주

석을 단 비판 정본이며, 초판본(Editio Princeps)이다. 번역은 없다.  

❍ 내용 구성-목차  

§1. 시리아어 제목 

시리아어 주석의 책 제목은 다음과 같다. 

ܐ  ܒܐ ܕ ܬܘܒ 
ܙܐ
ܵ
.ܒܐ ܕܐܘܨܪ ܐܪ  

다음으로, 사무엘의 책  

신비들의 창고의 책 중에서 

 

§2. 서문(Praefatio) 

 서문에서 편집자는 본문 연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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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은 그리스어, 시리아어 성경과 마르 에프렘(Mar Ephraem)과 오리겐(Origen)의 저작(헥

사플라) 등이다. 

§3. 시리아어 사무엘하 주석 본문(pp. 1-32) 

본문은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중에서 사무엘하에 대한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주석이다. 바르 헤브라이우스는 총 24장으로 구성된 사물엘하를 장 별로 중요한 구절들을

인용하고, 그 인용문에 대해 주석을 하고 있다. 편집자는 시리아어 본문과 이들에 대한 사

본들간의 이문들에 대한 비평 주석을 각 페이지 하단 부에 첨부하고 있다. 

 첫 페이지의 첫 줄은 위에 인용된 이 책의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다.  

ܙܐ.
ܵ
ܒܐ ܕܐܘܨܪ ܐܪ ܐ   ܒܐ ܕ  ܬܘܒ 

첫 페이지에 사용된 시리아어 문자와 모양이 다른데, 이는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동부과 서부로 나뉘어 지기 때문이다. 편집자는 책 제목은 동부 시리아어 문자

(Estranghelo)를, 본문에서는 서부 시리아어 문자(Serto)를 사용하고 있다.  

§4. 주제들(Theses)과 서술된 기호들에 대한 개요(Compendia Scribendi)(p. 33) 

본문 하단에 기술된 비평 주석에서 사용된 기호들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고 있다. 

§5. 생애(Vita, p. 34) 

본 학위논문의 저자 아에 리우스 슐레징어(Aemilius Schlesinger)에 대한 소개 

디지털자료 http://www.kobobooks.com/ebook/Scholia-in-libros-Samuelis/book-Rt8HQ1AajkaGPFjwgo-

SoA/page1.html?s=lRB_P6hTvEKJl6BGzxadSw&r=2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30 207)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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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랍어 관련 문헌 

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Arab-0001 

저자번호  

저역편자 카롤루스 루돌푸스 사무엘 파이퍼(Carolus Pudolphus Samuel Peiper) 

제목  Lebidi Amiritae kazidam moallakam sive carmen coronatum cum scholiis Abi Abdallae 

Husseini Susenii 

간략제목  Lebidi Amiritae kazidam moallakam sive carmen coronatum cum scholiis Abi Abdallae

Husseini Susenii 

국역제목 아미르족 레비드의 몰라카(고대 아랍시)의 모음집 또는 수세니의 아비 압달라 후세인의 주

석과 함께 완성된 시 

국역간략제목 아미르족 레비드의 몰라카(고대 아랍시)의 모음집 또는 수세니의 아비 압달라 후세인의 주

석과 함께 완성된 시 

발행지 브로츠와프(Vratislaviae; 폴란드) 

발행처 Typis Regiis Impresserunt Grassius Barthius Et Socii 

발행년 1828 

판본정보 아랍 시인 레비드의 고대 아랍시에 대한 연구서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아랍어 

주제어 아랍시인 라비드, 아랍시인 레비드, 아랍 주석가 아비 압달라 후세인, 아랍 주석가 자우자

니 

해제 

❍ 이 책은 아미르족(عامر) 라비드( 661-560, لَبيد )의 고대 아랍시 몰라카에 대한 연구서다. 

라비드는 이슬람 이전 아랍의 시인으로, 종족들 간의 다툼을 주 내용으로 시를 썼다고 알

려져 있다. 또한 저자는 라비드 시의 아랍어 본문과 라틴어와 독일어 번역과 함께, 라비드

의 시에 대한 주석을 쓴 아비 압달라 후세인, 일반적으로 자우자니(d. 1093)라고 불리는

주석학자의 아랍어 본문을 첨부하였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문(Praefatio, pp. iii-ix) 

저자는 서문에서 라비드의 고대 아랍시 몰라카와 이 시에 대한 주석을 쓴 자우자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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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소개하고 있다. 덧붙여서 이 문헌에 대한 연구사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2. 본문 

본문은 라비드의 시의 아랍어 본문과 독일어와 라틴어 번역 그리고 자우자니의 주석 아

랍어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라비드 시의 독일어 번역(pp. ix-xiv) 

2. 라비드의 시의 아랍어 본문과 라틴어 번역(pp. 1-17) 

라비드의 아랍어 본문과 저자의 라틴어 번역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قصيدة لَبيد بن ربيعة بن المعلّقة مع ال ترجمة اللَطينية

Carmen Lebidi, filii Rabiae, Mollakah, cum versione latina 

(라비아의 아들 레비드의 시, 몰라카_라틴어 번역과 함께) 

3. 자우자니(Zawzani)의 주석 아랍어 본문(pp. 18-44) 

저자는 자우자니 주석의 아랍어 본문만을 제시하였고, 라틴어 번역은 하지 않았다. 시작

은 다음과 같다. 

االمام السّيد ابى عبد هللا الحسين بن احمد بن الحسين الزوزنىشرح القاضى   

(판관이며 이맘인 아비 압달라 알-후세인 이븐 아흐메드 이븐 알-후세인 

알-자우와니의 주석) 

디지털자료 http://catalog.hathitrust.org/Record/008435124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F157 24)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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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Arab-0002 

저자번호  

저역편자 굴리엘무스 큐레톤(Gulielmus Cureton) 

제목 Tanchumi Hierosolymitani Commentarius Arabicus in Lamentationes 

 

간략제목 Tanchumi Hierosolymitani Commentarius Arabicus in Lamentationes 

국역제목 예루살렘 사람 탄훔의 애가에 대한 아랍어 주석 

국역간략제목 탄훔의 애가에 대한 아랍어 주석 

발행지 런던(Londini; 영국) 

발행처 Apud Jacobum Madden 

발행년 1843 

판본정보 보들레이언 포코크(Bodleian Pocock) 아랍어 필사본을 저본으로 한 비판 정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아랍어, 히브리어 

주제어 탐훔 벤 요셉, 아랍어 예레미야 애가 주석 

해제 

❍ 이 책은 제롬의 성경 주석 중, 예레미야애가에 대한 아랍어 주석을 최초로 편집하고

주석을 단 비판 정본이며, 초판본(Editio Princeps)이다. 번역은 없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예

레미야애가에 대한 탄훔 벤 요셉의 아랍어 주석이다. 

 

❍ 내용 구성-목차  

§1. 큐레톤의 서문(Lectori) (pp. i-iii) 

§2. 탄훔 벤 요셉의 히브리어 예레미야애가의 아랍어 주석 본문 

표지 제목은 “거룩한 탄훔 벤 요셉의 저작, Kitab al-Bayan 중에서 애가서에 대한 주석

( נות מן כתאב אלביאן תאליף תנחומ בן יוסף אלמקדסישרח ספר קי )”이다. 이 제목은 히브

리어 문자로 쓰여 있지만, 아랍어의 음역이다. 제목 중에서 ‘애가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표현 “ספר קינות”를 제외한 다른 표현들은 아랍어의 히브리어 음역이다. 예를 들면, 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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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구문 “ אלביאן כתאב מן ”은 아랍어 구문 “من كتاب البيان”을 그대로 음역한 것이다. 

본문은 위에 언급된 표지 제목의 일부 구문, “Kitab al-Bayan 중에서 애가서에 대한 주석

( من كتاب البيانספר קינות شرح  )”을 제목으로 시작하여, 총 5장으로 나누어진 애가서를

장별로 주석하고 있다. 각 장에 대한 주석은 각각의 구절들 중에 주석이 필요한 히브리어

구문을 제시하고, 이 구문에 대한 아랍어 주석을 첨부하고 있다. 주석에는 여러 구절의 히

브리어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데, 큐레톤은 이 구절들에 대한 정보를 각 페이지의

하단부에 각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해석은 타르굼(Targum)과 같은 유대인들의 성

경주석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의 페이지는 아랍어 문자로 표기되어 있

다. 

1. 예레미야애가 1장 주석(pp. ١١-١) 

총 22구절에 대해 주석하고 있다. 첫 문장은 애가 1장 1의 첫 구문으로 시작한다.  

2. 예레미야애가 2장 주석(pp. ٢٤-١٢) 

3. 예레미야애가 3장 주석(pp. ٣٤-٢٤) 

4. 예레미야애가 4장 주석(pp. ٤٠-٣٤) 

5. 예레미야애가 5장 주석(pp. ٤٣-٤٠) 

 

디지털자료 http://reader.digitale-sammlungen.de/en/fs1/object/display/bsb10249874_00075.html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C530 135) 

표지  

비고  

 

  



- 86 - 

 

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Arab-0003 

저자번호  

저역편자 프리데리쿠스 구일렐무스 슈바르츠로제(Fridericus Guilelmus Schwarzlose) 

제목 De linguae Arabicae verborum plurilitterorum derivatione 

간략제목 De linguae Arabicae verborum plurilitterorum derivatione 

국역제목 아랍어의 다양한 동사들의 변화에 대하여 

국역간략제목 아랍어의 다양한 동사들의 변화에 대하여 

발행지 베를린(Berolini; 독일) 

발행처 Typis Trowitzschii et Filii 

발행년 1854 

판본정보 아랍어 동사들의 변화를 연구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아랍어 

주제어 아랍어 동사 변화 

해제 

❍ 이 책은 아랍어 문법에 관한 연구서다. 저자는 주로 아랍어 동사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특히 어근들에서 파생된 동사들과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동사들은 크게 2자음, 3자음, 4자음 어근들에서 파생된 것들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동사의 분류는 셈족어에 속하는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 내용 구성-목차  

§1. 본문 

본문에서 저자는 여러 어근들에서 파생된 동사들과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동사들로부터 파생된 것들(Derivata ex verbis, pp. 5-23)에 관한 내

용이다. 이들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설명되고 있다:  

1. 2자음 어근에서 파생된 동사들(verba quae ex bilitteris radicibus derivate sunt, pp.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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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자음 어근에서 파생된 동사들 (Trilitteris, pp. 9-19) 

3. 4자음 어근에서 파생된 동사들 (Quadrilitteris, pp. 19-23) 

그 다음으로 명사들로부터 파생된 것들에 대하여(ad derivate ex nominibus, pp. 23-29)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외래어 명사로부터 파생된 동사들(pp. 27-29)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 외래어들은 히브리어,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이다. 예를

들면, 아랍어 동사 “فھرس”(색인을 붙이다)는 페르시아어 명사 “فھرست”(색인)에서 기원한 것

이며, 아랍어 동사 “زعفر”(샤프란(꽃)으로 옷을 장식하다)는 페르시아어 명사 “زعفران”(샤프

란)에서 기원한 것이다. 

 

§2. 생애(Vita, pp. 30-31) 

본 학위논문의 저자 프리데리쿠스 구일렐무스 슈바르츠로제(Fridericus Guilelmus 

Schwarzlose)에 대한 소개 

§3. 문제들(Theses, p. 32) 

디지털자료 디지털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없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880 21)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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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Arab-0004 

저자번호  

저역편자  알베르투스 소친(Albertus Socin) 

제목  De 'Alkamae Elfahl carminibus et vita adjecto textu Arabico adhuc inedito 

간략제목  De 'Alkamae Elfahl carminibus et vita adjecto textu Arabico adhuc inedito 

국역제목 
 알카마 알파흘(علقمة الفحل)의 시와 삶에 대하여-지금까지 편집되지 않은 아랍어 텍스트 첨

부 

국역간략제목  알카마 알파흘(علقمة الفحل)의 시와 삶에 대하여-지금까지 편집되지 않은 아랍어 텍스트 첨

부 

발행지  할레(Halis Saxonum; 독일) 

발행처  Typis F. L. Metzgeri Lipsiensis 

발행년  1867 

판본정보  아랍 시인 알카마 알파흘의 아랍어 필사본에 대한 비판 정본(Critical Edition). 독일 할레

대학에 제출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아랍어 

주제어  알카마 알파흘(علقمة الفحل), 알카마 이븐 아바다(علقمة الفحل), 아랍 시 

해제 

❍ 이 책은 알카마 이븐 아바다(ʻAlqama Ibn-ʻAbada; 620-560 ,علقمة بن عبدة) 또는 알카마 알파

흘('Alqama al-Fahl علقمة الفحل)이라고 불리는 아랍 시인의 시에 대한 연구서다. 저자는 알카마

알파흘의 아랍어 시의 필사본들을 저본으로 지금까지 출판되지 않은 시들 13편을 모아 편

집하여 출판하였다. 아랍어 본문만 수록되어 있고, 번역은 하지 않았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문(pp. 3-14) 

서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단락(pp. 3-7)에서 저자는 알카마 알파흘의

시들과 관련된 필사본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pp. 7-10)에서, 저자는 여러

고문헌들에서 그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를 지칭하는 여러 이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단락(pp. 10-14)은 알카마 알파흘의 아랍어 시들이 아랍 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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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알베르투스 소친의 생애에 관하여(Albertus Socin de vita sua, p. 15) 

본 학위논문의 저자 알베르투스 소친(Albertus Socin)에 대한 소개 

§3. 논쟁이 될만한 의견들(Sententiae controversae, p. 17) 

§4. 아랍어 본문(pp. ١-  ١٦ ) 

저자에 의해 편집된 알카마 알파흘의 아랍어 시 13편이 수록되어 있다. 아랍어 본문의

전체 제목은 다음과 같다. 

علقمة بن عبدة الفحل شعر  

알카마 이븐 아바다 알파흘의 시 

 이 후 13편의 시들의 순서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I. علقمة  قال  (pp. ٥-٣).  

II. ايضا علقمة قال  (pp. ٩-٦). 

III. ايضا وقال  (pp. ١١-٩).  

IV. شاسا اخاه فّكه فى علقمة قال  (p. ١٢). 

V. ايضا وقال  (p. ١٢).  

VI. الثّانى الكالب يوم علقمة بن علىّ  او علقمة وقال  (p. ١٣). 

VII. الثانى الكالب يوم فى ايضا علقمة وقال  (p. ١٣).  

VIII. ايضا علقمة وقال  (p. ١٤). 

IX. يربوع بن نھشل بن خلف فى علقمة وقال  (p. ١٤).  

X. طيّٮا غزوھم فى علقمة وقال  (p. ١٥). 

XI. ايضا وقال  (p. ١٥).  

XII. علقمة بن لخالد يروى ومّما  (p. ١٦). 

XIII. علقمة بن علىّ  بن الرحمن عبد وقال  (p. ١٦). 

디지털자료  http://reader.digitale-sammlungen.de/en/fs1/object/display/bsb10249270_00003.html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F15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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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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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Arab-0005 

저자번호  

저역편자  에두아르두스 사카우(Eduardus Sachau) 

제목 De Aljavālīqī eiusque opere quod inscribitur al-Mu'arrab 

간략제목 De Aljavālīqī eiusque opere quod inscribitur al-Mu'arrab 

국역제목  알자와리키(الجواليقي)와 그의 저작, 알무아라브(المعّرب)에 관하여 

국역간략제목  알자와리키(الجواليقي)와 그의 저작, 알무아라브(المعّرب)에 관하여 

발행지  할레(Halis Saxonum; 독일) 

발행처  Typis Caroli Lorkii Lipsiensis 

발행년  1867 

판본정보 
 아부 만수르 마우후부 알자와리키(Abu Mansur Mauhub al-Jawaliqi, 1073–1145)의 저서

알무아라브(المعّرب)에 대한 비판 정본(Critical Edition) 및 연구서. 독일 할레 대학에 제출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아랍어 

주제어  아부 만수르 마우후부 알자와리키, 아랍어 문법학자, 알무아라브 

해제 

❍ 이 책은 아랍 문법학자 아부 만수르 마우후부 알자와리키(Abu Mansur Mauhub al-

Jawaliqi, 1073–1145)의 저서 <알무아라브(المعّرب)>에 대한 연구서다. 저자는 <알무아라브

의 여러 필사본들을 사용하여 <알무아라브>의 비판 정본(Critical Edition)을 만들<(المعّرب)

고, 알자와리키와 그의 아랍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알무아라브>는 아랍

어 어휘 가운데에서, 외래어에서 차용한 단어들에 대한 연구서이다. 그는 아랍어와 히브리

어,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아르메니아 등을 서로 비교하여, 아랍어의 어휘가 이들 외국어

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 내용 구성-목차  

§1. 본문 

저자는 먼저 본문에서 옛 아랍어 문헌을 근거로 알자와리키의 이름과 생몰연대 등에 관

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후 아랍어 어휘의 외국어의 영향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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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간략히 서술하고, 아랍어 본문의 정본 작업에 사용된 사본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

하고 있다. 본문의 하부주제는 다음과 같다.  

I. 알자와리키에 관하여(De Aljavâlîqî, pp. 1-4) 

II. 자와리키를 제외하고, 아랍사람들은 외래어휘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Quid Arabes except Javâlîqîo in vocum peregrinarum explicatione praestiterint, pp. 4-5)

III. 알무아라브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자오라키의 저작들에 관하여(De opera Javâlîqîano 

cui inscribitur المعّرب, pp. 6-8) 

 

§2. 카롤루스 에두아르두스 사카우의 생애에 대하여(Carolus Eduardus Sachau de vita 

sua, p. 9) 

본 학위논문의 저자 에두아르두스 사카우(Eduardus Sachau)에 대한 소개 

 

§3. 논쟁이 될만한 의견들(Sententiae controversae, p. 10) 

 

§4. 아랍어 본문(pp. ١-  ٣٢ ) 

저자의 알무아라브(المعّرب)에 대한 비판 정본 부분이다. 저자는 본문 아래에 사본들의

이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평 주석을 첨부하고 있다. 

디지털자료  http://menadoc.bibliothek.uni-halle.de/ssg/content/titleinfo/769791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880 15)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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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Arab-0006 

저자번호  

저역편자 헤르만 요한네스 뢰디거(Hermann Johannes Roediger) 

제목 De nominibus verborum Arabicis األفعال أسمآء  

간략제목 De nominibus verborum Arabicis األفعال أسمآء  

국역제목 동사들의 아랍어 명칭들에 관하여_동사들의 명칭들 

국역간략제목 동사들의 아랍어 명칭들에 관하여  

발행지 할레(Halis; 독일) 

발행처 Typis Orphanotrophei 

발행년 1869 

판본정보 
아랍어 동사들의 명칭에 관한 연구서. 아랍의 문법학자 아부 알리 알 파리시(Abu ‘Ali al-

Farisi)의 아랍어 문법책 “ األفعال أسمآء ”(동사들의 명칭들)에 대한 비판 정본. 독일 할레(Halle) 

대학에 제출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아랍어 

주제어  아랍어 동사들의 명칭, 아부 알리 알 파리시, 아랍어 문법 

해제 

❍ 이 책은 아랍어 “ األفعال أسمآء  (동사들의 명칭들)”에 대한 연구서이다. 저자는 전반부에

아랍어 동사들에 대해 기술하고, 후반부에는 유명한 아랍어 문법학자 아부 알리 알 파

리시(Abu ‘Ali al-Farisi, 900–987)의 아랍어 문법에 관한 아랍어 본문을 첨부하고 있다.

이 본문은 저자가 아랍어 사본을 바탕으로 편집한 비판 정본이다. 아부 알리 알 파리

시는 이란 출신이며, 바그다드에서 거주했던 유명한 문법학자로 알려져 있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문 (Prooemium, pp. 1-2) 

저자는 서문에서 아랍어 문법에 관한 연구에서 “ األفعال أسمآء ”(동사들의 명칭들)에 대한 연

구사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 연구와 관련하여, 아랍어 문법학자 “  على البى الشعر كتاب

라고 명칭이 붙여진 아랍어 필사본에 대해 설명(시인 아부 알리 알 파리시의 저서)”الفارس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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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pp. 3-16) 

본문은 아랍어 “ األفعال أسمآء ”(동사들의 명칭들)에 대한 연구와 관련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

다. 저자는 제 1장에서 아래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 즉 제 2

장은 저자에 의해 1870년에 출간된 De nominibus verborum Arabicis األفعال أسمآء

Commentationem이라는 제목의 서적에 포함되어 있다. 

제 1장 동사의 명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어떻게 논해지고 있는가(Caput I. Quo de 

nominibus verborum in universum agitur, p. 3) 

1. 동사들의 명칭들에 대한 정의와 활용에 관하여(De nominum verborum definitione

et flexione, p. 4) 

2. 동사들의 명칭들의 사용에 관하여(De nominum verborum usu, p. 6) 

3. 동사들의 명칭들의 참된 특성과 성질에 관하여(De vera nominum verborum natura 

et indole, p. 7) 

4. 동사들의 명칭들의 지배에 관하여(De rectione nominum verborum, p. 11) 

5. 동사들의 명칭들의 불변화에 관하여(De nominum verborum indeclinab-ilitate, p. 

12) 

6. 동사들의 명칭들의 탄윈(Nunation)에 관하여(De nunatione nominum verborum, p. 

13) 

7. 동사들의 명칭들과 연결된 불변화사 ك에 관하여(De ك particula nominibus 

verborum annexa, p. 15) 

 

§3. 생애 (Vita, p. 17) 

본 학위논문의 저자 헤르만 요한네스 뢰디거(Hermann Johannes Roediger)에 대한 소개

 

§4. Theses (p. 18) 

 

§5. 아랍어 본문(pp. ٢-  ١١ ) 

아랍어 문법학자 아부 알리 알 파리시(Abu ‘Ali al-Farisi, 900–987)의 아랍어 본문을 포함

하고 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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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فارسى على البى الشعر من كتاب

(시인 아부 알리 알 파리시의 저서로부터) 

디지털자료 
http://reader.digitale-sammlungen.de/de/fs1/object/display/bsb10571609_00001.htm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880 18)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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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Arab-0007 

저자번호  

저역편자  지기스문두드 프랜켈(Sigismundus Fraenkel) 

제목  De vocabulis in antiquis Arabum carminibus et in corano paregrinis 

간략제목  De vocabulis in antiquis Arabum carminibus et in corano paregrinis 

국역제목  고대 아랍어 시와 코란에서의 외래어 어휘에 관하여 

국역간략제목  고대 아랍어 시와 코란에서의 외래어 어휘에 관하여 

발행지  라이덴(Lugduni Batavorum; 네덜란드)  

발행처  E. J. Brill 

발행년  1880 

판본정보  고대 아랍어 시와 코란에서의 외래어 어휘를 연구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주제어  아랍 시, 코란 

해제 

❍ 이 책은 아랍어 시와 이슬람 경전 코란에서 사용된 외래어 어휘들에 대한 연구서다.

이 연구는 초기 아랍어 문헌들과 그 당시 기독교 문헌들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를 아

랍어와 그 당시 여러 외국어들과의 어휘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아랍 시와

코란의 어휘 연구를 위해, 이들 어휘와 기독교와 관련된 문헌들에서 사용된 언어들의 어

휘들과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 저자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시리아어, 에티

오피아어 등의 어휘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문(Praefatio, pp. V-VI) 

저자는 서문에서 아랍어 어휘들 속의 외래어 연구에 도움을 준 독일의 저명한 동양학자

테오도르 뇔데케(Theodor Nöldeke, 1836-1930)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본문에서 사용

된 약어들(Compendia Scribendi)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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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pp. 1-25) 

본문은 먼저 아랍어 시에서 사용된 어휘들 중에서 외래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들을 제시

하고, 이 아랍어 어휘들과 그리스어, 히브리어, 시리아어 등의 어휘들과 비교하여 그 증거

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예시로 제시된 단어는 ‘웃옷, 셔츠’를 의미하는 아랍어 قميص

qamīṣ다. 저자는 이 아랍어 단어와 관련된 외래어로 그리스어 καμίσιον kamision과 시리아어

ܐ  qumista를 제시한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코란에서

사용된 아랍어 어휘들과 여러 언어들로 기록된 유대교, 기독교 문헌에서 사용된 어휘들과

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A. 성경관련 어휘들(Vocabula biblica, pp. 19-25) 

유대교문헌들과 관련된 어휘들(Vocabula Iudaica, pp. 22-24) 

 a. 히브리어 관련 어휘들(Hebraica)  

b. 아람어 관련 어휘들(Aramaica) 

기독교문헌들과 관련된 어휘들(Vocabula Christiana, p. 24) 

a. 그리스어 관련 어휘들(Graeca) 

b. 아람어 관련 어휘들(Aramaica) 

에티오피아어와 관련된 어휘들(Vocabula Aethiopica, pp. 24-25) 

B. 세속 어휘들(Vocabula profana, p. 25) 

§3. 색인(Index, p. 26) 

§4. 논쟁이 될 만한 의견들(Sententia Controversae, p. 28) 

디지털자료  http://menadoc.bibliothek.uni-halle.de/ssg/content/titleinfo/361198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880 14)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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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Arab-0008 

저자번호  

저역편자 고도프페두스 호베륵(Godofredus Hoberg) 

제목 Ibn Ǵinnîi de flexione libellus Arabice nunc primum editus in Latinum sermonem translatus 

간략제목 Ibn Ǵinnîi de flexione libellus Arabice nunc primum editus in Latinum sermonem translatus 

국역제목 
지금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 편집된 이븐 진니의 아랍어 [어형] 변화에 대한 작은 책자

국역간략제목 지금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 편집된 이븐 진니의 아랍어 [어형] 변화에 대한 작은 책자

발행지 본(Bonnae; 독일) 

발행처 Typis Caroli Georgi Univ. Typogr. 

발행년 1885 

판본정보 이븐 진니의 아랍어 문법에 관한 책을 연구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아랍어 

주제어 이븐 진니(ابن جنّي), 아랍어 문법 

해제 

❍ 이 책은 모술(Mosul)에서 태어난 아랍의 문법학자 이븐 진니(1002-932 ,ابن جّني)가 대

한 연구서다. 이븐 진니는 50여권의 작품들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다. 저자는 그의 아랍

어 문법책들 가운데, 아랍어 어형 변화에 관한 작품의 필사본들을 모아 편집하고, 필사본

들의 이문들에 대한 각주를 첨부한 비판 정본(Critical Edition)을 제시하고, 라틴어 번역을

첨가하였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문(pp. 1-6)  

서문에서 저자는 이븐 긴니에 대한 연구사와 함께, 그에 대해 언급한 옛 문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 이후 그의 저술인 아랍어 어형 변화와 관련된 대략적인 소개와 함께,

이 문헌을 담고 있는 사본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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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pp. 7-30) 

저자는 본문에서 이븐 진니의 작품의 아랍어 사본들을 편집하고 이문들을 각주에 명시

한 비판 정본(Critical Edition)과 함께 라틴어 번역을 첨부하였다. 아랍어 본문은 다음과 같

이 시작한다. 

ّى والتصريف الملوكىُّ صنعة ابى الفتح عثمان بن عبد هللا بن جّنى النح مختصر  

Compendium de flexione principibus destinatum. Opus Abu’l-fatḥi ‘Uthmân ibn ‘Abdallâh ibn
G’inni, grammatici 

[왕들에게 헌정된 [어형] 변화에 대한 개요. 문법학자 아불파트크 우트만 이븐 아브달라

이븐 긴니의 작품]  

 

§3. 생애(Vita, p. 31) 

본 학위논문의 저자 고도프페두스 호베륵(Godofredus Hoberg)에 대한 소개 

§4. 논쟁이 될 만한 의견들(Sententiae controversae, p. 32) 

디지털자료 디지털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없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880 23)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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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Arab-0009 

저자번호  

저역편자 루드비히 아벨(Ludwig Abel) 

제목 De Abû Miḥǵan poeta arabico ejusque carminibus

간략제목 De Abû Miḥǵan poeta arabico ejusque carminibus

국역제목 아랍 시인 아부 미흐잔(أبو محجن)과 그의 시에 관하여  

국역간략제목 아랍 시인 아부 미흐잔(أبو محجن)과 그의 시에 관하여 

발행지 라이덴(Lugduni-Batavorum; 네덜란드) 

발행처 E. J. Brill  

발행년 1887 

판본정보 7세기 아랍 시인 아부 미흐잔(أبو محجن)의 시들을 편집한 비판 정본. 저자의 박사학위 논

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아랍어 

주제어  아부 미흐잔, 아랍 시인 

해제 

❍ 이 책은 아부 미흐잔 알 타카피(Abū Miḥjan al-Thaqafī; أبو محجن الثقفي)로 알려진 아랍

시인의 시 총 23편에 대한 비판 정본이며,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되었다. 저자는

이 작업을 위해서 총 11 종류의 아랍어 필사본을 참고하였다. 아부 미흐잔은 주로 7세기

초반에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5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론 (pp. 1-2) 

아부 미흐잔의 아랍어 시들에 대한 비판 정본을 위해 사용된 11 종류의 필사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또한 아부 미흐잔에 대해 다루고 있는 출판된 책들(Libri Impressi 

Quibus de Abû Miḥǵan Agitur)에 대한 목록을 첨부하고 있다.  

 



- 101 - 

 

§2. 아부 미흐잔과 그의 시들에 대한 소개 (pp. 4-10) 

저자는 먼저 아부 미흐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여러 문헌들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이

아랍 시인이 여러 종류의 가명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그의 생몰연

대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아부 미흐잔의 시들에

관하여 (De Abû Miḥǵan Carminibus, pp. 8-10)’란 소제목 아래에서, 저자는 저자가 편집

한 아부 미흐잔의 총 23편의 시들과 중요 필사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 아랍어 본문 (pp. 11-16) 

저자가 편집한 총 23편의 시들의 아랍어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4. 라틴어로 번역된 아부 미흐잔의 시들 (Abû Miḥǵani Carmina in Sermonem Latinum 

Conversa, pp. 17-25) 

총 23편의 아랍어 시들에 대한 저자의 라틴어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5. 주석(Adnotationes, pp. 26-37) 

각각의 시에 대한 비평 주석을 담고 있다. 11개의 필사본들 간의 이문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6. 주제들(Theses, p. 39) 

 

§7. 생애(Vita, p. 40) 

본 학위논문의 저자 루드비히 아벨(Ludwig Abel)에 대한 소개 

디지털자료 

http://www.dli.ernet.in/cgi-

bin/metainfo.cgi?&title1=De%20Abu%20Mihgan%20Poeta%20Arabico%20Ejusque%20Car

minibus&author1=Abel%20Ludwig&subject1=LANGUAGE.%20LINGUISTICS.%20LITERATUR

E&year=1887&language1=english&pages=54&barcode=8000000006930&publisher1=E%2

0J%20Brill&vendor1=til&scanningcentre1=rmsc,%20iiith%20&slocation1=OSU&sourcelib1=

OU%20&digitalpublicationdate1=0000-00-

00&rights1=OUT_OF_COPYRIGHT&url=/data7/upload/0188/082%20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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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F157 7) 

표지  

비고  

 

  



- 103 - 

 

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Arab-0011 

저자번호  

저역편자 루돌푸스 아비히트(Rudolphus Abicht) 

제목 التحفة الوردية, i.e., Donum Wardianum carmen didacticum de linguae Arabicae grammatica a 

Zain-ud-dīn ibn al-Wardī compositum 

간략제목 التحفة الوردية, i.e., Donum Wardianum carmen didacticum de linguae Arabicae grammatica a

Zain-ud-dīn ibn al-Wardī compositum 

국역제목 
알 타하프트 알 와르디(التحفة الوردية), 즉 와르디의 명작: 자인 앗딘 이븐 알 와르디( زين

الوردي ابنالدين  )에 의해 아랍어 문법에 대하여 가르쳐진 시 

국역간략제목 알 타하프트 알 와르디(التحفة الوردية), 즉 와르디의 명작: 자인 앗딘 이븐 알 와르디( زين

الوردي ابنالدين  )에 의해 아랍어 문법에 대하여 가르쳐진 시 

발행지 브로츠와프(Vratislaviae; 폴란드) 

발행처 Typis Grassi, Barthii Et Soc. (W. Friedrich.) 

발행년 1891 

판본정보 자인 앗딘 이븐 알 와르디의 아랍어 문법에 관한 시를 연구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아랍어 

주제어 알 타하프트 알 와르디, 자인 앗딘 이븐 알 와르디, 아랍어 문법 

해제 

❍ 이 책은 아랍의 역사가 이븐 알 와르디 또는 자인 앗딘 우마르 이븐 알-무자파르 이

븐 알-와르디( ابن الوردي زين الدين عمر بن المظفر , 1292-1349)에 관한 연구서다. 이븐 알 와르디

는 역사가이면서 지리학에도 매우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의 이 논문은

이븐 알 와르디의 아랍 문법에 관한 책의 비판 정본(Critical Edition)이다. 즉 저자는 아랍

문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사본들을 모아 편집하고, 사본들의 이본들을 조사하

여 정리했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론(pp. 1-26) 

서론에서 저자는 이븐 알 와르디의 문법서, 법률서, 역사서 등의 저작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 논문의 아랍어 본문의 편집하기 위해 사용한 사본들(pp. 20-25)과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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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비고(Annotationes, pp. 25-28)를 첨부한다. 

 

§2. 본문(pp. 29-44) 

본문은 아랍어 본문과 사본들 간의 이문들을 정리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아랍어

본문은 총 153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랍어 원문에 대한 번역은 없다. 이문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앞서 소개한 사본들간의 여러 다른 독법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

다. 

1. 아랍어 본문(pp. 29-40) 

2. 이문들(Lectiones variants, pp. 41-45) 

 

§4. 생애(Vita, pp. 45-46) 

본 학위논문의 저자 루돌푸스 아비히트(Rudolphus Abicht)에 대한 소개 

 

§4. 논쟁이 될 만한 의견들(Sententiae controversae, p. 47) 

디지털자료 디지털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없음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F157 8)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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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Arab-0012 

저자번호  

저역편자 에우게니우스 미트보크(Eugenius Mittwoch) 

제목 Proelia Arabum paganorum (Ajjām al 'Arab) quomodo litteris tradita sint 

간략제목 Proelia Arabum paganorum (Ajjām al 'Arab) quomodo litteris tradita sint 

국역제목 아랍에서 이교도들의 전쟁들(아랍의 날들: العرب ايّام ). 어떻게 이 전쟁들이 문학작품으로 전

해졌나. 

국역간략제목 아랍에서 이교도들의 전쟁들(아랍의 날들: العرب ايّام ). 어떻게 이 전쟁들이 문학작품으로 전

해졌나. 

발행지 베를린(Berolini; 독일) 

발행처 Mayer et Mueller 

발행년 1899 

판본정보 아랍의 문학작품 “아랍의 날들”( العرب ايّام )에 대한 연구서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아랍어 

주제어 아랍의 날들 

해제 

❍ 이 책은 이슬람 전 시대부터 아랍인들 사이에서 전해내려 온 이야기 ayyām al-ʿArab

(아랍의 날들)에 대한 연구서다. 이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개정되거나 덧붙여져서 전

해졌다. 내용은 주로 아라비아 지역에서 벌여졌던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의 모음집이며, 이

들 전쟁 중에 활약했던 영웅들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는 이들 이야기들이 어떻게

문학작품으로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내용 구성-목차  

§1. 서문(pp. 5-6) 

이 작품에서 다루게 될 ayyām al-ʿArab (아랍의 날들)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함께, 이

이야기와 관련되어 본문에서 주로 언급될 주요 작품들의 목록들과 이들의 약어들(Sigla)을

제시하고 있다. 

§2. 본문(pp.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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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아랍의 시인과 역사가들의 주요 저작들을

살펴보고, ayyām al-ʿArab (아랍의 날들)과 관련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각 장에서 다루

고 있는 저자들과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제 1장(pp. 6-12) 아불 파라즈(Abulfaraj, 897–967)의 Kitab al-aghani (كتاب األغاني, 노래들

의 책) 

제 2장(pp. 12-26) 아랍의 시인 이븐 아브드 랍비(Ibn `Abd Rabbih, 860–940)의 Al-`Iqd 

al-Farid (진귀한 목걸이) 

제 3장(pp. 26-30) 아랍의 역사가이며 백과사전 편찬자 알-누와이리(Al-Nuwairi, 1272-

1332)의 Nihayat al-arab fi funun al-adab  

제 4장(pp. 30-42) 아랍의 역사가 이븐 알-아티르(Ibn al-Athir, 1233-1160)의 al-Kamil fi 

at-Tarikh (역사의 완성) 

 

§3. (Appendix, pp. 43-44) 

§4. 생애(Vita, .p. 45) 

본 학위논문의 저자 에우게니우스 미트보크(Eugenius Mittwoch)에 대한 소개 

§5. 논쟁이 될 만한 의견들(Sententiae controversae, p. 47) 

디지털자료 https://archive.org/details/proeliaarabumpag00mittuoft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H360 10)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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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Persia-0001 

저자번호  

저역편자 카롤루스 루돌푸스 사무엘 파이퍼(Carolus Rudolphus Samuel Peiper) 

제목 Commentationis de libro Persico مشتری و مھر  sive de Mihri et Muschterii (Solis et Jovis) 

mysticis amoribus 

간략제목 Commentationis de libro Persico مشتری و مھر  sive de Mihri et Muschterii (Solis et Jovis) 

mysticis amoribus 

국역제목 
페르시아어 책 مشتری و مھر  또는 미흐리와 무쉬타리(태양과 목성)의 신비스러운 사랑에 관

한 주석 

국역간략제목 
페르시아어 책 مشتری و مھر  또는 미흐리와 무쉬타리(태양과 목성)의 신비스러운 사랑에 관

한 주석 

발행지 베를린(Berolini; 독일) 

발행처 Typis Academicis 

발행년 1839 

판본정보 페르시아어 책 미흐리와 무쉬타리(태양과 목성)를 연구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페르시아어 

주제어 무함마드 앗사르 타브리지, 미흐르와 모쉬타리, 태양과 목성, 페르시아 시 

해제 

❍ 이 책은 페르시아의 시인 무함마드 앗사르 타브리지(Muhammad `Assar Tabrizi,  محمد

مشتری و مھر ,d. 1382)의 시(詩), 미흐르와 모쉬타리(Mihr wa Moshtaree ,عصار تبريز , 태양과 목

성)에 관한 연구서다. 앗사르 타브리지에 의해 1376년에 지어진 이 시는 샤푸르(Shahpur)의

아들 미흐르(태양)와 그의 고관의 아들 모쉬타리(목성) 사의의 플라토닉 사랑을 노래한 시다.

