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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 팀에서는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된 독일어, 불어, 영어 등 서양어 자

료들 중 역사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료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 자료들

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했다. 먼저 거의 모든 지역과 주제를 아우르

는 소장 도서의 방대한 범위를 볼 때 제국대학이 표방하고 있던 보편적 교양

주의에 대한 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쟁, 제국주의, 인종주의 

등 몇몇 구체적 주제들을 통해 이 장서들이 제국 경영의 실제적 필요를 충

족시키는 기능 역시 아울러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국 경

영의 측면에서 볼 때 이중적인 배제의 카테고리라 할 사회주의 여성 관련 

도서들이 발견되는 데서 잘 드러나듯이, 실제 수장 도서들이 일사불란하게 

식민주의 지배 체제를 구현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교수들과 학생들의 

학문적 요구, 서구를 ‘따라잡으려는’ 일본의 욕망, 그리고 도서관의 도서 구

매 관행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장서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각 언어별 구

성 및 특징을 보면 장서 구성에는 단지 일본 제국의 관심뿐만 아니라 각각

의 국가들의 학문 및 출판 경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각 언

어별 역사서들이 일본에게 필요한 서양의 근대를 구현하는 ‘임무’에 있어서 

각기 차별화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제국의 목표와 그 실

제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아카데미에서 작동했던 방식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명 틀을 만들고자 했다. 이와 함께 분석한 수장 도서들 

중 사료로 분류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들, 도서 전시회 혹은 인터넷 전시회

에 쓸 수 있는 자료 등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도서들의 학문적, 교육적, 대중

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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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문서고의 학술적 중요성을 환기하고 서양서 

부문에서 자료들의 체계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경성제

대 도서관은 단순히 식민지 대학이 아니라 ‘대륙 유일의 제국대학’을 건설하려

던 일본 식민 당국의 의도가 집약된 곳이었다. 당시 경성제대 부속 도서관은 

조선 최대의 도서관이었던 조선 총독부 도서관(33만 권)보다 월등히 많은 55

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식민지 조선 최대의 근대 도서관이었다. 여기에는 일본

과 조선 및 기타 동북아시아에 관한 자료들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의 법, 제

도, 사회 문제, 식민지 경영, 동양학 연구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는 한국 학계에서는 식민지배를 상징하는 “그

들”의 학교로 치부되고, 일본 학계에서는 “외지”의 대학으로서 간주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그 역사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학문적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

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근대 학문의 역사적 계보를 복원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게 됨으로써, 경성제대가 중요한 학문적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경성제대 부속 도서관 역시 ‘지식-권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1)

  경성제대 부속 도서관과 관련하여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료에 대한 활

1) 경성제대의 역사에 관해서는 정준영,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박사논문, 
2009; 정근식 외,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경성제국대학 연구(서울대출판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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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극히 낮다는 것이다. 특히 고문헌실 열람 기록을 보면 동양서(주로 한

국사, 국문학, 동양사)는 비교적 활용이 되고 있음에 반해 서양서는 거의 방치 

중인 상황이다. 2010년 고문헌 자료실 이용자료 열람 기록을 보면 2명 이상이 

이용한 자료 226건 중 서양서는 10종에 불과하며, 3인 이상이 열람한 서양서

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동양서(총 185,534권)에 비교할 때 서양서(총 123,887

권)는 양과 질 양쪽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연구와 

활용의 측면에서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다. 고문헌실 자료의 실체적인 면

모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서 파악을 위해서는 독일어, 영

어, 불어, 희랍어, 러시아 어 등 여러 언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연구진 구성이 

필요했던 탓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직 경성제대 부속 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초보적인 상황인 

가운데, 경성제대 도서관의 방대한 서양서 자료 가운데에서도 주로 서양사를 

중심으로 서양서의 언어별, 주제별 구성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서양서 자료들

의 학술적, 대중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

표들이 추구되었다. 

  첫째, 경성제대의 서양사 자료들을 분석하고 경성제대 도서관과 서양사 관련 

교수진과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근대 서양사 연구의 계보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의 생성사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큰 틀에서는 서

울대학교의 지적 생성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서양사 자료들의 전체적인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제국  대학이 식민지 

통치에 있어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지를 밝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식민지 시대

의 지적 지형도를 재구성해보고자 했다. 특히 경성 제대 도서관이 식민지 경영

의 도구로 적극 활용되었는지, 그랬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식민지 통치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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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셋째, 현재 국제적으로 식민지 문서고의 구성 및 성격에 대한 초국가적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연구는 제국 통치를 경험한 다른 나라

의 식민지 문서고와 고등교육기관 도서관들과의 폭넓은 비교 연구 및 학문적 

교류를 위한 기반 작업이 될 수 있다. 경성 제대 도서관 분석 자료들은 이후 

동경 제대 혹은 타이완 국립대 등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일본 제국의 학문 생

산 체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연구의 근간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넷째, 경성제대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들의 대중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

안을 제안해보고자 했다. 제국 대학 그룹의 일원으로서 야심차게 출발했던 경

성제국 대학은 초창기부터 학교 운영재원에서 도서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고, 그만큼 질 좋은 여러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소장 

자료들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내의 인문사회과학 부문 간 학제 간 연구를 촉

진하기 위한 고유의 연구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중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도서전시회들을 기획하거나 소장 자료들을 활용한 

교재 개발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했다.  

Ⅱ. 연구의 동향 및 배경

  본 연구는 현재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식민주의 및 탈식민주

의 연구와 궤를 같이 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식민지 문서고와 고등교

육기관 도서관 설립은 비단 일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

에서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이 기관들이 식민지 독립 이후 국립도서관이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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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학 도서관으로 그대로 이어지거나 장서를 넘겨받는 것 역시 식민 지배에

서 벗어난 국가들의 경우 공통된 현상이었다. 

  현재 국제적 연구 동향에 따르면 문서고는 단순히 사료보관소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문서고의 조직과 구성 자체가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의 역사학, 인류학 연구들은 학자들이 문서고의 ‘내용’(사료)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오히려 문서고의 형성 과정에서 개입하는 

정치적, 인식론적 권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의 저명한 인류학자 앤 스톨러

(Ann Stoler)의 말을 빌려보기로 하자. “무엇이 문서고를 구성하는가, 문서고

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특정 시기마다 어떤 분류 체계와 인식론적 관점이 

사용되는가 하는 문제들은 식민지 정치와 국가 권력의 핵심 사항들이며 또한 

이를 반영하기도 한다. 문서고는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정부가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기술이었으며, 비밀 엄수, 법, 권력 사이의 연결 관계를 둘러싼(또한 이

를 증거하는) 표준화된 믿음의 저장소이기도 하다.”2) 

  본 연구는 경성제대 부속 도서관과 같은 식민지 문서고 및 도서관들의 장서 

구입 및 조직 분석을 통해 식민지 국가의 통치형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특

성, 식민지적 지식과 교양 형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다. 특히 

구입된 서양서들의 질과 양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학문 발달의 방향성과 깊

이를 가늠하는 한편, 일본이 서양 국가들에서 무엇을 배우고자 했는가, 즉 일

본과 식민지 조선에게 과연 서양, 그리고 서양이 표상하는 근대란 무엇이었는

2) Ann Laura Stoler, “Colonial Archives and the Art of Governance”, Archival 
Science 2(2002), p.87; Stoler, Along the Archival Grain: Epistemic Anxieties and 
Colonial Common Sens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Christopher 
Bayly, Empire and Information: Intelligence Gathering and Social Communication 
in India, 1780–1870(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Sonia 
Coombe, Archives Interdites: Les peurs françaises face à l’Histoire 
contemporaine (Paris: Albin Miche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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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일본 식민주의 국가의 주요 과제와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식민주의 국가들 사이의 지식과 정책의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었다. 

  동시에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에서 고등 교육 및 학문 발전이 이전 제국주의 

시대에 구축된 문서고에 기초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독립 이후 근대 학

문 및 교육 체제 형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탈식민주의적 테마들에 관한 연구

에도 유용할 전망이다. 한국의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식민지 과거에 대한 부정

과 과거 청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식민지 교육과 독립 이후 근대 교육 건설 

과정 사이의 연결 관계를 외면해 왔으나, 최근 10여 년 동안 연구 풍토가 많

이 바뀌었다. 경성제대 연구자인 정준영의 말처럼 “‘식민적인 것’이 종전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근대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청산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며 ‘근대적인 것’도 마냥 긍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인

식이 공감을 얻으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식민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의 상호

교착에 주목하게 되면서, 식민과 근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회색지대’에 남아

있었던 식민지의 제국대학도 학문적 분석의 대상으로 ‘소환’되었던 것이다.”3) 

  그렇다면 식민지 교육과 학술의 역사와 이것이 독립 후 근대 교육에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좀 더 분명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

에게 영향을 미쳐왔던 식민주의적 유산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제

까지 법학, 의학, 철학, 국문학, 자연과학 교육 등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시

도되어 왔으나 서양사의 경우 거의 없는 실정이다.4) 본 연구는 독립 후 한국

의 서양사 연구 및 세계사 교육에서 식민지의 교육과 연구 체계가 남긴 유산

3) 정준영, ｢잊혀진 대학의 흩어진 문서고｣, 일본학 30집, 166쪽.
4) 법학교육, 철학교육, 한국어학 및 한국문학교육, 의학교육, 자연과학 및 공학교육, 인류학 

교육 분야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정준영, ｢잊혀진 대학의 
흩어진 문서고｣, 일본학 30집, 1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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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전망이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경성제대 사학과에 대한 연구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제국 대학 내부에서 서양사 연구와 

교육을 둘러싼 생태계를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었다. 당시 법문학부 내부에서 

서양사 연구실이 없었던 상황에서, 서양사 연구와 교육이 학교 교육 내에서 어

떤 위상을 점하고 있었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서 구입에서 개

별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증언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양사 장서 구성

은 교수들의 연구 주제 및 관심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5) 

수업 개설의 경우에도 개설이나 연습, 강독 등의 과목을 제외하면 특수강의는 

대개 교수들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개설되었다고 한다.6) 

  문제는 일본 본토의 역사학 3분과 중 국사와 동양사에 부여된 강좌수 및 교

수 인력과 비교할 때 서양사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역사

학의 3분과 학제 자체가 일본 특유의 것으로서 일본의 제국대학에서 따온 것

이다. 여기서 국사, 즉 일본사는 제국의 일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주요

한 분야로서, 그리고 동양사의 경우 대륙 진출 및 ‘동양연구의 권위’가 되려는 

경성제대의 본 목적과 결부되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았다. 그와 비교하여 서

5) ｢도서관좌담회기사｣, 경성제국대학학우회회보 1932.
6) 장신, ｢경성제국대학 사학과의 자장｣,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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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교육 및 연구는 매우 부실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한 무관심이나 

여력 부족인가, 아니면 의도적 선택인가? 

  기존 연구를 보면 일제가 식민지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서양사 교

육을 꺼려했다는 통설이 있는데 실제로 사학과의 편제나 장서 구성 분석을 통

해서 이 가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서양사 교수진의 

구성 및 성격, 서양사 강좌들의 구성 및 성격, 서양사를 선택한 학생들의 연구 

경향 등을 탐구함으로써 경성제대 구성원들과 도서관 서양사 장서들 간의 연

결 관계를 재구성해보고자 했다. 1장 말미에서 이에 대해 상술하겠다.

2. 양적 분석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서양서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작업 및 내용 파

악 작업이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서양사와 관련된 자료들에 관한 실체를 파악

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현재 목록과 도서관 원부를 비교 대조하여 유실된 자료

나 재배치된 자료들을 확인하는 한편 과거의 분류 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서양 역사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들을 재분류하고 이에 대한 양적 조사와 통

계 작업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서양사 분야에 관하여 언어별, 주제

별로 가능한 범위의 총목록을 작성하여 향후 연구 작업의 기초를 마련했고, 자

료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귀중본이나 특이본을 추출하는 작업 역시 부분적으

로 병행했다.

  경성 제대의 서양사분야 도서는 영어 서적 2000여권, 독일어 서적의 경우 

1562권, 프랑스어 서적은 628권, 고대사 분야의 경우 500여권에 달하고 있다. 

경성 제대의 서양사 분야 도서에 대한 조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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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대한 학제간 연구가 필요했다. 예컨대 다수의 독일어 서적이 고대사 관련 

서적이며, 독일어로 된 프랑스사 도서도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 언어권을 총괄하여 어떤 주제의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

었는지를 살펴보았고, 구체적으로는 발간연도별, 주제별 장서 소장 상황에 대

해 분석했다. 아울러 정기 간행물의 경우 단행본보다 연구자들의 관심을 반영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 구비된 정기 간행물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았다.

3. 질적 분석 

  이러한 장서 구성과 양적 분석에 관한 기반 작업 후 이를 바탕으로 경성제

대 도서관의 설립 배경 및 경성제대 서양사 연구와 교육이 장서 구성에 어떻

게 투영되었을 지에 대한 질적 접근을 시도했다. 경성 제대의 설립 과정은 식

민 당국, 선교사들, 그리고 식민지 조선인들 간의 치열한 경합으로 점철되고 

있었다. 경성제대는 식민지 대학이면서 동시에 제국대학의 일부로서 본국의 대

학이 요구하는 교양주의를 충족시키고 식민지에 대한 학문적 헤게모니를 구축

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성제대는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실

용적 지식 외에도 폭넓은 주제들을 망라하는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갖출 필요

가 있었다. 제국대학의 식민지에 대한 독점적 지식 생산과 통제라는, 보다 넓

은 의미에서 서양사나 서양서 교육과 장서 구성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있었

나? 아니면 그것은 제국대학의 교양주의의 일부에 불과했었나? 

  서양사 관련 장서 구입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다른 분야의 장서 구입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비교할 수도 있다. 예컨대 경성제대 법학 분야의 도서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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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정근식은 경성제대 법학 연구가 보편성을 추구하기보다 조선을 대륙 침

략의 전진기지로 인식하는 일본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양사학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이 명확히 보이지 

않고 보편적 교양주의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양서들이 일본 제국주의 정책과 전혀 무관했던 것도 아니다. 본 연구에

서는 경성제대 서양서들을 통해 도서관 장서 구성이 보편적 교양주의를 바탕

으로 하면서도 식민지 지배의 도구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20~1945년에 이르는 역사적인 변화가 서양사 관련 도서 

구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부속도서관은 1938

년 이전까지는 아카데미즘 확보를 위해 서양서 구입에 적극적이었다. 일본 제

국주의의 경우 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충성심과 애국심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조선 개개인에게 정당하고 행복한 것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오

히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보편적인 교양주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에는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국가주의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인다.7) 1937년 만주에서 있었던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도서관이 “문서 선전

기관”으로 규정되었고, 1938년 5월 12일에는 총독부 학무국장은 도지사, 대

학, 각종 학교장에게 통첩하여 연구상 필요한 것을 제외한 외국도서잡지의 수

입을 제한했다. 외국 잡지들의 구독을 중지하거나 구입 부수를 줄였으며, 수업

에서도 가급적 원서 사용을 금했다고 한다.8) 1938년 이후 이전의 귀중본, 조

선본 분류 외에 도서분류에 특수도서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도서관에 

7) 이나미, ｢일본의 조선 지배 이데올로기｣; 강만길 외,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선인, 
2004).

8) 경성일보, 1938. 5.13; 정근식,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용｣, 59쪽.



14

남아있는 목록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자료들의 한계 내에서 이 전환이 

도서관 장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4. 키워드 분석 

  연구는 각 언어별로 진행되었지만 중간조사까지 드러난 경향성에 기초하여 

몇 가지 공동 키워드들을 추출해냈다. 아래의 공동 키워드와 함께 각 언어별로 

두드러진 주제들을 각자 분석하고 이를 추후에 비교함으로써 장서 전체에 반

영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들과 제국 경영과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가. 동아시아 : 일본, 중국, 한국

  최초로 서구화에 성공한 동양 국가로서 일본은 서양이 자신과 동양을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도서관에는 근대 초부터 현

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서양의 선교사, 여행

가, 지리학자, 인류학자 등이 작성한 자료들이 방대하게 수집되어 있다. 동아

시아에 관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자료들을 수집, 비교함으로써 서양서 자

료 속에서 일본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이 속에서 많은 고지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본 연구팀은 이에 착안

하여 불어, 독일어, 영어로 된 각국 지도들에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

국과 일본의 국경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나. 전쟁

  도서관 장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 중 하나이자 일본 제국과 관련하여 



15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전쟁이다. 청일 전쟁, 러일 전쟁, 1,2차 대전을 넘어서

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과 관련한 자료들

이 폭넓게 소장되어 있다. 특히 주제의 측면에서도 전쟁의 원인과 경과, 전쟁 

경험과 기억, 전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도 자료들, 전후의 평화 협상과 배상

문제 및 외교조약 등 전쟁의 역사에서부터 전시 실무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

이 소장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전쟁에 대비하여 학술적인 준비를 하고자 했다

는 추론도 무리가 아닌 듯하다.  

다. 제국, 식민주의, 인종주의

  이 키워드는 경성제대가 일본 제국의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국 경영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서

양의 식민지 경영 및 제국주의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일본이 

제국주의 경영을 위해 서양 제국을 어떻게 거울삼았으며, 제국 간에 식민주의

적 이념 및 실천이 어떻게 교환되었는지 탐구할 수 있었다. 

5. 해제 작업

  귀중본 또는 서가구성상 독특한 특징을 보이거나 특별히 강조된 책, 특히 중

요한 저자들에 대해서는 각 언어 자료별로 간단한 해제 작업도 병행했다. 이는 

서가 구성을 단순히 양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성제대 도서관이 제

공했던 지적 기반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관련 서양 도서들의 경우 명지대 도서관의 LG-연암문고

에서 이러한 작업을 이미 수행하였으나, 경성제대 소장 도서들을 다 망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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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다. 오히려 부속도서관의 소장 도서들은 LG-연암 문고의 수집본들 

만큼이나, 혹은 이보다 양적, 질적으로 우수할 수도 있다. 따라서 LG-연암 문

고의 해제 및 전시 작업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연구를 

수행했다.

IV. 경성제국대학에서의 서양사 연구와 교육

  경성제대 사학과는 1926년 대학 설립과 더불어 설치되었다. 1926년 사학과 

강좌 개설 당시 일본사, 조선사학 강좌 2, 동양사학 강좌가 존재했으며, 서양

사학 강좌는 2년 후인 1928년부터 개설되었다. 그러나 일본 본토의 역사학 3

분과에 부여된 강좌수 및 교수 인력과 비교해 보면 경성 제대 서양사의 위상

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서양사 담당 교수는 1명으로서 1928년부터 41년까

지는 가네코 고스케(金子光介) 교수가, 41년부터 해방시기까지는 다카하시 고

하치로(高橋幸入郞) 교수가 서양사 강좌를 담당했다.  

  먼저 1대 서양사 강좌 교수를 지낸 가네코 고스케는 1941년까지 서양사 강

좌를 담당하였기에 서양사 분야의 교육에 미친 그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고 볼 수 있다. 가네코 고스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서양사 강좌의 전

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인명 사전들의 범주 내에서는 

가네코 고스케의 항목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국사 편찬 위원회의 한국사 데

이터 베이스나 그 외의 논문과 신문 자료, 그리고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 저자

명 전거록 등의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그의 인적 사항을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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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코 고스케 金子光介

  - 1888년 生･1974년 没

  - 원적지는 후쿠이 현福井縣 난조 군南條郡 다케후 쵸武生町 기타고 무라

北府村

  - 서양 근대 문명사西洋近代文明史 전문.

  - 1914년 7월 동경제대東京帝大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11월 

아이치 현愛知縣 제 4중학교第四中學校 교유敎諭가 되었다. 1918년 오사

카 부립 다카쓰 중학교大阪府立 高津中學校 교유敎諭, 1920년 5월 도쿄 

부립 제 2중학교東京府立 第二中學校 교유敎諭를 역임하고 1926년 4월 

경성 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조교수가 되어 조선으로 건너왔다. 동시에 재

외연구원在外硏究員으로서 영국·독일·프랑스 각국에 유학하고 1928년 1월 

귀국했다. 1928년 3월 교수로 승진하여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9) 교수

로 재임하였다.

  - 저서로 『최근 독일의 발전最近獨逸の發展』（アカギ叢書第108編 赤城正蔵 

1914）･『서양 문화사요西洋文化史要』（三和書房 1952）･『근대 서양 문화

사 개관近代西洋文化史概觀』（世界思想社 1954）등이 있음.

  - 특이 사항으로 경성제대에서 1928년부터 그가 서양사학 강좌를 맡았지만, 

강좌의 존재와는 별개로 서양사학은 국사학･일본사학･조선사학과는 달리 

사학과 아래의 전공으로 설치되지 않아 전공자가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

았다는 점이 있다.10)

  - 당시 조선 교육협회에서 전문 과학에 대한 상식을 보급하기 위한 정기적

9) 「同志社女子大学史料室講演会記録 1」에서의 가네코 고스케를 언급한 서술에 근거.
10) 박광현, ｢경성 제국 대학과 동양사학｣,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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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문 강좌 개최 계획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격주로 매월 2회 씩 연 

주간강좌週間講座는 60명을 모집하여 1928년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 중 제 2회 강좌는 192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 까지 개최되었는

데, 해당 강좌에서 가네코 고스케는 ‘사회학’ 교과목 강좌를 맡은 조병옥

과 더불어 ‘서양 근세사’ 강좌의 담당 강사였다.11) 

  서양사강좌에서 서양사 전공 학생을 배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

가 있는 듯하다. 장신은 경성제국 대학 사학과의 자장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서양사학의 강좌는 있으되 전공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쓰고 있고, 박광현의 

경우 ｢경성 제국 대학과 동양사학｣이라는 글에서 서양사분야 졸업생이 전무했

다고 쓰고 있으나, 3회 졸업생 高橋一郞의 졸업논문이 “近世英支外交貿易關係

史”라는 제목이었던 것으로 보아 서양사 분야 졸업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그가 서양사 분야의 졸업생이건 아니건 1명은 의미 있는 수치는 아

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성제대 사학과 졸업생들의 70%가 중등교원으로 

취직하고 있었고, 중등 학교에서 서양사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에 분명하

다 할 때, 서양사 분야 졸업생이 전무한 점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 할 것이

다. 일제가 식민지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서양사 교육을 꺼려했다는 

통설도 있지만, 그 증명 여부와는 상관없이 졸업생 수를 볼 때 실제로 서양사 

교육이 장려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강좌로 들어가면 서양사 분야에는 서양사 개설, 서양사 강좌, 서양사학 연

습, 서양사학 개설 등 다양한 제목으로 두 강좌 정도가 개설되고 있음을 볼 수 

11) 『동아일보』 1928년 11월 24일 「조선교육협회의 二回週間講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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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네코 교수는 드물게도 강좌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사학회보에 싣고 있

어, 강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가네코 교수는 그의 스승 격인 

루드비히 리스(Ludwig Riess)의 저서를 직접 활용하는 등 리스의 영향력을 분

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의 제자 중 한 

명인 루드비히 리스는 1885년 “중세 영국 의회의 선거권 역사”라는 주제로 박

사학위를 받은 지 2년 후인 87년 일본으로 건너가 1887년부터 1902년 사이에 

15년간 동안 동경대에서 가르쳤고, 일본 역사학계에 근대 서구 역사학의 커리

큘럼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후 1902년 귀국하여 베를린 

대학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세계사(Weltgeschichte)에 관심을 가지고 “Gang 

der neuzeitlichen Kulturentwicklung im Rahmen der Weltgeschichte” 

등의 세계사 책을 저술하였는가하면, 역사학 방법론과 관련된 “Historik: Ein 

Dragon geschichtlichen Denkens und Forschens”도 저술하였다. 

  가네코 교수는 연배상 루드비히 리스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

가 리스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게 하는 근거는 많다. 먼저, 리스의 

영향을 반영하듯 랑케의 저서 다수, 그리고 다수의 세계사 저서들, 그리고 역

사학 방법론 도서들이 경성제대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다. 더 나아가 랑케와 리

스의 관심 영역인 역사학 입문 관련 자료, 독일 세계사(Weltgeschichte) 자료 

등이 도서관에 다수 구비되어 있는 것은 가네코 교수의 영향이 반영된 구성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네코 교수 자신이 랑케의 저술에 대해 강의했

는가하면, 리스의 저서만을 가지고 서양사학 연습, 서양사 강독 수업을 통해 

강의하기도 하였다. 가네코 교수의 경우 17-18세기 독일사 전공이지만 18세기 

유럽사 전반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7-18세기에 대하여 전문적인 서

적들이 많은 것은 가네코 교수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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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하시 교수의 경우 전후 일본에서 유명한 좌파로서 근대 시민 혁명 연구, 

특히 프랑스 혁명사가 전공 분야였다. 일설로는 다카하시의 경우 사상적 성향 

때문에 연구는 가능했지만 강의는 허용 받지 못했다고 한다. 나중에 동경대학

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경성제대 조교수 시절에 핵심적 연구를 완성했고 장서 

역시 서울에 두고 갔다고 전해진다. 향후 혁명사와 관련하여 교수 개인 장서를 

추적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밖에 사학과에서 발행하는 회지를 보면 학생들이 쓴 졸업 논문 목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학과의 전반적인 교육 방향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사학회지 논문 목록 및 강좌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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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본  론

Ⅰ. 프랑스어 장서

1. 개  관 

  프랑스어 도서들에 관해서는 프랑스어 자료 목록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하

여 두 가지의 작업을 병행했다. 프랑스어 자료는 총 10400여 권으로 추산된

다. 이 중 먼저 역사서(H계열)에 더해 기타 항목에서도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

는 책들을 골라냈다. 그 결과 프랑스어 도서들 중 역사서로 분류 가능한 책들

은 복본과 다중볼륨을 제외하고 약 430여 권 정도이다. 철학사, 문학사, 언어

사, 법제사, 교회사 등을 비롯하여 역사 이외 기타 분과 학문 내의 전문적 역

사서들은 제외하고 주로 역사 연구 일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다. 

앞의 이유로 배제한 책들 중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 것은 법제사이다. 무엇을 

역사서 혹은 역사적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완전한 

목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후 고문헌 자료실을 통한 역사 연구를 

위한 1차적 분류 작업으로서 유용하기를 기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문헌 자료실 서양서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

들을 몇몇 주제별로 분석했다. 또한 역사서로 분류할 수 없더라도 역사 연구와 

관련하여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프랑스어 자료들 역시 골라내어 분석했다. 전수 

조사를 하면서 이용한 주요 분류항들은 다음과 같다. 세부 분류항들에 대한 분

석 및 개별 도서들에 대한 해제는 본문에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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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a) : 중국, 일본, 극동에 관한 책들. 

  - 식민주의(c) : 프랑스를 비롯한 식민주의 세력의 제국 팽창 및 경영에 

관한 책들.

  - 민주주의(d) : 민주주의 및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책들.

  - 분류 및 표기 에러(e) : 언어별, 시대별, 주제별 분류 잘못이나 저자, 제목 

표기 오기.

  - 파시즘(f) : 독일 및 프랑스 파시즘 책들. 프랑스 극우파의 저서들. 극우 

인종주의 도서들. 파시즘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역사서 및 역사서로 분류 가능한 책들(h).

  - 한국 관련 지리, 역사, 문화(k).

  - 사회주의 및 사회문제 관련 책들(s): 초기 사회주의, 생디칼리즘, 

노동조합, 조합주의까지 포함.

  - 전쟁(w): 특히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책들 위주.

  * 괄호 안 알파벳은 엑셀 파일에서의 분류표기

  이와 관련하여 아래 목록에 있는 엑셀 파일들을 첨부했다. 

  - 프랑스어 전수 조사 목록(길이 때문에 파일로만 제출)

  - 프랑스어 역사서(H 계열 + 보충된 책들): 역사, 프랑스사, 혁명사.

  - 주요 키워드별 분류 목록: 식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파시즘, 전쟁, 

동아시아,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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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어 역사서의 구성 및 이에 대한 분석

가. 프랑스어 역사서 및 논문 목록

  상당수의 책들은 복수 키워드를 부여해야겠지만 분류와 분석의 편의성을 위

해 각각의 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분류했다. 

  - 서양사 내 시대별 구분 통사

세계사(문명사) 7

선사 6

고대사 62

중세사 9

근대사 11

프랑스혁명사 33

제1차 세계대전 13

현대사(19세기 말 이후) 4

  - 유럽 외 지역사

근동의 역사 10

동양사 19

중앙아시아사 3

  - 각국사

러시아사 6

루마니아사 2

몽골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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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사 3

비잔틴 제국 1

스위스사 1

스페인사 2

아르헨티나사 1

아프리카사 2

영국사 2

이집트사 4

이탈리아사 5

일본사 22

중국사 36

포르투갈사 1

프랑스사(혁명사 외 일반) 70

한국사 2

헝가리사 1

덴마크 1

  - 특수 테마별 구분

가족사 1

경제사(일반) 8

고고학 10

노동사 2

외교사 2

사학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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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 2

제국 7

환경사 2

여행기 4

고등법원 2

  - 역사 보조 자료

사전류 5

서신집 4

서지학 3

전기류 27

지도 2

  - 정기간행물 

역사 일반 1

근대사 1

  사학회보에는 사학과 학생들의 졸업논문 목록들이 실려 있다(별첨 참조). 확

인할 수 있는 서양사 관련 졸업논문들 중 프랑스를 다룬 것은 아래의 총 13편

이다(괄호 안은 사학회지 호수). 

중세

  - 프랑스 중세도시의 성립에 대하여 / 나카가와 가즈오(中川一男)(8) 

  - 프랑크의 문운흥륭에 대하여 / 야마나카 겐지(山中謙二)(9)

  - 프랑스 사학사(史學史)에 있어 중세 연구의 의의/ 죠 히사키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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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로빙거 왕조의 토지제도의 발달 / 후나코시 야스쥬(舟越康寿)(14)

근대 초

  - 프랑스 중상주의의 기원과 그 의의에 대하여 / 나카가와 

가즈오(中川一男)(9)

  - 프랑스 중상주의 시대에 있어서 리옹의 특수지위 / 도쿠마스 

에이타로(11)

  - 앙리 4세의 시민경제사회 통제 / 나카가와 가즈오(12)

  - 콜베르의 경제정책 비판 –경제와 역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 나카가와 

이사미(14)

18세기에서 혁명까지

  - 볼테르의 사학적 업적 / 고토 스에오(後藤末雄)(9)

  - 라인동맹을 중심으로 살펴 본 나폴레옹과 달베르크 간의 관계에 대하여 / 

소고 스케사다(十河佑貞)(8)

  - 영국 측에서 바라본 프랑스 총재정부의 아일랜드 침입(12) / 도키노야 

쓰네사부로 

19세기 이후

  - 타히티 섬 문제를 통해 바라본 영국-프랑스 간의 외교관계 / 후지타 

도라이치(11)

  - 프랑스 내란에 대한 비스마르크의 간섭정책 / 니시 가이타로(11)

나. 분석 및 평가

  위에서 살펴보듯이 프랑스어 역사서들은 다양한 시대, 지역, 분야를 망라하

고 있다. 가장 수가 많은 분류항은 고대사(62종)와 프랑스사(프랑스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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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사를 더해 106종)이다. 고대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모든 서양어 역사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고대사 부문에

서 서술). 대신 독일어나 영어 책에서 많이 나타나는 세계사나 문명사 류의 책

은 프랑스어 도서들에서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7종). 기본 통사인 라비스

(Ernest Lavisse)의 Histoire générale du IVe siècle á nos jours(1922)

나 20세기 초 극우파 역사가였던 카베냑(E. Cavaignac)의 Histoire du 

monde(1924)를 제외하면 주로 보편사에 대한 18-19세기의 사변적 논증들이

다. 또한 프랑스사의 경우 독일사와 달리 역사 이론이나 사학사 분야의 책은 

그리 많지 않다(3종). 이는 당시 역사방법론에서 선두를 달렸던 것이 독일 역

사학이고, 일본 역시 근대 역사학을 정립할 때 랑케 중심의 실증적 독일 역사

학을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불어 역사 잡지는 고

고학을 빼면 역사 일반의 Revue historique, 근대사 잡지인 Revue 

d’histoire moderne, 이 2종뿐이다. 둘 다 1939년 경 구독 중지되었는데 전

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바깥 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자료들이 산재해 있다. 근

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은 고대사, 고고학, 고전학에 대한 일

본의 관심과 맞닿아 있다. 기타 유럽 국가들이나 아메리카의 경우 주로 이 나

라들이 가장 흥기했던 시대에 대한 기본 교양서 몇 권을 갖춰서 구색을 맞추

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시대별, 테마별로 두드러지는 몇몇 주제들로는 제1차 

세계대전(13종), 제국(7종), 동양사 통사(20종), 중국사(36종), 일본사(22종) 등

을 들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국은 당대의 일본의 관심을 잘 반영하

고 있고, 동아시아 관련 서적들은 서구에 대한 일본의 자의식의 일면을 잘 보

여준다. 이상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키워드 분석에서 상술하겠다.



28

  프랑스어 역사서들의 특징은 주로 프랑스 시대사들에서 나타난다. 프랑스사

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17세기 이후 역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대 이후 16세기까지의 프랑스 시대사는 10여 종에 

불과하며 주제들도 매우 파편적이다. 당시 프랑스 학계에서 팽창하고 있던 중

세사 연구의 경우 피렌느(H. Pirenne)의 La fin du moyen āge, 칼메트

(Joseph Calmette)의 Le Monde féodal, 알펭(Louis Halphen)의 L’essor 

de l'Europe (XIe-XIIIe siècle)와 같이 보다 일반적인 봉건제 및 중세 유럽 

연구사가 대부분이다. 졸업논문을 보면 중세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프랑스 

중세도시의 성립에 대하여｣, ｢프랑크의 문운흥륭에 대하여｣, ｢프랑스 사학사에 

있어 중세 연구의 의의｣, ｢메로빙거 왕조의 토지제도의 발달｣ 등의 제목에서 

보듯이 매우 일반적인 범위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유럽사에서 18세기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7월혁명, 2월혁명, 프랑스-프로

이센 전쟁, 제3공화정까지 이어지는 프랑스 근대사는 서구 근대성의 역사를 

이루는 핵심 부분이다. 일본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근대화였음을 생각할 때, 이

것이 장서 구성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계몽주의 및 프랑스 

혁명사는 서구의 정치적 근대성의 핵심이자 그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구심점이기도 하다. 식민지 서양사 연구는 계몽주의, 시민혁명, 자유주의, 민족

주의 등 식민지 체제 유지에 껄끄러운 주제들에 어떻게 접근했을까? 국사, 일

본사, 동양사를 중심으로 경성제대 사학과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서

양사에 관해서는 일제가 서양사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을 억압

했다고 가정-증명하기보다-하고 있다. 이 명제는 실제 장서 구성 및 강좌 배

치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

  근대사를 시대별로 보자면 먼저 17세기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9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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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랑스가 유럽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루이 14세 시대에 대한 동경 및 부국

강병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보인다. 루이 14세 시대를 다룬 생레제(A. 

Saint-Léger)의 La prépondérance française는 뮈레(P. Muret)의 La 

prépondérance anglaise (1715-1763), 오제르(Henri Hauser)의 La 

prépondérance espagnole, 1559-1660과 같은 시리즈물로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의 최전성기를 각각 다루고 있다. 가네코 교수가 개설한 특수 강좌 중

에도 “강대국들(Grosse Maechte)”(사학회보 4호)이 있어서 이 책들이 이용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보아 서구의 부상 및 그 원인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18세기의 경우 계몽주의 관련 저작들은 역사 및 역사 외 분야에 폭넓게 포

진해 있다. 루소(J-J. Rousseau), 볼테르(Voltaire), 몽테스키외(Montesquieu), 

마블리(G. B. Mably), 레날(G. Raynal) 등 주요 계몽사상가들의 전집 및 저작

들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작가들의 저작들까지 충실히 갖춰져 있다. 

특히 루소의 경우 전집부터 팸플릿, 전기, 연구서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

다. 이는 사학과뿐만 아니라 철학, 법학, 경제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요가 결합된 결과일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17세기 말-18세기에 대하여 사료로 간주할 수 있는 책들

이 드문드문 눈에 띤다는 것이다. 회상록 작가로 유명한 생시몽 공작(duc de 

Sant-Simon)의 궁정 생활에 대한 비망록인 Anecdotes, scènes et 

portraits extraits des Mémoires du duc de Saint-Simon, 18세기 정치

가였던 슈아젤 공작의 회고록인 Mémoires du duc de Choiseul, 

1719-1785, 마리 앙트와네트와 어머니인 오스트리아 여황제 마리아 테레지

아 사이에 오갔던 서신을 담은 Correspondance entre Marie-Thérès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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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Antoinette, 18세기 궁정의 뒷이야기들을 담은 뒤클로(Charles Pinot 

Duclos)의 Mémoires secrets sur les regnes de Louis XIV et de Louis 

XV, 1704-1772 등이 있다. 그밖에 19세기의 인기 작가였던 공쿠르 형제

(Goncours)의 Portraits intimes du dix-huitième siècle나 Histoire de 

Marie-Antoinette처럼 18세기에 대한 감상적, 선정적 서술도 눈에 띤다. 이 

중 일부는 18세기 전문가였던 가네코 교수의 영향으로 보인다. 일제가 계몽주

의를 터부시해서 교육을 금하였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가네코 교수가 서

양사학특수강의로 “제 18세기사”를 따로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계몽주

의의 경우 서양 철학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서 그다지 관리의 대상이 아니었던 

듯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프랑스 혁명사일 것이다. 식민지 대학에서 프랑스 혁

명을 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이는 프랑스 제국주의의 경우 큰 문젯거리

였다. 프랑스는 동화주의 정책에 의해 식민지 각지에 서구식 교육 시설을 설치

하고 표준화된 프랑스어와 프랑스사를 가르쳤다. 프랑스 혁명은 이 시기 프랑

스 제3공화정의 역사적 기원이자 이념적 기반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도 마

찬가지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역사는 제국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지식인들 및 대중들에게 매우 위험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한 역사가의 

말처럼 식민지인들이 프랑스 문화의 형식만 배우고 그 내용-‘자유, 평등, 우

애’-은 숙고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 실제로 이후 탈식민

주의 운동의 기수가 된 식민지 지식인들이나 아프리카 노동 운동은 프랑스 혁

명을 식민지 대중을 위해 전유했다. 프랑스 혁명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면, 대

체 식민지에서는 혁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했을까?

  아래는 프랑스 혁명사 도서들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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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00 37 Historie des journaux et des 
journalist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9-1796)

Gallois, Léoard [s.n.] 1845

H050 63 
13

La Révolution française Lefebvre, Georges, 
1874-1959

[s.n.] 1930

H050 63 
14

Napoléon Lefebvre, Georges, 
1874-1959

[s.n.] 1930

H430 84 
1

Mémoires pour servir à l'histoire 
des événemens de   la fin du 
dix-huitième siècle

Georgel, Jean 
François, 1731-1813

[s.n.] 1818

H620 36 Catherine II.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d'après de   nouveaux 
documents

Larivière, Charles 
de, 1854-1929

[s.n.] 1895

H620 38 La Révolution française Gaxotte, Pierre [s.n.] 1928
H620 63 Les Origines intellectuell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1715-1787
Mornet, Daniel, 
1878-1954

[s.n.] 1938

H620 7 
1

L'Europ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Sorel, Albert, 
1842-1906

[s.n.] 1922

H620 75 Répertoire critique des cahiers de 
doléances pour   les États 
généraux de 1789

Hyslop, Béatrice 
Fry, 1899-

[s.n.] 1933

H620 77 L'Esprit révolutionnaire avant la 
Révolution,   1715-1789

Rocquain, Felix [s.n.] 1878

H620 88 Un siècle et demi de révolution, 
1789-1936

Lucius, Pierre [s.n.] 1937

H620 90 
1

Les paysans ; La question du pain 
; Le partage des   biens

Faculté des lettres 
de Paris

[s.n.] 1934

H620 90 
2

L'influenc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sur la Suisse   ; Le 
départment du Léman

Faculté des lettres 
de Paris

[s.n.] 1934

H620 90 
3

La doctrine coloniale de la France 
en 1789 ; Les   colonies pendant 
la Révolution ; Notes 
bibliographiques

Faculté des lettres 
de Paris

[s.n.] 1935

H620 90 
4

L'Italie et Napoliéon (1796-1814) Bourgin, Georges, 
1879-1958

Recu
e i l 
Sirey

1935

H620 90 
5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mérique latine

Barbagelate, H. D [s.n.] 1936

H620 90 
7

Les emprunts sous la Révolution Auréjac, J Recu
e i l 
Sirey

1938

H620 91 
36

Histoire parlementa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ou, Journal 
des Assemblées nationales depuis 
1789 jusqu'en 1815

Buchez, Philippe 
Joseph Benjamin, 
1796-1865

[s.n.] 1838

H620 92 Les Comités des droit féodaux et 
de législation et   l'abolition du 
régime seigneurial (1789-1793)

Sagnac, Philippe, b. 
1868

[s.n.] 1907

H620 95 
1

La Révolution française Mathiez, Albert, 
1874-1932

A r m
a n d 
colin

1932

H620 96 Les Thermidoriens Lefebvre, Georges, 
1874-1959

[s.n.] 1937

J 3 0 0 
259

William Pitt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9-1793)

Stocker, John T [s.n.]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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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0 15 Histoire pol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Aulard, F.-A. 
(François-Alphonse), 
1849-1928

[s.n.] 1925

M 2 0 0 
343

Histoire des principes, des 
institutions & des   lois, pendant 
la Révolution française, depuis 
1789 jusqu'à 1804

Laferrière, Louis F. 
(Firmin Julien)

[s.n.] 1851

M550 99 
2(2)

Histoire deplomatique de l'Europe 
pendant la   révolution française

Bourgoing, François 
de

[s.n.] 1871

M600 44 Etudes napoléoniennes Driault, Edouard [s.n.] 1904
M600 98 Qu'est-ce que le Tiers Etat? Sieyès, Emmanuel 

Joseph, comte, 
1748-1836

[s.n.] 1888

N 2 0 0 
110

Les études relatives à l'histoire 
économ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9-1804)

Boissonnade, P. 
(Prosper), 1862-1935

Léop
o l d 
gerf

1906

N 2 0 0 
220 1

La France économique & sociale à 
la veille de la   révolution

Kovalevskii, M. M. 
( M a k s i m 
M a k s i m o v i c h ) , 
1851-1916

V . 
Giard 
& E. 
Brier
e

1909

N 2 0 0 
308

Documents relatifs à l'histoire des 
subsistances   dans le district de 
Bergues pendant la révolution 
(1788- An v)

Lefebvre, Georges [s.n.] 1914

N200 94 La Vente des biens nationaux 
pendant la Révolution

Marion, Marcel, 
1857-1940

[s.n.] 1908

Q100 71 
1

Les causes financièr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Gomel, Charles, 
1843-1910

[s.n.] 1892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마르크스주의 좌파 역사가들의 서술이다. 

이는 당시 프랑스 학계의 주류 해석이 마르크스주의였기 때문이다. 그 중 르페

브르(L. Lefebvre)의 La Révolution française, 올라르(F. Aulard)의 

Histoire pol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마티에즈(A. Mathiez)의 

La Révolution française가 지성사의 고전인 모르네(D. Mornet)의 Les 

Origines intellectuell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와 함께 프랑스 혁명

사의 가이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 인기를 

누렸던 대중적인 우파 역사서인 가조트(Pierre Gaxotte)의 La Révolution 

française도 있다. 그 외에 역사 외 여러 분야에서 프랑스 혁명기의 재정 및 

경제 문제, 혁명기의 제도 및 법 개혁 등에 관한 책들이 흩어져 있다.   

  18세기와 대조적인 점은 18세기의 경우 역사적 인물들의 개인 저작들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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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이 풍요롭게 구비되어 있음에 비해 혁명기의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전기

나 이들의 개인 저작들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혁명가들의 개인 저작으로는 

시에예스(E. J. Sieyès)의 Qu'est-ce que le Tiers Etat? 정도가 있고, 혁명

가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분석인 데임뒤메(J. 

Deymes-Dumé)의 Les Doctrines politiques de Robespierre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전문 역사가가 아니다. 혁명가들 중 유일하게 전기가 있는 예는 

로베스피에르의 최측근이었던 생쥐스트인데, 드로클(Pierre Derocles)의 

Saint-Just는 사실 마르크스주의 혁명사의 차세대 지도자가 될 알베르 소불

(Albert Soboul)이 가명으로 1937년에 발표한 처녀작이었다. 이 경우 급진적 

혁명가에 대한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은 저자의 최신작이 중일전쟁 이후 이념

적 통제가 강화되어 가던 경성제대 도서관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이채를 띤다. 

  나폴레옹의 경우 좀 더 많아서 프랑스 나폴레옹 연구협회의 의장이었던 드

리오(Edouard Driault)의 Etudes napoléoniennes, 르페브르의 

Napoléon, 부르기뇽(Jean Bourguignon)의 Napoléon Bonaparte d'aprés 

Arnault, Aulard, Chateaubriand 등이 있다. 그 밖에 특기할 만한 자료로

서 푸타(Charles Hippolyte Pouthas)의 Une famille de bourgeoisie 

française de Louis XIV à Napoleon은 프랑스의 지방 도시인 님(Nîmes)을 

배경으로 17세기에서 혁명에 이르기까지 한 부르주아 가문(Famille Guizot)의 

일대기를 재구성한 책이다. 혁명에 대한 정치사, 사회경제사, 제도사 책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이 책은 한 가족의 일대기를 통해 실제 역사적 행위자들이 

혁명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혁명사 연구에 유용한 얼마간의 사료들이 구비되어 있다. 그 중 

파리 대학에서 펴낸 혁명사 시리즈 중 하나로서 혁명기 공산주의자였던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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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 바뵈프(G. Babeuf)와 관련된 사료들을 담고 있는 Les paysans ; La 

question du pain ; Le partage des biens, 삼부회 소집 직전 전국에서 올

라온 진정서들의 목록을 담고 있는 Répertoire critique des cahiers de 

doléances pour les États généraux de 1789, 의회속기록인 Histoire 

parlementa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ou, Journal des Assemblées 

nationales depuis 1789 jusqu'en 1815(일부만), 1789년 봉건제 폐지 과정

을 보여주는 Les Comités des droit féodaux et de législation et 

l'abolition du régime seigneurial (1789-1793), 르페브르가 초기에 발간한 

사회경제사적 사료집인 Documents relatifs à l'histoire des subsistances 

dans le district de Bergues pendant la révolution (1788- An v), 프랑

스 외교관 탈레이랑의 서신집인 Correspondance diplomatique de 

Talleyrand Mission de Talleyrand à Londres, en 1792, 나폴레옹의 서신

집인 Lettres inédites de Napoléon Ier 등은 오늘날에도 유용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사 서술이나 사료집들이 경성제대에서의 교육과 연구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가네코 교수의 후임인 다카하시 교수의 경

우 전후 최고의 마르크스주의자 중 하나로 근대 시민 혁명 연구, 특히 프랑스 

혁명사가 전공 분야였다. 나중에 동경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경성제대 조교

수 시절에 핵심적 연구를 완성했고 장서 역시 서울에 두고 갔다고 전해진다. 

