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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四庫全書≫는 淸代 乾隆年間에 편찬된 중국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叢書

로 당시 중국의 문화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출판 사업이었다. 더

욱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청조는 ≪四庫全書≫를 편찬하면서 나라의 疆域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기준아래 약간의 외국인 저작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약간의 외국인 저작 가운데 한국인의 저작역시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이다. 사실 ≪四庫全書≫의 편찬은 청조학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의 문인·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박지원은 燕行길에 文淵

閣을 珠簾틈으로 살펴보고 「文華殿 앞에 있는 殿閣을 文淵이라 부른다. 여

기는 天子가 藏書를 하는 곳이다. 明나라 正統6년에 宋, 金, 元시기 소장하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
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32-A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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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책을 모아 목록을 만들었는데 모두 4萬3千2百餘卷이었고, 다시 ≪永

樂大典≫2萬3千9百37卷을 合쳤다. 만일 근래에 刊行된 ≪(古今)圖書集成≫

과 지금 皇帝가 수집한 ≪四庫全書≫를 보태었다면 아마도 書庫는 다 차고

밖에 露積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門이 채워져 간신히 珠簾틈으로 대강 殿閣

의 웅심함을 보았으나 天子의 豊富한 藏書는 엿 보지 못하였으니 매우 한스러

운 일이로다.」1)라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四庫全書≫에 관한 기록이 적

지 않은 朝鮮學者들의 문집에서 발견되어 진다.2) 특히 당시의 燕行使臣은 ≪

四庫全書≫속에 조선인의 저작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3)

또한 ≪四庫全書簡明目錄≫과 ≪四庫全書總目≫의 유입으로 인해 조선의 문

인학자들은 ≪四庫全書≫에 수록되어진 조선인의 저작에 대해 관련사항을 파

악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4) 그러나 正祖가 ≪四庫全書≫를 구입하려

다 실패한 이후로 조선의 문인학자들은 직접 ≪四庫全書≫를 접할 수 있는 기

회가 없는 까닭으로 ≪四庫全書≫에 어떠한 한국인의 저작이 수록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 할 길은 없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비교적 상세한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朴殷植이

다. 그는 1923년11월4일자 東亞日報에 〈≪四庫全書≫에 대한 感想〉을 기

고하면서 ≪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인의 著作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

1) 朴趾源〈黃圖紀略 · 文淵閣〉云: 「文華殿前有閣曰文淵, 天子藏書之所也. 皇明正統
六年, 合宋金元所儲而編定目錄, 凡四萬三千二百餘卷, 增以≪永樂大典≫多至二萬三千

九百三十七卷. 若復益以近世所刊≪圖書集成≫、今皇帝所輯≪四庫全書≫, 則想應充溢
露積於外耳. 門鎖只從簾隙略望殿閣之雄心, 而未窺天子縹箱之富可恨也.」≪熱河日記≫，
林基中編, ≪燕行錄全集≫卷五十六, 서울, 동국대학교출판사，2001，495면.

2) 예를 들면 李德懋, 〈四庫全書〉,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本, 卷56, 540-
542면. 柳得恭, 〈紀曉嵐大宗伯〉, ≪灤陽錄≫, ≪遼海叢書≫本, 卷二, 6a-7b면 등
에 ≪四庫全書≫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3) 예를 들어 박지원과 柳得恭은 ≪徐花潭集≫이 ≪四庫全書≫에 編入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유득공의 「紀曉嵐大宗伯」(≪灤陽錄≫卷二, ≪遼海叢書≫本, 서울, 遼海書社,
1987, 737-739면)과 박지원의 〈徐花潭集〉, ≪熱河日記·口外異聞≫(455-456면)을

참조할 것.