이 시는 총 9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내용 구성-목차  

§1. 저자에 관하여(De Auctore, pp. 1-20) 

“저자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부분은 사실상 이 논문의 서론과 본론 부분이

다. 저자는 이 장에서 앗사르 타브리지의 시, 미흐르와 모쉬타리에 대해 기술하면서, 설명하

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페르시아어 본문 일부분을 인용하고 그 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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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본문을 기술하고 있다. 기술 내용은 주로 사본에 관한 설명과 앗사르와 관련된 내

용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설명들을 곁들이고 있다.  

 

§2. 생애(Vitae Curriculum, p. 21) 

본 학위논문의 저자 카롤루스 루돌푸스 사무엘 파이퍼(Carolus Rudolphus Samuel Peiper)

에 대한 소개 

 

§3. 주제들(Theses, p. 23) 

디지털자료 
http://books.google.co.kr/books?id=SdVCAAAAcAAJ&printsec=frontcover&dq=Commentatio

nis+de+libro+Persico+Mihr&hl=ko&sa=X&ei=Qj2iU4uQIcyeugSGh4KIBg&ved=0CBsQ6AEwA

A#v=onepage&q=Commentationis%20de%20libro%20Persico%20Mihr&f=false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F145 22)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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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동남아-0001
저자번호 0000; 0000
저역편자 Taber, Jean-Louis, 1794~1840

제목 南越洋合字彙: Dictionarium Anamitico-Latinum

간략제목 南越洋合字彙

국역제목 남월양합자휘: 월남(베트남)-라틴어 사전

국역간략제목 월남(베트남)-라틴어 사전
발행지 Fredericnagori Vulgo Serampore
발행처 J. C. Marshman
발행년 1838

판본정보 1
권수 1

기술언어 베트남어, 라틴어

주제어
19세기, 월남(베트남)어, 라틴어, 사전
19c, Vietnamese, Latin Language, dictionary 

해제

  ❍ A4 크기
  ❍ 코친차이나(남부 베트남)의 담당 주교였던 피뇨 드 베앤(Pigneau de Béhaine)의 
수고본을 바탕으로, 파리외방전교회의 프랑스 사제이자 이사우로폴리스(Isauropolis)의 
주교 장루이 타베르가 집필한 월남(베트남)-라틴어 사전. 
  ❍ 베트남 중에서도 코친차이나(남부 베트남) 일대의 발음과 어휘를 중심으로 편찬
하였음. 
  ❍ 구성
    ◼ 독자에게 전하는 글(monitum, i-xlvi)
    ◼ 베트남어-라틴어 사전 본문(pp. 1-722)
    ◼ 부록
       - 중국어 음가(발음)와 비교한 발음(pp. 1-107, 33-48쪽 누락) - 중국어 발음 

별 한자와 해당 한자가 포함된 어휘들에 대한 라틴어 뜻 제시
       - 부수(clavis) 순 어휘 목록(pp. 108-126)
       - 교정사항(pp. 126-128)
  ❍ 사전 본문 내용
     ◼ 베트남어 발음 순, 어휘에 대한 설명(pp. 1-620) : ‘한자로 표기된 베트남어-

로마자로 표기된 베트남어 발음-라틴어 뜻’ 순으로 글자 소개 후 이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동일 방식으로 해설하였음. 

     ◼ 화훼 용 식물 명칭 일람(pp. 621-660) : ‘한자어-베트남 발음-라틴어 뜻-해

7) 동남아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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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식물의 효능, 쓰임새에 대한 간략한 해설’ 식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 부수별 색인(pp. 661-712)
     ◼ 획수별 색인(pp. 713-718) - 글자마다 부수를 밝히고 있음.
     ◼ 부수 일람(pp. 718-719) 
     ◼ 수정 사항(pp. 720-722)

디지털자료
http://books.google.at/books?id=CylHAAAAcAAJ&printsec=frontcover&hl=de&sourc
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250 3)
표지
비고



8) 시베리아 지역 

 

목록 DB 항목 항목 내용의 예 

자료번호 Siberia-0001 

저자번호  

저역편자 Castrén, Matthias Alexander (1813-1852) 

제목 Elementa grammatices Syrjaenae 

간략제목 Elementa grammatices Syrjaenae 

국역제목 코미어 기초 문법 

국역간략제목 코미어 기초 문법 

발행지 헬싱키(Helsingforsiae; 핀란드) 

발행처 Ex Officina Typographica heredum Simelii 

발행년 1844 

판본정보 코미어 

권수 1권 

기술언어 라틴어, 코미어 

주제어 코미어, 문법 

해제 

❍  이 책의 저자 Matthias Alexander Castrén는 핀란드 인류학/민속학 및 문헌학

자이다. 그는 북유럽을 비롯해 우랄과 시베리아 지역을 차례로 탐험했으며 핀란

드 신화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우랄 지역을 탐사한 직후 이 책을 저술했

다. 코미(Komi)어는 우랄 지역의 소수민족인 코미부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핀란드

어와 유사성이 많다.  

❍ 내용 구성-목차  

I. 문자 

II. 음의 강세와 길이 

III. 명사 



IV. 동사 

V. 전치사 

VI. 부사 

VII. 접속사 

VIII. 간투사 

부록: 어휘 인덱스  

부록: 정오표 

디지털자료  https://archive.org/details/elementagrammati00cast 

주소장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G130 1) 

표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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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길과 왕국에 관한 책』(Kitâb al- Masâlik Wa’l-  

Mamâlik)  

1. 해제 대상 자료 개설

1.1. 기본 서지 사항

1.1.1. 제목: Kitâb al- Masâlik Wa’l- Mamâlik. 『아랍 지리학자들의 

도서관(Bibliotheca Geographorum Arabicorum)의 제6부, 길과 왕국

에 관한 책(Kitâb al- Masâlik Wa’l- Mamâlik ; Liber viarum et  
regnorum ; Livre des Routes et des Royaumes ; ������� ������� ������

�)』 

1.1.2. 원저자: Abu’l- Kâsim Obaidallah Ibn Abdallah Ibn 

Khordâdhbeh. 그러나 그는 부록으로 Kodâma ibn Dja’far가 쓴 

Kitâb Al- Kharâdj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덧붙였다. 따라서 작가는 

둘이라고 볼 수 있다.

1.1.3. 편집자와 사용언어: 미카엘 얀 

더 구여(Michael Jan de Goeje, 

1836.8.13. ~ 1909.5.17.)  -  네덜

란드의 동양학학자(Dutch 

orientalist) . 상기 아랍어 원전을 

문헌학적인 검토를 거쳐 편집한 후

에 프랑스어 번역을 덧붙였다. 표

지에는 라틴어로 서지 사항을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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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출판지와 출판사: Leiden, Netherlands, Brill. 

1.1.5. 간행연도: 1889년. 이 책이 속한 총서인 『아랍 지리학자들의 

도서관』(Bibliotheca Geographorum Arabicorum)은 1870년부터 

1894년까지 순차적으로 발간되었는데, 그 중 제6부에 해당하는 이 

책은 1889년에 출간되었다. 미카엘 얀 더 구여의 추정에 따르면, 원

전은 헤지라 230~234년(서기 845~849년) 사이에 Samarra에서 작

성된 것이다. 

1.2. 저자 Abu’l- Kâsim Obaidallah ibn Abdallah Ibn 
Khordâdhbeh에 관하여

1.2.1. 편집자는 서문에서 이 책의 저자에 관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한

다. 위의 이름은 현존하는 2개의 필사본의 제목에 나타나며, 

Aghâny의 몇 구절에서, Masoudy가 그런 이름은 준 것 같다. 

Fihrist1)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1.2.2. 이를 근거로 본다면, 옥스퍼드의 필사본의 한 구절에서 

Mohammed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 Leide d’ Ibn Haukal의 필

사본 제목에 달린 주석에서도 Mohammed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것도 잘못된 것이다. Fihrist의 저자는 이 책의 저자 부친의 이름을 

Ahmed라고 불렀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Ibn al- Fakyh는 저자

에게는 Abdallah라는 이름을, 저자의 아버지에게는 Mohammed라는 

1) 페르시아어로 “색인( index)”이라는 뜻으로, 아랍과 페르시아 문헌학에서 참고문헌의 한 유형(a 

type of biobibliography)이다. 이 용어는 988년 Ibn al- Nadim, a book merchant of Baghdad. Ibn 

al- Nadim의 Fihrist에서 처음 유래되었는데, 그의 책은 10개의 장으로 나뉘었고, 이후 이와 유사

한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형식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중세아랍문학의 역사에 중요한 원천

으로 남아 있다. 학술적인 작품으로서, Fihrist는 전통적인 이야기나, 전설, 창작 모델 등에 덧붙여, 

철학, 문헌학, 신학, 법률, 연금술, 역사, 계보학 등을 포함한다. Fihrist의 아랍 버전인 Fahrasa는 

인물전기의 한 유형으로서, 12세기경에 작성된 Abu Bakr ibn Khayr의 Fahrasa과 같이 작품들의 

목록이나 카탈로그를 포함한다. 후대의 Fihrist의 사례로는 17세기의 터키 학자 Câtib Çelebi (Haji 

Khalifa)가 쓴 아랍작품인 ‘학습 분야의 이름들과 책들의 제목들’(1450권의 책에 대한 참고문헌식

의 분석을 제공하는 책) 안에 포함된 ‘실수들의 카탈로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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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붙이는데,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Aghâny의 한 구절 이

상에서도 비슷한 똑같은 실수가 나타나는데, Obaidallah를 Abdallah

라고 잘못 표기한 것이다. 

1.2.3. 이와 같은 실수의 원천은 자자의 이름을 Ibn Khordâdhbeh라고 

하면서, 그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나타내는 아랍의 관습인 것으로 추

정된다. Fihrist는 저자의 할아버지가 조르아스터교인 마기교를 버리

고 이슬람교를 수용했다고 전해준다. 할아버지인 Khordâdhbeh는 당

시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저자의 아버지인 Abdallah

는 큰 존경을 받았던 것 같다. 타바리스탄의 지도자로서 헤지라 201

년(= 서기 816- 7년)2)에는 Dailam의 일부와 타바리스탄의 산지들을 

정복했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다. “이 해에 타바리스탄의 지도자

인 Abdallah Ibn Khordâdhbeh는 Lâriz와 Dailam 사람들의 나라에 

속하는 Schirr iz를 정복했고, 그 지역들을 이슬람의 영토에 덧붙였

다. 그는 또한 타바리스탄의 산들에 대한 정복을 이루었고, 거기에

서 Schahriyâr(=  Scharwyn의 아들)를 내쫓았다. 시인 Sallâm 

al- Khâir는 이렇게 노래한다. ‘이제 우리는 로마 제국과 중국을 정

복하리라 희망할 수 있도다. Scharwyn의 권력을 굴복시킨 영웅 덕

택에, 그대들의 손을 Abdallah가 강하게 만들도록 하고, 그의 도움을 

받아라. 그는 완벽한 충성심에 힘에 넘치는 수완을 더해주니까.’” 

1.2.4. Fihrist에 따르면, Ibn Khordâdhbeh는 ‘Djabal 산(山)의 여러 직

위들과 정보들을 다루는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M. 

Barbier de Meynard는 Ibn Khordâdhbeh에 대한 편집본(édition)을 

출간하면서 붙인 서문에서(Journal Asiatique, 1865, p. 9)  이런 정

보를 전해준다. “이 공무원들의 주요 임무들 가운데 하나는 Wézyr3)

2) 6세기 후반에 이란의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메카에 마호메트가 태어나고 부유한 과부 하디자의 대

상에 들어가게 되고 하디자와 결혼한다. 그가 히라산의 동굴에서 명상을 하던 중,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알라의 계시를 받는다. 그는 ‘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무슬림’으로 불리게 된 신

도들을 데리고, 메카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떠나는데, 이를 ‘헤지라’라고 부른다. 그때

가 서기 622년. 이슬람교도들은 이때를 이슬람달력의 첫해로 삼았다. 헤지라 연도는 기본적으로 

음력방식의 계산을 하는데, 양력으로 계산하여 서기년도(Gregorian Calendar =  Annus Domini)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f(x)  =  (x ÷ 1.0307)  +  622.   

3)  왕을 돕는 최고의 관직.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재상과 같은 지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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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칼리프가 지역 안에서 권력의 안

전과 공공의 질서와 관련된 모든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

다.” M. Sprenger는 이런 가정을 제시했다. “이 저자가 그 직위들의 

책임자였을 때, 자기 자신이 고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정안

내서’를 편집했던 것 같다.”(Post-  und Peiserouten, p. 15)  이 책

이 헤지라 230~234년(서기 845~849년) 사이에 Samarra에서 작성

되었으므로, 이 가정에 따르면 Ibn Khordâdhbeh가 이 직무를 맡게 

된 것은 젊은 나이였고, Motacim 또는 Wâthik이 칼리프로 통치하던 

때다. 이때 그는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5. Ibn Khordâdhbeh는 칼리프였던 Motamid와 친하게 지냈다. 

Masoudy의 기록에는 Ibn Khordâdhbeh가 음악의 기원, 노래의 기

술, 노래의 리듬과 양식에 관해 했던 담론을 전해주고 있는데, Ibn 

Khordâdhbeh가 이런 이야기를 Motamid에게 해주자, 그에게 최고의 

영광을 뜻하는 의복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때가 대략 헤지라 

256- 264년 사이로 추정되므로, Ibn Khordâdhbeh는 50세가 훨씬 

넘은 나이였다. 

1.2.6. Mokaddsy는 Ibn Khordâdhbeh가 칼리프의 Wézyr였으며, 따라

서 국가문서보관소의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는데, 이

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다른 지리학자들의 보고보다 Ibn 

Khordâdhbeh의 보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M. 

Barbier de Meynard는 Ibn Khordâdhbeh가 칼리프의 Wézyr였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인다면 Mokaddsy

가 말한 대로 Ibn Khordâdhbeh가 칼리프의 Wézyr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높은 직위에서 왕을 도왔다는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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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bn Khordâdhbeh의 저술에 관하여

1.3.1. Fhir ist의 저자는 Ibn Khordâdhbeh가 남긴 여덟 권의 책 제목을 

전해준다. 아래 목록은 불완전하다. Masoudy와 다른 작가들은 Ibn 

Khordâdhbeh가 대작의 역사서를 썼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1)  음악의 기술

(2)  요리사의 매뉴얼

(3)  음악 악기들과 연주에 관한 책

(4)  포도주에 관한 책

(5)  가족들과 회식자들의 책

(6)  페르시아인들과 이주자들의 주요 계보

(7)  길과 왕국에 관한 책

(8)  anwâ(달력의 일종)에 관한 책



- 118 -

2. 전체 내용의 구성

2.1. 도입부

2.1.1. 헌정사: “신의 이름으로, 관대한 이여, 자비로운 이여”라는 제목

을 달고 있으며, “신께서 폐하의 만수무강을 허락하시길”이라며 축원

의 말로 시작한다. 신께서 칼리프를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한다. 

2.1.2. 집필의 의도: 칼리프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책 전체의 제목처럼 지상의 길과 왕국들에 대한 명확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농사를 지

을 수 있는 곳과 황무지, 거리와 세금과 조세에 관해 옛사람들의 방

식에 따라 명확하게 기술해야만 한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미 지상

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훌륭하게 해냈지만, 그것은 외국어(그리스

어)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칼리프가 잘 알 수 있도록 저자는 프

톨레마이오스의 기술을 순수한 아랍어로 번역하고, 거기에 덧붙여 

칼리프가 찾고 있는 것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과 칼리프가 원하는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저자가 편집한 것을 덧붙인다. 

칼리프가 직접 돌아다니지 않고도,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모든 것

들을 마치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1.3. 신과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찬양: 신은 전능하며 모든 선행들

의 원천이다. 신은 인간을 자신의 뜻에 따라 창조하였다. 신은 종들

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었다. 허약한 의견과 현상에 기초한 판단으

로는 그의 창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은 높이 들어 올려져, 우리는 

감히 그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나 신께서 자신의 예언자 무함마드

와 그의 가족 가운데 선택된 자들을 축복하시길!” 

2.1.4. 자기 이름 명시: “땅과 땅의 표면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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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함과, 각 지역의 kibla(기도를 할 때 향해야 하는 방향)과 다양

한 방향으로 펼쳐져 있는 길들과 왕국들에 대한 기술하고 있는 바로 

이 작품의 저자는 신앙인들의 왕자이신 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Abou ’l- Kâsim Obaidallah ibn Abdallah ibn Khordâdhbeh이다.”4)

2.1.5. 저자의 우주관: 이 책의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유럽 중

세적인 우주관과 유사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따르

면, 지구는 공처럼 둥글고, 계란의 내부에 있는 노른자처럼 천체 공

간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공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고 그 표면

의 모든 방향에서 천체 공간 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지구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육체들은 안정된 상태인데, 왜냐하면 그 육체들을 

이루고 있는 가벼운 요소들을 잡아당기는 동안, 땅은 마치 자석이 

쇠에 힘을 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육체들의 무거운 부분을 

자신의 중심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2.1.6. 땅의 모양과 크기: 저자가 땅의 모양과 크기를 기술하는 방식이 

특이하다. 현재 우리가 세계지도는 북남을 상하로, 동서를 우좌로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와는 달리 종횡을 각각 동서

와 남북으로 연결시켜 기술한다. 저자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땅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는 적도에 의해 둘로 나뉘어 있다. 그것

이 길이 방향으로(= 종으로) 땅이 펼쳐진 것이며, 그것은, 천체에서 

가장 중요한 선이 열두 성좌가 있는 황도대인 것처럼, 지구에서 가

장 중요한 선이다. 땅은 남극에서부터 북극으로 넓이 방향으로(= 횡

으로) 펼쳐져 있는데, 남극 주위로 Sohail(Canopus)5) 별자리가 돌

고 있으며, 북극주위로는 Banât Nasch(큰곰자리)가 돌고 있다. 지구

의 크기를 보자면,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둘레는 360도(度)인데, 

여기에서 도는 25파르사크6)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구의 둘레의 길

4) Abou’l- Kâsim Obaidallah ibn Abdallah ibn Khordâdhbeh를 가리킨다. 책의 표지에는 

Abu’l- Kâsim 이라고 적혀있으나, 본문에는 Abou ’l- Kâsim으로 표기되어 있다. 

5)  한국에서는 남쪽의 수평선 근처에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붉은 별자리. 한국과 중국에서는 남

극노인(南極老人) 또는 노인성(老人星), 수성(壽星)으로 불리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믿어졌

다. 

6)  파르사크(farsakh, 페르시아어로는 ����� (파르상), 아랍어로는 ���� (파르사크, farsa�; farsakh). 

고대 페르시아에서 거리를 재는 단위로서 약 5.6 km에 해당한다. 보통 성인의 평상적인 걸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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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9,000파르사크(= 54,400km)다.7)  

2.1.7. 인구의 분포와 도시의 숫자 : 지구의 북쪽 1/4에 해당하는 부분

에는 우리가 살고 있고, 적도 1/4은 극심한 더위 때문에 사막이며, 

우리(= 이란 중심으로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 아래쪽에 위치

한 지구의 나머지 1/2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다. 북쪽의 1/4과 남

쪽의 1/4은 일곱 가지 기후로 서로 나뉜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신

의 책에서, 당시에는 지구의 도시들의 수가 4200개 정도라고 하였

다.   

약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한다. 현재까지도 이란 등지에서는 이 단위를 계속 사용하고 있

다고 한다. 파르사크는 12,000 쿠비투스(큐빗, cubitus)이다. 쿠비투스는 고대 여러 지역에서 사용

되던 길이의 단위로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이며, 약 46.7cm 정도이다. 이때 손가락 하나의 

크기는 보통 보리알 6개의 길이로 셈한다.   

7)  기원전 200년경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와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925㎞ 떨어진 아스완에 

해시계를 두고 하짓날 정오에 해시계의 바늘이 만드는 그림자의 각도 차이를 7°12′으로 쟀다. 이를 

바탕으로 “7.2도 : 925㎞ 〓 360도 : 지구둘레”라는 식을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가 약 46,250㎞라

고 계산했다. 현재 측정값은 40,120km이니, 에라토스테네스는 약 6,130km의 오차를 범했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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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체 기술의 기준과 출발점 : Kibla( =  Qibla, 아랍어 قبلة  ) 와 
Sawâd

2.2.1. 지구의 모양과 크기에 관한 개괄적인 기술을 마친 저자는 본격

적으로 서술을 시작하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은 Kibla이다. 

Kibla(또는 Qibla, 아랍어 ����  )는 원래 ‘방향’이라는 뜻인데, 이슬람교

도들이 살라트(�alāt, 아랍어로는 �� �  �alāh, �alāt. 복수로는 ���� � 

�alawāt)라고 부르는 기도 시간에 얼굴을 돌려 기도해야만 하는 방

향을 가리키는데, 현재는 메카에 있는 Kaaba가 바로 그곳이 기준이 

된다. 신의 법 아래에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슬람교도

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향을 정한 것

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Abou’l- Kâsim Obaidallah ibn Abdallah 

ibn Khordâdhbeh는 바로 이에 관한 기술로부터 본격적인 기술을 시

작한다. 

2.2.2. “아르메니아와 Adharbaidjân과 바그다드와 Wâsit와 Koufa와 

al- Madâin과 Baçra와 Holwân과 Dainwar와 Nèhâwend와 

Hamadhân과 Ispahân과 Ray와 T abaristân과 모든 Khorâsân과 

Khazares의 나라와 인도의 Kaschmyr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

해서 Kaaba의 문이 있는 벽을 향하여 방향을 잡는다. 그 벽은 정면

에 오른 쪽으로 북극에서부터 동방의 중앙까지 펼쳐져 있는 지평선

의 아치가 있다. 티베트와 투르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과 중

국과 al- Mançoura, 그러니까 동방의 중앙 위쪽으로 8도에 위치한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Kibla를 검은 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가

지고 있다. 예멘에 사는 사람들은 기들이 기도할 때 al- yamâmy 

(남쪽의 또는 예멘의) 각도를 향해 몸을 돌린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때에 자신들의 정면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두게 된다. Maghrib(모

리타니)와 아프리카(튀니지)와 이집트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 즉 서쪽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al- schâmy(북쪽의 또는 

시리아의) 각도를 향해 몸을 돌린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al- Mançoura의 사람들에게로 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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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지역들의 방향에 관하여 알아야만 할 모든 것이다.”      

 

2.2.3. 출발점이 되는 Sawâd : Sawâd는 이라크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부터 기술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들은 그곳을 “Dil 

I rân schahr”라고 불렀는데, 번역하면 “이라크의 심장”이다. Sawâd는 

12개의 관할구역들(= koura)로 구성되었으며, 각 관할구역은 하나의 

astân(= 지구(地區))를 이루며, 각 아스탕은 tassoudj라고 불리는 몇 

개의 하위지역들로 구성되는데, 전체는 60개가 된다. 저자는 이어 

12개의 아스탕과 각 아스탕이 가진 tassoudj들의 이름을 나열한다. 

- 티그리스 강과 타마라(T amarrâ)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동쪽 하안

지구

-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영토

- 티그리스 강의 서쪽의 유프라테스 강과 Dodjail 강에서 물을 공급

받는 영토

그리고 각 지역들에 관한 재정적인 통계를 기록하였다. 

-  유프라테스 강과 Dodjail 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서쪽 지역

-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영토

-  동쪽 지역

-  Sawâd가 시행했던 세금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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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왕들에 관하여

2.3.1. 지상을 다스리던 가장 오래된 왕들: 저자는 Afrydhoun이 지상

을 자신의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1)  그 가운데 살람(Salam 또는 Scharam)은 서쪽을 다스렸다. 로마

인들과 소그드인들의 왕들이 그로부터 내려왔다. 

(2)  투쉬(T ousch 또는 T oudj)는 동쪽을 다스렸다. 투르크인들과 중

국의 왕은 그의 후손을 이루었다. 

(3)  Yrân(또는 Yradj)는 Yrânschahr 또는 이라크(Irâk)를 다스렸다. 

이라크의 왕들인 Kisrâ’s(Chosroës)들은 그로부터 나왔다. 

그들의 시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시

대에 우리의 왕국을 나누었지, 마치 정육점 도마 위에서 고기를 나

누듯이. 우리는 시리아와 로마인들의 나라를 태양이 지는 곳에 이르

기까지 용맹스러운 살람(Salam)에게 주었지. T oudj에게는 투르크인

들의 정부를 주었고, 그의 조카는 중국의 제국을 다스렸지. 그러나 

우리는 Yrân을 위해,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좋은 것을 남겨주었

지, 그에게 페르시아의 왕국을 맡기었으니.”

2.3.2.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의 명칭: 이라크의 왕은 Kisrâ(Chosroës)

라는 이름으로 보통 알려져 있지만, Schâhânschâh(=  왕 중의 왕)이

라고 불린다. 로마인들의 왕을 민중은 Kaiçar(카이사르)라고 부르지

만, 고유한 이름은 Bâsyl(= Basileus)이다.8) 투르크인들과 티베트인

들, Khazares인들의 왕들은 모두 Khâkân이라는 명칭을 가졌는데, 

투르트의 한 부족이었던 Kharlokh인들의 왕만은 예외적으로 

Djabghouya라고 불렀다. 중국의 왕은 Baghbour라는 이름으로 불렸

다. 이 모든 왕들은 Afrydhoun으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온다. 

인도의 가장 위대한 왕은 Balharâ인데,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다. 

이 지역의 다른 최고실권자들은 Djâba인데, T âfen의 왕, Djorz, 

8) ‘카이사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후, 로마의 왕에게 붙이는 이름이었고, 이후 유럽에서는 이 이름

을 계승한다. 한편 ‘바실레우스’는 고대 그리스의 왕에게 붙이는 이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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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âba, Rahmâ의 왕, 그리고 Kâmaroun의 왕이 이에 해당한다. 

Zâbidj의 왕은 al- Pati- Djab이라고 불린다. 누비아인들의 왕은 

Kâbyl이며, 아베스인들(Abessins)의 왕은 an- Nadjâschy, 동쪽 바다

의 섬들의 왕은 Maharâschy, 슬라브인들의 왕은 Knâz.

저자는 Ardaschyr가 Schâh라는 명칭을 내린 왕들의 이름을 열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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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방으로 가는 길과 여러 지역과 왕국들

2.4.1. 저자는 세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후에 가장 먼저 동방의 세

계부터 상세하게 기술해나간다. 저자는 이 지역을 페르시아 제국의 

연장 내지 관할 구역으로 여기는 것 같다. “동방으로부터 시작하자, 

그곳은 제국의 연장의 1/4을 이루고 있다. 먼저 Khorâsân에 관해서 

말하자. 이 나라는 예전에 (페르시아 아래에서) Bâdhousbâ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ispahbadh에 복종하였다. 이 나라는 자신의 지

배 아래 네 개의 marzabân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marzabân은 

Khorâsân의 네 지역들 가운데 하나를 다스렸다.” 이 구절은 세계를 

페르시아의 제국의 영향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기술한다는 저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2.4.2. 동방으로 가는 길과 여러 지역들과 왕국들에 관해 기술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바그다드에서 Khorâsân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경계들로 가는 

길

-  Djabal의 관할구역들

-  Ispahân의 관할구역들

-  경로의 연속

-  Merw에서 Schâsch와 투르크인들의 나라로 가는 길 

- Zâmyn에서 Schâsch로 가는 길

- Zâmyn에서 Farghâma로 가는 길

- Merw as- Schâhidjân에서 T okhâristân으로 가는 길

- aç- Çaghâniyân의 길

- Balkh에서 T okhâristân 위쪽으로 가는 길

- 헤지라 211~212년(= 서기 827~828년)에 Abou’l- Abbâs 

Abdallah ibn T âhir가 Khorâsân과 그의 권한에 맡겨진 다른 지방

들의 조세를 위해 국고에 지불해야만 했던 총액의 명부

- Khorâsân과 동방의 왕들의 별명

- 동방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연계 역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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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abal, Wásit, Ahwãz, Fàris (페르시아)로 인도하는 길

- Ahwàz(Khozistân)의 관할구역들

- Souk al- Ahwàz에서 Fars(Fâris)로 가는 길

- Ardaschyr Khorra의 관할구역들

- Sibour의 관할구역들

- Içtakhr의 관할구역들

- Dârâbadjird의 하위지역(tassoudj)들

- Arradjân의 관할구역들

- 페르시아에 있는 Kurdes의 영토들(zomoun) 9)

- Fârz의 관할구역들

- Schyrâz로부터 Kermân,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Sidjistân으로 가는 

길

- Kermân의 도시들

- Sidjistân의 도시들

- Schyrâz에서 Naisâbour로 가는 길

- Schyrâz에서 Darâbadjird로 가는 길

- Içtakhr에서 Kermân의 수도인 Syradjân으로 가는 길

- al- Fahradj에서 Sind10)로 가는 길

- Sind의 나라들

- Pahlawis의 나라들

- Ahwâz에서 Ispahân으로 가는 길

- Ispahân에서 Ray로 가는 길

- Bagdad에서 Baçra로 가는 길

- Sorra- man- raâ와 Wâsit 사이에 있는 연계 역참들

- Baçra에서 그 측면을 따라 Omâ으로 가는 길

- 바다를 통해 동방으로 가는 길

- al- Baçra에서 페르시아의 해안지대를 따라 동방으로 가는 길

2.4.3. 저자는 동방의 세계를 기술하면서 마지막으로 “중국으로 가는 

9) zomm(복수형은 zomoun)은 Kurdes 부족의 야영지를 의미한다. 

10)  신드(Sindh; S�nd; Sindhi: 페르시아- 아랍어로 ���)는 파키스탄의 네 지방 중에 하나. 인더스강에

서 그 어원을 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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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의 연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술한다. 이 부분에서 중국에 관한 상

세한 기술과 함께 신라에 관한 기록도 나온다. “중국의 끝, 칸슈

(Kânçou)의 정면에 산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이름이 신라

(Schylâ =  la Corée)며, 여러 개의 공국(principauté)으로 나뉘어 

있다. 그곳엔 금이 풍부하다. 그곳에 간 이슬람교도들은 이 지역에 

영주(永住)하곤 한다. 그곳이 제공하는 모든 장점들을 누리기 위해

서이다.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관해 알지 못한

다.”(p. 51)  이것은 동서문명의 교류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조금이나

마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와 함께 일본(Wâkwâk)에 관

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인도의 독특한 신분제도인 카스트에 관해

서도 기록이 있는데, 7개의 카스트가 있다고 소개하며, 힌두인들 사

이에는 42개의 종교적인 섹트가 있다는 보고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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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방으로 가는 길과 여러 지역과 왕국들      

2.5.1. 서방에 대해서는 Maghrib라는 이름을 붙인다. 저자는 서방세계 

역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 아래 있는 지역으로 여기고 기술한다. 

“Maghrib은 페르시아 왕국 아래 제국의 1/4을 형성한다. 그 통치자

의 이름은 Khorbarânispahbadh이다.” 

2.5.2. 서방으로 가는 길과 여러 지역들과 왕국들에 관해 기술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바그다드에서 서방으로 가는 길

- Diyâr Modhar

- 유프라테스 강의 관할구역들

- Khabour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시들

- Kinnasryn의 관할구역들

- Himç의 관할구역들

- Himç에서 Damas로 가는 길

- Damas 지방의 관할구역들

- Damas에서 T abaryya로 가는 길

- Ordonn(요르단)의 지방

- T abaryya에서 ar- Ramla로 가는 길

- 팔레스타인의 관할구역들

- ar- Ramla에서 al- Fostât로 가는 길

- 이집트의 관할구역들

- al- Fostât에서 Maghrib로 가는 길

- Barka에서 Maghrib으로 가는 길

- Rostamide ibn Abdalwahhâb ibn Abdarrahmân ibn Rostam의 국

가들

- Maçmouda 부족의 (북아프리카) 베르베르 사람인 Ibn Çoghair의 

국가들

- 이교집단인 aç- Çofry의 국가들

- 베르베르사람, Moctazily인 Ibrâhym ibn Mohammed의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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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rys ibn- Idrys ibn Abdallah ibn Hasan ibn Hasan ibn Aly ibn 

aby T âlib의 왕국의 국가들

- Abdarrahmân ibn Mocâwia ibn Hischâm ibn Abdalmalik ibn 

Marwân ibn al- Hakam에서 나온 Omayade의 국가들

- 베르베르부족들

- 바그다드에서 al- Mawcil를 거쳐 ar- Rakka로 가는 길

- Mawcil의 지방의 관할구역들

- al- Mawcil에서 Nacybyn으로 가는 길

- Dyrâr Rabyca의 관할구역들

- (경로의 연속)

- Nacybyn에서 Arzan으로 이끄는 오른쪽의 길

- Arzan에서 ar- Rakka로 인도하는 왼쪽의 갈래길

- Balad에서 Sindjâr로, 그리고 거기에서 Karkysid로 가는 왼쪽 길

- ar- Rakka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경계지역에 있는 도시들로 가는 길

- cAin at- T amr에서 Boçrâ로 가는 길

-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길

- ar- Rakka에서 ar- Roçâfa를 거쳐 Himç와 Damas로 가는 길

- Himç에서 역참길인 Baclabakk를 거쳐 Damas로 가는 길

- al- Koufa에서 (사막을 거쳐) Damas로 가는 길

- Haleb와 시리아의 경계지역에 있는 도시들 사이의 역참들

- 구획선에서 떨어져 있는 시리아의 경계지역에 있는 도시들

- Darb as- Sâlama와 콘스탄티노플의 운하에 르는 길

- 다른 길

- 다른 경로

- 로마의 나라들에 속하는 주요 섬들

- 왼쪽 길

- Darb as- Salâma에서 cAmmouria로 가는 길

- 로마와 그것이 보여주는 경탄할만한 것들

- 세상의 경탄할 만한 것들

- 서방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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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북방으로 가는 길과 여러 지역과 왕국들      

2.6.1. Djarby 또는 북방의 나라에 대해서도 저자는 동방과 서방에 대

해서와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 “북쪽은 Adharbâdhkân- Içapahbadh라

는 이름을 가진 Içapahbadh의 권위 아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1/4을 

이룬다. 여기에는 아르메니아, Adherbaidjân, Ray, 중심지역이 

Schalanba의 도시인 Domâwand가 속한다.”  

2.6.2. 북방으로 가는 길과 여러 지역들과 왕국들에 관해 기술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수도(= 바그다드)에서) Adherbaidjân과 아르메니아로 가는 길

-  Adherbaidjân의 지방의 주요 도시들과 도성들

- Dainawar에서 Barzand로 가는 길

- 아르메니아의 길

- 아르메니아의 행정적인 구분

- Djordjân에서 Khazares의 수도인 Khamlydi로 가는 길

- T aiman 또는 Midi에 대한 기술

- 바그다드에서 메카로 가는 길

- 사막의 길

- 메디나로 가는 길

- 메디나의 속령들

-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주할 때 가던 길

- 메디나에서 메카로 가는 큰 길

- Macdin an- Nakira이래로 바그다드에서 메카로 가는 큰 길의 연속

- (성지)인 하람의 경계들

- 메카의 속령들

- 메카에서 at- T âif로 가는 길

- 메카에서 예멘으로 가는 길

- 예멘의 하위지역들

- 연계 역참들

- 예멘의 기념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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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djid Sacd와 al- Baçra 사이에 있는 경유지들 

- al- Baçra와 메카 사이에 있는 경유지들

- Yamâma와 케카 사이에 있는 경유지들

- cOmân에서 측면을 따라 메카로 가는 길에 있는 경유지들 

- Khawlain Dhy Sohaim에서 메카로 가는 경유지들

- 이집트에서 메카로 가는 경유지들

- Damas와 메카 사이에 있는 경유지들

- al- Baçra와 al- Yamâma 사이에 있는 경유지들

- Yamâma의 속령들

- Bahrain의 도성들



- 132 -

2.7. 기타 사항들    

2.7.1. 동방, 서방, 북방으로 가는 길과 여러 지역들과 왕국들에 관해 

기술을 마친한 저자는 추가적으로 특기 사항들을 적는다. 남방으로 

가는 길 등을 적지 않은 이유는 “우리(= 이란 중심으로 페르시아 지

역에 살던 사람들) 아래쪽에 위치한 지구의 나머지 1/2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7.2. 먼저 그는 제국 내의 연계 역참들의 통계를 낸다. 모두 930개라

는 것. 말을 사고 유지하고, 역참들의 관리들과 전령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연간 비용도 계산하는데, 약 159,100 데나리온11) 정도. 그

밖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r- Râdhânyya라 불리는 유태인 상인들의 경로

- 러시아 상인들의 경로

- 사람들이 사는 땅의 구분: 저자는 사람이 사는 땅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 (1)  유럽: 에스파냐, 슬라브인들과 로마인들과 프랑크인들

의 나라들과 T andja(= 모르코의 도시인 탄게르). (2)  리비아: 이

집트와 al- Kolzom, 아베시니아, 베르베르인들과 인접한 나라들, 

그리고 남쪽 바다. 세상의 이 부분에는 멧돼지도 사슴도 야생당나

귀도 염소도 없다. (3)  에티오피아: 여기에는 T ihâma, 예멘, Sind, 

힌두, 중국이 속한다. (4)  스키티아: 여기에는 아르메니아, 

Khorâsân, 투르크인들과 Khazares인들의 나라들이 속한다. 

- 지상의 놀랄만한 것들: 시칠리아와 에스파니아, 인도 등의 불타는 

화산 등이 여기에 포함

- 지구의 구분: 물, 불, 공기, 흙의 4원소를 가지고 땅을 구분하면

서, 신에 대한 찬양을 함.

- 경탄을 받을 만한 건축물들

- Gog와 Magog의 성벽에 관한 기술(記述)

- 다양한 지방들이 갖는 흥미로운 특이사항들

- 물의 독특한 변형들

11)  한 데나리온의 무게는 3.8g이며, 기원전 268년부터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시대까지 만들어졌다. 신

약성서에서는 은화로 셈이 되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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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들

- Kisra로 접근하는 데에 방해물들

- 강물들의 원천과 하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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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록    

2.8.1. Abou ’l- Kâsim Obaidallah ibn Abdallah ibn Khordâdhbeh는 기

록을 마무리 짓고 난 후, 믿을 만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들을 정리하여 부록을 만든다. 부록의 첫 부분은 구전된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신의 이름으로. 먼 지역을 여러 

차례 다녔기에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p. 138)  

“사람들은 말하기를...”(p. 139)  “al- Hârith ibn Asad의 아들을 섬기

는 교육자인 Abou’l- Fadhl이 나에게 말한 것은 이와 같다...”(p. 

140)  

2.8.2. 그러나 부록의 대부분은 Abou’l- Faradj Kodâma ibn Djacfar에 

의해 작성된 토지세 장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 책의 제목은 

‘K itâb al- Kharâdj’이다. 이 책에서 발췌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쪽과 서쪽의 나라들에 있는 수도로 향하는 길들과 역참들과 연

계지들을 다룬 (제5권의) 제11장에서. 