혁명사 장서 중 어느 정도가 다카하시 교수의 것인지 혹은 그의 영향을 받아 

구입된 것인지 향후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카하시의 경우 사상적 성

향 때문에 연구는 가능했지만 강의는 배정 받지 못했다고 하며, 재임 기간이 

워낙 짧고(1941-45) 전쟁 중이라 경성제대에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도 못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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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회보에 실린 논문들 중 유일하게 프랑스 혁명에 관한 것은 6호에 실

린 다보호시 기요시(田保橋 潔) 교수의 논문이다. 다보호시는 경성제대 국사학

과 교수로서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수회의 주임들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일본

사 및 조선사 전공인 그가 혁명에 관한 논문을 쓴 것은 경성제대에 부임하기 

전에 프랑스에서 잠시 유학했던 이유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 논문의 목차

는 다음과 같다. 

  1. 혁명의 유적과 파리 시의 변천

  2. 팔레 루아얄(Palais Royal)과 파리 시청

  3. 팔레 드 쥐스티스(Palais de Justice)와 콩시에르쥬리(Conciergerie)

  4. 팡테옹(Pantheon)

  논문 제목과 각 장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프

랑스 혁명의 주 무대가 되었던 각 장소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역

사는 어떠한지,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시기 그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해당 건축물들이 가지는 의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파리를 한 바퀴 

돌며 프랑스 혁명의 사건사를 얘기하는 이 논문에서 혁명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나 이념적 지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면모는 혁명사 장서의 또 다른 특징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프랑

스 혁명의 역사 자체 못지않게 많은 책들은 외교관이었던 소렐(Albert Sorel)

의 L'Europ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나 부르구앵(François de 

Bourgoing)의 Histoire diplomatique de l'Europe pendant la révolution 

française와 같은 혁명기 외교사 및 혁명이 외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서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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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후자에는 러시아에 관한 Catherine II.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d'après de nouveaux documents, 스위스에 미친 혁명의 영향에 관한 사

료집인 L'influenc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sur la Suisse ; Le 

départment du Léman, 혁명기 식민지 문제에 관하여 파리 대학에서 펴낸 

La doctrine coloniale de la France en 1789 ; Les colonies pendant 

la Révolution,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에 관한 L'Italie et Napoliéon 

(1796-1814), 라틴 아메리카에 미친 혁명의 영향에 대한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mérique latine, 그리고 영국 수상 피트의 혁명기 정책에 

관한 William Pitt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9-1793) 등이 포함된

다.  

  사학회보에 기록된 졸업 논문들 역시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 중 프랑스 

혁명에 관한 논문은 ｢라인동맹을 중심으로 살펴 본 나폴레옹과 달베르크 간의 

관계에 대하여｣(소고 스케사다)와 ｢영국 측에서 바라본 프랑스 총재정부의 아

일랜드 침입｣(도키노야 쓰네사부로), 이 두 편이다. 두 편 모두 혁명사라기보다

는 독일사와 영국사의 연장선상에서 외교적, 군사적 사건으로 혁명을 다루고 

있다. 각종 사료집들과 혁명사 도서들을 비교적 많이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프랑스 혁명을 직접 다룬 논문은 없으며, 특수 강좌로 다뤄진 적도 없다. 

결국 프랑스 혁명은 장서 속에 세계사적 사건으로 존재하되 잠재적으로 위험

한 내용들은 비껴간 채 주로 외교적, 국제정치적, 군사적 사건으로서, 그리고 

프랑스 근대 국가를 만든 제도적 기초를 낳은 사건으로서 에둘러 그려지고 있

다. 이는 국가 중심의 정치사, 외교사, 군사사 위주의 독일 역사학계의 학풍이 

일본 사학계를 거쳐 경성제대 서양사 연구로 이전된 데에도 상당 부분 원인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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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20세기까지의 역사는 주로 일반적인 교양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저자들이 많기 때문

에 이 시기의 정치적, 학문적 사조를 따라 온건 자유주의나 공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치가 겸 역사가들의 저서 및 사회주의 저자들의 서적이 많다. 대중적 

통사류로는 가장 기본적인 라루스 출판사의 Histoire de France 

contemporaine de 1871 à 1913와 당시 프랑스의 대표적 역사가였던 라비

스(Ernest Lavisse)의 Histoire de France contemporaine, Histoire de 

France illustrée, Histoire de France 등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이 책들

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3공화정의 애국주의적 공화주의를 대변하고 있다. 

19세기 전반에 대해서는 7월왕정기 수상을 역임했던 저명한 정치가이자 역사

가인 기조(F. Guizot)의 육중한 8권짜리(7권만 보유) Mémoires pour servir 

à l'histoire de mon temps가 가장 눈에 띤다. 19세기 후반의 역사로는 드

로르(Taxile Delord)의 대중적 역사서인 Histoire illustrée du Second 

Empire,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을 다룬 쉬케(Arthur Chuquet)의 La 

Guerre, 1870-71가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역사서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는 저자들은 제3공화정의 

외교관이자 역사학자였던 아노토(Gabriel Hanotaux)와 역시 역사학자 겸 정

치가였던 랑보(Alfred Rambaud)이다. 둘 다 저명한 역사학자로서 독일의 부

상을 경계하면서 러시아를 연구하고 러시아와의 친교를 주장했다. 아노토의 책

으로는 Histoire de la nation française, Histoire de la fondation de 

la troisième république, Histoire de France contemporaine de 1871 

à 1913, 그리고 랑보의 책으로는 Histoire de la civilisation 

contemporaine en France, Histoire générale du IVe siècle á 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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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s, Petite histoire de la civilisation française depuis les origines 

jusqu'à nos jours 등이 있다. 랑보는 Histoire de la Russie의 저자이기

도 하다.

  19~20세기 유럽사 일반과 이를 비교해 보면 외교 및 국제관계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이 좀 더 잘 드러난다. 민족주의를 다룬 봐일(Georges Weill)의 

L'éveil des nationalités et le mouvement libéral (1818-1848), 19세기 

후반 자유주의에서 제국주의로의 이행을 다룬 오제르(Henri Hauser)의 Du 

libéralisme à l'impérialisme (1860-1878), 19세기 유럽 세력균형을 다룬 

드프라트(M. de Pradt)의 L'Europe après le congrès d'Aix-la-Chapelle, 

faisant suite au congrès de Vienne와 뒤피(Charles Dupuis)의 Le 

Principe d'équilibre et le concert européen 등 유럽 근대사 서적 중 다

수는 국제정치 및 외교사에 관한 것들이다.

  이상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근현대사 장서를 고르게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는 질이 들쑥날쑥하다. 주제는 대부분 정치사, 제도사, 외교사, 국제정치사 등

에 치우쳐 있다. 19세기의 저명한 정치가 겸 역사가들의 책 옆에는 프엘(Paul 

Feyel)의 Histoire politique du dix-neuvième siècle이나 오소트(Louis 

Hosotte)의 Histoire de la troisième République, 1870-1910과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카톨릭 우파들의 책들이 병존하고 있다. 책의 수준 역시 교양서 

내지 일반적 역사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문적 수준의 역사서들은 별로 

많지 않다. 전문적 수준의 프랑스 근현대사는 역사 계열보다는 오히려 정치학

이나 법제사 쪽에서 프랑스 대의제의 전신인 고등법원(parlement)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주로 나타난다. 이는 서구 근대 정치 제도에 대한 일제의 일관

된 관심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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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은 졸업생들의 논문에도 반영되어 있어서, 혁명 이후 프랑스 근

현대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빈곤-이것이 강요된 것이었든 자발적인 

것이었든-했다. 19세기 이후 프랑스 근현대사에 대한 논문은 ｢프랑스 내란에 

대한 비스마르크의 간섭정책｣(니시 가이타로), ｢타히티 섬 문제를 통해 바라본 

영국-프랑스 간의 외교관계｣(후지타 도라이치), 이 두 편뿐이다. 둘 다 그나마 

독일사와 영국사의 연장선상에서 쓴 외교사이다. 

  여기서 예외적인 것은 1848년과 1871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내란들에 관한 

자료들이다. 전자는 1848년 2월혁명 와중에 일어난 사회주의적 실험 및 노동

자들의 봉기를 말하고, 후자는 프로이센에 패배한 충격으로 1871년 봄 파리 

민중들이 봉기하여 두 달 간 사회주의 정부를 실험한 파리코뮌을 말한다. 두 

경우 다 정부군이 피비린내 나는 진압 작전 끝에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내면

서 사회혁명 저지에 성공함으로써 19세기 부르주아 의회정치 체제가 노동 대

중의 혁명적 잠재력을 통제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전

적인 예로 남아 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 사회주의자로서 2월혁명에 사회주의 좌파 지도자로 참

여했던 루이 블랑(Louis Blanc)의 Appel aux honnêtes gens(1849)나 

Pages d’histoire de la Revolution de Février 1848(1850)은 둘 다 역사

서라기보다는 이 사건에 대한 사료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루이 블랑에 대한 

관심은 높아서 2월혁명 직전 블랑이 쓴 Histoire de dix ans, 1830-1840

(1846)과 그 후속작으로  르노(Elias Regnault)가 기획한 Histoire de huit 

ans, 1840-1848, faissant suite à l’Histoire de dix ans, 1830-1840 par 

Louis Blanc도 나란히 서가에 꽂혀 있다.

  파리코뮌의 경우 라롱즈(Georges Laronze)의 Histoire de la Comm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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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tion et colonisation Harmand, Jules [s.n.] 1919

R500 189 Impérialisme contre communisme Daszynski, S Burea
u

1929

de 1871 d’après des documents et des souvenirs inédits은 파리 코뮌

에 대한 사료를 담고 있는 역사서이며, 프랑스 의회에서 발행한 Enquête 

parlementaire sur l'insurrection du 18 mars는 파리코뮌 진압 이후 벌어

진 의회 조사 위원회의 보고 및 청문회에 대한 정부 기록이다. 둘 다 파리 코

뮌에 대한 주요한 기본 자료들이다. 이 사건들에 대한 도서관 측의 관심이 사

회주의와 반란 때문인지, 사회혁명의 위협에 대한 성공적인 정부 진압의 사례 

때문인지 생각해 봄직하다.  

3. 키워드별 주요 도서 분석 및 해제(별첨된 엑셀 자료 목록 참조)

가. 제국주의 및 식민지

  많은 식민주의 연구들은 제국 간에 식민주의 사상 및 실천들이 교환되었음

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 식민주의는 특히 후발 주자로서 선발 제국들의 지배 

형태 및 문제점들을 학습하고자 했으며, 서양 제국들과 아시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프랑스어 장서 중 추출한 식민지 관련 도서들은 총 72

종인데 여기서도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난다. 우선 테마별로 보면 식민주의 사

상 서적들을 비롯하여 식민지의 경제, 정치, 법, 군사 관련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식민주의 이념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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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00 56 La politique coloniale de la France Duchēne, Albert [s.n.] 1928
H700 5 Le Monde Musulman dans les 

possessions françaises
Sicard, Jules [s.n.] 1928

  이 책들은 모두 문명화 사명과 진보의 전파를 통해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르루아-볼리우(Paul Leroy-Beaulieu)의 De la 

colonisation chez les peuples modernes는 문명화 사명에 입각한 프랑스 

식민주의 사상의 견본의 하나로 꼽히는 책이고, 그보다 지명도는 좀 떨어지지

만 아르망(Jules Harmand)의 경우 식민 관료를 거쳐 일본 대사를 역임하여 

일본인들에게는 좀 더 친숙한 저자였다. 이밖에 다진스키(S. Daszynski)의 

Impérialisme contre communisme는 사회주의의 위협에 대한 대항 차원에

서 식민화를 옹호함으로써 제국주의 이론 중 ‘사회 제국주의’의 한 면모를 보

여준다.

  아래의 책들은 프랑스 식민주의에 대한 도서들로서 그 역사 및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올리비에(Marcel Olivier)와 사로(Albert Sarraut)는 프

랑스의 주요 친제국주의 논객들이었다. 

  프랑스 식민지들로는 튀니지(2종), 알제리(1종), 인도차이나가 등장하는데 아

래 목록에 보듯이 인도차이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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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식민 제국의 핵심이었던 알제리에 대한 서적이 거의 없는 대신 인도

차이나 서술이 대다수인 것은 당시 일본 제국이 1920-30년대에 베트남에 관

심을 두고 있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마스페로(Georges 

Maspero)는 인도차이나의 고위 식민 관료 출신이자 프랑스 극동학교(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EFEO)의 설립자 중 하나였다. 그의 Un 

Empire colonial français은 인도차이나의 자연 환경 및 생활상에 대한 수

많은 사진들을 비롯한 귀중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 

  국가별,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제국들 중에는 독일(6종), 영국(5종), 벨기에(2

종)에 관한 책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는 이들 제국과 주로 경쟁했던 프랑스 

쪽 연구의 경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다루고 있는 식민지 지역

들은 인도네시아, 시암, 필리핀, 중앙아시아, 만주국, 인도, 라틴아메리카 등인

데 여기서는 아시아 지역 식민화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서양 제국주의와 교류하고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자 했던 일본의 

욕망이 잘 드러난 책으로는 국제식민지협회(Institut colonial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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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1949)의 학회지인 Bibliothèque coloniale internationale와 동일 학

회에서 출간된 단행본인 Organisation politique et administrative des 

colonies을 들 수 있다. 국제식민지 협회는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던 제국

주의 국가들의 학술적 교류 단체로서 각국의 제국 관료들 및 학자들 간의 교

류를 통해 제국의 과학적, 합리적 통치를 추구하는 조직이었다. 비슷한 자료로 

Compte rendu des travaux du Congrès colonial de Marseille가 있다. 

1906년 프랑스 항구도시인 마르세이유에서 식민지 박람회가 성대하게 개최되

었는데 그 일환으로 열린 학회 자료집이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의 쌍생아인 인종주의에 관한 학술적 저서들도 어느 정

도 발견할 수 있다. 정준영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서구식의 백인 우월주의에

는 반대했지만, 동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사 

인종주의를 개발하는 데 열심이었으며 경성제대 의학부가 이러한 노력에 동원

되었다고 한다.12) 그러나 프랑스어 도서의 경우 극단적 인종주의 선동이나 우

생학, 사회적 다윈주의에 관한 저서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당대 

프랑스의 학문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20세기 초반 프랑스 주류 인류학계 및 사회학계에 인종주의가 과학적 방법

론의 하나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책으로는 사회진화론적 인류학자인 르투

르노(Charles Letourneau)의 책 여러 권과 드니케르(Joseph Deniker)의 

Les Races et les peuples de la terre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종

주의를 과학적, 학문적 개념으로 여기는 것에 반대하는 다른 사조의 책들 역시 

갖춰져 있다. 그 예로 사회진화론에 반대하는 노비코프(IA. A. Novikov)의 

12) 정준영, ｢피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의학-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인류학｣, 의사학 제21권 3호 
(통권 제42호), 2012.12, 513-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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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ritique du darwinisme social, 인종주의를 편견의 체제로 보는 피노

(Finot, Jean)의 Le Préjugé des races, 사이비 인종과학을 논파하는 인류

학자 피타르(Eugène Pittard)의 Les Races et l' Histoire 등을 들 수 있

다. 

나. 사회주의

  당초의 예상과 달리 사회주의 책들은 주로 철학(B계열), 정치학(M계열), 경

제학(N계열), 사회학(R계열) 쪽에 상당히 많은 수로 구비되어 있다. 이 목록에

는 넓은 범위에서 좌파 및 노동운동 계열의 사상과 사회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까지도 함께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총 193여종을 추출해 

냈는데 이 목록을 보면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프랑스를 풍미했던 

수많은 사회주의 및 좌파 사회 운동들의 스펙트럼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흐름

들로서 초기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아나키즘, 생디칼리즘, 집산주의, 조합주

의, 노동조합운동, 사회연대주의, 게드주의, 가능주의, 협동주의 등을 들 수 있

다. 그밖에 1930년대 프랑스의 좌파 연합정권이었던 인민전선(1936-1938)의 

지도자인 블룸(Léon Blum)의 La Réforme gouvernementale(1936), 

L'Experience Blum(1937) 등 최신 저작들이 1937년 이후의 사상통제에도 

불구하고 입수된 것을 보아도 경성제대 학자들이 프랑스 좌파 진영의 흐름에 

민감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등 외국의 주요 작가들의 저서도 꽤 충실

하게 구비되어 있지만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보다 프랑스 사회주의자들

의 저작들이다. 아래에서 특히 눈에 띄는 몇몇 저자들을 시대순으로 열거하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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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837

B o s s a n g e 
père [etc.]

1822

R 5 0 0 
250

Charles Fourier P e l l a r i n , 
Charles

L ' É c o l e 
Sociétaire

1843

  프랑스 혁명 당시 사유재산 폐지를 외치며 총재정부에 대항한 봉기를 일으

켰다가 처형당한 바뵈프는 프랑스 공산주의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이다. 앞에

서 언급한 바뵈프에 대한 사료 외에 다른 두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뵈프를 

19세기 초기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1871년 파리 코뮌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유토피아적 공산주의자였던 푸리에의 전집이 구비되어 있으며, 그

에 대한 연구서도 3종 입수되었다.

  프랑스의 아나키스트인 프루동의 전집이 구비되어 있다. Les confessions 

d'un revolutionnaire, pour servir a l'histoire de la revolution de 

fevrier는 그가 참여했던 2월혁명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려주고 있다. 그에 

대한 연구서도 4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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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00 300 Bases de la politique positive C o n s i d e r a n t , 
Victor Prosper, 
1808-1893

B u r e a u x 
de la 
Phalange

1842

M050 18 
1/2

Études politique Blanc, Louis [s.n.]

M050 19 
2

Questions d'aujourd'hui et de 
demain

Blanc, Louis [s.n.] 1874

R610 159 Organisation du travail B l a n c , 
L o u i s , 
1811-1882

Au bureau 
d u 
n o u v e a u 
monde

1850

H000 28 Appel aux honnêtes gens B l a n c , 
L o u i s , 
1811-1882

Au bureau 
central

1849

H620 6 Pages d'histoire de la Revolution 
de Février 1848

B l a n c , 
L o u i s , 
1811-1882

[s.n.] 1850

R 5 0 0 
283

Proudhon et notre temps Augé-Laribé [s.n.] 1920

R006 21 Proudhon, sociologue et moraliste Duprat, Jeanne [s.n.] 1929
N070 16 
1

P. -J. Proudhon D e s j a r d i n s , 
Arthur, 1835-1901

[s.n.] 1896

R500 53 Proudhon M i r e c o u r t , 
Eugène de, 
1812-1880

Gustave 
Havard

1855

M200 60 Idee generale de la revolution au 
XIXe siecle

Proudhon, P. -J. 
(Pierre-Joseph), 
1809-1865

[s.n.] 1924

M200 75 Les confessions d'un 
revolutionnaire, pour servir a   
l'histoire de la revolution de 
fevrier

Proudhon, P. -J. 
(Pierre-Joseph), 
1809-1865

[s.n.] 1868

M040 20 
1(1)

Oeuvres complètes de P.-J. 
Proudhon

Proudhon, P.-J. 
(Pierre-Joseph), 
1809-1865

[s.n.] 1923

  19세기 중반 프랑스 사회주의자인 루이 블랑의 저작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2월혁명 및 그 이후 시대 분위기를 읽기 위한 사료로도 

중요하다.

  루이 블랑과 동시대의 사회주의자 콩시데랑(Considerant, Victor)은 블랑과 

마찬가지로 1848년 혁명에 참여했으며, 푸리에주의의 지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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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00 584 Essais sur Georges Sorel Angel, Pierre M a r c e l 
Rivière

1936

R000 92 Les Illusions du progrès Sorel, Georges, 1847-1922 M a r c e l 
Rivière

1921

R500 126 
1

Histoire socialiste, 1789-1900 Jaurès, Jean, 1859-1914 [s.n.]

R500 136 Les origines du socialisme 
allemand

Jaurès, Jean, 1859-1914 [s.n.]

R500 322 Pages choisies Jaurès, Jean, 1859-1914 [s.n.]
R500 354 Jaurès Jouhaux, L [s.n.]
R500 284 Jean Jaurès Lévy-Bruhl, Lucien, 1857-1939 [s.n.]
R500 90 Jean Jaurès Rappoport, Charles, 1865-1941 [s.n.]

R500 539 Principes du socialisme C o n s i d e r a n t , 
Victor Prosper, 
1808-1893

L i b r a i r i e 
phalanstéri
enne

1847

R000 234 
1

Destinée sociale C o n s i d e r a n t , 
Victor, 1808-1893

Bureau de 
l a 
P h a l a n g e 
[etc.]

1837

R500 537 La solution ou le gouvernement 
direct du peuple

C o n s i d e r a n t , 
Victor, 1808-1893

L i b r a i r i e 
Phalanstéri
enne

1851

R500 538 Exposition abrégée du systeme 
phalanstérien de   Fourier

C o n s i d e r a n t , 
Victor, 1808-1893

A la 
l i b r a i r i e 
sociétaire

1846

R500 560 Le socialisme devant le vieux 
monde, ou, Le vivant   devant 
les morts

C o n s i d e r a n t , 
Victor, 1808-1893

L i b r a i r i e 
phalanstéri
enne

1848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프랑스의 대표적 사회주의자이자 프랑스 사회당 

당수였던 조레스(Jaurès, Jean)의 역사서 및 그에 대한 연구서들이 구비되어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혁명적 생디칼리즘의 주창자였던 소렐(Sorel, 

Georges)은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자인 동시에 Réflexions sur la violence

에서 나타나는 폭력 이론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와 파시즘 양쪽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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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10 33 1(6) Du contrōle des prix   par les 
organisations privées de producteurs 
ou   de consommateurs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1(7) Ce que peuvent faire les 
coopératives de   consommation 
pour l'établissement du juste prix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2(2) Le Phalanstère et le ménage collectif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3(1) La Lutte pour le profit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3(4) L'Actionnaire et le dividende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3(5) Le Travail et le profit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3(6) Le Consommateur et le profit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3(7) Le Partage du profit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4(1) Historique des associations 
coopératives de   production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4(2) Les Divers types d'associations 
coopératives de   production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4(3) Les Obstacles au développement des G i d e , Association pour 

R500 408 La décomposition du 
marxisme

Sorel, Georges, 1847-1922 Riviére 1907

R500 50 Réflexions sur la violence Sorel, Georges, 1847-1922 [s.n.] 1925

  프랑스의 경제사학자로서 기독교 사회주의자이자 프랑스 조합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샤를 지드(Charles Gide)가 협동교육협회(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에서 출간한 책들이 전집으로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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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ératives de   production C h a r l e s , 
1842-1932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4(4) Les Coopératives de pruduction et 
l'état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4(5) Le Familistère de Guise et la 
Verrerie ouvrière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4(6) La Coopération de production a 
l'étranger:   Angleterre, Italie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4(7) L'Avenir des coopératives de 
production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4(8) De l'élimination éventuelle du profit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5(1) Le Programme coopératiste et 
l'économie politique   libérale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3 5(2) Le Programme coopératiste et les 
écoles socialistes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Association pour 
l'enseignement 
de la 
Coopération

N710 35 La coopération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s.n.] 1922

N710 35d Le coopératisme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s.n.] 1929

N710 52 La lutte contre la cherte et la 
cooperation

G i d e , 
C h a r l e s , 
1842-1932

[s.n

R500 10 Tolstoi, Lénine et la révolution 
russe

Bourdeau, 
Jean

Librairie Félix 
Alcan

1921

N300 57 La Russie sous le régime 
communiste

Fedorof f , 
Michel

[s.n.] 1926

M250 472 L'homme 1936 en Russie 
soviétique

I swo l sky , 
Hélène

Desclée de 
Brouwer

1936

M250 474 Femmes soviétiques I swo l sky , [s.n.] 1937

  역사 계열에서는 러시아 현대사라고는 기껏해야 트로츠키의 1905 한 권밖

에 찾을 수 없다. 대신 사회학과 정치학 계열에 러시아 혁명사 및 소비에트에 

대한 저작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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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élène
R500 311 Le bolchevisme a l'oeuvre Kokovtzoff, 

W. N
Giard 1931

M250 596 Les débuts de la révolution Russe 
(Mars - Juin 1917)

L e n i n , 
V l a d i m i r 
I l i c h , 
1870-1924

É d i t i o n s 
S o c i a l e s 
Internationales

1928

M250 24 La révolution russe L e s c u r e , 
Jean

[s.n.] 1929

M250 510 URSS M e r c i e r , 
Ernest

[s.n.] 1936

M250 597 Chez Lénine et Trotski Moscou 
1921

M o r i z e t , 
André

Livre 1922

N300 242 L'Union soviétique au carrefour M o s s é , 
R o b e r t , 
1906-1973

[s.n.] 1936

R500 340 La syndicalisme universitaire en 
Russie

P a r i s . 
Internation
ale des 
travailleur
s de   
l'enseigne
ment

L'Internationale 1925

M250 376 U.R.S.S. Bilan 1934 S t a l i n , 
J o s e p h , 
1879-1953

Denoël et 
Steele

1934

R360 48 Nous femmes soviétiques Tchernavi
n, Tatiana

[s.n.] 1936

M370 86 Histoire du Parti Communiste 
Russe

Z inov iev , 
G r i g o r i i 
Yevsevich, 
1883-1936

Librairie de 
l'Humanite

1926

M370 84 Le programme du parti 
communiste Russe (Bolchevik)

Les Éditions 
Communistes

R500 215 La Russie vers le socialisme Libraire de 
l'Humanité

1926

  마지막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사회주의 관련 여성사라 할 만 책들이 몇 권 

눈에 띤다는 것이다. 푀시(Jules L. Puech)의 La vie et l'oeuvre de Flora 

Tristan, 1803-1844는 19세기 전반 여성 노동운동가였던 플로라 트리스탕의 

일대기이다. 소비에트 체제 내 여성들에 대한 Femmes soviétiques를 쓴 

이스볼스키(Hélène Iswolsky)는 러시아 외교관의 딸로 일본, 프랑스 등지를 

여행했으며 러시아혁명 발발에 즈음하여 프랑스로 망명했다. 타치아나 체르나

빈(Tatiana Tchernavin)역시 소련 엔지니어의 아내로 스탈린주의 체제 하에

서 가족이 모두 프랑스로 망명했다. Nous femmes soviétiques은 스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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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0
0 
376

Bolchevisme ou fascisme? A y m a r d , 
Camille

E . 
Flamma
rion

1925

M 2 5 La France devant son destin Petin, Philippe, I m p r o . 1940

치하 소련에서의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다. 

다. 파시즘의 부상과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프랑스어 장서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20세기 전반 유럽의 정

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 전반, 특히 간전기에 전유럽적으

로 의회 민주주의 체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프랑스 제3공화정의 경우 

잦은 내각 교체로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었고, 비대해진 중앙집권적 국가 

관료제는 비효율성과 부패로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전간기 유

럽에서는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파시즘이 부상하면서 의회 민주주의

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프랑스에서도 악시옹 프랑세즈(Action Francaise), 

불의십자가(Croix-de-feu)를 필두로 한 파시즘 혹은 유사 파시즘적 극우파

가 득세했다. 군국주의 파시즘 블록 내의 또 하나의 국가였던 일본은 이런 

상황에 관심을 가졌을까?

  극우파 운동의 부상을 반영하는 책들로는 악시옹 프랑세즈의 지도자였던 프

랑스 작가이자 극우 왕당파 정치가인 모라스(Charles Maurras)의 

Dictionnaire politique et critique과 같은 정치적 저작들과 모라스에 대한 

전기들이 있다. 아르벨로(Simon Arbellot)의 Maurras, homme d'action와 

모라스의 동료였던 도데(Léon Daudet)의 Charles Maurras et son temps

은 모두 극우 왕당파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아래의 책들은 그 외 프랑스 극

우파의 선동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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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51

1856-1951 A . 
Portail

M 1 0
0 
938

Faillite d'un régime Paris, Henri, 
comte de, 1908-

[s.n.] 1936

M 1 0
0 
235

Les Maladies de la démocratie B e n o i s t , 
C h a r l e s , 
1861-1936

[s.n.] 1929

R500 
301

Les Forces secretes de la revolution Poncins, Leon 
de

[s.n.] 1929

M 2 5
0 
473

Ni communiste, ni hitérienne B a r d o u x , 
J a c q u e s , 
1874-1959

[s.n.] 1937

M10
0 35

Le péril juif Lambelin, 
Roger

[s.n.] 1924

R30
0 12

La lutte des races Gumplowicz, 
M. Louis

Librairi
e 
Guillau
min

1893

  프랑스 극우파들의 선동물들은 주로 1920-1930년대 프랑스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Le péril juif과 La lutte des races은 반

유대주의에 관한 책이며, 카톨릭 반혁명파 극우파였던 퐁생(Leon de 

Poncins)의 Les Forces secretes de la revolution는 반유대주의적, 음모

론적 관점에서 근대 혁명을 해석한 책이다. 당시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되

었던 에마르(Camille Aymard)의 Bolchevisme ou fascisme?은 사회주의

의 위협에 대항하여 극우파 운동을 주창한 책으로서 전간기 프랑스의 반공화

주의, 반의회주의 우파 운동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왕당파의 수장 중 하나

였던 파리 백작(Comte de Paris)의 Faillite d'un régime, 악시옹 프랑세즈

에 참여했던 언론인이자 법률학자인 브누아(Charles Benoist)의 Les 

Maladies de la démocratie 역시 공화국과 의회주의에 대한 극우파적 공격

이다. 마지막으로 독일 점령기 프랑스 비시 정부의 수반이었던 페탱 장군의 

La France devant son destin은 비시 정부의 선전물이다. 경성제대 도서관

에 비치되어 있는 프랑스 출판물들 중 1940년대 이후 출간된 것은 몇 십 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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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0 339 La Propriété sociale et la 
démocratie

Fouillée, Alfred, 
1838-1912

[s.n.] 1922

M100 336 La Démocratie politique et sociale 
en France

Fouillée, Alfred, 
1838-1912

[s.n.] 1923

M100 720 La Démocratie devant la science Bouglé, C. (Camille) [s.n.] 1923
M100 37 Les problèmes de la démocratie Masaryk, Thomás 

Garrigue, 1850-1937
[s.n.] 1924

M100 57 L'avenir de la démocratie Guy-Grand, Georges [s.n.] 1928
M100 82 La Mystique démocratique Rougier, Louis [s.n.] 1929
M100 438 Démocratie et sociocratie Deherme, G. 

(Georges), b. 1867
[s.n.] 1930

M100 552 Démocratie et soviétisme Vega, José de la, b. 
1889

[s.n.] 1931

M100 910 La démocratie Laun, Rudolf, 
1882-1975

[s.n.] 1933

M100 914 
1/2

Le gouvernement des démocraties 
modernes

Lavergne, Bernard [s.n.] 1933

M100 935 Anarchie ou hiérarchie Madariaga, Salvador 
de, 1886-

[s.n.] 1936

M 1 0 0 
1021

Le pouvoir exécutif dans les 
démocraties d'Europe et   
d'Ame'rique

Giraud, Emile, 
1894-1965

[s.n.] 1938

M 1 0 0 La démocratie en France Reynaud, Louis [s.n.] 1938

채 되지 않는데 그 중의 한 권이다.

  그러나 프랑스어 도서를 살펴보면 극우파들의 서적 못지않게 사회적 현상으

로서의 극우파의 부상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비판들도 눈에 띤다. 이탈리

아 파시즘에 대한 저작들(6종) 모두 이에 대한 비판 혹은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으며, 독일 나치즘에 관한 분석들(6종) 역시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시인 발레

리가 서문을 쓴 드라크(Frédéric Drach)의 Dictatures et dictateurs는 동

시대 유럽의 독재자들에 대한 200장의 사진들과 문서들을 통하여 파시즘 및 

권위주의의 부상을 해부하고 있다. 

  또한 파시즘 관련 책과 나란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저서들이다. 대의제 정부의 문제점, 정부 조직과 관료제 개

혁, 중앙집권화의 문제점 및 지방분권화 등에 관한 책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

다. 그 중 아래는 민주주의 일반에 관한 이론 및 논쟁을 담을 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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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M200 21 Le déclin des grandes démocraties 

et le retour à   l'autorité
Jacoby, Jean [s.n.] 1938

N200 106 
11

L'Agriculture pendant la 
guerre

Augé-Laribé, M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6 
16

Tours et la guerre: étude 
économique et sociale

Lhéritier, M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6 
18

Rouen pendant la guerre Levainville, J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6 
20

Paris pendant la guerre Sellier, H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6 
21

Les Dépenses de guerre de 
la France

Jèze, Gaston, 
1869-1953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6 
22

Les Finances de guerre de 
la France

Truchy, Henri, 
1864-1950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6 
24

Politique et fonctionnement 
des transports par   chemin 
de fer pendant la guerre

Peschaud, M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6 
25

La Navigation intérieure en 
France pendant la guerre

Kerviler, G. d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6 
27

La Santé et le travail des 
femmes pendant la guerre

Frois, M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6 
30

Les Bois d'oeuvre pendant 
la guerre

Chevalier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6 
4

Les Forces hydro-électriques 
pendant la guerre

Blanchard, R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6 
5

Bibliographie méthodique de 
l'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de la France 
pendant la guerre

Bloch, C P r e s s e s 
Universitaires 
de France

1925

N200 106 
7

La Marine marchande 
française et la guerre

Cangardel, H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6 
8

Le Mouvement syndical 
durant la guerre

Picard, Roger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7 
3

Le Secours de chōmage en 
Belgique pendant 
l'occupation allemande

Mahaim, Ernest, 
1865-1938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N200 107 
7

Déportation et travail forcé 
des ouvriers et de la   
population civile de la 

P a s s e l e c q , 
Fernand, b. 
1876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라. 전쟁

  군국주의 국가답게 일본은 서구의 군사사 및 당대의 전쟁들에 큰 관심을 보

였다. 특히 두드러지는 두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사람들의 기

억을 지배했던 1차대전, 그리고 일본이 서구에 대해 거둔 최초의 승리였던 러

일전쟁에 대한 연구들이다. 아래는 1차대전에 관한 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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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que occupée 
(1916-1918)

N200 165 Les organisations de blocus 
en France pendant la   
guerre (1914-1918)

Gout, Jean [s.n.] 1926

N200 218 La Politique du pain pendant 
la guerre (1914-1919)

B e a u c o u r t , 
Alfred

[s.n.] 1919

N200 226 Les Répercussions 
économiques de la guerre 
actuelle   sur la France (ler 
aout 1914 - 15 mai 1917)

R e n a r d , 
Georges, b. 
1876

[s.n.] 1917

N400 104 L'après-guerre et la 
politique commerciale

Gignoux, C.-J. 
(Claude-Joseph), 
1890-

[s.n.] 1924

P000 139 La Guerre, le commerce 
francais et les 
consommateurs

N o r m a n d , 
Gilles, b. 1875

[s.n.] 1917

Q100 159 Histoire des finances 
extèrieures de la France   
pendant la guerre 
(1914-1919)

Petit, Lucien, b. 
1873

[s.n.] 1929

R360 7 La Grande-Bretagne et la 
guerre

Cazamian, Louis [s.n.] 1917

N200 221 Histoire échnomique & 
financière de la guerre   
(1914-1918)

Olphe-Galliard, 
G

[s.n.] 1923

H430 71 Destructions et Dévastations 
au course des guerres

N o r m a n d , 
Robert

Berger_Levraul
t

1927

H440 102 Les Poilus Delteil, Joseph, 
1894-

[s.n.] 1926

H440 24 
1

La Littérature de guerre Vic, Jean [s.n.] 1923

H440 37 L ' o r g a n i s a t i o n 
gouvernementale française 
pendant la guerre

R e n o u v i n , 
Pierre

[s.n

H440 4 Les Origines et les 
responsabilités de la Grande  
 guerre

B o u r g e o i s , 
E m i l e , 
1857-1934

[s.n.] 1922

H440 99 
2

Chronique de la grande 
guerre

B a r r è s , 
M a u r i c e , 
1862-1923

[s.n 1931

  여기서 보듯이 일반적인 전쟁사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시 

물자 및 자원 동원, 정부 조직, 후방 관리, 재정, 경제 정책, 주요 도시들의 상

황, 교통 및 해운 등 매우 실제적인 주제들에 관한 책들이 갖춰져 있다. 이 중 

다수는 ‘1차대전의 사회경제사(Histoire economique et sociale de la 

guerre mondiale)’라는 시리즈물로 출간된 책들이다. 그 외에 흥미로운 책으

로 빅(Jean Vic)의 La Littérature de guerre을 꼽을 수 있는데, 전쟁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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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6 2 0 
176

La Guerre russo-japonaise Ariga, Nagao [s.n.] 1908

H210 14 Le Monde et la guerre 
russo-japonaise

C h é r a d a m e , 
André, 1871-

[s.n.] 1906

H210 26 
1(1)

Gurre russo-japonaise, 
1904-1905

France. Armée 
russo. Etat-Major 
général

L i b r a i r i e 
Militaire R. 
Chapelot

1910

H210 71 Histoire de la Guerre 
russo-japonaise

Donnet, Gaston [s.n

H210 75 Quelques leçons de la triste 
expérience de la guerre   
russo-japonaise

Martynov, A. V [s.n 1907

인, 경과, 결과까지를 당대에 단행본, 신문, 잡지 등에 발표된 글들을 모아서 

프랑스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1차대전을 재구성한 책이다. 대부분이 1차대전의 

실제적 측면에 관한 책인 가운데 예외적으로 반전을 주장하는 서적들도 있다. 

반전 서사시인 들테이(Joseph Delteil)의 Les Poilus, 그리고 전쟁 범죄를 

담은 노르망(Robert Normand)의 Destructions et Dévastations au 

course des guerres이다. 

  아래는 러일전쟁에 대한 서적들이다. 

 

  이 중 국제법 전문가였던 나가오 아리가(Nagao Ariga)의 La Guerre 

russo-japonaise은 일본 사령부 문서에 기초하여 러일전쟁을 국제법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다. 육군대학 교수이자 육군성과 긴밀하게 협업했던 아리가는 

이미 청일전쟁 때에도 비슷한 작업을 수행한 바 있었으며 주로 일본의 대외전

쟁을 국제법상 정당화하는 데에 앞장섰다. 프랑스어로 저술된 이유 역시 서구 

열강에 대하여 일본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였다. 

  5권의 육중한 볼륨을 자랑하는 Guerre russo-japonaise, 1904-1905는 

러시아 사령부에서 발간한 러일전쟁에 대한 자료를 프랑스군이 번역하여 출간

한 것이다. 복본까지 여러 권 있어서 매우 중요시된 책임을 알 수 있다.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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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노프(Martynov, A. V)의 Quelques leçons de la triste expérience de 

la guerre russo-japonaise 역시 러시아 사령부에 소속된 한 장군의 책을 

불어로 번역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저술된 책들 중 도네(Gaston Donnet)의 

Histoire de la Guerre russo-japonaise는 러일전쟁 동안 프랑스에 소식을 

전했던 정기간행물들을 묶어서 출간한 것이다. 프랑스가 이 전쟁에 비상한 관

심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자 수많은 문서 및 일러스트를 포함하고 있

어서 연구 및 전시를 위한 가치도 매우 높다.  

마. 극동: 중국, 일본, 한국

  부속도서관은 근대 초부터 동양이나 근동에 대한 유럽인들의 여행담 및 시

각을 담은 책들을 많이 모았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간 선교사, 여행가, 관료, 

학자들의 기록이 가장 많다. 프랑스어 도서들을 살펴보면 당시 프랑스에서 발

달하던 중국학 및 일본학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20세기 전반 프랑스

에 있던 극동 관련 콜렉션의 면모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도서관 장서에 나타나는 대표적 기관들은 파리에 있던 프랑스극동학

교(Ecole française d'Extrēme-Orient)와 기메 미술관(Musée Guimet)이다. 

파리에 있던 프랑스극동학교는 원래 베트남 식민화와 함께 1900년에 창설된 

연구소로서 이후 연구 주제를 넓혀서 동남북 아시아 지역을 폭넓게 다루었다. 

현재 서울에도 부속 센터가 있다. 기메 박물관은 동양을 자주 여행했던 사업가 

기메의 소장품들을 전시한 곳으로서 한국 관련 자료들도 상당수 소장하고 있

다. 아래의 책들은 극동학교와 기메박물관에서 발간한 비정기 간행물들인데 당

시 소장품들 및 극동 지역에 대한 삽화들을 수록하고 있어서 컨텐츠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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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00 11 
2

Études  
asiatiques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Ecole 
française  
d'Extrē-Orient

H200 27 
1

Études 
d'orientalisme Musée Guimet (Paris,  French) [s.n.]

E060 26
Guide-catalogu
e du Musée 
Guimet

Hackin, Joseph, 1886-1941 [s.n.] 1923

G150 4 Introduction à l'étude de la langue 
japonaise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56

G150 7 Discours prononcé à l'ouverture du 
cours de japonais à l'Ecole impériale 
et spéciale des Langues orientales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63

G150 8 Premières notions de langue japonaise 
parlée et   écrite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84

G152 2 Dictionnaire des signes 
ideographiques de la Chine   avec 
leur prononciation usitee au Japon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67

G152 5 Remarques sur quelques dictionnaires 
japonais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58

G153 10 Eléments de la grammaire japonaise 
(langue vulgaire)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73

G153 11 日本語考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65

G155 3 Manuel de la lecture japonaise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59

G157 3 Guide de la conversation japonaise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67

G157 8 Cours pratique de langue japonaise Rosny, Léon 
de, 1837-1914

[s.n.] 1903

G157 9 Textes faciles et gradués en langue 
japonaise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73

H200 45 Variétés orientales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72

W700 2 Traité de l'éducation des vers a soie 
au Japon,   traduit pour la premiére 
fois du japonais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71

  프랑스의 오리엔탈리스트 중 경성제대 도서관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저

자로는 우선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주요 오리엔탈리스트이자 인류학자였던 레

옹 드 로스니(Léon de Rosny)를 들 수 있다. 그의 연구는 아래의 목록에서 

보듯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까지 널리 걸쳐 있었으며, 특히 일본 언어에 

해박해서 프랑스의 동양어 학교에서 일본어를 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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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51 2 Bibliotheca Japonica Cordier, Henri, 
1849-1925

[s.n.] 1912

A453 1 1 Bibliotheca Sinica Cordier, Henri, 
1849-1925

[s.n.] 1904

A459 4 1 Bibliotheca Indosinica Cordier, Henri, 
1849-1925

E c o l e 
française 
d'Extrème

1912

T 7 8 0 
208

De la méthode ethnographique pour 
servier   d'introduction à l'étude de 
la race jaune

Rosny, Léon 
de, 1837-1914

Bureau 
de la 
Société

1871

K120 16 Sur la géographie et l'histoire de la 
Corée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68

T 7 8 0 
178

Les Coréens Rosny, Léon 
de, 1837-1914

Maison
n e u v e 
f r è r e s 
et Ch . 
Leclerc

1886

E350 36 La Porcelaine chez les chinois et 
japonais

Rosny, Léon 
de, 1837-1914

s.n

E490 1 Notice sur l'écriture chinoise et les 
principales   phases de son histoire, 
comprenant une suite de spécimen de 
caractères   chinois de diverses 
époques, de fragments de textes et 
d'inscriptions, de   fac-simile, de 
tables, etc

Rosny, Léon 
de, 1837-1914

[s.n

H210 74 La Civilisation japonaise Rosny, Léon 
de, 1837-1914

Delagr
ave

1861

K100 81 Notices sur les iles de l'Asie 
orientale, extraites   d'ouvrages 
chinois et japonais, et traduites pour 
la première fois sur oes   textes 
originaux

Rosny, Léon 
de, 1837-1914

s.n

K100 84 Etudes asiatiques de géographie et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64

T900 29 Botanique du Nippon Rosny, Léon 
de, 1837-1914

s.n

G240 11 Quelques observations sur la langue 
siamoise et sur   son écriture

Rosny, Léon 
de, 1937-1914

[s.n

G664 17 Exercices pratiques d'articulation et 
de diction

R o s s e t , 
Théodore

[s.n.] 1923

  또 하나의 주요 저자는 프랑스의 오리엔탈리스트인 앙리 코르디에(Henri 

Cordier)였다. 그가 편집한 세 종류의 서지학 백과사전인 Bibliotheca 

Japonica, Bibliotheca Sinica, Bibliotheca Indosinica는 서구에서 

1920년 이전까지 중국, 일본, 인도네이사에 대해서 출간된 거의 모든 연구들

의 목록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관련 기록만 2만 여 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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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
M550 145 L'expédition de Chine de 1857-58 Cordier, Henri, 

1849-1925
F. Alcan 1905

大 K100 41 Description d'un atlas 
sino-coréen

Cordier, Henri, 
1849-1925

[s.n.] 1896

H200 30 1 Mélanges d'histoire et de 
géographie orientales

Cordier, Henri, 
1849-1925

[s.n.] 1914

H200 53 Les Débuts de la Compagnie 
royale de Suède en Extrème 
Orient au XVIIIe siècle

Cordier, Henri, 
1849-1925

[s.n.] 1889

H230 34 1 Histoire générale de la Chine Cordier, Henri, 
1849-1925

[s.n.] 1920

H230 41 La Chin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Cordier, Henri, 
1849-1925

[s.n.] 1910

T780 150 Les Mo-sos Cordier, Henri, 
1849-1925

[s.n.] 1908

  또한 도서관에는 당시 서양의 극동 관련 연구 수준과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지학 책들과 카탈로그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코르디에

의 방대한 백과사전들 외에도 독일 의사의 일본 콜렉션 목록인 Catalogue 

de la bibliothèque, apportée au Japon par Mr. Philipp Franz de 

Siebold,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극동 도서 목록인 Catalogue des livres 

chinois, coréens, japonais, etc, 스웨덴의 일본 도서 목록인 Catalogue 

de la bibliothèque japonaise de Nordenskiöld,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둔

황 관련 소장 자료 목록인 Collection de Pelliot, 프랑스에서 출간된 일본

의 석판화 목록인 Répertoire des estampes japonaises,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일본도 콜렉션 목록인 Catalogue de la collection des gardes de 

sabre japonaises au Musée du Louvre, 파리 대학에 소장 중인 일본 화

폐와 메달 콜렉션 목록인 La Collection de monnaies et de médailles 

japonaises de l'Institut d'Études japonaises de l'üniversité de Paris

등이 있다.

  동아시아에 대한 프랑스어 도서들 중 눈에 띄는 것은 19세기 이전에 발간된 

오래된 귀중한 책들이다. 서구에서는 17세기 이후 비유럽 세계에 대한 여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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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및 민족지적 서술이 유행하여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꽃을 피웠다. 특히 

프랑스가 아시아 진출 이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주로 접촉한 통로는 예

수회를 비롯한 카톨릭 선교사들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서술로는 초기 중국 개

종자 여성에 대한 Philippe Couplet의 Histoire d'une dame chretienne 

de la Chine(1688), 베이징 선교사들의 기록인 Mémoires concernant 

l'histoire, les sciences, les arts, les moeurs, les usages(1776), 베이징 

선교사와 주고받은 서신 기록인 Dortous de Mairan, Lettres au R. P. 

Parrenin, jésuite, missionnaire à Pékin(1770), 예수회 수사의 기록인 

Lettre du R. Pere Louis le Comte, de la Compagnie de Jesus(1700), 

중국사에 관한 Juan de Palafox y Mendoza의 Histoire de la conqueste 

de la Chine par les tartares 1600-1659(1670)을 들 수 있다. 