4) ≪四庫全書簡明目錄≫에 대한 기록은 成海應의 〈與人書〉(≪硏經齋全集≫卷九)와 尹
行恁의 〈書≪四庫全書簡明目錄≫後〉(≪碩齋稿≫卷十五) 등에 보인다. ≪四庫全書總
目≫에 관한 기록은 洪奭周의 〈書≪四庫全書總目≫後〉(≪淵泉集≫卷二十)와 徐有榘

의 〈題圖書待訪錄〉(≪楓石全集·金華知非集≫卷九) 등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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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우리史籍의 ≪朝鮮史略≫과 ≪東國通鑑≫과 徐兢≪圖經≫等에 有한 것이 歡

喜할바이나 該書등의 疏略하고 陋한點이 有함으로 우리祖宗의 문화를 發表할材

料가 完全치못한 것이 遺感이오. 우리 先輩의 著作으로는 崔孤雲의 ≪桂苑筆

耕≫과 元嘵의 ≪大乘起信論疏≫와 ≪徐花潭集≫과 許浚氏의≪東醫寶鑑≫이

有하되 柳氏의≪磬溪隨錄≫과 丁氏의≪與猶堂集≫같은 大著作이 參列되지 못한

것이 遺感이라. 余의 述한 李忠武舜臣傳이 비록 小著이나 우리 偉人의 完史가

됨으로 該庫와밋 各圖書館에 寄置한바 有하였도다.5)

문제는 朴殷植이 무엇에 根據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

다는 것이다. 그 후에 卞麟錫은 실제로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장 되어있는 文

淵閣本 ≪四庫全書≫를 조사한 뒤 ≪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적지 않은

외국인 著書중 朝鮮人의 著書는 「『高麗史2卷, 鄭麟趾』, 『東國通鑑56

卷, 徐巨正』, 『桂苑筆耕20권, 崔孤雲』, 『大乘起信論疏2卷, 元曉』,

『徐花潭集』,『東醫寶鑑25卷, 許浚』」6) 6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먼저 朴殷植과 卞麟錫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동일한

주제를 연구한 중국과 일본학자들의 주장역시 朴, 卞 두 사람의 의견과 일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臺灣학자 吳哲夫는 ≪四庫全書≫와 ≪存

目≫에 수록된 조선인 저서는 ≪朝鮮史略≫, ≪高麗史≫, ≪朝鮮志≫, ≪欽

定武英殿聚珍本程式≫, ≪徐花潭集≫등 모두 5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7)

일본 학자 藤塚鄰은 ≪朝鮮史略≫, ≪高麗史≫, ≪朝鮮志≫, ≪朝鮮史略≫,

≪徐花潭集≫등 5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8) 비록 藤塚鄰이나 吳哲夫의 견해

도 수정할 부분이 없지 않으나9) 朴殷植과 卞麟錫의 주장은 사실과 많은 차이

5) 朴殷植, ≪白巖朴殷植全集≫(제5권(시문)), 서울, 동방미디어, 2002, 561면.

6) 卞麟錫, ≪四庫全書朝鮮史料의 硏究≫, 嶺南大學校出版部, 1977,10면.

7) 吳哲夫著, 〈≪四庫全書≫收錄外國人作品之探求〉, ≪第四屆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
議論文集≫(臺北, 聯合報文化基金會國學文獻館，1991년8월), 61-85면.

8) 藤塚隣著、藤塚明直編, ≪淸朝文化東傳の硏究：嘉慶·道光學壇と李朝の金院堂≫(東京：
國書刊行會，昭和50[1975]) ，18-22면.

9) 吳哲夫는 ≪四庫全書總目≫卷七十八, 史部三十四, 地理類存目七에 수록되어 있는 ≪朝
鮮國志≫를 한국인저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四庫全書總目·朝鮮國志≫에

서 「≪京都≫, ≪風俗≫,≪山川≫,≪古都≫,≪古迹≫ 등의 五門이 있는데 그 중 우리



204 ≪中國文學硏究≫ㆍ제40집

가 있다.

본문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는 朴殷植과 卞麟錫의 견해에 대해 아직까지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朴殷植과 卞麟錫의 주장이

제기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고 있다. 비록 개별

논문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10) 둘째, 상술한 朴殷植, 卞麟錫, 吳哲夫, 藤塚鄰 등의 연구에서는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되기 이전 단계 즉 各省에서 서적을 중앙정

부로 進呈할 단계에서 한국인 저작의 수집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동시에 ≪四庫全書≫와 ≪存目≫에 한국인 저작이 수록되어진 기준에

대해서 다른 외국인 저작의 수록원칙과 더불어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四庫全書≫와 ≪存目≫에 한국인 저작이 수록된 것이 과연

어떠한 문화적 함의를 지니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소략하다.