-  사람들이 사는 땅을 다룬 제6권의 제12장에서 발췌한 내용: 고대

의 페르시아 왕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내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한

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기후를 7가지로 나누었다는 내용도 간략하

게 소개한다. 

-  바다를 다룬 제3장에서 발췌한 내용     

- 산들을 다룬 제4장에서 발췌한 내용

- 강들과 그 원천들과 늪지대들을 다룬 제5장에서 발췌한 내용

- 이슬람의 제국과 그 지방들과 그곳의 수입을 다룬 제6장

- 이슬람 제국의 경계들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다룬 제9

장

2.8.3. 위의 발췌문들 가운데 제9장의 끝부분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이야기인데, 플루타르코스가 

전해주는 것과는 달리,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와 인도 세계의 원

정에서 멈추지 않고 티베트와 중국으로도 진출했다는 내용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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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렉산드로스가 군대를 이끌고 인도의 포루스 왕을 제압하고 난 

뒤에, 티베트와 중국에 군대를 이끌고 갔다는 것이다. 알렉산드로스

의 이름은 Dhou’l- Karnain으로 나오는데, 그는 중국의 왕에게 제국

의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치라고 요구했고, 중국의 왕은 그 대신 하

얀 비단과 그밖의 물건들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했고, 두 사

람 사이에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알렉산

드로스가 역사 기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복자로서의 영

웅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른바 ‘알렉산드로스 로망스’의 한 단면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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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포교사, De Rebus Iaponicis, Indicis et Pervanis epistolae 

recentiores (1605)>, 청구기호: 貴 H200 43  

 

 

 

이 책은 1605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프에서 출판되었다. 표지는 나무판에 

돼지 가죽을 입혔고, 화려한 장식이 새겨져 있다. 서명은 <이아포니아(일

본), 인디아(인도), 페르바니아(원래 이 지명은 남미 페루의 라틴어식 명칭

이나, 이 책에서는 아마도 필리핀의 섬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한 서술한 새로운 편지 모음>이다.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 출판한 

이는 요한네스 하이우스(Iohnannes Hayus, 1540-1614)이다. 하이우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와 같은 북구 유럽의 여러 지역

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다가 오늘날 벨기에의 루뱅 학에서 신학 교수

로 활동했다. 예수회 소속의 신부였던 그는 동양에 해 지 한 관심을 가

졌고 이 지역의 정치, 학문, 문화, 특히 종교를 소개하는 일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그는 당시 동양에 파견되었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편

지들을 수집했고, 이것들을 책으로 엮어 루뱅 성당의 신부였던 미카엘 드 

몽키(Michael de Monchy)에게 헌정했다. 벨기에의 루뱅 학이 신학과 성

인학(Hagiographia) 분야에서 큰 권위를 가지게 된 것도 하이우스와 같은 

학자들의 학문 활동에 힘입어서였을 것이다. 이 책은, 1577년과 1601년 사

이에 작성된 약 50여 통의 편지들로 구성되었다. 부분은, 일본에서 활동

한 예수회 신부들이 보낸 편지들이다. 편지의 제목들은 아래와 같다. 

 

6-8쪽, Brevis Iaponiae Insulae descriptio (<이아포니아 열도에 한 

간략 보고>, 1581년 1월 24일에 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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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쪽, De Iaponiae Insula (<이아포니아 섬에 하여>, 루드비쿠스 프

로이스가 1577년 6월 6일에 오늘날 사카이도 (西海島)에서 쓴 편지).  

 

45-46쪽, Narrationes Indicarum (<인디아에 한 보고>, 루드비쿠스 

프로이스가 1586년 10월 15일 시모노세키에서 쓴 편지) 

 

46-52쪽, Organtinus Brixiensis ad Visitatorem Indiarum (<오르간티누

스가 인디아 시찰관에게 보내는 편지> 1577년에 작성된 편지들) 

 

53-58쪽, Franciscus Cabralis ad reverendum Patrem Generalem (<프

란키스쿠스 카브랄리스가 예수회 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1577년 

9월 1일에 보내는 편지) 

 

59-116쪽, 이아포니아 왕이 교황청에 파견한 사절단이 행한 연설들과 

인디아와 필리핀에 한 문서들       

 

118-202쪽, Relatio historica de statu Iaponiae (<이아포니아의 역사적 

상황에 한 보고>, 루드비쿠스 프로이스, 혹은 알로이스 프로

이스가 1595년 10월 20일에 나가사키에서 보낸 편지)  

 

262-288쪽, De morte Quabacondoni (<콰바콘도누스(도요토미 희데쓰

구)의 죽음에 하여>, 알로이스 프로이스가 1595년 10월 이

아포니아에서 보내는 편지) 

 

289-290쪽, De morte 26 crucifixorum (<십자가에 못박힌 26명의 죽음

에 해서>, 루이스 프로이스가 예수회 총장 아쿠아비바에게 

보낸 편지, 연도는 알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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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43쪽, De statu, in quo Iaponii Christiani fuerunt ante hanc 

persecutionem (<26명에 한 박해 상황 이전의 그리스도교인

들의 상황에 한 보고>, 루이스 프로이스가 1592년이 후에 보

낸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연도는 기록되어있지 않음) 예수

회 총장 아카아비바에게 보낸 편지)  

 

344-383쪽, De legatione Regis Cinensium ad Taicosamam (<키나 왕

이 타이코사마 (관백) 도요토미 희데요시에게 보낸 사절단에 

해서>, 루드비쿠스 프로이스가 1596년 12월 28일에 나카

사키에서 보낸 편지) 

 

384-492쪽, De rebus a PP. Soc. Jesu gestis durante persecutione (<

박해 기간에 예수회 활동에 한 보고>, 루드비쿠스 프로이

스가 1596년 12월 13일에 나카사키에서 보낸 편지) 

 

493-504쪽, De Morte Taicosamae (<타이코사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프란키스쿠스 파시우스가 나가사키에서 1598년 10월 

3일에 작성한 편지) 

 

505-512쪽, Relatio Rerum in Iaponia Gestarum (<이아포니아에서 일어

난 일에 한 보고>, 페트루스 고메즈가 예수회 총장 아쿠아비바

에게 1597년 보낸 편지) 

 

513-515쪽, Ornantissimo Viro D. Ferdinando (<페르디난두스에게 보내

는 편지 두 통>, 요한네스 하이우스가 1603년에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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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39쪽, Litterae Iaponiae (<이아포니아 보고>, 알렉산더 발리그나

누스가 클라우디우스 아쿠아비바에게 일본에서 1599년 10월 10일

에 보낸 편지) 

 

540-544쪽, Illustrissimo Domino Don Gastoni, (<고귀한 가스투누스 신

부에게 보내는 편지 두 통>, 요한네스 하이우스가 1603년에 보낸 

편지>) 

 

545-583쪽, Iaponiae Commutatio (<이아포니아의 변화>, 알렉산더 발

리그나누스가 클라우디우스 아쿠아비바에게 나가사키에서 1601

년 2월 25일에 보낸 편지) 

 

584-586쪽, Illustrissimo Domino Don Gervonville, (<게르본빌레 신부>

에게 보내는 편지>, 요한네스 하이우스가 1604년에 1월 1일에 보

낸 편지>)      

 

587-641쪽, Literae Annuae Iaponicae (<이아포니아 연례보고>, 프란

키스쿠스 파시우스가 클라우디우스 아쿠아비바에게 1580년 7월 

10일에 보낸 편지) 

 

642-649쪽, Epistola P. Alexandri Valignani (<알렉산더 발리그나누스

의 편지>, 알렉산더가 예수회 총장에게 1584년 1월에 보낸 편지) 

 

650-655쪽, Reverendis in Christo Patribus (<루뱅 학의 신부들과 신

학자에게 보낸 편지>, 요한네스 하이우스가 1589년에 보낸 편지>) 

 

656-690쪽, Rerum Indicarum (<인디아에 한 보고>, 페트루스 마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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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즈가 1586년 12월 9일에 보낸 편지) 691-725쪽, Historia 

Relatio de Magno Rege Mogor (<모고르(무굴) 왕에 한 보고

>, 에마누엘 피네루스가 1595년 9월 3일에 보낸 편지) 

 

726-859쪽, In India Orientali (<인디아에 한 보고), 니콜라우스 피멘

타가 1600년 12월 1일에 인도 고아에서 보낸 편지>, 이탈리아

어에서 라틴어로 옮긴 이는 요하넨스 부사이우스임) 

 

860-862쪽, Serenissimo et reverendissimo Domino D. Ferdinando (<

페르디난두스 공작에게 보낸 편지>, 요한네스 하이우스가 1601

년 10월 15일에 보낸 편지>) 

 

863-878쪽, Narratio Regni Mogor (<무고르 왕국에 한 보고>, 예수회 

신부 히에로니무스 하비에르 신부의 1598년 편지와 에마누엘 

피그네이루스가 1598년에 보낸 편지) 

 

879-881쪽, Illustrissimo et clarissimo Domino D. Vincentio (<빈켄티우

스 공작에게 보낸 편지>, 요한네스 하이우스가 1605년 10월 7

일에 보낸 편지>) 

 

883-901쪽, Admiranda Regni S1inensis (<놀라운 나라, 시나>, 프란키스

쿠스 하비에르의 편지로, 요한네스 하이우스가 이탈리아에서 라틴

어로 번역함) 

 

902-834쪽, 중국과 인도에 한 여러 보고문들 

 

                                            
1 이 책은 편지 모음집이다. 어떤 편지는 C로, 어떤 편지는 S로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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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968쪽, 페르바누스인, 지나로아나, 필리피나 제도에 한 보고  

 

969 -1024쪽, 색인 및 편지 목록 소개 

 

 

 

위의 제목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일본, 인도, 중국과 필리핀

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아시아의 정치, 경제, 학문 및 종교에 한 관찰을 

기록한 일종의 보고서이다. 자세한 연구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제목만으로

도 이 책이 동서 교류의 초기 상황을 보여주는 문건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이 책이 수십여 통의 편지을 모아 엮은 책이지만, 이 편지들

을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바로 “조-일 

전쟁(임진왜란)”이다. 이 전쟁의 명칭부터가 흥미롭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 전쟁을 “코라이 전쟁(Bellum Corai)” 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이유와 전쟁의 전개 상황과 결말에 해서 자세하

게 보고되어 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궁금해하

는 목이 있다면, 이 전쟁에 한 서양 신부들의 평가일 것이다. 물론 보

다 자세한 연구가 요청되지만, 이에 해 궁금해 할 독자를 위해 해당 부

분의 원문과 번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에서 사용하는 지명 및 인

명 혹은 관직명은 라틴어식 명칭을 그 로 음차했음을 밝힌다. 현 적인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선 즉, “코라이 왕국(Regnum Corai)”을 소개하는 보고에서부터 시작하자.  

 

174쪽, Corai quanta sit longitudo?  

Regnum hoc Corai patet in longum plus minus centum 

leucas, in latum vero sexanginta et licet eius incolae 

natione, lingua et robore corporis (quod eos Chinensi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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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it formidabiles) sint distincti a Chinensibus, tamen 

quia tributum pendunt Regi Chinensi et cum eius subditis 

agitant commercia, videntur leges vestitum, instituta 

gubernationemque Cinensium sectari. Confines sunt ex 

una parte Tartaris aliisque gentibus, cum quibus nunc 

pacem colunt, nunc bella gerunt. Cum Cinensibus vero 

perpetuam habent pacem. Valent arcu et sagitta, 

caeteris armis quae pauca vel vitiosa habent, minus. 

Itaque aequari non possunt Iaponiis, quibus ob bella 

continua in armis exercitatio est et natura magis sunt 

animosi et fortes, fistuli ferreis, lanceis, machaeris 

praestantibus instructi. Tantum re navali Coraianis atque 

etiam Chinensibus cedere coguntur, ob magnitudinem et 

robur lignorum, quibus in mari utuntur. Itaque si mari 

classibus certandum esset, non dubium est, quin 

utrisque inferiores essent futuri.  

 

 

코라이는 얼마나 큰 나라인가?   

코라이 왕국은 길이가 략 100레우카 (1레우카는 약 

6km임)이고, 폭은 60레우카인 나라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종족, 언어와 신체의 강건함(이는 키나인이 코라이인을 무

서운 사람이라 번역한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에 있어서 

키나인과 구별되었다. 그럼에도, 코라이는 키나 왕에게 조

공을 바쳤고, 키나에 복속된 나라들과 교역을 행했다. 코라

이는 키나의 법률, 의복, 제도, 통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의 일부가 타르타로스인(만주인)의 지역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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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고, 다른 종족들과도 경계를 나누고 있다. 이들과 가

끔은 평화를 유지했고, 가끔은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키나

인과는 언제나 평화를 유지하였다. 코라이인은 활을 잘 다

루었다. 하지만 다른 무기들은 그렇게 큰 위력이 없었다. 

그 수도 많지 않거니와 변변치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코라이인은 이아포니아인에게 적수가 되지 못했

다. 전쟁을 상시적으로 치러야 했던 이아포니아인은 항상 

훈련을 하고 있었고 천성적으로 드세며 용감했고, 또한 철

제 총포와 긴창과 우수한 검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다만 수군에 있어서는 이아포니아인이 코라이인과 키

나인에게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 코라인과 키나인이 바다

에서 사용하는 목재들의 크기와 경도가 단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바다에서 싸운다면, 이아포니아인이 키아인과 코라인

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다. 

 

 

 

먼저 “Corai quanta sit longitudo(코라이는 얼마나 큰 나라인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 색인에서 끌어온 것임을 밝힌다. 이하의 진

술에서 라틴어 인용 텍스트의 소제목으로 붙인 발제문들도 마찬가지로 색

인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책은 원래 목차가 없다. 이 책이 편지 모음집이

기 때문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 하이우스가 책의 마지막에 

색인을 만들어 붙인 것으로 보인다. 색인의 목록에는 “Corai(코라이)” 표제

가 있고, 이 표제 아래에 “코라이 전쟁”에 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발제문과 쪽수가 표기되어 있다. 이하에서 소개하는 제목들은 모두 “코라

이” 표제에서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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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과 관련해서, “코라이”에 한 보고가 서양의 일반 독자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어쩌면 최초의 문서일 지도 모르겠다. 물론, 루이스 프로

이스가 포르투칼어로 소개한 <임진난의 기록>2이 있다. 이 기록은 프로이

스가 지은 <일본사>에 포함된 것이다. 이 책은 1549년에서 1594년 사이

에 벌어졌던 일본의 주요 사건들과 예수회 신부들의 포교 활동을 담고 있

다. 그러나 이 책은 임진왜란이 한창이었던 1594년까지만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야 가능했다.3 따라서 서

양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에게 “Corai(코라이)”가 체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아마도 하이우스가 편집한 이 책에 기록된 “코라이”에 한 보고 덕

분 일것읻. 그도 그럴것이 이 책을 편집한 하이우스가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스페인, 독일, 벨기에와 로마 교황청의 주요 유력 인사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책이 서구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읽혔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책이 동양에 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던 책이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라이”라는 

말은 서구 유럽에 소개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코라이”라는 명칭은, 이에 

해서는 언어학적으로 자세한 연구가 요청되지만, 당시 일본 사람들이 

“고려(高麗)”를 “코라이”라 부른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4  

 

 

“코라이”의 소개에서부터 전쟁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2 <임진난의 기록: 루이스 프로이스가 본 임진왜란>, 정성화-양윤선 옮김, 살림, 2008년. 
3 <일본사> 필사본의 운명에 해서는, <임진난의 기록: 루이스 프로이스가 본 임진왜란>, 198-

202쪽을 참조하시오.  
4 “Corai(코라이)”라는 명칭은 아마도 “고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마테오 리치는 

조-일 전쟁을 언급하면서, “Coria”라고 표기하고 있고, 그 다음 세 인 아담 샬은 “Corea”라고 

표기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여러 표기 가운데에서 “Corea”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이는 아마

도 리치가 Coria를 언급하는 것이 단 한 번밖에 없지만, 소현 세자의 편지를 담고 있는 아담 

샬에 한 책이 유럽에 널리 유통되었고, 그 결과 아담 샬의 Corea가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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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전투 능력에 한 묘사다. 이에 따르면 지상전에서는 이아포니아가 

코라이에 앞서지만, 해전에서는 코라이가 앞선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명

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일본에 있었던 선교사들도 이순신 장군에 

한 소문을 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박의 목재가 더 단단하다는 묘사

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거북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코라

이의 배들이 사용하는 목재가 실제적으로 더 단단했음을 말하는 언급으로

도 읽힌다. 참고로 당시 코라이 인들이 목재들 다루는 전통은 장경 목판

을 다루는 기술에서 그 유래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목판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나무를 바닷물에 오래 담궈 두었던 기술이 선박의 제작에도 이용되

었기에, 코라이의 배들이 매우 단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아포니아인이 “총포”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이유에서 이아포니아인이 

코라인보다 지상전에서는 더 강하다는 언급이 주목해야 할 목일 것이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아포니아인이 총

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동서 교류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5

이다. 서양인이 제공한 총포는 이아포니아의 통일 왕국 수립과 조-일 전쟁

(임진왜란)의 발발에 큰 영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 예수회 선교

사의 보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 이와 관련해서는 갈레오테 페레이라(Galeote Pereira, 16세기)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이 

사람은 포르투갈 출신 용병으로 상인들을 따라 16세기 초엽에 마카오에 왔다. 수와 해적질도 

많이 한 사람인데, 명나라에 수를 하다 적발되어 1549년에서 1553년까지 감옥에 갇혔고 나

중에 뇌물을 주고 풀려나 마카오로 돌아간다. 마카오에 머무는 동안에 그는 감옥 새왛 동양의 

문물과 문화를 전하는 글을 남겼는데, 교회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동양 세계에 

해서 전하고 있다. 그의 글은 <고아 조사(Goas Inquisition, 1561년)>에 보고되었고, 부록 형태

로 전해진다(Jonathan Spence, The Chan's Great Continent, China in Western Minds, New 

York 1999, 21 쪽 이하를 참조하시오). 서양 문기의 동양 수용과 관련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1548년에서 1549년에 벌어진 아유타 왕국과 버마 왕국 사이의 전쟁이다. 그는 아유타 왕국을 

위해 싸웠는데, 이 전쟁에 서양의 신식 무기를 동양에 본격적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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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쪽, Coraianis cur belllum fecit Taicosama 

Haec una semper fuit cura Taicosamae, hoc unum 

studium, firmare Imperium suum et Iaponiae Monarchiam 

in suae stirpitis propagare posteros. Cum vero liberis 

careret, quorum in regnum successione apud posteros 

perpetuam sui alere possit memoriam; cogitationes 

omnes convertit in eam viam et rationem, qua 

commodissime praestare posset, quod tamdiu in animo 

agitasset, nempe ut tres nepotes, quod ex uno germano 

fratre habebat, ad summas dignitates eveheret. Atque 

hoc occasione in consilium venit indicendi bellum 

Coraianis, ut regno illo sub jugum misso, (…). Cum ergo 

modo supradicto res Iaponicas instituisset, 

opportunumque tempus adesse judicasset, consilia ista 

sua diu animo pressa exequendi, patefecit Dominis, se 

cogitare de bello movendo Coraianis. 

 

타이코사마(太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코라이인들과 

전쟁을 벌이려 했는가?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고 이아포니아에 통일왕국

(Monarchia)을 세우고 그것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타이코사마의 유일한 관심이자 숙원이었다. 그러나 왕

국을 이어받아 자신의 명예를 영원하게 키워주고 보살펴 

줄 자식들이 없었다. 그러자 전적으로 생각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는 그가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숙고를 거쳤다. 그에게는 자신의 형의 아들

들인 조카가 세 명 있었는데, 이들에게 최고의 지위를 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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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획을 세웠다. (중략) 이 계획을 실행하는 중에 코라이 

왕국을 복속시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해야겠다는 계획을 품

게 되었다. (중략) [콰바콘도누스(도요토미 히데요시)6는]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상황을 정비하고, 그 동안 

마음 속으로 오랫동안 궁리하고 있었던 생각을 실행에 옮

길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코라이와의 전쟁을 벌이

는 일에 해 자신의 계획을 장군들에게 밝혔다. 

 

인용은 총포의 위력에 힘입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아포니아를 통일하

고 그 여세를 몰아 코라이를 거쳐서 키나를 정벌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

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인용은 전쟁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야망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코라이 

전쟁은 단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의 정치적 야망의 관점에서만 해명

될 수 없는 면도 가지고 있다. 요컨  코라이 전쟁에 참여한 이아포니아의 

주력 부 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점도 어떤 식으로든 해명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회 신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코라이 전쟁에 

주로 그리스도 신자로 구성된 부 를 파견했다고 전한다. 예수회 신부의 

보고는 아래와 같다.  

 

121쪽, Bellum Sinensibus facere cogitat Quabacodonus 

Quod ad vniversalem Iaponiae statum attinet, alias 

scriptum est, Quabacondonum vi(sic e)ndicare Imperium 

in totam Iaponiam. Et certe nunquam vllus tam late 

fine(sic i)s imperii sui propagavit, ac iste; ac in dies illos 

novis auget sucessibus, ut perfectam constituat 

Monarchiam, ut posteris nomen relinquat immortale. 

                                            
6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한 관직명은 일관적이지 않고 혼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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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que enim ei satis est ad fastigium omnis dignitatis 

conscendisse, ex abiectissimo vitae statu, qui erat, 

secare ligna, humerisque ea in forum deferre, vaenum 

exponere, ut haberet panem quotidianum; 

(quemadmodum ipse suo ore non semel confestus est) 

verum etiam amplificatione regni gravissimisque bellis 

conatur aeternam sui relinquere apud omnes memoriam. 

Itaque hoc anno prorsus constituit bellum mouere 

Sinensibus, secumque in aciem educere omnes Iaponiae 

Pricipes: et quamvis id videatur paene impossibile, 

dexteritate tamen sua id effecit, ut omnes, repugnante 

nullo, se compararint ad repugnandum regnum Corai, ut 

inde cum omnibus Dominis Christianis uno cursu 

transmittat in Sinas. Et quod peius est, dicitur cogitare 

de mutandis statibus ditionis Scimo et status Corai 

relinquere velle dictis Principibus Christianis; sed, ut 

ante paucos dies cognovimus, non poterit hoc tempore 

Quabacondonus haec sua consilia perficere, talemque 

mutationem instituere.  

 

콰바콘도누스(관백)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했다.  

이아포니아의 정치적 상황 전반에 해서는, 그러니까 콰바

콘도누스[관백]가 이아포니아 전체에 통치와 지배를 선포

하려 한다는 점에 해서는 이미 다른 자리에서 기술했다. 

진실로 통치 영역을 그토록 넓은 지역에 선포해 본 적이 

없었다. 왕권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도록 또한 불멸의 명성

을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는 새로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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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통해서 권위를 강화해나갔다.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양식(빵)을 구하기 위해 

매일 장작을 패고, 어깨로 져 날라 시장에 내다 팔았던 이

로, 가장 비천한 신분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었음에도 말이

다. 이는 콰바콘도누스 스스로가 자주 한 말이었다. 그는 

규모의 전쟁을 통해서 왕국의 권위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 한 기억을 영원히 심어주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그 해(아마도 1591년)에 그는 키나인에게 전쟁을 선포하려

는 마음을 먹었고, 이아포니아의 모든 장수를 이끌고 자신

이 친히 전쟁터로 나갈려고 마음 먹었다. 비록 이는 불가능

한 일로 여겨졌지만, 그는 능수능란하게 실행에 옮겨 모두

가 코라이 왕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도록 만들었다. 어떤 반

도 없었다. 이에 모든 그리스도교인 주군(主君)들도 함께 

하나의 군 를 이루어 시나로 원정을 떠날 수 있도록 말이

다. 또한 더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콰바콘도누스가 시

모(규슈, 九州지역) 지역의 지배 질서를 바꾸려고 마음먹었

고, 이를 위해 코라이(조선)의 정벌를 그리스도교인이라 불

리는 장군들에게 내맡기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전에 우리도 알게 된 사실

이지만, 콰바콘도누스는 이 시점에서 이 계획을 완수할 수

도 없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낼 수도 없었다.  

 

 

인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가 이아포니아의 통

일 왕국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한 이아포니아의 여러 정치 세력의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해 전쟁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코라이 왕국

의 정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는, 시모(규슈, 九州지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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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의 부 를 코라이에 파견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고에서 명백

하게 확인된다. 동서 교류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시모 지역의 

사람들이 부분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코라

이 전쟁은 단순하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 야망과 이아포니아 내

부의 정치적 사정에 한 해명을 통해서 해석되는 역사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 전쟁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요컨  서

양에서 총포가 들어왔고, 이 총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는 서양과 접

촉을 많이 한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한편으로 이아포니아

의 통일 왕국 수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이아

포니아 통일 왕국의 수립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도요토

미 히데요시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든 제거되어야 할 세력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 코라이 전쟁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코라이에 들어온 군인

들의 부분이 서양의 정신과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코라이 전쟁은 이미 소위 “ 항해 시 ”7의 영향을 직

접적으로 받은 사건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아

시아의 전체 질서가 재편되었다는 점에서, 이 전쟁은 지역사의 관점이 아

니라 세계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코라이 전쟁은 

륙에서는 명나라가 청나라로 넘어가는 단초가 되었고, 동양세계와 서양세

계는 이 때부터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로 재편되기 때

문이다. 여기에서 “재편”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전쟁 이전에 “흉노”

의 이동이나 “몽고”의 서방 원정8이, 혹은 그 이전에 알렉산드로스의 동

                                            
7 이와 관련해서는 주경철, < 항해시 >, 서울  출판부 2007년을 참조하시오.  
8  중국학자 주겸지(朱謙之, 1899-1972)는 13 세기 몽고가 유럽을 정복할 당시 그들이 전파한 

중국 문명이 사실상 유럽 문예 부흥의 물질적 기초를 이룬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16 세기 

이래 예수회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교리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소개된 중국 문화가 18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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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원정이 동서 세계의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이미 끼쳤기 때문이다. 어

찌되었든 주지하다시피, 이아포니아가 코리아 정벌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

은 소위 “정명가도(征明假道)”였다. 이에 한 예수회의 보고는 아래와 

같다. 

 

 

  

170 쪽, Ordo autem hic praescriptus erat, ut iter 

institueretur per regnum Corai, quae est quasi insula, 

cuius unum caput contiguum est Cinae, et licet separatum 

regnum, Cinensi tamen regi est subiectum et tributarium. 

Et quoniam hoc regnum uno bracchio maris a Iapone 

avulsum est, constituit Quabacondonus regnum Corai sibi 

subjecere, quod abundet commeatu, ut inde facilius 

trajicere posit in Cinam.  

코라이 왕국을 통해서 <키나로> 가는 길을 마련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코라이 왕국은 섬과 비슷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

의 머리에 해당하는 한 지역이 키나에 맞닿아 있었서, 거의 

분리된 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키나 왕을 섬기었고, 조공

을 바치는 왕국이었다. 이 왕국의 한 부분은 이아포니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콰바콘도누스는 코라이 왕국을 

복속시키려고 결심했다. 코라이 왕국은 물자가 풍부해서, 키

                                                                                                                                        

유럽 계몽 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다 아울러 주장한다(<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 -근  

유럽의 중국문화 열풍>, 전홍석 옮김, 서울, 청계, 2003. 24-25 쪽 참조). 물론, 중국 문명이 

유럽 문명에 끼친 영향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그러나 주겸지의 주장은 일면적이다. 

유럽 문명이 중국 문명에 끼친 영향에 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근 화의 

과정에서 서양으로부터 당한 시련의 역사를 감안한다면, 그의 주장에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으나 전적인 동의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중국의 근 화에 토 를 마련함에 

있어서 학문적 기초를 닦아 준 이들이 실은 서양에서 온 예수회 선교사들이기 때문이다.   



- 152 - 

 

나로 보급을 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코라이 전쟁의 명분으로 소위 “정명가도”를 내세

우고 있음이 예수회 신부의 편지에서 확인된다. 그가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서구에서 들어 온 총포의 위력에 기초한 확신일 

지도 모르겠다. 총이라는 서구의 새로운 무기와 서구의 종교의 힘을 빌어

서 이아포니아는 코라이를 침범했다. 그들이 내세운 전쟁 명분에 응해

서 명나라는 5만의 군 를 파견했다. 이렇게 해서 코라이 전쟁은 조-명 

연합군  이아포니아 군 의 결로 발전했다. 이런 의미에서 코라이 전

쟁은 동아시아 전쟁이었음이 분명하다. 소위 전면적인 혹은 명시적인 충

돌은 아니지만 서양 문물과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벌어진 전쟁이라는 점

에서, 코라이 전쟁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성격을 재규정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편지 기록을 통해서 “코라이 왕국”은 서

구에 소개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전쟁이 서구 유럽에 그 로 보고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의 초기 상황에 한 보고는 다음과 같다.  

 

 

 

173 쪽, His peractis, ad initium tertiae Lunae iter 

ingressus est per Nangoiam, cum iam mandasset, ut 

Augustinus transiret in Regnum Corai, et alii Praefecti 

expectarent in Suscima. Vigesimo ergo sexto die tertiae 

Lunae pervenit Nangoiam, ubi, annumeratis caeteris 

Dominis, inventa sunt ducenta hominum milia, exceptis 

iis, qui a Praefectis quatuor ducebantur. Interim 

Augustinus cum suis et octingentarum navium classe 

appulsus est ad Coraium. In cuius exercitu caet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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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celluit D. Protasius, etsi enim bis mille tantum 

milites sibi adiunxisset, tamen armorum navigiorumque 

splendore omnes in sui admirationem concitavit. In 

ingressu regni Coraiani duo propugnacula vi expugnarunt, 

in quibus Coraiani magnam fiduciam collocarant, erant 

enim excelsis communita muris et robore militium et 

tormentis muralibus, binos palmos et dimidiatum longis, 

quae globorum vice ejiciebant sagittas ligneas ferro 

bifurcate cuspidatas fragore maximo, sed quoniam inanis 

ictus est huiusmodi telorum longius disiunctis, Iaponii 

instructi fistulis aereis, apud Coraianos ignotis, statim 

eos a muris abegerunt et scalis ex arundine crassa in 

hanc rem confectis, atque in moenia conjectis, statim 

conscendereunt et vexillum in iis constituerunt, 

repugnatibus quidem Coraianis ad breve tempus, sed 

mox turpi fuga dilabentibus, cum 5 milia hominum ex 

eorum parte cecidissent, ex Augustini vero 100 

dumtaxat desiderati essent, quadringenti vero vulnerati.  

 

모든 것이 완료되자(아마도 전쟁 준비가 완료되자), 음력 3

월이 시작하는 즈음에 그(아마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나

고야로 출발했다. 그 때는 이미 아우구스티누스(고니시 유

키나와, 小西行長, 1555-1600)에게 코라이 왕국으로 선발

로 출정시키고, 다른 장군들은 쓰시마 섬에서 기하라고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마침내 음력 3월 26에 나고야

에 도착했다. 그곳으로 다른 장군들이 소집되었고, 그곳에 

다른 네 명의 장군들이 이끄는 군사를 제외한 20만 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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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군사

와 함께 80척의 배를 이끌고 코라이로 진격하였다. 이 부

에서 프로타시우스(아리마 하리노부, 有馬晴信, 1562-

1612)가 다른 장군들보다 뛰어났다. 비록 2000명의 병사를 

지휘했지만, 무기와 함선의 화려함으로 모든 이들을 압도했

고 감탄토록 만들었다. 코라이 왕국을 침략했고 두 개의 성

을 함락시켰다. 성 안에 있던 코라이인들은 큰 용기를 가지

고 맞섰다. 높은 성벽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군 의 힘과 

성벽에 설치된 두 뼘반 정도로 긴 화살의 위력을 믿고 있

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포환 신에 철제의 양날 촉을 가진 

나무 화살을 쏘았다. 이것들은 큰 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이런 화살 공격은 멀리 떨어진 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코라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청동 총으로 무장한 

이아포니아인들은, 곧장 코라인들을 성벽으로부터 몰아내었

고 단단한 모래 바닥에 단단하게 사다리를 고정해서 성벽

에 걸쳐놓았고 곧장 성벽으로 올라가서 깃발을 꽂았다. 잠

시 코라이인들은 잠시 저항했지만, 곧장 줄행랑을 놓았고, 

그들 가운데 약 5000명의 병사들이 죽었다. 그러나 아우구

스티누스의 군사는 약 100명 정도를 잃었고, 400명이 부상

당했다.  

 

 

코라이 왕국을 침범한 이들은 물론 이아포니아 인들이었지만, 예수회 신

부의 눈에 따르면, 이들은 서양의 총포로 무장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었다9. 

                                            
9 이아포니아 부 가 그리스도교 신자로 구성되었는지에 한 문제에 해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

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책 전체를 통독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힌다. 흥미로운 

점은, 아우구스티누스 군 와 나중에 일본 박해 때에 순교한 이들이 부분 조일 전쟁에 참여

했던 군인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한 전거와 증거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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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이끌었던 장군이었던 고니시 유키나와와 아리마 하리노부는 독실한 

그리스도 신자였다. 전자의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였고, 후

자는 프로타시우스(Protasius)였다. 물론 이에 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

요하지만, 인용에 따르면 서구의 문물과 서구의 종교는 코라이 전쟁 기간

에 코라이 왕국에 이미 들어온 셈이다. 비록 무력 침략의 방식을 통해서이

지만 말이다. 이는, 이아포니아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 전

쟁으로 말미암아 코라이 왕국은 더 이상 은둔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세계

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적으로 

예수회 선교사의 보고는, 아마도 동래성 전투로 보이는데, 이 전투에서 코

라이 군 가 서양에서 들어온 총포의 위력에 놀라서 도망쳐 버렸다고 전한

다. 이는 서양의 문물인 총포의 위력이 얼마나 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

례다. 서양의 무기로 무장한 이아포니아 군 는 거의 큰 저항을 받지 않고, 

단숨에 한양으로 진격했고 도성을 장악했다고 전한다.  

 

175 쪽, Rex Corai videns se ab hoste obsessum atque in 

varias regni oras multos alios irruere Dominos, acie 

infesta, cogitavit statione urbis cum suis militibus deserta 

recipere se intimam Cinam. Quod facile potuit per 

commoditatem plurimorum equorum, quos ibi habebant, 

perficere. Secundo ergo vel tertio die post Augustinus, 

nullo repugnante, urbem regiam ingressus est, 

occurrentibus qui remanserunt cum multo commeatu atque 

muneribus. Ita Augustinus, cum aliis Capitaneis comitibus 

suis, factus est Dominus regiae Vrbis, totumque victoriae 

honorem fecit suum. Etiamsi enim hoc ipso tempore 

advenissent reliqui Prafecti et multi e Nangoia, tamen 

invenerunt omnia iam esse confe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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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이 왕은 자신이 적에게 포위되었고, 코라이 왕국의 여러 

지역으로 다른 많은 장수들도 침범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게되었다. 전세가 급박해지자, 도성을 버리고 자신의 군 를 

데리고 키나의 내륙 지역으로 피난가려고 생각했다. 코라이에

는 말이 많기에 이는 쉬운 일이었다. 이틀 혹은 사흘째 되는 

날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무런 저항 없이 도성에 입성했다. 

도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군수 물자와 선물을 가지고 달려

왔다.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다른 부장들의 

함께 도성의 통치자가 되었다. 모든 전공을 자신의 것으로 취

했다. 다른 나머지 장군들이 나고야로부터 이 시기에 도착했

지만, 그들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게되었다.      

 

 

인용은, 코라이 왕국 즉, 조선이 서양의 무기를 무장하고 나타난 이아포

니아 군 에게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키나 그러니까 중국

의 내륙 지방으로 피난하려했다는 지적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받고 아우구스티누스라 불린 고니시 유키나와가 도성을 장악하고 

거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코라이 전쟁의 

초기 상황에 한 보고이다. 흥미로운 점은 전쟁의 막바지 혹은 결말에 

한 보고이다. 예수회 신부는 코라이 전쟁의 결말에 해서 다음과 같이 보

고하고 있다.     

 

 

196 쪽, Coraini vincunt Iaponios  

Tertius casus facit, quod multa mala nova nunciaparentur 

ex regno Corai, ut quod Corai resumptis ani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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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evaluerint contra Iaponios, immissaque in eos ingenti 

classe trecentas naves ceperint, vectores mactarint, et 

mox octo propugnacula quae cuidam Quabacondoni nepoti 

erant commisa, multis eorum contruciatis, recuperarint. 

Ad haec quod Iaponii magna laborent penuria commeatus, 

variis morbis affligantur et extinguantur, multi fuga elapsi 

Iaponem repetunt, omnes vero desperent de felici exitu 

huius belli. Quae nova magno pudore et dolore 

Quabacondonum affecerunt. 

   

코라이인이 이아포니아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세 번째 재앙이 찾아왔다. 왜냐하면 많은 불리한 소식이 코

라이 왕국으로부터 날아왔기 때문이다. 코라이인들이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이아포니아 군 를 무찔 다. 거 한 함선으

로 이아포니아 배 300척을 가로막아 버렸고, 선원들을 도륙

했다. 콰바코도노스의 조카가 차지하고 있었던 8개의 성도 

다시 회복하였다. 이때 많은 이아포니아 군사가 살륙당했다. 