  또한 Lettre de M. Marin Labbé ... au Pape, sur le certificat de 

l'empereur de la Chine, et sur la necessité de condanner sans delai 

toutes les superstitions chinoises(1702)와 Lettre de messieurs des 

Missions etrangeres au Pape sur les idolatries et les superstitions 

chinoises(1700)는 중국의 미신에 대해서 교황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도 L'histoire des Indes Orientales et Occidentales나 Histoire et 

description generale du Japon, ou, L'on trouvera tout ce qu'on a pu 

apprendre de la nature는 17-18세기 초반 서구의 동양 인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서구화에 성공한 유일한 동양 국가로서 일본은 서구에 대해 스스로를 재현

하는 데에도, 그리고 서구가 자신을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데에서도 매우 관심

이 많았다. 아래의 책들은 프랑스에서 발간된 일본 관련 역사서들로서 당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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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0 21 
1

Histoire et description generale du 
Japon, or, L'on   trouvera tout ce 
qu'on a pu apprendre de la nature ... 
avec les fastes   chronologiques de 
la decouverte du Nouveau Monde

Charlevois, 
P i e r r e 
F r a n ç o i s 
Xavier de, 
1682-1761

[s.n.] 1736

H 2 1 0 
117

Le Japon K a j i , 
R y ū i c h i ,   
1896-1978

[s.n.] 1939

H210 33 Le Japon et la France à l'époque de 
la Renaissance   (1545-1619)

B e r n a r d , 
Henri

[s.n.] 1942

H210 32 Une campagne sur les cōtes du Japon R o u s s i n , 
Alfred

Hachette 1866

H210 54 Souvenirs d'une ambassade en Chine 
et au Japon en   1857 et 1858

M o g e s , 
A l f r e d , 
marquis de

[s.n.] 1860

大 H210 
1

Nipon o dal itsi ran, ou, Annales des 
empereurs du   Japon

H a y a s h i , 
S h u n s a i , 
1618-1680

[s.n.] 1834

H210 6 Dictionnaire d'histoire et de 
géographie du Japan

P a p i n o t , 
Edmond, b. 
1860

[s.n 1906

H210 60 Histoire du Japon G o w e n , 
Herbert H. 
( H e b e r t 
H e n r y ) , 
1864-1960

Payot 1933

H210 69 Les Étrangers au Japon et les 
japonais à l'étranger

C l a v e r y , 
Edouard

[s.n.] 1904

H210 74 La Civilisation japonaise Rosny, Léon 
d e , 
1837-1914

Delagrave 1861

H210 90 Le Japon L i g u e 
greco-japon
aise

[s.n.] 1934

H210 98 Le Japon moderne N a u d e a u , 
Ludovic

[s.n 1915

H020 25 The Ancient burial mounds of Japan H i t chco ck , 
Romya

s.n

성제대가 수집한 책들이다. 이 중에는 일본 저자들의 번역서 역시 상당수 존재

한다. 이를 통해 서양서에서 일본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으며, 여기에 

일본 저자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지금도 파리에 있는 

프랑스-일본관(La Maison franco-japonaise) 설립에 기여한 법률가 스기야

마(Sugiyama, Naojirō)의 프랑스 체류기인 Ma mission en France, 1934

처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일본과 프랑스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

는 책들도 있다.



63

H210 2 
1

Le Japon L a 
M a z e l i è r e , 
Marquis de

[s.n.] 1907

H210 55 La Restauration imperiale au Japon Layrle [s.n
C 0 2 0 
114

Histoire des idées religieuses et 
philosophiques du   Japan

O s u m i , 
Shun, d. 
1923

[s.n.] 1929

C510 11 
1

Histoire de l'établissment, des progrés 
et de la   décadence du christianisme 
dans l'empire du Japon, ou l'on voit 
les   différentes révolutions qui ont 
agité cette monarchie pendant plus 
d'un   siècle

Charlevoix, 
P i e r r e 
F r a n ç o i s 
Xavier de, 
1682-1761

[s.n.] 1828

C521 44 
1

Le Martyrologe de l'église du Japon, 
1549-1649

Téqui 1895

M 2 5 0 
227

Le Japon et la politique française D o r i e n t , 
Roger

L ibrair ie 
Plon

1906

M800 65 Traité de commerce et de navigation 
entre le Japon   et l'Allemagne ; 
Convention spéciale et réciproque de 
douane entre le Japon   et 
l'Allemagne

Japan s.n 1911

N 2 0 0 
181

Etude sur l'Histoire economique dec 
l'ancien Japon   des origines à la fin 
du XIIe siècle

Yoshitomi [s.n.] 1927

G163 6 Grammaire coréenne Ridel, Félix Clair, 
1830-1884

[s.n.] 1881

G162 1 법한자뎐 Alévēque, Charles [s.n.] 1901
G162 6 c.3 한불자뎐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C. Lévy 1880

H210 56 三國通覽圖說 Hayashi, Shihei, 
1738-1793

[s.n.] 1832

H220 8 La Corée Fauvel, A. A s.n.] 1904
H220 9 La Corée jusqu'au IXe siècle Courant, Maurice, 

1865-1935
[s.n.] 1898

大 K080 13 Nouv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u 
Thibet

Anville, Jean 
B a p t i s t e 
Bourguignon d', 
1697-1782

H e n r i 
scheurle
er

1737

K100 12 2 
c.2

Nouveaux mélanges asiatiques Rémusat, Abel, 
1788-1832

Schubart 
e t 
Heideloff

1829

K100 23 Visions d'Extrēme-orient Chauvelot, Robert [s.n.] 1928
K100 36 Étapes asiatiques Angoulvant, G. [s.n 1930

  

  다음은 도서관에 있는 프랑스 도서들 중 한국과 관련하여(혹은 더 넓은 지리 

범위 속에 한국을 포함하여) 출간된 프랑스어 도서들의 목록이다. 여기에는 한

국사, 한국 여행기, 한국 지리, 한국 법전, 한국 사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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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 b. 1872
K100 48 En Extrēme-Orient,   

1900-1901
Halkin, Joseph [s.n.] 1903

K100 49 Promenades en 
Extrēme-Orient (1895-1898)

Pimodan, [C.] de [s.n.] 1900

K100 67 De Java au Japon par 
l'Indo-Chine, la Chine et la   
Corée

Maufroid, A [s.n.] 1913

大 K100 41 Description d'un atlas 
sino-coréen

Cordier, Henri, 
1849-1925

[s.n.] 1896

K110 32 Au Japon par Java, la Chine, 
la Corée

Brieux, Eugène, 
1858-1932

[s.n 1914

K110 58 De la situation du Japon et de 
la Corée

Gaubil, Antoine, 
1689-1759

[s.n.] 1898

K110 72 Aux iles Riou kiou et en 
Corée

Périgny, Maurice 
de

[s.n.] 1912

K120 16 Sur la géographie et l'histoire 
de la Corée

Rosny, Léon de, 
1837-1914

[s.n.] 1868

K120 23 La Corée Tournafond, Paul [s.n.] 1895
K120 26 En Corée Bourdaret, Emile Plon-No

urrit
1904

K120 28 Pauvre et douce Corée Ducrocq, Georges [s.n.] 1904
K120 33 Notes sur la Corée Verneret, A [s.n
K120 41 La Corée, ou, Tchösen Chaillé-Long, C. 

( C h a r l e s ) , 
1842-1917

[s.n.] 1894

K130 24 Chinese du Nord et vallée du 
Fleuve Bleu, Corée

Madrolle, Claudius, 
1870-

[s.n.] 1913

L580 6 Le Code pénal de la Corée 한국. 정부 T h e 
S e o u l 
p r e s s , 
Hodge & 
c o . , 
printers, 
V I I I e   
a n n é e 
Koang-M
ou

1904

M800 37 Corée & Japon Perrinjaquet A . 
Pedone, 
Éditeur

1910

T780 178 Les Coréens Rosny, Léon de, 
1837-1914

Maisonn
e u v e 
frères et 
Ch . 
Leclerc

1886

T780 209 Les Coréens vis-à-vis des 
chinois et des japonais

Marceron, D s.n

F118 5 Autour d'une vie coréenne 서영해 [s.n 1929

  한국 역사서로는 포벨(Fauvel, A. A)의 La Corée와 쿠랑(Courant, 

Maurice)의 La Corée jusqu'au IXe siècle 정도가 있다. 포벨의 책은 프



65

랑스아시아위원회(Comité de l’asie française)에서 출간한 역사서로 러일전

쟁까지 기술되어 있다. 쿠랑은 초기 한불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그는 

1890년부터 2년 간 프랑스 영사관의 서기보로 근무하면서 한국 관련 서적 

3,821권을 정리하여 프랑스에서 Bibliographie coréenne로 출간하였다.13) 

이 책은 도서관에 없지만 쿠랑의 역사서는 조선 고대 왕국들로부터 일본에 문

명이 전래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897년 기메 박물관의 컨퍼런스에

서 발표되었다.  

  한국과 관련된 프랑스어 도서들을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을 거쳐 

갔거나 조선에 체재했던 프랑스인들의 흔적이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 모리스 

쿠랑 외에도 구한말 조선에는 수는 많지 않지만 조선의 정부나 문화계에서 요

직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꽤 있었다. 예를 들어 Recherches 

archéologiques et historiques sur Pékin et ses environs의 저자인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는 프랑스 대사로서 최근 소설이나 영화 소재로

도 등장하는 궁녀 리심과 결혼하여 프랑스로 데리고 간 장본인이기도 하다. 크

레마지(Laurent Crémazy)는 주로 프랑스의 식민지들에 부임해 있던 법률가

였는데 은퇴 후 조선에 와서 대한제국의 법률고문이 되었다. 그의 Le Code 

pénal de la Corée은 형법대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 밖에 법한

자뎐은 조선 최초의 한불사전으로서 조선에 4년 간 체재한 한 상인이 저술한 

것이다.

   이 중 K100 계열의 책들은 주로 구한말 조선을 여행한 프랑스 여행자들의 

기록이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한국의 지리, 경치, 습속, 의복 등에 관한 피상

적 관찰들이 많다. 그 중 눈에 띠는 것은 La Corée, ou, Tchösen로서 당

13) 최종고, <구한말의 주한 프랑스인 사회>, 교회사연구, vol. 27, pp. 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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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는 드물게 저자는 2년 간 조선에 거주하면서 기록을 남겼으며 상세한 제

주도의 지도와 조선인들의 삶을 담은 여러 장의 크로키들이 들어 있다. 정치적

으로는 주로 일본의 시각을 빌려 한국인은 수동적, 종속적이라 중국, 일본, 러

시아 중 하나가 조선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관련 도서들 중 가장 특이한 책은 서영해의 Autour 

d'une vie coréenne일 것이다. 서영해(본명은 서희수)는 1902년 부산에서 

태어나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중국으로 망명했다. 임시정부에 합류하

여 일하던 중 프랑스로 유학하여 파리에 머물면서 해방 때까지 임시정부의 대 

유럽 외교를 맡았다. 그는 1929년 파리에서 코리아통신사(Agence Korea)를 

설립해 유럽 각국 언론사에 조선 독립의 대의를 알리는 한편 유럽에서 임시정

부의 한국 대사로 활동했다. 그가 1929년 출판한 이 책은 한국인이 쓴 최초의 

프랑스어 소설이다. 이 책은 ‘한국 역사소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형

식상으로는 백승조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군 조선으로

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사와 국제 정세를 설명하면서 조선 독립의 당위

성을 설파하는 정치적 저작이었다. 끝에는 독립선언문의 프랑스어 번역판도 첨

부되어 있다. 임시정부의 정치적 저작이 부속도서관으로 흘러들어온 이유는 원

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932년 12월 19일 서적상을 통하여 한국에 관련

된 서양서를 일괄 구입했는데 이 때 제목과 프랑스 출판사명만 보고 다른 책

들과 섞여 들어온 듯하다(표지와 원부 사진 별첨).  

4. 결  론

  기본적으로 부속도서관은 제국의 헤게모니 구축 기관이지만 새로운 식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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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들이 계속 강조해 왔듯이 식민 권력이 표상하는 일사불란한 통치에 대

한 이상과 실제 식민지에서 나타나는 결과물 사이에는 심대한 간극이 존재한

다. 식민 권력이 편재하거나 전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산이며, 식민주의 내

에는 항상 모순, 역설, 주저, 공백의 공간들이 있다. 프랑스사 장서 분석을 통

해 드러난 것 역시 이 이념과 실제 사이의 균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공간이었다. 

  먼저 식민 권력은 장서 구성에 보편과 특수, 양쪽의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해야겠다. 한편으로 제국대학의 교양주의 및 학문적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노력은 식민 당국의 정책적 목표와는 상관없이 폭넓은 교양 도서들이 식민지 

도서관에 모이게 했다. 특히 제국대학의 일부라는 특권적 지위 때문에 

경성제대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문적 자율성을 누렸고, 교수들 

중에는 좌파의 수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들도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서적상에서 관련 서적을 일괄 구입하다 보니 

제목으로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책들이 시리즈나 테마별로 한꺼번에 

들어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식민 당국으로서는 달가워하지 않았을 종류의 

책들도 대거 도서관으로 유입되었다. 

  그 중 두드러지는 것은 사회주의 관련 서적들이다. 출간 연도별로 보면 

대부분의 프랑스어 장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출간된 책들인데 특히 

20세기 이후 출간된 책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룬다. 이 시기에 출간된 책 

목록들을 보면 당대 프랑스의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목록을 시대순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기 바뵈프부터 19세기 중반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을 거쳐서 20세기 인민전선까지 프랑스 사회주의 역사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1920-30년대의 신간 목록들을 봐도 인문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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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당대 프랑스의 최신 지적 경향을 나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국주의, 파시즘, 인종주의를 옹호하는 책들도 

있지만 이는 여기에 반대하는 책들과 병치되어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오히려 당대 프랑스 사회의 고뇌를 반영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방어하거나 공화국의 체질 개선을 통한 민주주의의 증대를 주장하는 책들도 

많다.     

  역사서의 경우 당연히 프랑스사 도서가 두드러지는데 그 중 근대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서구 근대화 과정에 대한 일제의 일관된 관심을 

드러낸다. 여기서 일반적 가정에 따르면 계몽주의, 혁명, 자유주의, 사회혁명의 

위협으로 점철되는 18-19세기 프랑스의 역사는 일본 제국주의가 보기에 

‘위험한’ 주제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주제들에 관한 장서 구입에 제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18세기 계몽주의 저작들은 매우 풍요롭게 

갖추어져 있고, 프랑스 혁명사의 경우에도 당대 주류 해석이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의 기본 저작들이 구비되어 있다. 특히 1848년 2월혁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이와 관련된 저서들뿐만 아니라 루이 블랑, 프루동, 

콩시데랑 등 혁명에 참여한 사회주의자들의 직접 진술들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도서들이 그 내용상의 파급력을 지녔을지, 그리고 

실제로 연구나 교육에 얼마나 활용되었을지는 미지수이다. 사학과의 강좌나 

프랑스 혁명에 대해 다룬 교수와 학생들의 논문을 보면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인식은 매우 비이념적이었다. 혁명의 외교사, 국제정치사에 대한 관심이 

프랑스 혁명의 ‘내용’을 압도했다. 이성과 자유를 찬양하는 계몽주의 저작들 

역시 18세기 프랑스 ‘문예부흥’이나 ‘고급’ 철학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을 

확률이 높다. 여기서 볼 때 이러한 위험한 역사적 주제들에 대한 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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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금지나 검열보다는 자발적 회피, 순전한 무관심, 그리고 덜 위험한 

주제들로의 방향전환 등을 통해 이루어진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관심이 보다 명백하게 편중된 부분들도 분명 있었

다. 일본의 특정 관심사가 반영된 경우로는 위에서 키워드별로 분석한 제국주

의, 전쟁, 동아시아에 관한 도서들을 들 수 있다. 제국주의 서적들의 경우 선

발 제국들의 제국 이념과 제국 경영 방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가 자신의 영역으로 설정한 아시아 지역(특히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대한 욕

망이 잘 드러난다. 전쟁의 경우 이론이나 이념보다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일

본의 실제적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두 전쟁은 제1차 세계대

전과 러일전쟁이다. 여기서 일본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거대한 세계전쟁과 

자신이 서구에 대해 거둔 최초의 승리를 복기하며 다가오는 전쟁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다 문화적 면에서 두드러지는 주제는 동아시아에 대한 프랑스어 서적을 

모은 거대한 컬렉션이다.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일본학, 중국학이 발달해서 

방대한 학문적, 예술적 성과가 쌓여왔는데 경성제대 컬렉션에서 그 일부를 확

인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서구의 시선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일

본의 지속적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동양학에 대한 거대한 백과

사전들, 서지학, 박물관 목록, 논문집, 학회집 등은 서구 학계 내에서 일본과 

동아시아의 위상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이에 개입하는 한편 일본이 서양이 욕

망하는 세계 굴지의 문화 국가임을 계속 확인하려는 욕망을 보여준다. 경성제

대 도서관은 일본과 함께 조선에 대한 프랑스어 도서들도 수집했기 때문에 이

와 병치하여 ‘은자의 나라’에 대한 당시 서구인들의 시각 역시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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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프랑스어 장서 분석을 통해 위에서 말한 식민 지배의 복잡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어 장서들은 많은 부분 당대 프랑스의 학문적 경향

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양상은 매우 불완전하다. 마치 복원된 고대 토기의 

여러 부분이 듬성듬성 빠져 있는 것처럼 일본의 식민지로 옮겨진 프랑스 지성

계의 모습은 불균형한 모습을 띠며, 바로 이 불균형성에서 이식된 근대성의 특

징들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 시작 단계에서는 여기서 일본 식민주의

의 욕망과 필요성을 읽어내고자 했으나, 연구 결과 식민 권력이 일사불란하게 

침투했다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장서 구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잠정

적으로 결론 내리게 되었다. 제국대학의 일부로서 부여된 경성제대의 교양주

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학문적 요구 및 이들에게 주어진 상대적 자율성, 서구

를 ‘따라잡으려는’ 일본의 욕망, 당대 일본 제국의 시국적 관심, 그리고 주제, 

시리즈, 기증도서 위주로 집합적으로 도서를 구매했던 도서관의 관행 등 다양

한 요인들이 식민지 대학이라는 구조적 틀과 상호작용하며 특이한 장서 구성

을 낳았다. 이 도서들이 어떻게 수용 및 활용되었을 지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의 몫으로 남긴다.  

Ⅱ. 영어 장서

1. 개  요

  영어 역사서는 총 2088권으로 역사학 사전들과 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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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비롯하여 유럽 문명사와 세계사 및 다양한 문화사 저서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의 역사서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들 및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역사서들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국가들의 역

사서들과 함께 고대사와 중세사, 현대사로 구분된 시대사들도 다양하게 구비되

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서들 이외에도 세계의 여러 지역, 인물, 종교, 

문화들에 대한 서적들 또한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경성제대 영어 장서들에서

는 이러한 일반 역사서들 이외에도 몇 가지 주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

쟁, 침략, 군대, 외교, 국제 관계, 제국, 혁명, 반란 등과 관련된 서적들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인데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일본 제국의 관

심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본 보고서는 영어 장서 전체의 구성과 분류, 

그리고 그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고문헌 자료실의 서적들을 활용한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영어 장서들에는 이러한 교양 교육을 위한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서들 이외

에도 당시 제국주의적 팽창을 진행하고 있던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

야라고 할 수 있는 전쟁, 침략, 군대, 외교, 국제 관계, 제국, 혁명, 반란 등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룬 서적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수의 저

서들이 다루고 있는 전쟁 관련 역사서는 당시 일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러일전쟁, 1, 2차 대전뿐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전쟁사 및 침략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쟁 다음으로 많은 수의 저서들이 외교

와 국제 관계를 다루고 있고 다양한 제국에 관한 저서들 뿐 아니라 세계 각지

의 여러 반란들에 관한 서적들 또한 일본 제국 경영과 관련된 관심 사항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후반부는 이러한 주제별 분석을 통해 일

본 제국의 식민지 경영의 전략들이 제국의 식민지 도서관 장서에 어떻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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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일본 식민지 지배의 성격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하고자 한다. 

2. 장서 구성과 양적 분석

  영문 역사서 구성은 크게 역사학 일반서들과 각국사(대륙사) 두 부분으로 나

누어져 있고 대략적인 구성과 분량은 아래와 같다. 이 중에서 고대사 및 고고

학 관련 서적은 다른 연구자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 역사학 일반

역사학 이론과 방법론 관련 서적 – 42

역사학 사전 – 4 

시리즈 – 90

에세이 – 19

전기 – 10 

(고고학 – 169) 

세계사 및 문명사 – 133

역사 지도책 – 5 

(고대사 – 215)  

  - 대륙사 및 각국사

아시아 일반 - 30

일본 – 80 

한국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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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121

만주, 몽고, 티벳 – 17

인도-차이나 – 4

말레이 반도 (필리핀, 자바) - 59

인도사 – 128 

페르시아 (이란) 및 아라비아 - 10

터키 - 8

중앙아시아 – 6

유럽 일반 – 12

유럽 중세 – 36

유럽 현대 – 99

1차대전 - 75

2차대전 – 18

러시아 – 41

폴란드 – 2 

북유럽 국가 (핀란드,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 5 

독일 – 40

오스트리아, 헝가리 – 7

스위스 – 1 

네덜란드 – 11 

벨기에 – 3

영국 – 198

프랑스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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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포르투갈 – 10

이탈리아 – 27

발칸 반도 - 15

아프리카 – 29

아메리카 (미국 제외) – 8

인디언 원주민 – 5

캐나다 – 10

미국 – 161

멕시코 – 5

서인도제도 – 5

남아메리카 – 15

오세아니아 – 33 

 일반 역사학에는 기본적으로 세계사와 문명사가 133권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각국 역사서들 65권으로 이루어진 『The Story of the 

Nations Library』라는 시리즈를 포함하여 90권의 시리즈 도서들이 있다. 한

편 역사학 이론과 방법론 관련 서적들도 42권이나 되며 그 밖에도 역사 에

세이와 전기, 역사 지도책과 사전들이 40여권 구비되어 있다. 이 중에서 총 

2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A Comprehensive Narrative of the Rise and 

Development of Nations as Recorded by over two thousand of the Great 

Writers of all Ages』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The Historians’ History of 

the World』라는 이 역사서 전집은 마지막에 폴란드, 발칸, 터키, 소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소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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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부분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되어 그리스와 로마

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서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서유럽 중심주의적 시

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전집이다. 또 다른 전집은 1902년에서 1912년

까지 차례로 출판된 『The Cambridge Modern History』이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서 시작되어 종교전쟁, 30년 전쟁, 루이 14세, 18세기사, 미국,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복고시기 등을 거쳐 19세기말의 역사까지를 포괄하

고 있다. 한편 프랑스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프랑수아 기조(François Guizot)

가 저술했으며 토크빌, 마르크스, 밀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세

권짜리 문명사 전집인 『History of Civilization』은 귀족 중심의 시대가 가

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부르주아지의 성장과 개인의 권리를 바탕

으로 하는 민주적 또는 자본주의적 사회의 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에드

워드 에어(Edward Eyre)의 7권짜리 전집인 『European Civilization, Its 

Origin and Development』 역시 당대에 널리 읽혀지던 역사 전집이다. 그 

밖에도 특정한 시기, 예를 들면,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을 다루는 세계사 저

서들,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쓴 세계사 등과 『The Philosophy of 

Civilization』과 『Freedom of the mind in history』 등과 같은 특정 주제

를 가지고 역사를 개관하는 서적들도 갖추어져 있다. 

  한편 각 대륙 및 국가사 서적들은 유럽 강대국들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심이긴 하지만 세계 모든 대륙들과 다양한 국가들을 포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저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200여 권을 보유한 영국과 161권을 보유한 미

국이고 각각 120여 권의 인도사와 중국사 저서들, 80여 권의 일본사, 이어 55

권의 전집을 보유한 필리핀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사는 

각각 40여 권 정도 소장되어 있다. 이들 중 자국의 언어로 된 역사서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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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사의 경우 영어 역사서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모국어 역사서까지 합하면 영국과 미국의 역사서보다 관심이 낮았다고 할 수 

없다. 아래에서 장서 구성과 분량에 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설명하겠다. 

  가. 아시아 국가들에 관한 서적들 중에서 몽고사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30

여권) 이는 유럽을 정벌했던 몽고 제국의 성공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했

던 것 같다. 징기스칸 개인에 관한 저작과 전쟁 관련 저작들, 그리고 새

로운 미국제국과 구 몽고제국을 비교한 서적 등이 있다.

  나. 다음엔 시암, 버마, 필리핀, 자바 등의 동남 아시아 국가들에 관한 저서

들이 있는데 특히 초기 항해사들이나 카톨릭 선교사들이 필리핀과 필리

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대해 남긴 기록들을 모아놓은, 필리핀

의 정치, 경제, 무역, 종교 등에 관한 55권짜리 전집이 눈에 띈다. 

  다. 인도에 관한 서적들을 예상보다 훨씬 많고 (120여권) 그 내용도 다양한

데 이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서구와 교류를 해왔고 근대에 들어 서구 식

민지를 경험했던 인도의 역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고대사에서 

현대사까지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고 있고 인도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

지고 쓴 글들과 함께 이를 비판한 인도 저자의 서적도 보인다. 영국, 네

덜란드,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사 및 인도 문화사, 지역사, 

전쟁사, 제국사 등의 저작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인도 다음으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의 여러 이슬람 국가들의 

역사서들이 몇 권씩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엔 터키 (오토만 제국)의 역사

서들과 함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중앙 아시아의 역사서들까지 갖춰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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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어서 나오는 역사서들이 서양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사 서적

들로 서양사 서적들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의 역사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1) 우선 유럽 개설서, 문명사 책들과 전집들이 처음에 나오고 이어 중세사 

서적들과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 초의 30년 전쟁의 역사서들이 

나온다. 

  (2) 이어 근대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유럽의 근대사 서적들이 다수 확

보되어 있다. 이 중에는 전쟁에 관한 역사서들이 다수 있고 정치사 및 

사회사와 함께 근대 유럽의 발전 과정을 다룬 책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는 근대화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이어 많은 수의 역사서들이 1, 2차 세계 대전을 다루고 있다. 아예 하나

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세계 대전에 관한 역사서들을 모아 놓았는데 몇 

몇 주요 국가들의 역사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저서들이 세계 대전에 

관한 내용이다. (93권) 관련된 주제들도 다양해서 전쟁의 기원, 기억들, 

해군 작전, 전쟁 관련 자료집, 러시아와 1차 대전, 미국의 참전 등이다. 

  (4) 이어 본격적으로 개별 국가들의 역사서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러시아사가 

개설서 위주로 비치되어 있으면서 러일전쟁, 짜르, 러시아 혁명, 관계사 

등의 주제의 저서들도 존재한다. 

  (5) 그리고 폴란드사, 핀란드사, 노르웨이사 등이 수권씩 있지만 다수를 차

지하는 저서는 독일사 서적들이다. 독일사는 주로 독일어로 되어 있지만 

일부 서적들이 영어본으로 존재하는데 이들은 15권짜리 전집 (History 

of German People)을 포함하여 독일의 세계 정책 관련 서적과 신성로

마제국에 관한 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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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사와 양국이 해체된 이후의 역사서들이 있

고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의 역사서들이 소수 보관되어 있다. 

  (7) 이어 역시 가장 많은 장서가 포함된 영국사가 나오는데 주로 개설서이지

만 제목에 제국(Empire), 문명(Civilization) 등의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

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 구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제임스 2세 및 

빅토리아 여왕 등 특정 시대사 책들과 아일랜드사, 스코틀랜드사와 같은 

대영제국 내 국가들의 역사서도 눈에 띄며 내란이 많았던 역사를 반영하

듯 혁명 및 반란에 관한 서적들도 존재한다. 

  (8) 프랑스사 역시 불어로 된 서적들이 다수이며 영어로 된 역사서들은 프랑

스 문명, 혁명, 르네상스, 제국, 공화국 등의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서적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9) 이어 스페인사, 이탈리아사, 터키 및 세르비아 등 발칸 국가들의 역사, 

그리고 근대 이집트 역사서들이 차례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미국사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다.

  바. 미국사 서적 역시 개설서가 주가 되지만 다양한 주제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 초기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정복의 역사부터 인디언들의 역사, 

청교도 역사, 서부 개척의 역사서들이 있고 이어 미국 혁명 및 내전, 그

리고 미국 민주주의에 관한 John Donald Hicks의 저서 5권도 소장되어 

있다. 남부 및 서부, 일리노이, 그리고 하와이 역사 등 지역사 서적들도 

있고 미국 흑인 역사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Carter Godwin 

Woodson의 The Negro in our history도 소장되어 있다. 이어 멕시

코, 쿠바, 서인도제도, 마야, 페루, 파라과이 등의 남미에 관한 역사서들

이 마지막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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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다양한 시대와 국가들을 포괄하는 이러한 장서 구성은 경성제대의 보

편적 교양주의의 경향을 드러냄과 동시에 서구 열강과 동등한 수준의 제국이 

되기 위한 일본의 희망 내지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식민지 경영과 관련이 크지 않아 보이는 방대한 양의 도서들은 

일본 제국 대학 도서관의 장서 구입의 기본적인 방향과 일치하면서 동시에 식

민지에서 학문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제국의 학문적 넓이를 과시하고자 했던 

일본 식민 지배자들의 의도도 엿보인다. 

3. 질적 분석(주제별 분석)

  지금까지 장서 구성을 따라가며 분량과 내용에 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전

체 장서들에서 각국의 개설서 및 세계사와 문명사 등의 보편사를 제외한, 특정 

주제를 다룬 저서들을 조사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자주 등장하는 몇 몇 중

요한 주제들을 찾고 이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주제들

은 전쟁, 외교/국제관계, 혁명/반란 등이며 이는 위의 양적 분석에서는 잘 드

러나지 않았던 일본 식민지배자들의 제국 경영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랑스어나 독일어 장서와 비교하여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당시 유행하던 서구 사상들에 관한 저서는 영어 장서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래에서 각 주제별 간략한 분석과 함께 

해당 저서들의 목록을 제시하겠다. 

가. 전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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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서양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가 양적으로 170여권에 이르는 “전쟁”

이다. 이는 가장 많은 수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역사서 숫자

에 버금가는 양으로써 팽창 과정에서 전쟁을 계속 해야만 했던 일본의 상황과 

엘리트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시기적으로 가까운 러일

전쟁과 1, 2차 대전이 주가 되지만 다양한 시기와 지역들에서 벌어졌던 다른 

여러 전쟁들에 관한 책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장서 전체에서 “전쟁”에 관한 

서적들을 따로 분류하여 이들이 어떠한 전쟁 및 전쟁의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전쟁에 대한 당시 일본 제국의 관심도와 태도

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1차 대전에 관한 저서가 가장 많이 소장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처음으로 발발한 세계적 규모의 전쟁에 대한 일반적 

관심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팽창을 진행하고 있던 일본의 구체적인 정책과

도 연결되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러-일 전쟁 관련 도서들도 상

당수 구비되어 있는데 이 역시 일본의 아시아 팽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주제들도 기원, 경과, 전쟁의 경험과 기억, 미국의 참전 배경, 

전후 처리 문제, 민간인들과 전쟁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 밖에

도 각국의 역사서들에서도 전쟁 관련 서적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등장

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사에 대해 당시 일본 지도자들 및 지식인들이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분야별 주요 저서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러일전쟁사(18)

  우선 눈에 띄는 전쟁사가 러일전쟁사이다. 이는 러일전쟁이 일본의 아시아 

팽창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는 일본이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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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과 전쟁을 벌여 승리한 최초의 전쟁으로써 일본인들이 갖게 된 자부심과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유럽 열강을 물리친 아시아의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유럽인들의 놀라움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대부분 전쟁에 관한 일반적인 

역사서들이지만 러시아의 육군과 해군에 관한 서적도 있고 러일 전쟁 당시 일

본이 침몰시킨 후 구조하여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던 러시아의 방호순양함

(Protected Cruiser)인 노빅(Novik)에 관한 책도 눈에 띄는데 이는 경쟁 국가

의 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Maxwell, William, From the Yalu to port Arthur: A Personal 

Record (1906) (H210 61)

  - Sedgwick, F. R. (Francis Roger), The Campaign in Manchuria, 

1904 to 1905 (1912) (H210 68)

  - Klado, Nicolas, The Battle of the Sea of Japan (1906) 

  - Boulay, N.W.H., An Epitome of the Chino-Japanese war, 1894-95 

(1890)

  - Kuno, Yoshisaburō, Japanese expansion on the Asiatic continent 

1, 2 (1937)

  - Great Britain, The Russo-Japanese War 1-5, (1908)

  - Outline history of the Russo-Japanese war, 1904, up to the battle 

of Liao- (1935)

  - Repington, Charles á Court, The War in the Far East, 1904-1905: 

by the Military correspondent of the Times (1905)

  - Hamilton, Ian, Sir, A Staff officer's scrap-book d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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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o-Japanese War 1, 2 (1905)

  - Cassell's History of the Russo-Japanese War 1, 2, 3 (1904)

  - Halstead, Murat, The War between Russia and Japan (1905)

  - Ross, Charles, An Outline of the Russo-Japanese war 1904, 1905 

(1912)

  - Klado, Nicolas, The Battle of the Sea of Japan

  - Kuropatkin, A. N. (Aleksei Nikolaevitch), The Russian Army and 

the Japanese war 1, 2 (1909) 

  - Steer, A. P., The "Novik" and the part she played in the 

Russo-Japanese War, 1904

  - Sydenham, George Sydenham Clarke, Baron, Russia's sea-power, 

past and present, or, The rise of the Russian navy (1898) 

  - Semenov, V. I. (Vladimir Ivanovich), The Battle of Tsu-shima 

between the Japanese and Russian fleets, fought (1912)

  - Burne, Alfred Higgins, The Liao-yang campaign (1936) (H210 83)

(2) 1차 대전사(75)

  한편 75권으로 가장 많은 수의 책이 다루고 있는 전쟁이 1차 대전이다. 이

는 당시 처음으로 발발한 세계적 규모의 전쟁에 대한 일반적 관심뿐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팽창을 진행하고 있던 일본의 구체적인 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

되어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러일전쟁과 달리 1차 대전사는 일반서보

다 특정 주제나 특정 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30여권의 1차 대전 

관련 서적들 중에서 일반서는 4권뿐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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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원에 관한 책이 4권으로 가장 많고 경험과 기억, 전쟁 책임문제, 전쟁의 

허위, 트라이치케와 전쟁 등의 구체적 내용들의 서적들과 함께 영국, 독일, 러

시아 등 한 국가들에 초점을 맞춘 1차대전사들이 있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등 군사적 측면에 중심을 두거나 구체적인 전투들의 경과를 보여주는 책들도 

있다. 나아가 전쟁이 끝난 이후 평화 협상 및 배상금 문제에 관한 내용의 저서

들도 존재한다. 이는 최초의 세계적 차원의 전쟁에 대해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까에 대

한 의문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저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Perris, G. H. (George Herbert), A Short history of war and peace 

(?)

  - Barnes, Harry Elmer, The Genesis of the World War 1, 2 (1926, 

1927)

  - Great Britain, Foreign Office,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 of 

the War, 1898-1914, 1-11 (1926) 

  - Pershing, John J. (John Joseph), My experience in the war (1931)

  - Grey of Fallodon, Edward Grey, Viscount, Twenty-five years 

1892-1916 (1926) 

  - British Museum, Subject index of the books relating to the 

European War, 1914-1918 (1922)

  - Alesksinskii, Grigorii, b. 1879, Russia and the Great War, (1915)

  - Why We are at the War (1914) 

  - Bernhardi, Friedrich von, Germany and the Next War (1914) 

  - Baldwin, Elbert Francis, The World War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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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chan, John, A History of the Great War 1-4, (1922)

  - Great Britain. Foreign Office, Collected diplomatic documents 

relating to the outbreak of the European (1915)

  - Stieve, Friedrich, Isvolsky and the World war (1926)

  - Huguet, Britain and the war (1928) 

  - Hopkins, Nevil Monroe, Over the threshold of war (1918)

  - Morgan, John Hartmann, The German war book (1915)

  - Fay, Sidney Bradshaw, The Origins of the World war, 1, 2 (1929) 

  - Liddell Hart, Basil Henry, Sir, A History of the World War, 

1914-1918 (1930) 

  - Lloyd George, 1-5, David, War memoirs of David Lloyd George 

(1933)

  - Wegerer, Alfred von, A Refutation of the Versailles war guilt 

thesis (1930)

  - Corbett, Julian Stafford, Sir, Naval operations 1-5 (1920) 

  - Aspinall-Oglander, C. F. (Cecil Faber), Military Operations, 

Gallipoli 1, 2, 3 (1929)

  - Baker, Newton Diehl, Why we went to war (1936) 

  - Wittke, Carl Frederick, German-Americans and the World War 

(1936) 

  - Chéradame, Andrè, German war profits and the German formula, 

no annexation, no indemnities (1918) 

  - Ponsonby, Arthur Ponsonby, Baron, Falsehood in wartime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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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ldane, R. B. Haldane (Richard Burdon Haldane), Viscount, 

Before the War (1920) 

  - McCabe, Joseph, Treitschke and the Great War (1914)

  - Joffre, Joseph Jacques Césaire, The Two battles of the Marne 

(1927) 

  - Creasy, Edward Spepherd, Sir, The Fifteen decisive battles of the 

world (1915) 

  - Guichard, Louis, The Naval blockade, 1914-1918 (1930) (H440 26)

  - Wheeler-Bennett, John Wheeler, Sir, Information on the 

reparation settlement (1930) (H440 27) 

(3) 2차 대전사(22)

  2차 대전사는 1차대전사보다 양은 적지만 이는 시기적으로 진행중이던 역사

로써 역사서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2

차대전사는 1939년과 1940년에 출판된 저서들이고 그 내용도 전쟁의 기원이

나 초기 진행에 관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연합국에

서 나온 저서들이 많지만 독일의 정부에서 직접 편찬한 책들도 보여 독일과 

제휴한 일본의 입장을 보여준다. 

  - Miller, Francis Trevelyan, History of World War II (1945)

  - Haines, C. Grove (Charles Grove), The Origins and background of 

the second world war (1943)

  - Dempsey, John J, Storms over the Danube (1938) 

  - Sachs, Gerhard, Germans are fair game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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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aeffer, Werner, War against women and children (1940) 

  - McInnis, Edgar, The War 3, 4, 5 (1942) 

  - Ziegler, Wilhelm, 1939 (1939) (H442 1) 

  - German Foreign Office, Britain's Designs on Norway, Documents 

Concerning the Anglo-French Policy of Extending the War (1940) 

  - Grimm, Friedrich, The Significance of this war (1940) 

  - German Foreign Office, Warmakers, 1939 (1939)

  - German Foreign Office, Introductory and explanatory text of the 

second German White-Book (1940) 

  - Great Britain. Foreign Office, Documents concerning 

German-Polish relations and the outbreak of (1939)

  - Millis, Walter, Why Europe fights (1940) 

  - Borkenau, Franz, The Totalitarian enemy (1940) 

  - Baker, J. N. L. (John Norman Leonard), An Atlas of the war 

(1940) 

  - Hooper, Sydney Ernest, The Deeper causes of the war and its 

issues (1940) 

  - Clarke, R. W. B, Britain's blockade, (1940)

  - Jentsch, Gerhart, How Britain went to war, August/September, 

1939 (1940) 

  - German Information Service, Armistice, 1918 (1940) 

  - Marlow, James, De Gaulle and the coming invasion of Germany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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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mbrun, René de, I saw France fall (1940) 

  - Leonhardt, Hans L., Nazi conquest of Danzig (1942) (H500 126) 

(4) 기타 전쟁사(정복사)(50)

  일본이 제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에 일어났고 일본이 직접 참여했던 위의 세 

전쟁 이외에도 전쟁 관련한 다양한 저서들이 경성제대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

었다. 지역적으로는 중국, 인도,  투르크, 스페인,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캐나

다, 파라과이, 멕시코, 페루, 파라과이, 아랍, 중앙아메리카, 영국, 미국 등 세

계의 다양한 국가들을 포괄하고 있고 그 내용도 전쟁의 전반적 역사 뿐 아니

라 기원과 과정, 그리고 회고록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일반적 전쟁 뿐 아니라 

일방적인 침략을 다룬 저서들까지 구비하고 있어 전쟁에 대한 일본 제국의 관

심이 다양하고 폭이 넓었음을 보여준다. 

  - Perris, G. H. (George Herbert), A Short history of war and peace 

(H050 67) 

  - Renmei, Zenkoku Daigaku Kyōju, The Japan China conflict and 

the attitude of Japan (1937)

  - Volpicelli, Zenone, The China-Japan war (1896)

  - Miki, Kiyoshi, Introductory studies on the Sino-Japanese conflict 

(1941)

  - Golovnin, Vasilii Mikhailovich, Memoirs of a captivity in Japan, 

during the years 1881, 1812, and 1813 (1824)

  - Oliphant, Nigel, A Diary of the siege of the legations in Peking 

(1901) (H23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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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nt, James Hope, Sir, Incidents in the China war of 1860 (1875)

  - Ouchterlony, John, The Chinese war (1844) (H230-43)

  - Martini, Martin, Bellum Tartaricum, or, The conquest of the 

great and most renowned empire of China, by the invasion of the 

Tartars, who in these last (H230 145)

  - Pincott, Frederic, Analytical index to Sir John W. Kaye's History 

of the Sepoy War, and Col. (1880)

  - Kaye, John William, Sir, A History of the Sepoy War in India, 

1857-1858 (1865)

  - Barclay, Thomas, Sir., The Turco-Italian war and its problems 

  - Reade, Hubert G. R, Sidelights on the Thirty Years War 1, 2, 3 

(1924)

  - The Times, History of the War 1-9 (1915)

  - Northcliffe, Alfred Harmsworth, Viscount, At the War (1916)

  - Klapka, George, The War in the East (1855) 

  - Orléans, Pierre Joseph d', History of the two Tartar conquerors 

of China (1854) (H230-54)

  - Lynch, George, The War of the civilisations (1901) (H230-61)

  - Frothingham, Thomas Goddard, The American reinforcement in 

the World war (1927)

  - Loreburn, Robert T. Reid (Robert Threshie Reid), Earl, How the 

War Came (1919) 

  - Chance, James Frederick, George I and the Northern War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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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iller, Friedrich, The History of the Thirty Years' War (1916)

  - Gardiner, Samuel Rawson, History of the Great Civil War, 

1642-1649 1, 2 (1886)

  - Clarendon, Edward Hyde, Earl of, The History of the Rebellion 

and civil wars in England, together with an 1-7 (1849) 

  - Lord, Robert Howard, The Origins of the war of 1870 (1924) 

  - Macaulay, Thomas Babington Macaulay, Baron, War of the 

succession in Spain (1913) 

  - Halperin, Samuel William, Italy and the Vatican at war (1939) 

  - Amery, L. S., The Times history of the War in South Africa, 1, 

6, 7, 1899-1900 

  - Lucas, Charles Prestwood, Sir, The Canadian war of 1812 (1906) 

  - Taylor, William, Four years' compaign in India (1875) (H300 67)

  - Gibb, H. A. R. (Hamilton Alexander Rosskeen), Sir, The Arab 

conquests in Central Asia (1923) (H380 1)

  - Bartol'd, Vasilii Vladimirovich,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1928) (H380 8)

  - Bury, J. B. (John Bagnell), The Invasion of Europe by the 

barbarians (1928) (H400 26) 

  - Osborne, James van Wyck, The Greatest Norman Conquest (1937) 

(H420 20)

  - Newbolt, Henry John, Sir, The Year of Trafalgar (1905) (H430 1)

  - Schimmer, Karl August, The Sieges of Vienna by the Tu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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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H520 12) 

  - Freeman, Edward Augustus, The History of the Norman conquest 

of England, its causes and its results (1867) (H600 64 1-6)

  - Díaz del Castillo, Bernal, The True history of the conquest of 

new Spain (1908) (H640 7 1-5) 

  - Trevelyan, George Macaulay, Garibaldi's defence of the Roman 

Republic (1907) (H660 15)

  - Hodgkin, Thomas, Italy and her invaders (1892) (H660 20 1-8)

  - Slosson, Preston W. (Preston William), The Great crusade and 

after, 1914-1928 (1936) (H800 18 12) 

  - Helps, Arthur, Sir, The Spanish conquest in America and its 

relation to the history of slavery and to the government of 

colonies (1855) (H800 6 2-4)

  - Storey, Moorfield, The Conquest of the Philippines by the United 

States, 1898-1925 (1926) (H830 19) 

  - Prescott, William Hickling, History of the conquest of Mexico 

(1863) (H850 2:1-2/4:1-3)

  - Prescott, William Hickling, History of the conquest of Peru (1902) 

(H880 1 1) 

  - Box, Pelham Horton, The Origins of the Paraguayan war (1929) 

(H880 7 1) 

  - Cieza de Léon, Pedro de, The war of Chupas (1913) (H880 8) 

  - Cieza de Léon, Pedro de, The War of Las Salinas (1923) (H88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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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eza de Léon, Pedro de, The War of Quito, and Inca documents 

(1913) (H880 10) 

나. 군대(Military) 

  일본 제국의 전쟁에 대한 관심은 군대에 관한 역사에서도 드러난다. 다양한 

국가들의 군대와 그 작전에 관한 역사서들은 교양 교육의 필요가 아닌 일본 

제국의 직접적인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 Low, Charles Rathbone, History of the Indian navy, 1613-1863 

(1877) (H300 46 1-2)

  - Orme, Robert, A History of the military transactions of the 

British nation in Indostan, from the year 1745 (1778) (H300 47 

1-3) 

  - Corbett, Julian Stafford, Sir, Naval operations 1-5 (1920) 

  - Aspinall-Oglander, C. F. (Cecil Faber), Military Operations, 

Gallipoli 1, 2, 3 (1929) (H440 91 1-3)

  - Sydenham, George Sydenham Clarke, Baron, Russia's sea-power, 

past and present, or, The rise of the Russian navy (1898) (H450 

47) 

  - Elgood, Percival George, Egypt and the army (1924) (H700 9) 

  - Mahan, A. T. (Alfred Thayer),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1928) (H050 56) 

다. 외교 및 국제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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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다음으로 많은 주제들이 다루고 있는 경성제대 서양어 역사서는 외교 

및 국제관계이다. 서구와 아시아와의 관계가 주된 관심사였지만 영-네덜란드, 

일본-필리핀, 중-한 관계와 같이 서구 국가들 간 관계 및 비서구 국가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한 국가의 외교관계 및 외교정책의 역사를 서술

한 책들도 두루 나타난다. 외교에 관한 이러한 광범위한 관심은 일본이 단순히 

전쟁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Douglas, Robert K. (Robert Kennaway), Sir, Europe and the Far 

East, 1506-1912 (1913) (H200 28)

  - Hawks, Francis L, Narrative of the expedition of an American 

squardron to the China Seas and Japan, performed in the years 

1852, 1853, and 1854 (1856) (H200 31)

  - Vincent, William, The Commerce and navigation of the ancients 

in the Indian ocean (1807) (H200 38 1-2) 

  - Murdoch, James,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 (1542-1651) (1903) (H210 103)

  - Laures, Johannes, An Ancient document on the early intercourse 

between Japan and the Philippine Islands (1941) (H210-93)

  - Parker, Edward Harper, China, her history, diplomacy, and 

commerce (1917) (H230-14) 

  - Soothill, William Edward, China and the West (1925) (H230-31)

  - Hudson, G. F., Europe & China (1931) (H230-88)

  - Latourette, Kenneth Scott, The Open-door policy and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China (1919) (H2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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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 Yat-se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China (1922) 

(H230-103)

  - Thomson, H. C. (Harry Craufuird), China and the powers (1902) 

(H230 112)

  - Rockhill, William Woodville, China's intercourse with Korea from 

the XVth century to 1895 (1905) (H230 115)

  - Hirth, Friedrich, China and the Roman Orient (1885) (H230 119)

  - Staunton, George, Sir, bart, An Authentic account of an embassy 

from the King of Great Britain to the Emperor of China (1797) 

(H230-121-1, 2, 3)

  - Dudgeon, John, Historical sketch of the ecclesiastical, political, 

and commercial relations of Russia with China, drawn chiefly 

from original sources (1940) (H230 146)

  - Marvin, Francis Sydney, India and the West (1927) (H300 12)

  - Rawlinson, H. G. (Hugh George), Intercourse between India and 

the Western World (1926) (H300 34)

  - Great Britain. Foreign Office, Collected diplomatic documents 

relating to the outbreak of the European (1915)

  - Aleksinskii, Grigorii, b., Russia and Europe (1917) (H450 41)

  - McCormick, Frederick, The Tragedy of Russia in Pacific Asia 

(1907) (H450 56 1) 

  - Golder, Frank Alfred, Russian expansion of the Pacific, 1641-1850 

(1914) (H45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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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picelli, Zenone, Russia on the Pacific, and the Siberian 

Railway (1899) (H450 58) 

  - Lobanov-Rostovsky, Prince A., Russia and Asia (1933) (H450 63)

  - Blair, Dorian, Russian hazard: The adventures of a British secret 

service agent in Russia (1937) (H450 85)

  - Fisher, Joseph R. (Joseph Robert), Finland and the Tsars, 

1809-1899 (1899) (H480 1)

  - Hammann, Otto, The World policy of Germany, 1890-1912 (1927) 

(H500 46)

  - England and Germany, 1740-1914 (1918) (H600 44) 

  - Edmundson, George, Anglo-Dutch rivalry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seventeenth century (1911) (H600 70)

  - Rayner, Robert M. (Robert Macey), Britain and Europe, 1815-1936 

(1938) (H600 127)

  - Halperin, Samuel William, Italy and the Vatican at war (1939) 

(H660 40)

  - Eliot, Charles, Sir, Turkey in Europe (1900) (H670 1)  

  - Wright, Louis B. (Louis Booker), The First Americans in North 

Africa: William Eaton's Struggle for a Vigorous Policy Against the 

Barbary Pirates, 1799-1805 (1945) (H800 16) 

  - Brook, Sidney, America and Germany, 1918-1925 (1925) (H830 17) 

  - Doyle, John Andrew, The English in America (1887) (H830 25 2-4)

  - Wright, Louis B. (Louis Booker), The First Americans in North 



95

Africa (1945) (H800 16) 

  - Brebner, John Bartlet, North Atlantic triangle (1945) (H830 52) 

  - Cleveland, Grover, The Venezuelan boundary controversy (1913) 

(H880 11) 

  - A Study in creative history: Interaction of East and West to BC 

500 (1932) (H070 19)

라. 제국(Empire) 

  제국으로서 일본은 당연히 제국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는 30여 권에 달

하는 제국에 관한 역사서들에 반영되어 있다. 영국 제국의 역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영국의 제국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을 보여주지만 그 밖

에도 로마, 비잔틴, 오토만, 신성로마 등의 고대 및 중세의 제국들과 함께 근

대 독일 제국과 일본,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권 제국들의 역사서들

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제국 경영의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 Vay de Vaya, Graf, Empires and emperors of Russia, China, 

Korea, and Japan 

  - Griffis, William Elliot, The Mikado's Empire (1883) (H210 10) 

  - Speer, William, The Oldest and the newest empire (1870) (H230 

157)

  - Le Gendre, Progressive Japan, a study of the political and social 

needs of the empire (1878) (H230 166)

  - Thornton, Edward, The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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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H300 48 1)

  - Hunter, William Wilson, Sir, The Indian empire (1892) (H300 66)

  - Ibn Hasan, d., The Central structure of the Mughal Empire and 

its practical working up to the year 1657 (1936) (H300 88)

  - Eversley, G. Shaw-Lefevre (George Shaw-Lefevre), Baron, The 

Turkish empire (1924) (H370 1)

  - McGovern, William Montgomery, The Early empires of Central 

Asia (1939) (H380 12)

  - Dorn, Walter Louis, Competition for empire, 1740-1763 (1940) 

(H430 85 9) 

  - Dawson, William Harbutt, The German empire, 1860-1914, and 

the unity movement (1919) (H500 6 1) 

  - Bryce, James Bryce, Viscount, The Holy Roman Empire (1886) 

(H500 120) 

  - Cramb, J. A., The Origins and destiny of Imperial Britain (1915) 

(H600 21)

  - George, Hereford B. (Hereford Brooke), A Historical geography of 

the British Empire (1924) (H600 48) 

  - Newton, Authur Percival, A Hundred years of the British empire 

(1940) (H600 50)

  - Rose, J. Holland (John Hollan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1-8 (1929) (H600 52 1-8) 

  - Williamson, James Alexander, The Foundation & growth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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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Empire (1928) (H600 92) 

  - Briffault, Robert, The Decline and fall of the British Empire (1938) 

(H600 128)

  - Gipson, Lawrence Henry, The British Empire before the American 

revolution (1939) (H600 129 4)

  - Bury, J. B. (John Bagnell), History of the later Roman Empire 

(1923) (H670 2 1-2) 

  - Bury, J. B. (John Bagnell), A History of the Eastern Roman 

Empire (1912) (H670 3) 

  - Diehl, Charles, History of the Byzantine Empire (1925) (H670 4) 

  - Baynes, Norman Hepburn, The Byzantine Empire (1925) (H670 5) 

  - Miller, William, The Ottoman Empire and its successors, 

1801-1927 (1927) (H670 7) 

  - Miller, William, The Ottoman Empire and its successors, 

1801-1922 (1923) (H670 15) 

  - Shotwell, James Thomson, History of the Byzantine Empire (1928) 

(H670 16 1) 

  - Haring, Clarence Henry, South America looks at the United 

States (American Imperialism) (1928) (H880 5) 

  - White, Wilbur Wallace,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Ottoman 

Empire (1937) (H370 16)

마. 혁명,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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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에 대한 관심과 함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혁명과 반란이다. 