본 논문은 상술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먼저 ≪四庫全書≫ 편찬과정에서

중앙정부에 進呈된 한국인 저작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동시에≪四庫

全書≫와 ≪存目≫에 수록되어진 한국인 저작이 무엇이며, 그 수록근거는 무

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갖는 문화적 함의

가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토대를

康獻王이라는 칭호에서 조선인의 저작임을 알 수 있다(所存惟≪京都≫, ≪風俗≫,≪山
川≫,≪古都≫,≪古迹≫五門. 中稱我康獻王, 知爲朝鮮人作).」(2073면)라는 내용에서

≪朝鮮國志≫가 한국인의 저작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藤塚鄰은 ≪欽定武英殿聚珍
本程式≫을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된 한국인 저작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
나 중국학자 陳東輝는 〈≪四庫全書≫及其存目書收錄外國人著作種數考辨〉(≪杭州大

學學報≫第28卷第3期，1998年7月)에서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된 한국인 저
작은 ≪朝鮮史略≫, ≪高麗史≫, ≪朝鮮志≫, ≪朝鮮國志≫, ≪欽定武英殿聚珍本程式≫,
≪徐花潭集≫ 등의 6종류라고 주장한다.

10) 金文植은 〈18세기 후반 서울 學人의 淸學認識과 淸 文物 도입론〉에서 卞麟錫의 주

장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그가 조선관계 사료로 제시한 ≪朝鮮史略≫(일명≪東國史
略≫, 6권)은 조선전기 朴祥의 저술이며, 그 외에도 조선인의 저술이 더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卞麟錫의 견해를 일부 수정하면서도 근거자료 없는 개연성만을

제기하고 있다.≪奎章閣≫17輯, 1994년12월, 18면.



≪四庫全書≫와 ≪存目≫에 收錄된 韓國人 著作과 그 文化意義 205

마련하고자 한다.

Ⅱ. ≪四庫各省採進書目≫에 收錄된 韓國人 著作

≪四庫全書≫는 ≪存目≫에 수록된 서적까지 합하면 총 만 여종 17만권을

수록하고 있는 초대형 叢書이다. 그러므로 ≪四庫全書≫라는 대형 편찬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당시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서적을 수집

하여 收錄여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四庫全書館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內府藏書(황궁안의 장서기구인 內府가 소장하고 있는 서적)는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永樂大典≫에서 輯佚해 낼 수 있는 佚書도 오백여부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四庫全書館은 부득이 중국 각 지역에서

의 서적징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건륭황제는 중국전역에 書籍을 중앙

정부로 進呈하라는 명령을 내린다.11) 서적 징수령이 내려진 초기에는 文字獄

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국 각 지역에서의 書籍進呈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乾隆38년(1773) 3월 28일의 조서에 힘입어12) 이후에는 중국 각성에서 활발

히 서적을 중앙정부로 進呈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외국인 저작

11) 乾隆六年(1741)正月四日, 乾隆諭說:「從古右文之治, 務訪遺編, 目今內府藏書, 已稱

大備. 但近世以來, 著述日繁, 如元明諸賢, 以及國朝儒學, 硏究六經, 闡明性理, 潛心
正學, 純粹無疵者, 當不乏人. 雖業在名山, 而未登天府. 著直省督撫學政, 留心採訪,
不拘刻本鈔本, 隨時進呈, 以廣石渠天祿之儲.」

12) 이 詔書에서 건륭제는 각 성의 督撫와 지방관들에게 안심하고 서적을 징수하여 중앙정

부로 진정할 것을 완곡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乾隆三十八年(1773)三月二十日八上
諭云:「前經降旨, 令各該督撫等訪求遺書, 彙登冊府……乃各省奏到書單, 廖廖無
幾……當此文治光明之日, 名山藏거, 何可使之隱而弗彰? 此必督撫等視爲具文, 地方

官亦第奉行故習, 所謂上以實求, 而下以名應, 殊未體朕殷殷諮訪之意. 且此事幷非難
辯, 尙爾率略若此, 其他尙可問乎? 況初次降旨時, 惟恐有司辦理不善, 藉端擾累, 曾
令凡民間所有藏書, 無論刻本寫本, 皆官爲借鈔, 仍將原本給還. 揆之事理人情, 並無