이로 말미암아 물자 보급이 끊긴 이아포니아 군 는 아주 큰 

고생을 했고, 여러 질병에 걸렸고, 이로 인해 많은 병사가 목

숨을 잃었다. 많은 병사들이 진지를 이탈해, 이아포니아로 도

망쳤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군인들이 

절망에 빠졌다. 이 새로운 소식들이 콰바콘도누스에게 큰 수

치와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예수회 신부가 묘사하는 전투는, 그 내용으로 미루어보건 , 이순신(李舜

臣, 1545-1598)장군이 마지막으로 지휘했던 노량해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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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예수회 신부는, 이아포니아가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했고, 이 전

쟁의 패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큰 치욕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

하고 있다. 이 책의 편집자 하이우스는 코라이 전쟁의 승리자가 “코라이”

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데, 이런 표제를 달았던 이유는 전쟁의 결과에 한 

예수회 신부의 객관적인 기록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라이 전쟁은 

동아시아 즉, 이아포니아, 키나, 코라이가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로 짜이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코라이 전

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여는 서곡이라 하

겠다. 동아시아 삼국이 맞서서 힘겨루기를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전쟁

부터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도 실은 이 코라이 전쟁 때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콜롬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1492년이다10. 주지하다시

피, 이 해는 콜럼버스가 스페인 황실의 후원으로 아메리카 신 륙을 발견

한 해이다. 그런데 그의 발견은 세계 관할권을 두고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에 격렬한 충돌을 야기했다. 이에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케이

프 베르드 제도 (the Cape Verde Islands)의 서쪽으로 100리그에 지구의 

남북을 가르는 자오선을 긋자고 제안한다. 이에 따라 자오선의 서쪽은 스

페인이, 동쪽은 포르투갈이 관할하게 되고 아시아 지역은 포르투갈의 관할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 분할은, 물론 서구의 자의적 분할이

지만, 세계가 하나의 체계로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신

륙이 발견된지, 정확히 100년 뒤에 코라이 전쟁은 발발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코라이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

려는 이아포니아와 그들이 받아들인 서양에서 수입된 무기의 위력과 종교

                                            
10 이 분할은 교황 알렉산더 6세가 1493년 5월 4일에 내린 교서인 Inter Caetera에 의해서 확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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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염원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기본적

으로 동양세계와 서양세계가, 그 형식이 어떠했건 간에 한바탕 힘겨루기를 

벌였던 최초의 사건이 코라이 전쟁이라 하겠다. 이 힘겨루기는 이후 역사

적으로 중요한 여러 후속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표적으로 키나의 왕조가 

명에서 청으로 교체되었고 이아포니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에서 도구

가와 이에야스 막부 정권으로 권력이 이양되었다. 코라이는 또 다른 전쟁

의 위험(병자호란)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코라이 전쟁이 미친 여러 영향은 거시사적인 측면에서만 관찰되

는 것은 아니다. 현 적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욱 중요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미시적인 변화도 함께 포착되기 때문이다. 그 표적인 것이 

전쟁으로 인해 이아포니아에 포로로 끌려간 코라이인들이 그리스도교 신자

로의 개종이다. 이에 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면관계상 이에 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다. 하지만 이 개종

이 의미있는 것은 이아포니아가 서양의 물질문물을 수용하고자 했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코라이는 서양의 정신문명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

문에 그렇다. 물론 이아포니아가 지정학적인 이유에서 서양 정신문명의 제

도적 실체인 그리스도교를 먼저 받아들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아포니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 막부의 박해를 받고 나서, 그리

스도교는 더 이상 확산하지 못했다. 사실 이아포니아인이 받아들인 물질문

명의 정도를 생각해본다면, 그들은 정신문명보다는 물질문명의 수용에 더 

치중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주창한 

동도서기(東道西器)론일 것이다. 하지만 서양의 정신과 종교에 해 코라이

인이 보여준 태도는 이아포니아인이 보여준 태도와는 처음부터 크게 달랐

다. 이는 코라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아포니아로 끌려간 코라인들에 한 

예수회 신부의 보고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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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40쪽, Coraini ad fidem accipiendam idonei 

Die Veneris Sancto sub noctem cum clausis Ecclesiae 

januis pararetur baptisterium, et alia in sequentem diem 

Sabbathi, ecce, strepitus auditur iuxta ostia Ecclesiae, 

aperta fenestra petitur quid rei sit, respondent nixi 

genibus magna humilitate. “Pater, nos Coraiani soli hic 

adsumus; nam quia ut mancipiis heri non licuit nobis 

processioni interesse, huc conveniendum putauimus, ut 

a Deo misericordiam et criminum nostrorum veniam 

impetraremus.” dumque haec dicunt, tantum sanguinem 

profudere, ut qui audierunt continere se a lacry[sic]mis 

non possent. Valet gens haec iudicio cum simplicitate 

quadam conjucto, et hactenus satis declararunt, nulla re 

se cedere Iaponiis. Placuit Deo, occasione belli Coraiani, 

has nobis suppeditare primitias frugum novarum, ad 

salutem animae ipsorum, omniumque ea communis 

opinion est, si praedicatio Euangelica, quod facile per 

Iaponiam fieri potest, aditum inveniat in Corai, faciles 

incolarum aures inventuram, lateque per illa regna 

manaturam.     

 

코라이인들은 [그리스도교]신앙을 받아들이는데에 있어서 

적합한 이들이다.   

성(聖) 금요일 저녁이었다. 성당의 문을 닫고 다음 날인 

사바투스 날(토요일)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즈음



- 161 - 

 

에, 성당의 문 옆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코라이인들이 무릎을 끓고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답했다. “신부님, 이곳에는 

우리 코라이인들만 있나이다. 어제 전쟁 포로인 우리에게

는 “십자가 행진”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나이다. 

해서 이곳으로 찾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  코라이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피를 토하듯이 절실하게 간청했는데, 이 말을 

듣는 이는 그 어느 누구도 흐르는 눈물을 막지 못했다. 이 

코리아인들은 참으로 강했고 진실로 순결한 마음을 가지

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은 결코 이아포니아인들에게 

뒤지지 않다”고 주장했다. 코라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찾아

온 새로운 수확의 첫 결실이 하느님께도 기쁨이 되었고, 

또한 그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아포니아를 통해서 코라이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

이 마련된다면, 코라이 왕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이라

는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던 공통의 확신이었

다. 

 

 

우선 “코라이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에 있어서 적합한 

이들이다”라는 표제에 주목하자. 물론 하이우스가 이렇게 표제를 만든 것

은 예수회 신부의 기술에 토 를 둔 것인데, 편지는 예수회 신부가 코라이

인들을 매우 동정어린 시선으로 맞이했고,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세계로 안

내하고 있다고 전한다. 코라이인이 서양의 정신세계 혹은 종교세계를 받아

들이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쟁 포로라는 점에서 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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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했다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이 이유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면 전쟁이 아님에

도 종교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순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발견되

기 때문이다. 어쩌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11. 물론 이에 

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

았지만 코라이 전쟁 시기에 이아포니아로 끌려가서 순교한 코라이 신자들

도 이 책에서는 많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세례명으로 언급되기에 

추적하기 어려운 목이 있어서, 이에 한 보고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코라이 전쟁은 결론적으로 코라이를 서구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코라이인에게는 새로운 정신 세계를 소개해 준 사건이었다 하겠다. 물론, 

코라이 본토가 아니라 멀리 바다 건너 이아포니아에서였지만 말이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할 때에 코라이 전쟁이 코라이 왕국은 물론 동아시아 세계 

전체에 새로운 역사의 시 를 알리는 서곡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1 용기를 내어 이야기한다면, 소위 “코라이”인들이 서양 종교를 수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당

시 조선의 지배 사상이 신유학, 그러니까 성리학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코라이” 

지식인들이 예컨 , 퇴계가 강조했던 하늘의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천(敬天) 사상을 숭배했다

는 점도 매우 주목해야 할 목이다. 왜냐하면 서양선교사들이 포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천주

의 법”을 설명하면서 성리학의 논리 구조와 설명 방식을 체계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천(天)에 한 이해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헌인 <중국의 철학자 공자 혹은 중국의 학문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 서문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 서

문은, 흥미롭게도 “경천”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교의 논리와 성리학의 그것 사이에는, 인

격화된 신인 천주(天主) 문제만 제외하면, 거의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쩌면 

이런 유사성이 원래부터 양쪽 사상에 내재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가능성

은 낮은데, 서양 선교사들이 포교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물론 이에 

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요청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서양 선교사들의 이런 설명 방식과 

논리가 당시 그리스도교를 접했던 “코라이인들에게 그리 낯선 사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성리학이 그리스도교에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는지에 밝히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는 또한 우리 역사에서 자주 논의되는 근 화의 과정에서 야기된 전통과의 

단절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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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포교사, De Christiana expeditione apud Sinas suscepta ab 

Societate Jesu (1615)> 

청구기호: 2.2 貴 C510 130 

 

 

 

이 문헌은 1615년 5월 30일에 예수회의 총 리(總代理) 신부인 페르디

난두스 알베르가 로마에서 편찬한 책이다. 이 서명은 <그리스도교 중국 원

정>12이다. 저자는 여럿이지만, 주요 저자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利

瑪竇, 1552-1610)와 니콜라스 트리고(Nicolas Trigault, 金尼阁, 1577-

1628)다. 이 책은, 1610년에 마테오 리치가 죽자 그를 기리기 위해서 혹은 

그의 성인(聖人) 추 를 위해 트리고와 몇몇 신부들이 리치의 글13과 그가 

중국에서 행한 학문 활동 전반과 포교 활동 일반을 정리한 기록이다. 이 

책의 라틴어 판은 1616년, 1617년, 1623년, 1684년에 재판되었고, 라틴어 

판의 프랑스 번역이 1616년, 1617년, 1618년에, 독일어 번역은 1617년, 

스페인어 번역은 1621년, 이탈리어 번역은 1622년, 영어 번역은 1625년

에 출판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 상황은, 이 책에 한 유럽 독자들의 관심

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준다. 책의 구성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앞

에서 소개한 일본에 한 편지 모음과는 달리 목차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목차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인명과 지명의 

                                            
12 이 책의 원래 서명은 <예수회가 중국에서 수행한 그리스도교 포교-원정에 하여>이다. <진기

한 나라, 중국>에서 이향만, 장동진, 정인재 교수의 번역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을 따랐다.   
13 1911~1913년에 타키 벤투리 신부(Pietro Tacchi Venturi S.J.) 신부는 교황청 고문서실과 예

수회 고문서실에서 리치의 <중국전교사(Storia dell’ Introduzione del Cristianesimo in Cina)>

와 <서간집>을 발견해서 두 권의 책으로 발간한다. <중국전교사>는 이탈리아어로 저술된 책이

다. 리치가 1608년말부터 1610년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집필했다.<서간집>은 라틴어, 이탈리

아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쓰였다. 델리아 신부(Pasquale M. DElia S.J.)는 타키 벤투리 신

부가 모은 두 권의 책을 1942~1949년 사이에 현  이탈리아어로 옮기면서 주석을 달아 총 세 

권의 책으로 출판했다(<리치 원전(Fonti Ricciane, Storia dell’Introduzione del Cristianesimo 

in Cina, vol I-III)>, Roma-La Libreria dello Stato-1942-XX).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에 포함

된 리치의 텍스트는 리치의 <중국전교사>를 트리고가 라틴어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해서는 자세한 비교-검토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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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라틴어 표기를 그 로 음차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제1항은 이 책의 서술 구성과 원칙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시나14를 통치했던 왕국의 규모, 위치, 국명에 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3항은 시나의 비옥한 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에 해서 소개하고 있다.        

제4항은 시나의 기계들과 그 기술에 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5항은 시나의 자유교양학문들과 학문들의 등급에 해서 소개하고 있

다. 

제6항은 시나의 국가 통치 방식에 해서 다루고 있다.  

제7항은 시나의 제례(혹은 전례) 방식에 해서 소개하고 있다.  

제8항은 시나인의 얼굴의 모양과 몸 가짐 및 자세와 기타 여러 전통에 

해서 소개한다. 

제9항은 시나인의 미신들과 다른 잘못들을 평가하고 있다. 

제10항은 시나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종교 집단과 여러 

잘못된 모습들 해서 소개하고 있다.   

제11항은 사라센인들과 유 인들과 시나에 오래전에 들어온 기독교 신앙

의 흔적들에 해서 논하고 있다. 

 

 

제2장  

 

                                            
14 이 책에서는 일관적으로 Sina로 표기되어 있다. 해서 시나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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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프란키스쿠스 사베리우스가 시나에 포교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제2항은 예수회가 시나 포교 원칙을 다시 마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항은 같은 해에 포교를 위해서 세 번째로 시나 왕국에 파견되었으나 

정착에 실패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제4항은 샤우퀴누스(광동(廣東)의 한 지역)으로 신부들이 물러났고, 건물

과 거주지를 마련하였다는 기록이다. 

제5항은 천주의 법을 시나인들에게 서서히 전파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제6항은 미카엘 루기에리 신부가 없는 사이에 일어난 무고(誣告)로부터 

마테오 리치 신부가 풀려났고 유클리드 수학 저서를 시나말로 

옮기는 것이 경이를 불러 일으킬 정도였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7항은 신부들이 히스파니아 왕에게 간청한 사절단이 시나 왕국을 방문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8항은 두 명의 신부가 이 포교 활동을 중도 포기했고, 자신들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에서 세퀴이나 지역으로 나아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9항은 새 교황이 신부들을 파견하였고, 루기에리 신부는 쾅시(廣西?) 

지역으로 갔다고 보고하고 있다.   

제10항은 상급 지위에 있던 에두아르두스 신부가 아마카우스 지역으로 

되돌아갔고, 큰 무고에 시달리던 예수회 소속 신부들이 자유롭게 

풀려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11항은 미카엘 루기에리 신부가 아마카우스 지역을 방문했고, 그곳에

서 붙잡혀 있었으며, 에두아르두스 신부는 샤우퀴누스 지역으로 

돌아갔고, 일반 백성들의 광기에 예수회 신부들이 시달리고 있다

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제12항은 시찰관이 교황에게 시나의 왕에게 사절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

청하기 위해 루기에리 신부를 로마로 보냈고, 안토니우스 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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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신부가 시나 왕국을 방문 했으며, 교황이 새로운 주교 

인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3항은 그 당시에 예수회 선교사들은 어떤 성과에 근거해서 샤우퀴누

스 지역에 주교청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해서 고민하는 기

록을 담고 있다.  

제14항은 샤우퀴누스 지역의 주교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마지막 논쟁

과 예수회 신부들의 추방에 한 논의를 담고 있다.  

 

 

제3장   

 

제1항은 시나의 포교하기로 결정했고, 사비에르 신부가 새로운 근거를 마

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아마카우스의 신부들이 소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시나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찰관이 파견되었다는 보고를 담고 있

다.  

제3항은 사우체이(아마도 소주(蘇洲)) 성의 고귀 관료의 아들 취타이소가 

마테오 리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했고, 리치 신부가 그와 함

께 인근의 도시로 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제4항은 사우체이 지역에서 겪은 첫번째 고초와, 이 지역으로 감독관 에

두아르두스 신부가 방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항은 안토니우스 알메이다 신부가 죽었고, 페트루스 출신 프란키스쿠

스 신부가 그 자리를 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6항은 마테오 리치 신부가 난키누스(南昌) 성으로 갔고, 그곳에서 몇몇 

그리스도 신자들을 규합했다는 소식을 담고 있다. 

제7항은 밤중에 두 명의 강도가 집을 침입했고, 두 명의 신부에게 부상시

켰으며, 재판에 호부되어 벌을 받게 되었으나, 신부들의 간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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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석방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제8항은 페트루스 출신 프란키스쿠스 신부가 죽었고, 라자루스 카나네우

스 신부가 그 자리를 신했다는 보고를 담고 있다. 

제9항은 마테오 리치 신부가 난키누스로 곧장 갔다고 보고한다.  

제10항은 마테오 리치 신부가 난키누스에서 추방되었고, 주교가 설치

된 키암시우스(강서 (江西)?)지역으로 피난했다고 전한다.  

제11항은 키암시우스 지역에 새로운 주교 자리가 인정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12항은 마테오 리치는 신부가 인근에 있는 왕들과 친교를 맺었고, 자

신을 중 강연자로 스스로 칭하는 몇몇 유력 인사들과 교유 관

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제13항은 예수회 소속 마테오 리치 신부가 난키누스로 파견되었고, 새로

운 거처가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제14항은 사우체이에서는 라자루스 카타네우스 신부가 큰 문제로 고민하

고 있어고, 다른 두 명의 예수회 신부들이 소환되었다고 보고한

다.  

 

 

제4장  

 

제1항은 마테오 리치 신부가 두 번째로 난키누스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마테오 리치 신부가 시나 왕을 신해서 난퀴이누스를 총괄하는 

관리에 의해서 초청받았고, 이곳에서 페이키누스(北京)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는 보고를 담고 있다.  

제3항은 페이키누스에서 협상은 실패했고, 신부들이 다시 난키누스로 되

돌아왔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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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은 겨울이 일찍 찾아와 신부들은 강위에서 겨울을 견디어야 했으며, 

마테오 리치 신부는 육로를 통해서 난키누스로 가는 길을 모색

했고 그곳에서 세 번째의 거처를 마련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제5항은 마테오 리치 신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회 신부들의 권위

가 날로 높아졌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6항은 난키누스의 유력 인사들이 마테오 리치 신부와 교유하기를 간청

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7항은 마테오 리치 신부가 천주의 법에 해서 가르침을 펼쳤다는 기록

을 전하고 있다. 

제8항은 추운 겨울집으로부터 난키누스로 안전하게 초청하였고, 살기 좋

은 거처를 마련해주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9항은 라자루스 카타네우스 신부가 아마카이로 갔고, 난키누스 사람들 

가운데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나왔다

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10항은 페이키누스의 포교가 계속 시도되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다. 

제11항은 텐생(지명?) 성에서 겪은 일들에 해서 보고한다.  

제12항은 페이키누스에 있는 시나 왕이 선물과 함께 초 했으며, 이는 

뜻밖의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13항은 전례를 관장하는 시나 관리들에 의해서 포박당했고, 사절단이 

머무는 성으로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제14항은 이의 전쟁(아마도 이자성(李自成)의 난) 이후에 마침내 예수회 

신부가 도성에 머물 수 있다는 왕의 허락을 받았다는 기록을 담

고 있다.  

제15항은 예수회 신부들이 시나의 고위 관리 두명과 아주 긴 한 교유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또한 좋았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16항은 백련교도들이 그들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쓴 예수회 신부들을 

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보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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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은 사우체이 주교청에서 일어난 일들에 해서 기록하고 있다. 

제18항은 몇 년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사우체이 주교청이 겪은 

고난에 해서 보고 있다.  

제19항은 난키누스 교회의 발전 과정에 해서 보고하고 있다. 

제20항은 아마카 지역에서 에마누엘 디아즈 신부가 포교 감독관으로 시

나로 파견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제5장 

 

제1항은 시찰관이 이아포니아로부터 아마카로로 돌아와서 포교 일체에 

한 보고문을 작작성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2항은 마테오 리치 신부가 그 시기에 지은 책들이 천주의 법에 어떤 

권위를 더했는지에 해서 기록하고 있다.  

제3항은 파울루스 신부는 철학(아마도 문과) 분야에서, 마르티누스 신부

는 군사(아마도 병과)에 해서 박사 시험(科擧)를 취득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4항은 난키누스 주교청(?)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해서 보고하고 있다. 

제5항은 사아케이에서 머무는 집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해서 기록하고 

있다.  

재6항은 난키누스의 포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예수회의 친구 

취우스토가 그리스도 신자가 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7항은 페이키누스의 머무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과 집을 샀다는 보고를 

하면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시나 말로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제8항은 시찰관이자 이 포교 운동의 기초를 닦았던 알렉산더 발리아누스

가 아마카에서 죽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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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은 예수회에 반 하는 무리들이 캉동(광동(廣東)?)에서 폭동을 일으

켜 예수회 형제 마르티네즈 신부가 다쳤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10항은 폭동이 가라앉자 카타네우스 신부가 동료 신부와 함께 <시나> 

왕국을 통해서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11항은 카타이오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디아로부터 왔는데, 예수회 본

부로부터 파견되었는데, 이름은 베네딕투스 고에시우스이고 루지

타누스(포르투갈) 지역 사람이라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12항은 카타이오가 시나의 왕국이라는 것과 카타이오로 가는 다른 길

이 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13항은 예수회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베네딕투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파견되었고, 형제 베네딕투스가 시나 왕국에서 죽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14항은 예수회를 반 하는 큰 폭동이 난키누스에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제15항은 난키누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힘겹게 견디어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제16항은 시나 왕이 친히 마테오 리치 신부가 제작하고 출판한 세계 지

도를 궁전에 걸라 명령했고, 페이키누스의 교회가 새로운 건물들

로 증축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제17항은 교회에 관련해서 난키누스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해서 보고하

고 있다. 

제18항은 카타네우스 신부가 파울루스 박사의 고향인 시안하이(아마도 

上海)에서 2년에 걸쳐서 행한 노고에 해서 기록하고 있다. 

제19항은 이 시기에 사우체이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에 해서 기록하고 

있다.  

제20항은 마테오 리치 신부의 죽음에 해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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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은 시나 왕이 마테오 리치 신부에게 봉분을 하사했고, 그곳을 예

수회 신부들은 건물을 성스러운 곳과 세속에 속하는 곳을 구분

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물론 여러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 책이 가진 학문적 가치와 

의의에 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겠다. 략 네 가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

이다.  

 

첫번째 의의는 이 책15이 16~17세기 동서 교류의 초기 상황을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의 출발이 되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 교류의 연구와 관련해서 이 시기가 다른 어느 시 보

다 중요한 시 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미 16세기 말부터 중

국에서는 동양고전과 서양고전의 번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매우 

체계적이고 아주 심도 깊은 동양과 서양의 학자들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이뤄진 번역은 양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요컨 , 하나는 서양 고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양 

고전을 서양어로 특히 라틴어로 옮기는 것이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예컨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니코마코스 윤

리학>의 일부, 유클리드의 <기하학>, 키케로의 <우정론>의 일부가 <명리

탐(名理探)>16 <교우론(交友論)> <기하원본(幾何原本)>의 서명으로 한역되

                                            
15  히라가와 스케히로의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노영희 옮김, 서울 

동아시아, 2002. 410 쪽) 참조한 저본이 <그리스도 중국 원정>이다. 

16 이 책의 원전은 Commentarii Collegii Conimbricensis e Societate Jesv: In Vniversam 

Dialecticam Aristotelis Stagiritae, nunc(sic e) primum in Germania in lucem editi. Coloniae 

Agrippinae, apud Bernardvm Gualterivm, 161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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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사서오경(四書五經) 중의 일부가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중국의 철학자 공자 혹은 중

국의 학문)이란 제목으로 라역(羅譯)되었다. 이 번역 작업의 중심에는 예수

회 선교사들이 서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중국의 학자들과의 토

론과 논의를 심도 있게 나누었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번역하고 주석했다는 

점이다. 예컨  명말에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와 알레니

(Giulio Alleni, 艾儒略, 1562-1649) 같은 선교사들이 명의 고위 관료이자 

학자였던 이지조(李志操, ?-1630)나 서광계(徐光啓, 1571-1630)와 같은 학

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나누었다는 점이다. 번역 과정에서 서양 사상의 근

간을 이루는 중핵 개념들과 동양 사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개념

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맞 응 되면서 비교되고 있다는 것도 주

목거리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표적으로 <중국의 철학자 공자 혹은 중국의 학문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이 저술 및 번역

되었다. 이 책은 1687년에 루이 14세의 칙령으로 왕립 출판사의 지원을 

받아서 파리에서 출판되었다(Parisiis, Apud Danielem Hortemels, via 

Jacobaea, sub Maecenate, 1687 cum Privilegio Regis). 이 책의 서문은 

중국 학문의 특징과 공자의 생애를 다루는 기록과 < 학(大學)>, <중용(中

庸)>, <논어(論語)>를, 마지막으로 일종의 부록으로 중국 역사를 소략적으

로 서술한 <중국연 기>를 담고 있다. 사서(四書) 가운데 <맹자(孟子)>는 

빠져 있다. 공자를 중심으로 중국의 학문을 소개하려 했던 예수회 선교사

들의 번역 기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기에 이

루어진 동양 고전의 라틴어 번역이 단기간에 진행된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

이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사서의 번역을 시도한 것은 기록상으로는 적어도 

1589년 이전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서를 처음 번역한 이는 미켈레 루기

에리(Michele Ruggieri 羅明堅, 1543-1607)이다. 그는 1590년에 이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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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서 출판하려 시도했다. 이 번역 원문 필사본은 현재 로마의 엠마누엘

레 비토리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Fondo Gesuitico 1195번). 이후 마테

오 리치가 1591년에서 1594년 사이에 중국의 소주(蘇洲)에서 사서(四書)

의 번역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 번역은 필사본의 형태로만 전승된다. 책

들이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해는 1662년부터다. 다 코스타(Ignatius 

da Costa, 郭納爵)는 <공자의 생애, Vita Confucii>와 함께 < 학>을 

Sapientia Sinica라는 서명으로 중국 강서성(江西省) 건창부(乾脹府)에서 목

판본으로 출판한다. 1672년에 인토르체타(Prospero Intorcetta, 殷鐸澤)가 

<중용>을 Sinarum Scientia Politico-moralis의 서명으로 출판한다. 이들이 

번역을 위해서 저본(底本)으로 사용한 원전은 주희(朱熹)가 편집하고 주석

을 단 <사서집주(四書集註)>였고, 일부 텍스트를 확인한 결과 주희의 주석

과 장횡거(張橫渠, 1020-1077)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참조했을 가능

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명나라의 만력제 신종(神宗) 의 명재상이자 학

자였던 장거정(張居正, 1525-1582)의 <사서직해(四書直解)>를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번역된 책들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같은 왕과 같은 정치가와 볼테르, 독일의 라이프니츠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시기에 이뤄어진 번역과 주해 작업은 크게 주목해야 할 사건이다. 왜

냐하면 한편으로 동양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들과 용어들이 이 번역 과정

을 통해서 탄생했고, 다른 한편으로 서양의 근 가 시작함에 있어서 또한 

근  학문들이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동양의 학문도 또한 서양이 동양에 

끼친 영향에 못지않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당시

에 번역과 주해에 몰두했던 예수회 신부들이 많고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하필 이 책들을 선택했는지에 한 이유와 배경에 해서는 아직 밝혀진 

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런데 위의 목차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은 이에 한 해명을 해 줄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기록을 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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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 책의 학문적 가치와 의의가 발견된다. 한편으

로 서양 고전의 한역 텍스트들과 동양 고전의 라역 텍스트들의 이해와 분

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해 줄 텍스트이고, 다른 한편으로 원시

-중국학(Primitive Sinology)의 형성을 살핌에 있어서 중요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동양의 학문과 제도에 한 정보를 서양 세계에 체계적

으로 전하는 텍스트이다. 예컨  이 책의 제1장은 중국의 정치 제도, 통치 

방식, 학문과 사상에 한 소개를 담고 있다. 아마도 황제라는 절  권력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중국의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에 한 마테오 리

치의 관찰과 보고는 루이 14세와 같은 프랑스 왕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

이 분명하다. 특히 절  왕정의 확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관료제의 도입이

나 중상주의 정책은 당시 중국을 통치하고 청나라의 영향이 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요청된다. 어찌되었든 루이 

14세는 특히 중국의 관료 선발 시험인 과거 제도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고, 

또한 중국의 통치 체제를 가능케하는 교육 제도와 그 교육의 실제 내용이

었던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읽고 싶어 했다. 동양 고전이 17세기 말에 

서구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퍼지게 된 것도 실은 루이 14세

의 절 적인 후원 덕분이었다.17  

                                            
17  프랑스 왕실의 후원을 통해서 예수회 선교사들의 저술하거나 번역한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 

곰드, <中國現狀新誌, Nouveax me ́ moires sur l'etat pré sent de la Chine>, Paris, 1696;  

부베, <中國現狀誌, L'Etat pré sent de la Chine en figures>, Paris, 1697, <中國皇帝傳, 

Histoire de l'Empereur de la Chine>, la Haye, 1699, <耶蘇會書簡集, Recueil des Lettres 

é difiantes et Curieuses>, Paris, 1703-1776; 뒤 알드, <中華帝國全誌, Description 

gé 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al Tartarie Chinoise>, Paris, 1735; <北京耶蘇會士硏究紀要, Mé moires Concernent 

l'historire les arts, les sciences, les usages etc, par les missionnarres de Pé kin>, Paris, 

1776-1814; 코스타(Ignatius da Costa), < 학, Sapientia Sinica>, Kien-Chan Kian-si, 1662; 

인트로체타(Prospero Intorcetta, 殷鐸澤) <중용, Sinarum Scientia Politico-moralis>, <중국의 

철학적 공자,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censis latine exposita>, Paris, 

1686-1687; 노엘(Le P. Français Noel, 衛方濟) <중화제국경전, Sinensis inpesi Libri classlci 

Sex>, Prague, 1711 (이 책은 중국의 사서와 효경, 소학의 라틴어 번역, 중국의 고주를 

충실하게 참조하였으며, 라이프니츠와 볼프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많이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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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진술은 동서 교류 연구사의 측면에서 보면, 이아포니아가 처음에는 

서양의 종교를 수용했지만 나중에는 정신 문명이 아닌 물질 문명을 중심으

로 받아들인데 반해, 시나의 경우는 그 수용의 양태가 달랐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시나에 들어온 예수회 선교사들의 경우, 이아포니아로 들어간 서양 

선교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키나인에게 접근하고 또한 그리스도교의 포교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시나에 온 예수회 선교사들도 중국의 황제에게 “자명

종”과 같은 물질 문명을 전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한 것은 총포와 같은 무

기류가 아니라 서양의 학문과 사상이었다.  

 

먼저 천문학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술이 번역 혹은 소개되었다. 마

테오 리치의 <건곤체의(乾坤體義), 1605>, <경천해(經天該), 1601>, <혼개

통헌도설(渾蓋通憲圖設), 1607>; 테렌츠의 〈측천약설(測天約說), 1631>), 

<정구외도표(正球外度表), 1631>, 〈황적거도표(黃赤距度表), 1631>; 베르

비스트의 <의상지(儀象志), 1674>; 우르시스의  <간평의설(簡平儀說), 

1611>, <표도설(表度說), 1614 >; 디아즈의 <천문략(天問略), 1615>; 로의 

<측량전의(測量全義)>, <오위표(五緯表)>, <오위력지(五緯曆指)>, <월리력지

(月離曆指)>등; 불리오의 <西曆年月> 등 아담 샬이 <숭정역서(崇禎曆書), 

1631>에 총서로 묶었는데, 여기에는 135 책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수학 분야에는 마테오 리치의 <기하원본(幾何原本), 1607>, <환용교의(圜容

較義), 1608>, 등 >; 로의 <비례규해(比例規解), 1630>; 알레니의 <기하요

법(幾何要法), 1630>;; 테렌츠의 < 측(大測), 1630>등이 저술 혹은 번역되

었다. 이어서 지리학 분야에는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1604>; 알레니의 <직방외기(職方外紀)>; 불리오의 <서방요기(西方要紀)> 

                                                                                                                                        

비스델루(Visdelou, 劉應), <역경> 주해; 프레마르(Pré mare, 馬約瑟), <역경>, <중용>, <성리>, 

<장자>, <노자>, <회남자> 텍스트 연구; 레지스, <역경>의 라틴어 번역; 마일라, <통감강목>의 

라틴어 번역; 거빌, <서경>의 프랑스어 번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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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또한 물리학 분야에는 우르시스의 <태서수법(泰西水法), 1612>;

아담 샬의 <원경설(遠鏡說), 1626>; 테렌츠의 <기기도설(奇器圖說), 1627> 

등이 있다. 아울러 기상학 분야에는 바뇨니의 < 공제격치(空際格致),1633>

가 있다. 물론 의학 분야에도 여러 저술이 있다. 테렌츠의 <인신설개(人身

說槪), 1627>와 로의 <인신도설(人身圖說), 1650>과 베르비스트의 <목사총

도(目司總圖), 17세기 추정>이 있다. 또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어문학 분야

에도 많은 저술을 남기었는데, 예컨  루기에리의 <포르투갈-중국어 사전>, 

마테오리치의 <서자기적(西字奇蹟), 1605>, 트리고의 <서유이목자 (西儒耳

目資), 1625 >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철학과 사상 분야에도 많은 저술

이 있는데, 표적인 경우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루지에리의 <천주실록

(天主實錄), 1593>나 마테오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義), 1603>, <교우론

(交友論), 1595> <서국기법(西國記法), 1594>과 바뇨니의 <서학수신(西學

修身) 1605>, <서학제가(西學齊家), 1605>, <서학치평(西學治平), 1605>과 

알레니의 <서학범(西學凡), 1623>와 푸르타도의 <명리탐(名理探), 1631>, 

<환유전(寰有銓), 1628>등이 있다.  

 

이상의 책들이 17세기 중국에서 저술되었거나 번역되어 출판된 표적인 

저술이다18. 더 많은 수가 있으나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멈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많은 저술들이 당시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당 의 담론과 

논쟁을 직접 수용하거나 반영하고 있거나 거의 같은 시기에 저술되거나 번

역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  우르시스의 <태서수법(泰西水法), 1612>은 

아고스티노 라멜리(Agostino Ramelli, 1530-1600)가 1588년에 저술한 <

여러 기계들(Diverse et Artificiose Machine)>를 저본으로 참조해서 저술

                                            
18 이 가운데에서 중요한 텍스트들을 모아 총서(叢書)로 1629년에 <천학초함(天學初函)>의 서명으로 출판했

다. <천학초함>은 이편(理篇)과 기편(器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편에는 종교, 윤리관계의 서적 10종이 

들어 있고, 기편에는 과학, 기술관계 서적 10종이 들어 있다. 도합 20종의 52권을 수록한 방 한 양의 중

요한 서학서들이 총망라된 서학 총서다. 조선에서는 유몽인(柳蒙寅), 이수광(李晬光), 이익(李瀷), 신후담

(愼後聃), 안정복(安鼎福)이 <천학초함> 중의 <천주실의>, <교우론>, <칠극>, <영언여작>, <직방외기> 등

을 읽고 비평을 가한 것으로 보아 <천학초함> 혹은 개별 텍스트 몇 권은 이미 17세기 초기에 조선에 이

미 소개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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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라멜리의 책은 테렌츠의 <기기도설>의 저본으로도 활용되었

다. 이는 다음의 두 그림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왼쪽은 라멜리의 그림(1588)이고, 오른 쪽은 테렌츠의 그림(1627)이다. 

그런데 테렌츠의 <기기도설>은 조선에에서도 건축과 기술 분야에 활용되

었던 책이다. 표적으로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수원성을 축조할 

때 참조했다. 또한 <기기도설>의 저자인 테렌츠는 당시 서양에서도 손에 

꼽히는 자연과학자였고, 이는 그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절친한 친구였다

는 점에서 확인된다. 어쩌면, 갈릴레이의 과학 사상이 테렌츠를 통해서 다

산에게 흘러 들어왔을 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번역과 저술 

사정을 고려할 때 소위 르네상스 운동은 서양에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실은 동양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해서

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하겠다.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해서 이 저술 혹은 번역들이 참조한 원본 내지 저

본(底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앞에서 소개한 부분의 서적들

은 라틴어 원본을 참조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한문으로 많은 주요 용어들이 어떤 개념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의미론적 발생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는지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번역 저술들과 원문들이 비교-검토된다면, 이에 한 이해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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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  마테오 리치가 <천주실의>를 저술할 때

에 참조한 텍스트는 루기에리 신부가 한문으로 1593년에 저술한 <천주실

록>였다. 그런데 <천주실록>의 라틴어 원본이 있다. 이 원본은 <천주교에 

한 간략하고 진실한 보고(Vera et brevis divinarum rerum expeditio), 

1584>19라는 텍스트이다. 요컨  라틴어 원문과 <천주실의>가 본격적으로 

비교된다면, <천주실의>에 한 연구도 새로운 지평이 제시될 지도 모르겠

다.  

 

이와 같은 저술 상황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서양 종교와 사상을 처음부

터 시나인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양의 학문, 문화, 종

교와 서양의 그것들을 비교-연구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서양 종교를 소

개하고 뿌리내리게 하려는 전략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접근 전략을 

학자들은 “적응주의(accommodation)”20라 부른다. 이런 적응주의 노선에 

따라 키나에 들어온 예수회 선교사들은, 한편으로 서양의 종교와 학문과 

사상을 동양 세계에 전하고, 다른 한편으로 동양의 학문과 제도를 서양 세

계에 전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양의 종교과 사상을 처음부터 이입하고 

혹은 주입하려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동양의 학문, 문화, 종교와 서양의 

그것들을 비교-연구했고, 이를 기반으로해서 서양 종교를 소개하고 뿌리내

리게 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다른 한편으로 동양의 종교와 사상을 체계적

으로 연구한 바탕 위에서 당시 서양 학문 언어인 라틴어로 옮기고 있다는 

점에서 16-17세기 시나에서 벌어진 동양과 서양의 조우는 상 적으로 평

                                            
19 이 책은 중국에서 출판된 최초의 라틴어 텍스트이다.  
20 이에 해서는 서울 학교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출판한 이연승, 예수회 색은주의 선교사들의 유

교 이해, <종교와 문화> 17, 2009년, 쪽수 33-66을 참조하시오. 그런데 17세기 중국에서 발견

되는 예수회의 “적응주의” 노선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착생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던 로마 제정기

에서도 발견되는 유사한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교

도였던 로마의 지배층에게 그리스도교 지식인들이 접근했던 방식도 일종의 “적응주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 지식인들이 전교를 위해서 문법학교와 수사학 학교의 교

사로 많이 활약했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17세기 적응주의가 기독교 초기의 그것 사이에 어

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예수회 신부들의 

적응주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오랜 전통의 뿌리를 가진 전교 전략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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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동양의 정신세계와 서양의 정신세계가 정면으로 맞 응되면서 양세계의 

교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의 근 (近代)는 17세기부터 시작했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선행 연구는 데이비드 먼젤

로의 <진기한 나라, 중국21> 이다. 이 책은, 내가 보기에, 동서 교류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저술 가운데에서 가장 선구적인 저술이다. 이 저술은 

동서 교류사에 한 새로운 연구의 계기를 마련해 준 텍스트이다. 먼젤로

가 제기하는 물음들과 이에 한 그의 해명들은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논의의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예컨  먼젤로의 중국 문자와 “보편 언어(universal language)”에 한 

논의는, 동양의 학문이 그리스-로마 고전의 재발견을 통한 고전의 번역과 

주해가 중심을 이루어 있던 서양의 교육과 연구에 동양의 학문(예들 들면, 

<주역 (周易)>과 같은 책)과 한자(漢字)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22 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이다. 화학, 의학, 수학, 음악은, 자연 언어의 표기 체

계가 아닌 그 학문만이 공유하고 있는 표기 혹은 기호 체계를 사용하자는 

제안들, 즉 화학의 개별 원소들을 표시하는 표기 체계나 수학의 부호 체계

들 혹은 음악의 기보와 음가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만들어 사용하자는 제안

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17세기이다. 이와 관련해서 먼젤로의 

“중국 문자와 보편 언어”에 한 연구는 이런 기호와 부호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게 된 데에는 사물을 그 로 반영하는 상형 문자 체계인 한자

가 상당 정도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이 책은 이향만, 장동진, 정인재 교수의 노력으로 한글로 번역되어 2009년 나남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22 이와 관련해서는 염정삼, 서양인에게 비친 중국문자- 키르허의 인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지> 제33집, 2010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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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한자를 최초로 상형 문자로 이해한 서양인은 가스파 다 

크루즈(Gaspar da Cruz, 1520-1570)이었다. 그는 <Tratado das cousas 

da China(키나 문물에 한 보고)>라는 저술을 남기는데, 안드레 드 부르

고스(André de Burgos)가 이 저술을 크루즈의 고향인 포루투갈의 에보라

(Évora)에서 1569년에 출판한다. 이 책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이

후에 서양에서 중국에 해 출판된 최초의 저술 가운데에 하나로 인정받는 

문헌이다. 크루즈는 한자에 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중국 사람들은 고정된 철자(letter)를 사용하여 쓰지 않는다. 그들은 

문자(character)를 사용하며 그것으로 단어를 만든다. 따라서 매우 많

은 수의 부호(character)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부호로 하나의 사물

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 오직 하나의 부호로 하늘을 뜻하고 또 다른 

부호로 땅을 의미하며 또 다른 부호로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

이다.23     

 

 

중국 문자를 사물을 상징하는 하나의 부호로 인식했던 크루즈의 생각은 

후안 곤잘레스 드 멘도자(Juan Gonzalez de Mendoza, 1545-1618)에게서

도 발견된다. 그는 <중화 중국의 문물과 의례와 견습에 관한 역사, 

(Histroria de las cosas, ritos y constumbres, del gran Reyno de la China, 

Rome 1585, 1586년 개정)>를 저술한다24. 이 저술은 서양의 자연과학의 

                                            
23 이 인용은 염정삼, 中國 文字의 象形性과 表音性, <中國文學> 제55호 2010년 106쪽에서 재인

용한 것이다.  
24 이와 관련해서는 김남시, 사물문자로서의 중국문자-아타나시우스 키르허의 중구문자이해, <중

국어문학회> 제33집, 2010, 쪽수 317-343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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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비록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한자에 한 이해와 그 내용이 조야한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예컨  영

국의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가 자연의 탐구를 위해

서 보편 언어25 혹은 근원 언어 혹은 “진정한 문자(real character)” 체계

를 개발하자고 최초로 주장할 수 있도록 영감과 통찰을 제공한 문헌이 이 

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6 이에 한 추정은 단적으로 베이컨은 다음

과 같은 주장에서 가능하다 하겠다.  