이 역시 보편적 교양주의에 입각하여 구입한 저서라기보다 일본 제국의 관심

을 반영한 저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범위도 다양하여 중국에서의 반란들과 

러시아 혁명이 여러 권 보이지만 헝가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에서의 혁명과 반란들까지 역시 다양한 국가들을 고찰하

고 있다. 

  - Meadows, Thomas Taylor, The Chinese and their rebellions (1856) 

(H230-22)

  - Morse, Hosea Ballou, In the days if the taipings (1927) (H230-42) 

(H230-46)

  - Callery, J.-M. (Joseph-Marie), History of the insurrection in China 

(1853) (H230-48)

  - Gordon, Charles George, Events in the Taeping Rebellion (1891) 

(H230-84)

  - Tang, Liang-li, China in Revolt (1927) (H230-94)

  - Tang, Liang-li, The Inner history of the Chinese revolution (1930) 

(H230-104)

  - Pincott, Frederic, Analytical index to Sir John W. Kaye's History 

of the Sepoy War, and Col. G. B. Malleson's History of the Indian 

mutiny (1880) (H300 64)

  - Kaye, John William, Sir, A History of the Sepoy War in India, 

1857-1858 (1865) (H300 65 1-3) 

  - Brinton, Crane, A Decade of revolution, 1789-1799 (1934) (H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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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2)

  - Mavor, James, The Russian Revolution (1928) (H450 19) 

  - Vernadsky, George, The Russian revolution, 1917-1931 (1932) 

(H450 53) 

  - Sisson, Edger Grant, One hundred red days: A Personal 

Chronicle of the Bolshevik Revolution, 25 November 1917--4 

March 1918 (1931) (H450 64)

  -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in Hungary (1924) (H520 2)

  - Bauer, Otto, The Austrian revolution (1925) (H520 6) 

  - Clarendon, Edward Hyde, Earl of, Characters and episodes of the 

great rebellion (1889) (H600 29)

  - Wells, Warre B., A History of the Irish rebellion of 1916 (1916) 

(H600 36) 

  - Clarendon, Edward Hyde, Earl of, The History of the Rebellion 

and civil wars in England, together with an historical view of the 

affairs of Ireland (1849) (H600 71 1)

  - Phillips, W. Alison (Walter Alison), The Revolution in Ireland, 

1906-1923 (1923) (H600 84) 

  - Trevelyan, George Macaulay, The English revolution, 1688-1689 

(1938) (H600 130) 

  - Teeling, Charles Hamilton, History of the Irish rebellion of 1798 

(1828) (H600 137) 

  - Johnston, R. M. (Robert Matteson), The French Revolution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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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20 3) 

  - Burke, Edmund, Reflections on the French Revolution (1912) 

(H620 5) 

  - Webster, Nesta Helen, The French revolution (H620 12) 

  - Munro, Ion Smeaton, Through fascism to world power: A history 

of the revolution in Italy (1933) (H660 29) 

  - Helps, Arthur, Sir, Revolution (1855) (H800 6 1)

  - Greene, Evarts Boutell, The Revolutionary generation, 1763-1790 

(1943) (H800 18 4) 

  - Krout, John Allen, The completion of independence, 1790-1830 

(1944) (H800 18 5) 

  - Cole, Arthur Charles, The Irrepressible conflict, (1934) (H800 18 

7)

  - Middleton, Lamar, Revolt U.S.A (1938) (H830 34) 

  - Kennedy, Margaret, A Century of Revolution, 1789-1920 (1922) 

(H050 16)

  - Mounsey, Augustus Henry, d. The Satsuma rebellion (1879) (H210 

109) 

바. 동양의 서구(인들) / 서구인들이 본 동양 /

    동양인들의 서구에 대한 이미지

  경성제대 도서관에는 근대 초부터 서양인들이 동양에 와서 경험했던 내용들

을 담은 저서들이나 서구인들의 동양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책들이 다수 수집



101

되어 있다. 이는 서양이 동양과 일본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여겼

던 일본 제국의 관심을 드러내준다. 그리고 수는 적지만 “극동에서의 백색 공

포”와 같이 서구에 대한 동양인들의 이미지와 태도를 보여주는 책들도 존재한

다. 일본에 관한 역사서술도 있지만 주로 중국과 인도에 체류했던 사람들이 남

긴 글들이 많다. 

  - Michie, Alexander, The Englishman in China during the Victorian 

era, as illus. in the career of Sir Rutherford Alcock (주중, 주일 영

사를 지냈던 Rutherford Alcock에 관한 저서로 영국인의 시각에서 본 중

국, 일본, 러시아, 한국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들 국가들 사이의 관계, 그

리고 서구 국가들과 이들 국가들의 관계 등이 잘 나타나 있다.)

  - Paske-Smith, M. (Montague), Western barbarians in Japan and 

Formosa in Tokugawa days, 1603-1868 (1930) (H210 22) 

  - Gulick, Sidney Lewis, The White peril in the Far East (1905) 

(H210 48)  

  - Dilts, Marion May, The Pageant of Japanese history (1938) (H210 

87) (일본에 거주했던 미국 웰슬리 여대생이 쓴 일본에 관한 역사서로 일

본의 초기사부터 서양과의 교류를 시작하는 근대까지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문화에 대한 설명이 삽화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 Yule, Henry, Sir, Cathay and the way thither (H230-38-1, 2, 3, 4)

  - Oliphant, Laurence, Narrative of the Earl of Elgin's mission to 

China and Japan in the years 1857, 1858, 1859 (1859) (H230-50-2)

  - Gützlaff, Karl Friedrich August, China opened, or, A display of 

the topography, history, customs, manners, arts, manuf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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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literature, religion, (1859) (H230-50-2)

  - Eitel, Ernest John, Europe in China (1895) (H230-74) 

  - Mason, Mary Gertrude, Western concepts of China and the 

Chinese, 1840-1876 (1939) (H230 141)

  - Thin, George, The Tientsin massacre (1870) (H230 156)

  - Langdon, William B., Ten thousand things relating to China and 

the Chinese (1842) (H230 165)

  - Jones, B. S., Papers relative to the progress of the British power 

in India (1832) (H300 44)

  - Malleson, G. B. (George Bruce), History of the French in India 

(1893) (H300 50)

  - Hunter, William Wilson, Sir, A History of British India (1912) 

(H300 43 1)

  - Jones, B. S., Papers relative to the progress of the British power 

in India (1832) (H300 44) 

  - Thornton, Edward, The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in India 

(1841) (H300 48 1)

사. 도시/지역/인물

  한편 경성제대 도서관에는 국가와 제국들 뿐 아니라 그 보다 단위가 적은 

도시나 지역들에 관한 역사서들도 다수 존재하고 특정 인물들에 관한 저서들

도 있다. 이는 일본 제국의 관심 지역들과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하이와 

장저우, 그리고 일본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뤼순(Port Arthur)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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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중국 도시들과 자바, 캘커타, 뱅골과 같은 작지만 일본 제국이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인물들도 중국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쑨원과 

몽골 제국의 팽창을 이끌었던 징기스칸, 중국의 서태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Ashmead-Bartlett, Ellis, Port Arthur (1906) (H210 113)

  - Jesus, C. A. Montalto de (Carlos Augusto Montalto), Historic 

Shanghai (1909) (H230 92)

  - Wright, Arnold, Twentieth century impressions of Hongkong, 

Shanghai, and other treaty ports of China (1908) (H230-96)

  - Hauser, Ernest O., Shanghai, (1940) (H230-111)

  - Phillips, George, Changchow, the capital of Fuhkien in Mongol 

times (1888) (H230 133)

  - Nojine, E. K., The Truth about Port Arthur, (1908) (H240 5)

  - Campbell, Donald Maclaine, Java (1915) (H290 8 1)

  - Shakespear, Leslie Waterfield, History of Upper Assam, Upper 

Burmah and north-eastern Frontier (1914) (H300 73)

  - Hunter, William Wilson, Sir, Orissa (1872) (H300 83 1) 

  - Long, James, Selections from unpublished records of Government 

for the years 1748 to 1767 inclusive relating mainly to the social 

condition of Bengal (1869) (H300 85 1)

  - Cotton, Evan, Sir, Calcutta, old and new (1907) (H300 96)

  - Vámbéry, Armin, History of Bokhara (1873) (H380 4)

  - Krasheninnikov, Stepan Petrovich, The History of Kamtschatka 

and the Kurilski Islands, with the countries adjacent (1764) (H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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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eiklejohn, M. J. C., London (H600 77) 

  - Old and New London (?) (H600 141 2-3)

  - Chapman, Charles Edward, A History of California (1923) (H830 9) 

  - Cleland, Robert Glass, California in our time (1900-1940) (1947) 

(H830 53) 

  - Gann, Thomas, Ancient cities and modern tribes (1926) (H870 2) 

  - Linebarger, Paul Myron Wentworth, Sun Yat Sen and the Chinese 

Republic (1925) (H230 150)

  - Bland, J. O. P. (John Otway Percy), China under the Empress 

Dowager (1911) (H230 18)

  - Carl, Katharine August, With the empress dowager of China 

(1906) (H230 153)

  - Pétis de la Croix, Francois, The History of Genghizcan the Great, 

first Emperor of the antient Moguls and Tartars (1722) (H240 10)

  - Vladimirtsov, B. IA. (Boris IAkovolevich), The Life of 

Chingis-Khan (1930) (H240 12)

  - Lamb, Harold, Genhis Kahna (1927) (H240 20)

  - Sarkar, Jadunath, History of Aurangzib (1920) (H300 19 1-5)

아. 종교와 문화

  한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지역들의 종교와 문화들에 관한 저술들도 구

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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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dge, E. A. Wallis (Ernest Alfred Wallis), Sir, The Monks of 

Kūblāi Khān, Emperor of China (1928) (H240 6)

  - Ward, William, A view of the history, literature, and religion of 

the Hindoos (1817) (H300-2-1, 2, 3, 4)

  - Cunningham, Alexander, Sir, The Bhilsa Topes, or, Buddhist 

monuments of Central India (1854) (H300 27)

  - Fergusson, James, The Cave temples of India, (1880) (H300 78)

  - Hodson, T. C. (Thomas Callan), The Primitive culture of India 

(1922) (H300 28)

  - Venkateswara, Sekharipuram Vaidyanatha, Indian culture through 

the ages (1928) (H300 63 1)

  - Krishnaswami Aiyangar, Sakkottai, Some contributions of South 

India to Indian culture (1923) (H300 70)

  - Rose, H. J. (Herbert Jennings), Primitive culture in Italy (1926) 

(H660 28) 

자. 한국 관련 서적

(1) 한국 관련 서적

  - Bland, J. O. P. (John Otway Percy), China, Japan and Korea (1921)

  Part I은 3국의 정치를 다루었고 Part II는 연구들과 인상들(Studies and 

Impressions)에 관한 내용이다. 대부분은 중국과 일본에 관한 내용이고 1장의 

한국 관련 내용은 ‘한국의 독립운동(The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이고 2장의 한국 관련 내용은 ‘서울에서의 하루(A Day in Seoul)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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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궁궐들을 비교한 장에 부분적으로 나온다. 

  - Vay de Vaya, Graf, Empires and emperors of Russia, China, 

Korea, and Japan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네 제국과 각각의 황제들에 관한 저서로 한국에 

관한 내용은 8장, “Korea of bygone days and on the eve of the war,” 9

장, “Seoul, The Capital of Korea”, 10장, “The Emperor of Korea at 

the new palace” 등 세 장에서 다루고 있다.  

  - Hulbert, Homer Bezaleel, The Passing of Korea (1906) 

  - Duncan, Chesney, Corea and the powers (1889) 

  - Parker, Edward Harpery, On race struggles in Corea (Read 16th 

April, 1890)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와 후한서에 나오는 한국 관련 내용을 번역한 책이다.  

  

  - Rockhill, William Woodville, China's intercourse with Korea from 

the XVth century to 1895 (1905) 

  -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2) 

  한국 관련 서적 중 많이 알려진 것으로 서양인들이 한국을 은둔의 국가

(Hermit Nation)로 여기도록 만들었던 도서로써, 한국 고중세사, 한국의 정치

와 사회, 근현대사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되었다. 대부분 일본의 자료를 활

용하고 전근대적인 한국을 일본이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일본의 관점을 바탕으

로 하고 있다. 

  - Chesney Duncan, Corea and the Powers: The Far Ea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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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Shanghai: “Shanghai Mercury“ Office, 1889)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에 관한 저

서로써 한국이 상업적 차원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지만 전략적으로는 중요하다

는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The Times (London)』, 『The Times of India』, 

『The Standard』 등의 정기간행물을 바탕으로 썼고 이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들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어 1차 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 

(2) 『World History』에 나와 있는 한국 관련 내용

(가) H050 25C The World Since 1914, (1933 and 1936)

  Part III, XXII. The Far East – 전쟁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데 대부분

이 China and Japan에 관한 내용이고 한국 관련 내용이 없다. Chosen에 관

한 내용은 Index에서 찾아보면 세 군데에만 나온다.  

  - P. 734 Japan’s Economic Problems 라는 장에서 “In 1930 the area 

of the Japanese Empire, including Korea (Chosen), was 65,000 

square miles, or about that of Texas. 라면서 일본의 크기를 말할 때 

포함되는 정도로 간단히 언급되고 있다.

  - P. 133-134 The New World 라는 장에서 “The spreading of the 

principles of nationality and self-determination stimulated unrest 

in nearly all the overseas possessions of the Allied Powers, in 

Egypt, India, Chosen, East Africa, and elsewhere. Relatively little 

attempt was made to apply idealistic principles in these regions 

라고 기술하고 있다.

  - P. 94 Paris Conference (1918) 관련 내용에서 The Portugue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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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mese, the Estonians and Livonians, the Lebanese and 

Georgians, all were represented, and even the far-off Koreans 

selected two delegates. These last, however, were able to 

accomplish little, for they arrived as the conference was about to 

wind up its affairs 라고 쓰고 있다. 

(나) H050 12-12 The Cambridge Modern History Vol. XII The Latest 

Age, 1920

  Chapter XVIII – The Generation of Japan (By J. H. Longford, 

Professor of Japanese in King’s College, London; formerly H. M. 

Consul at Nagasaki에 한국에 관한 내용이 다음의 제목들로 나오고 있다. 

  - Riukiu Islands, Formosa, Korea 

  - Settlements with China and Korea

  - Japan and Korea 

  - Condition in Korea (Crises in Korea) 

  - Chinese intervention in Korea 

  - Conspiracy and coup d’Etat in Korea 

  - Murder of the Queen of Korea 

(다) H050 12-14 c.2 The Cambridge Modern History Atlas, 1924

  일본 제국 지도에 한국 포함하고 있다. (Sea of Japan) 

(라) H050 6-26 Historians’ History of the World: A History of the 

Japanese People, 1912 

  “The invasion of Korea” 챕터 하나 있고 색인에 보면 Korea라는 항목에 

꽤 여러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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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H070 77 c.2 The Outline of History: Being a Plain History of Life 

and Mankind (Garden City Publishing Co., Inc. Garden City, New 

York) 

  - 목차에는 없고 Index에 몇 개 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123페이지에 한문의 복잡성을 이야기하다가 한국어, 일본어에 관한 간단

한 언급이 있다. 튀르크어족이나 우랄-알타이어족에 한국어와 일본어가 속

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 811페이지: Her (Japanese) population was chiefly a Mongolian 

population, with some very interesting white people of a Nordic 

type, the Hairy Ainu, in the northern islands. Her civilization 

seems to have been derived almost entirely from Korea and 

China; her art is a special development of Chinese art, her 

writing an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 

  - 991 페이지: They (Japanese) were emerging from barbarism in the 

second and third century of the Christian Era, and one of their 

earliest acts as a people outside their own country was an 

invasion of Korea under a queen Jingo, who seems to have 

played a large part in establishing their civilization. 

(바) H000 21 General History of the World (by Victor Duruy, former 

Minster of Public Instruction, France, Revised by Edwin A. 

Grosvenor, Professor Emeritus of Moder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Law, Amherst College) 

  747 페이지에 1905년 을사조약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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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H000-18 The Book of History II The Far East Old & New Japan, 

China, Korea, Siberia에는 한국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4. 결  론

  총 2000권이 넘는 영어 장서들에는 역사학 도서들 전반에서 보이는 경성제

대의 보편적 교양주의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양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역사서들, 즉, 역사학 사전들과 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저서들을 비롯하

여 유럽 문명사와 세계사, 그리고 다양한 문화사 저서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역사서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들 및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역사서들까지 다양한 국가들의 역사서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고대사와 중세사, 현대사로 구분된 시대사들도 다양하게 구비

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서들에 더해 세계의 여러 지역, 인물, 

종교, 문화들에 대한 서적들 또한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보편적 교양주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영어 장서들에는 제국의 식민

지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심들 또한 반영되어 있다. 즉, 당시 제국주의적 

팽창을 진행하고 있던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전

쟁, 침략, 군대, 외교, 국제 관계, 제국, 혁명, 반란 등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두드러지는 주제들이다. 가장 많은 수의 저서들이 다루고 있는 

전쟁 관련 역사서는 당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러일전쟁, 1, 2차 대전뿐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전쟁사 및 침략사들과 세

계의 다양한 군대들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한편 전쟁 다음으로 많은 수의 

저서들이 외교와 국제 관계를 다루고 있고 다양한 제국에 관한 저서들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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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세계 각지의 여러 반란들에 관한 서적들 또한 일본 제국 경영과 관련된 

관심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대사 경우에도 근대사에 관한 저

술들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도 근대화에 대한 일본의 관심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국 경영의 관심의 투영의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즉, 제국 경영과는 무관한 관심을 가졌던 경성제대 교수들을 비롯한 

그 구성원들의 관심도 반영되어 있었고 프랑스어나 독일어 장서들과는 다른 

경향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프랑스어나 독일어 장서들과 비교해서 자유주

의,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와 같은 사상들, 인종문제 또는 식민주의 등에 관한 

저술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보면 각 언어별 역사서들은 일본 제국

의 관심뿐 아니라 각각의 국가들의 출판 경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함께 언어별 역사서들이 담당했던 역할에 공통점과 함께 차이가 있었다는 점

을 보여준다. 결국 경성제대 영어 장서는 기본적으로 보편 교양주의와 함께 식

민지 경영자들의 관심도 반영되어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관

심의 반영이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점 또한 확인된다.   

Ⅲ. 독일어 장서

1. 장서 분석

가. 독일어 장서에 대한 양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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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학으로 분류된 자료들 중 독일어로 된 장서는 1562권이다. 이 독일어 

서적들은 역사학 방법론, 저명한 역사가들의 저서들, 세계사 및 문화사, 시대

사, 각국사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1) 역사학 방법론

  역사학 방법론과 관련된 장서들 중에서는, 역사학의 주된 방향과 과제들

(H000 39), 현재 역사학 연구의 의미(H000 27), 역사학 공부 방법(H 000 61), 

역사가를 위한 단어사전(H 001 4/H 002 5)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구체적으로 독일 역사학의 방법론을 다룬 책들도 있다. 

  - 프리드리히 마이네케의 역사주의 생성(H000 12), 

  - 루드비히 리스의 역사학(H000 36 1), 

  - 드로이젠의 역사학(H0009/H0009 c),

  - 빌헬름 몸젠의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역사 서술(H000 44),

  - 움프리드(Umfrid)의 안티-트라이츠케(H000 57) 

  - 칼 람프레히트의 역사적 사고로의 입문(H00026)

  달력과 관련된 도서들도 눈에 띈다. H 000 51으로 분류된 책은 “바빌론, 이

집트, 모하메드, 페르시아, 인디아, 남동아시아, 중국, 일본, 중앙 아메리카”의 

시간 계산 방법에 대한 1권으로, 원래는 유대, 로마, 그리스의 시간 계산법을 

다룬 2권,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시리아 등의 시간 계산법을 다룬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문헌 자료실에는 1권만 소장되어 있다. 

  Bernhard M. Lersch의 “기독교와 유대의 축제 칼렌다와 더불어 다양한 민

족들과 시대의 시간 계산 혹은 연대기로의 입문(Einleitung in die 

Chronologie oder Zeitrechnung verschiedener Voelker und Z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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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bst christlichem und juedischem Festkalendar)”의 경우 독일 베를린의 

국가도서관에서 전쟁 중에 소실된 도서로 분류되어 있다.

  달력과 더불어 지도도 여러 권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아

시아사 지도 등 특이한 경우는 없고, 고대사 지도가 3권 보이는 것 이외에는 

역사학 강의에 필요한 개설적인 역사 지도에 불과하다. 특별한 자료 가치가 있

지는 않은 듯하다. 

  - Friedrich Wilhelm Putzger, F.W. Putzgers Historischer Schul-Atlas

  - Eduard Rothert, Karten und Skizzen aus der Geschichte

  - Meyers Historischer Handatlas

  - Heinrich Kiepert, historischer Schul-Atlas? alten, mittleren und 

neueren Geschichte

  - Alb. van kampen, Justus Perthes' Atlas antiquus

  - Johann Gustav Droysen, G. Droysens Allgemeiner historischer 

Handatlas

  - Karl von Spruner, Spruner-Menke Hand-Atlas fuer die 

Geschichte des Mittelalters und der neueren Zeit

  - Heinrich Kiepert, Atlas antiquus

(2) 저명한 역사가들의 저서들

  저명한 독일 역사가들의 전집이 구비된 경우가 많다. 서양사 강좌 교수인 

가네코 교수의 지적인 스승인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의 경

우 방대한 분량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먼저 랑케 자신의 

전집 54권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랑케 저술의 경우 출간 연대가 모두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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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다. 예컨대 H 004 1. 

25/26/27/28의 Zwoelf Buecher preussischer Geschichte(프로이센 사 12권

의 책)의 경우 베를린의 국립 도서관에서도 최초 발간연도가 1874년으로 설

정되어 있다. H 004 1 53/54로 된 『Zur eigenen Lebensgeschichte(자신의 

삶에 관하여)』의 경우도 최초 출간 연대는 1890년이다. 이 전집 이외에도 

H005 12 Leopold von Rank 자서전, H005 18 『Geschichte und Politik』, 

H006 1 『Zur Kritik neuerer Geschichtsschreiber』도 소장되어 있다. 역사

가 Eugen Guglia가 쓴 랑케 전문서 H006 5 『Leopold von Rankes Leben 

und Werke』도 랑케 컬렉션에 속한다. H006 18 『Die Historische 

Methode des Herrn von Below』도 랑케 저술이다. 또한 하인리히 폰 트라

이츠케(Heinrich von Treitschke)의 『Historische und politische Aufsaetz

e』 4권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부르크하르트의 경우 H004 15 『Jacob Burckhardt』 전집 14권과 더불어 

카를 노이만(Carl Neumann)의 H006 6 『Jakob Burckhardt』, 부르크하르트

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도 소장

되어 있다. 부르크하르트가 사망한 직후 H. von Salis가 장례식에서 행한 기

도문인 H006 21 『Zur Erinnerung an Herrn Prof. Dr. Jakob Burckhard

t』도 소장되어 있다. 

  그 외에도 막스 렌츠(Max Lenz)의 『Kleine historische Schriften』 1~3권, 

아르놀트 헤르만 루트비히 헤렌(Arnold Hermann Ludwing Herren)의 

『Historische Werke』 2권, 프리드리히 마이네케의 저서 H006 23 『Goethes 

Missvergnuegen an der Geschichte』, 카를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의 

저서 『Die Historische Methode des Herrn von Below』, 독일의 저술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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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화사학자인 카를 힐레브란트(Karl Hillebrand)의 H 005 1 『Zeiten, 

Voelker und Menschen』의 1, 4~6권이 소장되어 있다.

  문헌학 및 고고학자인 프리드리히 쾨프(Friedrich Koepp)의 H010 11 고고

학 4권도 발견된다. 특히 4권인 『Die Zeitbestimmung der Denkmaeler』은, 

헌책방 사이트에서 발견되기는 하나, 베를린의 국립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다. 고대사가인 막스 에베르트(Max Ebert)의 H010 17 고대사 렉시콘은 9권

이 빠진 채로 15권이 소장되어 있다. 역시 출간연대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구

슈타브 슈몰러 등의 영향을 받은 역사학자 리하르트 파테스(Richard Paters)

의 H005 20 『Geist und Gesellschaft』 3권 중 2권과 3권이 역시 소장되어 

있다. 문헌학자 울리히 폰 빌라모비츠-묄렌도르프(Ulrich von 

Wilamowitz-Moellendorff)의 H006 8 『Erinnerungen, 1848-1914』를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여러 독일 교수들의 기념 논총들도 다수 발견된다. 야콥 부르

크하르트(Jakob Burckhardt)가 사망한 직후 출간된 『Zur Erinnerung an 

Herrn Prof. Dr. Jakob Burckhardt』, 쿠르트 브라이지히(Kurt Breysig) 60

세 기념논총 『Geist und Gesellschat』, 에드가르 잘린(Edgar Salin)의 

『Bilder und Studien aus drei Jahrtausenden: Eberhard Gothein zum 

siebzigsten Geburtstag als Festgabe』, 히르쉬펠트의 60세 생일을 기리는 

자료집인『Festschrift zu Otto Hirschfelds sechzigstem Geburtstage: 

Beitraege zur alten Geschichte und griechisch-roemischen 

Alterthumskunde, 1903』, 헬무트 볼프(Helmuth Wolff)의 

『Geschichtsauffassung und Politik in Bismarcks Bewusstsein』, 고고학자 

테오도르 비간트(Theodor Wiegand)의 6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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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dor Wiegand zum 60. Geburtstag von Freunden und Verehrern 

dargebracht』가 있다. 그 외 『1908 Programm des Internationalen 

Kongresses fuer historische Wissenschaften』와 같은 세계 역사학계의 동

향을 알기 위한 자료집도 보인다.

  고대사와 고고학은 뒤섞여 있다. H010 1의 『Das Forvm Romanvm』부터 

프리드리히 쾨프(Friedrich Koepp)의 『Archaelogie』, 그리고 『Urgeschichte 

auf Grundlage praktischer Ausgrabungen und Forschungen』은 고고학 

분야의 도서이다. 

(3) 세계사와 문화사, 그리고 유럽사와 아시아사

  독일사의 경우 세계사(Weltgeschichte)와 문화사(Kulturgeschichte)가 키워

드인 도서들이 다수 발견된다. 인류 전체가 진보를 향해 나아간다는 계몽주의

의 근본 전제에 대한 헤르더의 비판은 모든 문화를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역사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이 역사주의는 서구 문화를 넘어서서 다른 문

화까지도 아우르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18세기부터 20세기 초

반에 세계사(WeltGeschichte)가 유행할 수 있었다. 이 역사주의에 근거한 

세계사 저자들은 개개 사건이 아니라 인류사 전체의 거대한 전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크하르트, 슈펭글러, 아놀드 토인비 등이 당대 세계사 서

술의 거장들이었다. 

  세계사를 키워드로 하는 저술들은 다음과 같다. 

  - Wilhelm Oncken, Allgemeine Geschichte in Einzeldarstellungen

  - Julius von Pflugk-Harttung, Weltgeschichte

  - Theodor Lindner, Weltgeschichte seit der Voelkerwan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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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trich Schoefer, Weltgeschichte der Neuzeit

  - Leopold von Ranke, Weltgeschichte

  - Eduard Fueter, Weltgeschichte der letzten Hundert Jahre

  - Georg Weber, Georg Webers Lehr- und Handbuch der 

Weltgeschichte

  - Georg Weber, Allgemeine Geschichte

  - Willy Strehl,Grundriss der alten Geschichte und Quellenkunde

  - Alexander Cartellieri, Grundzuege der Weltgeschichte

  - Friedrich Schiller, Was heisst und zu welchen Ende studeirt man 

Universalgeschichte?

  - Hans F. Helmolt, Weltgeschichte

  - August Elfes, Geschichtstafeln von der aeltesten Vorzeit 

beginnend bis Neunzehnhundert,

  - Hans Delbrueck, Weltgeschichte

  - Friedrich Cornelius, Die Weltgeschichte und ihr Rhythmus

  - Friedrich von Hellwald, Kulturgeschichte in ihrer natuerlichen 

Entwicklung bis zur Gegenwart

  - Carl Ludwig Michelet, Die Geschichte der Menschheit in ihrm 

Entwicklungsgange

  - Paul Groebe, Weltgeschichte im Grundriss

  - Paul Herre, Weltgeschichte am Mittelalter

  - Albrecht Wirth, Weltgeschichte der Gegenwart

  - Hans Ferdinand Helmelt, Ein Vierteljahrhundert Weltgeschi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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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1919

  - Ludwig Riess, die Basis des modernen Europa

  그 외 세계사라는 제목은 아니나 세계사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저술들로

는 다음의 두 저서를 꼽을 수 있다. 

  - Ludwig Noire, Das Werkzeug und seine Bedeutung fuer die 

Entwicklungsgeschichte der Menschheit,

  - Ludwig Reinhardt, Urgeschichte der Welt

  당시 문화사(Kulturgeschichte)는 세계사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끌던 분야

였다. 문화사는 인류 문화의 지속적인 진보라는 계몽사상의 전제에 근거해있

었으며, 문화사의 기본 요소들은 가족, 언어, 종교, 학문 등이었다. 이 문화

사적 전통은 20세기 들어서서는 슈팽글러, 토인비 등 문화 철학을 낳았고, 

알프레드 베버 등의 문화 사회학 연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화사 분야의 저

술로서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Friedrich von Hellwald, Kulturgeschichte in ihrer natuerlichen 

Entwickelung bis zur Gegenwart

  - Heinrich Schurtz, Urgeschichte der Kultur

  - Kurt Breysig, Kulturgeschichte der Neuzeit

  - J.J. Honegger, Allgemeine Kulturgeschichte

  - Emil Utitz, Die Kultur in der epoche des Weltkrieges

  - Ludwig Riess, Gang der neuzeitlichen Kulturentwicklung im 

Rahmen der Weltgeschichte

  - Charles Richet, Allgemeine Kulturgeschichte

  - Georg Wilke, Kulturbeziehungen zwischen Indien, Orient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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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a

  - Walter Otto, kulturgeschichte des Altertums

  - Kulturgeshichte zwischen 

  - Karl Lamprecht, Was ist Kulturgeschichte?

  - Hans Prutz, Kulturgeschichte der Kreuzzuge

  - Karl Eckhardt, Kulturkunde

  - Heinrich Scholz, Glaube und Unglaube in der Weltgeschichtes

 그 외 유럽사, 서양사로 구분된 저서들도 다수였다. 

  - John William Draper, Geschichte der geistigen Entwicklung 

Europas

  - Rudolf Friedrich Grau, Urspruenge und Ziele unserer 

Kulturentwicklung

  - Alfred Stern, Geschichte Europas seit den Vertraegen von 1815 

bis zum Frankfurter Frieden von 1871

  - Geschichte der neusten Zeit vom Frankfurter Frieden bis zur 

Gegenwart

  - Carl von Noorden, Europaeische Geschichte im achtzehnten 

Jahrhundert

  - Die Basis des modernen Europa: Weltgeschichte von 1648-1789

  - Europaeische Geschichte im achtzehnten Jahrhundert

  - Alois Hobelsperger, Europa im Abstieg

  - Josef von Wuerth, Album der Geschichte des Jahres 1848 in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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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아시아 관련 저서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었다. 아시아 관련 저

서들은 여러 도서관들에서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 J. Marquart, Osteuropaeische und Ostasiatische Streifzuege

  - Huge Winckler, Die Voelker Vorderasiens

  - Friedrich August Krause, Geschichte ostasiens

  - JJ.M de Groot, Urkunden, chinesische Urkunden ? Geschichte 

Asiens

  - Goldsworthy Lowers Dickinson, Indien, China und Japan

  - Friedrich Albrecht Eulenburg, ost-Asiens 1860-1862 in Briefen 

des Fritz zu Eulenburg

  - Otto Franke, Ostasiatische Neubildungen: Beitraege zum 

Verstaendnis der politischen und kulturellen 

Entwicklungs-Vorgaenge im Fernen Osten 

  - Karl Friedrich Neumann, Asiatische Studien(디지털화)

  - Karl Otto Lange, Ostasiatische Studien

  - Dietrich Wilhelm Soltau, Geschichte der Entdeckungen und 

Eroberungen der Portugiesen im Orient, vom Jahr 1415 bis 1539

(디지털화)

  - Maximilian Kern, Das Licht des Ostens(디지털화)

  - Georg Jacob, Oestliche Kulturelemente im Abendland(디지털화)

  - Fritz Hommel, Geschichte des alten Morgenlandes(디지털)

  - Georg schurhammer, Zeitgenoessischen Quellen? Geschichte 

Portugiesisch-Asiens und seiner Nachbarlaender(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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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f Vay de Vaya, Erinnerungen an die ostasiatischen 

Kaiserreiche und Kaiser(디지털)

  - Julius von Klaproth, Archiv fuer asiatische Litteratur, Geschichte 

und Sprachkunde(디지털)

  - Albrecht Wirth, Ostasien in der Weltgeschichte

(4) 시대사

  고대사의 경우 고고학과 더불어 시작된다. 고대사 전체 도서 중 고고학 비율

이 매우 높다. 『Fruehgeschichteliche Orakelknochen aus China/Die 

Japanischen Schwerter』 등 아시아 고고학 자료도 보인다. 

  다수의 고대사 서적에 비하면 중세사 저술이 적은 것이 두드러진다. 중세사 

소장 도서로는 아래 정도로, 고대사에 비해 대단히 빈약함을 볼 수 있다. 

  - Wilhelm Erben, Urkundenlehre Staatengeschichte des Abendlandes 

im Mittelalter von Karl der Grossen bis auf Maximilian

  - Georg Grupp, Kulturgeschichte des Mittelalters

  - Georg Jacob, Der Einfluss des Morgenlands auf das Abendland 

vornehmlich waehrend des Mittelalters

  - Kurt Kaser, Das Spaeteres Mittelalter

  - Sigmund Hellmann, Das Mittelalter bis zum Ausgange der 

Kreuzzuege

(5) 각국사

  각국사 분야의 경우 다수의 일본사 저서들이 소장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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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Koch, Japan

  - Oskar Nachod, Geschichte von Japan

  - Karl Florenz, Japanische Annalen

  - Karl Florenz, Japanische Mythologie

  - P. Luis frois, Die Geschichte Japans, 1549-1578

  - H. von Schulz, Bibliographische Forschungen? japanischen 

Kulturgeschichte im Japan-Institut zu Berlin

  - Erwin O.E. von Baelz, Erwin Baelz

  - Martin Ramming, Reisen schiffbruechiger Japaner im XVIII. 

Jahrhundert 

  - A. Wedemeyer, Japanische Fruehgeschichte

  - Friedrich Steger, Die Nipppon-Fahrer, oder, das 

wiedererschlossene Japan

  - Oskar Nachod, Japan

  일본인 저자가 독일어로 쓴 일본사 저술도 보인다. 이 저서들은 독일어로 

번역된 서적들이어서 독일에 일본을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후 아사히 신문 기자를 지낸 Kaji Ryuichi가 쓴 Japan : ein 

Kulturueberblick가 1938년에 독일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런가 하면 독일

인 역자인 Hermann Bohner가 14세기에 활약한 유명한 역사가이자 저술가

인 기타바타케 시카푸사의 신황정통기를 Kitabatake Chikafusa, Buch von 

der wahren Gott-Kaiser-Herrschafts-Linie라는 제목으로 35년에 번역 출

간했음을 볼 수 있었다. 1912년에 출간된 Hisho Saito, Geschichte Japans

의 경우 독일어본이 먼저 출간된 후 최근에 영어 번역본이 출간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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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대만(Albrecht Wirth, 『Geschichte Formosa's bis Anfang 1898』), 

한국(『Wer sind die Koreaner?』) 등의 자료를 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자료의 경우, 중국사 개설 자료들에 더해 개항 이후 시기에 대

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중국 농민 전쟁, 중국 거주 독일인들, 청일 전

쟁, 중국 혁명, 태평천국 운동, 중국의 몰락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Sigmund von Fries, Abriss der Geschichte China's seit seiner 

Entstehung

  - Karl Friedrich August Guetzlaff, Guetzlaff's Geschichte des 

chinesischen Reiches von den aeltesten Zeiten bis auf den 

Frieden von Nanking 

  - Graf Maurice von Horisson, Tagebuch eines Dolmetschers in 

China

  - Vasily Pavlovich Vasilev, Die Erschliessung Chinas : 

kulturhistorische und wirtschaftspolitische Aufsaetze zur 

Geschichte Ostasiens / 

  러시아에 대한 저서 42권이 소장되어 있어 러시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하고 있다. 러시아사 개설서에 더해  러일 전쟁, 러시아 혁명, 러시아 제국의 

몰락 원인 등에 대해 여러 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독일사의 경우 150권의 저서가 있었다. 카를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

의 『Deutsche Geschichte』 시리즈나 루트비히 호이서(Ludwig Haeusser)의 

『Deutsche Geschichte vom Tode Friedrichs des Grossen bis zur 

Gruendung des deutschen Bundes』, 그리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바르톨트

(Friedrich Wilhelm Barthold)의 『Geschichte der deutschen Staedte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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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deutschen Buergerthums』, 요하네스 얀센(Johannes Janssen)의 

『Geschichte des deutschen Volkes seit dem Ausgang des Mittelalters』 

등 연대기들이 먼저 보인다. 

  그 외 주제별로는 나치의 영향이 보이는 독일인들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저

술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독일인의 인종적 특징을 밝히는 저서, 혹은 

나치 집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괴벨스의 저서들이 눈에 띈다. 

  - Charlotte Koehn-Behrens, Wer kennt Germanien?

  - Gustav Paul, Grundzuege der Rassen- und Raumgeschichte des 

deutschen Volkes 

  - Bogislav Selchow, Der Deutsche Mensch

  - Kurt Breysig, Vom deutschen Geist und seiner Wesensart

  - Cornelius Tacitus, Die Germania des Tacitus

  - Wilhelm Heinrich Riehl, Vom deutschen Land und Volke

  - Hermann Nollau, Germanische Wiedererstehung

  - Hans Thieler, Lehre vom Wesen des Deutschen Menschen

  - Fritz Hartung, Volk und Staat in der deutschen Geschichte

  - Hermann Aubin, Vom Raum und Grenzen des deutschen Volkes

  - Josef Goebbelss, Vom Kaiserhof zur Reichskanzlei

  반유대주의자이며 나치주의자였던 바터 프랑크(Water Frank)의 저서 H 

005 8 『Geist und Macht』도 소장되어 있다. 세계사를 인종의 관점에서 설명

하고 있는 헤르만 뮐러-브란덴부르크(Hermann Mueller-Brandenburg)의 

『Biologische Grundlagen der Weltgeschichte』 역시도 나치 인종주의의 영

향력을 보여주는 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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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사의 경우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11권,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와 나폴레

옹을 중심으로 장서를 갖고 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사 25권, 폴란드사 5권, 

보스니아, 스위스, 벨기에에 대한 도서도 몇 권 구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성제대 도서관은 이처럼 유럽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역사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알 수 있다. 요하네스 뒤미헨

(Johannes Duemichen)의 고대 이집트 사 H050 4 1(1), 오리엔트 역사가 

프리츠 호멜(Fritz Hommel(Homel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오기임))의 

바빌로니아아 아시리아의 역사도 보인다. 바빌로니아 문화에 대해서는 “바빌

라니아 vs. 바이블 논쟁” 관련 저서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어 흥미롭다. 독일

의 아시리아 학자이던 프리드리히 델리취(Friedrich Delitzsch)가 1902년 빌

헬름 2세 황제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유대교와 구약은 바빌로니아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을 함으로써 유발된 논쟁이었다. 그는 바

빌로니아 아시리아 문명이 문화적, 종교적으로 규약이나 이스라엘 문화보다

도 우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로써 유대교측과 보수 기독교의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 논쟁의 결과로 독일에서 바빌로니아 지역 고고학 발굴 열풍

이 불게 되기도 했다. 고문헌 자료실에서는 델리취의 적대자들이던 후고 빙

클러(Hugo Winckler), 알프레트 예레미아스(Alfred Jeremias) 등의 저서들

을 볼 수 있다. 

  - Hugo Winckler, Die Babylonische Weltschoepfung

  - Hinrich Zimmern, Bilische und babylonische Urgeschichte

  - Johannes Theis, Altbabylonische Briefe

  - Jakob Horovitz, Babel und Bibel

  - Alfred Jeremias, Im Kampfe um Babel und Bi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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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l Floeckner, Bibel und Babel

  - M.A. Klausner, Hie Babel, hie Bibel!