阻礙, 何觀望不前, 一至於此? 必係督撫等因遺編著述非出一人, 疑其中或有違背字面,
恐涉手干礙, 預存寧略毋濫之見. 藏書家因而窺其意旨, 一切秘而不宣, 甚無謂也. 文
人著書立說, 各抒所長, 或傳聞互異, 或紀載失實, 固所不免, 果其略有可觀, 原不妨

兼收並蓄……督撫等果實力訪覓, 何遽終湮?……著再傳諭各督撫等, 予以半年之限, 卽
遵朕旨, 實力速爲妥辦, 俟得有若干部卽陸續奏報, 不必先行檢閱. 若再似從前之因循
搪塞, 惟該督撫是問! 將此一倂通諭中外知之.」王重民編, ≪辦理四庫全書檔案≫, 北

平, 北平圖書館, 民國23년(1934), 上冊,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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採進書目名稱 書名卷數 撰著
採進

本數
備考

兩江第一次書目

朝鮮史略〔六

卷. 一名東國

史略. 缺名〕

明時朝鮮史

臣著[抄本]
六本

≪浙江採集遺書總錄簡目

≫에는 「朝鮮史略十二卷

(寫本), 不著撰人姓名」이

라고 기록되어 있음.15)

兩淮鹽政李呈送

書目

朝鮮國志〔一

卷. 此書據舊

抄本補〕

一本

浙江省第五次范

懋柱家呈送書目
朝鮮志 明 蘇贊成 一本

≪浙江採集遺書總錄簡目

≫에는 「朝鮮志二卷, 明

朝鮮蘇贊成撰」이라고 기

록되어 있음.16)

浙江省第十二次

呈送書目

徐花潭集 二

卷

明 朝鮮 徐

敬德著
一本

≪浙江採集遺書總錄簡目

閏集≫에는 「徐花潭先生

集二卷(知不足齋寫本) 明

高麗生員徐敬德撰」이라

고 기록되어 있음.17)

國子監學正汪交

出書目

高麗世系〔一

卷〕
宋 鄭麟趾 一本

들이 進呈의 대열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가운에 한국인의 저작도 비록 소수이

지만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四庫全書≫가 편찬될 초기에 중앙정부로 進呈된

서적의 종류와 수를 파악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 乾隆帝 당시 중앙으로 진정된

서적을 수록하고 있는 서적은 ≪進呈書目≫13)과 ≪四庫各省採進書目≫14)

등 두 종류의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이 중 후자에 수록된 서적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함으로 아래에서는 ≪四庫各省採進書目≫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로 진정된 한국인 저작의 종류와 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四庫

各省採進書目≫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인 저작의 서명과 저자 등을 기록한 것

이다.

13) 無名氏編, ≪進呈書目≫, ≪四部叢刊三編≫,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5

14) 吳慰祖校訂, ≪四庫各省採進書目≫, ≪書目類編≫, 臺北, 成文出版社,,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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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통해 ≪四庫全書≫ 편찬의 기초 작업인 서적수집 단계에서

한국인 저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당시 四庫全書館에 進呈된 한국인의 저작은 ≪朝鮮史略≫六卷本과

十二卷本, ≪朝鮮國志≫一卷, ≪朝鮮志≫二卷, ≪徐花潭集≫二卷, ≪高麗世

系≫一卷등 5종이다. 그 중 ≪徐花潭集≫二卷을 제외하고는 모두 史部에 속

하는 서적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주로 지

리서와 역사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18) 한 가지 주의하여

야 할 것은 ≪朝鮮志≫를 進呈한 「范懋柱家」이다. 范懋柱(1718-1788)는

청초 浙江지역의 저명한 장서가로 ≪四庫全書≫ 편찬당시 청조에 進呈한 서

적이 638種에 이르는 중국 전역에서 가장 많이 서적을 進呈한 장서가중의 하

나이다.19)

둘째, 乾隆帝 이전 중국학자의 저술이나 장서목록을 조사하여 보면 당시 중

국에 소장되어 있던 한국인의 저작은 상술한 몇 가지에 지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까닭으로 예로부터 활발한 서적교류가