 

진정한 문자를 사용하여 글을 쓴 것은 극동의 왕국, 중국에서였다. 진정

한 문자는 체로 글자나 단어가 아니라,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한다. 언

어가 미칠 수 있는 지역보다 문자들이 더욱 일반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

에,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서로의 글을 읽을 

수 있었다. (<학문의 진보(Advancement of Learning)>, London 1605)27   

 

 

인용에서 읽을 수 있듯이, 분명한 사실은 베이컨의 보편 언어에 한 기

획이 한자 체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베이컨의 보편 언어 기획

의 기저(基底)에는 스페인 마요르카 출신 신비주의 신학자였던 라이몬두스 

룰루스 (Raymondus Lullus, 1232-1315)의 “조합주의(ars combinatoria)”

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자 체계

가 자연학의 부호와 기호 체계 개발과 기획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

도 분명하다. 그런데 보편 언어를 개발하자는 베이컨의 제안은, 그가 주장

하듯이, 새로운 학문들이 사용하게 될 기호 체계(Novum Organonon) 혹은 

부호 체계의 표준화와 통일화에 한 연구를 촉진하고 논쟁을 촉발하였고, 

그의 제안은 존 윌킨스나 조디 달가르노와 같은 그의 후계자들, 화학자 로

                                            
25 “보편 언어” 문제에 해서는 김남시(2010), 320-325를 참조하시오.  
26 이에 해서는 <진기한 나라, 중국> 299쪽을 참조하였다.  
27 번역은 <진기한 나라, 중국> 298-299쪽에서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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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트 보일이나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과 같은 학자들과 독일의 라이프

니츠(Leibniz, 1646-1716)와 같은 철학자에게로 이어졌다. 또한, 이를 위

해서 영국에서는 1662년에 왕립 아카데미가, 파리에서는 1666년 학술 아

카데미가, 베를린에서는 1700년에 학술 아카데미가 창설되었다는 점도 주

목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다. 요컨  17세기는 베이컨이나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와 같은 근  과학자들이 역사의 무 에 등장해서 자

연에 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였던 시기였고, 이들의 연구를 통해

서 근  학문의 세계가 열리는 시 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자연의 사

물들을 자연 언어의 표기 체계가 아닌 새로운 기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기

획함에 있어서 동양의 사유 체계와 언어 체계가 중 한 영향을 끼쳤고 있

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호와 부호를 사용하는 학문 

운동과 학술 아카데미의 창설은 서양의 학문 체계를 이전까지의 기독교 교

리 중심의 교육 방식과 그리스-로마의 고전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전

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내었다. 이런 학문 운동과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한자(漢字)와 동양의 사유 체계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동서 교류에 한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하겠다. 단적

으로 동양 학문의 핵심을 담고 있는 <주역>이 라이프니츠와 같은 독일 철

학자에게 미친 영향에 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이 자리에서 

굳이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들

이 먼젤로의 탐구는, 동양과 서양 사이에 일어났던 교류 양상이 일방적인 

수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세계는 상호 영향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연구이다.  

내 생각에 먼젤로의 <진기한 나라, 중국>은 소위 “글로벌28”화의 초기 

모습을 추적함에 있어서 연구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구실을 담당하는 텍스

트다. 기존의 연구들이 동양과 서양의 서적 가운데에서 어떤 책들이 번역

                                            
28 이 용어는 Gunn, Geoffrey의 First Globalization, The Eurasian Exhchange, 1500-1800 

(Lanham 2003)에서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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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에 교류 상황을 추적하는 수준 이상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먼젤로의 논의는 매우 중요한 기초 연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다만 먼젤로의 연구 지평이 아직은 역사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동서 교류를 연구함에 있어

서 당시 예수회 신부들이 직접 번역하고 주해를 단 텍스트들을 직접적을 

분석하고 비교-연구한 텍스트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  <중국의 

철학자 공자 혹은 중국의 학문(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을 축약 정리해서 알폰소 바뇨니(Alfonso Vagnoni, 高一志, 

1568-1640)가 1605년에 출판한 <서학수신(西學修身>, <서학제가(西學齊

家)>, <서학치평(西學治平)>과 같은 텍스트들이 어떤 학적 고민과 정치적 

배경을 통해서 탄생한 저술인지에 한 해명을 <진기한 나라,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 텍스트들이 나중에 동양 사상의 전개

와 발전에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지, 혹은 그 반 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한 논의가 없다. 또한 이런 텍스트들을 번역하고 저술되는 과정에서 동양

사상의 기본 개념들과 서양사상의 그것들이 어떻게 저울질 되고 있는지에 

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데, 이에 한 해명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몬젤로가 이런 물음에 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진기한 나라, 

중국>을 저술한 것은 아니기에, 이에 한 해명은 이런 문제에 한 의문

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몫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서 교류의 연구는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체계적이면서 엄 한 비교-연구가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비교-연구가 다루고 밝히게 될 세계가 실은 연

구사에 있어서 미지(未知)의 신 륙(terra incognita)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두 번째 의의는 이 책이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의 충돌을 잘 보여준는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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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관의 충돌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

될 수 있다.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은 근본적으로는 전례 논쟁을 둘러싸

고 벌어진 사건들에 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회 신부들은 이 책의 여러 

곳에서 “예수회”를 추방하려는 반  움직임과 심지어 폭동29이 일어났다고 

보고한다. 이 충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면적인 논쟁으로 확산했다. 

이 논쟁은 동양정신과 서양정신의 정면 충돌로 발전되었기 때문이었다. 예

컨  마르티네스가 저술한 <천학전개(天學傳槪)>와 반(反) 그리스도교 관

료인 양광선(楊光先, 1597-1669)이 지은 <벽사론(闢邪論)>은 충돌의 최전

선에 맞붙었던 문건이다. 중국인의 기원이 아담으로 비롯되었다는 마르티

네스의 주장에 양광선이 <부득이(不得已), 나도 달리 논변하지 않을 수 없

다>고 주장하자, 마르티네스의 동료인 부글리오 신부가 <부득이변(不得已

辯), 나도 달리 할 수 없다>는 반박을 출판할 정도였다.  

 

 

충돌은 서양 신부들 내부에서도 크게 벌어졌다. 마테오 리치의 적응주의

에 한 롱고바르디(Nicolo Longobardy, 龍華民, 1559-1654)의 비판이 그

것이다. 중국인들의 전례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문화적인 관

점에서 바라보고 제례 의식을 인정하려는 것이 마테오 리치의 입장인 반면, 

롱고바르디는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

문이다.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가 

Breuis relatio eorum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 Hi circa coeli, Cumfucij et avorum cultrura datam anno 

1700. Accedunt primatum, doctissimoruq[ue] virorum, et antiquissimae 

                                            
29 어쩌면, 이 폭동은 나중에 일어났던 태평천국의 시초가 된 사건으로 추정되는데, 이 움직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이런 유의 항 운동이 나중에 조선 후기에서도 그 로 재현되기 때

문이다. 동학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동학 운동은 조선 만의 고

유한 현상은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서양에 한 항 혹은 저항 운동의 하나로 보인

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태평천국 운동이 중국에서는 종교로 성립하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종교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이도 특이한 일인데, 아마도 천주교가 종교로 뿌리를 내린 한국의 

근 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물론, 이도 자세한 논의가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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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is testimonia / [Antoine Thomas]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천

(天)에 한 숭배와 공자의 문묘와 조상에 한 숭배에 한 강희제가 

1700년에 밝힌 판단에 하여>)에서이다. 이 책은 서울 학교 도서관 귀중

본 보관실에 소장되어 있다(청구 기호는 貴 C510 113이다). 이 책은 전례 

문제에 한 중국의 최고 권력자인 강희제(康熙帝, 1654-1722)의 입장이 

명백하게 표명되어 있는데, 그는 중국의 제례 의식이 소위 서양적 의미의 

종교 행위가 아니고 일종의 문화 행사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충돌

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며 현재 진행형에 속하는 부딪힘이다. 이런 충돌

의 원인과 배경을 탐구함에 있어서 충돌의 시작 단계를 살필 수 있는 기록

과 보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지니는 학술적 가치는 매우 크다. 

지면 관계상 전례 문제는 이 정도로 소개하겠다. 전례 문제에 해서는 이

미 선행 연구도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과 

같은 텍스트들이 직접적으로 원전을 통해서 연구된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세계관의 충돌 문제와 관련해서 예컨  이 책의 제5장 제16항은 매우 중

요하다. 왜냐하면 명나라 만력제가 마테오 리치 신부에게 세계 지도를 제

작해 달라고 부탁하는 목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도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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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 리치가 명나라 관리와 함께 1604년에 제작하고, 이지조가 해설

을 단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이 지도를 제작한 리치의 공적을 인정한 명의 만력제는 그 보상으로 예

수회 신부들이 북경에 머물도록 했다. 그들이 머물면서 포교와 학문을 수

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는데,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은 이에 한 소

개도 자세히 하고 있다. 이 책의 제5장 21항에는 명의 만력제가 마테오 리

치 신부가 죽자 그를 위해 봉분을 하사했고, 그곳을 예수회 신부들이 성스

러운 공간과 세속에 속하는 공간을 구분하여 건물을 운영하였다고 기록되

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의 마지막 부분에는 리치

의 무덤과 건물의 도면이 그려져 있다. 이 도면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북경에 세워진 어쩌면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천주교 성당에 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건물 도면의 설명에는 이 건물이 1611년에 세워졌다고 보고 하

고 있다. 이에 해서는 건축사를 전공하는 연구자와 학제 연구가 요청된

다. 이 지도를 본 당시 중국인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중국의 영토가 세계의 10분의 1도 안된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

니라는 사실은, 비록 리치 신부가 제작한 제도에는 중국이 중심에 위치하

고 있지만 당시 중국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리치는 다음과 같이 기록

하고 있다.  

 

 

584쪽, Speramus aliquando fore, ut vel Rex ipse, vel e 

successoribus unus aliquis e spectata tabula lectisque ad 

eam commentaris in cupiditatem veniat de hac ipsa lege 

inquirendi. Hoc saltem spectaculum interim Sinenses 

animos deprimit dum Regni sui vastitatem Orbis Universi 

angulum non maximum conspici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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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마도 리치)는 희망한다. 언젠가는 왕 자신이 혹은 그의 

후계자 가운데 어떤 이가 지도와 그 해설을 읽고서 천주의 

법을 배우려는 열정을 품게 되기를 말이다. 어찌되었건, 이 

지도가 키나인들을 낙담시킨 것은 분명하다. 자신들의 광활

한 왕국이 세계의 한 구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말이다. 가장 크지 않다는 사실에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위의 인용은 리치가 이 지도를 제작하게 된 속내를 그 로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명나라 만력제에게는 다르게 설명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

만 서양어로 기록된 문서에는, 분명히 비록 국이기는 하지만, 중국인이 

생각하듯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한 구석에 위치한 나라에 불과하

다고 전하고 있다. 리치의 이와 같은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이 쥴리오 알레

니(1582-1649년)다. 그는 <직방외기(職方外紀)> 30 라는 책을 한문으로 저

술한다. 이 책에서 그가 본격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입증하려고 시도한 

내용은, 서명이 지시하는 것처럼, 한편으로 소위 “중국 너머의 세계”를 소

개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중심이 따로 없고 오로지 중

심은 하늘의 천주에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리치가 제작한 지도와 

알레니의 저술은 화이관(華夷觀)을 중심으로 중화주의를 흔드는 데에 결정

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예수회 신부

들에 한 청나라 황제들의 입장일 것이다. 어쩌면 청나라 황제들이 한족

(漢族) 중심의 화이관과 중화주의 역사관을 깨기 위해 예수회 신부들이 제

작한 지도와 저술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0 이 책의 번역은 <직방외기> 천기철, 일조각 2005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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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와 알레니가 지은 <직방외기>는 당시의 

조선 지식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흔적으로 영조 에 역관으로 

활약했고, 천재 요절 시인으로 알려진 이언진(李彥瑱, 1740-1766년)이 지

은 “해람(海覽, 일본기행시)”과 같은 시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시의 마지막

에 알레니와 마테오 리치가 언급되고 있다.  

 

  地毬之同異 海島之甲乙 

西泰利瑪竇 線織而刀割 

지구(地毬)의 같고 다른 차이와 바다의 섬들이 크고 작음은 

  서양 선비 리마두가 치 하고 엄격하게 갈라 놓았다네.  

 

인용은 18세기의 조선도 서양 학문의 영향권에 이미 들어와 있었음을 보

여주는 좋은 사례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교 원정>이 서양의 세계관에 의

해서 중화주의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텍스트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간적인 관점에서 <곤여만국지도>와 <

직방외기>와 같은 텍스트가 중화주의 세계관을 흔들고 있다면,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의 천문학을 체하는 서양의 서적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의 독해를 바탕으로 새로 제안하고

자 하는 점은, 소위 “세계화”의 움직임이 이미 명말 청초, 즉 17세기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번째 의의는 이 책의 서술 스타일에서 찾을 수 있겠다. 문체사(文體史) 

혹은 쟝르Genre)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의 글쓰

기 방식은 이전까지의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텍스트이다. 이 텍스

트는 한편으로 서간문의 형태를 띠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고문이며, 여



- 189 - 

 

기에 전기(傳記)의 성격이 가미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저술이기 때문이

다. <이아포니아에 한 서술한 새로운 편지 모음>도 텍스트의 이런 복합

적 성격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은 편지 형식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은 이 세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회 신부들의 서술 방식과 텍스트 구성 방식에 일정한 패턴과 

보고문 특유의 전형성이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을 거치면서 서술 프레임

이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 책이 편지와 포교 상의 지역의 역

사와 문화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지역의 특산물과 문물 및 

언어 등에 한 기술을 먼저 하고 이어서 포교 활동에 한 일반적인 보고

와 마테오 리치 신부의 전기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런 종

류의 서술 스타일은 편지 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종류의 텍

스트 장르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한 분석도 흥미로운 연구 거리가 될 것

이다. 편지 글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복잡하게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격적으로 포교를 시도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예수회 

본부와 로마 교황정의 지원과 지지를 얻기 위해, 혹은 포교 활동의 방향과 

노선을 정하는 일과 관려내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에 

한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여 보고하는 텍스트도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종류의 보고 텍스트는 현  용어를 빌리자면, “지역학” 텍스트의 양

식에 가깝다. 인류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현  사회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

던 초창기의 글 쓰기 스타일도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다가 성인 추  문제와 연결되면서 전기의 성격도 가

미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세가지 특성을 모두 담고 있는 저술이 바로 <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다블류 신부가 지은 <한국천주

교 교회사>의 서술 스타일이나 서술 구조가 실은 리치와 트리고가 지은 <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의 서술 프레임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19

세기 조선에 들어와 활약했던 프랑스 신부들의 저술 방식이 적어도 서술 

스타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서 교류를 처음 시작했던 예수회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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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전통에 서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에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은 한국의 서학 수용사의 이해에도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또

한 한국의 서학 수용에 한 연구가 동서 교류사의 전체 맥락에서 탐구되

고 수행되어여 함을 보여주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네번째 의의는 “코라이 전쟁”의 성격 규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물론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은 코라이 전쟁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는 책은 아

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해야할 지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보고

가 발견된다. 코라이 전쟁의 영향으로 예수회 신부들이 겪었던 고생에 

한 보고다. 마테오 리치가 <그리스도교 중국 원정>에 남긴 “코라이 전쟁”

에 한 보고이다.  

 

324-325 쪽, Iapones regnum Coria infestat.  

Nanchinum ubi ventum, omnia formidinis plena 

repererunt. Nam Iapones suis finibus egressi regnum 

Coria infestis armis impetiverant. Id Sinae quod esset 

vectigale magno sumptu tuebantur, et exigua spes eo 

tempore apparebet, Iaponum impetum retundendi. Ea 

res effecit uti nemini satis animi fuerit, ad Nostros 

hospitio excipiendos. Nam gravibus edictis nuper 

cautum erat, ne quis in aedes suas reciperet homines, 

qui vel habitu, vel vultu suspicionem ingerent, qui in 

omnem partem vagi omnia contemplabantur. Ergo 

aestus maximos exiguo navigio male tecti superarunt. 

 

이아포니아인들이 코리아 왕국을 침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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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南昌)에 당도했을 때에, 모든 곳이 공포로 가득 차 있

음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이아포네스인들인이 그들의 영토

로부터 출발해서 코리아 왕국을 적의로 가득 찬 군 를 보

내어 침공했기 때문이다. 코리아 왕국은 시나에게 많은 조

공을 바치는 나라로 시나의 보호를 받는 나라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아포네스인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어 보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

은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행동거지와 용모가 수상

한 사람이나 모든 면에서 떠돌이로 여겨지는 사람을 집안

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

이다. 그래서 지붕을 제 로 갖추지 못한 조각배에서 찌는 

더위를 견뎌 냈어야만 했다.    

 

인용은 코라이 전쟁이 중국 본토에 미치는 영향에 해서 보고하고 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을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용은 키나 본토 전체가 전시(戰時) 체제로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코라이 전쟁이 코라이 전쟁이 동아시아 전

쟁이었음을 전거라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서양의 동진(東進) 운동의 연장선

에서 발발한 전쟁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종

합해 볼 때에 코라이 전쟁은 세계사의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전쟁 때문에 마테오 리치 일행이 문전박 를 당하고서 남경의 조그

만 배에서 더운 여름을 견딜 수 밖에 없었음은 흥미롭게도 “코라이 전쟁” 

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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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담 샬 중국포교사, Historica relatio de ortu et progressu fidei 

orthodoxae in regno Chinensi per missionarios Societatis Jesu ab 

anno 1581 usque ad annum (1669)> 

청구기호: 2.3 貴 C510 101 

 

 

 

이 책은 <1581년에서부터 1669년까지 키나에서 그리스도교의 옳은 신

앙을 포교하기 위해서 활동한 예수회 신부들에 한 보고; 그 시작과 전개를 

중심으로, (이하는 <중국포교사: 1581-1669>로 약칭하겠다)>이다. 이 책은 

1672년에 오늘날 독일의 아우구스투스 한크비츠(Augustus Hanckwitz) 라

티스보나이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아담 샬 신부(Adam v. 

Schall, 1592-1666)와 인토르체타(Intorcetta, 1626-1696)이다. 참고로 인

토르체타는 시칠리아 출신으로 동양 고전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서구 유럽

에 전해준 신부로 한문과 라틴어 텍스트를 목판으로 출판할 수 있는 인쇄

술을 개발한 이로도 유명하다. 이 책은 “Corea(코레아)”와 “Iapon(이아폰)”

의 지도가 포함된 중국 지도와 청나라 관리의 복장을 하고 있는 아담 샬의 

초상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이던 레오폴드 1세

(Leopold I, 1640-1705)에게 헌정된 책이다. 예수회 신부들이 이와 같은 

책을 황제에게 헌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중국에 한 관심이 로

마의 교황청은 물론 유럽의 주요 왕실에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서구 유럽에서 중국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즈음 서양

에 한 중국의 관심도 못지않게 커지고 있었다. 이를 입증해주는 표적

인 텍스트가 <중국포교사: 1581-1669>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책의 목차 구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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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은 키나31에서 그리스도교 포교의 시작 상황과 예수회의 노력에 

한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제2장은 예수회 신부들이 키나의 천문 혹은 연력(年歷)의 개정에 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담고 있다.  

제3장은 예수회 신부들이 연력 개정 작업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반 와 

고초에 해서 기록하고 있고 파울루스 박사의 죽음에 해서 보

고하고 있다.  

제4장은 천문 계산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에 반 하는 여타의 다른 움직

임들에 해서 보고 하고 있다.  

제5장은 천주의 법이 왕실 내부로 성공적으로 전파되고 있음에 해서 

보고하고 있다.  

제6장은 키나 왕이 예수회 신부들의 천문과 계산 방식을 받아보고서 이

를 인정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7장은 키나 왕이 키나에 유익한 여러 사업들의 기획의 책임자로 아담 

샬을 임명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제8장은 치욕스런 역모가 일어나 키나의 왕이 죽게 되었고 <명나라> 왕

권이 무너졌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제9장은 왕권을 찬탈하려는 자가 타르타로스인들의 도움으로 축출되었고 

페이키누스가 약탈되고 화염에 휩싸였다는 보고를 전하고 있다. 

제10장은 타르타로스 인들이 통치권을 차지했고 천문학에 관심을 기울였

다 보고한다.  

제11장은 아담 샬 신부가 수학(數學)일반을 관장하는 관리로 임명되었다 

보고한다.  

제12장은 키나를 통치하는 타르타로스 왕족의 족보와 천문에 해 키나

                                            
31 이 책은 일괄적으로 당시 중국을 Cina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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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보인 관심과 열정을 소개하고 코레아 왕32(세자)이 천문에 

한 일과 천주의 법에 해 심취해서 배웠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제13장은 아담 샬 신부가 키나의 고위 관료들과 왕실로부터 천문학에 

한 권위를 인정받았고 이를 통해 천주의 신앙을 고취시켰다는 보

고를 하고 있다.  

제14장은 아담 샬 신부가 천문학을 알리는 뛰어난 저술들을 키나 왕에게 

제출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제15장은 키나 왕이 큰 호의를 보이면서 아담 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제16장은 키나 왕이 천주의 법을 배우고 후원하는 이가 되었다고 보고하

고 있다.  

제17장은 키나 왕이 큰 은총을 베풀어 그리스도교의 진작과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었다고 전한다.  

  제18장은 천주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어졌고, 새 신자가 된 이들의 신

실함과 열정에 해 보고하고 있다.  

제19장은 건축을 하는 중에 일어난 어떤 소년의 진기한 이적에 해 기 

록하고 있다.  

제20장은 그리스도의 덕이 만들어 낸 다른 기적들에 해 보고하고 있다. 

제21장은 천문을 세우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겪었던 고난과 이를 통해

서 유럽의 계산 방식이 승리했다고 보고한다. 

제22장은 키나 왕이 죽었고 그의 후계자가 지명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제23장은 망자에 한 키나인들의 공통 예법에 해서 전하고 있다.  

제24장은 죽은 키나 왕의 장례와 후계자가 신의를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맹세했다고 전하고 있다. 

제25장은 키나의 왕이 아담 샬 신부 및 그의 후손들과 부모와 조부모를 

칭송하고 왕실의 호의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고 전하고 

                                            
32 원문은 rex로 번역하면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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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1581년부터 1669년까지 벌어졌던 예수회 선교 활동에 해 요약하고 

있다. 

* 카르타로스 인들이 통치하는 중에 벌어진 마지막 박해 중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의 목록에 해서 보고 하고 있다.     

  

 

이상의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의 요지는 서양 천문학이 동양 천문

학과의 결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는 청나라 순치제(제위 기간, 

1643-1661)가 1644년에 시헌력(順治二年時憲曆)을 반포하고 시행한 사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치제가 아담 샬 신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양의 

시헌력을 채택하게 된 계기는 1644년 8월초에 일어난 일식 때문이었다고 

한다. 종래의 통력(大統曆)과 아라비아의 회회력(回回曆)에 입각한 계산

이 이를 맞추지 못했지만, 아담 샬 신부는 시헌력을 이용해 이를 정확히 

계산해 냈다고 한다. 순치제는 명 말엽에 서양역서인〈숭정역서 崇禎曆書〉

137권의 편찬에 참여했던 아담 샬 신부에게 개편할 것을 명했고, 이에 신

부는〈신법서양역서 新法西洋曆書〉103권으로 이름을 바꾸어 편찬했고 그 

이듬해인 1645년부터 “시헌력”을 시행했다고 한다. 시헌력은〈상서 (尙

書)>의 “유성시헌(惟聖時憲)”에서 따온 표현이고 시헌력의 체계는 중국의 

역법을 따랐지만,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아닌 튀코 브라헤(Tycho Brache, 

1546-1601)의 수정 천동설에 기초한 지구 중심의 우주 체계를 기본 틀로 

삼았다. 동양의 역법과 서양의 역법이 정면으로 맛붙었었는데, 그 결과는 

서양 역법의 승리로 끝났다고 전하고 있다. 역법이 세시 풍속은 물론, 일상 

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양의 시간관과 시

간 구분에 한 방식이 이미 17세기에 동양에 들어왔고, 동양의 일상사를 

지배했다고 해도 그리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순치제는 아담 샬의 

공적에 댓가로, 북경에 천주교 성당을 짓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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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이 바로 동당(東堂, 1655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록은 

1650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해에 허가가 났고, 완공은 1655년에 

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알려진 곳이다. 시헌력을 만들어 준 가로 천주

교의 포교과 성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하겠다. 이렇게 시헌력에 한 

동서 교류의 연구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포교사: 1581-1669>는 서양

의 천문과 서양의 학문 일반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천문을 관장하고 있던 

당시 중국의 관료들과 황제들과 나눈 화와 논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

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가치가 높은 텍스트라 하겠다.   

 

 

참고로, 조선의 경우, 서양 문물을 처음 접촉한 사람은 정두원(鄭斗源)으

로 알려져 있다. 그는 1631년(인조 9) 베이징[北京]에서 돌아올 때 포르투

갈 신부 로드리케스(J. Rodriguez, 陸若漢, 1561-1633)33 에게서〈치력연기 

治曆綠起〉1권, 〈천문략 天文略〉1권, 자명종 1부, 천리경 1부, 일구관(日

咎觀) 1좌를 얻어왔으며, 관상감 제조(提調)였던 김육이 1644년(인조 22)에 

시헌력을 채용할 것을 상소했다고 한다. 조선이 시헌력을 도입한 해는 

1653년이었다. 조선에서의 서양 학문과 문물 수용과 관련해서도 <중국포

교사: 1581-1669>가 매우 중요한 텍스트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책에 아담 샬의 신부와 조선의 소현 세자(1612-1645)가 깊은 

교류를 나누었고 특히 세자가 서양 학문과 서양 종교인 그리스도교에 보인 

그의 입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전거가 소현 세자가 아담 샬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소현 세

자가 직접 쓴 한문 텍스트인데, 그 내용에 감동해서 아담 샬 신부가 라틴

어로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33 이익(李瀷), <성호사설(星湖僿說>, 제4권 <육약한조(陸若漢條)>와 L. Pfister, Notices 

Biographiques et Bibliographiques sur les Jesuites de L'ancienne Mission de Chine 

1552~1773, (Chang-Hai 1932)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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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42쪽, Per Idem tempus Coreanorum Rex, quem 

Tartari antea in CEÂO TÛM novam curiam suam 

captivum abduxerant, promisa libertate, quam primum 

Chinense imperium obtinuissent, nunc libertate donatus 

aderat. Hic astronomum Europaerorum alioquoties 

humanissime invisit, et eadem humanitate hospitem in 

Palatio suo accepit. Adduxerat e suis aliquot, qui 

Calendario in Corea cum officio praeerant, ut ex 

astronomia luculentius aliquid addiscerent, quod in 

Patriam reportarent. Lubens obsecutus Pater adeo sibi 

Principem et homines istos devinxit, ut praeter 

munuscula non contemnenda, insignum grati animi, cum 

jam discederent, etiam copiosas lacrymas addiderunt. 

Regi vero, quoniam literis delectari notum erat, ut 

Coreani plerumque omnes solent, exemplar librorum 

quorumvis, quod ad manum fuit, non tantum 

mathematicorum sed eorum etaim, qui de lege tractant, 

una cum sphaera caelesti et imagine Salvotoris dono 

data sunt. Quae munera accidisse perquam grata 

sequens docebit epistola, quam e suo palatio Sinicis 

characteribus et propria manu ad P. Adamum Rex 

Coreanus exaravit.  

“ Heri, ”  inquit, “ cum insperatum munus imaginis 

Salvatoris Dei, Sphaeram, libros astronomicos, aliasque 

Europaei orbis scientias complexos, et a te mihi 

praesentatos inspicerem, vix credes quantopere gravi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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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et quantum ab hoc me debere tibi agnoscam; 

Cumque ex libris aliquos obiter percurrerem,  adverti ab 

his afferri doctrinam ad expoliendum animum et 

virtutibus excolendum aptissimam. Quam in hoc nostro 

orbe intellectus lumine plus quam par est, obscurato, 

hactenus ignoravimus.  

Sacrae Imaginis tanta est Majestas, ut in pariete 

suspense, intuentium animos non solum ultro componat, 

sed ex iis sordes omnes et pulverem abstergat.  

Ad sphaeram et libros quod attinet, sum sint tales, ut iis 

carere mundus nequeat, nescio qua mea fortuna mihi 

obtigerunt. In regno meo tametsi non minus tales 

inveniantur, eos tamen scatere mendis et ab aliquot 

saeculis plurimum aberrasse a vero non diffiteor. 

Quapropter nunc istis locupletatus, quomodo non ex 

animo gaudeam? Quando in regnum reversus fuero, eos 

non solum in regiam nostrum inferam, sed et praelo 

datos et excusos communicabo literarum studiosis. 

Habebunt unde posthac mirentur sortem suam, qua 

tamquam ex deserto in Palatium eruditionis t[sic]anslati 

sunt, scientque Coreani, se hoc Europaeis literis totum 

debere. Interim quod ambo nos non solum ex diversis 

regnis oriundi, sed regnis etiam tam longe dissitis 

totoque Oceano divisis in alieno solo convenientes, quasi 

sanguinis foedere juncti amamus invicem, non satis capio, 

qua occulta naturae vi eveniat. Cogor fateri hominum 

animos studiis coniungi, quantumvis terris longiss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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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jungantur. Nunc vero utinam tam libros, quam 

imaginem mecum in Patriam aufferre possem! Dum enim 

cogito meos Regnicolas nihil de cultu divino, adhuc 

inaudisse, posseque cultu erroneo, quem observant, eius 

Majestatem offendere. Haereo admodum anxius. Proinde 

judico imaginem venia tuta ad te remittendam, ne culpam 

neglectae reverentiae, quae eidem debetur, una cum illa 

asportem. Meum erit gratitudinis ergo quidquid in patria 

dignum invenero, saltem unum pro decem millibus tibi 

offerre. Vale.”  

 

Haec ille per epistolam, in qua tametsi de imagine 

remittenda fiat mentio, id tamen more gentis modestiae 

causa additum est. Nam cum instaret Pater, ut imaginem 

retineret Rex, atque unum ex Eunuchis eius domesticis, 

jam baptizatum, probeque instructum propediem 

remittendum significaret, futurum eruditionis caeterorum, 

qui edoceri desiderant.  

Rescripsit ille denuo: “cum gaudio acceptare se munus, 

Mallem vero, subdit, de sociis tuis aliquem mecum 

degere, qui me et gentem meam erudiret. Sed 

quandoquidem, qui adveniat, non est praesto, iste 

utcunque vices tuas et tuorum supplebit. ”  Non 

impetravit tamen Rex iste legis divinae praecones ex 

Chinis. Imo postea per Tartaros aditu omnino intercluso, 

in regnum possible prorsus non fuit eo coloniam 

deducere, adeo fines custodientibus hostibus, 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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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atos, designatosque tantum modo ingredi et exire 

regionem eam paterentur. Aliunde quoque terra, marique, 

sed frustra, additum in Coream Patribus ex Seraphico 

Ordine S. Francisci investigantibus.        

 

바로 그 시기(순치원년(順治元年, 1644)에 체아오 툼(?)이라 

불리는 신궁에 갇혀있던 코레아의 세자가 자유롭게 풀려났

다. 그는 타르타로스인들에 의해서 볼모로 끌려왔는데, 타

르타로스인들이 중국의 지배권을 장악하면 자유롭게 풀어

주겠다는 약속에 의한 조치였다. 코레아 세자는 이곳에 있

는 에우로파로부터 온 천문학자를 자주 방문했고, 또한 그

에게 지극히 정중한 예의를 보였다. 또한 자신의 궁으로 초

하여 극진하게 환 하였다. 종종 그는 코레아에서 달력을 

다루는 관직을 맡고 있던 몇몇의 신하들을 데리고 왔다. 그

들이 천문학에 해서 보다 명쾌하게 배워서 그것을 조국

으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담 샬> 신부는 기꺼

이 그의 청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신부는 세자와 그 신하

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그가 준 작은 선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이 떠날 때

가 되자, 또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였기에 말이다. 

부분의 코레아인들이 그러하듯이, 세자도 글 읽는 것을 

사랑했다. 그래서 신부는 당시 가지고 있는 서적 가운데에 

몇 권을 골라서 세자에게 선물했다. 수학 서적뿐만이 아니

라 천주의 법에 한 서적들과 천구(天球)와 구세주의 성상

(聖像)이 선물로 주었다. 이 선물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다음의 서신이 잘 보여준다. 이 서신은 코레아 왕이 손수 

한문으로 쓴 것으로 아담 신부에게 보낸 것이다. 그가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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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제는 전혀 기 하지 않은 구세주 하느님의 성상과 천

구와 천문 서적과 에우로파 세계의 학문을 담고 있는 다

른 여러 서적들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나에게 보낸 책들

을 지켜보노라니,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이 빚을 

어찌 갚아야 할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몇 

권을 흩어 보았습니다. 이 책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

하고 덕을 닦는 데에 가장 적합한 가르침이라는 점을 깨

닫게 되었습니다. 의당 알아야만 함에도 지성의 빛이 아

직 밝지 않은 탓에 우리는 아직 이 가르침에 해서 알

지 못합니다.      

성상의 위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에 걸어놓고 보노

라면 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지극히 평온하게 가라앉

혀 줍니다. 또한 마음으로부터 온갖 더러움과 먼지를 떨

어내어 줍니다. 천구와 책들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것 없이는 안될 정도입니다. 어떻

게 해서 나에게 이런 천운이 찾아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

다. 

나의 왕국에서도 이런 유의 책들을 적지 아니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수 백 년에 걸쳐 진실과는 아주 크게 

동떨어져 있는 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이런 책들로 내가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마

음으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왕국으

로 되돌아갈 때에, 나는 이 책들을 왕실로 가져갈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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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를 인쇄하고 책으로 찍어서 학자들과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그들은 이 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들은 이 책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마치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학문의 궁전으로 옮겨지게 된 운명의 변화에 

해서 놀랄 것입니다. 코레아인들은 자신들에 이 모든 것

이 에우로파의 글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왕국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왕국에서 전

혀 다른 이방의 땅에 와서 서로 만났습니다. 마치 같은 

피로 맺은 친구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자연의 

어떤 숨겨진 힘이 우리를 이렇게 맺어지게 했는지 솔직

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학문에 의해서 연

결될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아주 먼 

곳에서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

로 이 서적들은 물론 성상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

히 바랬습니다. 허나 생각해보니,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해서 우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전혀 없고, 해서 코라이인들이 지켜왔던 잘못된 숭배 전

통으로 말미암아 이 분의 위 함을 공격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심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호의는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성상은 신부님께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상을 가지고 감으로 

해서, 당연히 경배 받아 마땅함에도 오히려 멸시당하게 

함으로 해서 짖게 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

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값지다고 여겨

지는 조그만 물건을 하나 보냅니다. 신부님이 나에게 해 

준 것에 비하면, 만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안녕히 계시길 



- 203 - 

 

기원합니다.  

   

 

그의 편지는 여기까지다. 물론 편지에는 성상을 되돌려준다는 언급이 

있지만, 이는 그럼에도 이 나라 사람들의 겸손함에서 덧붙여진 말이다. 왜

냐하면, 신부가 왕에게 선물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왕이 거느리는 내시 한 

명을 지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그를 제 로 교육해

서 곧바로 다시 보내겠다고 했다. 배우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

기 위해서였다. 이에 왕은 곧장 답장을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선물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또한 당신의 <예수회>에 속하는 

사람을 한 분 모시고 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나와 

우리 나라 사람을 가르칠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함께 

갈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예수회원>을 

신해 줄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이런 바람에도, 왕은 결국에는 신성한 법을 전파할 사람들을 

키나로부터 데리고 가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이 국경

을 넘어 왕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타르타로스인들이 

나중에 모든 국경의 문을 철저하게 봉쇄해버렸고, 이에 맞서

서 맞은 편 지역의 적들도 국경의 경계를 삼엄하게 지켜버

렸다. 그래서 등록된 사람들과 허가 받은 사람들만 오로지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일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프란

키스쿠스 수도회 신분들이 육로로든, 해로로든 다른 지역을 

통해서 시도했지만, 그토록 들어가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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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자가 아담 샬을 만난 시기는 1644년 9월이었다고 한다. 약 두 

달여간에 걸쳐 소현 세자는 아담 샬 신부를 찾아서 서양의 학문과 종교 및 

사상에 한 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 같다. 북

경 남당(南堂)의 신부였던 황비묵은 ‘정교봉포(正敎奉褒)’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순치원년(順治元年, 1644)에 조선의 세자(소현세자)는 북경

에 볼모로 잡혀와 있으면서 아담 샬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때때로 천주당에 찾아와서 천문학 등을 묻고 배워갔다. 아담 

샬도 자주 세자가 거처하는 곳을 찾아와서 오랫동안 이야기 

하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이 뜻을 같이 하는 바가 있었

다. 아담 샬은 연달아 천주교가 바른 길임을 이야기하고, 세

자도 자못 듣기를 좋아하여 자세히 묻곤 하였다. 세자가 조

선으로 돌아가게 되자 아담 샬은 선물로서 그가 지은 천문ㆍ

산학(算學)ㆍ성교정도(聖敎正道) 등의 여러 가지 책과 여지

구(輿地球)와 천주상(天主像)을 보냈다. 세자는 삼가 이것을 

받고 손수 글월을 써 보내어 감사하고 칭찬하는 뜻을 표하였

다.” 