  문헌학자 잘로몬 레프만(Salomon Lefmann)의 옛 인디아의 역사, 오리엔

탈리스트 페르디난트 유스티(Ferdinand Justi)의 옛 페르시아의 역사, 고대

사가 구스타프 프리드리히 헤르체크(Gustv Friedrich Hertzerg)의 헬라스와 

로마사, 로마 제국사, 신학자인 베른하르트 슈타데(Bernhard Stade)의 이스

라엘인의 역사, 법학자이자 역사가인 펠릭스 단(Felix Dahn)의 게르만 족과 

로마 족의 근원의 경우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에서 4권을 다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베를린의 국립 도서관에서도 2권을 소장하고 있을 뿐이다. 

오리엔탈리스트 아우주트 뮐러(Ausut Mueller)의 동양과 서양의 이슬람, 역

사가인 『십자군전쟁사(Geschichte der Kreuzzuege)』 등도 보인다.

  중남미 지역학 관련 저서들도 여럿이다. 인류학자이자 사민당 출신 의원이던 

하인리히 쿠노프(Heinrich Cunow)의 『잉카 제국의 문화와 역사(Geschichte 

und Kultur des Inkareiches)』, 에른스트 푸르만(Ernst Fuhrmann)의 

『Reich der Inka』의 경우 베를린 국립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은 저서이

다. 프리드리히 베버(Friedrich Weber)의 『스페인 아메리카의 옛 역사서술의 

특징에 대한 기고들(Beitraege zur Charakteristik der aelteren 

Geschichtsschreiber ueber Spanisch-Amerika)』, 나치 집권 직후 교수직

에서 해임된 폴 다름슈테터(Paul Darmstaedter)의 『아메리카의 연합국들(Die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 ihre politisch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Entwicklung)』등은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서들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를 망라하여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무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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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들을 남긴 인종주의 경향의 학자 알브레히트 비르트믈(Albrecht 

Wirthdml)의 『마로코의 전쟁』, 특히 아프리카 전역을 여행한 인류학자 레오 

프로베니우스(Leo Frobenius)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Das unbekannte 

Afrika)』 등의 저술을 볼 수 있다. 

  발칸반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저서들을 볼 수 있다. 알브레히트 비르트

(Albrecht Wirth)의 『발칸(Der Balkan)』, 하인리히 브링커(Heinrich 

Brinker)의 『발칸 국가들의 역사 개요(Abriss der Geschichte der Balkan 

Staaten)』, 여행가 콜린 로스(Colin Ross)의 『발칸전쟁에서(Im Balkankrieg

)』, 두산 론차레비치(Dusan A Loncarevi´c)의 『유고슬라비아의 생성

(Jugoslaviens Entstehung)』 등이 그것이다. 

  스위스 출신의 독일 문헌학자 하인리히 게츨러(Heinrich Gelzer)의 『비잔틴

의 문화사(Byzantinische Kulturgeschichte)』의 경우 비잔틴 제국에 대한 저

서이다. 

  이탈리아사에 대한 저서들도 여럿이다. 독일사가인 게르트 부흐하이트(Gert 

Buchheit)의 『세기전환기의 로마(Rom im Wandel der Jahrhunderte)』, 유

대계 독일사가인 자무엘 주겐하임(Samuel Sugenheim)의 바티칸 관련 저서인 

『교회 국가의 생성사(Geschichte der Entstehung und Ausbildung des 

Kirchenstaates)』, 이탈리아 중세와 근세사 저술인 페도르 슈나이더(Fedor 

Schneider)의 『이탈리아의 도시와 농촌공동체의 생성(Die Entstehung von 

Burg- und Landgemeinde in Italien: Studien zur historischen 

Geographie, Verfassungs- und Sozialgeschichte)』을 볼 수 있다. 독일 역

사가인 페르디난트 그레고로비우스(Ferdinand Gregorovius)의 『중세 도시 로

마의 역사(Geschichte der Stadt Rom im Mittelalter)』 8권이 구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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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정기 간행물

  정기 간행물의 경우에는 도서 구매 패턴의 변화가 잘 드러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독일 사회 정책의 경우 도서관 설립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축적해 가던 분야로서 연간물의 숫자도 많았다. 이 분야 연간

물 소장 사항은 당시 도서관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 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und Sozialpolitik(1921년부터 1926년

까지)

  -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1933)

  - Jahrbuch für Sozialpolitik(1930~31, 1937)

  - Kölner sozial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1932년)

  - Sozialistische Monatsheft의 경우에도 33년까지만 구입되고 있었다. 

  -특히 강단사회주의자 단체인 Verein für Socialpolitik에서 발간하던 

『Schriften des Vereines für Socialpolitik』의 경우 1934년까지 전체가 소

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사회정책 관련 잡지들의 연대를 볼 경우 사회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던 경향이 정치적인 이유에서건, 경제적인 이유에서건 

1937년 이전에 중단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Historische Zeitschrift』

의 경우 1940년까지 계속 구매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전후 잡지 구독과 

관련하여 독일 법률가 협회에서 발간하던 잡지인 『Juristische 

Wochenschrift』의 경우에도 39년까지 구독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순수 학문 분야나 법학과 같은 주요 학문 분야의 외국 저널들의 경우에는 

38년 이후에도 구비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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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목할만한 자료

  H000 55의  레르쉬(B. M. Lersch)의 『기독교와 유대의 축제 칼렌다와 더불

어 다양한 민족들과 시대의 시간 계산 혹은 연대기로의 입문(Einleitung in 

die Chronologie oder Zeitrechnung verschiedener Völker und Zeiten 

nebst christlichem und jüdischem Festkalender)』의 경우 독일 베를린의 

국가도서관에서도 전쟁 중에 소실된 도서로 분류되어 있는 귀중본이다.

  프리드리히 뮐러(Friedrich Müller)의 H 00064 『Die Chronologie des 

Simeon Sanqlàwàjà, nach den drei Berliner Handschriften dargestellt』의 

경우 오리지널 시리아 문자와 그에 대한 독일어 설명이 들어있는 1889년 라

이프치히 대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베를린의 국립 도서관에서는 대출이 불가

능한 도서로 설정되어 있다. 

  H003 6 3의 하인리히 폰 쥐벨(Heinrich von Sybel)의 『Vorträge und 

Abhandlungen』 역시도 국립 도서관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도서로 구분되어 

있다. 

  H004 1 24의 『Abhandlungen und Versuche』,  H004 1 53/54의 『Zur 

eigenen Lebensgeschichte』, H 004 1 40/41의 

『Historisch-biographische Studien』의 경우 베를린 국립 도서관 두 곳 중 

한 곳에서는 전쟁 중 유실되었고, 다른 한 곳 소장본은 도서관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귀중본이다.  

  H050은 세계사 부분이다. 역사학자 오스카르 예거(Oskar Jäger)의 H050 

2 『Weltgeschichte』 네 권이 소장되어 있다. 소장기호로는 제 4권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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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보이는데 확인이 필요하다. 

나. 한국 관련 자료들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제

  1882년 이홍장이 전직 독일외교관인 묄렌도르프를 최초의 서양인 조선 고문

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 청국해관 감사관 로버트 하트, 미합중국 공사 러셀 

영 등이 반대했으나, 이홍장은 묄렌도르프를 보내기를 고수했다. 이는 당시 

독일이 한반도에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던 여러 열강들 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었음을 증명하는 예라할 것이다. 

  이처럼 독일은 근대초기에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지 않은 

국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독일의 관심이 적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일제 시기에 독일어로 쓰인 한국 관련 기록은 여행기, 학술

적인 글들, 다양한 신문 잡지에 실린 글 등 다양하다. 아래에서는 고문헌 자

료실에 소장된 한국 관련 글들에서 한국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정리

한 내용이다. 

  - Japan : das Land des Nebeneinander : eine Winterreise durch 

Japan, Korea und die Mandschurei / Schalek, Alice. [s.n.], 1925. 

  언론인 알리스 샬렉(Alice Schalek)이 1925년에 출간한 일본 여행기 

『Japan: Das Land des Nebeneinander』 중 한국 관련 부분을 보자. 그는 

기차와 창밖 풍경 간에 2,000년의 거리가 있다고까지 씀으로써 일본으로 인한 

근대화와 실제 한국인의 삶 간의 거리감을 분명히 했다. 샬렉은 전통적인 스타

일의 한국 여성들이 20세만 되면 완전히 시들고 무식한 엄마가 된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여성들이 교육을 받은 여학생들과 대조가 뚜렷함을 지적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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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원래의 

삶이 방식이 폭력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는14) 짧은 논평은 다른 어느 독일인 

저자들의 글에서도 보이지 않는 표현인 것이다. 이 경우 식민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불가피하다. 그는 일본에 의한 통치의 잔혹성에 대해 누구

보다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선교사들의 언론에도 종교적인 내용만 강요하

고 발간 10일 전에 검열을 하는 등 언론 자유가 부재하며, 일본인이 15,000

명, 한국인이 1250만 명15)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언어가 일본어라는 점, 

일본 총독부와 일본 국방부의 결정이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가짐에 비해 한

국의 추밀원이 자문권만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20년대 식민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들에

서 평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샬렉은 일본이 인도에서 영국인들의 경험으로부

터 “어느 날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피식민자들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식민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의

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민정부로의 이양으로서 한국에서 얻게 

된 이익을 한국에 재투자하고, 일본의 유능한 관료들을 임용함으로써 테라우

치 등이 야기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

치적 변화로 인해 일본이 예상치 않았던 경제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많은 한

국인들이 일본의 독재와 거의 완전히 화해했다고까지 쓰고 있다. 특히 일본

이 보장한 15백만 엔의 채권으로 인해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는데 기여했다

고 쓰고 있다.

  그는 당시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해서 가지던 반일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14) Alice Schalek, Japan: das Land des Nebeneinander, 351.
15) 이 시기 허용된 한국 신문이 한 종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진다. Alice 

Schalek,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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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면서도 한국인의 독립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미국에 있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추방 한국인들의 음모는 전적으로 무의미하고, 이 성숙하지 못한 국

민들의 봉기의 위험이란 대단히 작다는 것이었다. 20년대의 변화와 관련해

서는 폭력과 억압 대신 원조와 문화를 제공하여, 독립하는 것보다 일본제국

의 일원인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신에 도달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쓰고 있다. 

강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국제 기구에 가입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날

카로운 논평도 덧붙이고 있다. 

  한편 흥미롭게도 샬렉은 한국인의 인종이 코카서스 계라는 주장을 반복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가 한국인이 언어적 재능이 탁월하다고 주장한 것

은 이러한 인종 분류가 낳은 편견일 가능성이 있다. 

 

  - Ostasien : China, Mandschurei, Korea, Japan , Bd. 43(3) / Ross, 

Colin. [s.n.], 1929.

 ‘한국인 법률가’의 가정을 방문하고, 또 ‘법원 관계자’ 등 특정한 한국인을 만

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콜린 로스(Colin Ross)의 경우에도 한국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는 없었다. 한국인은 한국인 개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집단 

주체로만 파악되고 있었던 것이다. 로스는 또한 흥미롭게도 얼굴유형상 한국인

은 절반은 몽골인이고, 절반은 코카서스계로, 심지어 ‘노란머리의 한국인’도 있

다고 쓰고 있다.

  - Neu-Japan : Reisebilder aus Formosa den Ryukyuinseln, 

Bonininseln, Korea und dem südmandschurischen Pachtgebiet / 

Goldschmidt, Richard. [s.n.],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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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대 교수이던 골트슈미트(Goldschmidt)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독

일인들의 태도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아시아의 

역사를 비교적 잘 아는 그는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

었다. 고대 이래로 일본의 해적들이 한국의 해안을 침공했고, 토요토미 히데요

시로 말미암은 전쟁과 파괴가 증오의 감정을 되돌려 놓았으며, 일본 대사가 민

비 시해에 대해 환호했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약속을 깨뜨린 사실들을 지적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합방 이후 한국인들의 이해와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 중요했으나, 다른 유럽 제국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군사 정부를 세워 “이 모든 어리석음(alldiese Dummheit)”을 저질렀

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식민통치의 문제가 모두 테라우치 총독의 잘못으로 볼 수 있

으며, 그 결과 독립운동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한다. 예컨대 1차 세계대전 

말에 있었던 이 저항을 완전히 평화로운 것이었음에도 유혈진압했다는 것이

었다.16) 그러나 사이토 총독의 등장과 더불어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였으며, 

서울 도착 시에 폭탄을 맞았던 그가 경호없이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이토 총

독은 명분과 높은 윤리로 그의 직무를 수행하여 이 평화로운 국민들의 신뢰

를 얻고, 실제적인 화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을 줄 알았다는 것이었다. 그

에 따르면 한국의 독립이란 윤리적으로 아무리 안타까운 일이라 할지라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골트슈미트는 한국인의 조상이 남쪽과 북쪽 모두에서 왔으며, 남쪽의 경우 

말레이시아계에 속하며, 북쪽에서 이주한 쪽은 말레이시아 계와 친족 관계인 

16) Richard Goldschmidt,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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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에 살던 종족으로서 일부가 일본에 일부가 한국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한일간에 친족관계가 있었다고 쓰고 있다. 한국인들의 경우 복잡한 일본, 중국

과의 혼혈을 거치면서도 전통적인 인종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아름답다는 기괴한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경우 자바인과 

유사한 세련된 말레이계의 유형들을 볼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일본인들이 한국

인보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 그들로부터는 지나치게 먼 종족인 아이누(Ainu)족

과의 혼혈 탓인 것으로 쓰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정학적인 조건보다도 수동적인 국민성으로 인하여 한국은 독

립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에 따르면 독립 상실은 운명이었고, 누가 한국을 접

수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생물학자이고 동경대 교수였던 골트슈미트는 이 책에서 그토록 오랜 문명국

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그토록 쉽고 수동적으로 다른 민족의 지배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 지속적으로 빠지게 된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

가 다음 순간 감정적으로는 한국인의 편에 서지만 이성적으로는 일본의 식민

지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쓰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 Japan, Korea, China : Reisestudien eines Kunstfreundes / Jessen, 

Peter, 1858-1926. [s.n.], 1921. 

  페터 예센은 조선 사회를 전적으로 귀족이 지배하는 가운데, 이들이 관직

을 독점하고 군복무, 세금, 처벌 모두로부터 면제되어 있었으며 더 나아가 

귀족 계급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이들 귀족과 그들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전체 국민의 1/3을 이루지만, 이들이 노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국민 전체가 호전성과 조국애를 잃어버리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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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17) 

  지저분하다는 표현은 꾸준히 등장한다. 예센은 서울의 일본인 구역과 한국인 

구역을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일본인 구역은 질서와 정결의 상징이었고, 

한국인 구역의 무질서하고 더러운 집들은 그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여행기에서 경주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들이 소개되었

으며, 무엇보다도 구텐베르크 이전에 이미 1400년경에 금속활자가 사용되었

다고 쓰고 있다.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 Rund um die Erde : Erlebtes aus Amerika, Japan, Korea, China, 

Indien und Arabien / Büchler, Eduard. [s.n.], 1925.

  1925년에 이미 3쇄를 찍던 스위스에서 많이 팔린 여행기인 『Rund um die 

Erde』는 한국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택 건축 수

준으로 보건데 문화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 문화도 대단히 후진

적이었다고 본다. 남성들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빨래하는 여성들의 

대조 역시도 당시 서양인들의 한국 관련 저서에서 빈번히 나타나던 전형적

인 이미지였다. 

  한국사의 몰락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서술이 이어지고 있다. 약하고 부패한 

정부로 인해 과거의 학생이던 일본에 뒤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일본에 대

한 증오로 인해 민족감정이 자극되었고, 한국인들이 전통을 고수하는 경향으

로 인해 일본화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희망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회의할 

17) Peter Jessen, Japan, Korea, China,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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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편이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다.

  - Veränderung der wirtschaftsgeographischen Beziehungen in Korea 

unter dem Einfluss der Erschliessung : die Grundlagen und 

ursprüngliche Ausgestaltung , Bd. 10 / Linke, Johannes. C.E. 

Poeschel, 1933.

저자인 요하네스 링케는 27세 때인 1932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실 이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인명사전 등에서 그에 대한 더 이상

의 자료를 찾기 어려운 나머지 동년배의 동명이인인 작가 링케의 저술 목록에

서 그의 학위 이름이 발견되기도 할 정도이다. 그의 학위 논문 뒤에 나와 있는 

인적 사항에 따르면 1905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작가 링케와 동명

이인임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이 무명의 독일인에 대해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1932년 완성한 학위 논

문이 한국 경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하네스 링케가 26살에 마무리한 

박사 학위 논문은 “세계경제사 논문들” 시리즈의 10번째 권으로 출판이 되었

다. 이 시리즈는 1920~1930년대에 출간되었는데, 주로 중국과 일본 경제사에 

관한 것이고, 한국 경제사인 이 책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다. 

이 책이 가지는 의의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동시대 관찰자가 일본 식민

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유럽국

가들 중에서도 식민지 시대 한국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역 통계의 측면에서 볼 때, 비록 비율은 낮았을망정 독일은 미국, 중

국에 이어 네 번째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으며, 일본과의 돈독한 외교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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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독일인 여행자들이 남긴 문헌들도 제법 다양하게 남아 있다. 일본에 대해 

서양이 남긴 저서들을 모두 망라하는 서지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오스카 나호

트(Oskar Nachod)의 『일본학 서지(Bibliographie von Japan)』 중 한국 관련 

부분들을 척도로 삼는다면, 독일인들이 한국에 대해 남긴 자료의 분량은 프랑

스나 러시아를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1930년대로 접어들었을 때 러시아어 문

헌은 거의 서지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프랑스어 문헌은 종교관계 서적으

로 축약되었지만, 독일어권에서는 한국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이 지속적으로 출

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독일인들이 남긴 기록은 “일본화=유럽화=발전”이라는 도식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동질적이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지적하

는 극소수의 저자들의 경우일지라도, 그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부정적이라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는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왔을 때, 서울역에서 바라본 서울의 이미지는 쇠퇴, 그 자체였다. 기차와 초가

집 간의 강렬한 대비 가운데서, 기차로 상징되는 일본 식민화에 대한 지지는 

서양 문명 자체에 대한 지지를 의미했을 법하다. 사회주의 계열 자료들의 경우 

독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한국인 저자들에게 글을 쓸 기회를 주는 드문 경우

들도 있었지만, 독일인들 자신이 일본 식민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20대 중반이던 이 청년은 당대 서구의 관찰자로서는 드물게도 그 근대화가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눈길을 끈

다. 구한말과는 달리 일제  시대에 쓰인 외국인 관찰자들의 글이 한국에 소개

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일제 식민화에 대해 당대인이 쓴 학술연구서는 더더욱 

드문 상황이다. 그의 이력에서 실제로 한국, 혹은 아시아에 직접 체류한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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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이 전무하고, 그가 박사논문 작성하는데 참고한 자료들 역시 영어자료들, 

혹은 총독부에서 출간된 영문 자료들일 뿐, 한국인들이 독일어로 쓴 글을 참고

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순수히 학문적인 통찰력과 분석력을 갖고 외로웠던 나

라, 식민지 조선을 냉철한 시선으로 끈기 있게 바라보고 있는 이 청년 학자의 

글은, 그래서,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의 논문은 한국의 전통사회 분석과 더불어 시작된다. 먼저 농업과 무관한 

직업이 없을 정도로 농경중심적인 사회였으면서도 농업 관련 도구들이나 관개 

시절 등이 매우 원시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바닥

을 모르는 무욕”으로 인해 이처럼 생산성이 낮은 농업 경제가 유지되고 있었

다고 분석한다. “욕망의 부재”, “활기 없음”, “무욕” 등은 당대 조선을 설명하

는 주요한 형용사였던 점을 생각하면, 그닥 새로울 것은 없는 결론이다. 또한 

마을 단위로 통행이 어려웠던 결과 각 지역들이 정치적으로 고립됨으로써 대

규모 수요가 창출되지 못했다는 구조적 분석 역시도 덧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낮은 경제적 생산성에 근거하여 쉽사리 한국 문명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폄하에 이르고 마는 다른 저자들과는 달리, 그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다 할

지라도 문화적으로는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의 문화와 관련하여 서당과 향교라는 학교 체제가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 조선의 학교 교육이 “실제적인 삶과의 연관성이 없었다”고 평가

내리기도 한다. 

다음으로 그는 일본이 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문제제

기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서 식량과 면화 부족, 인구 압박으로 인한 

정착지 필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도 다른 독일인 저자들과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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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다른 지점이다.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당연시한 다른 독일인 저자들의 경우

에는 “왜”라는 질문 자체가 불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식민화 이후 일본인들의 

대대적인 이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면직물 생산이 증가하고 또한 

식량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함으로써 일제가 식민화를 통해 소

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식민화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

하여, 한국에 남긴 영향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었던 문제점은 한국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한 

가운데, 쌀 생산량의 1/3~1/2이 일본에 수출됨으로써 한국인들은 식량난에 허

덕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 당국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

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그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봉

사”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내적인 동력을 통해서 모든 경제 분야의 유기적

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국내 경제 발전의 동기가 결여된 가

운데 외세가 경제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였고, 외국, 즉 일본의 이해 관계가 

먼저 충족되어야 했기 때문에 유기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

장한다. 그는 쌀 수출에서 보이듯이 “강제적인 짜내기로 인해 내적인 경제적인 

결합망이 망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그외 일본 제국주의의 업적으로 간주되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링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대표적으로 일제의 업적으로 간주되던 철도의 경우, 철

도가 무역 등 한국 사회 내적인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지기보다 일본의 필요, 

즉 군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건설되었다고 해석한다. 예컨대 1914

년에 30년대 초반 철도의 60%가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설로 인해 

교역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철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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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우 일본 식민 정부가 아니라 민간 투자자들이 건설했다는 점 역시도 

그가 중시하는 대목이었다. 

또한 “은둔자의 나라”를 세계 무역에 개방시켰다는 세간의 평판과 관련해서

도, 일본 및 만주 지역과의 교역이 한국 무역의 거의 100%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한국이 세계 무역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다. 이는 당시 독일의 경제지들에서 누 차례에 걸쳐 지적되고 있던 이슈이기도 

했다. 

근대적인 학교 교육의 증가와 관련해서도, 공교육이 부재한 가운데 일본이 

최초로 근대적 교육을 실시했다는 일반적인 독일인들의 평가와는 현저히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 근대적인 학교는 1919년 이후 증가했으며, 이

는 한국인들 자신의 노력 탓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인들이 실시하던 교육

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인들의 일본인들을 능가하게 될 위험에 

처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만 한국을 가르치고자 노력했다”고 

보고 있을 뿐이었다. 

식민화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되었던 인구 증가의 경우에도 일본인들이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한 도시 거주 인구가 8%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그 영향

이 미미하다고 본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망률 감소 때문이 아니라 출산율이 증

가한데서 인구 증가의 원인을 찾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시기에 있었던 인구 증

가는 자연 증가 때문일 뿐이라고 본다. 

그는 전체적으로 한국이 “자연적인 발전 단계를 통해서 도달되어야 할 발전 

단계가 오랫동안 억눌려졌다가 개방을 맞이했”고, 그 결과 수백년 걸려서 이루

어질 일들이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속도

를 가속화시켰을 뿐, 발전의 과정에 방향을 준 적은 거의 없다”고 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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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까지 일본인이 한반도 인구에서 차지하던 비율이 2.4%에 그치고 있다

는 점에 근거하여, “모든 변화들이 일본인 노동력이 아닌 한국인 노동력의 업

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요하네스 링케가 제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비판적인 논점들을 현재 알려진 

식민지 시대의 사실과 비교하여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그가 참고했을 자료들

의 양이나 질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무의미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보다 중요

한 것은 그의 연구가 당대인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일 것이다. 이 논문은 

경성 제대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이 저서

를 집어 들었을 일본 학자, 혹은 조선인 학생들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볼 수

는 있으나, 이 논문이 이후 식민 담론에 미친 영향을 찾아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 책이 한국 관련한 저술을 하고 있던 독일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

을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독일어권의 경우에도, 한국과 

관련된 지식과 자료가 서로 개별적으로 축적되고 있었을 뿐, 이들 자료들이 서

로 만나고 충돌하고 발전할 담론의 장이 생겨나지는 못했던 듯하다. 예컨대 

1945년 독일인들이 한국에 대해 남긴 여러 자료들 중에서도 분량 상 가장 방

대한 헤르만 라우텐자흐(Hermann Lautensach)의 저서 “코레아: 일제 강점기

의 한국지리”에서도 링케의 저서에 대한 논평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근거

로 한국에 관해서라면 서로 활발히 지적인 교류를 하는 공론장이 생성되어 있

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듯하다. 

링케가 당대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또 한가지 중요

한 의문은 그가 어떻게 독일인 저자들 다수가 보이는 식민화에 대한 평가, 즉 

“일본화=근대화”라는 도식으로부터 그처럼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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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식민 담론에서 자유로운 또 다른 담론이던 사회주의가 독일 지식인들

의 또 다른 주요한 지적 배경이자 자산이기는 했으나, 링케의 저서에서 사회주

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부분을 발견해내지는 못했다. 

결국 링케의 저술을 둘러싼 지적 지형도를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듯

하다. 그러나 제국주의 통치자의 몰염치에서도, 피치자도 비분강개에서도 거리

를 둔 채, 객관적인 제삼자의 시선으로 냉철하게 식민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은 그 자체로 매우 귀한 것임에 분명할 터이다. 

  - Ostasien und die Weltpolitik / Ostwald, Paul. [s.n.], 1928.

  한국은 소속이 애매한 나라로, 스스로는 언제나 중국문화에 속한다고 생각

해왔으며, 일본 중국 모두에 조공을 바쳐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Die japanische Kolonialpolitik / Wertheimer, Fritz. [s.n.], 1910. 

  프리츠 베르트하이머는 다음과 같이 조선의 상황을 묘사한다. 농업이 주력 

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쌀의 질이 나빴는데, 이는 한국 농부들 탓

이 아니라, 나쁜 관료제 탓이었다. 산업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에 따르면 

조선은 이처럼 대단히 후진적이었으나 포괄적인 일본인들의 노력으로 1910

년 당시 급속한 성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

되고 있는 것은 동경척식회사 등 주식회사와 토지임업학교 등의 설립이었다.

  농업 이외에 일본의 중요한 업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철도와 도로건

설이었다. 농업, 철도뿐만 아니라 삼림 녹화 역시도 일본인들의 중요한 업적

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나무로 온돌을 데우는 한국인들의 습관으로 인해 숲

이 거의 소멸되었으나, 일본인들이 숲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이미 일본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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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했던 관습을 도입함으로써 삼림 녹화에 나섰다는 것이었다. 

  수산업 분야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1908년 한 해 동안 

70,000명의 한국 어부들이 12,500 보트로 310만 엔의 소득을 가졌을 뿐이

지만, 16,500면의 일본 어부들이 38,000 보트로 그보다 훨씬 많은 380만 

엔의 소득을 수확하고 있었다. 한국의 수산업이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져있음

을 이처럼 설명한 후 그는 일본인들을 통해서 한국의 수산업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발전에 있어서 한국이 주체는 아니었다. 

1883년 한일 어업협정이후 일본인들도 한국 해안에서 포획이 허락된 후 어

획량 절반이 일본인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단 한 문장으로 언급되고 있

을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베르트하이머 자신이 분명한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밀러드(Millard)가 『America and the fast eastern question』에서 얘기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특히 일본 총독이 박하우젠

(Backhausen)의 책에 대해 분명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특히 그러하

다고 쓰고 있다. 그가 쓴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일본의 식

민화가 정당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화가 실제적인 이익을 가

져왔는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실용적인 관점을 가진 그조차도 일본의 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비판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철도, 도로, 전기 통신 시설이 모두 경제적인 목표

가 아니라 전적으로 군사적인 관점에서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기간시

설을 통해서 러일 전쟁 중 가장 뼈아프게 생각했던 만주에의 요충지를 확보하

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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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 Japanische Verwaltung in Korea und ihre Tätigkeit : eine 

Studie von einer Urlaubsreise nach Ostasien / Backhausen, 

Alfred. [s.n.], 1910.

  법학박사이던 알프레드 박하우젠은 『Die japanische Verwaltung in 

Korea und ihre Taetigkeit』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펴낸바 있다. 동아시

아 휴가 여행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연구서라는 것이었다. 

  그는 식민화과정에 대해 면밀히 보고하고 있다. 일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독립을 약속한바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여론에 일본의 체면을 잃지 않고 

한국을 식민화하는 길은 자발적으로 한국이 합병에 동의하는 길 밖에 없었다. 

1907년 상반기 신문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1800명의 일본인들이 한국에 근무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본어가 한국 행정의 언어가 되었다.

  전통 한국 행정에서는 관직 매매로 인해 엄청난 부패와 민중에 대한 억압

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 결과 1906년 한일 위원회가 결성되어 지방행정 

개선에 나서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여러 부서가 철폐되었고, 관직

매매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임금이 인상되고, 지방행정 감사원이 조직되었음

을 지적한다. 또한 매 지방 정부마다 일본인 관리 다섯 명을 파견함으로써 

일본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일본인들의 이익에 중요한 일들을 다룰 수 있

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특히 화폐 개혁을 일본 식민 정부의 중요한 업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조선은 지폐는 없고, 금화는 부족하며,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은화는 유통이 안 되는 가운데, 여행자들이 구리돈에 의존하게 되자

구리돈을 나귀에 지고 다녀야 하던 상황이었다. 결국 미국에 유학했던 메가

타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의 재무 분야 고문이 몇 개월간 작업한 끝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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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금본위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민간은행이던 제

일은행이 정부의 대리인이 되어 모든 국가의 화폐와 관세 업무를 담당하도

록 했고, 이와 더불어 과거의 니켈 동전 대신에 니켈 동전 두 개에 상응하는 

동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러 어려움들이 남아있지만, 

과거의 한국을 모르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폐 개혁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 Das Meer der Entscheidungen : beiderseits des Pazifik / Ross, 

Colin. [s.n.], 1925.

  1925년 한국의 분위기에 대해 콜린 로스는 정치적으로 긴장되어 있고 보

았다. 부산에 내리자마자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예를 들어 경

찰이 모든 낯선 사람들에 대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꼼꼼하게 

물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한국에서 일본인들이 행한 문화적 위업은 놀라움을 자아내고 그들의 

식민지적 능력에 대한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는 셈이라고 평가한다. 일제 침

략 이전 한국인의 생활수준은 대단히 낮았고, 한국인의 마을은 대단히 가난

했으며, 농촌은 빈곤하고, 농업장비는 대단히 낙후했으며, 심지어 서울도 엄

청나게 더럽고 냄새나는 마을에 불과했다고 본다. 한국에 오래된 문화가 있

었지만, 일본 및 중국과 비교할 때 귀족층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국민들 사

이에 문화적 토대가 대단히 얕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화에 대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결국 

영국이 이집트에 한 것과 유사한 역할을 일본이 한국에서 행했다는 것이었

다. 그 결과 나라 전체와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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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감사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과거 왕조에서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던 하층민들조차도 1919년 처음부터 전혀 

전망이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저항에 뛰어들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외국인

으로서는 한국의 상황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는 일본의 문화적인 

위업에 현혹되거나 혹은 한국인들에게 매혹되어 한국인들에 유리한 편에 빠

지게 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 Korea : eine Landeskunde auf grund eigener reisen und der 

Literatur / Lautensach, Hermann, 1886-1971. Haag-Drugulin, 

1945. 

  헤르만 라우텐자흐의 저서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담

고 있는 저서이다. 한국인에게 있어 중국은 우세한 문화적인 힘과 더불어 왔

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왔고, 중국의 고전들은 교육받은 한

국인들에게 높은 교육과 종교적인 세계로의 입구로 보였으나, 일본을 향해서

는 문화적으로 열등하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다. 한국인들은 아직까지도 

4~6세기에 자신들의 높은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그들 자신이 이 문화를 중국에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쉽게 잊는다고 지적

한다. 

  그는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화를 평가하지 않고 적대시 하는 이유를 면밀

히 분석하고 있다. 외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아

프리카 일부와 비슷했고, 일본이 식민화에 이용한 방법은 유럽인들과 유사했

다고 본다. 그러나 아프리카 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문화적인 자부심을 갖

고 있었고, 전통에 밀착해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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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오랜 세월에 걸친 궁핍으

로 생겨난 만족감으로 인해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향한 모든 자극이 사라

져버렸다는 점 역시도 일본에 의한 근대화를 평가하지 않는 이유로 지적되

고 있다. 그외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성격과 능력 상 이처럼 섬세한 

과제에 걸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일본 관리들이 명령을 남발하고 하

부 기관을 통해서 도식적으로 실행하기를 좋아했고, 일본인 상인들이 한국의 

땅을 사들여서 소작농으로 만들어 갔다는 점 역시도 반일 감정의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 키워드별 자료

(1) 사회주의

  1848년 혁명,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

어서 반드시 제국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저서들만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회주의를 핵심어로 하는 독일어 자료들을 분석할 

경우 이러한 경향이 선명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 관련 

자료들의 경우 베르너 좀바르트,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등 유명 저자들의 저

서들이 구비되어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 이론서, 사회주의의 역사, 생시몽주의, 

맑스주의, 사민주의 등 사회주의의 다양한 조류들에 대한 소개서, 사회주의와 

국가 혹은 사회주의와 종교, 또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관련성을 다룬 저서

들, 독일 사회주의의 특징 등을 소개하고 있는 저서들도 다수이다. 

(가) 사회주의 역사

  - Der Sozialismus einst und jetzt / Bernstein, Eduard, 185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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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handlung Borwärts, 1922. 

  - Archiv für die Geschichte des Sozialismus und der 

Arbeiterbewegung / Grünberg, Karl, 1861-1940. C.L. Hirschfeld, 

1911. 

  - Die Gestalt des deutschen Sozialismus , Heft 2 / Huber, Ernst 

Rudolf, 1903-. [s.n, 1934. 

(나) 사회주의와 경제

  - Geschichte der Nationalökonomie und des Sozialismus im 

Zusammenhang mit der Wirtschaftsgeschichte / Totomiant︠s︡, 

Vakhan F. (Vakhan Fomich), 1875-1964. Thüringer Verlagsanstalt 

und Druckere, 1925. 

  - Geschichte der Nationalökonomie und des Sozialismus / 

Totomianz, V. Thüringer, 1925. 

  - Kapitalismus und Sozialismus : Zur Lehre von den 

Wirtschaftspeioden / Kumpmann, Karl. [s.n.], 1929. 

  - Kapitalismus und Sozialismus : Zur Lehre von den 

Wirtschaftspeioden / Kumpmann, Karl. [s.n.], 1929. 

  - Unternehmertum und Sozialismus : eine dogmen- und 

wirtschaftsgeschichtliche Betrachtung , Bd. 15, Heft 5 / Feig, 

Irmgard. [s.n.], 1922. 

  - Kapitalismus und Sozialismus : Betrachtungen über Grundlagen 

der gegenwärtigen Wirtschaftsordnung sowie die Voraussetz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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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Folgen des Sozialismus / Pohle, Ludwig. [s.n.], 1923. 

  - Die Arbeitsmotive und der Sozialismus : Anregung zu 

volkswirtschaftlichen Betrachtungen auf der Oberstufe , Heft 577 

/ Schnass, Franz. Hermann Beyer & Söhne, 1914. 

  - Sozialismus und Landwirtschaft / Milutin, V. P. [s.n.], 1920. 

  - Sozialismus und Landwirtschaft / David, Eduard. [s.n.], 1922. 

  - Sozialismus und kapitalistische Gesellschaft sordnung : Kritische 

Würdigung beider als Grundlegung einer Sozialpolitik / Wolf, 

Julius, 1862-1937. Cotta, 1892. 

  - Die Arbeitsmotive und der Sozialismus : Anregung zu 

volkswirtschaftlichen Betrachtungen auf der Oberstufe , Heft 577 

/ Schnass, Franz. Hermann Beyer & Söhne, 1914. 

  - Kapitalismus und Sozialismus : Zur Lehre von den 

Wirtschaftspeioden / Kumpmann, Karl. [s.n.], 1929. 

  - Ist der Sozialismus wirtschaftlich möglich? , 3 / Halm, Georg 

Nikolaus, 1901-. [s.n.], 1929. 

(다) 사회주의와 종교

  - Sozialismus und Christentum : Erörterungen zu den 

Grundbegriffen und den Grundsätzen der Sozialwissenschaft / 

Stammler, Rudolf, 1856-1938. [s.n.], 1920. 

  - Sozialismus und Religion in Deutschland : Bericht und Kritik / 

Naumann, Gottfried. J.C. Hinrichs,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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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 Religion des Sozialismus : Grundlinien einer natürlichen 

Religion zugleich ein Versuch einer naturwissenschaftlichen 

Begründung des Sozialismus / Hoffmann, Gustav. [s.n.], 1922. 

  - Zeitschrift für Religion und Sozialismus / Bund der Religiösen 

Sozialisten Deutschlands. Verlag der Religiösen Sozialisten, 1929. 

(라) 사회주의와 국가

  - Sozialismus und Staat : eine Untersuchung der politischen 

Theorie des Marxismus / Kelsen, Hans, 1881-1973. C.L. 

Hirschfeld, 1923. 

  - Sozialismus und Nation / Heller, Hermann, 1891-1933. [s.n.], 

1931. 

  - Sozialismus und Aussenpolitik / Moeller van den Bruck, Arthur, 

1876-1925. [s.n, 1933. 

(마) 사회주의와 문화

  - Der Sozialismus als Kulturbewegung / Man, Hendrik de, 

1885-1953. [s.n.], 1929. 

(바) 유럽 각국의 사회주의

  - Louis Blanc als Wegbereiter des modernen Sozialismus , Bd. 2 / 

Pechan, Hermann. [s.n.], 1929. 

  - Der Sozialismus in Frankreich im seibzehnten und achtzeh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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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hrhundert , Bd. 4 / Lindemann, Hugo, b. 1867. J.H.W. Dietz, 

1921. 

  - Sozialismus und Demokratie in der grossen englischen Revolution 

/ Bernstein, Eduard, 1850-1932. Rachfolger, 1922. 

  - Amerikanischer Sozialismus? : Die Geistesgeschich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Voraussetzungen des revolutionären Sozialismus 

in den Vereinigten Staaten von Nordamerika , Heft 2 / Wolff, 

Christian. [s.n, 1936. 

(사)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 Sozialismus und Kolonialpolitik : eine Auseinandersetsung / 

Kautsky, Karl, 1854-1938. [s.n.], 1907. 

  - Bringt der Sozialismus den Frieden? : eine kritische Studie über 

den Imperialismus im Lichte der marxistischen Theorie / 

Guggenheimer, Walter. [s.n.], 1928. 

(아) 다양한 조류의 사회주의

  - Kapitalismus : Kommunismus ; Wissenschaftlicher Sozialismus / 

Oppenheimer, Franz, 1864-1943. [s.n.], 1919. 

  - Lassalle und der Sozialismus / Bernstein, Eduard, 1850-1932. 

[s.n.], 1920. 

  - Saint-Simon und der Sozialismus / Salomon, Gottfried. [s.n.],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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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xismus gegen sozialismus / Simkhovitch, Vladimir G. 

(Vladimir Gregorievitch), 1874-1959. Gustav Fischer, 1913. 

  - Uber Sozialismus Kommunismus und Anarchismus / Diehl, Kahl. 

Gustav Fischer, 1922. 

  - Sozialismus, Sozialdemokratie und Sozialpolitik / Held, Adolf, 

1844-1880. [s.n.], 1878. 

  - Der Freiheitliche Sozialismus im Gegensatz zum Staatsknechtsthum 

der Marxisten :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Werke und 

Schicksale Eugen Dühring's / Friedlaender, Benedict. [s.n.], 1892. 

  - Der Proletarische Sozialismus ["Marxixmrs"] : zehnte 

neugearbeitete Aufl. der Schrift "Sozialismus und soziale Bewegung" 

/ Sombart, Werner, 1863-1941. Fischer, 1924. 

  - Der proletarische Sozialismus : Marxisms / Sombart, Werner, 

1863-1941. [s.n.], 1924. 

  - Der nationale Sozialismus : Seine Grundlagen, sein Werdegang 

und seine Ziele / Jung, Rudolf, 1859-1922. [s.n.], 1922. 

  - Der Moderne Sozialismus / Quessel, Ludwig. [s.n.], 1919. 

  - Die Vorau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 Bernstein, Eduard, 1850-1932. [s.n.], 1909. 

  - Über Sozialismus, Kommunismus und Anarchismus : 

fünfundzwanzig Vorlesungen / Diehl, Karl. [s.n.], 1922. 

  - Der proletarische sozialismus: Marxismus / Sombart,Werner. 

Fischer,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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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xismus gegen Sozialismus / Simkhovitch, Vladimir G. 

(Vladimir Gregorievitch), 1874-1959. Gustav Fischer, 1913. 

(자) 사회주의와 사회정책

  - Hauptwerke des Sozialismus und der Sozialpolitik / . [s.n.], 1904. 

  - Die Soziale Frage und der Sozialismus : eine kritische 

Auseinandersetzung mit der marxistischen Theorie / 

Oppenheimer, Franz, 1864-1943. [s.n.], 1925. 

  - Das Verhältnis des Sozialismus zur Arbeiterschutzgesetzgebung : 

eine dogmengeschichtliche Skizze / Büchler, Max. [s.n.], 1902. 

(차) 여성과 사회주의

  - Die Frau und der Sozialismus / Bebel, August, 1840-1913. [s.n.], 

1922. 

  -Über Sozialismus, Kommunismus und Anarchismus : fünfundzwanzig 

Vorlesungen / Diehl, Karl. [s.n.], 1923. 

(2) 전쟁

  제국 경영을 위한 실제적인 필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은 전

쟁 관련 도서들을 분석함으로써 가장 잘 드러난다 할 것이다. 전쟁 관련 사료

에 해당하는 자료들, 청일 전쟁 사료, 1차 대전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 치른 전쟁과 관련된 자료 등 사료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들도 눈에 띈다. 

러일 전쟁, 청일전쟁과 관련된 자료, 탱크, 화학 무기 등에 대한 자료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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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전후 외교 협약을 다룬 문서들, 전시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저서들

도 보인다. 

(가) 무기 관련 자료

  - Verkehrswirtschaft und Krieg / Förster, Karl Wilhelm. [s.n, 1937. 

  - Neutralität, Blockade und U-Boot-Krieg in der Entwicklung des 

modernen Völkerrechts , Heft 55 / Bühler, Ottmar, 1884-1965. 

[s.n.], 1940. 

  - Der Krieg im Zeitalter der Naturwissenschaften und der Technik , 

5797/5799 / Alt, E. Reclam, 1915. 

  - Der Chemische Krieg Luftschutz und Gasschutz : Ein Lehr-und 

Experimentierbuch / Leonhardt, Walter. Moritz Diesterweg, 1938. 

  - Der Chemische Krieg / Hanslian, Rudolf. Mittler, 1937. 

  - Der Chemische Krieg Luftschutz und Gasschutz : Ein Lehr-und 

Experimentierbuch / Leonhardt, Walter. Moritz Diesterweg, 1938. 

  - Die Tanks im nächsten Krieg / Sheppard, E. W. Nauck, 1940

  - Der Krieg im Zeitalter der Naturwissenschaften und der Technik , 

5797/5799 / Alt, E. Reclam, 1915. 

  - Krieg und Seekabel : eine völkerrechtliche Studie / Scholz, 

Franz. [s.n.], 1904. 

(나) 여타 전쟁: 30년 전쟁, 인도 식민 전쟁



155

  - Zur deutschen Geschichte : vom Religionsfrieden bis zum 

dreissigjährigen Krieg , Bd. 7 / Ranke, Leopold von, 1795-1886. 

Duncker und Humblot, 1874. 

  - Das Kriegswesen der alten Chinesen nach chinesischen Quellen / 

Plath, Johann Heinrich, 1802-1874. G. Franz, 1873. 

  - Das Vorletzte Jahrzehnt des Reiches Juda im Zusammenhang der 

Weltgeschichte : eine historische Untersuchung / Krieg, Friedrich. 

E. Th. Jacob, 1885. 

  - Kriegführende und neutrale Mächte : ein Beitrag zur Reform des 

internationalen Rechts in Kriegszeiten / Gessner, Ludwig. [s.n.], 

1877. 

  - Internationale Rechtsverhältnisse der Kriegs- und Handelsschiffe 

im Krieg und Frieden / Ferber, D. [s.n.], 1895. 

  - Ostasiatische Geschichte vom ersten chinesischen Krieg bis zu 

den Verträgen in Peking, 1840-1860 / Neumann, Karl Friedrich, 

1793?-1870. Wilhelm Engelmann, 1861. 

  - Der Gallische Krieg , Bd. 26 / Caesar, Julius. Dieterich, 1939. 

  - Cäsar's Gallischer Krieg in den Jahren 58 bis 53 v. Chr : eine 

kriegswissenschaftliche und philologische Forschung / Göler, 

August, Freiherr von. Karl Aue(F. Köhler's buchhandlung), 1858.

  - Der Krieg in Bildern / Steinitzer, Alfred, 1862-1938. Piper, 1912. 

  - Der Dreissigjährige Krieg : Dargestellt / Huch, Ricarda Octavia, 

1864-1947. Insel,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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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 Krieg in Indien : in den Jahren 1803 bis 1806 / Thorn, Major 

William. Beck, 1819. 

  - Der Krieg mit China : von seinem Entstehen bis zum 

gegenwärtigen Augenblicke, nebst Schilderungen der Sitten und 

Gebräuche dieses merkwürdigen, bisher fast noch unbekannten 

Landes / . Westermann, 1800.(귀중)

  - Der Krieg in China : nach geschichtlichen Mittheilungen der 

britischen Offiziere M'pherson, Elliot-Bingham U. A / Richard, C. 

Maber, 1843. (귀중)

  - Des C. Iulius Caesar Gallischer Krieg : Text b mit Einleitung / 

Caesar, Julius. Verlag und Druck von B. G. Teubner, 1936. 

(다) 청일전쟁

  - Der krieg in China, 1900-1901 : nebft befchreibung des landes 

feiner sitten und gebranche / Scheibert, J. Weller, 1909. 

  - Der Krieg zwischen China und Japan, 1894-95 : auf Grund 

authentischer Quellen / Müller, Alfred Friedrich Gustav Alexander 

von. Liebel, 1895.

  - China : schilderungen aus Leben und Geschichte, Krieg und Sieg 

; ein Denkmal den Streitern und der Weltpolitik / Kürschner, 

Joseph. [s.n, 1901. 

러일전쟁

  - Die Ergebnisse des Russisch-Japanischen Krieges , T. 1, Bd.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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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opatkin, A. N. (Alekseĭ Nikolaevich), 1848-1925. Risels, 1910. 

  - Rechenschaftsbericht an den Zaren über den 

Russisch-Japanischen Krieg : bis zu den Mukdener Kampfen 

einschliesslich / Kuropatkin, A. N. (Alekseĭ Nikolaevich), 

1848-1925. Risels Deutsches Centrale für Militärwissenschaft, 

1909. 

  - Der Russisch-japanische Krieg von 1904-1905 / Haintz, Otto, 

1890-. Georg Stilke, 1937. 

  - Der Russisch-japanische Krieg : in militärischer und politischer 

Beziehung dargestellt / Immanuel, Friedrich, 1857-. Richard 

Schröder, 1905. 

  - Der Russisch-japanische Krieg : amtliche Darstellung des 

Russischen Generalstabes / Tettau, Freiherr von, 1857-1922. 

Ernst Siegfried Mittler und Sohn, 1910. 