있어서 자연히 중국에도 적지 않은 한국인저작이 유입되어 소장되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四庫各省採進書目≫에 단지 5종류의 한국인 서적이 수

록되어 있다는 점은 자못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각

15) ≪朝鮮史略≫의 내용에 대해서는 「倣編年例, 紀朝鮮諸國興廢始末, 附史臣論斷. 首
卷載檀君箕子及三國始立. 二卷至四卷爲新羅紀. 五卷至十二卷爲高麗紀. 其紀年斷自

帝堯戊辰歲始.」라고 설명하고 있다. 張昇編, ≪≪四庫全書≫提要稿輯存․浙江採集
遺書總錄․․戊集≫, 北京圖書館出版社, 2006, 135쪽.

16) ≪朝鮮志≫의 내용에 대해서는 「嘉靖間侍讀華察奉使時, 其國令贊成爲此冊以獻. 備

在國中山川古蹟風俗. 末有姚咨跋.」라고 설명하고 있다. 張昇編, ≪≪四庫全書≫提
要稿輯存․浙江採集遺書總錄․․戊集≫, 135쪽.

17) ≪徐花潭先生集≫의 내용에 대해서는 「論理氣音樂數學, 中有〈聲音解〉, 〈皇極經

世解〉, 尤見實際. 後附詩.」라고 설명하고 있다. 張昇編, ≪≪四庫全書≫提要稿輯
存․浙江採集遺書總錄․․戊集≫, 578쪽.

18) 明, 淸시기의 조선역시 중국으로부터 역사책과 지리서를 수입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

울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정, 「책의 유출을 막다」, ≪조선출판주식회사≫(파
주, 안티쿠스, 2008, 155-161면)를 참조할 것.

19) 당시 건륭제는 서적을 대량으로 진정한 藏書家들을 장려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雍正년
간에 간행한 ≪古今圖書集成≫을 하사하였는데 范懋柱도 그 중의 하나이다. 다만 그

가 중앙정부에 진정한 대부분의 서적들이 본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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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조명이 필요하지만 乾隆帝 당시의 서적징수와 文字獄과의 관계에서 하나

의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건륭제의 명에 의해 실시된 당시

의 서적 징수는 상당한 양에 이르렀고 지역분포역시 매우 넓었다. 그러나 개인

장서가와 지방 명문가들은 서적을 進呈함으로써 文字獄의 화를 입을까 두려워

더 많은 서적을 진정하지 않고 숨겨두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에서 출판된 조선인의 저작에서 중국관련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중국의 문인, 학자와는 달리 중국 조정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었다. 예

를 들어 박지원（1737‐1805）은 ≪熱河日記≫에서 강희와 건륭시기에 걸쳐

편찬된 대형서적인 ≪古今圖書集成≫과 ≪四庫全書≫의 편찬의도를 右文정책

에서 찾기보다는 강희제와 건륭제의 지식인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

을 지적하고 있다.20) 즉 일부 조선학자들은 ≪고금도서집성≫과 ≪사고전서≫

의 편찬목적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불량한 정치의도가 존재함

을 지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인의 저작에는 건륭 당시의 문자옥에 저촉될 내용

20) 朴趾源은 ≪熱河日記≫에서 清朝를 언급하며서 말하기를「徵海內之書，為≪圖書集成≫、
≪四庫全書≫，率天下而倡之曰，此紫陽之緒言，而考亭之遺旨也. 其所以動遵朱子，

非他也，騎天下士大夫之項，扼其咽而拊其背. 天下之士大夫，摔被其愚脅，區區自泥
於儀文節目之中，而莫之能覺也.」(「審勢編」, 294면.) 이런 까닭으로 박지원은 康
熙제와 乾隆제가 ≪圖書集成≫과 ≪四庫全書≫ 等의 도서를 편찬한 것을 우민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嗚呼！其愚天下之術，可謂巧且深矣. 所謂購書之禍甚於焚書者，
正指此也.)，朴趾源은 동시에 康熙제와 乾隆제의 우민정책이 매우 교묘하고 심각함을
지적한다(其心以為天下之小民，薄其賦斂則安矣，安知不反便乎我之帽服，而不欲變