 

 

그런데, 소현 세자의 편지에 한 소개는 아마구치 미사유키의 <조선서

교사(朝鮮西敎史)>에 일부 번역되어 이미 한국에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원문을 참조한 것도 아니고 그 출처도 불분명하다. 일부 번역은 명

확하지도 않다. 또한 결정적으로 소현 세자가 천주교의 세례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편지에 내용을 소개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이

유에서 약간은 길지만 편지 전체와 소현 세자에 한 아담 샬 신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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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원문과 함께 옮겼다. 아담 샬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소현 세자는 

고국 조선으로 돌아가면서 아담 샬에게 두 편의 편지를 보내었다. 한 편은 

아담 샬 신부의 선물에 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

주상과 같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선물에 해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엔 그 선물들을 모두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지

에 따르면, 소현 세자가 천주교의 깊은 감동과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만약 

세자가 세례를 받았다면, 아담 샬이 이를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

이다. 단적으로 소현 세자가 조선인 환관 한명을 북경에 남아서, 아담 샬로

부터 서양 학문과 서양 종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돌아오라고 명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천주교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아담 샬은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을 제외

한다면, 조선인 가운데에서 중국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이가 이 환관일 

지도 모르겠다. 이 환관은 오랫동안 북경에 남아서 아담 샬 신부로부터 서

양의 학문과 종교를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담 샬 신부가 죽음이 

임박하자, 신부가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하는데, 이 환관을 불러서 기

억을 되살려내었다고 하는데, 이는 조선인 환관이 기억력이 매우 비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96쪽, Tribus itaque antequam moreretur mensibus, 

vocato ad se integerrimae memoriae Eunucho Coreano.  

296쪽, 아담 살 신부가 죽기 세 달 전에, 기억이 아주 좋은 

코레아 환관을 불 다.  

 

 

아담 샬 신부가 죽은 해는 1669년이다. 그렇다면, 이 코레아 환관은 적

어도 이 시기까지는 조선으로 귀국하지 않고 아담 샬 신부를 보좌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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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 하겠다. 아마도 아담 샬 신부가 몹씨 아끼었던 제자였을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를 불 다는 사실은 신부가 이 

“코레아 환관”을 늘 동하고 다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선의 서학 수용과 관련해서 이 환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음이 분명한데, 

우선 이 환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조선의 관료들과 

어떤 지식인들과 교류를 했는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

현 세자가 심양(瀋陽)으로 데리고 간 약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에 해서

도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은 이후 

전개될 북학파와 실학파의 등장에 직접적인 매개 역할을 담당한 이들이었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현 세자에 한 역사적인 평

가를 이제는 달리 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  많은 역사학자들은 소현 세자

를 비운의 왕세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그야말로 소현 세

자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

나 시야를 소현 세자는 물론, 소현 세자가 데리고 간 집단 전체로 확 한

다면, 조선의 서학 수용과 개방에 한 논의는 다른 지평에서 새롭게 전개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적인 경우가 바로 앞에서 소개한 코레아 환관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아포니아인들이 동도서기(東道西器)론을 바탕으로 서양의 

물질 문명을, 키나인들이 중체서용(中體西用)을 표방하며 과학과 학문을 받

아들이려 했다면, 코레아인들은 특히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서양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정신 문명의 제도적 실체라 할 수 있는 종교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조선의 서양 문명 수용에서 나타

나는 핵심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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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전례 보고서, Brevis relatio eorum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 Hi circa Caeli, Cunfucii, et Avorum cultum, datam 

anno 1700. Accedunt Primatum, Doctissimumque Virorum, et Antiquissimae 

Traditionis Testimonia. Opera PP. Societatis Jessu Pekini pr Euangelii 

propagatione laborantium> 

청구기호: 貴 C510 113 

 

이 책은 현재 서울 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에 소장되어 있다.34 책의 

서명은 <천(天)과 공자와 조상 숭배에 해서 1700년에 중국 황제 강희제

가 내린 입장 표명에 한 간략한 보고서. 수석 주교와 가장 박식한 학

자들과 가장 오래된 전통에서 찾은 증언들이 수록되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고생하는 북경 예수회의 신부들의 노고로 지어진 것이다> 정도로 

번역된다. 편의상, 이 문헌에 한 서명은 <중국 전례 보고서>로 약칭하겠

다.  

먼저, 책의 제목에 해서 간략한 보고를 하겠다. 서명이 긴 것이 특징적

인데, 책은 이 시기에 출판된 서양 서적들의 이름 짓는 방식을 그 로 따

르고 있다. 다음으로, 서지 정보와 관련해서 서울 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

실에 소장된 문건의 앞 면에는 다음의 사실을 전하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

다.  

Déclaration de l ’ empereur Kam-hi sur le culte de Tien, de 

Confucius et des ancétres, imprimée en tartare, en chinois, et en 

latin, sur papier de bambou, l’an 1701, avec les témoignages de 

tous les missionaires dont lès singnatures ont été figurées à la fin 

du volume, Précieux volume in 8., imprimé par les procédes chinois 

dans le palais même de l’empereur. 169. 

                                            
34 참고로, 이에 한 서명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Breuis relatio eoru :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 imperatoris Kam Hi circa coeli, Cumfucij et avoru cultr datam anno 1700. 

Accedunt primatu, doctissimoruq[ue] vioru, et antiquissimae traditionis testimonia / [Antoine Thomas]. 

여러 군데에서 오자와 탈자가 눈에 띤다. 이에 한 조속한 교정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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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天)과 공자와 조상의 숭배에 한 강희제의 입장 표명. 이는 만

주어, 중국어, 라틴어로 저술되었으며, 나무 종이에 기록되었다. 책은

1701년에 출판되었고, 책의 말미에 모든 신부들이 증인들로 나서서 자

신들의 서명을 남기었다. 8장으로 구성된 소중한 책으로, 황제의 궁전

에서 중국 방식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16935)       

인용에서 눈여겨 볼 점들은 우선 다음과 같다. 책은 1701년에 북경에서 

출판되었다. 책이 북경의 자금성에 위치한 황제의 인쇄소에서 출판되었다

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사실만으로도 책에 한 신뢰도와 권위가 확보되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책의 재질은 나무 종이이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

로운 사실은, 적어도 서울 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에 소장된 책이 인쇄

본이 아니라 필사본이다. 이는 다음의 자료 사진에서 확인된다.36  

                                            
35 이 번호는 손으로 쓰여진 것으로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번호는 어느 도서관의 

일련 번호로 추정되는데,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36 이 사진의 출처는 

http://library.snu.ac.kr/site/snu/viewer/DjVuViewer.jsp?cid=559019&moi=346982&file=1500

082&type=A&close=Y&chkin=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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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다시 1703년에 비엔나 요한네스 카스파르 벤카르트 출판사

(Augustae Vindelicorum et Dilingae, Typis et Sumptibus Joannis Caspari 

Bencard Biblio Polae, Anno M. DCCIII)에서 출판되는데 인쇄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한다.  

  Iuxta Exemplar impressum Cantone ex Pekinensi.   

이는 “북경에서 [지어진 것을]을 바탕으로 광동에서 출판된 모범을 따라

서” 정도로 번역된다. 이로부터 북경에서 간행된 문헌은 광동에서 다시 출

판되었고, 이른 바 광동 본을 바탕으로 비엔나 본이 출판되었음이 추정된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서울 학교 귀중본 실에 있는 <중국전례사>는 최

초의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Ricci Roundtable(리치 데이터베이스)

에 따르면,37 <중국전례보고서>의 또 다른 필사본이 있고, 그 형태가 필사

                                            
37 (http://ricci.rt.usfca.edu/bibliography/view.aspx?bibliographyID=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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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라고 전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필사본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서지적인 측면에서 서울 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의 자료적 가

치 규명을 위해서라도 이에 해서는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

고자 한다. 요컨 , 광동본의 실제를 추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아무튼, 도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 책이 최초의 원전 필사본임을 확

증되면, 서울 학교 중앙도서관은 전 세계에 어디에도 보물을 소장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럴러면, 물론, 이 책이 내용적으로도 소위 “보물”에 상응

하는 뭔가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서는 뒤에 상술하겠다.  

어느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았든 간에, <중국전례보고서>는 비엔나에서 

1703년에 초판된다. 이 초판본의 특징은 서울 학교 귀중본실에 있는 필사

본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름아닌 예수회 신부들의 문헌의 진실성

에 한 증인 서명을 담고 있다. 이에 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어서 

저자 문제에서 해당 내용을 인용하겠다. 하지만, 서울  본과 비교해보았을 

때에, 비엔나 초판본은 결정적으로 만주어와 한문 원문이 생략되어 있다.  

만주어 원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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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원문의 사례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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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례보고서>의 강희제의 칙령에 한 주해서이다. 따라서, 주해

의 원문에 해당하는 것은 만주어와 한문 본문이다. 하지만, 인쇄 기술의 문

제로, 비엔나 초판본은 한문과 만주어 본문을 생략한다. 이는 한마디로, 노

른자 없는 계란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에 비해서, 서울  본은 이를 만주어

와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서울  본 자료의 학술적 가치

가 높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전례보고서>를 담고 있는 필사본

들의 전승 상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38  

Jesuit Archives (ARSI) JapSin I, 206a 

Brevis Relatio. 39 

The cover bears a Latin inscription: “Exemplar testimoniorum 

impressum Pekini.”  

Like Jap-Sin I, 206, this is an original Beijing impression. The whole 

book consists of sixty-one folios without a list of corrigenda.  

Jesuit Archives (ARSI) JapSin I, 206b 

Brevis Relatio.  

The cover bears a Latin inscription: “Hic liber secundum originale 

Pekinense impressus fuit Cantone in Cina anno 1701.”  

This is a faithful copy of the Beijing edition, published in Guangzhou, 

with one page of corrigenda.  

                                            
38 Cordier, BS 2:892–893; P. Pelliot, “La Brevis Relatio,” T’oung Pao 23 (1924), pp. 355–372; 

Streit, BM 7:55–56 (2204); H. Walravens, Monumenta Serica 31 (1974–75), p. 522, n. 6; J. 

Dehergne, Actes du IIe Colloque International de Sinologie (Paris, 1980), p. 206, n. 40. Y. de 

Thomaz de Bossierre, Un Belge mandarin à la cour de Chine aux XVIIe et XVIIIe siècles: 

Antoine Thomas, 1644–1709, Ngan To P’ing-che (Paris, 1977), p. 105.  
39 이하 내용의 출처는 http://riccilibrary.usfca.edu/view.aspx?catalogID=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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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it Archives (ARSI) JapSin I, 206c 

Brevis Relatio.  

The cover bears a Latin inscription: “Revdo Patri Thyrso Gonzalez | 

Generali Preposito Soctis Jesu | Carolus Turcottus.”  

Another copy of the Cantonese edition; sixty-one folios without a list of 

corrigenda. Carlo Turcotti (1643–1706) was Visitor to the Province of 

Japan and the Vice-Province of China from 15 October 1698 until 15 

October 1701. 

Jesuit Archives (ARSI) JapSin I, 206d 

Brevis Relatio. 

Another copy of the Cantonese edition; sixty-one folios without a list of 

corrigenda.  

Jesuit Archives (RSI) JapSin I, 206e 

Brevis Relatio. 

The same as Jap-Sin I, 206c.  

Jesuit Archives (ARSI) JapSin I, 206f 

Brevis Relatio. 

The folios 15, 16 and 28–61 are missing.  

Jesuit Archives (ARSI) JapSin I, 206g 

Brevis Relatio. 

This is a copy in handwriting on bamboo paper; it does not 

reproduce the Manchu text: the Chinese text after folio 23 is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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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diately by folio 31. The text, however, is complete, although the 

pagination might suggest that it is incomplete. 

위에 소개한 필사본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겠지만, 위에 기술된 내용만으로도, 서울  본의 학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누락된 텍스트가 전혀 없고 

완성본이다. 다음으로 서울  본에는 “ Hic liber secundum originale 

Pekinense impressus fuit Cantone in Cina anno 1701”(이 책은 북경 

원문에 바탕으로 중국 광동에서 1701 년에 출판된 것이다) 식의 기록이 

없다. 이를 놓고 볼 때에, 서울  본은 북경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원문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  본에는 심지어 “Exemplar testimoniorum 

impressum Pekini.”라는 표기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알버트 

찬은 ARSI 에 소장된 <중국전례보고서>(Jap Sin 1.206)에 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White Chinese bamboo paper in one volume, bound in Chinese style. 

Sixty-one + three folios. The number of the folio is given below the 

fish-tail in the middle of each folio. Arabic numbers are also given at 

the bottom of each folio. 40 

Arsi Jap Sin 206 본의 페이지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서울  본의 그것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점에서 볼 때에 서울  본이 

Arsi 본의 저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도 그렇것이, <중국전례보고서>의 

말미에는 이 책의 출판 기획에 참여한 모든 신부들의 자필 서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40참조, http://ricci.rt.usfca.edu/bibliography/view.aspx?bibliographyID=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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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와 같다면, 서울  본의 종이 재질과 1700 년  나무 종이에 

기록된 청나라 문헌과의 직접적인 재질에 한 조사가 요청된다. 그리고, 

만주어의 필사자가 누구인지도 추적해야 한다. 다만, 한문 원문의 경우는 

인쇄본인데, 이에 한 판본 조를 통해서 진행되면 1701 년에 출판된 

다른 출판물의 글자체와 같다면, 서울 은 책의 표지에 기록된 불어 

정보에 나온 것 처럼, 북경 궁정에서 출판된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서울  본의 학술적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증될 것이다. 참고로, 

<중국전례보고서>의 출판 현황은 Ricci Round table 의 목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Brevis Relatio eorum,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 Hi .... 



- 216 - 

 

Author: Thomas, Antoine 安多 (1644-1709) 

Grimaldi, Claudio Filippo 閔明我 (1638-1712) 

Pereira, Tomé 徐日昇 (1645-1708) 

Imprint: Tenri 天理 : Tenri Toshokan 天理圖書館, 1977 

Language: Manchu, Latin, Chinese 

Format: Manuscript 

 

이 목록에 따르면, <중국전례보고서>는 천리도서관에서 1977 년에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보에 의거해서 <중국전례보고서>를 추적해도 

새로이 출판된 책을 발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를 테면 편집자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천리도서관에서 인쇄된 것은 출판본이나 비판 편집본이 

아닌 영인본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중국전례보고서>에 한 

비판 정본 작업(editio cirtica)이 시급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저자 문제  

이어서 책의 저자에 해서 이야기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위에서 언급했

듯이, 책은 당시 북경에서 활약한 신부들의 서명을 끝장에 다음과 같이 전

한다.  

안토안느 토마스 중국총 리  

          필립 그리말디 북경 감독 

          토마스 페레이라  

요한네스 프란쿠스 게르빌롱 

          요셉푸스 수아레스 

          요하이무스 부베 

          킬리아누스 스툼프 

          요한네스 밥티스타 레기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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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도비쿠스 페르노리 

          도미니쿠스 파렌니 

          모두 예수회 사제들. 

저자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학과 관련해서 표적인 디지털 도서관이라

는 할 수 있는 Bibliotheca Sinica 2.041은 책의 저자를 안토안느 토마스로 

기록한다. 다음과 같다.  

Antoine Thomas: Brevis Relatio eorum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hi circa Caeli, Cumfucii et 

avorum cultum, datam anno 1700 … opera P.P. Soc. Jesu … Juxta 

exemplar impressum Cantone ex Peckinensi (Augusta 

Vindelicorum et al.: Bencard 1700) 

   Bibliographic reference: BS 893 f. 

   Entry in Wiener Chinabibliographie 

Antoine Thomas: Brevis Relatio eorum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hi circa Caeli, Cumfucii et 

avorum cultum, datam anno 1700 … opera P.P. Soc. Jesu … Juxta 

exemplar impressum Cantone ex Peckinensi (Augusta 

Vindelicorum et al.: Bencard 1703) 

하지만 이 안토안느 토마스가 이 책의 단독 저자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보충할 수 있는데, 먼저 앞에서 

살폈듯이, 이 저술 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당시 예수회 신부들이 어떤 

식으로든 으모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보여주는 근거가 

                                            
41 참조, http://www.univie.ac.at/Geschichte/China-Bibliographie/blog/2013/09/25/relatio-

brevis-erorum-quae-spe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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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년에 비에나에서 출판된 초판본의 말미에 붙은 서명이다. 다음과 

같다.  

1. Ego infrascriptus, Vice~Provlis Soctis Jesu Vice~Provae Sinensis 

testor me accepisse testimonium fratris natu minoris Imperatoris 

Tartaro~Sinici supra relatum folio 21º in cuius fidem, manu 

propria subscribo: Pekini 30a Septembris 1701. 

Antonius Thomas. 

2. Nos infra scripti Sacerdotes Societatis Jesu testamur nos 

accepisse dtta testimonia duorum magnatum So San Lao ye & Mim 

Lao ye, nec non Isangha Imperii primi ministri a folio 22º ad 28º 

supra relata. In quorum fidem subscribimus. Pekini die 30a 

Septembris 1701. 

Joannes Franciscus Gerbillon. 

 

Superior Patrum Gallorum. 

 

Joachim Bouvet. 

3. Ego infra subscriptus Soctis Jesu Collegii Pekinesis Rector testor 

me accepisse testmonia quatuor quae fol. 29, 30, 31 et 32 

continentr in quorum fidem hic subscribo, die 30 septembris 1702. 

Philippus Grimaldi. 

4. Ego infra scriptus Sacerdos Societatis Jesu, testor me accepisse 

duo inter decem ultima testimonia supra relata a folio 32º usqu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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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in. In quorum fidem subscribo. Pekini die 30a Septembris anni 

1702. 

Joachim Bouvet. 

5. Ego infra subscriptus vice~Provlis Soctis Jesu 

Vice~Provae Sinensis testor hoc exemplar Brevis Relationis etc., 

habens folia impressa 61 esse legitimum, uti et subscriptiones hic 

positas. In quorum fidem, Libellum in prima pagina et ultima, 

proprio officii Sigillo munivi, atque hic subscribo. 

Pekini 26 Oct. 1701. 

 

Antonius Thomas.  

 

다음으로, 예수회 신부들이 강희제에게 올린 상소문의 기록된 명단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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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에서 민명아, 서일승, 안다, 정성은 각기 순서 로 필립 그리말

디, 토마스 페레이라, 토마스 안토아느, 요한네스 프란쿠스 게르빌롱를 가

리킨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필사자가 문제인데, 보다 엄 하게 조사를 해 보아

야 하겠지만, 이 문헌을 기록을 담당한 이는 Josephus Suares로 추정된다. 

하지만 Jochaimus Bouvet일 가능성도 있다. 글씨의 주인을 Suares로 추정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서명에 표기된 S글자의 모양이 문헌의 그것과 가장 

근접해 있가 때문이다. 참고로, 책의 말미에 표기된 예수회 신부들의 서명

은 예수회 신부들의 필사본을 고증할 때에 요구의 필체들의 비교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Sinica Biblitheca 2.0 의 첫번째 서지 사항에 “Augusta 

Vindelicorum et al.: Bencard 1700“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오식으로 

보인다. Sinica Biblitheca 2.0 는 또한, 전산화되어서 원문을 공개하는 

도서관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 

 Digitized: 

> Bayerische Staatsbibliothek (URN: urn:nbn:de:bvb:12-

bsb10569631-7) 

> Google Books (Original from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digitized 11 June 2013) 

> Internet Archive (digitizing sponsor: Google Books) 

 Bibliographic reference: VD18 14575647-001, BS 893 f. 

 Entry in Wiener Chinabibliographie 

여기에 서울 학교 중앙도서관의 주소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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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brary.snu.ac.kr/site/snu/viewer/DjVuViewer.jsp?cid=559019&

moi=346982&file=1500082&type=A&close=Y&chkin=N) 

 

책의 가치와 기본 내용 

한마디로, <중국전례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권위와 가치는 매우 

높다. 이는 예수회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조정의 심의를 거친 문헌이라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이 책은 

실제로 청나라 조정의 심의를 거쳐 출판된 것인데. 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청나라 관료의 이름과 면모는 다음과 같다.  

  

1. The younger brother of the Kangxi Emperor, Changning 常寧 

(1657–1703). 

2. So san lao ye [Suo san laoye 索三老爺, i.e., Songgotu 索額圖 

(hao 愚庵, d. 1703?). He was an uncle to the empress and had great 

influence at the court. In 1688 he was appointed head of a 

commission to negotiate with the Russians about the border 

conflicts in Manchuria. Both Jean-François Gerbillon and Tomé 

Pereira were on the staff and he became a good friend of the 

Jesuits. The document mentions him especially for the efforts he 

made to secure liberty for the preaching of the Gospel in China: 

“. . . qui anno praecedentis saeculi 92° missus est ab Imperatore ad 

Tribunal Rituum, ac deinde Colaorum, ut suâ eloquentia persuaderet 

dandam Libertatem Edicto Publico, Legi christianae, ad quam ille 

bene affectus strenue id praestitit, et efficaciter est consecutus” (f. 

23v). 



- 222 - 

 

3. Mim lao-ye [Ming laoye 明老爺, i.e., Mingzhu 明珠 (zi 端範, 

1635–1708). His grandfather, Gintaisi, was one of the rulers of the 

Yehe nation, which was conquered by the founder of the Qing 

dynasty. The family then served under the Manchu Plain Yellow 

Banner. They followed the Manchus to Beijing in 1644 and became 

nobles of the new dynasty. The document states that Mingzhu 

served as Grand Secretary (Primus Colaus) for fifteen years; in fact 

he was in this office only for twelve years (1677–1688). He, too, is 

said to have shown love to the Divine Law of the Christians (f. 25v). 

4. Isanghâ [Yinsanga 尹桑阿] (1638–1703), Manchu of the Plain 

Yellow Banner. He was Grand Secretary from 1688 to 1701. The 

emperor had a high esteem for him as a talented minister. 

5. Kong Yuqi 孔 毓圻 (zi 鍾在, 1657–1723). He was native of Qufu 

曲阜 (Shandong) and a descendant of Confucius. He came to the 

capital in 1702 for the birthday greeting to the emperor, and was 

asked by the Jesuits for his opinion on the question of the Chinese 

Rites (f. 29v, 30r). 

6. Vam Hi (Wang Xi 王熙, ziu 子雍, 胥庭; hao 慕齋, 1612–1701). He 

was a native of Wanping in Beijing. He held the office of Grand 

Secretary from 1682 to 1701. The document mentions him as: “viri 

toto Imperio, ob eruditionis, ac prudentiae famam celeberrimi” (f. 

30r). 

7. Cham Yim (Zhang Ying 張英, zi 敦復, hao 樂圃, 1638–1708). He 

was a native of Tongcheng (Anhui). In 1677 Chang, then an 

expositor at the Hanlin Academy, was selected by the emperor to 

serve in the newly created office known as Nan Shufang 南書坊 

(Imperial Study). Only very talented members of the Han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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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were selected for the Nan Shufang and the choice was 

often made by the emperor personally. He was Grand Secretary 

from 1699 to 1701. 

8. Han Tan 韓菼 (zi 元少, hao 慕盧, 1637–1704). The document 

says that “insuper Praesidem agit supremi Tribunalis Rituum” (f. 

31v); Han Tan was President of the Ministry of Rites from 1700 to 

1704. Earlier, in 1703, he wrote a preface to the work Tianxue 

benyi 天學本義 attributed to Joachim Bouvet, which shows that he 

was a friend of the missioners (cf. ECCP 1:275). 

9. Sun Zhimi 孫致彌 (zi 愷似, hao 松坪, 1642–1709). He was the 

grandson of Ignatius Sun Yuanhua 孫元化 (cf. Jap-Sin I, 62). Sun 

Zhimi, “a jinshi of 1678, attracted notice in 1678 because—though 

he was then only a student in the Imperial Academy—he was 

specially selected as one of the envoys sent on a mission to Korea 

to collect poetry there. He achieved some note also as a poet and a 

calligrapher” (ECCP 2:686). 

10. Li Kai 李鎧. His name does not appear in any of the official 

books. We derive our information only from our document, which 

says that he was an old man, not distinguished by his official 

position but highly respected by both the Chinese and Manchus for 

his great erudition. For more than thirty years he was employed by 

the emperor in writing books now in Chinese, now in Manchu. He is 

said to have translated European books on science into the Chinese 

and Manchu languages. The Tianzhu shiyi by Ricci was translated 

by him (f. 32r). The same old man is said to have translated Ale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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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Wanwu zhenyuan 萬物真原 from Chinese into Manchu (f. 

33v)42 

 

보다 엄 한 고증이 요청되겠지만, 이들이 당시 청나라 조정의 핵심 

관료들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전례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의 신뢰도와 

권위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리치연구소에서 

소장된 필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언명이 적혀있다.  

A very important work composed and sent by the Peking Jesuits in 

1701 from China to Rome. The book contains and explains the 

Kangxi Emperor's declaration about the Chinese terms for God and 

the non-religious nature of the Chinese Rites venerating ancestors 

and Confucius. This view, which was also that of the Jesuits, is also 

supported by quotations from the Chinese Classics and from 

statements by leaned Chinese of the time.43 

그러면, 책의 내용을 일별케 해주는 목차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전체적으로는   

一左: 서명: Brevis relatio eorum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 Hi circa Caeli, Cunfucii, et Avorum 

cultum, datam anno 1700. Accedunt Primatum, Doctissimumque 

Virorum, et Antiquissimae Traditionis Testimonia. Opera PP. 

Societatis Jessu Pekini pr Euangelii propagatione laborantium 

 一右: 제 1 장 칙령이전의 역사: § 1us Acta ante declamationem.   

                                            
42 참조, http://ricci.rt.usfca.edu/bibliography/view.aspx?bibliographyID=1845.  
43 참조, http://ricci.rt.usfca.edu/bibliography/view.aspx?bibliographyID=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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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十: 만주어 원문 

十一十三右: 제 2 장 상소문의 라틴어 번역 

  十三右-十四右: 제 3 장 칙령 선포이후 전파 

十五-十六: 한문 상소문 원문 

十七-十八右 한문 상소문의 라틴어 번역 

 十八右-二十右 칙령의 효력 

二十右-三十五左 제 5 장 고  중국 제국의 탁월한 몇몇 학자들의 

증언과 제사에 한 의견과 중국인들의 관습.  

 三十五左- 六十右 제 6 장 중국이 천을 경배하는 것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념물과 기록들   

三十六-四十四: 천단에 하여 

四十四-四十八: 지단에 하여 

四十八-六十: 신성한 것들에 한 다른 민간 전승 기록들 

     六十一: 예수회 신부들의 자필 서명 

이제, 이 책이 탄생하게 된 이유에 해서 이야기하겠다. 보다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하겠지만, 이 책이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 선교에 

한 노선 투쟁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전교사>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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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를 전사하면 다음과 같다.  

    §1. Acta ante Declarationem 

 Ab anno 1638. cum gravis controversia orta esset circa Ritus Sinicus, 

contendentibus quisbusdam, illos esse superstiosus et idolatricos quos 

Societas JESU jam ab annis 50 ut mere politicos permiserat: Res tanti 

momenti, Romam as S. Sedem, ab utraque parte: diversis temproribus 

fuit delata. Juxta diversitatem, qua utinque proposita sunt quaesita, 

diversae eorum resolutiones prodierunt; soluta scilicet quaestione juris, 

at vero facti, in qua longintis moliminis opus erat, indecisa relicta. 

Favebat in illa pro opinione Societatis Auctoritas plurima Maximorum 

Virorum, atque rationem et textuum Sicicorum, de quo multi Tractatus 

et libri varii prodiere; at vero cum progressa, nec nisi pluribus annis, 

longoque labore esset finienda, utraque parte, textibus antiqu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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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orum, pro sensit vero illarum Caeremoniarum decertante; 

quaerendum aliquod tantae controversiae componendum visum est, 

quod suae Sanctitati, im primis unionem desideranti, gratissimum foret; 

Simulque dubium omne tolleret circa prolixam illam tot annorum 

quaestionemet anxietatem conscientiae quorundam inde existentem. 

Igitur communi consilio Patrum Societatis JESU in curia Pekinensi 

degentium, judicatum fuit adeundum esse Impertatorem et postulandum 

Ejus certam, tutamque sententiam de sensu vero ac legitimo Rituum et 

Caeremoniarum Imperii Sui, ut constaret nobis, an esset mere politicus, 

an vero aliquid aliud erga Cumfucium Philosophum, et Majores 

Defunctos contineret. Diximus certam, tantamque Sententiam, cum 

solum ad Imperatorem spectet, quid in illis agendum, quid sentiendum 

definire.       

이에 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1638 년부터 중국의 전례 문제를 두고서 큰 논쟁이 있었다. 그때로부터 

이미 50 년 전부터 예수회가 중국인의 전례를 단지 정치적인 행사로 보고 

인정해주었던 것에 해서 중국인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경배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이들과 말이다. 매우 중 한 사안이었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에 한 양 진영으로부터의 의견이 로마 교황에게 

보고되었다. 양 진영의 묻고 따지는 바 그 의견의 차이에 따라 교황들은 

다양한 결정들을 내렸다. 아마도 법정 심문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으나, 

사실은 매우 오랜 기간의 노력이 요청되는 일이었기에, 아직 그 해결이 

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예수회의 부분의 최고 책임자들은 

중국의 최고의 학자들과 책들의 해명을 지지했다. 이에 해서는 많은 

연구와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었다. 하지만 로마로 심문이 다시 요청되었다. 

이는 아주 많은 해에 걸쳐 진행되지 않으면 않되었고, 큰 수고를 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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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끝이 나질 않은 다툼이었다. 양진영은 고  저술가들이 지은 

책들과 저 전례들의 의미에 해서 다투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큰 논쟁에 

한 간략한 요약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원하는 교황 자신이 가장 반기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저 

오랜 기간 동안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의심과 그러는 사이에 

몇몇 사람들의 양심에 자리잡기 시작한 근심을 제거해 줄 필요도 있었디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경에 머물던 예수회의 모든 신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합을 가졌고, 황제에게 찾아가기로 결의를 맺었다. 그리고 자신의 

제국에서 황제의 확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견을 묻기로 결정하였다. 

자신의 제국에서 행해지는 전례의 진짜 의미와 적법한 지와 천에 한 

숭배에 해서 말이다. 그 결과 우리가 전례가 단지 정치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한 철학자 공자와 조상들에 한 제사가 다른 뭔가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화하게 판가름할 수 있도록 말이다.  

 

번역에 따르면,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것은 1638 년에 벌어진 논쟁 

때문이다. 그렇다면, 략 62 년에 걸친  논쟁의 결과물이 <중국 

전례보고서> 인 셈이다. 참고로, 1638 년에 벌어진 논쟁을 촉발한 사람은 

니콜로 롱고바르도(龍華民, 1559-1654)였다. 그는 De Confucio ejusque 

doctrina tractatus 라는 저술을 통해서 마테오 리티의 적응주의 선교 

노선을 정면으루 비판하고, 중국의 전례 전통으로 미신 숭배와 우상 

숭배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롱고바르도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 당시에는 

별로 큰 힘을 쓰지은 못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럽에서 많은 동조 

세력을 확보하였고, 중국에는 교황청으로부터 예수회가 해산당하는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그의 책은 유럽에서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사이에 다툼을 촉발한 책으로도 유명하다. 물론, 이에 해서는 

보다 본겨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이런 이유에서 볼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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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례보고서>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책이다. 중국 전례에 한 일종의 

종합 보고서이고, 그리고 그 시선이 매우 호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 

문제로 갈등이 심한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중국전례보고서>는 중요한 

참조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강희제의 공식적인 입장이 천명된 것이기에 

이 책은 학술적인 연구의 가치가 높은 문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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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聲綱目: Systema Phoneticum Scripturae Sinicae

상세 해제

§1. 해제 대상 자료 개설

1. 간행연도, 출판지, 제목, 저자

� 이 사전은 1841년 마카오에서 간행되었다.

� 이 사전의 제목은 ‘字聲綱目: Systema Phoneticum Scripturae

Sinicae’으로 ‘자성강목(字聲綱目): 중국 문자의 음성 체계’라고 번역된

다. 다만 이는 라틴어 제목을 번역했을 때의 뜻이고, 또 한자 제목인

‘字聲綱目’이 ‘글자[字]의 소리[聲] 사전’이라는 뜻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지만, 실제 사전에 기술된 내용으로 보건대 한층 정확한 뜻은 ‘글

자[字]와 소리[聲]에 대한 사전’이라고 풀이된다.

� 이 사전은 저자는 Joseph-Marie Callery(1810-1862)이다. 그는 프

랑스의 신교 선교사로,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는 프랑스의 외교관으

로도 활약하였다. 이 사전 외에 태평천국(太平天國) 봉기의 초기를 다

룬 History of the Insurrection in China: Notices of the Christianity,

Creed, and Proclamations of the Insurgents.을 1853년 출간하기도 했

다. 그가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일기는 2013년 중국 광시(广西)

사범대학출판사에서 “1844年法国使华团外交活动日记”라는 제목으로 중

국어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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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주요 내용

� 국배판(A4 크기)인 이 사전은 2권으로 이뤄져 있다. 1권에는 이

사전 편찬과 관련된 서언이 담긴 3쪽 분량의 프랑스어 서문과 중국의

글자[字]의 소리[聲]에 대한 개론과 색인 및 참고자료가 실려 있다. 2권

에는 사전 정문과 인덱스, 정오표 등이 실려 있다.

� 1권은 <서론>과 <카탈로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카탈로그>는 ‘기본글자 색인’․‘부수자 색인’․‘통행 서체 색인’․

‘자음(字音) 색인’․‘주요 표현 색인’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글자’ 색인 : 기본글자(부수자가 아니라 마치 형태소처럼 다

른 글자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는 글자)로 선정된 1,040자의 발음

과 라틴어 뜻 제시(31쪽 분량)

◾ 부수자 색인 : 부수자 중 179자의 발음과 라틴어 뜻 제시(6쪽 분

량)

◾ 통행 서체 색인 : 기본글자의 3가지 글꼴(해서체, 초서체, 전서체)

색인(31쪽 분량)

◾ 자음(字音) 색인 : 사전 정문에서 다룬 한자(총2,352자)의 자음별

색인(11쪽 분량)

◾ 주요 표현 색인 : 상용 일상회화, 격언, 속담 등 356구와 라틴어

뜻 제시(22쪽 분량)

� 2권은 ‘획수 색인’․‘사전 정문’․‘획수별 인덱스’․‘부록’․‘정오표’

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획수 색인 : 주요 글자에 대한 획수별 글자 모음(2쪽 분량)

◾ 사전 정문(500쪽 분량) : 1,040자의 기본글자 별로 배속된 총

2,352자의 중국어-라틴어 정문이 제시되어 있다. 정문은 기본글자



- 231 -

를 먼저 제시한 후 이에 대해 ‘한자-발음-라틴어 뜻’ 순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해당 기본글자가 형태소로 활용된 글자를 기본글자

밑에 모아서 제시하고, 각 글자에 대해 ‘한자-발음-라틴어 뜻’ 순

으로 기술하였다.

◾ 획수별 인덱스(16쪽 분량) : 획수별로 이체자도 제시되어 있다.

◾ 부록 : 자주 사용하는 글자(124자)의 발음과 뜻 제시(4쪽 분량)

◾ 정오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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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의

� 이 사전의 사적 의의는 이중언어(중국어-외국어) 사전의 통시적

전개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 서양인이 편찬한 중국어 관련 이중언어 사전의 제1기는 관련 경

험과 소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서양의 사전 편찬 방식을 기반으

로 서양인과 중국인 간 사적 협력을 통해 필사본 형태 등의 양상

으로 사전을 생산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에 생산된, 예

컨대 스페인 선교사 Martin de Rada, 1533-1578)이 편찬한 최초

의 중국어 기반 이중언어 사전인 Artey Vocabulrio de China(失

傳), Petrus Chirino(중국명 齐瑞, 1557-1635)의 수고본(手稿本)

중국어-스페인어 사전, Michele Ruggieri(중국명 罗明坚,

1543-1607)와 Matteo Ricci(중국명 利玛窦, 1552-1610)이 함께 편

찬한 중국어-포르투갈어 사전 등이 이 단계에 해당되는 사전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의 한계는 비교적 분명

하여 이후 제1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층 신뢰할 만하고 유용한 사

전 편찬 노력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사전 전통과 편찬

방식을 위주로 하면서 중국에서 간행된 사전을 다수 참조함으로

써 실제와 학술적 차원 모두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한층 제고된

사전이 간행되었다. 이를 제2시기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본 사전

은 이 단계에 간행된 이중언어 사전 가운데 상당한 수준의 성취

를 갖춘 사전으로 추정된다.

�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중국의 문자와 음가 이해에 필요한 주요 자서(字書)와 운

서(韻書)가 본격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통상 전근대기는 물

론 현재까지도 중국의 문자와 발음에 대한 체계적․학술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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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세기 초엽에 간행된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와

청대 강희연간에 간행된 강희자전(康熙字典)이 핵심적인 기축

으로 활용되곤 한다. 여기에 역대에 간행된 주요 운서를 활용하

곤 하는데, 이 사전에도 설문해자와 강희자전를 비롯하여 

자휘(字彙), 정자통(正字通)등의 자서와 오거운서(五車韻書)

, 오방원음(五方元音)등의 운서가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전 <서론>의 11장에는 위의 사전 외에도 옥당자휘(玉堂

字彙)․예문비람(藝文備覽)․패문운부(佩文韻府)․운부약

편(韻府約編)등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을 근거로

이 사전에는 중국의 문자와 발음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본격적인

이해가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사전의 편찬방

식이 서양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해준다.

◾ 둘째, 중국 문자와 음가에 대한 이해가 체계적이고도 전방위적

으로 수행됐다는 점이다. 총 11장으로 구성된 이 사전의 <서

론>에는 중국문자와 음가를 이해하는 데에 요청되는 지식이 포

괄되어 있다. 예컨대 문자의 경우 부수(部首), ‘六書’로 대변되는

조자(造字)원리, 고문(古文)부터 해서․초서․전서․예서 등에

이르는 서체, 한자 필획의 구성 원리 등, 한자 이해에 요청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포괄되어 있다. 음가의 경우도 자음의 정확한

음가를 라틴어로 표기할 때의 원리뿐 아니라 전근대기의 자음

이해에 주로 활용되었던 권점(圈點), 평상거입(平上去入)의 사성

(四聲) 및 당시 구어에서 구현되고 있던 성조 등, 자음 이해에

요청되는 제 방면의 전문적, 학술적 지식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중국어 기반 이중언어 사전의 편찬 수준이 초기에 비해 월등히

제고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 이 외에, 이 사전은 적어도 다음 네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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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고 판단된다.