  - Der Russisch-japanische Krieg in seinen Rückwirkungen auf den 

Weltfrieden : mit besonderer Bezugnahme auf die Frage der 

Gestaltung und Beschaffenheit der Zukunfts-Flotten 

(Panzer-Linienschiffe oder Kleinschiffe) und der zukünftigen 

Weltmachtstellung der europäischen Grossstaaten / Meurer, 

Julius. Gebauer-Schwetschke, 1905. 

  - Der Russisch-japanische Krieg, 1904-05 : kurzer Überblick auf 

Grund des russischen Generalstabswerkes / Spiess, Bernhard. 

Stalling,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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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 Russisch-japanische Krieg / Reventlow, E. (Ernst), Graf, 

1869-1943. Internationaler Welt, 1905. 

(라) 전쟁과 재정

  - Finanzwirtschaftliche Kriegsaufsätze , Heft 25 / Wolf, Julius, 

1862-1937. Ferdinand Enke, 1916. 

  - Der Einfluss des Krieges auf den Londoner Geldmarkt , Heft 1 / 

Plaut, Theodor, 1888-. Gustav Fischer, 1915. 

  - Wehrhafte Wirtschaft : ein Beitrag zur Begriffsklärung und 

Methode der Wehrwirtschaftslehre , Heft 3 / Richarz, Hugo. 

Hanseat. Verl. Anst, 1938. 

  - Parlament und Wissenschaft zu den Kriegssteuern / 

Kriegswirtschaftliche Vereinigung, Berlin. [s.n.], 1916. 

  - Beiträge zur Kriegswirtschaft / Germany. Reichsernährungsamt. 

Volkswirtschaftliche Abteilung. R. Hobbing, 1916. 

  - Kriegswichtige Industrie im System der Wirtschaftspolitik / 

Schmitt, Justus. Obelisk Verlags, 1937. 

  - Kriegsgewinn- und Kriegserbschaftssteuer , Heft 19 / Bamberger, 

Georg. Ferdinand Enke, 1916. 

  - Die Kriegsanleihen in der volkswirtschaftlichen Eigenart der 

einzelnen Länder , Heft 26 / Sartorius von Waltershausen, 

August, 1852-1938. Ferdinand Enke, 1916. 

  - Die Kriegsfolgezeit und deren wirtschaftliche Organisation , Hef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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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es, Wilhelm A. Veit & Comp, 1917.

  - Kriegswirtschaft und Lebensmittelteuerung im In- und Ausland , 

Heft 33 / Horlacher, Michael. Ferdinand Enke, 1917. 

  - Kriegswirtschaft , Heft 3 / Wagenführ, Rolf, 1905-. Junker und 

Dünnhaupt, 1935. 

  - Kriegsrechenwirtschaft als wirtschaftliche und finanzielle 

Kriegsrüstung / Otto, Berthold, 1859-1933. M. Warneck, 1916. 

  - Kriegstaschenbuch : ein Handlexikon über den Weltkrieg / 

Steindorff, Ulrich. B.G. Teubner, 1916. 

  - Die Kriegswirtschaft Russlands bis zur bolschewistischen 

Revolution , Heft 1-4 / Claus, R. s.n.], 1922. 

  - Kriegsanleihen und Finanznot : zwei finanzpolitische Vorschläge / 

Bendixen, Friedrich. [s.n.], 1919. 

  - Die Kriegssteuern von 1918 / Keil, Wilhelm. [s.n.], 1919. 

  - Kriegsfinanzen , Heft 1 / Jecht, Horst. [s.n.], 1938. 

  - Kriegsversicherung / Hofmann, Heinrich. [s.n.], 1908. 

  - Die Kriegsfinanzen : Kriegskosten, Kriegsschulden, Kriegssteuern: 

zugleich Nachtrag zur Finanzwissenschaft / Eheberg, Karl 

Theodor von, b. 1855. [s.n.], 1916. 

  - Wie finanzieren wir den Krieg? , Heft 5 / Bernhard, Georg, 

1875-1944. [s.n.], 1918. 

  - Die Kriegskonterbande : ein Beitrag zur Reform des 

internationalen Seerechtes / Hold-Ferneck, Alexander.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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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 Kreditinflation und Wirtschaftskris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Konjunkturentwicklung Deutschlands vor 

dem Krieg / Rosch, Carl. Gustav Fischer, 1927. 

  - Kriegswirtschaftliche Jahresberichte / . [s.n.], 1936. 

(마) 전쟁 원인 및 일반적인 전쟁론

  - Die Psychologie grosser Heerführer : der Krieg und die Gedanken 

der Philosophen und Dichter vom ewigen Frieden : zwei Vorträge 

aus dem Kriegszeit / Ziehen, Th. (Theodor), 1862-1950. [s.n.], 

1916. 

  - Kants : Ansichten über Krieg und Frieden / Moog, Willy. Meiner, 

1917. 

  - Der Kriegsbegriff des englischen Rechts : Erläuterungen zum Fall 

Panariellos / Mendelssohn-Bartholdy, Albrecht, 1874-1936. [s.n.], 

1915. 

  - Kriegsaufgaben der Rechtswissenschaft / Kipp, Theodor, 

1862-1931. [s.n.], 1914. 

  - Kriegsernährungswirtschaft und Nährungsmittelversorgung / 

Lorz, F. Schaper, 1938. 

  - Die Kriegsernährungswirtschaft, 1917 / . Spamerschen 

Buchdruckerei, 1917. 

  - Kriegsziele und Moral / Schrörs, Heinrich. Herdersche,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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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zialdemokratie, Christentum, Materialismus und der Krieg : 

eine philosophische Auseinandersetzung / Hinze, Adolf. [s.n.], 

1918. 

  - Der Kranke Krieg / Fried, Alfred H, 1864-1921. [s.n.], 1909. 

  - Krieg und Kapitalismus / Sombart, Werner, 1863-1941. Duncker, 

1913.

  - Krieg und Kunst , Heft 6 / Lange, Konrad, 1809-1856. [s.n.], 

1915. 

  - Krieg und Demokratie : eine historische Untersuchung und 

Darstellung ihrer Wechselwirkungen in der Neuzeit. Buch I, 

Revolutionskriege / Kautsky, Karl, 1854-1938. [s.n.], 1932. 

  - Morgen wieder Krieg : Untersuchung der Gegenwart : Blick in die 

Zukunft / Bauer, Ludwig. [s.n.], 1932. 

  - Krieg und Seekabel : eine völkerrechtliche Studie / Scholz, 

Franz. [s.n.], 1904. 

  - Der Kranke Krieg / Fried, Alfred H, 1864-1921. [s.n.], 1909. 

  - Krieg : eine Politischentwickel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 / 

Wagner, K. (Klaus). Costenoble, 1906. 

  - Krieg und Kapitalismus / Sombart, Werner, 1863-1941. Duncker, 

1913. 

  - Krieg und Politik in der Neuzeit : studien / Freytag-Loringhoven, 

Hugo Friedrich Philipp Johann, Freiherr von, 1855-1924. [s.n.],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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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s Culturideal und der Krieg / Lasson, [Rudolf]. [s.n.], 1868. 

  - Kant über Krieg und Frieden : ein geschichtsphilosophischer 

Essay / Natorp, Paul, 1854-1924. [s.n.], 1924.

  - Der Genius des Krieges und der deutsche Krieg / Scheler, Max, 

1874-1928. [s.n.], 1917.

  - Der Krieg und die deutsche Kunst : Vortrag, gehalten am 20. 

Nov. 1914 in der Reihe der "Deutschen Vorträge Hamburgischer 

Professoren" / Pauli, Gustav, 1866-1938. [s.n.], 1915. 

  - Krieg und Kunst , Heft 6 / Lange, Konrad, 1809-1856. [s.n.], 

1915. 

  - Der Jüdische Krieg : Roman , Bd. 3 / Feuchtwanger, Lion, 

1884-1958. [s.n.], 1933.

  - Der Krieg in Bildern / Steinitzer, Alfred, 1862-1938. Piper, 1912. 

  - Der Krieg und die Völkerrechtsordnung / Strisower, Leo, b. 1857. 

[s.n.], 1919. 

  - Krieg und Politik in der Neuzeit : studien / Freytag-Loringhoven, 

Hugo Friedrich Philipp Johann, Freiherr von, 1855-1924. [s.n.], 

1911.

  - Sozialdemokratie, Christentum, Materialismus und der Krieg : 

eine philosophische Auseinandersetzung / Hinze, Adolf. [s.n.], 

1918. 

  - Krieg und Demokratie : eine historische Untersuchung und 

Darstellung ihrer Wechselwirkungen in der Neuzeit. Buc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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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skriege / Kautsky, Karl, 1854-1938. [s.n.], 1932. 

  - Morgen wieder Krieg : Untersuchung der Gegenwart : Blick in die 

Zukunft / Bauer, Ludwig. [s.n.], 1932. 

  - Die Schule und der Krieg , Heft 603 / Hantke, M. Hermann 

Beyer & Söhne, 1915. 

(바) 전간기

  - Kriegs- und Industrie-Spionage. 12. Jahre Kundschaftsdienst / 

Ronge, Max. [s.n, 1930. 

  - Kriegsmarine und politische Führung , Bd. 11 / Lehment, 

Joachim. [s.n.], 1937. 

  - Kriegsrecht und Neutralitätsrecht / Kunz, Josef Laurenz, 

1890-1970. [s.n.], 1935. 

  - Kriegsdichter erzählen / Velmede, August Friedrich. [s.n.], 1937. 

  - Kriegsnotrecht für Miet- und Pachtverhältnisse : zugleich Erg. 

-Heft zu Kiefersauer, Mieterschutzrecht / Kiefersauer, Fritz. [s.n.], 

1939. 

  - Das Arbeitsrecht der Kriegswirtschaft , Heft 1, 4 / Zellmer, E. 

(Emil). [s.n.], 1940. 

  - Kriegs- und Neutralitätsrecht : Neutralitätsrecht , Bd. 6, Abt. 5 / 

Waldkirch, E. von. [s.n.], 1936. 

  - Geographie und Wehrwille : gesammelte Studien zu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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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en Landschaft und Mensch, Raum und Volk, Krieg und 

Wehr / Banse, Ewald, 1883-. [s.n, 1934. 

(사) 전쟁 이후 협상

  - Meine letzten Verhandlungen in St. Petersburg Ende Juli 1914 : 

Tagesaufzeichnungen und Dokumente / Pourtalès, Friedrich, Graf, 

1853-1928. Deutsche Verlagsgesellschaft für Politik und 

Geschichte, 1927. 

  - Die Kriegsgerichtsbarkeit über auf Grund der Ausnahmegesetze 

in Russland , Heft 174 / Ostrowsky, M. Schletter'sche 

Buchhandlung, 1913. 

  - Die Kriegsgesetze prozessrechtlichen Inhalts : im Anschluss an 

Friedrich Steins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 Warneyer, 

Otto. [s.n.], 1917. 

  - Erdkundlicher Unterricht und Krieg , Heft 644 / Kipping, O. 

Hermann Beyer & Söhne, 1917. 

  - Im heiligen Krieg nach Persien / Erdmann, Hugo, 1862-1910. 

Ullstein, 1918. 

  - Wechselkurs und Zahlungsbilanz im Krieg und Frieden : eine 

neue Grundlegung / Kellenberger, Eduard, 1889-. Orell Füssli, 

1919. 

  - Wer hat den Krieg verschuldet? / Palamenghi-Crispi, Tommaso, 

1861-. Süddeutsche Monatshefte,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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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 Krieg und die Internationale / Trotsky, Leon, 1879-1940. 

Lichtstrahlen, 1919.

  - Die Fortbildung der internationalen Schiedsgerichtsbarkeit seit 

dem Welt-Krieg / Thieme, Hans Wilhelm. [s.n.], 1927. 

  - Krieg und Kriminalität in Deutschland / Liepmann, Moritz. [s.n.], 

1930. 

  - Der Krieg und die Völkerrechtsordnung / Strisower, Leo, b. 1857. 

[s.n.], 1919. 

  - Wie bezahlen wir den Krieg? : Gedanken, die dem englischen 

Schatzsekretär von der wissenschaftlichen Abteilung der Fabier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 Great Britain. Fabian tract. 

Duncker & Humblot, 1918. 

  - Die Steuern Oesterreichs im Frieden und im Krieg , Heft 54 / 

Grünwald, Paul. Ferdinand Enke, 1918. 

  - Die Erziehung unserer Volksschuljugend und der Krieg , Heft 617 

/ Bohnstedt, H. Hermann Beyer & Söhne, 1918. 

(아) 제1차 세계 대전

  - Die deutschen Dokumente zum Kriegsausbruch, 1914 : 

Vollständige Sammlung der von Karl Kautsky zusammengestellten 

amtlichen Aktenstucke mit einigen Ergänzungen / Kautsky, Karl, 

1854-1938. Deutsche Verlagsgesellschaft für Politik und 

Geschichte,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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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 Reaktion des Rechts : (Zwangsvollstreckung, Strafe, 

Selbsthilfe, Duell, Krieg.) / Sturm, August, 1852-1923. [s.n.], 1914. 

  - Die Kriegsbeschlagnahme als Mittel der Organisation der 

Rohstoff- und Lebensmittelversorgung / Lehmann, Heinrich, 

1876-. [s.n.], 1916. 

  - Deutschlands Volksvermögen im Krieg , Heft 24 / 

Steinmann-Bucher, Arnold, 1849-19?. Ferdinand Enke, 1916. 

  - Wirtschaftliche Vorgänge, Erfahrungen und Lehren im 

europäischen Krieg, T. 2-3 / Loeb, Ernst, 1914-. Gustav Fischer, 

1919. 

  - Österreich-Ungarns letzter Krieg 1914-1918 / Austria. 

Bundesministerium für Landesverteidigung. 

Militärwissenschaftlichen Mitteilungen, 1930. 

  - Krieg dem deutschen Handel : neue Folge : Die englischen 

Massnahmen und Vorschläge zur Verdrängung von Deutschlands 

und Österreichs Handel und Industrie / . [s.n.], 1915. 

  - Der Krieg und die Internationale / Trotsky, Leon, 1879-1940. 

Lichtstrahlen, 1919. 

  - Krieg und Christentum : eine Einführung in das Problem , Heft 

680 / Freudenberg, Alwin. Hermann Beyer & Söhne, 1918. 

  - Krieg und Menschentum , Heft 646 / Rabich, Franz. Hermann 

Beyer & Söhne, 1917. 

  - Kriegskalender 1915 , 5794, 5829 / Metzler, D. Reclam,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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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 Schule und der Krieg , Heft 603 / Hantke, M. Hermann 

Beyer & Söhne, 1915. 

  - Der Krieg und wir : geschrieben Mitte Oktober 1914 , Heft 598 / 

Rabich, Franz. Hermann Beyer & Söhne, 1915. 

  - Der Krieg im Alpenrot / Strobl, Karl Hans. Ullstein, 1916. 

  - Der Krieg : seine Ursachen und seine Mahnung : Sechs reden 

des britischen Ministerpräsidenten / Asquith, H. H. (Herbert 

Henry), 1852-1928. Payot, 1914. 

  - Österreich-Ungarns letzter Krieg 1914-1918 / Austria. 

Bundesministerium für Landesverteidigung. 

Militärwissenschaftlichen Mitteilungen, 1930. 

  - Krieg dem deutschen Handel : neue Folge : Die englischen 

Massnahmen und Vorschläge zur Verdrängung von Deutschlands 

und Österreichs Handel und Industrie / . [s.n.], 1915. 

(자) 제2차 세계 대전

  - Der Krieg 1939/40 in Karten / Wirsing, Giselher, 1907-1975. 

Knorr & Hirth, 1940. 

  - Worum geht es in diesem Krieg? , Nr. 23 / . Europa-Verlag, 

1940. 

(3) 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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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일본의 주요한 동맹국이었던 나치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자료수집

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나치 독일과의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반

영하듯 나치의 인종주의, 나치 하 교육 체계, 법체계, 그리고 괴벨스와 히틀러 

등 주요 인물 관련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 Die deutsche Jungvolkschule :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Volksschule : Versuch ihrer Gestaltung unter Zugrundelegung des 

Erziehungs- und Unterrichtsplanes des Nationalsozialistischen 

Lehrerbundes, Gau Westfalen-Süd / Nationalsozialistischer 

Lehrerbund, Gau Westfalen-Süd. [s.n, 1936. 

  - Die Nationalsozialistische Volksschule : Lehrplanentwurf der Adolf 

Hitler-Volksschule zu Stettin / Krebs, Albert. M. Diesterweg, 1937. 

  - Vom Kaiserhof zur Reichskanzlei : eine historische Darstellung in 

Tagebuchblättern (vom 1. Januar 1932 bis zum 1. Mai 1933) / 

Goebbels, Joseph, 1897-1945. Franz Eher nachf, 1941. 

  - Deutsche Vclkskunde auf germanischer Grundlage / Wrede, 

Adam. [s.n.], 1938. 

  - Nationalsozialistisches Handbuch für Recht und Gesetzgebung / 

Frank, Hans, 1900-1946. [s.n.], 1935. 

  - Der deutsche Rechtsstand : eine Gemeinschaftsarbeit der 

Reichsgruppen des NS. -Rechtswahrerbundes / 

Nationalsozialistischer Rechtswahrerbund. Wissenschaftliche 

Abteilung. [s.n, 1939. 

  - Die rassengesetzliche Rechtslehre : Grundzüge e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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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sozialistischen Rechtsphilosophie , Heft 39 / Nicolai, 

Helmut, 1895-1955. [s.n.], 1932. 

  - Nationalsozialistisches und faschistisches Strafrecht , Heft 12 / 

Dahm, Georg, 1904-1963. [s.n.], 1935. 

  - Nationalsozialistisches Strafrecht : Denkschrift des preussischen 

Justizministers / Germany. [s.n, 1933. 

  - Nationalsozialistische Strafrechtspolitik / Frank, Hans. [s.n, 1939. 

  - Nationalsozialistischer Kampf gegen das Verbrechertum / 

Daluege, Kurt, 1897-1946. [s.n.], 1936. 

  - Der Bauer im Staat : nationalsozialistische Bauernstaatskunde / 

Oechsner, Hans. M & H. Schaper, 1935. 

  - Die nationalsozialistische Revolution : Tatsachen und Urkunden, 

Reden und Schilderungen. 1. August 1914 bis 1. Mai 1933 , 

Gruppe 2, Bd. 6 / Gehl, Walther. [s.n.], 1933. 

  - Dokumente der deutschen Politik / Meier-Benneckenstein, Paul. 

s.n, 1935. 

  - Wirtschaftssystem des Nationalsozialismus : Probleme 

neuzeitlicher Wirtschaftsgestaltung / Braeutigam, Harald, 1903-. 

Haude & Spenersche Buchhandlung Max Paschke, 1936. 

  - Grundzüge der deutschen Volks- und Wehrwirtschaft , Bd. 1 / 

Hunke, Heinrich, 1902-2000. Haude & Spener, 1938. 

  - Nationalsozialistische Agrarpolitik / Willikens, Werner. Deutscher 

Volksverlag Dr. Ernst Boepple,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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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tionalsozialistische Finanzpolitik , 41 / Schwerin von Krosigk, 

Lutz, Graf, 1887-. [s.n.], 1936. 

  - Die Deutschen Gemeindefinanzen nach der nationalsozialistische 

Revolution : eine finanzpolitische Untersuchung , Heft 5 / 

Zimmermann, Richard. [s.n.], 1936. 

  - Nationalsozialistische Arbeitspolitik : Notwendigkeit und 

Bedeutung der Arbeitspolitik für den Umbruch und die Lenkung 

der Volkswirtschaft und ihr praktischer Einsatz , Heft 5 / Holtz, 

Achim. [s.n.], 1938. 

  - Nachrichten / Gesellschaft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 

[s.n.], 18uu. 

  - Juristische Wochenschrift / Neumann, Hugo, 1859-1915. W. 

Moeser, 1872. 

  - Deutsches Recht. Ausg. B, Deutsches Recht vereinigt mit 

Deutsche Rechtspflege / Frank, Hans, 1900-1946. Deutscher 

Rechtsverlag, 1939. 

  - Die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 Versuch einer 

Rechtsdeutung / Neesse, Gottfried, 1911-. W. Kohlhammer, 1935. 

  - Der National Sozialismus , 4242-4243 / Conze, Werner. Klett, 

1900. 

  - Nationalsozialismus und Buch / Hederich, Karl Heinz. [s.n, 1938. 

  - Ethik als Logik : zum Grundproblem der Philosophie des 

Nationalsozialismus / Köhler, Rudolf. [s.n.],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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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ziehung zum Nationalsozialismus / Drechsel, Hans. [s.n, 1933. 

  - Charaktererziehung im Nationalsozialismus / Wieneke, Friedrich. 

[s.n.], 1936. 

  - Die Philosophischen Grundlagen des Nationalsozialismus : ein Ruf 

zu den Waffen deutschen Geistes / Dietrich, Otto. [s.n.], 1935. 

  - Hitlers Weg : eine historisch-politische Studie über den 

Nationalsozialismus / Heuss, Theodor, 1884-1963. [s.n.], 1932. 

  - Der Nationalsozialismus und die Wirtschaft / Reupke, Hans. [s.n, 

1931. 

  - Das Wesensgefüge des Nationalsozialismus : Grundlagen der 

deutschen Wiedergeburt / Rosenberg, Alfred, 1893-1946. [s.n.], 

1933. 

  - Nationalsozialismus, Marxismus, Bolschewismus : eine dialektische 

Auseinandersetzung / Schlegel, Werner. [s.n.], 1934. 

  - Spenglers weltpolitisches System und der Nationalsozialismus / 

Leers, Johann von, 1902-. [s.n.], 1934. 

  - Liberalismus, Nationalsozialismus und bürgerliches Recht : ein 

Vortrag , 102 / Lange, Heinrich, 1900-1977. Mohr, 1933. 

  - Nietzsche und der Nationalsozialismus / Härtle, Heinrich. 

Zentralverlag der NSDAP, 1937. 

  - Nietzsche und der Nationalsozialismus / Härtle, Heinrich. [s.n.], 

1939. 

  - Faschismus und Nationalsozialismus / Schrewe, Ernst. [s.n,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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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s Ende des politischen Liberalismus, seine Überwindung durch 

den Nationalsozialismus : Gegenwartskritik des politischen 

Liberalismus / Lenze, Otmar. [s.n.], 1934. 

  - Die ideologischen Grundlagen der Staats- und 

Wirtschaftsauffassung des Nationalsozialismus mit vergleichender 

Betrachtung des Faschismus / Raue, Ernst. [s.n.], 1934. 

  - Ein Jahr Nationalsozialismus in Regierung und Gesetzgebung : mit 

6 Bildnistafeln und 43 Schaubildern / Dommisch, Hans. [s.n, 

1934. 

  - Wirtschaftssystem des Nationalsozialismus : Probleme 

neuzeitlicher Wirtschaftsgestaltung / Braeutigam, Harald, 1903-. 

Haude & Spenersche Buchhandlung Max Paschke, 1936. 

  - Die neuen Aufgaben der deutschen Volkswirtschaft , Heft 26 / 

Kiesewetter, Bruno, 1892-. Junker und Dünnhaupt, 1937. 

  - Amerika und der Nationalsozialismus , Heft 4 / Schönemann, 

Friedrich. [s.n.], 1934. 

  - Geschichte des Nationalsozialismus : die Karriere einer Idee / 

Heiden, Konrad, 1901-1966. Rowohlt, 1932. 

(4) 민주주의 

  민주주의(Demokratie)를 핵심어로 하는 고문헌 자료들을 분석할 때, 대정 

민주주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서관의 접근 양상도 상당

히 달라져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세기부터 바이마르 공화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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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들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민주주의와 사

회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는가 하면, 나치 시기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독재를 정당화하는 도서들이 많이 구비되

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가) 19세기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들의 경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련

성에 대한 저서들이 다수이다. 

  - Die Demokratie / . Hempel, 1849. 

  - Über die politische Stellung der Sozial-Demokratie, insbesondere 

mit Bezug auf den Reichstag : ein Vortrag, gehalten zu Berlin am 

31. Mai 1869 in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des 

demokratischen Arbeitervereins. : mit einem Vorw. und einem 

tragikomischen Nachspiel / Liebknecht, Wilhelm, 1826-1900. [s.n.], 

1872. 

  - Ein Complot gegen die Internationale Arbeiter-Association : im 

Auftrage des Haager Congresses verfasster Bericht über das 

Treiben Bakunin's und der Allianz der socialistischen Demokratie 

= L'Alliance de la Démocratie socialiste et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 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 [s.n.], 1874. 

  - Die Social-Demokratie : nach ihrem Wesen und ihrer Agitation 

quellenmässig dargest / Schuster, Richard. [s.n.], 1876. 

  - Demokratie und Socialismus , Bd. 10 / Platter, Julius.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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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 Der Achtstundentag vom Standpunkte der Sozial Ökonomie, der 

Hygiene, der Moral und der Demokratie : bearb. der Rede auf 

dem Tonhalleplatz in Zurich vom Jahre 1891 / Seidel, Robert. 

[s.n.], 1906. 

  - Der Achtstundentag vom Standpunkte der Socialökonomie, der 

Hygiene, der Moral und der Demokratie : Rede ... an der Feier 

des l. Mai 1890 auf dem Tonhalleplatz in Zürich / Seidel, Robert. 

[s.n.], 1896. 

  - Demokratie und Bismarck : ein ehrliches Wort über das Recht 

auf Arbeit / Gilles, Ferdinand. [s.n.], 1885. 

  - Adel und Demokratie :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Feudalismus / Rudel, Richard. [s.n, 1880. 

  - Politik : geschichtliche Naturlehre der Monarchie, Aristokratie 

und Demokratie / Roscher, Wilhelm, 1817-1894. [s.n.], 1893. 

  (나) 1차 세계대전 후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출간된 민주주의에 대한 탐

색,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저서들이 다수이다. 

  - Geschichte der deutschen Sozial demokratie / Mehring, Franz, 

1846-1919. [s.n.], 1922. 

  - Parlamentarismus und Demokratie / Kautsky, Karl, 1854-1938. 

Rachfolger, 1922. 

  - Demokratie und Partei im Bolschewismus , Heft 5 / Mir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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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itri S., 1890-1939. [s.n.], 1932. 

  - Krieg und Demokratie : eine historische Untersuchung und 

Darstellung ihrer Wechselwirkungen in der Neuzeit. Buch I, 

Revolutionskriege / Kautsky, Karl, 1854-1938. [s.n.], 1932. 

  - Sozialismus und Demokratie in der grossen englischen Revolution 

/ Bernstein, Eduard, 1850-1932. Rachfolger, 1922. 

  - Vom Wesen und Wert der Demokratie / Kelsen, Hans, 1881-1973. 

J. C. B. Mohr (Paul Siebeck), 1929. 

  - Deutschland auf dem Wege zur Demokratie? / Möndel, A. D. 

Deutschen Vereinigung, 1917. 

  - Demokratie und Verfassungsreform : Wege zum Ausbau der 

Legislative und zur Stabilisierung der Exekutive in der 

Reichsverfassung vom 11. August 1919 / Schmettow, Hubertus, 

Graf von. [s.n.], 1925. 

  - Die Moderne Demokratie : eine politsche Beschreibung / 

Hasbach, Wilhelm. Verlag von Gustav Fischer, 1912. 

  - Die Auflösung der liberalen Demokratie in Deutschland und das 

autoritäre Staatsbild , Heft. 20 / Leibholz, Gerhard, 1901-. 

Duncker & Humblot, 1933. 

  - 政黨社會學 / Michels, Robert, 1876-1936. 大日本文明協會事務所, 

1913. 

  - Die Demokratie und Deutschlands Zukunft , Heft. 3 / Jordan, D. 

Hermann. Vossische Buchhandlung,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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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terricht und Demokratie in America : die Quellen der 

öffentlichen Meinung, das College, die Universitäten, 

Studentenleben, Schule und Kirche in den Vereinigten Staaten / 

Wheeler, Benjamin Ide, 1854-1927. [s.n.], 1910. 

  - Die Schule der Demokratie : ein Aufriss des Bildungswesens der 

Vereinigten Staaten / Hylla, Erich, 1887-. [s.n, 1928. 

  - Die Volkshochschule und die geistigen Grundlagen der 

Demokratie / Hollmann, A. H. [s.n.], 1919. 

  - Demokratie und Weltkrieg / Steffen, Gustaf Fredrik, 1864-1929. 

E. Diederichs, 1916. 

  - Volksentscheid und Volksbegehren : ein Beitrag zur Auslegung 

der Weimarer Verfassung und zur Lehre von der unmittelbaren 

Demokratie , Heft 2 / Schmitt, Carl, 1888-1985. Walter de 

Gruyter & Co, 1927. 

  - Über die Rechtsnatur des Tarifvertrags : zugleich ein Versuch 

über das Problem Staat, Demokratie und soziale Klassenverbände 

/ Engel, Ludwig. [s.n.], 1932. 

  - Vom Wesen und Wert der Demokratie / Kelsen, Hans, 1881-1973. 

J. C. B. Mohr (Paul Siebeck), 1929. 

  - Zur Soziologie des Parteiwesens in der modernen Demokratie : 

Untersuchungen über die oligarchischen Tendenzen des 

Gruppenlebens , Bd. 21 / Michels, Robert, 1876-1936. [s.n.], 1925. 

  -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Demokratie / Bonn, Moritz J. (Mor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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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us), 1873-1965. [s.n.], 1925. 

  - Die Moderne Demokratie : eine politische Beschreibung / 

Hasbach, Wilhelm. [s.n.], 1921. 

  - Tocqueville und die Demokratie / Göring, Helmut. [s.n.], 1928. 

  - Die Raidkale Lösung : von der Demokratie zum Rechtsstaat / 

Schönrock, Viktor. [s.n.], 1928. 

  - Demokratie oder Terror : die Diktatur in Italien / Ferrero, 

Guglielmo, 1871-1942. [s.n.], 1924. 

  - Hans Kelsens Lehre von der Demokratie / Horneffer, Reinhold. 

[s.n.], 1926. 

  - Demokratie und Partei in Frankreich / Rohden, Peter Richard. 

[s.n.], 1932. 

  - Protagoras : der älteste Theoretiker der Demokratie / Menzel, 

Adolf, 1815-1905. [s.n.], 1910. 

  - Demokratie und Weltanschauung / Menzel, Adolf, 1815-1905. 

[s.n.], 1921. 

  - Demokratie und Führerschaft : Vortrag, gehalten im Schweizer 

Ferien-Kurs des Internationalen Jugend-Bundes im Fextal am 27. 

Juli 1919 , 13-14 / Nelson, Leonard, 1882-1927. [s.n.], 1920. 

  - Demos und Monarch : Untersuchungen über die Auflösung der 

Demokratie / Strohm, Gustav. [s.n.], 1922. 

  - Politische Geschichte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Demokratie und der Republik 1789-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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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lard, F.-A. (François-Alphonse), 1849-1928. Duncker & 

Humblot, 1924. 

  - Das deutsche Berufsbeamtentum und di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 Köttgen, Arnold. [s.n.], 1928. 

  - Wirtschafts-Demokratie der Zukunft : order, Die Organization der 

freien Arbeit und des Verbrauches : Geschichtlich, kritisch und 

wegweisend für eine künftige rationalle Volkswirtschaft / Wilhelm, 

Wilhelm A. Anzengruber-Verlag, 1920. 

  - Das demokratische Verfassungsrecht des deutschen Reiches : ein 

Lehrbuch / Hubrich, Edard. [s.n.], 1921. 

  - Die Vereinigten Staaten von Deutschland (Demokratische 

Reichsrepublik) : ein Entwurf mit Begründung / Stier-Somlo, 

Fritz, 1873-1932. [s.n.], 1919. 

  (다) 나치 시기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독재를 정당화하는 도

서들이 많이 구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Demokratie und Führerschaft , n.F., 1 / Nelson, Leonard, 

1882-1927. Öffentliches Leben, 1932. 

  - Das Problem der Demokratie / Sander, Fritz, 1889-1939. [s.n.], 

1934. 

  - Die Auflösung der liberalen Demokratie in Deutschland und das 

autoritäre Staatsbild , Heft 12 / Leibholz, Gerhard, 1901-. 

Duncker & Humblot,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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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 Dialektik der Demokratie , Heft 8 / Groethuysen, Bernhard. 

[s.n.], 1932. 

  - Demokratie und Kapitalismus : ein Versuch zur Soziologie der 

Staatsformen / Hermens, Ferdinand Aloys, 1906-. [s.n.], 1931. 

  - Tradition, Dogma, Entwicklung als aufbauende Kräfte der 

schweizerischen Demokratie / Fleiner, Fritz, 1867-1937. [s.n.], 

1933. 

  - Neugestaltung der modernen Demokratie : ein Beitrag zur Frage 

der parlamentarischen Strandevertretung vom Standpunkt der 

Interessenjurisprudenz / Tarangul, Erast. [s.n.], 1934. 

  - Ein Dokumentenwerk über die englische Demokratie / Germany. 

Reichsministerium für volksaufklärung und Propaganda. [s.n, 

1940. 

  - Demokratische Pädagogik : ein Weckruf zur Selbstbetätigung im 

Unterricht / Gansberg, Fritz, 1871-. [s.n.], 1911. 

2. 결  론

  독일어 장서들의 경우 다양한 역사학 방법론서들과 저명한 역사가들의 전집

류, 전세계 구석구석을 망라하는 여러 역사서들, 그리고 묵직한 세계사 및 문

화사 전집류 등을 통해서 경성제대가 지향하던 보편적 교양주의의 흔적을 뚜

렷이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전쟁 관련 자료들, 나치와 인종주의 관련 

자료들, 그리고 산업 혁명 이후의 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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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들을 통해서 제국 경영의 실제적인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를 읽

어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국 경영의 편의성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유주의를 설파함으로써 코스모폴리터니즘을 

주입시키고자 했던 의도와는 달리 민주주의에 대한 저서가 자유주의에 대한 

저서 수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19세기를 넘어 바이마르 공화국까지 민주주의

에 대한 자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탐색,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련

성 등에 대한 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양한 사회주의 서적들 역시도, 

단순히 학술적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한 선을 넘어서서 사회주의에 대한 경성

제대 구성원들의 실제적인 관심이 투영된 자료구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Ⅳ. 고대사 장서

1. 고대사 분야의 서가구성과 특징

  고고학과 고대사 관련 서가에는 당시의 대표적인 저작물들이 대거 반영되어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먼저 서가의 구성과 특징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향후 이 도서들에 대

한 질적인 분석과 ‘지식의 수용’과정을 탐구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

다. 

  고대사 분야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가의 H 분류 아래에 있는 자료

들 중 서양고대사(그리스, 로마 중심) 관련 자료들이다. H150, 160에 그리스사

가, H170에 로마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H023에도 중요한 자료들이 분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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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분류체계 자체가 세계 각 문명의 고대사를 다룬 뒤 다시 그리스와 

로마를 특별히 강조하는 방식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그리스사, 로마사

에 속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불확실했던 탓으로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그리스사의 핵심 원사료인 헤로도토스는 H150이 아니라 고대 근

동, 고대 이집트, 고대 이스라엘 등을 포괄하는 H100에 배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사항은, 경성제국대학이 유럽, 특히 독일 대학의 학제를 

모방하면서도 당시 독일이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었고 학문 자체의 

기초로 간주되던 고전학을 개념으로나 제도로나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

대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신화학, 인류학, 문헌학, 정치학, 역사학, 고

고학 등 여러 분과 학문의 통합으로 하나의 지식 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경성제국대학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서가들은 특히 지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는데, 당시 고고학과 고대 

연구가 막 약동하던 분야 혹은 학문적 종합의 단계에 오른 분야들이었기 때문

이다.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을 찾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이 1871년이고 그 발

굴 보고서들이 1870년대와 80년대에 연이어 출판되었다. 그리고 아더 에반스

는 1900년에 크놋소스를 발굴하고 이후 1930년대까지 보고서와 연구서를 출

간했다. 이로써 시작된 고고학 열풍은 그리스 뿐 아니라 지중해와 유럽 각지로 

향했고, 그러한 연구들의 성과가 일부 구간서고에 반영되어 남아있다. 고대사 

분야에서도 이 시기에는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기념비적인 저술들이 대거 등

장할 뿐 아니라 지식의 종합을 시사하는 사전류들이 등장하며, 또 시대적 특징

으로 사료, 비문을 집대성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었는데, 구간서고는 

역시 축소된 형태로나마 이러한 경향들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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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가의 구성 (1) 고고학과 고대의 문명 (H023)

  고고학 자료가 집중된 H023 서가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고고학 최대의 

성과들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다. 잃어버린 도시, 잃어버린 문명의 재발견은 20

세기 서양 고고학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적 경쟁의 

한 국면으로서 문명의 기원에 대한 학문을 장악하려는 서구 열강들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기도 했다. 일본의 서구 역사학 수용에서 중요한 한 측면이었던 랑

케의 ‘세계사’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18), 이러한 고고학 문헌들은 세계사의 주

역으로 상승하고자 했던 일본 제국의 열망이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정확한 수입 연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발굴 보고서나 그에 

기반한 이 저술들의 출간 연도가 대략 18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임을 고려

할 때, 제국대학 도서관의 이 서고는 말하자면 당시 진행되던 ‘문명의 발견’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남은 지적 ‘화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몇몇 도서

들은 고고학 분야가 아닌데, 비슷한 서명으로 인해 포함되어 있다. 도서구입과 

분류에서 아직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흔적이다. 

  이 서가에는 총 75종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 에게 문명을 포함한 

그리스와 로마세계 관련도서가 30종(40%)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외의 유

럽 전역의 고고학이 25종(33.3%)이며, 고대 근동과 이집트 관련이 10권

(13.3%)이다. 그 외에 언어학, 민속학에 속하나 제목이 유사하여 잘못 분류된 

것이 5종이며, 고고학 교재 2종과 중세 고고학 1종이 있다. 역시 그리스 로마 

도서 중에는 역시 슐리만부터 촉발된 에게 문명의 자료가 13종으로 다수를 차

지한다. 뮈케나이 등지에 대한 슐리만의 보고서들과 에반스의 크레타 발굴 보

18) 고야마 사토시, “‘세계사’의 일본적 전유: 랑케를 중심으로”, 도면회, 윤회동 엮음, 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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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가 특히 눈길을 끌며,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에 대해서는 특히 생생한 초

기 저술들이 소장되어 있다. 

가. 그리스, 로마 관련 고고학 발굴 서적 30종 

  - Herculaneum : past, present and future / Seymour, Gordon, 

1856-1927. Macmillan, 1908.

  - Promenades archéologiques : Rome et Pompéi / Boissier, Gaston, 

1823-1908. Hachette, 1886.

  - The palaces of Crete and their builders / Mosso, A. (Angelo), 

1846-1910. T. Fisher Unwin, 1907.

  - Nouvelles promenades archéologiques : Horace et Virgile / 

Boissier, Gaston, 1823-1908. Hachette, 1914.

  - Olympia : das Fest und seine Stätte : nach den Berichten der 

Alten und den Ergebnissen der deutschen Ausgrabungen / 

Boetticher, Adolf, 1842-1901. Julius Springer, 1886.

  - Die Altchristlichen Grabstätten Siziliens , 7 / Führer, Joseph, 

1858-1903. G. Reimer, 1907.

  - Pompeji : ein Führer durch die Ruinen / Warsher, Tatiana. 

Walter de Gruyter, 1925.

  - Die Akropolis von Athen nach dem Berichten der Alten und den 

neusten Erforschungen / Boetticher, Adolf, 1842-1901. Julius 

Springer, 1888.

  - The civilization of Greece in the bronze age (The Rhind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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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 1923 / Hall, H. R. (Harry Reginald), 1873-1930. Methuen 

& Co, 1928.

  - Villanovans and early Etruscans : a study of the early iron age 

in Italy as it is seen near Bologna, in Etruria and in Latium / 

Randall-MacIver, David, 1873-1945. Clarendon press, 1924.

  - Troja 1893 : Bericht über die im Jahre 1893 in Troja 

veranstalteten Ausgrabungen / Dörpfeld, Wilhelm, 1853-1940. 

F.A. Brockhaus, 1894.

  - Troja und Ilion : Ergebnisse der Ausgrabungen in den 

vorhistorischen und historischen Schichten von Ilion, 1870-1894 

/ Dörpfeld, Wilhelm, 1853-1940. Beck & Barth, 1902.

  - Tiryns, Die Ergebnisse der Ausgrabungen des kaiserlich 

deutsches archaeologisches Institut in Athen : veröffentlicht aus 

Mitteln der Stiftung von Freunden des Instituts / Kaiserlich 

Deutsches Archäologisches Institut. Eleutheroudakis und Barth, 

1912.

  - The archaeology of Roman Britain / Collingwood, R. G. (Robin 

George), 1889-1943. Methuen & Co, 1930.

  - A topographical dictionary of ancient Rome / Platner, Samuel 

Ball, 1863-1921. Oxford University Press, 1929.

  - Aus ionischen und italischen Nekropolen : Ausgrabungen und 

Untersuchungen zur Geschichte der nachmykenischen 

griechischen Kunst / Boehlau, Johannes, 1861-1941. B.G. 



185

Teubner, 1898.

  - Bilder aus der römischen Landwirthschaft : für Archäologen und 

wissenschaftlich gebildete Landwirthe nach den Quellen / 

Magerstedt, Adolph Friedrich. Fr. Aug. Eupel, 1858.

  - Topographie der Stadt Rom in Alterthum / Jordan, Heinrich, 

1833-1886. Weidmannsche Buchhandlung, 1878.

  - Die Katakomben : die altchristlichen Grabstätten : Ihre 

Geschichte und Ihre Monumente / Schultze, Viktor, 1851-. Veit 

& Comp, 1882.

  - The earlier religion of Greece in the light of Cretan discoveries : 

Frazer lecture for 1931 in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Evans, 

Arthur, Sir, 1851-1941. Macmillan and Co, 1931.

  - Orchomenos : Bericht über meine Ausgrabungen im böotischen 

Orchomenos / Schliemann, Heinrich, 1822-1890. F. A. 

Brockhaus, 1881.

  - Trojanische Alterthümer : Bericht über die Ausgrabungen in 

Troja / Schliemann, Heinrich, 1822-1890. F. A. Brockhaus, 1874.

  - Troja : Ergebnisse meiner neuesten Ausgrabungen auf der 

Baustelle von Troja, in den Heldengräbern, Bunarbaschi und 

andern Orten der Troas im Jahre 1882 / Schliemann, Heinrich, 

1822-1890. [s.n.], 1884.

  - Ithaka, der Peloponnes und Troja : archäologische Forschungen 

/ Schliemann, Heinrich, 1822-1890. Giesecke & Devrient,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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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kenae : Bericht über meine Forschungen und Entdeckungen in 

Mykenae und Tiryns / Schliemann, Heinrich, 1822-1890. F. A. 

Brockhaus, 1878.

  - Les Civilisations préhelléniques dans le bassin de la mer Égée : 

études de protohistoire orientale / Dussaud, René, 1868-. P. 

Geuthner, 1910.

  - Leben der Griechen und Römer / Guhl, E. (Ernst), 1819-1862. 

Weidmannsche buchhandlung, 1893.

  - The Aegean civilization / Glotz, Gustave, 1862-1935.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1925.

  - Olympia : its history & remains / Gardiner, E. Norman (Edward 

Norman), 1864-1930. Clarendon Press, 1925.

  - The palace of Minos : a comparative account of the successive 

stages of the early Cretan civilization as illustrated by the 

discoveries at Knossos / Evans, Arthur, Sir, 1851-1941. 

Macmillan and Co, 1921.

나. 유럽 각지의 고고학 발굴 관련 25종

  - The Danube in prehistory / Childe, V. Gordon (Vere Gordon), 

1892-1957. Clarendon Press, 1929.

  - Alteuropa : eine Vorgeschichte unseres Erdteils / Schuchardt, 

Karl, 1859-1943. W. de Gruyter, 1926.

  - Prehistoric Malta, the Tarxien temples / Zammi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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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istocles), 1864-1935. Oxford University Press, 1930.

  - Promenades archéologiques en Espagne / Paris, Pierre, 

1859-1931. Ernest Leroux, 1910.

  - The archaeology of Ireland / Macalister, Robert Alexander 

Stewart, 1870-1950. Methuen, 1928.

  - Fränkisches Mesolithikum : die steinzeitliche Besiedlung der 

fränkischen Rezat und oberen Altmühl im Tardenoisien , Nr. 40 

/ Gumpert, Carl. Curt Kabitzsch, 1927.

  - The ancient stone implements, weapons and ornaments, of Great 

Britain / Evans, John, 1823-1908. Longmans, Green, and Co, 

1897.

  - Nordische Altertumskunde : nach Funden und Denkmälern aus 

Dänemark und Schleswig. Bd. 1, Steinzeit; Bronzezeit / Müller, 

Sophus, 1846-1934. Karl J. Trübner, 1897.

  - La nécropole de Myrina : recherches archéologiques exécutées 

au nom et aux frais de l'ecole francaise d'Athènes , 8 / Pottier, 

Edmond, 1855-1934. Ernest Thorin, 1888.

  - Apulien vor und während der Hellenisirung :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Keramik / Mayer, Maximilian. B. G. 

Teubner, 1914.

  - Die Vorklassische Chronologie Italiens / Montelius, Oscar, 

1843-1921. Hæggström, 1912.

  - The Iron age in Italy : a study of those aspects of the early 



188

civilization which are neither Villanovan nor Etruscan / 

Randall-MacIver, David, 1873-1945. Clarendon Press, 1927.

  - The cities and cemeteries of Etruria. vol. 1 / Dennis, George, 

1814-1898. John Murray, 1848.

  - The Mesolithic settlement of northern Europe : a study of the 

food-gathering peoples of northern Europe during the early 

post-glacial period / Clark, Grahame, 1907-. [s.n.], 1936.

  - Vorgeschichtliche Kulturkreise in Europa : Bilderatlas mit 

erläuterundem Text / Åberg, Nils, 1888-1957. Levin & 

Munksgaard, 1936.

  - Études sur le solutréen de la vallée du Roc (Charente) / Martin, 

Henri. Imprimerie Ouvrière, 1928.

  - Carnac : restaurations faites dans la région ; Les cromlechs de 

Er-Lannic, commune d'Arzon de 1923 à 1926 / Le Rouzic, 

Zacharie. Lafolye & J. de Lamarzelle, 1930.

  - The New stone age in Northern Europe / Tyler, John M. (John 

Mason), 1851-1929. G. Bell and Sons, 1922.

  - Romeinsche Villa's in België : een archeologische studie , 82 afl 

/ Maeyer, R. de. De Sikkel, 1937.

  - Vor- und Frühgeschichte Mitteldeutschlands / Schulz, Walther, 

1887-. Carl Marhold, 1939.

  - Totenehre im alten Norden / Hahne, Hans, 1875-1935. Eugen 

Diederichs,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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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civilisation primitive en Italie depuis l'introduction des métaux 

/ Montelius, Oscar, 1843-1921. Imprimerie Royale, 1895.

  - Der Urnenfriedhof auf der Schanze bei Grossromstedt , Nr. 41 / 

Eichhorn, G. (Gustav). C. Kabitzsch, 1927.