我之制度乎？ 但天下之士大夫，顧無可安之術，則姑尊朱子之學，大慰游士之心，其
豪傑敢怒而不敢言，其鄙佞因時義而為身利. 一陰弱中土之士，一以顯受文教之名，非
秦之坑殺而乾沒於校讎之役，非秦之燔燒而離裂於聚珍局. 嗚呼！ 其愚天下之術，可

謂巧且深矣. 所謂購書之禍甚於焚書者，正指此也.)「審勢編」，≪熱河日記≫, 295
면. 주목莫之能覺也상술한 관점이 다만 박지원區自泥사람의 견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正祖≪熱시 송, 명, 청 삼대에 걸친 대형도서 편찬사雅成≫진정한 목적이 천

하의 명사들을 서적정리에 매몰시키려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正祖云:「宋太宗、明成
祖，≪太平廣記≫、≪冊府元龜≫等書，廣延天下名士，彙成一部巨帙，蓋賺得英雄之
意. 清人亦效之，≪淵鑑類函≫、≪佩文韻府≫、≪書畫譜≫、≪字典≫、≪朱子全書≫、
≪會典≫、≪一統「審、≪圖書集成≫、≪皇輿表≫、≪八旗通「審、≪古文淵鑑≫諸
種，皆出一代鉅匠之手，彬彬可觀，而人不暇天下事，至白粉汩沒朱墨中. 惟呂留良、
顧寧人諸子，不入其臼，卓犖可尚.」〈人物〉，≪日得錄≫十二，≪弘齋全書≫卷百七

十二，366‐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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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저작이 활발히

청 조정으로 진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주 적은 수의 한국인

저작이 진정되었고 四庫全書館의 관원들이 보지 못하여 본래 수록될 수 있었

으나 수록되지 못한 서적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Ⅲ. ≪四庫全書≫와 ≪存目≫에 收錄된

韓國人 著作과 收錄基準

주지하다시피 四庫全書館의 관원들은 ≪四庫全書≫를 편찬함에 있어 일정

한 기준에 근거하여 ≪四庫全書≫에 收錄할 서적과 ≪四庫全書總目≫에 提

要만을 남길 ≪存目≫으로 분리, 편찬하였다. 그렇다면 상술한 ≪四庫各省採

進書目≫에 수록된 5종의 서적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 혹시 5종의 서적이외

에 다른 서적이 ≪四庫全書≫에 收錄되거나 ≪存目≫에 수록되지는 않았는

지? 아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四庫館臣들은 외국인의 저작을 ≪四庫全書≫에 수록하면서 말하기를 「외

국의 저작은 이전의 史書에 드물게 기재되어 있으나 기왕에 왕의 교화로 돌아

와 外臣에 속하게 되니, 나라의 경계를 나눌 필요가 없는 까닭으로 木增, 鄭

麟趾, 徐敬德의 부류도 시대에 따라 편입시킨다(外國之作, 前史罕載. 然旣歸

王化, 卽屬外臣, 不必分疆絶界. 故木增, 鄭麟趾, 徐敬德之屬, 亦隨時代編入

焉).」21)라고 수록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四庫全書≫가 외국인 저

작을 수록하고 있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이다. 즉 四庫館臣들은 외국인의 저작

을 중화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아 중국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었던 듯하다.

21) (淸)紀昀 總撰, ≪四庫全書總目․卷首凡例≫, 第七條,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0,
44면. 인용문의 木增은 字가 生白으로 明代의 雲南麗江土司로 好學하여 文士들과 교
유하였다. 저술로는 ≪雲薖淡墨≫6권이 있다. 관련내용은 ≪四庫全書總目․雲薖淡墨≫,

卷一百三十二, 子部, 雜家類存目, 3386면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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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 類 書名 卷 作者 版本 分類

史部 載記 朝鮮史略 六 不著撰人 浙江鮑世恭家藏本 載記類

史部 載記 高麗史 二 鄭鱗趾 編修汪如藻家藏本 載記類 存目

史部
地理

(外紀)
朝鮮志 二 不著撰人

浙江范懋柱家天一

閣藏本
地理類四

史部
地理

(外紀)
朝鮮國志 一 不著撰人

浙江范懋柱家天一

閣藏本
地理類 存目七

史部
政書

(考工)