◾ 중국어 사전학 분야

‣ 이중언어(중국어-외국어) 사전에 대한 통시론적(辭典史學的)

연구

‣ 중국어 관련 일반사전학(예컨대 사전과 기타 도구서의 일반

적인 형태와 법칙을 연구하는 분야)과 사전편찬학(예컨대 사

전 편찬 관련 이론적, 실천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분야)의 제

반 연구

◾ 중국언어학 분야

‣ 중국어 발음 표기법의 역사와 관련 이론에 대한 연구

‣ 명대 관화음에 대한 음운학적 연구

‣ 명대 구어에 대한 사적 연구-어휘사, 어법사의 차원에서

◾ 동서양 문명교류사 분야

‣ 동서양 간 번역어 구축의 역사

‣ 서양인의 중국 이해의 1차 자료로서의 의의

� 한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이

사전의 앞 내지에는 “Berneux, miss. ap.”라는 육필 서명이 두 차례 기

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사전은 성 베르뇌 시메온(St. Berneux

Simeon) 주교의 소장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가톨릭교회 측에

서 보전하고 있는 베르뇌 주교의 친필 자료가 있다면, 비교 감정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베르뇌 주교는 1854년부터 제4대 조선 교구 교구

장이었으며,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톨릭교

회의 기록에 따르면, 베르뇌 주교는 1843년에 마카오에 체류하고 있었

으며, 이후 만주 교구 교구장으로 물망에 오르면서 중국어 공부를 시

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정 결과 이 주교의 육필이 맞는다면, 이

사전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성유물(聖遺物)로서도 보전 가치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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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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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권별 주요 내용 해제

1. 제1권 서론

【제1권 서론의 첫 면(부분)】

� “중국 문자(한자)의 음성 체계에 대한 서론”이라는 제목 아래 모

두 12장에 걸쳐 한자에 대한 문자학적․음운학적 지식의 요체를 개괄

적으로 설명하였다.

� 제1장의 제목은 “문자의 다양한 종류에 대하여”이다. 한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속성인 상형성, 표의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 제2장의 제목은 “표의문자에 대하여”이다.

� 제3장의 제목은 “중국 문자(한자)의 체계에 대하여”이다.

◾ 이 장에서는 한자를 형태소 별로 해체하는 방식으로 한자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권의 8쪽)

◾ 또한 조자(造字)원리로 꼽히는 상형(象形)․지사(指事)․해성

(諧聲)․회의(會意)․전주(轉注)․가차(假借)의 육서(六書)에 대

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통상적으로 형성(形聲)을 육서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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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형성 대신에 해성을 넣었다. 형성

은 ‘뜻 부분+소리 부분’으로 구성된 한자를 가리키는 데 비해

해성은 ‘두 개 이상의 소리 부분’으로 구성된 한자를 가리킨다

는 차이가 있다. 한편 이러한 조자원리가 설문해자(說文解字)

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각주에서 밝혔다.

【육서를 설명한 대목, 권 8-9쪽 편집】

� 제4장의 제목은 “음운에 대하여”이다. 여기서는 동일한 형태소를

지닌 한자들의 발음이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예

컨대 ‘者(자)’라는 형태소가 들어 있는 ‘奢(사)’․‘著(저)’․‘署(서)’와

같은 유형의 예를 들어 형태소와 음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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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와 음소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글자 모음(1권 16쪽)】

� 제5장의 제목은 “부수글자들에 대하여”이다.

◾ 여기서는 부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련 논의를 부수를 자서

편찬에 최초로 도입한 한대의 설문해자부터, 설문해자의

부수체계를 획기적으로 줄인 명대의 정자통(正字通), 청대의

강희자전(康熙字典)등의 자서로부터 끌어왔다. 이는 한자의

자형과 발음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이해가 선행됐음을 반증해

준다.

◾ 부수의 여러 유형을 설명하였다. 예컨대 자획(字劃) 수준의 단

순한 부수부터 자(字)로 쓰이는 부수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었다.

【부수자의 다양한 유형】 

◾ ‘火’와 ‘灬’, ‘水’와 ‘氵’를 예로 들며 부수자의 변형을 설명하

였다.

� 제6장의 제목은 “중국 문자(한자)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이다.

여기서는 한자의 역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 진시황의 중원 통일 이전 시기의 글꼴인 ‘고문(古文)’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시에 전서(篆書)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전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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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인 ‘소전(小篆)’도 소개하였다.

【고문(古文)과 해서체를 연결 지은 예시(1권 29쪽 편집)】

【고문(古文)과 해서체를 연결 지은 예시(1권 29-30쪽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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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 年, 家, 尊, 受, 寶, 萬 자에 대한 고문(古文, 진시황의 천하

통일 이전 시기에 쓰였던 글꼴), 금문(金文, ‘종정문(鐘鼎文)’이

라고 불리며 각종 청동기 등에 새겨진 문자), 석고문(石鼓文,

석비 등 돌에 새겨진 문자) 등에서 뽑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전서체로 된 이체자를 소개하였다.

【‘萬’자의 다양한 전서체 글꼴(1권 34쪽)】

◾ 예서(隸書)체와 해서(楷書)체, 행서(行書)체, 초서(草書)체, 초서

체 중의 대초(大草) 등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각종 서체로 써

진 문장을 쓴(이를 집서(輯書)라고 한다) 책의 일부를 2쪽에 걸

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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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체로 쓴 서첩의 일부(1권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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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의 제목은 “이형(異形)들과 동의어들에 대하여”이다. 여기서

는 약자[小寫], 간체자[簡筆]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체(異體)이지만

동의어 관계에 있는 한자[同字]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제8장의 제목은 “중국문자(한자)의 제일 요소들에 대하여”이다. 여

기서‘제일 요소’라 함은 ‘丶’․‘一’․‘�(フ)’․‘丿’․‘乀’․‘丨’ 등의

한자를 구성하는 자획(字劃)을 가리킨다.

【자획의 종류와 변형 및 발음(1권 45쪽 편집)】

◾ 다음과 같이 개개 자획의 다양한 변형을 소개하였다.

【자획의 다양한 변형(1권 44쪽)】

� 제9장의 제목은 “유럽문자(라틴 알파벳)와 함께 중국어 음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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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에 대하여”이다. 여기서는 한자의 자음을 ‘단모음’․‘복모음’․

‘단자음’․‘복자음’의 넷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표기 방식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 그런 다음 한자의 자음을 총 9쪽에 걸쳐 프랑스어(Gallice), 이

탈리아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영어에서 사례로 들 수 있

는 발음들을 들어 비교해 설명하였다. 다음은 그 첫 대목이다.

【한자의 음가와 다른 외국어 음가 비교표의 첫 부분(1권 58쪽)】

◾ 전근대기 한자 자음의 주요 분류법이었던 평상거입(平上去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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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성(四聲)에 대해 설명하였다. 평상은 상평(上平)과 하평(下

平)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사성에 대한 설명(1권 68쪽)】

◾ 또한 성조 표시 방식과 권점(圈點) 부호와 그 표시 방법에 대

해서도 설명하였다.

【성조 표시 방식(1권 69쪽)과 권점 표시 방식(1권 70쪽)】

� 제10장의 제목은 “중국문자(한자)의 의미[작용]에 대하여”이다.

� 제11장의 제목은 “중국어 사전에 대하여”이다. 여기서는 중국의

주요 자서와 운서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소개된 사전

은 설문해자(說文解字), 오거운서(五車韻瑞), 정자통(正字通), 강

희자전(康熙字典), 자휘(字彙), 오방원음(五方元音), 패문운부(佩

文韻府)등으로, 이들은 중국의 사전학사에서 중요한 사적 의의와 위

상을 지닌 사전들이다. 이들에 대한 개괄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설문해자 : 후한(後漢)의 허신(許愼)이 1세기 초엽에 편찬한

현존 최고(最古)의 자서(字書). 문자학․성운학 등 고대중국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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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의 정전급 연구서이자 연구 대상이 되는 자서이다.

◾ 오거운서: 명대 능치륭(凌稚隆, 생졸년 미상)이 편찬한 운서.

앞서 나온 음시부(阴时夫)의 운부군옥(韵府群玉)을 참조하여

편찬하였으며 청대 강희연간에 나온 패문운부(佩文韵府)에 영

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매 운 밑에는 해당 글자의

소전체가 부기되어 있다.

◾ 정자통 : 명대 장자열(張自烈)이 지은 자서. 일설에는 장자열

이 편찬한 것을 청대 요문영(廖文英)이 정식으로 간행했다고 한

다. 이 자서는 앞선 시대의 대표적 자서인 자휘(字彙)의 결점

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하며, 비교적 널리 유통되어

훗날 청대의 강희자전(康熙字典)등에 영향을 주었다.

◾ 강희자전 : 청대 강희연간에 장옥서(張玉書), 진정경(陳廷敬)

등 30명이 편찬한 자서로, 설문해자이래의 역대 자전을 모두

종합해 편찬한 49,000여 자가 수록된 근대 이전에 만들어진 최

대의 자전이다. 부수의 선정, 부수의 배열 방식, 정문(正文)의 구

성 방식, 표제자의 글꼴 등 일반사전학 차원에서 이 자전은 간

행 이후 줄곧 표준처럼 활용되어왔다.

◾ 자휘 : 명대 매응조(梅膺祚)가 1615년에 편찬된 명청대를 대

표하는 자서의 하나. 총 33,179자가 수록되어 있는 자휘는 그

이전의 자서와 달리 글자의 총획수를 기준으로 한자를 검색할

수 있게 하였고, 설문해자의 500여 부수의 수를 214부로 대폭

줄이는 등 창조적인 혁신을 가해 그 이후에 등장한 자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옥당자휘(玉堂字彙)는 자휘보(字汇补)․동

문자휘(同文字彙)․문성자휘(文成字彙)․정자통(正字通) 등

과 함께 자휘의 영향을 받아 편찬된 자서이다. 증보전서주자

휘(增補篆書注字彙)는 자휘의 표제자에 전서체를 추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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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하여 간행한 자서로 추정된다.

◾ 오방원음(五方元音): 청대 초엽에 번등봉(樊騰鳳, 1601-1664)

이 간행한 운서. 반절법(反切法)으로 발음을 표기하였고 20개의

성모와 12개 운모를 기준으로 글자를 배열하였는데, 그 이전의

운서에 비해 글자 검색이 편해 민간에 실용 운서로 널리 보급되

었다.

◾ 패문운부(佩文韻府) : 청대 강희연간인 1711년에 장옥서(張玉

書)․진정산(陳廷散) 등 76명이 칙명에 의해 간행한 운서. 대략

45만 여의 어휘를 어구의 각운(脚韻)에 따라 106운으로 배열하

고, 매 운자를 1권으로 묶었다. 전근대기에 나온 역대의 운서를

종합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제12장의 제목은 “중국어에서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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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권 카탈로그

가. 기본글자 색인

【기본글자 색인 파트의 첫 면(부분)】

� 이 부분에서는 31쪽에 걸쳐 기본글자로 선정된 2획의 첫 자인 乙부

터 24획인 靈까지 도합 1,040자의 음가와 뜻 제시하였음. 여기서 ‘기

본 글자’라 함은 부수글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는 글자를 가리킴. 각 글자는 먼저 한자를 표제어로 제시한 후 해

당 한자의 발음을 알파벳 기반 음성부호로 표시하고 그 옆에 해당

한자 뜻에 해당되는 라틴어 단어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

다.

� 획순대로 배열. 중국어 발음 순 아님, 라틴어 알파벳 순도 아님

� 1획은 없음. 곧 一 자가 첫 자가 아님.

� 같은 획수 내에서의 배열은 한자의 첫 획의 모양을 기준으로 ‘丶’� 

‘一’� ‘�(フ)’� ‘丿’� ‘乀’� ‘丨’ 순으로 배열하였음.

◾ 이는 첫 획의 형태를 최소 단위로 끊은 것을 기초로 중국의 전통적

배열 순서를 간략화 하여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예컨대 了, 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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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획(�, ㄱ)’이나 司의 첫 획(㇆) 등을 같은 모양으로 본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임. 또한 3획의 ‘丿’ 위치에 배속되어 있는 女의 경우,

‘�’를 한 획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에 기초하지 않고 ‘�’의 윗부분

인 ‘丿’을 첫 획으로 본 결과임. 5획의 ‘丿’ 위치에 배속되어 있는

弁, 台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厶’는 총 획수가 2획이지만 ‘�’를 한

획으로 보지 않고 ‘丿’을 첫 획으로 본 결과임. 이는 같은 위치에 배

속된 ‘幼’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이는, 예컨대 1615년 매응조(梅膺祚)가 자휘(字彙)를 간행할 때 540

개의 부수를 214개로 줄이고 획수의 개념을 고안하여 한 부수글자

에 속하는 한자들의 배열규칙을 적용한 데서 보이듯, 명대 중엽

이후 중국에서의 자전 편찬 경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되는 ‘부수’보다는 외형상 한자의 ‘形態素’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기본글자’라는 개념으로 이해, 이를 중심으로 중국어 학습

한자를 거의 접하지 못했던 서양인의 중국어 학습 편의를 도모하고

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배열순서에 의한 사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

순에 밝아야 함. 예) 4획의 凶을 ‘丿’ 배열한 것

� 기본글자의 선정이 형태소 중심으로 이뤄진 까닭에 신체나 가족관

계, 기본적인 의식주, 시공간 등과 같은 기본어휘가 다 포함되어 있

지 않다. 예컨대 毛는 들어 있어도 手는 들어 있지 않으며, 右는 들

어 있어도 左는 들어 있지 않다. 또한 日과 月은 있어도 年은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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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글자 색인 첫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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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수글자 색인

【부수글자 색인 파트의 첫 면】

� 이 부분에는 6쪽에 걸쳐 179자의 부수자가 획수별로 실려 있다. 같

은 획수의 부수글자는 첫 획의 모양을 기준으로 ‘丶’� ‘一’� ‘�

(フ)’� ‘丿’� ‘乀’� ‘丨’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 각각의 부수자는 ‘한자-알파벳 기반 음성부호로 표기된 해당 한자

의 발음-해당 한자 뜻에 해당되는 라틴어 단어’ 식으로 기술되어 있

다. 한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지녀야 비로소 효율적 활

용이 가능한 부수를 다뤘다는 점은 적어도 서양인의 중국어 학습

수준이 기초 단계를 넘었음을, 또한 중국어와 중국문화 학습을 병행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반증해준다.

� 여기에 선정된 부수 글자의 수는, 이 책이 참조한 사전인 정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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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휘(字彙), 강희자전의 부수글자 수인 214개보다 적은 수로, 214개

의 부수자를 의미나 발생의 연원 등으로 근거로 조정한 것은 아니

다. 다만 어떠한 기준에 의거하여 35개의 부수자를 줄였는지는 불명

확하다.

� 부수자의 수를 줄인 것은 중국어 학습에 부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는 판단과 한자 학습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양인의

난관을 동시에 고려한 소산으로 보인다.

다. 기본글자 3종 서체 대조

【3종 서체 대조표의 첫 면(부분)】

� 31쪽 정도의 분량으로 앞에 제시된 기본글자(§1. 부분) 1,040자 각

각에 대해 해서체, 초서체, 전서체의 세 가지 서체를 제시하였다. 이

세 서체는 당시 서적이나 필사본, 서신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서

체이기에 실용적 쓰임새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글자의 배열은 기본글자의 해서체 총획수 순으로 배열하였다.

� 한편 명대에 들어서는 정서(正书, 주로 해서체를 가리킴)와 장욱(张

旭)이나 회소(懷素) 등의 광초(狂草, 일명 대초大草)와 광초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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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정식화된 초서인 소초(小草)를 포함한 초서(草书), 진시

황의 중원통일 이후에 고안된 예서(隸书), 진시황의 문자통일 이전

에 쓰였던 고문(古文)과 각종 청동기에 새겨 있는 금문(金文, 일명

종정문钟鼎文 등의 전서(篆書 , 소전小篆과 대전大篆의 총칭)를 ‘사

체(四體)’라고 꼽으며 이를 한 데 모아둔 서첩(書帖)의 간행이 성행

하였는데, 이러한 중국 내의 동향도 자성강목에 3종의 서체가 대조

되어 수록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3종 서체 대조표의 마지막 면】

라. 자음(字音)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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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색인의 첫 면(부분)】

� 이 사전에 수록된 표제자 2,352자를 11쪽에 걸쳐 초성 별로 분류하

여 색인을 제시하였다.

� 초성의 분류 항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CH, ELL, N �G, H, I, J, K, L, M, N, P, S, T, TS, U, W, X

� 같은 발음의 한자는 해당 글자의 첫 획 모양을 기준으로 ‘丶’� ‘一’

� ‘�(フ)’� ‘丿’� ‘乀’� ‘丨’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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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색인의 일부

마. 상용 표현-기본회화, 격언, 속담, 성어

【상용 표현 소개 파트의 첫 면(부분)】

� 22쪽에 걸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356구

의 기본회화, 격언, 속담, 사자성어 등과 그에 해당되는 라틴어 뜻을

총 18장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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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장은 기본적으로 수록 어구 첫 자의 총획수를 기준으로 2획부터

인 것부터 19획까지인 것으로 이뤄졌음. 다만 이러한 분류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예컨대 어구 첫 자의 총획수가 19획으

로 표시된 18장의 경우, 총획수가 24획인 靈자로 시작되는 어구가

마지막으로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상용 표현 소개 파트의 일부】

� 이 부분은 近世中國語 연구의 소중한 1차 자료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어휘 면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어법 면에서도 근세중국어와

현대중국어[普通話]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자산이다.

� 어법 면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로는, 여기에 수록된

표현에 구현되어 있는 어법이 현대중국어의 그것에 상당히 근접하

고 있으면서도 다른 점도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구체적

으로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 현대중국어 어법과의 유사성 : 수록된 표현에 주어와 술어(+빈어(賓

語, 목적어 등)만으로 이뤄진 기본형 외에도 다음의 의미표현이 가

능한 복합적 문형의 표현도 다수 들어있다는 점이다.

◾ 보어(補語)구문 : 결과보어와 가능보어, 방향보어, 시량(時量)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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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등이 곧잘 활용되었다. “走乏了.(걷다 지쳤다.)”, “吾兄弟考中

了秀才.(우리 형제는 수재시험(과거)에 급제하였다.)” 등은 결과

보어가 사용된 예이며, “分不出了.(구분하지 못했다.)”, “那个頡字

我寫不來.(그 頡자를 나는 쓰지 못한다.)”는 가능보어가, “生了半

个月.(태어난 지 반 달이 되었다.)”, “武后坐了位十多年.(무후가

자리에 오른 지 십여 년이 되었다.)” 등은 시량보어가 사용된 경

우이다. 가능보어가 들어있는 예문은 모두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였다. “會面少, 免不了見面就長言.(만나기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만났을 때는 길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의 예에서처럼

가능보어의 형식이 현대중국어처럼 부사로 쓰이기도 했고, 정도

보어의 형식을 띤 “差不多”도 현대중국어처럼 부사로 쓰였다. 특

히 보어와 빈어, 조사 등이 함께 등장할 때의 어순이 현대중국어

와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정형화되었다는 점, 방향보어의 경우

단순방향보어뿐 아니라 복합방향보어도 사용되었고 이들과 빈어

의 어순이 현대중국어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정형화되었다는 점

등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보어를 이끄는 구조

조사 ‘得’를 사용한 형식은 보이지 않았지만, “嬰兒不見了母親号

个不了.(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처

럼 동사와 보어 사이에 ‘个’가 놓여 보어를 이끄는 구조조사 역

할을 한 경우가 보인다.

◾ 비교구문 : ‘如’, ‘比’와 같은 부사를 활용한 동등비교뿐 아니라

‘最’를 사용한 최상급 비교 구문도 사용되었다. “羽衣如月白了.(털

옷이 달만큼이나 하얗다.)”, “白圭比朱石光不了.(흰 옥이 붉은 돌

보다 훨씬 빛난다.)”, “我父母最喜那个鹿子湯.(내 부모님은 루즈탕

을 가장 좋아하신다.)” 등이 그 예이다.

◾ 다양한 형태의 의문문 : 서술어의 긍정형과 부정형을 연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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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의문표현과 ‘可’와 그 부정형의 한 형태인 ‘否’을 연용하여

만든 의문표현, ‘孰’․‘豈’ 등의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표현 등이

사용되었다. “平安不平安.(평안하신지요?)”, “可否告那个人.(그 사

람에게 알려줬니?”, “孰能異於人焉.(누가 사람들과 달라질 수 있

는가?)”, “旁人見伊忝辱, 亦生了氣, 豈有哥哥肯息了.(주위 사람들

이 그를 보고 욕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어찌 형이 되어 화를

참을 수 있겠는가?)” 등이 그 예이다. 한편 현대중국어에서 의문

사로 쓰이기도 하는 ‘幾’는, 의문사로 쓰인 경우는 없었고 ‘몇몇’

정도의 뜻을 지닌 형용사로 쓰였다. “買了幾項東西奉客.(몇몇 물

건을 사서 손님을 모셨다.)”은 그 예이다.

※ 이곳의 예문에는 없지만, 사전 정문에는 현대중국어에서 의

문사로 쓰이는 ‘誰(수)’․‘怎(즘)’ 등이 수록되어 있다.

◾ 금지명령문 : ‘勿’․‘不要’․‘休’ 등을 사용한 금지명령과 ‘小心’을

이용한 완곡한 금지명령 표현이 사용되었다. “勿云个父子凶亡了,

也丹心不了.(아버지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사랑은 끝

이 없으니까.)”, “不要失了.(잃어버리지 말아라.)”, “休召伊.(그를

부르지 말아라.)” 등은 앞의 예이고 “小心不丢此個刀子.(이 칼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라.)”는 뒤의 예이다.

◾ ‘동사+(一)+동사’ 표현 : “大人上坐一坐.(대인께서는 올라가 앉으

시죠.)”, “到亭子上坐坐兒.(정자에 올라가 앉으시죠.)”처럼 같은 동

사를 두 번 반복하여 가벼운 권유의 어기를 표현하였다.

◾ 복문 : 다양한 유형의 복문이 쓰였다. ‘有’자 연동문, ‘爲’자 피동

문, ‘若…, 便～’의 가정문, ‘…, 便(是)/就(是)～’의 조건문, ‘旣…

便～’ 구문, ‘…, 連～’ 구문, ‘寧…, ～’, ‘與其…, 不如～’ 등이 사

용되었다. “未有空兒念周易.(주역을 읽을 틈이 없다.)”, “不意爲雷

擊死了.(불의에 벼락을 맞아 죽었다.)”, “若不是个恒心, 便不可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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飛到帝京.(만일 항심이 없으면 황제가 사는 수도까지 도달할 수

없게 된다.)”, “念春秋便知大律.(춘추를 읽으면 큰 규율을 알게 된

다.)/敦了孝弟, 就是个善人.(효제를 도탑게 행하면 곧 선인이 된

다.)”, “旣有成規, 便不能相爭.(규정이 갖춰져 있으면 서로 다툴

수 없게 된다.)”, “强人殺了客商, 連累了那个武尉.(강도가 객상을

죽였고 그 무관마저도 묶었다.)”, “寧可密査一査, 不可就疑了伊.

(차라리 엄밀하게 조사해볼 수는 있어도 그를 의심할 수는 없

다.”, “與其多言別人行爲, 不如査己了.(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살피는 것이 낫다.)”

◾ 이 외에 조동사 ‘能’․‘可以’․‘要’․‘肯’, 어기조사 ‘了’․‘焉’, 양사

(量詞) ‘個’․‘丁’․‘項’, 동량사(東量詞) ‘次’, 방위사 ‘下’가 활용된

표현이 다수 존재한다.

※ 이곳의 예문에는 없지만, 사전 정문에는 현대중국어에서 개

사로 쓰이는 ‘以(이)’․‘어(於)’․‘乎(호)’ 등이 수록되어 있다.

� 현대중국어 어법과의 차이점 : 수록된 표현에서 현대중국어 어법과

다른 점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대명사 : 1인칭 대명사로는 ‘我’가 주로 쓰였고 ‘吾’․‘余’는 각 1

차례씩 사용되었다. 2인칭 대명사로는 ‘爾가 사용되었고, 3인칭

대명사로는 강소(江蘇)와 절강(浙江), 복건(福建), 광동(廣東) 일

대의 방언에서 주로 쓰인 ‘伊’가 쓰였다. 이는 초창기 예수회 선

교사들이 마카오나 말라카 등지에서 주로 위의 지역에서 건너온

화교로부터 중국어를 배운 유풍이 극복되지 못한 흔적이라고 판

단된다. 한편 인칭대명사의 복수표현은 보이질 않았지만, “吾兄弟

考中了秀才.(우리 형제는 수재시험(과거)에 급제하였다.)”에서처

럼, ‘吾’가 복수를 표현해야 하는 자리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지시대명사로는 ‘那(저/그)’․‘此(이)’가 쓰였다. 현대중국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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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뜻으로 사용되는 ‘這’는 보이지 않았다.

◾ 개사(介詞)구문 : 개사를 사용한 개사구문은 일률적으로 활용되

고 있지 않았다. 현대중국어 어법에 근거할 때 개사가 필요한 부

분에 개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개사의 빈어가 한문문법에서처

럼 서술어의 빈어처럼 사용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예로는 “羊子

伏了寺下.(양이 사찰에 엎드려있다.)”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현대

중국어 어법에 의거할 때 개사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도 소

수이지만 등장한다. 예컨대 “從那日受累至今多有周旋.”, “聖愛達

于四方.(거룩한 사랑이 온 세상에 미쳤다.)” 등이 그 예이다. 개사

의 이러한 쓰임을 통해 근세중국어가 한문문법에서 완전하게 독

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서서히 개사구문을 갖춰나가는

과도기적 상황이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 접속사[連詞]구문 : 복문이 많이 쓰였지만 접속사로 연결된 복문

은 드물었다. ‘因此(그러므로/그래서)’ “不曾虛心求伊, 因此不允

了.(일찍이 솔직하게 그에게 구하지 않다보니 허락받지 못했다.)”

◾ 부정(否定) 부사 : 동사의 부정형에는 ‘不’․‘未’가 쓰였다. “樂未

完憂又來了.(즐거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걱정이 또다시 다가왔

다.)”에서처럼 ‘未’는 현대중국어에서 ‘沒’이 올 자리에 주로 쓰였

으며, ‘沒’은 왼쪽의 ‘氵’이 없는 형태로 ‘죽다’는 뜻의 동사로 쓰

였다.

◾ 어기조사 : ‘了’를 제외한 어기조사는 쓰이지 않았으며, ‘了’의 완

료 어기를 따로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다.

� 이 자료는 중국과 서양 사이의 문명 교류 양상을 실증적으로 들여

다볼 수 있는 사료라는 점에서도 적잖은 사적 의의를 지닌다. 어휘

나 어구 등을 통해 서양인의 중국 이해와 주된 관심사 등을 추려낼

수 있으며, 개개 어구의 라틴어 번역문을 통해 서양인의 중국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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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이는 오독과 왜곡(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등도 짚어볼 수 있

기 때문이다.

� 적은 수이지만 각주의 형태로 특정 글자의 문법적 사항, 의미 등에

대해 해설하였다. 이런 방식의 해설이 붙어 있는 글자는 ‘了’․‘上’․

‘个’․‘三’․‘人’의 다섯 자이다.

【각주의 형식으로 부기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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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권 사전 정문

1) 사전 정문 앞에는 다음의 획수별 색인이 2쪽에 걸쳐 실려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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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52자에 대한 사전 정문은 기본적으로 ‘표제자(한자)-자음(로

마자)-자의(라틴어)’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52자의 표제자는 1,040자의 기본글자에 각기 배속되어 배열되

었다.

� 기본글자는 ‘형태소’이면서 ‘음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글자

이다. 예컨대 ‘言(언)’이라는 형태소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도 이

것이 음소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같은 기본글자에 배속된다. 예

컨대 ‘誾(은)’, ‘信(신)’ 등이 이에 속하는 유형이다. 반면에 ‘言’을

형태소로 지니고 있어도 음소 역할을 못하는 경우는 다른 기본글

자의 표제자로 배속된다. 예컨대 ‘誡(계)’는 기본글자 ‘戒(계)’ 부분

에, ‘語(어)’는 기본글자 ‘吾(오)’ 부분에 각각 배속되어 있다. 이는

‘言’이 해당 글자의 음소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되어 발생한 양상

이다.

(왼쪽-2권 154쪽, 오른쪽-위에서부터 차례대로 2권의 157쪽, 159쪽,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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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속성을 지닌 기본글자를 기준으로 표제자자를 배열한 것

[排字]은 부수 곧 ‘형태소+의미소’를 기준으로 배자해왔던 한자권

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것으로, 이는 형태와 발음을 기준으로

한자를 용이하게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한 전략의 소산으로 읽힌

다.

� 자음(字音)은 로마자로 표기된 라틴어 발음부호로 구성되어 있다.

� 자의(字意)는 표제자의 의미에 해당되는 라틴어 어구로 기술되어

있고, 종종 프랑스어 어구도 병기되어 있다.

【표제어가 기본글자인 정문의 구성(좌)과 한 기본글자에 배속된 표제자의 정문 구성(우)】 

3) 기본글자 내에서의 정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040자의 기본글자는 총획수가 적은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배

열되어 있다.

� 기본글자의 이체자(異體字)가 있을 경우 표제자 옆에 병기하였다.

� 기본글자 내에서의 표제자는 ‘ 배자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곧 기본

글자와 발음이 같은 글자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기본글자와

의 유사 정도를 기준으로, 가까운 발음에서 먼 발음순으로 배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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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발음(자음을 구성하는 음소는 같고 성조만 다른 경우)의 글

자들은 해당 글자의 첫 획의 모양을 기준으로 ‘丶’� ‘一’� ‘�

(フ)’� ‘丿’� ‘乀’� ‘丨’ 순으로 배열되었다.

� 기본글자가 표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본글자를 컬럼의 중앙에

위치시킨 후 그 왼쪽에는 기본글자의 순번을 표기하고, 그 밑에

자음과 자의를 기술하였다.

� 해당 기본글자에 배속된 표제자들은 기본글자의 정문 밑에 상술

한 배자 원칙에 따라 배열되었으며, 각각의 표제자는 한 행에 ‘한

자-자음-자의’의 모양새로 기술되어 있다.

� 자음의 표기는 해당 표제자의 발음이 기본글자와 같은 경우는 성

조만 표시해주고, 다른 경우는 발음부호 전체를 표기해주었다.

� 표제자 배열이 끝난 다음에는 해당 기본글자 관련 참조사항을 미

주의 형태로 달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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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16쪽의 사전 정문을 재편집하였음.)

� 한 글자가 두 개 이상으로 발음되면 발음별로 나누어 정문을 구

성하였다. 예컨대 ‘調(조)’는 ‘chēu’와 ‘tiȃo’의 두 군데에 각각 표제

자로 쓰였다.

【‘調’가 표제자로 두 번 쓰인 예. 2권 231쪽(위), 232쪽(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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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정문 부분의 지면(紙面)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한 면을 종으로 두 컬럼으로 나누었다.

❍ 기본글자를 각 컬럼의 중앙에 배치하고, 해당 기본글자에 배속된

표제자들을 그 밑에 배열하였다.

❍ 각 면의 왼쪽 상단에는 기본글자의 순번이 기입되어 있고, 가운데

상단에는 사전 정문의 쪽수가, 오른쪽 상단에는 로마자 숫자로 표

기된 기본글자의 총획수와 해당 자획(字劃, 글자를 이루는 획)이

두 줄로 기술되어 있다. 예컨대 아래 이미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

는 ‘Ⅲ’은 기본글자의 총획이 3획임을, 그 밑의 ‘フ’은 3획인 기본

글자의 첫 획을 표시한다.

【2권 16쪽의 상단 모양】

� 지면의 상단을 위와 같이 구성한 후 나머지 부분에 각 표제어의

정문을 배열하였다.

5) 기본글자에 관한 미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글자와 그에 배속된 표제자에 대한 정문 다음에 미주를 달아

기본글자와 관련된 참조사항을 기술하였다.

� 미주의 주요 내용은 기본글자의 이체(異體) 또는 이체처럼 보이는

글자들에 대한 해설이다. 예컨대 오른쪽의 예는 ‘秀’가 기본글자로

활용된 표제자들에 대한 기술이 끝난 다음에 미주를 달아 ‘秀(수)’

의 이체인 ‘禿(독)’의 형태가 들어 있는 글자들에 대해 해설한 경

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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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의 사전 정문의 미주, 2권 343쪽)

� 기본글자로는 선정되지 않

았지만, 기본글자를 포함하

고 있으면서 그 전체가 또

다른 기본글자처럼 ‘형태소

+음소’의 기능을 하는 자형

을 미주로 처리하기도 했

다. 예컨대 ‘者(자)’ 정문의

미주에는 ‘者’가 들어 잇는

‘著(저)’를 기본글자처럼 설

명하였다. 또 기본글자를

형태소로 갖추고는 있지만

기본글자가 음소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글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을 달아놓았다. 예컨대 기본글자 ‘ ’이 들어있는 글자이지만

이것이 음소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勞(노)’, ‘營(영)’ 등의 글자

들을 부기한 경우이다.



- 271 -

 

(왼쪽은 2권 261쪽을 재편집한 것임. 오른쪽은 2권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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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전 정문 구성의 예

【사전 정문의 제1쪽, 2권 1쪽】



- 273 -

【사전 정문의 중간 부분, 2권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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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문의 마지막 쪽, 2권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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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록 한자에 대한 고찰

� 2,300여 자에 달하는 수록된 표제자 수를 놓고 볼 때, 일상적 의

사소통에 필요한 수준을 뛰어넘어 서적의 독해와 서신 등의 서면

어 작성과 같은 전문적․학술적 차원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식자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사전을 편찬했다고 판단된다.

� ‘자(字)’ 단위의 글자만 수록되었다. 표제어라고 할 수 있는 어휘

[文]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전 정문만으로는 서양과 중

국 간 문명 교류사의 주요 연구 분야인 번역어의 역사를 짚어보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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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권 부록 및 정오표

1) 획수별 인덱스(16쪽 분량)

� 사전 정문에 수록된 표제자들의 획수별 인덱스가 붙어 있다. 각

획수의 말미에는 이체자를 수록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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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록 : 상용 글자일람표(4쪽 분량)

� 자주 사용하는 글자 124자의 발음과 뜻이 제시되었다.

� 끝에는 정오표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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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한국어 사전, Parvum vocabularium Latino-Coreanum ad usum 

studiosae juventutis Coreanae>

청구기호: G162 12

       최초의 라틴어-한국어 사전은 최소한 1866년에 이미 작업된 것으로 전한

다. 이에 대해 샤를르 달레 신부는『韓國天主敎敎會史』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

하고 있다:

       

       “(…), 선교사들이 열심히 조선어 연구에 몰두하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

다. 다블뤼(Daveluy) 주교는 오랫동안 漢-韓-佛 사전 편찬에 힘썼고, 뿌르디

에(Pourthié) 씨는 또 하나의 韓-中-羅 사전을 꾸몄으며, 쁘띠니꼴라

(Petitnicolas)씨는 3만 이상의 라틴어와 10만에 가까운 조선어를 담은 羅韓사

전을 지었다. 이들 여러 사전은, 공동으로 엮은 문법과 더불어 완성되었으며, 

이 책들을 한 부는 조선 교구에 보관하고 또 한 부는 불란서에 보내어 인쇄하게 

하려고 선교단에서 베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 1866년의 박해가 터졌

다. 모든 것이 압수되어 불 속에 던져졌다. 그 때부터, 조선교구장 리델(Ridell) 

주교와 그의 세 동료들은 그들의 선임자인 순교자들의 일한 것을 부분적으로 

다시 만들어, 몇몇 박식한 본토의 천주교인들의 도움을 얻어 조선어 문법과 사

전을 준비하였다. 이 저작들은 사정이 허락하면 근간 출판될 것이다.”1) 

      “근간 출간”된 책들이 바로 1880년 요코하마에서『韓佛字典(Dicitonaire 

Coreén-francçais)』이고, 1881년에 출간된『韓語文典(Grammaire 

Coréenne)』이다.  이어 10년이 지난 1891년 홍콩에서  ‘빠리 외방 전교회’ 소

속 신부들이 출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라틴어-한국어 사전인

『Parvum Vocabularium Latino-Coreanum(羅鮮小字典2))』3)이다. 이 사전

은 라틴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젊은 학생을 위해 집필된 도서로, 엄밀한 의미의 

사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종의 학습용 단어장에 해당한다.  책의 크기는 펭

1) 참조 샤를르 달레(1987: 상권 137-138).

2) 『羅鮮小字典』이라는 번역-제호는 윤을수 신부가 자신이 집필한『羅韓辭典』序에서 붙인 것이다. 

3) PARVUM VOCABULARIUM LATINO-COREANUM AD USUM STUDIOSAE JUVENTUTIS COREANAE, 

HONGKONG, TYPIS SOCIETATIS MISSIONUM AD EXTEROS, 1891. 이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귀중본실

에 보관되어 있다(청구 번호는 구장서 110013303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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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판 도서 크기(가로 12cm, 세로 19cm)이고, 표지는 양장본이며, 총 301 쪽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쪽의 면은 양분되어있는데, 한 부분은 라틴어, 다른 부분

은 한국어로 대응-구성되어 있다.       

     사전의 구성 수준이 학습용 단어장 수준이기 때문에, 사전 전체 구성과 개별 

항목(lemma) 구성에 대해서 특별히 상세하게 언급할 만한 특징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사전 전체 구성과 개별 항목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사항은 크

게 네 가지이다.

      먼저『羅鮮小字典』 집필 시의 개별 항목에 대한 자료 수집에 대해서 언급

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羅鮮小字典』 은 개별 항목에 대한 자료를  

따로 수집한 것은 아니고, 라틴어 사전(일개어 사전)을 참조했거나 라틴어-프

랑스어 사전이나 라틴어-독일어 사전, 라틴어-영어 사전 중에  어느 한 사전에

서 추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증거는 첫 번째 표제 항목인 A, ab, 

abs(praep. abl.)이다. 이 표제 항목은 다음의 용례를 기재하는데,  예컨대 

secundus a rege, A tergo. A summo, Hoc factum est a me (Cic.), A 

primo,  A principio, A parvulo, A concivibus suis interemptus (Cic.) 