  - Antiquités de la Sibérie occidentale : Conservees dans les musees 

de Tomsk, de Tobolsk, de Tumen, d'Ekaterienbourg, de Moscou 

et d'Helsingfors , 6 / Heikel, Axel Olai, 1851-1924. La Société de 

Littérature Finnoise, 1894.

  - A sop roni Burgstall Alakos Urnái = Die Figuralverzierten Urnen 

vom Soproner Burgstall , 13 / Gallus, Sandor. Akadémiai, 1934.

다. 근동, 이집트 고고학 10종

  - Vorgeschichte der Indoeuropäer : aus dem Nachlass hrsg / 

Jhering, Rudolf von, 1818-1892. Breitkopf & Härtel und Duncker 

& Humblot, 1894.

  - Zum ägyptischen Grundbuchwesen in römischer Zeit : 

Untersuchungen auf Grund der griechischen Papyri / Eger, Otto, 

1877-1949. B.G. Teubner, 1909.

  - The excavations at Babylon / Koldewey, Robert, 1855-1925. 

Macmillan, 1914.

  - Les Indo-Européens avant l'histoire oeuvre posthume / Jhering, 

Rudolf von, 1818-1892. A. Marescq, 1895.

  - The ancient bronze implements, weapons and ornam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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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Britain and Ireland / Evans, John, 1823-1908. D. Appleton, 

1881.

  - The Viking age : the early history, manners and customs of the 

ancestors of the English-speaking nations / Du Chaillu, Paul B. 

(Paul Belloni), 1835-1903. John Murray, 1889.

  - La trouvaille Scythe de Zöldhalompuszta près de Miskolc, 

Hongrie (Avec huit tables et trois figures dans le texte) , 3 / 

Fettich, Nándor, 1900-. Franklin-Társulat Nyomdája, 1928.

  - Die Grundzüge des skythisch-permischen Ornamentstiles / 

Appelgren-Kivalo, Hjalmar, 1853-1937. s.n, 1912.

  - Scythians and Greeks : a survey of ancient history and 

archaeology on the north coast of the Euxine from the Danube 

to the Caucasus / Minns, Ellis H, 1874-1953. University press, 

1913.

  - Iranians & Greeks in South Russia / Rostovtzeff, Michael 

Ivanovitch, 1870-1952. Clarendon Press, 1922.

라. 분류 오류 5종: 이 책들은 독일어의 역사언어학에 속한다. 

  - Deutsche Altertumskunde / Müllenhoff, K. (Karl), 1818-1884. 

Weidmannsche, 1887.

  - Die deutsche Vorgeschichte : eine hervorragend nationale 

Wissenschaft , Nr. 9 / Kossinna, Gustaf, 1858-1931. C. 

Kabitzsch,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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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dlexikon der deutschen Vorgeschichte / Barthel, Waldemar. 

Wilhelm Kürzl, 1936.

  - Reallexikon der germanischen Altertumskunde / Hoops, Johannes, 

1865-1949. K. J. Trübner, 1911.

  - The date of the first shaping of the Cuchulainn Saga / Ridgeway, 

William, 1853-1926. Henry Frowde, 1905.

마. 기  타

(1) 고고학 교재

  - A text-book of European archaeology. vol. 1, the palaeolithic 

period / Macalister, Robert Alexander Stewart, 1870-1950. 

University Press, 1921.

  - Handbuch der griechischen Archäologie / Collignon, Maxime, 

1849-1917. P. Friesenhahn, 1893.

(2) 중세 고고학 서적

  - A guide to the mediaeval antiquities and objects of later date : in 

the department of British and Mediaeval Antiquities / British 

Museum. Department of British and Mediaeval Antiquities. Order 

of the Trustees, 1924.

3. H023 서가의 몇몇 도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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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rculaneum, Past, Present, and Future by Charles Waldstein, 

Leonard Shoobridge, 1908

  이 책은 폼페이와 더불어 베수비우스의 화산재에 묻힌 고대 로마 도시의 발

굴에 관한 저술인데, 여전히 발굴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저술, 출판되었다. 문제는 이 책이 경성제대 도서관

에 입수된 정확한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당시 도서관의 학문적 ‘민감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서원부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이러한 작업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도서원부의 전산화가 시급히 요청된

다. 

  - Die Altchristlichen Grabstätten Siziliens / Joseph Führer und 

Victor Schultze, G. Reimer , 1907.   

  저자 요셉 퓌러는 초기 기독교의 무덤에 대한 이 연구로 시칠리아의 기독교 

유적 연구에 독보적인 발자취를 남겼고, 이 저술은 여전히 해당 주제의 고전으

로 남아 잇다. 

  - Pompeji: ein Führer durch die Ruinen / Tatiana Warscher, 

Walter de Gruyter, 1925. 

  저자는 러시아 태생으로 스승 Michael Rostovtzeff와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망명하여 그의 권유로 폼페이 연구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이 책은 그녀의 

폼페이 연구의 첫 결실로서 일종의 폼페이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아쉽게도 그

녀의 최대 걸작인 『Codex Topographicus Pompeianus』는 1937-57년에 간

행되어 구간도서에 소장될 기회가 없었다. 이 도서를 추가 구매하여 짝지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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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좋을 듯하다. 그러나 현재 소장된 책 역시 그녀 특유의 풍성한 사진자료 

덕분에 매우 값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2차 대전 중의 폭격으로 소실되어 

버린 건물과 도로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 Die Akropolis von Athen nach dem Berichten der Alten und den 

neusten Erforschungen, Adolf Boetticher, 1888.

  아크로폴리스의 개별 신전, 조각 뿐 아니라 전체적인 조망과 배치를 보여주

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160여개에 달하는 사진 및 삽화 자료들이 풍성하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고고학이 대중적 열정을 바탕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여기에는 슐리만을 시작으로 한 그리스 청동기 시대의 발굴이 결정적이었다. 

사실 샹폴리옹의 로제타석 해석, 슐리만의 트로이와 뮈케나이 발굴, 아더 에반

스의 크레타 발굴은 고대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제국주의적 경쟁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경성제대 도서관의 소장된 도서들은 이를 생생히 

드러낸다. 

  트로이를 발굴하여 세계를 흥분시켰던 슐리만의 저술들이 다음과 같이 소장

되어 있다.

  - Ithaka, der Peloponnes und Troja

  - Mykenae

  - Orchomenos

  - Troja

  - Trojanische Alterthümer



194

  그리고 슐리만을 뒤이어 발굴했던 되르펠트의 저술들도 역시 소장되어 있다. 

  - Wilhelm Dörpfeld, Troja 1893

  - Wilhelm Dörpfeld, Troja und Ilion

  그리고 흥미롭게도 바로 그 옆에는 슐리만의 발굴에 자극받아 경쟁적으로 

나섰던 영국인 아더 에반스의 크놋소스 발굴 보고서가 있다. 

  - The Palace of Minos: a comparative account of the successive 

stages of the early Cretan civilization as illustrated by the 

discoveries at Knossos

  이 책은 1921년에 시작되어 1935년까지 4권 6책으로 나왔다. 풍성한 사진

과 그림으로 소위 ‘미노스’ 문명을 환상적으로 제시했는데, 아직 선형 B 문자

가 해독되기 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4. 서가의 구성 (2):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 (H150, 160, 170)

  H150 서가에는 총 35종, H160 서가에 54종, H170 서가에 177종 총합 266

종(504책)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주로 H150, 160 서가에는 그리스사가, 

H170에는 로마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고 다소 혼재되어 

있다. 한편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사전 또는 사료집의 성격을 가지는 도서

가 13종, 전문연구서로 분류 가능한 도서들이 229종, 교과서나 일반 교양서로 

분류 가능한 도서가 20종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러한 분류법은 연구자의 자의

적 판단이 개입되어 절대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도서의 내용상 편중

은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즉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서의 경우, 단순히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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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거나 일반교양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전문적인 주제들이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적들을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가. 사전류

  - A classical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biography and 

mythology / Smith, William, 1813-1893. John Murray, 1894.

  - Dictionnaire des antiquités grecques et romaines d'après les 

textes et les monuments / Daremberg, Charles, 1817-1872. 

Hachette, 1877.

  - Paulys Real-Encyclopädie der classischen Altertumswissenschaft. 

[Reihe 1] / Pauly, August Friedrich von, 1796-1845. J.B. Metzler, 

1893.

  - Fragmenta historicorum Graecorum : Apollodori bibliotheca cum 

fragmentis / Müller, Karl Otfried, 1797-1840. Firmin-Didot, 1928.

나. 단독 연구서류

  - Fustel de Coulanges, La Cité antique

  - Jacob Burckhardt, Griechische Kulturgeschichte

  - George Grote, A History of Greece

  - Karl Julius Beloch, Griechische Geschichte

  - Johann Gustav Droysen, Geschichte des Hellenismus

  - Theodor Mommsen, Römische Geschi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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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대사 개설류

  - Alfred Gercke, Einleitung in dei Altertumswissenschaft

  - M. Cary, Methuen's history of the Greek and Roman world

라. H150-170 자료의 특징

  소장 자료들을 보면, 우선 당시 유럽의 최신 성과들을 충실하게 수입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는 사전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서 드러난다. 경성제대 

도서관은 『Paulys Real-Encyclopädie der classischen 

Altertumswissenschaft』를 1893년에 발간된 1권부터 1941년 발간된 20권까

지 그리고 그 중간에 간행된 ‘zweite Rheihe’ 1-7권과 보록 1-7권까지를  소

장하고 있다. 도서구입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강화된 1936-7년 이후에도 이 

시리즈의 수입은 중단되지 않았다. 정보의 양과 정확성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

랑하는 이 RE 이외에도,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지식의 체계화와 나아

가 독창적 연구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였던 이반 폰 뮐러(Iwan von 

Müller)의 『Handbuch der Klassischen Altertums-Wissenschaft』 역시 

(불완전하게나마)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사전들은 르네상스 이래 축적된 고대

학의 지식을 총집결한 결과물이었고, 서양 고대사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유럽학문을 수용하고 그 결실을 빠르게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수입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전들은 독일 고전학이 가장 전문화

되었던 시기를 반영하여 압도적인 양은 물론 과도할 정도로 현학적인 지식이 

가득하다. 이러한 점은 기념비적 사료집의 수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카를 빌

헬름 루트비히 뮐러(Karl Wilhelm Ludwig Müller)의 『Fragm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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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orum Graecorum』은 현재까지도 완전히 대체가 불가능한 책이다. 

『Corpus Inscriptionum Latinarum』 역시 당시 유럽의 연구경향과 결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비문자료집이다. 

  사전, 사료집에서 또 한가지 흥미로운 서가 구성은, 유럽 국가들의 경쟁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Dictionnaire des Antiquités Grecques et Romaines 

d'après les textes et les monuments』는 바로 위에 언급한 동시대 독일의 

사전들과 경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길이가 32cm 가량 되는 큼지막한 판본

에, 총 10권으로 기획된 이 사전에는 전문가들의 투고와 풍부한 양의 사진, 삽

화 자료들이 권당 2,000쪽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분량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 출간된 여러 ‘Classical Dictionary’들도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가

장 권위 있고 독일과 프랑스의 기획과 비교할 만한 책은 역시 윌리엄 스미스

(William Smith)의 『A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biography and 

mythology』다.

  독일에서 수입된 서양고대사 관련 도서들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미국에서 출

간된 도서들과 비교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독립혁명 시기 지도자들이 그리

스와 로마를 이상적 모델로 삼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에도 미국에서는 고전학에 대한 열정과 문화적, 제도적 지지가 계속되었다. 미

국에서 고전학의 특징은, 유럽의 경우와 달리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주

화’되었다는 것이다.19) 그 결과 독일식 학풍은 현학적이고 지루한 것으로 간주

되고, 당대의 현실에서 고대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경성제대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들은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준다. 독일에서 온 

책들이 거의 대부분 전문적 학술서인 반면, 미국에서 출간된 책들은 훨씬 대중

19) C. J. Richard, The golden age of the classics in America : Greece, Rome, and the 
antebellum United States(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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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독일 연구들이 객관성과 엄밀함을 추구한 반면, 미국 도서들은 개성적 

재해석이 주를 이룬다. 리처드 윈 리빙스턴(Richard Winn Livingstone)의 

『Greek ideals and modern life』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 책은 영국인 학자가 

썼지만 미국에서 미국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다. 이 저자는 현대문명

의 폐해를 그리스인의 정신과 문화를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스본

(E. B. Osborn)의 『Our debt to Greece and Rome』, 번즈(C. D. Burns)의 

『Greek Ideals』 등도 이러한 점에서는 마찬가지 경향을 보인다. 묘하게도 독

일과 미국의 차이는 전문지식과 교양을 동시에 추구하던 경성제국대학의 지향

과 어울린다. 그러나 적어도 서양고대사 분야에서 당시 미국의 학문적 수준은 

매우 낮았고, 서가에도 극소수만이 반영되어 있다. 독일산 학술서적들은 서가

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그 결과 그리스, 로마사 서가는 전문 연구서들로 채

워졌다.

  한편 이 서가들에는 19세기 말의 주요한 작품들이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되

어 있는데, 그 중 몇 권만 골라 소개한다. 

  - Fustel de Coulanges, 『La Cité antique』는 19세기 프랑스 학계에서 고

대사를 초월해 전 분야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저작이다. 쿨랑주의 다른 저술들

과 마찬가지로 강렬하고 선명한 주장을 담고 있으며, 비록 종교를 사회의 기원

으로 간주하는 저자의 논지는 이후 다양하게 논박되었지만 고급스러운 문장의 

전범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아카데미시즘의 고양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La 

Cité antique』는 불어본으로 2종 뿐 아니라 영어, 독일어 번역본까지 갖추어

져 있다.

  - Jacob Burckhardt, 『Griechische Kulturgeschichte』 역시 품격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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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성취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 책은 사학사적으로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고전이기도 하지만, 부르크하르트 특유의 고고한 문체와 문화에 대한 

‘귀족적’ 취향은, 이 책을 읽는 동양의 독자로 하여금 서양과 그 근원인 그리

스 문화에 대한 이상화된 동경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한편, 부르크하

르트는 분명 대학자였지만 서가에서 다소 과다하게 대표되고 있는데, 이는 바

로 그가 환기시키는 서양 문화의 고고함, 우월함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구

간서고에는 그의 전집이 구비되어 있고, 특히 이 『Griechische 

Kulturgeschichte』는 두 가지 판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 요한 구스타프 드로이젠(Johann Gustav Droysen)의 출세작 『Geschichte 

Alexanders des Grossen』와 헬레니즘을 역사적 용어로 만든 『Geschichte 

des Hellenismus』가 모두 소장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드로이젠은 1848년 프

랑크푸르트 의회의 일원으로서, 프로이센을 열렬히 지지했고 그의 저술에는 힘

과 권력, 그리고 영웅에 대한 찬미가 주를 이룬다.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제국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책으로 보이나 이는 현재의 

추정일 뿐 드로이젠의 저술을 그렇게 활용했던 구체적 사례는 찾지 못했다. 

  - George Grote, 『A History of Greece』는 빅토리아 시대의 강렬한 개성

적 인물로 유명한 저자가 쓴 이 작품도 12권 전체가 소장되어 있다. 유럽 지

성계의 맥락에서, 이 저술은 인간 본질의 불변성에 기대어 고대와 현대를 비교

하는 저자의 독특한 서술방식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식민지 제국

대학에서 이 책은 어떤 의미였을까? 안타깝지만, 유럽인이 자기 정체성을 구

성하는 과정의 고민이 담긴 부분은 그다지 부각되지 못하고, 고대 그리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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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위 있는’ 정보의 원천으로서만 존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Die Arbeiter und Communisten in Griechenland und Rom : nach 

den Quellen / Drumann, Wilhelm Karl August, 1786-1861. Gebrüder 

Bornträger, 1860.

특이하게도 이 책은 고대의 노동자와 공산주의를 제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자

는 ‘공산주의’ 역사가가 아니었고, 이 책 역시 저자의 사회사적 관심을 반영하

기는 하지만 대표작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책의 존재는 오히려 이러한 주제가 

고대사 서가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이해되어야 한다.  

5. 결  론

  구간서고의 서가구성은 서양 고대에 대한 연구가 역사학과의 3분과체제 내

에서 서양사학과의 ‘서양고대사’로 안착된 초기 모습을 반영한다. 즉 H150, 

160. 170 서가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에 관한 연구로 채워져 있어서 당

시와 향후의 서양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서양학계

의 ‘고전학’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파편화되어 서양 고대의 문학, 철학, 고고학, 

언어학, 민속학, 법학, 정치학 등으로 나뉘어 분류되었기 때문에, 막상 서양고

대사 서가에는 매우 협소한 연구 성과들만 남게 되었고, 이는 향후 한국의 서

양 고대 연구에서 문헌학, 철학, 고고학, 역사학 등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

루지 못하는 상황의 전조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편, 그리스와 로마 이외에도 구간서고에서 먼저 눈길을 끄는 부분은 H023 

서가에 반영된 당시 최신의 고고학 발굴 보고서들이다. 여기에는 당시 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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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을 일으켰던 에게 해의 여러 발견들 뿐 아니라, 유럽 각지의 고고학 발굴 보

고서와 이집트, 근동, 인도, 중국 등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고고학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이 서적들은 두 가지 면에서 흥미롭다. 첫째, 많은 경우 이들 

보고서들은 대개 최초의 발굴자의 저술들이다. 따라서 이 책들에 실린 풍성한 

사진 및 삽화 자료들은 첫 보고일 뿐 아니라 이후 발굴자들에 의한 복원(혹은 

훼손)이나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괴를 겪기 이전의 생생한 자료라는 점에

서 학문적, 교육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다. 둘째, 이들 보고서들의 수집 연도

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발간년도로 추정해 볼 때 출판되자마자 가능한 한 빠

른 시간 내에 입수된 것으로 보인다. 제국대학 도서관이 이러한 ‘문명의 발견’

에 매우 민감했다는 것은, 일본제국이 당시 문명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던 서

구 열강의 학문적 경쟁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최전선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했

음을 보여준다. 

  H150-170에 소장된 그리스-로마 관련 도서들은 책의 내용 자체만을 보았을 

때 두 가지 특징을 뚜렷이 보인다. 첫째, 제국대학 도서관은 ‘백과사전’류(사

전, 사료집, 비문집성등)의 수집에 특히 힘을 기울였다. 기묘한 우연으로, 19세

기 말 20세기 초 서양학계, 특히 독일 고전학계는 오랜 열정적 연구가 한 번 

종합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 결과 구간서고에는 단순히 지식 나열식의 사전

류가 아니라 한 시대의 연구가 정리되고 체계화된 최종 성취물들이 소장되었

다. 이를 얼마나 소화해 내는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분명 이러한 책들은 서

구 학문의 결실을 바로 섭취하여 급속하게 ‘따라잡기’를 해 내려는 의지를 보

여준다. 둘째, 앞서 언급한 사전류 자체도 초급자를 위한 것이 아닌 ‘전문가용’

에 가깝지만, 그 이외의 서적들 역시 단순한 교양서적이 아니라 전문연구서들

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스사’, ‘로마사’ 등 개설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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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상당수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교과서용 개설이 아니라 오히려 종

합이나 새로운 관점의 제시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타 언어들의 

경우 ‘보편적 교양주의’의 경향이 드러난다면, 고대사의 경우 말하자면 ‘보편적 

전문주의’적 경향이 드러난다. 실증적인 막대한 자료수집과 높은 수준의 아카

데미시즘이 인류의 보편적 유산인 고대 문명의 연구 속에 어우러져 있다. 

이렇듯 고고학, 고대사 관련 서가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 지성계가 불

완전한 모습으로 투사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해 내기 위해서는 본 연구

와 같은 단기간의 서가 정리식 사업이 아닌, 책들 뒤에 놓인 지식과 지식인 사

회의 연계망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속의 풍성한 ‘이야기’들이 빛을 

보게 되면 구간서고의 도서들이 단순히 ‘낡은 책’에서 다양한 활용도를 가진 

살아있는 소장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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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컨텐츠 활용을 위한 제언들

Ⅰ. 프랑스 장서

1. 옛 동아시아의 지리적 경계를 볼 수 있는 고지도들

  파리 국립도서관이나 기메 박물관의 경우 소장한 한국 관련 고지도들을 전

시하거나 이에 관한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고, 이에 관한 

논문들도 다수 존재한다.20) LG-연암 문고 역시 소장 장서들의 삽화, 지도, 사

진들을 추출하여 조선사나 개항기에 대한 가상 박물관이나 테마별 전시를 하

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문헌실이 소장한 장서들 역시 비슷

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서들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의 예전 

경계를 표기하고 있어서 오늘날 삼국 간 영토 문제에 중요한 자료들도 있다. 

고문헌실의 한국 관련 고지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콜렉션을 만들면 의미 있

는 컨텐츠나 정보가 되리라 생각한다.21) 우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 大 K080 13, Nouv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u Thibet: contenant des cartes generales particulieres de ces 

Pays ainsi que la carte du Royaume de Coree, Anville, Jean 

Baptiste Bourguignon d', 1697-1782, La Haye, 1737.

20) 국립 문화재연구소 옛지도 학술심포지움, 조선인이 그린 조선과 세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21) 비슷한 연구로 정인철,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의 조사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제10권 제2호 2010(13~27). 



204

  17세기 중엽부터 중국의 선교사들은 한국 지리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 중 

레지(J. B. Regis) 신부는 한국과 만주 국경에서 현지 측량 작업을 해서 한국

이 반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는 1720년에 조선 왕국의 지리와 역

사(Observations geographiques et Histoire de la Coree를 펴냈다. 레지 

신부는 한국지도를 작성하여 파리로 보냈는데, 파리의 왕실 지리학자 당빌

(D'Anville)이 레지가 보낸 지도를  토대로 하여, 1737년에 ‘조선전도’를 간행

하였다.22)

  - H210 56 三國通覽圖說(삼국통람도설), Hayashi, Shihei(林子平, 하야시 

시헤이), 1832

  이 책은 일본의 실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 일본어로 출판했던 삼

국통람도설을 독일인 동양학자였던 클라프로트(Klaproth)가 1832년 파리에서 

프랑스어로 출판한 초판이다. 저자는 여기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이 책자에서 발표하고 있다(삼국접양지도). 전체 책 분량의 

2/3를 조선 지리 및 조선어에 할애하고 있어 19세기 조선사 연구에 매우 귀중

한 자료이다. 문제는 삼국접양지도가 들어있는 별쇄본 지도가 고문헌실에서 현

재 분실 중이라는 것이다.

  - 大 K100 41, Description d'un atlas sino-coréen, Manuscrit du 

British Museum par Henri Cordier, Vice-President de la 

Commission de la Societe de Geographie, Professeur a L'eco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1896

22) 최석우, ｢서양에 비추어진 한국｣, 이화사학연구 13-14호(1983), 151-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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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K070 
52 1

Voyage   en Orient Oukhtomsky,  
 E. E, prince

[s.n.] 1893

大 K070 
52 2

Voyage   en Orient Oukhtomsky,  
 E. E, prince

[s.n.] 1893

大 K070 
55x

Voyage   autour du monde, fait dans 
les années 1803, 1804, 1805 et 1806

Krusenstern,  
 I v a n 
Fedorov i ch , 
1770-1846

[s.n.] 1821

大 K080 
13

Nouv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u Thibet

Anville,   Jean 
B a p t i s t e 
Bourguignon 
d', 1697-1782

Henr i  
 
scheu
rleer

1737

大 K080 
20

Atlas   général Vidal-Lablache 　 [s.n.] 1931

大 K080 
24

Atlas   universel de géographie. 
Dressé sous la direction de F. 
Schrader d'après les   sources 
originales et les documents les plus 
récents

Vivien   de 
Saint-Martin

[s.n.] 　

K070   22 Voyage   pittoresque autour du D u m o n t   [s.n.] 1839

  이 지도첩은 서양에서 발행된 한국을 다룬 최초의 지도첩 중 하나로서 중조

지도첩(中朝地圖帖)으로 통칭된다. 원래 대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위

에서 언급한 코르디에가 불어로 출판한 초판이다. 내용은 대부분 조선에 관한 

것으로서 조선의 각 도 및 서울 지도, 해상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동양과 조선에 대한 서양인들의 시선

  동양 및 비서구 세계를 서구인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바라봤는가 하는 문제

는 역사 연구뿐 아니라 각종 사회문화 연구 및 교류사에 중요한 주제이다. 도

서관에는 17세기 이후 서양에서 발간한 동양에 대한 많은 역사책 및 여행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흥미로운 삽화들과 지도들이 많이 실려 있다. 이를 가상 박물

관 형식으로 만들거나 전시 형태로 활용하면 ‘그들’의 눈을 통해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은 삽화와 지도

들이 많은 대형 판본 책들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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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de d ' U r v i l l e , 
Jules-Sébastie
n - C é s a r , 
1790-1842

3. 역사 연구를 위한 프랑스어 사료집

  고문헌실 프랑스어 도서 중에는 향후 학내 역사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하기에 

유용한 원사료, 사료집, 출간된 정부 문서, 사진 자료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거나 해제를 덧붙임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 H200 36 Recueil de traités et documents diplomatiques 

concernant l'Extrēme Orient, 1895-1905. Russia.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즈음한 극동 관련 외교 조약과 문서 모음.

  - J200 37  Dictatures et dictateurs: 200 photographies et 

documents Drach, Frédéric.

  20세기의 전세계 독재자들에 대한 200장의 사진과 문서 모음.

  - H440 24 1 La Littérature de guerre. Vic, Jean.

  1차 대전의 역사와 관련된 당대 출간물들 모음. 별첨의 그림 참조.

  - M550 109 1 Les Origines diplomatiques de la guerre de 1870-1871 

France.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207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관련 외교 문서들.

  - H442 6100 documents relatifs à l'histoire des origines de la 

guerre Germany. Auswärtiges Amt.

  2차 대전 발발 원인과 관련하여 전쟁 초기 독일에서 펴낸 문서들.

  - H210 26 Gurre russo-japonaise, 1904-1905. France. Armée russo. 

Etat-Major général.

  러시아 사령부의 러일전쟁 관련 문서를 프랑스 군부가 번역 출간.

 

  - H620 74 2 Les sources de l'histoire de France depuis les origines 

jusqu'en 1815. Molinier A. (Auguste).

  고대부터 1815년까지 프랑스사 관련 사료 모음집. 

  - M550 138 Correspondance diplomatique de Talleyrand 

Mission de Talleyrand à Londres, en 1792. Talleyrand-Périgord.

  프랑스 혁명 중 탈레이랑의 대영 외교 관련 서신집.

  - M800 26 1 Documents diplomatiques français 1871-1914. 

Commission de publication des documents relatifs aux origines de 

la guerre de 1914.

  1차대전 발발 관련 프랑스 외교 문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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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200 308Documents relatifs à l'histoire des subsistances dans le 

district de Bergues pendant la révolution (1788- An v). Lefebvre, 

Georges.

  프랑스 혁명기 한 지역(Bergues)의 사회경제사 사료.

  - H620 75 Répertoire critique des cahiers de doléances pour les 

États généraux de 1789. Hyslop, Béatrice Fry.

  프랑스 혁명기 전국에서 올라온 진정서 목록. 

  - M200 159 1 Enquête parlementaire sur l'insurrection du 18 

mars France. Assemblée nationale.

  1871년 파리코뮌에 관한 의회조사기록.

  - H620 90 1 Les paysans ; La question du pain ; Le partage 

des biens. Faculté des lettres de Paris.

  프랑스 혁명기 공산주의자 바뵈프 사료.

  - H620 91 36 Histoire parlementa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ou, 

Journal des Assemblées nationales depuis 1789 jusqu'en 1815. 

Buchez, Philippe Joseph Benjamin.

  프랑스 혁명기 의회의사록. 프랑스사 연구의 기본 사료이나 일부만 소장.

  - H620 92 Les Comités des droit féodaux et de législati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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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lition du régime seigneurial (1789-1793). Sagnac, Philippe.

  프랑스 혁명기 봉건제 폐지 관련 사료.

  - M200 159 1 Enquête parlementaire sur l'insurrection du 18 mars

France. Assemblée nationale.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 카탈로그. 시대순, 지역순으로 역사적 발달과 

상품들의 파노라마.

  - 大 K170 1 1 Un Empire colonial français. Maspero, Georges.

  인도차이나 식민화에 대한 사진, 지도, 문서들.

Ⅱ. 영어 장서

1. 원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저서들

  회고록 및 각종 보고서와 외국 생활을 경험하면서 쓴 일기, Times 잡지, 외

교문서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원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 Maxwell, William, From the Yalu to port Arthur: A Personal 

Record (1906) (H210 61) 

  - Marsden, William, A Brief memoir of the life and writings of the 

late William Marsden, written by himself (1838) (H20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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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ckhouse, E. (Edmund), Sir, Annals & memoirs of the Court of 

Peking (from the 16th to the 20th century) (1914) (H230-17)

  - Gerard, James W. (James Watson), My four years in Germany 

(1917) (H500 59)

  - Laures, Johannes, An Ancient document on the early intercourse 

between Japan and the Philippine Islands (1941) (H210-93)

  - Oliphant, Nigel, A Diary of the siege of the legations in Peking 

(1901) (H230 47)

  - Staunton, George, Sir, bart, An Authentic account of an embassy 

from the King of Great Britain to the Emperor of China (1797) 

(H230-121-1, 2, 3) 

  - Pu-i, The Manchuria daily news (1934) (大 H240 21)

  - Chapman, Charles Edward, Catalogue of materials in the Archivo 

General de Indias for the history of the Pasific coast and the 

American Southwest (1919) (H300 39)

  - The Times, History of the War 1-9 (1915)

  - Khan, Shafaat Ahmad, Sir, Sources for the history of British 

India (1926) (H300 40)

  - Long, James, Selections from unpublished records of Government 

for the years 1748 to 1767 inclusive relating mainly to the social 

condition of Bengal (1869) (H300 85 1)

  - Great Britain. Foreign Office,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 of 

the War, 1898-1914 (1926) (H44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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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at Britain. Foreign Office,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 of 

the War, 1898-1914 (1926) (H440 5 10-11) 

  - Pershing, John J. (John Joseph), My experiences in the World War 

(1931) (H440 14 1-2)

  - Library of Congress, A Check list of the literature and other 

material in the Library of Congress on the European War (1918) 

(H440 18)

  - Great Britain. Foreign Office, Collected diplomatic documents 

relating to the outbreak of the European (1915)

  - Bulkley, M. E. (Mildred Emily), Bibliographical survey of 

contemporary source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war (1922) (H440 74) 

  - Chambrun, René de, I saw France fall (1940) 

  - Sisson, Edger Grant, One hundred red days: A Personal 

Chronicle of the Bolshevik Revolution, 25 November 1917--4 

March 1918 (1931) (H450 64) 

  - Skrine, Francis Henry Bennett, The Expansion of Russia (1915) 

(H450 81)

  - Chapman, Charles Edward, Catalogue of materials in the Archivo 

General de Indias for the history of the Pasific coast and the 

American Southwest (1919) (H300 39)

  - Khan, Shafaat Ahmad, Sir, Sources for the history of British 

India (1926) (H3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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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vies, R. Trevor (Reginald Trevor), Documents illustrating the 

history of civilization in medieval England, 1066-1500 (1926) (H600 

15) 

  - Cheyney, Edward Potts, Readings in English history drawn from 

the original sources (1922) (H600 24) 

  - Gross, Charles, The Sources and literature of English history 

from the earliest times to about 1485 (1915) (H600 108) 

  - Lossing, Benson John, Pictorial history of the Civil War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866) (H830 18 1-3) 

  - Bladen, F. M., Historical records of New South Wales (1892) 

(H900 10 1-7)

  - Repington, Charles á Court, The War in the Far East, 1904-1905: 

by the Military correspondent of the Times (1905)

  - The Times Japanese Edition 1910 (1910) (210 104) 

  - East India Company, Letters received by the East India Company 

from its servants in the East (1896) (H300 5 1-6)

  - Jacquemont, Victor, Letters from India (1834) (H300 6 1-2)

  - Great Britain, Papers respecting the negotiation with His Majesty's 

Ministers on the subject of the East-India Company's Charter and 

the Government (1833) (H300 54)

  - Great Britain. Parliament. House of Commons. Committee of 

Secrecy to Enquire into the State of the East India Company, 

Further report from the Committee of Secrecy Appoin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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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quire into the State of the East India Company (1773) (H300 55)

  - Great Britain. Parliament. House of Commons. Committee 

Appointed to Enquire into the Nature, State, and Condition of the 

East India, Report from the Committee Appointed to Enquire into 

the Nature, State, and Condition of the East India Company, and 

of the British (1773) (大 H300 57)

  - Great Britain. Parliament. House of Commons. Select Committee 

on the East India Company, The Fifth 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of the House of Commons on the Affairs of the East 

India Company, 28th July, 1812 (1883) (H300 58 1-2)

Ⅲ. 독일어 장서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1. 인터넷 전시 개발

  경성 제대 소장 자료들을 활용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일합방, 을미사변 등 중요

한 역사적인 날에 다양한 사진 자료들을 활용하여 인터넷 전시를 한다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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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가 긴밀히 엮여있다는 역사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크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구한말 한국의 풍경을 보여주는 첨부된 사진자료

들은 그와 같은 목적에 활용되기에 용이한 자료들일 것이다. 

2. 서양사 부교재 개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발간된 세계사 도서들의 경우 대단히 질 좋은 사

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 사료들을 따로 편집하여 서양사학과 강의

들을 위한 부교재로도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세계사 도서들에는 희귀

한 사진 자료들과 황제들의 서명들이 담긴 문서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어 서양

사 강의의 부교재로 개발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석판화들의 경우 상태가 대

단히 양호하다. 첨부 사진은 부교재에 포함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자료를 예시로 들고자 했다. 

3. 다양한 도서 전시회

  가. 도서 디자인 관련 전시회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100년 단위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대표적인 도서들을 선정하여 도서디자인의 변천을 살펴

보는 것이다. 그 경우 독일 제국의 보수성, 프랑스 공화국의 민주성 등이 잘 

드러나 보이는 도서들을 선정할 수 있다면, 보다 흥미로운 전시회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나. 도서 검열과 관련되는 전시회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나치 시대에 발

간된 도서들 중 도서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인쇄된 도서를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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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첨부자료). 일제의 검열 대상이었던 도서, 서울대에서 불온도서로 선정

된 도서들과 한데 묶어서 “검열과 출판 문화(가제)”라는 제목으로 소규모 도서 

전시회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구한말 한국 관련 사진 자료들의 경우, 사진으로 확대하여 전시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하더라도, 을사조약, 한일합방 등이 이루어진 역사적으로 특별한 

날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전시회 정도는 가능하리라 판단된다(관련 자료 

첨부).

4. 사료로 재분류될 자료들을 명시

  먼저 사료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들을 분리해내고 그 자료들에 대해 간단

한 해제를 덧붙였다. 

■ Vierjahresplan : Zeitschrift für national-sozialistische 

Wirtschaftspolitik / . [s.n.], 1937. 

나치경제정책잡지로서 정부의 “4개년계획 담당” 부서에서 출간하였기에 자료

가 높다고 판단됨. 다양한 사진자료와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이 

점령한 지역들에 대한 통계 및 각종 공고문들도 포함하고 있음. 

■ Der Sozialistische Aufbau der Sowjetunion : die zweite deutsche 

Arbeiterdelegation beim Vorsitzenden des Rates der Volkskommissare / 

Rykow, A. J. [s.n.], 1926. 

독일 노동자 대표단이 소비에트 최고회의를 방문한 자료. 베를린 국립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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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음 자료임.

■ Kampf und Aufstieg des National-sozialismus zum dritten Reich : mit 

85 Abbildungen / Sohns, Hansfritz. [s.n, 1933. 

Hansfritz Sohns는 일찌감치 나치에 가담한 인물. 돌격대의 알려지지 않은 

여러 면모를 알고 있는 저자가 발간한 책자로서 히틀러를 포함하여 나치 여

러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85건의 사진자료가 실려 있음.

■ Sozialismus und Nationalfascismus / Man, Hendrik de, 1885-1953. 

[s.n.], 1931. 

■ Der Internationale Kampf um den achtstündiger Maximalarbeitstag , 

Bd. 33 / Heckert. Verlag der Roten Gewerkschafts-Internationale, 

Auslieferung für Deutschland durch den Fuhrer-Verlag, 1924. 

Der Internationale Kampf um den  die rote Gewerkschafts-Internationale 

RGI 3차 위원회에서 있었던 발표문과 토론자료를 편집하여 출간한 자료

■ Vom Kampf des Rechtes gegen die Gesetze : akademische Rede, zum 

Gedächtnis der Reichsgründung gehalten am 17. jan. 1925 in der Aula 

der Albert-Ludwigs-Universität / Marschall von Bieberstein, Friedrich 

August, Freiherr, 1768-1826. [s.n.], 1927. 

1925년 1월 17일 제국건설을 기념하여 행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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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Kampf um die Arbeitsbedingungen : berlin 1907, Tarifbewegung 

1908 / Zentral-Verband der Mauere Deutschlands. [s.n.], 1909. 

독일 벽돌공(Maurer) 중앙협회에서 발간한 1907/1908년 노동조건과 임금변

동자료

■ Erlebnisse eines Tabernakels in der Mission Korea , Nr. 9 / Wilhelm, 

J. [s.n.], 1921. 

선교사의 한국활동에 대한 보고서로서 당시의 모습이 담긴 여러장의 사진들

을 볼 수 있으며, 사진들의 상태가 좋은 편임. 연암문고에 속해 있지 않은 

자료임

■ Aufartung durch Ausmerzung : Sterilisation und Kastration im Kampf 

gegen Erbkrankheiten und Verbrechen / Reuter, Fritz, 1810-1874. 

[s.n.], 1936. 

1936년에 발간된 나치 강제 불임시술관련 자료. 유전적질병과 인종학 등에 

대한 소개가 실림. 책출간과 관련하여 나치당이 검열했음을 밝히고 있어서, 

나치시대 출판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움. 

■ Der Sieg im Osten : ein Bericht vom Kampf des deutschen 

Volksheeres in Polen / Heiss, Friedrich. [s.n.], 1940. 

폴란드 지역 독일 국방군의 투쟁에 대한 보고서

■ Vom vaterländischen Beruf der deutschen Freimaurer : ein Wort 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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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pf um Deutschlands Einigkeit / Bischoff, Diedrich. [s.n.], 1917. 

독일 프리메이슨 관련 자료

■ Staatswirtschaft, Weltwirtschaft und Sozialismus : vortrag auf 

Einladung des Instituts für Sozial- und Staatswissenschaften am 30. 

November 1928 in der Aula der Universität Heidelberg gehalten, für 

den Druck erweitert und ergänzt / Renner, Karl, 1870-1950. [s.n.], 

1929.

■ Staatswirtschaft, Weltwirtschaft und Sozialismus : vortrag auf 

Einladung des Instituts für Sozial- und Staatswissenschaften am 30. 

November 1928 in der Aula der Universität Heidelberg gehalten, für 

den Druck erweitert und ergänzt / Renner, Karl, 1870-1950. [s.n.], 

1929.

■ Göttingische gelehrte Anzeigen / Akademie der Wissenschaften in 

Göttingen. Weidmannsche Buchhandlung, 1802. 

■ Forschung im Ingenieurwesen / Verein Deutscher Ingenieure. 

VDI-Verlag, 1934. 

독일 엔지니어 협회에서 발간한 자료집

■ VDI-Forschungsheft / Verein Deutscher Ingenieure. VDI-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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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h. [etc.], 1901. 

독일 엔지니어 협회에서 발간한 자료집

■ Luther und Fichte und der deutsche Krieg : eine Schulrede, gehalten 

in einer Kriegsstunde der Lutherschule zu Erfurt , Heft 649 / 

Hoffmann, Arthur. Hermann Beyer & Söhne, 1917. 

■ Über Krieg, Frieden und Kultur : eine Umschau / Jähns, Max, 

1837-1900. Allgemeiner Verein für Deutsche Literatur, 1893. 

독일 문학 협회에서 발간한 자료집

■ Die Technik und der Krieg : zwei Vorträge, gehalten in der Aula der 

Königl. Techn. Hochscule zu Danzig / Roessler, G. Julius Springer, 

1915. 

베를린지역 엔지니어들이 발간한 월간지의 축약본. 단치히대학교수인 

Roessler가 단치히대학에서 행한 두 차례의 강연을 "기술과 전쟁"이라는 제

목으로 묶어냄. 

■ Recht und Krieg : Rede, gehalten bei Übernahme des Rektorats der 

deutschen Karl-Ferdinands-Universität zu Prag am 20. Okt. 1906 / 

Pfersche, Emil. [s.n.], 1908. 

■ Krieg und Kriminalität : Vortrag, gehalten anlässlich der Universitä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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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ündungsfeier am 3. Juli 1926 in Leipzig , Heft 1 / Exner, Franz. 

[s.n.], 1926. 

■ Der Krieg 1939/40 in Karten / Wirsing, Giselher, 1907-1975. Knorr 

& Hirth, 1940. 

2차대전시기 독일 군대가 유럽에 어떻게 진군, 주둔했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상세히 보여주고 있음. 

■ Krieg und Kriminalität : Vortrag, gehalten anlässlich der Universitäts 

Gründungsfeier am 3. Juli 1926 in Leipzig , Heft 1 / Exner, Franz. 

[s.n.], 1926. 

Franz Exner가 라이프치히대학 창설을 기념하기위해 행한 강연

■ Die Technik und der Krieg : zwei Vorträge, gehalten in der Aula der 

Königl. Techn. Hochscule zu Danzig / Roessler, G. Julius Springer, 

1915. 

■ Über Krieg und Recht in Rom : Rede zur Feier des Geburtstages 

seiner Majestät des Kaisers und Königs gehalten in der Aula der 

Königlichen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zu Berlin am 27. Jan. 

1915 / Seckel, Emil, 1864-1924. [s.n.], 1915. 

1915년 1월 27일 베를린 대학 강당에서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연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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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egsdokumente : der Weltkrieg 1914-15 in der Darstellung der 

zeitgenössischen Presse. Bd. 5, Von dem Falle Tsubgtaus bis zur 

Jahreswende / Buchner, Eberhard, 1877-1933. Albert Langen, 1916. 

■ Österreichschen Bundesministerium für Landesverteidigung und vom 

Kriegsarchiv, Österreich-Ungarns Letzter Krieg 1914-1918

오스트리아 국방부에서 출간한 1차 대전 관련 자료집. 1차 대전의 여러 크

고작은 전투들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지도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음. 

■ Hauptmann d.L. Hoecker und Rittmeister Freiherr von Ompteda, Liller 

Kriegszeitung: Eine Auslese aus Nummber 1-40 전쟁 관련 신문 기사 

모음집

■ Die deutschen Dokumente zum Kriegsausbruch / Germany. 

Auswärtiges Amt. Deutsche Verlagsgesellschaft für Politik und 

Geschichte, 1919. 

독일 외무부가 출간한 1차 대전 관련 문서. 여러전보들과 대사관보고서들이 

묶여있음. 사라예보사건에서부터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에 대한 세르비아의 

문서가 베를린에 유입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것이 1권. 2권은 러시아의 

전시동원까지의 상황을 다룸. 3권은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전쟁선포. 4권은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하기까지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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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양 지도에 나타난 국경 문제(첨부자료)

  서양 지도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경, 특히 독도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었는지

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한일간 국경 분쟁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독도가 지도에 표기된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예시를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첨부했다. 

Ⅳ. 고대사 장서

  고대사 분야의 장서들은 특히 발굴 보고서나 사전 속의 사진 및 삽화자료가 

전시 및 교육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예컨대 

Pompeji : ein Führer durch die Ruinen / Warsher, Tatiana. Walter de 

Gruyter, 1925. 에는 양차 세계대전으로 훼손되기 이전의 폼페이 모습이 실려 

있다. 또, 각각 뮈케나이 문명과 미노스 문명을 발굴한 슐리만과 에반스의 보

고서들 역시, 최초 발굴자의 기록으로서 유의미하다. 

   한편, 사전류 속에는 삽화나 사진 자료가 첨부된 경우가 많은데, 삽화의 완

성도가 높고 정밀함이 뛰어나서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관심을 일으킨다. 예컨

대 Dictionnaire des antiquités grecques et romaines d'après les textes 

et les monuments / Daremberg, Charles, 1817-1872. Hachette, 1877. 

의 삽화들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예시를 위하여 몇 가지 자료를 첨부해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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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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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결  론

Ⅰ.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장서 중 서양사를 위주로 한 서양서 도서들

을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고대사, 이 네 분야에 걸쳐 양적,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서양서에서는 일반적인 교양 교육을 위한 도서들의 비중이 매우 높았

다. 시대로는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를 망라하고, 지역적으로는 러시아사, 독

일사, 영국사 등 강대국의 역사를 넘어서 인도와 이집트, 이스라엘, 아프리카, 

발칸반도, 비잔틴 제국, 중남미까지 다루고 있지 않은 국가나 문화가 거의 없

어서 폭넓은 교양주의에 대한 경성제대 도서관의 “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류가 폭넓게 확보되어 있는 것이나 세계사에 대한 다수의 교양서들도 이

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양서 분야의 서가 구

성은 서구 열강과 동등한 위상의 제국이 되기 위한, 혹은 이미 되었다는 자신

감의 발현이라 할 것이다. 식민지 대학은 일견 식민지 경영에 불필요해 보이는 

이러한 방대한 교양서들을 통해 식민지에서 학문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과시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동시에 이와 같은 보편적 교양 함양을 통한 ‘엘리트 세

계 시민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식민지 엘리트들인 경성제대 학생들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국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했다는 ‘혐의’ 역시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일본 제국이 1920-30년대에 당면한 정치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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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도서들도 다수 구비되어 있었다. 전쟁 수행, 아시아 제국 유지 및 확

대, 다양한 사회 정책에 관련하여 명백히 두드러지는 주제들을 찾아볼 수 있었

다. 기본적으로 부속도서관은 제국 경영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

구였다는 사실이 서양서 도서구성에서도 일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쟁 

관련 문헌들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특히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등 

일본이 직접 관여한 전쟁에 대한 도서들이 많이 보인다. 다음으로 당시로서는 

현대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1차 대전에 대한 도서들이 불어, 독일어, 영어

를 망라하여 압도적 다수로 소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치 독일 관련 자료

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외교 관계가 돈

독해진 3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는 나치의 인종주의, 나치의 교육 체계, 법체

계, 그리고 괴벨스와 히틀러 등 주요 인물 관련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셋째, 경성제대 사학과의 학풍이 도서관 소장 목록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양사 강좌 1대 주임교수 가네코 고스케 교수는 레오

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의 제자로서 동경대학에서 15년간 봉직한 

루드비히 리스(Ludwig Riess)의 제자였다. 가네코 교수는 리스에 대해 두 학

기에 걸쳐서 강의하는 등 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리스가 관심을 

보이던 세계사(Weltgeschichte)와 문화사(Kulturgeschichte), 그리고 다양한 

역사학 입문서들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제 관계에서 비롯

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 역사학계에서 지배적이던 랑케 

풍의 실증적 독일사학이 경성제대 사학과에도 유입되었는데 서양사에서 전통

적인 정치제도사, 외교사, 국제정치사 도서가 두드러지는 것 또한 이를 반영한

다 하겠다. 이러한 학풍은 졸업생들의 논문주제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상에서 부속 도서관은 제국 경영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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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러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식민주의 연구에서 말하듯이 

제국주의적 욕망이 항상 일관적으로 관철되지는 않는다. 식민 세력 내에서도 

갈등 및 이견이 나타나기 마련이며, 제국주의적 원칙을 실행에 옮길 때에도 현

지의 상황들이 영향을 미친다. 식민주의는 결국 식민 권력의 일방적인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식민지와 제국간의 긴장과 갈등,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부속도서관의 서양서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경성제대에 

대해서 설정했던 제국의 목표와 그 실제 사이의 간극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

국적 목표 외에도 위에서 말한 교양주의와 경성제대 구성원들의 학문적 필요

성을 비롯하여 서양서 장서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했으며, 이는 각 

언어별로 상이한 특징들을 드러냈다. 이 속에서 제국 경영의 의도가 실제로 관

철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균열”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프랑스사 장서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식민주의의 이념과 실제 사이

의 균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공간이었다. 이 책들은 불

완전하게나마 당대 프랑스의 학문적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주의, 민주주의, 19세기 혁명들 관련 서적들처럼 식민 당국으로서는 달가

워하지 않았을 종류의 책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파시즘이나 인종주의 관련 책

들도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이는 이에 반대하는 책들과 병치되어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일제의 관심이 보다 명백하게 편중된 부분들도 분명 있었다. 제

국주의와 전쟁에 관한 책들은 당대 일본의 군국주의적, 제국주의적 야심이 분

명히 드러난 부분이다. 일본은 선진 제국들의 정책 및 이념을 ‘학습’하는 데에 

열심이었고, 192-30년대에는 인도차이나에도 팽창욕을 지니고 있었는데 제국

주의 관련 장서에서 이러한 면모들이 잘 드러난다. 전쟁에 관한 장서들은 1차

대전 및 러일전쟁의 실제적 면모들에 집중되어 있어서 일본이 이 전쟁들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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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복기하며 다가오는 전쟁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 대한 도서들은 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서구에 대한 일본의 자의식을 표

출한다. 이는 서구 학계 내에서 일본과 동아시아의 위상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이에 개입하는 한편 일본이 서양이 인정하는 세계 굴지의 문화 국가임을 계속 

확인하려는 욕망을 드러낸다. 

  총 2000권이 넘는 영어 장서들에는 역사학 도서들 전반에서 보이는 경성제

대의 보편적 교양주의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양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일반 역사서들, 즉, 역사학 사전들과 방법론 및 유럽 문명사, 세계사, 

문화사 저서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역사서들과 고대로부터 현대로 이어지

는 시대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동시에 여기에는 제국의 식민지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심들 또한 반영되어 있다. 전쟁, 침략, 군대, 외교, 국제 관계, 제

국, 혁명, 반란 등과 관련된 서적들이 그 중 두드러진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는 전쟁 관련 역사서는 러일전쟁, 1, 2차 대전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다양한 

전쟁사 및 세계의 군대들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전쟁 다음으로 많은 수의 

저서들이 외교와 국제 관계를 다루고 있다. 세계 각지의 여러 반란들에 관한 

서적들 또한 일본 제국 경영과 관련된 관심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시대사의 경우 근대사에 관한 저술들이 두드러지게 많아서 근대화에 대

한 일본의 관심을 입증한다.

  하지만 프랑스어나 독일어 장서들과 비교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및 사회주

의와 같은 사상들, 인종문제 또는 식민주의 등에 관한 저술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서양어 도서들과는 차별화된 영어 역사서의 역할을 보여

준다. 결국 경성제대 영어 장서에는 기본적으로 보편 교양주의와 함께 식민 권

력의 관심도 반영되었지만 식민 권력의 침투가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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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독일어 장서들의 경우 다양한 역사학 방법론서들과 저명한 역사가

들의 전집류, 전세계 구석구석을 망라하는 여러 역사서들, 그리고 묵직한 세계

사 및 문화사 전집류 등을 통해서 경성제대가 지향하던 보편적 교양주의의 흔

적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전쟁 관련 자료들, 나치와 인종주

의 관련 자료들, 그리고 산업 혁명 이후의 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

대한 사회 정책 자료들을 통해서 제국 경영의 실제적인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 역시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국 경영의 편의성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

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유주의를 설파함으로써 코스모폴리터니즘을 주입시키고

자 했던 의도와는 달리 민주주의에 대한 저서가 자유주의에 대한 저서 수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19세기를 넘어 바이마르 공화국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자

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탐색,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련성 등에 대

한 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양한 사회주의 서적들 역시도, 단순히 학

술적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한 선을 넘어서서 사회주의에 대한 경성제대 구성

원들의 실제적인 관심이 투영된 자료구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고대사의 경우 구간서고의 고대사 관련 서가에서 그리스와 로마 

이외에 구간서고에서 먼저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당시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진 

최신의 고고학 발굴 보고서들이다. 이들 보고서들이 출판되자마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입수되었다는 것은 제국대학 도서관이 이러한 ‘문명의 발견’에 

매우 민감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 제국은 당시 문명의 주도권을 두고 서구 

열강이 벌이던 학문적 경쟁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최전선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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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로마 관련 도서들은 책의 성격 및 범위를 놓고 보면 두 가지의 뚜렷

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제국대학 도서관은 ‘백과사전’류의 수집에 특히 힘을 

기울였다. 마침 이 때 서양학계, 특히 독일 고전학계에서는 오랜 열정적 연구

가 한 번 종합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간서고에는 단순히 지식 나열식

의 사전류가 아니라 한 시대의 연구가 정리되고 체계화된 최종 성취물들이 소

장되었다. 이러한 책들은 서구 학문의 결실을 바로 섭취하여 급속하게 ‘따라잡

기’를 해내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앞서 언급한 사전류를 비롯하

여 그 이외의 서적들 역시 단순한 교양서적이 아니라 전문연구서들이 대다수

를 차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타 언어들의 경우 ‘보편적 교양주의’의 경

향이 드러난다면, 고대사의 경우 말하자면 ‘보편적 전문주의’적 경향이 드러난

다. 실증적인 막대한 자료수집과 높은 수준의 아카데미시즘이 인류의 보편적 

유산인 고대 문명의 연구 속에 어우러져 있다.

  당시 조선에서 최대 규모의 장서량을 자랑했던 부속도서관은 일견 식민 지

배의 아성이자 제국 아카데미즘의 신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듯이 

실제 수장 도서들이 일사불란하게 식민주의 지배 체제를 구현하고 있지는 않

았다. 오히려 식민 권력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장서 구성에 복합적으로 작용

했다. 제국대학의 일부로서 부여된 경성제대의 교양주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학문적 요구 및 이들에게 주어진 상대적 자율성, 서구를 ‘따라잡으려는’ 일본

의 욕망, 당대 일본 제국의 시국적 관심, 그리고 도서관의 도서 구매 관행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식민지 대학이라는 구조적 틀과 상호작용했다. 또한 각 언어

별 구성 및 특징을 보면 장서 구성에는 단지 일본 제국의 관심뿐만 아니라 각

각의 국가들의 학문 및 출판 경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각 언

어별 역사서들이 일본에게 필요했던 서양 근대의 모습을 구현하고 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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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에 있어서 각기 차별화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시간별로 볼 때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이후에는 식민당국의 검열이 강

화되고 식민권력의 감수성이 보다 증대해서 장서 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이 가정은 도서관 당국의 감시 대상이었다는 특

수본 목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현재 증명하기가 어렵다. 연구자들은 다수의 샘

플을 통해 특수본의 자취를 찾고자 했으나 해방 이후 검열의 흔적만을 발견했

을 뿐 실패로 끝났다. 뿐만 아니라 1939년 이후에는 일본뿐 아니라 서구 역시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도서 출판이나 구입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 경우 

현실적 요인과 이념적 요인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현재 연구에서는 1937년 이

후 출간된 일부 도서들을 통해 이 시기 도서 구입의 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하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후속 연구를 위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도

서 구성과 그 수용은 별개의 역사라고 할 때, 위에서 언급한 모호성, 불확실

성, 균열이 식민지 조선에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이러한 불확실성의 공간

이 조선인에게 어떤 기회를 부여했는지 연구함으로써 피식민지인들의 주체성

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성제대 도서관에 투사된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 지성계의 불완전한 모습을 더 심도 있게 탐구함으

로써 서구에서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전파된 ‘이식된 근대성’의 면모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경성제대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서양사학 확립과 이어지는지 파악함으로써 한국 역사학의 계보를 쓰는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보다 심화된 후속 작업들을 위한 기

초 작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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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제안 사항들

  1. 경성제대 사학과 및 도서관 모두 일본 제국대학의 학제가 이식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본의 동경제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분명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사 연구자들과의 학제 간 연구가 필수적이다. 동경

제대 도서관의 서양서 구성과 비교할 때 어떤 그림이 드러날 것인가? 더 심화

된 연구를 위해서는 대만의 대북제대와 같은 다른 일본의 식민지 대학들과의 

비교 작업 역시 필요할 것이다. 

  2. 역사학 분야의 도서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역사학 도서인 경우들

도 매우 많다. 예컨대 사회주의 관련 자료들은 역사학 분야 도서에 대한 분석

만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프랑스어는 전수 조사

가 어느 정도 가능했으나, 독일어나 영어 장서의 경우 현재 주어진 기간으로는 

전수 조사가 불가능했다. 향후 서양어로 된 책 목록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당초에 설정한 연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장서가 구체적으

로 어떤 경로를 통해 구성되었는지를 재복원할 필요가 있었다. 누가, 언제, 어

떤 판로를 통해, 어떤 책들을 구입해야 한다고 결정했을까? 그러나 현재로서

는 도서 구입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도서구매 원부 밖에 없으며, 이것

조차 매우 간략한 최소 정보만을 담고 있다. 도서구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

획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도서상의회(부속도서관의 도서 구입 의결기관)의 

자료도 구할 수 없으며, 이후 소장된 자료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대출 자료 등

도 전혀 없어 도서의 활용에 대해서도 뚜렷한 그림을 갖기가 어렵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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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때문에 장서 목록에 대한 기본적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다. 도서관 측에서 향후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재추적해 줄 수 있다면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4. 시대에 따른 도서 구입 추이를 파악하고 경성제대 도서관 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원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원부에는 시간 순서대로 도서 구입 날짜와 수입처

가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활용도가 극히 낮다. 구입 연도, 구입처, 

언어, 출간 연도 등 다양한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된다면 도서 구입의 패턴

이나 추이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 자료가 될 것이다.   

Ⅲ.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가능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 및 활용가능성을 기대한다. 첫째, 서울대학교 

내부 및 국내 학계에서 경성제대 부속 도서관의 학술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

다. 우선적으로 부속 도서관은 극히 일부의 동양학 및 한국사 전문가들을 위한 

‘성소’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서양사 관련 서적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제별, 언어별 분류 및 해제 

작업의 기초를 놓음으로써 향후 서양서 전체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에 기여하고자 했다.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매우 한정된 범위의 연구를 수행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현재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성제대 

소장 서양서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서양사 서적들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이에 대한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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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양사 서적들의 경우 법제사, 철학

사, 경제사, 종교사 등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국내 학계에서 역사

학을 넘어선 학제간 연구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해

질 것이다. 특히 경성대학 부속 도서관 자료들은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특징적

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양서 자료 분석을 통해 학내에서 학

제간에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양사 자료들에 대한 단순한 양적, 질적 조사를 넘어서 정

근식의 논문에 제기된 문제, 즉 ‘경성제대 문서고에서 식민 당국의 정책적 의

도와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헤게모니 효과를 읽어내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했

다. 부속도서관 서양사 관련 장서 연구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여기서 창출된 

복합적인 지식-권력 체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

공한다. 또한 경성제대의 지적 유산이 장서를 통해 독립 이후 근대 학문 체계 

건설로 이어졌음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서양사연구의 기원이 가

지는 성격에 대해서 연구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셋째, 현재 국제 학계에서는 비교 식민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아프리카의 구 식민지 국가들과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디아스

포라 및 식민지 문서고들을 연계, 재조직,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학회 및 연구

가 활발하다. 이는 중앙도서관이 경성제대 문서고라는 소중한 자원을 통해 국

내의 다른 식민지 문서고들(총독부도서관 및 기타 공공 도서관들)뿐만 아니라 

일본 및 다른 국가들의 도서관 및 학술 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

성을 예시해준다.  

  넷째,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비교 식민주의 연구소들은 학자들을 위한 사료 

보존 및 편찬, 분류뿐만 아니라 사료의 디지털화와 해제 및 대중 교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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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포괄적 범위의 자료들

을 담은 인터넷 문서고를 구축하고 많은 경우 가상 문서고(virtual archive)를 

구성하여 대중의 접근 및 교육적 기회를 증대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본 연구 

역시 미흡하나마 대중적, 교육적으로 활용가능한 도서들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에서의 전시 및 디지털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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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F. Meinecke), 국가 이성 
관념(Die Idee der 
Staatsraeson), 랑케(L.V. 
Ranke), 강대국들(Grosse 
Maechte)

5
소화8년 11월
1933년

6
소화9년 5월
1934년

서양사학개설
田保橋 ?, 
프랑스 혁

서양사학연습:  루드비히 
리스(L. Riess), 근세 문화

Ⅲ. 경성제대 『사학회보(회지)』 분석

  경성제대 사학과에서는 학과 잡지를 발간하였다. 1~8권까지는 史學會報였

고, 9권부터는 史學會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1. 사학회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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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학연습
명의 발자
취들(?)

발전(Gang der 
n e u z e i t l i c h e n 
kulturentwicklung)

7
소화10년 5월
1935년

서양사개설
졸업생논문목록 있으나 서
양사 분야 없음.

8
소화10년 10
월
1935년

8호부터 邦文史學關契雜誌
論文目錄 수록 시작: 동경
대의 사학잡지를 위시하여, 
史苑, 西洋史硏究, 史林, 
史淵, 史學硏究, 日大地域
學會의 會誌, 明治大學 史
學會報, 등 일본의 다양한 
사학 분야 잡지들 
金子 光介가 “독일의 키리
스야(?)愛護主義의 운동에 
관해서(1821~1829)” 史林

호
수

연도 강좌제목
졸업논문

목록
서양어 기증도서목록 논문

9
소화11년 6월
1936년

소화10년 10월~11년 4월
간의 기증도서목록, 서양
사분야 없음

10
소화11년 12월
1936년

H a rv a rd- Y e n ch in g 
Institut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Number I, II,

金子 교수, 
? 

11
소화12년 7월
1937년

서양사개설
국 사 ( 일 본
사)2편, 동
양사 6편, 
조선사 2
편, 서양사 
없음.

和文西洋史圖書目錄
구대사학회, Korean 
Astronomy
東洋文庫,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N. 8호

서 양 사 강 독 : 
L. Riess, 
Neuzeitliche 
Kulturentwi
cklung

12
소화13년 1월
1938년

H a rv a rd- Y e n ch in g 
Institute,  Harvard 

田保橋 ?,  
헨리 항해공

2. 사학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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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Asiatic 
Studies Number I, II

의 公生涯,  
드 로 이 젠 ,  
史 學 綱 要 에 
대한 요약문

14
소화15년
1940년

Harvard Journal Nr. 3

16
소화15년
1940년

香山 陽坪, 
近 世西 洋史
一?

17 ? 서양사개설 Harvard Journal Nr. 5
바호펜의 모
권론에 대한 
논문

18
소화17년 3월
1942년

金子 교수 이
임
서 양 사 개 설 : 
長 講師
외교사: 奧 
平 교수

호
수

서양사일반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

8

그리스 용병사
용의 유행과 그 
사적 의의(ギリ
シャ傭兵使用の
流行と其の史的
意義) / 이와사 
미 쓰 오 (岩左三
男)

프랑스 중세도
시의 성립에 대
하 여 ( フ ラ ン ス
に於ける中世都
市の成立につい
て) / 나카가와 
가 즈 오(中川 一
男)

독일의 마른
Marne 패전과 
헨치 중좌 파견
의 문제(ドイツ
のマルヌ敗戰と
ヘンチ中佐派遣
の問題 / 하라 
다 네 유 키 (原 種
行)

제논 초지문서  
 상(ズエノオン
草紙文書 上) / 
오와노 라이노
스 케(粟野頼之
祐)

중세 이탈리아 
및   독일 자유
도시의 비교(中
世に於ける伊太
利及獨逸自由都
市の比較) / 마

라인동맹을 중
심으로   살펴 
본 나폴레옹과 
달 베 르 크 간 의 
관계에 대하여
(ラ イ ン 同 盟を

3. 8집 이후 서양사분야 일본어 논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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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서양사일반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

쓰모토 도시로
(松本藤四郞)

中心として觀た
るナポレオンと
ダルベルヒとの
関係 に就 い て ) 
/ 소고 스케사
다(十河佑貞)

헤브라이 민족
의   사회사상
(ヘ ブ ラ イ 民族
の社会思想) / 
노노무라 가이
조(野々村戒三)

루터와 국가
(ル ー テ ル と 國
家) / 와타나베 
가나에(渡辺鼎)

독일의 그리스  
 애호주의 운동
에 대하여 : 
1821 – 1829
(ド イ ツ に 於 け
るギリシャ愛護
主義の運動に就
いて) / 가네코 
고 우 스 케 (金 子
光介)

헤브라이 율법
고 제   1부(希
伯來律法考 第
一部) / 나카니
시 게이지로(中
西敬二郞)

고딕의   문제
(ゴ テ イ ツ ク の
問題) / 오루이 
노부루(大類伸)

신 상 고 주 의 와   
이주문제의 언
론(新尙古主義
と二州問題の言
論) / 죠 히사
키치(長壽吉)

황제 셉티무스  
 세베루스 출현
고 ( 皇 帝 
S e p t i m i u s 
Severus 出現
考) / 기온지 
노 부 히 코 (祇園
寺信彦)

초기 스튜어트  
 왕조 두 왕 치
하의 영국(初期 
Stuart 朝二王
下の英國) / 모
리와키 데이지
(森脇貞二)

9

「군주론」과 그 
비 판 사 ( 「 君 主
論」と其の批判
史) / 히라쓰카 
히로시(平塚博)

로마제정초기알
렉산드리아그리
스인의유대인배
척 문 제
(1),(2),(3)(羅馬
帝政初期アレク
サンドリアに於

마 키 아 벨 리 와  
시 대 ( マ キ ア ヴ
エリと時代) / 
오루이 노부루
(大類伸)

「아른트표랑기」
의 사 료 적 가 치
(「アルント漂浪
記」の史料的価
値)/도키노야쓰
네 사 부 로 (時 野
谷常三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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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서양사일반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

けるギリシヤ人
のユダヤ人排斥
問 題 ( 一 ) ・ (
二)・(三))/히데
무 라 킨 지 (秀村
欣二)

마키아벨리「군
주론」과   프리
드리히 대왕 : 
「마키아벨리 박
론」(マキアヴエ
リ「君主論」とフ
リ ー ト リ ヒ 大
王：「マキアヴ
エリ駁論」) / 
무라오카 아키
라(村岡哲)

제논 초지문서  
 (중),(하)(ズエ
ノオン草紙文書 
(中)・(下))/오와
노 라 이 노 스 케
(粟野頼之祐)

비르투Virtu에  
 나타난 마키아
벨리의 국가사
상(Virtuに現は
れたるマキアヴ
エ リ の 国 家 思
想)/가나쿠라에
이 이 치(金倉 英
一)

볼테르의 사학
적   업적(ヴオ
ルテールの史学
的業績)/고토스
에오(後藤末雄)

마키아벨리「로
마사론」(マキア
ヴ エ リ 羅 馬 史
論)   / 모리와
키 데이지(森脇
貞二)

알렉산드로스의 
암몬   참배행
과 세계의식 : 
「전인류의 동포
적관념」의 탄생
에 대하여 (1), 
(2)( アレクサン
ドロスのアムモ
オン参杯行と世
界意識：「全人
類 の 同 胞 的 観
念」の誕生に就
い て 就 い て (
一)・(二))/오와
노 라 이 노 스 케
(粟野頼之祐)

마 키 아 벨 리 의   
서 간 으 로 부 터
(マ キ ア ヴ エ リ
の書簡より) / 
사이토 지로(齋
藤二郎)

마치니와 청년  
 이탈리아(マツ
チーニと青年イ
タリヤ)/사누이
데 쓰 오 (讃 井鐵
男)

마 키 아 벨 리 의   
전 술 론 ( マ キ ア
ヴ エ リ の 戦 術
論) / 이시이 

이집트의 우궁
隅弓   및 기리
멘의 종유 장식
과 기둥의 고마

봉건시대 유럽
의   경제사회
생활 (1)(欧州に
於ける封建時代

1878년 기독교  
 사회당의 지위
(一八七八年基
督敎社会党の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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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서양사일반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

야 지 로 (石 井彌
二郎)

카 라 쟈 쿠 리 (埃
及に於ける隅弓
及切

の 経 済 社 会 生
活)/나카가와가
즈오(中川一男)

位)/죠히사키치
(長壽吉)

마키아벨리「피
렌체사」   (マ
キアヴエリ「フ
ロレンス史」) / 
미야자키 노부
히코(宮崎信彦)

面の鐘乳飾と柱
の 胡麻殼決り ) 
/ 오토마  이와
지(大苫岩治)

프랑크의   문
운흥륭에 대하
여 ( フ ラ ン ク の
文運興隆につい
て) / 야마나카 
겐지(山中謙二)

1 9 1 2 년 의   
「홀데인 파견」
을 중심으로 한 
영국-독일 해군
관계 (2)(一九一
二の「ハルデー
ン派遣」を主と
する英独海軍関
係(二))/오오무
라 사 쿠 지 로 ( 大
村作次郎)

마 키 아 벨 리 의   
국가이론에 있
어서 자료로서
의 고대(マキア
ヴエリの國家理
論に於ける資料
と し て の 古 代 ) 
/ 기온지 노부
히 코(祇園字信
彦)

고 대 경 제 사   
개 설(古代經濟
史槪說) / 무카
이 아키라(向井
章)

16세기 후반   
유럽인이 제작
한 세계지도상
의 일본의 변천
(十六世紀後半
ヨーロッパ人作
世界地図上の日
本の変遷)/오카
모 토 요 시 토 모
(岡本良知)

마이네케가 바
라본   마키아
벨리(Meineke
の見たるマキア
ヴエリ) / 하기
나카 미쓰오(萩
中三雄)

헤브라이 율법
고 제   2부(希
伯來律法考 第
二部) / 나카니
시 게이지로(中
西敬二郞)

영국의 초기 광
산   주식회사
(英 国に 於け る
初期鉱山株式会
社)/오오쓰카히
사오(大塚久雄)

마 키 아 벨 리 와   
현대의 정치적 
제 문 제 ( マ キ ア
ヴエリと現代の
政治的諸問題) 

로마인의   도
시 생 활 (羅馬人
の都市生活) / 
시마다 히사키
치(島田久吉)

중세 프리지아  
 인의 자유정신
과 그 역사(中
世フリス人の自
由精神とその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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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서양사일반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

/ 무라오카 아
키라(村岡哲)

史)/아사히유케
이(朝日融溪)

서양사에 있어
서   동방의 의
의 (西洋史に 於
け る 東 洋 の 意
義) / 오루이 
노부루(大類伸)

종교전파에 있
어서의   지리
적 제약 : 기독
교를 중심으로 
살 펴 보 며 (宗 敎
傳播に於ける地
理的制約：基督
敎を中心として
観たる) / 이나
가키 료슌(稲垣
了俊)

프 리 드 리 히   
마 이 네 케 ( フ
リードリツヒ・
マイネツケ) / 
하야시 겐타로
(林健太郎)

종교개혁과 대
학   (상)(宗教
改 革 と 大 学 
(上)) / 이시하
라 겐(石原謙)

사 료 로 서 의   
에 브 리 맨
Everyman 본
本 카를12세사
(史 料と し て の
エ ヴ リ マ ン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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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서양사일반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

チャールス十二
世史) / 사카이 
사 부 로 (酒 井三
郎)
프랑스 중상주
의의   기원과 
그 의의에 대하
여 (フ ラ ン ス 重
商主義の起源と
その意義につい
て) / 나카가와 
가 즈 오 (中 川一
男)

11

칼비니즘의 역
사적 의의 / 후
루야 이쿠오

디온 크리소스
토모스의 군주
관 / 데루이 유
타카

전술사戰術史에  
있어 니콜로 마
키아벨리의 지
위에 대하여 / 
시바야마 에이
치

비 스 마 르 크 의  
정치사상의 역
사적 고찰(上) / 
하야시 겐타로

신성동맹과  국
제연맹 / 무라
가와 겐고

유대 사상과 맑
시즘   / 노노
무라 로슈

플라톤,   아리
스 토 텔 레 스 의 
참주정치론 / 
아나하라 에자
부로

서양봉건제도의  
 개설槪說 / 우
라베 모모타로

볼 링 브 로 크   
자작과사학설史
學說 / 지요다 
겐

비 스 마 르 크 의   
기로岐路와 운
명 / 죠 히사키
치

아메리카 사학
사   오십년 / 
시미즈 히로시

민족대이동 원
인의   재검토 
/ 야마나카 겐
지

중세초기 독일
의   유태인 문
제 (二・完)/마
토바도쿠조

제 일차 모로코  
 문제와 폰 홀
슈타인 / 고바
야시 에자부로

스페인의 혁명
(二・三完)/에
이다요우

아라비아 음악
의   세계적 의
의 / 하라다 다
다즈미

베니스의   근
동 近 東 무 역 과 
제 4차 십자군 
/ 사이토 지로

그레이 내각의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상원의
원임명 문제 / 
오카노 헤이키
치

헤르델, 슐레겔,  
 헤겔의 세계사
상 (5) / 지요
다 겐

마그나 카르타  
 연 구 서 설 
(一・ 二完)/야
구치고타로

대전 전의   영
국-독일 해군교
섭 전사前史의 
일 절 一節(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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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서양사일반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

二完)/야마와키
시게카쓰

중세(서양)상업 
중의   문제 약
간 / 미야시타 
고키치

프랑스 내란에 
대한   비스마
르크의 간섭정
책 / 니시 가이
타로

칼뱅의 사회경
제관   관견管
見 / 와타나베 
가나에 

아메리카 경제
사에   있어 남
북전쟁의 의의 
/ 호리에 혼조

타히티 섬 문제
를   통해 바라
본 영국-프랑스 
간의 외교관계 
/ 후지타 도라
이치
근세유태주의 / 
나이토   도모
히데
가톨릭 사가史
家   얀센의 성
장 – 프랑크푸
르트 시대 초기 
까지- / 고바야
시 마사유키

18세기 당초의  
 영국에 있어서 
공채公債 과세
문제에 대하여 
/ 이데 후미오

프랑스 중상주
의   시대에 있
어서 리옹의 특
수지위 / 도쿠
마스 에이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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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쇼와 11년도  
우리 서양사학
계의 상황 / 다
나카 마사요시

고대 희랍의  
올림픽 게임 / 
사다가네 우겐
지

후스 전쟁에 있
어서 교회와 국
가사회 / 하기
나카 미쓰오(萩
中三雄)

신성동맹과국제
연맹(下・完)/무
라카와겐고

비 스 마 르 크 의 
정치사상의 역
사적 고찰 / 하
야시 겐타로

페 스 탈 로 치 의   
프랑스혁명 / 
후나코시 야스
히사

로마 황제   트
라야누스의 동
방정책에 대하
여 / 지카야마 
긴지

유럽 중세의   
군도群盜에 대
하여 / 오가와 
가즈마스

영국 측에서 바
라본   프랑스 
총재정부의 아
일랜드 침입 / 
도키노야 쓰네
사부로 

신 성 동 맹 과   
국 제 연 맹 (下 ・
完)/무라카와겐
고

헤르델, 슐레겔,  
 헤겔의 세계사
상 (完) / 지요
다 겐

고대 헤브라이  
 민족의 가족도
덕에 대하여-효
도(四) / (저자
가 나와있지 않
음)

중세에 있어서  
 교황청의 재정
과 이탈리아 자
본주의의 대두 
/ 다나카 쓰토
무

『계몽적   전제
정치』의 구조 / 
무라오카 아키
라

비 스 마 르 크 와 
칠오년   위기 
/ 죠 히사키치

플라톤과 시칠
리아   사史의 
자료 / 아오키 
이와오

14세기 플로렌
스   세계무역
의 일고찰 / 오
니즈카 노부히
코

르네상스의 개
념   / 오루이 
노부루

소위所謂   보
이스트의보복책
에대하여 / 고
바야시 에자부
로

오서사료五書史
料   분류표 / 
나카니시 게이
지로

중세 북유럽 상
업의   전개(一) 
/ 마시타 시로

앙리 4세의   
시 민 경 제 사 회 
통제 / 나카가
와 가즈오

소비에트 외교
의   변천 / 오
시다 히토시

서양사에 있어
서   여성 / 나
카가와 가즈오

중세사에 있어
서   길드 및 
좌座가 가지는 
문화사적 의의 
/ 사쿠라이 안
지 

라인 동맹을   
중심으로 살펴 
본 나폴레옹과 
달 베 르 크 간 의 
관계에 대하여 
/ 소고 스케사
다

아라비아 음악
의   세계사적 
의의(二完) / 
하라다 다다즈

영국의 절대주
의   시대의 농
업문제(一) / 이
와키 히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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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니콜로 마키아
벨리   론論(一) 
/ 니시무라 데
이지

15세기 단치히
에   있어서 선
박 공 유 조 합 에 
대 하 여 (一 ・ 二
完)/다카무라쇼
헤이

사적 조류로부
터   살펴 본 
광표狂颷시대에
대하여/가네코
고스케

14

쇼와 12년도에 
있어 우리나라 
서 양 사 학 계 의 
상황 / 하야시 
겐타로

*고대 크레타 
인의 항해(古代
クリート人の航
海) / 하기노 
히로시(萩野博)

*메로빙거 왕조
의 토지제도의 
발 달 ( メ ロ ウ ィ
ンガー朝に於け
る土地制度の發
達) / 후나코시 
야 스 쥬(舟越 康
寿)

*하리 폰 아르
님의 죄안罪案
과 비스마르크
( ハ ル リ ー ・
フォン・アルニ
ムの罪案とビス
マルク) / 도키
노야 쓰네사부
로(時野谷常三
郎)

*독일 동방 정
책의 어제와 오
늘 (獨逸東方政
策の今昔) / 야
마나카 겐지(山
中謙二)

*프랑스 사학사
史學史 에 있어 
중세 연구의 의
의 / 죠 히사키
치

*아테네를 중심
으로 살펴 본 
고대 희랍의 전
몰전사 戰歿戰
士 를 조제弔祭
하는 제도에 대
하여(一・二)(ア
テナイを中心と
して見たる古代
希臘の戰歿戰士
を弔祭する制度

*노르웨이에 있
어 독일 한자의 
상업-주로 16세
기에 이를 때까
지의 베르겐의 
상관에 대하여
-(諾威に於ける
獨逸ハンザの商
業-主として十
六世紀に至る迄
のベルゲンの商

*성립기의 근대
국가(上)(成立期
の近代国家(上)) 
/ 나카야마 하
루 카 즈 (中 山治
一)

*세계대전에 있
어 탄넨베르크 
전투의 의의
(二)(世界大戰に
於けるタンネン
ベルク戦の意義
(二)) / 야마와
키 시게오(山脇
重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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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 つ い て (一 ・
二)) / 오와노 
라 이 노 스 케 (粟
野頼之祐)

館に就いて-) / 
다카무라 쇼헤
이(高村象平)

*예수전イエス
傳의 사료에 대
하여 / 야마야 
쇼조

*회교도의 영걸 
살 라 딘(囘教 徒
の英傑サラディ
ン)  / 오카지
마 세타로(岡島
誠太郎)

*헤르델의 정치
적 관심과 「인
성서간」(ヘルデ
ルの政治的關心
と「人性書簡」)  
/ 고바야시 에
자 부 로 (小 林栄
三郎)

*실러의 사학史
學과 역사 / 우
치야마 데이조

*사모아 분쟁
(サモア紛爭) / 
오타 히토시(太
田等)

*푸펜도르프의 
「도이치 제국 
정정론政情論」
에 대하여 / 고
바야시 에자부
로

*비스마르크와 
이탈리아 전역 
전 후 ( ビ ス マ ル
クと伊太利戦役
前後) / 죠 히
사키치(長壽吉)

*콜베르의 경제
정책 비판 –경
제와 역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 나카가와 이
사미

*모더니즘의 사
상사적 전제(モ
ダニズムの思想
史的前提) / 이
키 스세이(伊岐
須清)

*구빈제도救貧
制度의 문화사
적 고찰 / 고지
마 유키하루

*루터와 근대사
회 (ル タ ー と 近
代社会) / 오타 
히로시(太田廣)

*독일 민법사의 
개관 / 이마이
즈미 고타로

*종교개혁시대
의 독선주의(宗
敎改革時代の獨
善主義) / 와타
나베 가나에(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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邊鼎)

*러시아 민족과 
문화 / 이와마 
도루

*피히테의 나폴
레옹 론(フィヒ
テのナポレオン
論) / 다카야마 
가 즈 토 (高 山一
十)

*독일 정치 조
직의 역사적 기
초 / 테오도르 
마이어 著・호
리고메 요조 譯

*「국제노동자협
회」의 기원에 
대하여(「國際勞
働者協會」の起
源に就いて) / 
히라이 아라타
(平井新)

*라인 동맹을 
중심으로 살펴
본 나폴레옹과 
달 베 르 크 간 의 
관계에 대하여
(四完)(  ライン
同盟を中心とし
て觀たるナポレ
オンとダルベル
ヒとの関係に就
いて(四完)) / 
소고 스케사다
(十河佑貞)
*정치사가 달만
과 트라이치케
(其一)( 政治史
家ダールマンと
トライチケ) / 
고바야시 히데
오(小林秀雄)

*네덜란드 인의 
동방 발전(和蘭



274

호
수

서양사일반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

人の東方發展) 
/ 이타자와 다
케오(板澤 武雄)
*영국의 농업 
자본가의 탄생
(イ ギ リ ス に 於
ける農業資本家
の誕生) / 무라
노 다카시(村野
孝)
*레오폴드 폰 
랑 케 ( レ オ ポ ル
ド・フォン・ラ
ンケ)  / 프리
드리히 마이네
케 著・니시무
라 데이지(西村
貞二) 譯
*비스마르크와 
라 살 레 (一 ・ 二
完)(ビスマルク
と ラ ッ サ ー ル
(一・二完)) / 
하야시 겐타로
(林健太郎)

*농촌의 직원과 
도시의 직원
(上・下)-16・
17세기의 영국 
모직물 공업에 
대한 직원의 두 
가지 형태-(農
村の織元と都市
の 織 元 ( 上 ・
下)-十六・七世
紀のイギリス毛
織物工業に於け
る織元の二の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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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쓰카 히
사오(大塚久雄)
*산업혁명 이전
의 영국 양모공
업의 발달(産業
革命以前に於け
る英国羊毛工業
の發展) / 다케
나카 야스카즈
(竹中靖一)
*소위 “Miller  
Arnold-Prozes
s”의 역사적 의
의(所謂 “Miller 
Arnold-Prozes
s ” の 歴 史 的 意
義) / 무라오카 
아키라(村岡哲)

Ⅳ. 회의록

  본 연구팀은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 모임을 몇 차례 가진 후 연구 과

제 선정 후 4회의 회의를 가졌다.

1. 6월 17일

  연구팀의 구체적 구성, 연구 분담, 대체적인 연구 방향과 일정에 대한 논의. 

일본어로 된 사학회보 및 기타 사료들을 읽기 위해 일본어 가능 보조 인력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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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 절감. 행정조교 및 동양사학과 일본어 전공 보조 연구원 고용. 고문헌 자

료실을 방문하여 송지형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자료실을 직접 보고 원부를 비

롯한 이용가능한 자료들을 확인.

2. 7월 15일

  규장각 연구교수 정준영 선생님을 모시고 자문 회의. 경성제국대학의 전체적 

성격과 관련하여 서양사 관련 도서들의 구성을 어떠한 방향에서 봐야 하는지

에 대한 조언. 여기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경성제대의 상이한 측면들

  경성제대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식민지 대학이자 동시에 제국대학의 일부였

다. 서양의 경우 식민지 대학은 식민지인들이 본국으로 진학하는 것을 차단하

기 위한 지방 교육기관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의 경우 경성제대

를 본국과 동일한 위상의 제국 대학, 즉 일본의 7번째 제국대학으로 간주했다. 

이는 일본의 식민주의 이념인 동화주의의 발로였지만, 이로 인해 조선총독부는 

대학 자치를 용납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제국대학으로서의 위상 때

문에 생겨난 요구들은 식민지 대학의 이해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경성제대는 식민지 내의 고립된 일종의 섬으로서 기능했다. 식민지 외부와 달

리 제국의 엘리트라는 특권 때문에 지식인들이 상대적 자유를 누려서 좌파 학

자들의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경성제대의 교양주의나 학문적 자율성에 대한 향수가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국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와 실천 사이에 충돌과 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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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성제대의 편제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

을까?

나. 장서 구성

  서양서나 서양사 관련 자료 구입에 누가 관여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본 대학 도서관들의 행정 문서를 보면 간접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장서 구성은 매우 불균형적인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서양서 

구입 동기와 배경을 열거하자면 교수들의 연구 목적, 아카데미즘 확보를 위한 

폭넓은 교양서 구비, 서구의 고등 지식과 과학의 (선택적) 수입 등을 들 수 있

다. 여기서 식민지 대학으로서의 특수성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찰해 볼 수 

있다. 많은 경우 교수와 학과 소속 연구실 도서들이 중앙도서관에 통합되었는

데, 직인들(원부)을 통해서 책의 출처를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도서의 이

동과 이전에 대한 연구가 부재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경성제대 설립-해방-한국

전쟁-서울대 복귀로 이어지는 사건들 동안 장서들이 어떤 운명을 겪었는지에 

대한 사건의 재구성 및 고문헌 도서실 장서의 문화적 역사에 대한 고찰이 필

요하다.  

3. 8월 5일 : 중간 점검 및 중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모임

 

  가. 각 연구원 별 그 동안 진척 상황 발표. 독일사 자료는 베를린 도서관 목

록과 비교 대조 중. 프랑스사 자료는 프랑스어 자료 전수 조사를 통해 역사 관

련 자료 재수집 중. 

  나. 목록 점검 결과 분류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 부각. 사례를 통해 지적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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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키워드 재검토 가능. 귀중본 및 재분류 요청이나 귀중본으로 분류가능한 추

가 자료들 지적 및 몇몇 귀중본 해제.

  다. 공동 연구의 대략적 방향 설정

(1) 양적 연구: 목록 통계와 경향성 분석.

(2) 질적 분석: 질적 분석과 구체적 해제를 위한 공통 테마는

  (가) 한국 저자들의 서양어책들 혹은 한국 관련 서적들

  (나) 사회주의 및 노동문제

  (다) 문명사적 관심

  (라) 당시의 특별한 관심사들을 부각시킴으로써 1920~30년대의 지성사 복

원. 

  (마) 제국 경영에 대한 입장을 주로 볼 수 있으나 기독교 관련 테마도 가능

한지 볼 것.

(3) 기타

  (가) 도서관에서 이후 컨텐츠 개발에 가능한 자료들 역시 소개 가능. 삽화, 

사진, 지도가 있는 책들을 묶어서 소개할 수 있음.

4. 8월 22일 : 중간보고서 작성 직전 모임 

가. 각 연구원별 중간 발표

(1) 공통 주제 발견 : 주요 관심사는 전쟁(특히 제1차 세계대전과 러일전쟁), 

문명사, 혁명. 이후 공동 작업을 위해서 주요 키워드별 분류 필요. 우선적

으로 주요 tag 세 가지는 한국, 전쟁(1차대전, 러일전쟁, 전쟁 일반), 혁명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1848년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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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계획 논의: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님에게 자문을 부탁해서 동경제대 

및 다른 일본의 식민지 대학과의 비교 작업 수행. 중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 사항 논의. 

5. 중간보고서 논평

  고문헌 자료실 측에서 다음과 같이 중간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보내 주어, 이

후 업무에 참고하기로 함. 

  우선 2014년도에 역사 분야 서양서 단행본의 서지 정보를 보완. 연구 팀에 

제공한 파일(엑셀 형식)은 보완 전 단계의 파일로, 출판사가 거의 입력되어 있

지 않음. (대부분 [s.n.]=(sine nomine)으로 입력) 현재 출판사 정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지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출판사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재검색

하여 입력하거나, 아니면 일괄 삭제하는 편이 나을 것. 

  또한 엑셀 서식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어 발음 기호 등이 출

력되지 않는 등 서명에 오류가 많고, 출판연도가 복수인 시리즈물의 경우에는 

출판연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었음. 예를 들어 16페이지에서 지적하신 랑

케 저술의 출간 연대가 모두 1870년인 이유는 실제 서지 정보를 살펴보면 

1870-90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뒤의 –90’을 엑셀로 변환할 방법이 없어 생략

된 것. 따라서 서지 정보의 오류는 제공해 드린 엑셀 파일에 근거하지 말고 도

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명을 검색하여 그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에만 오류

가 있다고 지적.

  이하 사소한 오류에 대한 지적.

  - 4페이지. 고문헌 도서실 → 고문헌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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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페이지. 연암문고에 조선 관련 프랑스어 도서가 17종이라는 점은 확인

이 필요합니다. 명지대학교에서 펴낸 『Bibliography of western 

language publications on Korea 1588-1950』을 보더라도 17종 이상의 

프랑스어 도서 발견.

  - 17페이지. 서술하신 베를린국립도서관 부재도서를 모두 검색한 것은 아니

나, 쾨프(Koepp)의 고고학 4권은 베를린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임. 

(http://d-nb.info/580419053)

  - 18페이지. 당시 사서들은 고고학은 H010(H020, H023, H026, H028 포

함)으로 주제분류하였으며, 나머지 역사서는 시대구분이 아닌 지역구분을 

우선하였음. 다만 H100~H190에 이집트, 페르시아, 고대 그리스, 로마 등 

고대민족에 대하여 주제 분류하여 정리.

  - 31페이지. 이미 부여한 주제 분류를 수정하지 않을 것. 당시의 정리 행위 

자체가 사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후세에 다시 재정리할 경우 더 

큰 혼란 초래. 따라서 도서관에서 예로 든 한스 프루츠(Hans Prutz)의 책

을 중세사로 재정리하는 일은 없을 것. 주제 분류를 새로 하지 않더라도 

중복 주제의 도서는 다른 주제명을 부여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도서관 정

리 기법 존재.

  - ‘시리즈 물임에도 번호가 하나로 되어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매 권마다 

다른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은 아마도 도서관의 입수 시점과도 관련이 있

을 듯. 도서관은 시리즈를 동시에 입수하였거나 시리즈를 서로 다른 시점

에서 낱권으로 입수하였을 것. 시리즈의 완결 여부와 상관없이 입고 시점

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도서관의 입장을 고려.

  - 36페이지. ‘몽고 제국’이나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이나 ‘칭기즈 칸’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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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 몽고는 몽골을 한자로, 징기스칸은 칭기즈 칸을 독일어로 음차한 

발음.

6. 9월 19일 정근식 교수님 특강

  정근식 교수는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제도 이식론과 권

력의 재현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강

연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성제대 도서관은 총독부 도서관보다도 훨씬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

음. 패전 당시 조선 총독부 도서관의 경우 33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

었으나 경성제대 도서관의 경우 55만권의 장서를 보유한 조선 최대의 도

서관이었음. 

  - 그러나 1930년대 후반기에 도서관의 사상통제 기능이 강화되면서부터는 

총독부 도서관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됨. 

  - 일본 제국 도서관, 특히 동경제대 도서관이 이식되는 방식으로 형성됨. 도

서관 열암 업무는 26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이용통계가 작성

됨. 

  - 조선인 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양 교육을 통해 민족주의 대신 제국 엘리트

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함. 

  - 1938년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 규정이 개정되어 소장 도서의 종별 구성

에서 특수도서가 추가되었다. 특수 도서는 좌익 사상이나 식민지 지배 체

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체제 비판적 서적을 가리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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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월 10일 회의(증거 자료 첨부)

2014년 10월 10일 회의

일시: 2014년 10월 10일 13~14시

장소: 서양사학과 자료실

참석자: 박재욱, 권윤경, 문수현

회의 결정 사항

가. 조교 채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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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생 조교의 경우 고지도 촬영과 문서 편집을 위해 학부생 조교를 채용

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가, 고지도 촬영은 아이폰으로 하기로 하고, 문서 

편집의 경우, 박재욱 선생이 담당하기로 결정함.

(2) 일본어 조교의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더 진행한 후에 결정하기

로 함.

나. 중간 보고서에 기재한 이후 연구 방향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들과 

일정

(1) 고지도에 나타난 한중일 국경 설정에 대한 연구 :  각 연구자들이 자기 연

구 언어로 된 고지도에 나타난 자료들을 촬영해서 사용하기로 함. 촬영이 

끝나는 대로 카페에 올릴 것. 

(2) 전쟁, 사회주의, 한국 등을 키워드로 하는 각 언어별 연구서들이 보이는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각각 분석해서 10월 22일 회의 전까지 카페 홈피

에 올리기로 결정함. 

(3) 도서관과 제국 운영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 

  - 도서 원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기로 함. 예를 들어 37년 이후 연속 

간행물 중 구입이 중단되는 잡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혹은 도서구입

의 양이나 주제의 측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 

  - 그러나 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게 되면 2차 대전 발발로 인하여 독일, 프

랑스 등의 경우에도 도서 생산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경성제대에서 도서 구매 패턴의 변화를 보일지라도 이 변화가 유럽 

국가에서 기인하는지, 일본 제국주의의 변화에서 기인하는지 인과 관계를 

분명히 밝히기가 어렵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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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암 문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관련 도서 리스트와 경성제대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 리스트를 비교하여, 각국어로 된 한국 관련 도서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5) Virtual Archive에 대해서는 권 윤경 선생이 서술을 덧붙이기로 함. 

(6) 일본 제국주의가 가지던 구상이 경성제대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실행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순을 밝히는 것. 제국 경영의 의도와 식민지 내 지적 

조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논문도 존재. 37년 이전의 경우 자유주의 

사상을 퍼뜨림으로써 민족주의 생성을 막고자 하기도 했다는 것. 

  -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혁명 등 제국 경영에 반기를 드는 내용의 도서

들이 어느 정도로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다. 새롭게 제안된 향후 연구 방안

(1) 문수현은 독일 세계사 속의 한국사 서술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함. 프랑스 

사의 경우 세계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이주영 선생이 영어

권의 “세계사 서술과 한국사”에 대해서 쓰도록 관하기로 함. 

(2) 세계사 부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독일의 “세계사(Weltgeschichte)”의 경우 

1차 대전 당시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황제의 동원 포고령 사료 등 현

재의 세계사 교재에서도 보기 어려운 자료들을 정리하기로 함. 

  - 그러나 이 자료가 인터넷에서 이미 접근 가능한 자료인지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3) 각국 도서 문화를 보여주는 저서들을 찾아서 “도서 디자인 전시회”를 제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300년의 시기를 100년 단위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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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어로 쓰여진 책들을 각각 한 권씩, 모두 9권을 설정해서 도서 

디자인 전시회를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8. 11월 20일 회의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함. 편집 조교에게 분담할 일에 대해

서 논의하였고, 고문헌 자료실을 함께 방문하여 남은 작업을 해 나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