Cadere ab hoste (Ov.) Ab ira, A Desperatione, Ulcisci se ab inimico, 

Nonnulli a primis 등의 용례들은『羅鮮小字典』이 기초 자료로 일개어 라틴

어 사전을 참조했거나 라틴어-서구어 대응 구조의 사전을 참고했음을 보여준

다. 문제는 어떤 사전을 기초본으로 삼았는지 인데, 자료 추적의 한계 상 이 문

제에 대하여 답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서

『羅鮮小字典』이 라틴어-일본어 사전을 기초 자료로 참조했을 가능성을 생각

할 수도  있으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이에 대해서는 

이후 3장에 자세히 논하겠다). 

      다음으로 개별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는『羅鮮小字

典』의  집필 목적과 연관된 문제이다. 이 사전은 사전 표지의 부제 ‘AD USUM 

STUDIOSAE JUVENTUTIS COREANAE’ 가 잘 보여주듯이 기초 라틴어를 배우

는 젊은 학생들을 돕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러한 기획 의도에 입각해서 사전 

집필자들은 학습용 소사전답게 외국어를 습득 시 필요한 초급 단계 수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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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어휘를 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간혹 초급 단계 수준 이상의 어휘들

도 보이는데, 예를 들면 ‘Sophisma(거 리치, 거 도리)’ (255쪽) 항목은 난이

도에 따른 선정 기준에 의해 걸러지지 않는다.  

      이어 이 사전의 라틴어 개별 항목 기술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한다. 이와 관

련해서 가장 큰 특징은 표제 아래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와 한국어를 대조할 수 있도록 서술란을 분할해서 라틴어-한국

어 대응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이 사전이 전형적인 단

어장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록 단어장 수준의 이개어 비교 사

전이지만, 라틴어 부분의 개별 항목 기술을 각 품사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1. 명사 기술의 경우, 해당 단어의 주격 단수 표현을 표제어로 선정하고 있으

며, 소유격을 동반 기재하고, 이어 해당 단어의 통사적 정보를 표시한다. 즉 

해당 단어가 주어로 올 수 있다는 것, 즉 그것이 실사임을 표시한다. 마지막

으로 성을 기재한다. 예 : collegium, ii, s4). n5).  

    2. 대명사의 경우, 해당 단어의 격과 수와 성을 동반 기재하고, 대명사임을 

알려주는 문법정보를 동반 기재하고 있다. 예 : Hic, haec, hoc, pro.  여기

에 라틴 문법의 분류에 따라, 인칭, 지시, 관계 대명사를 기재하는데, 해당 

단어들이 지시인지, 인칭인지, 관계대명사인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단

지 흥미로운 점은 관계 대명사이다. 관계 대명사는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 

현상인데, 이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고, 한국어의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병렬 기술하고 있다. 예 : Qui, quae, quod. prom. 바, 뎨, 쟈.   

   3. 형용사 기술의 경우, 남성 단수를 기본 표제어로 선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여성형과 중성형 어미를 동반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형용사임을 알려주는 

약칭을 덧붙인다. 예 : Magnus, a, um. adj. 그런데 비교급일 경우, 비교급

을 알려주는 약칭도 동반 기재한다. 예 : Major, majus, adj. compar.  

4) 약호 s. 는 substantivum의 약자이다. 사전 집필자가 n.(=nomen)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

다.  

5) 약호 n.은 neutrum(중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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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사 기술의 경우, 해당 단어의 일인칭 단수 표현을 표제어로 선정하고 있

다. 2인칭 단수를 동반 기재하고, 이어 일인칭 단수 현재완료 표현과 과거

분사 표현과 부정형(infinitivus)과 동사의 태(態)를 알려주는 정보를 마지

막으로 표기한다. 예 : Comitor, aris, atus sum, ari, v.d6).a. 

  5. 부사의 경우, 해당 단어를 기재하고, 부사임을 알려주는 문법정보를 동반 

기재한다. 예 : Modice. (adv.)7)

  6. 접속사의 경우, 해당 단어를 기재하고, 접속사임을 알려주는 문법 정보를 

약칭으로 표기한다. 예 : sed.(conj.). 

  7. 전치사의 경우, 해당 단어를 표기하고, 전치사의 약칭을 동반 기재하며, 그 

옆에 해당 전치사가 문법적으로 어떤 격과 함께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통

사 정보를 병기한다. 예 : Cum. (praep. ablat.). 

   8. 감탄사의 경우, 해당 단어를 표기하고, 그 옆에 느낌표 (!)를 병기하며, 이

어 감탄사 약칭을 동반 표기한다. 예 : Heu ! (interject.).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바는 한국어 대응 단어 기술이 철저하게 한글 중심

이라는 점이다. 

    이상의 보고를 볼 때,『羅鮮小字典』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평범한 학습용 단

어장에 불과한 것이 틀림없다. 이 사전에 대해서 윤을수 신부(1907-1971)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一八九一年『羅鮮小字典』出版以來  各 大學 專門學校 또는 가톨릭 神學

校에 있어서의 羅甸語 硏究의 成果가 確立됨에 따라 以上字典으로는 羅甸語가 

本質的으로 包有하는 文化的振幅度를 充分히 發揮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字典

6) 약호 d.의 deponens(표현형은 수동이지만 뜻은 능동으로 해석하는 동사)를 지칭한다. 

7) 사전은 부사의 경우 일관적으로 ( )를 표시하고 그 안에 adv. 표기를 기재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

는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고, 이는 추 후 연구 분석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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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配分되어 있는 語句, 表現 또는 方法이 極히 古格的임을 깨닫게 되었다.”

     인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윤을수 신부는『羅鮮小字典』이 내용면에서 라틴

어가 구축하고 있는 의미 세계를 전달하기에는 모자라는 사전으로, 기술 형식

면에서도 시대에 동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 기초해 그는 1936

년 7월에 동성신학교(현 가톨릭대학교)에서 새로운 라틴어-한국어 사전을 기

획하는데, 이 기획을 통해서 탄생한 사전이『羅韓辭典』8)이다. 이 사전은 윤을

수 신부가 역설하고 있듯이 형식면에서 학습용 단어장 수준을 넘어서서 2개어 

사전으로서 완전한 골격을 갖춘 사전이다. 내용면에서, 특히 한국어 대응에 있

어서도 윤을수 신부가 주창하듯이, “羅甸語가 本質的으로 包有하는 文化的振

幅度”를 담아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전이다. 그래서 이 사전은『羅鮮小

字典』과는 달리 표제 라틴어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들이 매우 풍부하고 자세

하며 체계적이다.

   『羅鮮小字典』과 윤을수 신부의『羅韓辭典』에 이어『라틴-한글사전』이 

1995년 4월에 출판된다. 이 사전은 허창덕(1919-1992) 신부의 평생 역작이

지만, 허 신부는 작업 진행 중에 얻은 암으로 사전 출판을 보지 못하고, 1992년 

7월 별세했다. 이 사전은 이 후 백민관, 최승룡, 장익, 성염 등의 후학들이 완성

한 수작으로 오늘날 라틴어 학습자와 라틴 문헌 연구자들이 애용하는 사전으로 

활용되고 있다.『라틴-한글 사전』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독일인 라틴 문헌학자인 N. Gross가 1995년『서양 고

전학 연구』제 9호에 자세하게 언급했기 때문이다9). 이상이 라틴어-한국어 사

전에 대한 간략한 보고이다. 

다음은 『Parvum Vocabularium Latino-Coreanum(羅鮮小字典)』과『羅韓辭

典』의 학문적 가치와 중요성이다.

 ‘philosphia(철학)’, ‘natura(자연)’, ‘cultura(문화)’, ‘societas(사회)’, 

‘oeconomia(경제)’, ‘civitas(국가)’, ‘civis(시민)’, ‘animal(동물)’, ‘planta(식

8) 이 사전은 약 20년간의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959년 1월 29일 경향신문사에서 출판되었다. 

9) 원래 김태관의 『라틴語 哲學 用語集』(영문각, 1965), 김 정남의 『라틴어분류대사전』(가톨릭대

학교출판부, 1992), 이순용의 『韓羅辭典』(대건출판사(광주), 2004) 등의 사전에 대해서도 보고해

야 하나,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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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grammatica(문법)’, ‘lingua(언어)’, ‘rhetorica(수사학)’, ‘esse(존재)’, 

‘nihilum(허무)’, ‘forma(형식)’, ‘generalis(일반)’, ‘universalis(보편)’, ‘pars

(부분)’, ‘ totus(전체)’. ‘humanitas(인문학)’, ‘idea(관념)’, ‘ratio(이성)’, 

‘individuus(개인)’, ‘inventio(발명)’, ‘investigatio(수사)’, ‘musica(음악)’, 

‘labor(노동)’, ‘ludus(체조)’, ‘의무(officium)’, ‘ius(권리)’, ‘oratio(표현)’, 

‘oriens(동양)’, ‘occidentalis(서양)’, ‘paeninsula(반도)’, ‘paradoxon(역설)’, 

‘functio(기능)’, ‘phaenomenon(현상)’, ‘phantasma(환상)’, ‘qualitas(질)’, 

‘quantitas(질)’, ‘significatio(의미)’, ‘signum(기호)’, ‘symbolum(상징)’, 

‘syllaba(음절)’, ‘theologia(신학)’, ‘universitas(대학)’, (…).      

      이 단어들은 문화·제도·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휘들이다. 이 어휘들은 

서양의 학문과 사유 체계에서 발전한 개념들인데, 이 개념들은 어떤 방식으로

든 수용되었고, 이후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어휘들이다10).  그렇다면 이 어휘들은 어떤 방식으로 한국어에 번역-수용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본고는 『Parvum Vocabularium 

Latino-Coreanum(羅鮮小字典)』과『羅韓辭典』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어 단

어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비교는 새로운 어휘들이 한국어에 어떻게 번역-소

개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본고는 

『한불 뎐』과『羅和辭典』을 동시에 비교 항목에 첨가하였다.『한불 뎐』

과의 비교를 통해서는『羅韓辭典』에 새로이 소개되는 단어들이 이전 한국어

에는 없던 새로운 어휘임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羅和辭典』과의 비교를 통해

서는 새로이 생겨나는 한국어 어휘들이 일본어 어휘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한 것

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마지

막으로 한국어 고어사전이나 어원사전을 추적하고자 했으나 한편으로는 시간 

부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마땅하게 정리된 어원사전이 없는 관계로 아쉽게도 

본 발표문에서 그 비교의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쉽고, 독자 여러분

10) 이 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시대와 철학』(13권 제 2호)는 기획 주제로 근대 한국 사회에 

철학 서적의 번역-수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 잡지에 게제 된 논문들 중 라틴어 번역과  

관련된 논문은 정준영(2003)의 “근대 한국 사회에서 서양 중세 철학의 수용과 번역의 문제-개화

기에서 1953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 『시대와 철학』(13권 제 2호), 한국 철학 사상 연구회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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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鮮小字

典』

『 羅 韓 辭

典』

『 羅 和 辭

典』

『 한 불  

뎐』
  고어사전

philosophia

본 셩 리 학 , 

격물궁리  

글

哲學, 哲學

問題, 哲學

學 說 ( 복 수

로)(이하 한

자로 표기

됨)

1. 철학 
 ‘철학’ 단어  

없음

natura
본셩, 셩픔, 

인셩

본성, 자연, 

천연성,성질, 

1.출생, 2. 

천성, 3. 본

성, 4.자연, 

5.소질, 특

징, 성격, 기

질

‘자연’ 없음

cultus
닥금이, 슝

샹, 위 이

수양, 숭배, 

경작, 문화 

1. 경작, 2

경작지, 3세

화, 양육, 4. 

생활의 관습

 ‘문화’ 없음

societas 회, 계회

회, 사회, 회

사, 단체, 협

회, 구락부

1. 공동, 2.

단체, 조합, 

결사, 3동

맹, 4. 상사, 

상회,5 수도

‘사회’ 없음

에게 죄송하다. 이 비교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작업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

에서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어찌되었든 어휘 비교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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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oeconomia 규모, 안 ㅣ

가정, 경제, 

재 산 관 리 , 

절약,저금

1.가정, 2.경

제, 3. 절제
‘경제’ 없음

civitas 읍, 읍 ㅣ

 읍. 읍내, 

도시, 국가, 

시민권

1.시민권, 2. 

시민(전체), 

3.국가, 공

동체, 4.도

시  

 ‘국가’ 없음

civis
읍인, 읍 ㅣ

사   

 시민, 공민, 

인민, 동포

1.시민, 2.동

시민, 3. 신

하

‘시민’ 없음

animal
즘  , , 금  슈, , 

륙 축  
즘생, 동물

1 .1 .생(…)

물, 2.피조

물, 3.동물, 

‘동물’ 없음

planta
쵸목, 발바

닥

식물, 풀, 초

목, 묘목, 발

바닥, 

1. 약아, 2. 

족의 리
 ‘식물’ 없음

grammatica 문법, 말법
문법, 문전, 

문법학

1.언어학,2.

문법
 ‘문법’ 있음

lingua 혀, 말 혀, 언어, 소 1.설, 2.변  ‘언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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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설, 3. 언어; 

방언  

rhetorica
문쟝법, 구

변법

수사학, 웅

변술, 

웅변술, 수

사학, 미사

법

 ‘수사학’ 없

음

sum(esse)
일다, 잇다, 

 다

있다, 존재

하다, 이다
1. 존재하다  ‘존재’ 없음

nihilum 업 것 무, 허무

1.무, 2. 공, 

3.무의미, 4. 

허무, 5. 무

가치

 찾지 못함

forma
모양, 인물, 

본

형식, 법칙, 

형태

1. 자, 형, 

외관, 2. 미

(형), 안, 용

모, 3. 양자, 

성질, 성립, 

4.형상, 모

상, 형, 인, 

5. 현상 

‘형식’ 없음

universalis 공번된

대개의, 일

반의, 전체

의, 보편적

1.종속의, 2. 

일반의 3. 

전체의 

‘보편’ 없음

norma 규구, 틀 정규, 규정, 물차, 정규, ‘규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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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별, 규범 규정, 규범

pars

목시, ㅅ작

(짝), 편, ㅅ

조(쪼)각, 깃 

한목, 일부, 

부분, 방향, 

당

부분, 지분, 

영업, 지역, 

지방 

방향, 입장

 ‘부분’ 없음

totus
온, 다, 온젼

 

온(전), 다, 

온전한

전(…), 전체

의
‘전체’ 없음

ars

예업, 슐업,

손 ㅣ조,  , 법  , 

계   

술, 예술, 방

법

1. 술, 2. 재

능, 3. 방법, 

… 10. 학, 

지식, 11. 

원리, 법칙, 

12. 학술서, 

13. 예술품

‘예술’ 없음

humanitas
인셩, 인 , 

량션, 례모

인정, 인류, 

친절, 인성, 

인 간 사 회 , 

박애, 인류

애, 교육, 지

적교화, 예

의, *studia 

humanitatis 

인문학

1. 인간성, 

2. 인정, 친

절, 3. 교양, 

예의 4. 상

품 

‘인문학’ 없

음

idea  ㅣ샹, ,     각
관념, 사, 상

상, 의식, 사

관념, 이념, 

이상, 원형
‘관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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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상 

ratio
리치, 연고, 

법, 지각

이성, 이지, 

이해력, 이

유, 도리, 방

침

1. 계산, 2. 

평가, 3. 산

정, 4. 사고

력, 분별, 도

리, 이성

‘이성’ 없음

individuus  홀수 없 

다흘수없는, 

분해할수 없

는, 개인의

1.구별, 2. 

분해
‘개인’없음

inventio 엇음이 발명, 발견
1. 발명, 2. 

독창력

 ‘발명’ 있으

나 다른 의

미로 사용됨

(자신의 처

지를 밝히고 

해명함)

investigatio 차짐이
수사, 탐사, 

조사
탐구, 검사 ‘수사’ 없음

musica
풍류, 풍악, 

음률
음악 음악 ‘음악’ 없음

labor 공부, 일

농사, 일, 노

동, 사업, 공

사, 고통

1.노동, 노

력, 2. 신고 
‘노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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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dus 노름, 희롱

체조, 유희, 

연극, 연애

오락, 체조

학교

1.유희, 2. 

운동, 연기, 

장기, 3. 오

락, 4.소사, 

5. 학교

‘학교’ 없음

officina 일 곳

공장, 제조

소, 서공장, 

조각장

1. 공장, 2. 

제조소 
‘공장’ 없음

ius 법, 권, 리면

법, 법률, 권

리, 공명정

대, 불편

1. 법규, 권

리요구, 2. 

율, 법, 3. 

특권

‘권리’ 없음

oratio
긔구, 경문, 

강논

기도, 경문, 

강연, 연설

1.화, 담화, 

발화, 2. 표

현, 수사, 3. 

주제 

 ‘표현’ 없음

oriens 동편
동, 동방, 동

양

동, 동양, 태

양신

‘동양’은 있

으나 동해의 

의 미 이 고 , 

(mer du 

Japon)으로 

나와 있음

occidentali 서녁, 서편 서편, 서쪽 1.태양이 몰 ‘서양’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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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의 나라, 서

양의

락하는 곳, 

2.서방, 3.구

주

(서쪽 바다, 

서쪽 나라의 

의미로 사용

됨) 

paeninsula
거의 셤된 

디방
반도 반도 ‘반도’ 없음

paradoxon 그 도리 역설
*paradoxa

(역설), 기론
‘역설’ 없음

functio
직분, 본분

 ㅣ옴이

직 분 시 행 , 

공무, 수행, 

완성, 연습, 

실습, 직무, 

관직, 기능, 

작용

1.실행, 2. 

기능
‘기능’없음

phaenomen

on
변, 괴변

현상, 자연

현상

현상, 천공

(...) 현상
‘현상’없음

phantasma
헛것, 허샹, 

독갑이
환영, 망상 

1.유령, 2. 

환영, 3. 환

상

 ‘환영’ 없음

qualitas 픔, 셩졍, 덕

성품, 성질, 

특성, 자격, 

[철]질

1.성질, 2. 

종류, 속성, 

상태, 

‘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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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s
얼마나됨이, 

수, 다소

수량, 다소,

[철] 양

1. 양, 정도, 

액, 수
‘양’ 없음

significatio
닐 이, ㅅ

듯(뜻)

 의미, 의의, 

본의

1.기호, 2. 

징후, 3.동

의, 4. 의미, 

의의 

‘의미’ 없음

signum
빙거, 령험, 

긔, 보 

인, 표, 기

호, 비장, 특

색, 기

 1. 기호, 2.

합도, 3. 명

령, 

‘기호’ 없음

symbolum   , 표

상징, 표상, 

도장, 부호, 

신경

1. 기호, 상

징, 2. 신앙

고백, 3. 신

경

‘상징’ 없음

syllaba
 어음, 말

 마듸

철음, 음절,

시구
음절 ‘음절’ 없음

theologia
텬 쥬 학 문 , 

쵸셩리학
신학 신학 ‘신학’ 없음

universitas 일통
대학, 일반, 

전체

1. 일반, 전

체, 보편성, 

2 . 전 세 계 , 

우주 3. 대

학

‘대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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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
테, 셩,  

립,  ㅣ물

실체, 본체, 

본질, 재산

1.요소, 내

용, 실질, 2.

실체, 본질 

‘본질’ 있음

‘실체’ 없음

structura 졔쟉, 졔도

건설, 가설, 

부설, 구조, 

조직, 제도

1.건축, 2.건

축물, 건축

술, 벽, 3. 

구조, 구성

‘구조’ 없음

      어찌 보면『羅鮮小字典』은 학습용 단어장에 불과하고,『羅韓辭典』은 평

범한 여느 2개어 사전에 불과하지만, 이 사전들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어 대응

어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

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새로운 어휘가 한국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어휘들은 근본적으로 동양적 사유체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서양적 

학문과 사유체계에서 온 것이고, 이것들은 한국 문화가 서구와 제도와 문화, 학

문체계를 한국어로 번역,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

를 보완, 증명해 주는 사실이 동사의 어휘 수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

데, 명사의 어휘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물론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한국어, 독일어-한국어의 번역, 수용 관계를 분석해야 더욱 

확실한 결론을 얻어내겠지만, 우리는 한국 근대화와 관련해서 천주교가 차지하

는 역할과 위치를 고려할 때, 라틴어가 한국어를 만나서 한국어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라틴어가 한국어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라틴어가 한국 근대화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래야만 한국어 어휘의 시대별 구성이나 증감을 알 수 있고, 

어떤 품사가 가장 오래되었는지, 어떤 어휘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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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어휘들이 일본식 번역어라는 점은 주

지하다시피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필자는 본 비교를 하

는 동안에 이 주장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윤을수 신부의 번역-조어가 일본식 번역-조어 방식과 유사하고, 많은 조어들

이 일본식 번역-조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비교를 통해서 조사해 보

면, 『羅韓辭典』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어 단어들이 『羅和辭典』에서는 발견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부는 일본식 번역-조어를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윤을

수 신부 자신이 직접 번역-조어했다는 추정을 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20세기 초반 중국의 번역-조어 

방식이 이음절 합성방식이었다고 한다. 이는 일본식 번역-조어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번역-조어하는 방식이 한자문화권의 일반적인 신조어방식이 

아니었겠냐는 추정을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분석과 연구가 필

요하겠다. 어쨌든 이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먼저 윤을

수 선생의 번역-조어가 꼭 일본어 번역어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음으

로 윤을수 신부의 조어 방식이 일본식 번역-조어 방식이 아니라 한자 문화권에 

통용되던 번역-조어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라틴어와 한문이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본다. 이를 확장해서 말한다면, 서양이 동양에 어

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하는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어휘들이 지금까지도 중요한 전문용어나 술

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어-한국어 같은 다른 

이개어 사전을 더욱 조사해 봐야겠지만,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윤을수 신부의

『羅韓辭典』에 기재된 한국어 대응 단어들은 출판기획 후 약 70년이 지난 지

금에도 큰 변동 없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 전문 단어들의 의미 중에서 없어

진 것도 있겠고, 그 의미가 확장된 것도 있을 것이다. 또 최초로 번역했을 때 그

것이 학술어/종교어로 사용하기 위해 번역했는지, 아니면 일반어로 사용하기 

위해 번역했는지도 당시의 문헌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항이다.  윤을수 신부

에 대한 연구가 천주교 교회사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언어학자, 사전집필

자로서 윤을수 신부가 한국어에 끼친 영향과 기여를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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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네 번째 보고는 비교를 하기 위해 자료를 연구, 분석하는 중에 새로이 찾아낸 

사실이다. 이 사실은 사전학과 언어학적 관점에 볼 때 학문적 자료로서『羅鮮

小字典』과 『羅韓辭典』이 매우 높은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羅鮮小字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1.『羅韓辭典』의 경우, 많은 한글 어휘들을 생략하고 있으나, 의미를 정확

히 추적할 수 있는 순수 한글 어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 이 한글 어휘들이 대부분 그 어원을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 표기되어 있

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한자 단어에서 한글표기로 전환되고, 그 단어들이 순 한

글인 양 사용되고 있는 많은 어휘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signum, I, s. n. (빙거, 령험, 긔, 보 ), jam. (adv.), 

(발(發?) 셔, 임(臨?), fingo, is, finxi, fingere. v. a. (  다, ㅅ  굼   (  꿈   ?  )  이다) 

등을 들 수 있다. 

      3. 아쉽게도 용례가 많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뜻을 추적할 수 있는 언어학

적으로나 문법적으로 흥미로운 문장들이 번역 용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컨

대 Hoc factum est a me(나  위 야 니거시 되엿다) 같은 것이다. 문장의 한

글 번역은 현대어 기준에서 보면 문법 위반 현상이다. 그런데 이 사전의 집필자

가 비문을 기재하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명해

야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석, 조사를 더 해 본 결과, 재미있는 새로운 사

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라틴어 Ab은 영어의 by에 해당하는 단어로 수동문 표

현에 등장하는 전치사이다. 그런데 한국어 문장이 실은 이를 수용할 만한 표현

기제가 없기 때문에, ‘-  위 야’의 표현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러한 용례들이 

몇 개 더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지면 관계상 줄이고, 언어학적으로 흥

미로운 다른 표현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라틴어 접속

사는, nam, quia, quod(연고 , 인하여, 임의)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은 “왜냐하면… 때문이다” 구문이다. 그런데 사전 용례에서는 “왜냐하

면…”의 구문구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풍부한 문헌

조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100년 전의 조선어에서는 “왜냐하면…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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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문이 한국어에 서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국어 

구문 문제와 관련해서 통사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예컨대 라틴

어 관계 대명사 qui, quae, quod에 한국어 표현 ‘바, 뎨, 쟈’를 대응시키고 있다

는 점이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어에 관계 대명사 표현

형이 존재하지 않지만, 라틴어 번역 과정 중에 관계 대명사의 기능과 의미에 해

당하는 표현을 찾아 대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국어는 관계 대명사 구문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나, 과연 한국어의 의미구조, 그

러니까 한국어의 언어 외적 표현-대상 세계가 관계 대명사 구문을 필요로 하는 

의미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통사구조에서 그

것을 실현하지 못했고, 그럴 필요가 강력하게 제기되지 않아 통사구조로 정착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한국어가 아직도 진화 중이고, 변

화 중에 있는 언어이므로, 통시적 관점에서 문헌 자료의 추적을 통해서 관찰해 

볼 만한 주제이다. 이렇게『羅鮮小字典』은 한국어 변화 혹은 진화 과정을 밝

혀 줄 매우 중요한 문법과 어휘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4.『羅鮮小字典』의 학문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바로 이 사전을 이용해 라

틴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이 사전을 이용

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의

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나중에 조선어 문법의 체계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

겠다. 왜냐하면 예컨대 주시경 선생의 ‘니 씨’, ‘움직씨’ 같은 품사 개념이 갑

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언급해야 할 바는 

한국 천주교 선교 초기에 활약했던 프랑스 ‘빠리 외방 전교회’ 소속 신부님들의 

“조선어 연구” 노력이다. 예컨대, 1874년 파리에서 출간된 사를르 달레 신부는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11). 달레 신부의 조선어 

연구는 실은 1866년 병인박해 때 소실된 것으로 전하는 뿌르띠에 신부의 조선

어 연구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달레 신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

다: 

     

 “그러나 가장 아까운 손실은 그의(뿌르띠에 신부) ‘朝鮮語 硏究’를 잃은 

것이니, 아주 광범한 문법서와 羅韓漢辭典을 10년간 계속 연구하고 공부

한 끝에 탈고한 길이었던 것이다.”12)

11)참조 샤를르 달레(1987: 상권 126-161). 

12) 상동 하권 p.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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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적들이 혹 일부분 이나마 필사본의 조각이라도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헌은 서구어 문법 체계가 조

선어의 문법 체계화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적하는 중요한 자료

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추적-작업이 시급한데, 이는 국어학사를 바로 세우

는데 중요한 학적 작업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서구어의 문법 연구가 한국

어 문법 체계화에 끼친 영향사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촉구한다. 

      

      5. 최종적으로『羅鮮小字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가치는 소자전에 기재

된 한국어 어휘들의 품사적 분류와 통사적 기능에 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100년 전 조선어 문장을 접근할 때, 

우리는 한 문장에 들어 있는 통사적 단위들이 도대체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구

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19세기 조선어 문법

책이 없고, 이 시대의 어휘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18, 19세기 공시 사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羅鮮小字典』의 조선어 어휘들은 라틴어 문법체계의 분류

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맞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羅鮮

小字典』이 최소한 19세기의 조선어와 조선 문헌을 항해하기에 필요한 기본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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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팀은 외국의 도서관이나 연구소가 소장하는 자료들에 못지않게 귀중한 문헌들이 서울
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자료실에도 수십 권의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
으로 이와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 

  먼저 고문헌 자료의 측면에서 물리적 소장가치가 있는 문헌들을 다수 확인했다. 예를 들면, 
『중국 전례 보고서』는 원문이 필사본으로 내용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소장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은 최초의 원전 혹은 원전에 가장 근접한 문헌으로 추정
된다. 만약 이 문헌이 최초의 원전 필사본이라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보물을 소장하는 것인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문헌들의 경우도, 시리아어 원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초판본들로 
본 연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대어 번역 및 주해가 전혀 된 적이 없고, 따라서 이 문헌들도 
거의 원천 필사본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바르 헤브라이우스는 pax Mongolica로 
대변되는 몽골 제국의 역사와 징기스칸에 대한 많은 보고와 기록을 남긴 학자이다. 이와 관련해
서,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에 소장되어 있는 주바이니(Juvayni)의 몽골 역사에 관
한 페르시아 역사서가 이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문헌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들
은 이후 동서교류연구에 주요한 사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르 헤브라이우스가 시
리아어로 저술한 성경 주해서들은 시리아 정교회와 중국의 네스토리우스 정교회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데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내용의 측면에서 엄밀한 학적 연구가 요청되는 혹은 추가적으로 후속 연구가 시급한 
자료들이 있다. 이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동서문명 교류

  본 연구팀이 조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에는 동서문헌 교류의 
실제를 보여주는 문헌들이 상당수 소장돼 있다. 이 가운데 고중세 이래 한국을 소개하는 문헌들
도 있다. 대표적으로 『길과 왕국에 관한 책』(Kitâb al-Masâlik Wa’l-Mamâlik)은 흥미롭게도 신
라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동방의 세계를 기술하면서 마지막 대목을 “중국으로 가는 
길의 연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술한다. 이 부분에 중국에 관한 상세한 기술과 함께 신라에 관한 
기록이 있다. “중국의 끝, 칸슈(Kânçou)의 정면에 산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이름이 신라
(Schylâ = la Corée)며, 여러 개의 공국(principauté)으로 나뉘어 있다. 그곳엔 금이 풍부하다. 
그곳에 간 이슬람교도들은 이 지역에 영주(永住)하곤 한다. 그곳이 제공하는 모든 장점들을 누리
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관해 알지 못한다.”(p. 51) 이것은 이와 
함께 일본(Wâkwâk)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인도의 독특한 신분제도인 카스트에 관해서
도 기록이 있는데, 7개의 카스트가 있다고 소개하며, 힌두인들 사이에는 42개의 종교적인 섹트가 
있다는 보고도 덧붙인다. 따라서 이 책은 9세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동양 
세계와, 요컨대 신라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문헌 자료이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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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엄밀한 연구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이 책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서』를 바탕으로 지어졌으
나 당시 확장, 발전된 동양의 지리에 대한 정보가 덧씌워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을 바탕으
로 많은 지도가 실제로 제작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2) 한국 관련 자료
  또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에서 본 연구팀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남긴 문헌들을 상
당수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이 문헌들 가운데 흥미롭게도, 임진왜란 이후 조선을 소개한 자료들 
상당수를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세 문헌을 들 수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할 문헌은 『일본 포교사』(De Rebus Iaponicis, Indicis et Pervanis 
epistolae recentiores, 1605)이다. 이 책은 1605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프에서 출판되었다. 표지
는 나무판에 돼지 가죽을 입혔고, 화려한 장식이 새겨져 있다. 서명은 <이아포니아(일본), 인디아
(인도), 페르바니아(원래 이 지명은 남미 페루의 라틴어식 명칭이나, 이 책에서는 아마도 필리핀
의 섬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대한 서술한 새로운 편지 모음>이다. 특이한 것은 이 책
이 수십여 통의 편지을 모아 엮은 책이지만, 이 편지들을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바로 “조-일 전쟁(임진왜란)”이다. 이 전쟁의 명칭부터가 흥미롭다. 예수회 선
교사들은 이 전쟁을 “코라이 전쟁(Bellum Corai)” 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이유와 전쟁의 전개 상황과 결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다는 점도 매우 흥
미롭다. 
  다음으로, 마테오 리치의 『중국포교사』(De Christiana expeditione apud Sinas suscepta ab 
Societate Jesu, 1615)에도 “코라이 전쟁”으로 소개되는 임진왜란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띈다. 물
론 이 책은 코라이 전쟁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해
야 할지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보고가 발견된다. 코라이 전쟁의 영향으로 예수회 신부들이 겪었던 
고생에 대한 보고다. 다음은, 마테오 리치가 『중국포교사』에 남긴 “코라이 전쟁”에 대한 보고이
다. 

이아포니아인들이 코리아 왕국을 침범했다. 
남창(南昌)에 당도했을 때에, 모든 곳이 공포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이아포네스인들이 그들의 
영토로부터 출발해서 코리아 왕국을 적의로 가득 찬 군대를 보내어 침공했기 때문이다. 코리아 왕국은 시나에 
많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시나의 보호를 받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아포네스인들의 공
격을 물리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어 보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 우리를 따뜻
하게 맞아 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행동거지와 용모가 수상한 사람이나 모든 면에서 떠돌이로 여
겨지는 사람을 집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붕을 제대로 갖추
지 못한 조각배에서 찌는 더위를 견뎌 냈어야만 했다.   

  인용은 코라이 전쟁이 중국 본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을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용은 키나 
본토 전체가 전시(戰時) 체제로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코라이 전쟁이 코라이 전쟁이 동
아시아 전쟁이었음을 전거라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서양의 동진(東進) 운동의 연장선에서 발발한 
전쟁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에 코라이 전쟁은 세계사
의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쟁 때문에 마테오 리치 일행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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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경의 조그만 배에서 더운 여름을 견딜 수밖에 없었음은 흥미롭게도 “코라이 전쟁” 탓이었
다. 
  마지막으로, 아담 샬의 『중국포교사』(Historica relatio de ortu et progressu fidei 
orthodoxae in regno Chinensi per missionarios Societatis Jesu ab anno 1581 usque ad 
annum 1669, 1672)에서도 조선에 대한 당시의 기록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저자 아담 샬 
신부와 조선의 소현 세자(1612-1645)가 깊은 교류를 나누었고 특히 세자가 서양 학문과 서양 종
교인 그리스도교에 보인 그의 입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록을 담겨져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전거가 소현 세자가 아담 샬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소현 세자가 직접 쓴 한문 텍스트인
데, 그 내용에 감동해서 아담 샬 신부가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원문이 이 문헌
에 수록돼 있다.

3) 사전류
  본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舊 경성제국도서관 소장 자료에는 19세기 예수회 신부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사전들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자성강목』, 『라한소사전』, 『베트남어-라틴
어 사전』, 『라중사전』, 『태국어-라틴어 사전』 및 각종 총감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료들은 
19세기 아시아의 언어를 비교 연구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산들이다. 라틴어를 연구 기축으로 삼
아 19세기 아시아 언어 비교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틴어-중국어(한
자)-한국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를 비교할 수 있는 아카이브의 구축을 통해, 19세기 한자의 
의미가 각기 어떻게 독자적인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었는지를 살피고, 다른 한편으로 범(凡) 한자 
문화권에서 동양의 언어들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정체성을 만들어 갔는지를 살필 수 있는 것으
로 전망한다. 이는 근세 초기에 서양 근대 주요 개념들이 라틴어에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갔는지를 살피는 것과 유사한 연구 사례가 될 것이다. 

  이어서 셋째로, 본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범례가 될 만한 고문헌 서지 목록과 해제집을 
그 성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런던
의 Soas 대학 도서관은 Western Books on China published up to 1850, Rome: Chinese 
Books and Documents In Jesuits Archive, California: Ricci Institute’s Catalogue, 
Taiwan: Ricci Institute’s Catalogue와 같은 목록 해제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은 이와 같은 독자적인 고문헌 목록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화 되어 있다. 드디어 이에 준
하는 목록 해제집을 연구 결과물로 본 연구팀은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 기간의 제한과 제
반 연구 조건의 한계로 인해 모든 문헌에 대한 기본 해제와 상세 해제를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만으로도 본 연구팀이 제시한 계획에 일부는 달성했다고 자부한다. 이와 관련해
서, 본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전산망이 국제적인 학술 아카이브와 단절돼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면, Sinica Biblitheca 2.0는 원문을 디지털화해 공개하는 도서관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Bayerische Staatsbibliothek (URN: urn:nbn:de:bvb:12-bsb10569631-7)
>Google Books (Original from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digitized 11 

June 2013)
>Internet Archive (digitizing sponsor: Googl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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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reference: VD18 14575647-001, BS 893 f.
Entry in Wiener Chinabibliographie

  본 연구팀은 이 목록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역시 연계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동서 문헌 
교류 자료들은 세계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지만, 조만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문헌 자료들을 
통합되는 시기가 곧 올 것이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도 귀중한 문헌들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장기적으로 다음 다섯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첫째, 동서 문헌 교류사에 대한 연구에 토대 역할을 할 것이다. 예컨대, 『길과 왕국에 관한 
책』(Kitâb al-Masâlik Wa’l-Mamâlik)은 고대의 동서 교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료이나 
아직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둘째, 아시아학의 보편화 시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 포교사』(De rebus 
Iaponicis, Indicis, et Pervanis epistolae recentiores, 1605)는 서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아포니아(일본), 인디아(인도), 페르바니아(원래 이 지명은 남미의 페루의 라틴어식 명칭이나, 
이 책에서는 아마도 필리핀의 섬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대한 서술한 문헌이다. 아시아
의 여러 지역에 대한 아시아 내부의 시각이 아닌 서양인의 시각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데,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이들의 시선이 한편으로 근대의 제국주의적 시선이 아닌 상대
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한편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학문 
방식이 아닌 서양의 학문 방식에 의해서 관찰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귀중본실에 
소장되어 있는 상당수의 문헌들이 개별 국가의 경계와 역사를 넘어서는 지평에서 기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팀은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서양 문헌에 나오는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더 정

확하게는, 조선인과 조선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정리하였고, 이 기록들은 한국인과 한국을 이

해함에 있어서 나름의 학문적 기여를 할 것이다. 
  넷째,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본 연구팀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

한다. 한편으로, 문헌 조사 작업은 문헌학의 전체 작업 과정에서 첫 단계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완료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귀중본실에 있는 문헌들을 학술적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후에 연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의 현대
화와 대중화가 절실하다. 특히, 현대화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문헌에 대한 학문적 신뢰도
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팀은 문헌조사의 결과를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서 교정본 작업 혹은 
비판 정본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예를 들면, Breuis relatio eorum :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 Hi circa coeli, Cumfucij et 
avorum cultu datam anno 1700. Accedunt primatu, doctissimoruq[ue] viorum, et 
antiquissimae traditionis testimonia([Antoine Thomas])는 비판 정본(editio critica) 작업이 
매우 시급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라틴어로 저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 정본 작업은 
본 연구팀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문헌에는 한문 원문도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팀은 귀중본에 소장된 개별 문헌들의 해제를 구성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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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관된 문헌과 관련된 연구사를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검색창으로 제공하는 라틴 문헌들에 대한 서지 정보들
에는 크고 작은 오탈자 등의 오식이 너무 많다.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본 연구는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았다. 이에 대한 정보는 해당 문헌의 기본 해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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