欽定武英殿聚珍

本程式
一 金簡 勅撰本 政書類二

集部 別集 徐花潭集 二 徐敬德 浙江巡撫採進本 別集類存目

1. ≪四庫全書≫와 ≪存目≫에 收錄된 韓國人 著作

먼저 논의전개의 편의를 위해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된 한국인

저작을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표의 내용을 앞에선 언급한 ≪四庫各省採進書目≫속의 한국인 저

작과 비교하여 볼 때 두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四庫各省採進書目≫속의 ≪高麗世系≫一卷과 ≪四庫全書≫중의

≪高麗史≫는 모두 「編修汪如藻家藏本」으로 권수는 일치하지만 書名은 일

치하지 않는다. ≪四庫全書總目․高麗史二卷≫에서 「≪明實錄≫景泰二年을

살펴보면 고려사신 鄭麟趾가 일찍이 表를 지어 이 책을 조정에 進獻하였다고

한다. 무릇 世家 四十六卷, 志 三十九卷, 表 二卷, 列傳 五十卷, 目錄 二卷

으로 朱彝尊의 ≪曝書亭集≫에 이 책의 題跋이 있어 體例는 볼만하여 條理

있으며 문란하지 않다고 칭하고 있다. 이 책은 世系 一卷과 后妃列傳 一卷으

로 존재하는 낙질본으로 완전한 책이 아니다(考≪明實錄≫景泰二年, 高麗使

臣鄭麟趾此嘗表進是書於朝.……僅世系一卷, 后妃列傳一卷, 蓋偶存之殘帙,

非完書矣).」22)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四庫全書館의 관리들은

22) ≪四庫全書總目․高麗史≫, 卷六十六, 史部, 載記類存目, 17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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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修汪如藻家藏本」 ≪高麗世系≫一卷을 바탕으로 ≪明實錄≫과 朱彝尊

의 ≪曝書亭集≫등의 상관자료를 이용하여 본래의 書名을 고증하여 ≪總目≫

에 수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徐浩修의 ≪燕行紀≫

에 徐浩修가 燕行기간중 紀昀과 만나 새롭게 교감작업을 마친 ≪明史≫를 볼

수 있는지를 묻다가 ≪高麗史≫의 版本에 관해 토론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紀昀 자신이 鄭麟趾가 편찬한 ≪高麗史≫ 한 부를 소장하고 있다고 말하자

서호수가 「그러면 ≪高麗史≫가 이미 坊間에서 翻刻되었습니까(然則≪高麗

史≫已翻刻於坊間乎)?」라고 물었다. 이에 紀昀이 대답하기를『바로 貴國의

판본입니다(卽貴國板本也).』23)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은 ≪四庫全書≫ 편찬당시 중앙정부로 진정된 것은 ≪高麗世系≫一卷이었고

후에 ≪存目≫에 수록된 것은 ≪高麗史≫二卷의 殘本이지만 사실상 紀昀처럼

≪四庫全書≫ 편찬의 가장 핵심인물도 ≪高麗史≫를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둘째, 金簡의 ≪欽定武英殿聚珍本程式≫은 ≪四庫各省採進書目≫에 수록

되지 않은 것으로 ≪四庫全書≫에 수록된 것이다. 金簡의 ≪欽定武英殿聚珍

本程式≫은 勅撰本이다. 勅撰本이란 청초부터 건륭 시기까지 황제의 명을 받

아 편찬한 책을 일컫는 말인데 ≪欽定武英殿聚珍本程式≫은 金簡이 乾隆41

년에 편찬하여 ≪四庫全書≫에 수록된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金簡의 ≪欽定

武英殿聚珍本程式≫은 ≪四庫各省採進書目≫에는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金簡은 ≪四庫全書總目≫이나 中國史書에는 滿洲正黃旗人

인으로 밝혀져 있지만 사실상 그는 조선인으로 그의 조상이 만주인으로 귀화하

면서 그 자신도 후세의 中國 史書에서는 만주인으로 기록된 것이다.24)

23) 徐浩修, ≪燕行紀≫卷三, ≪燕行錄全集≫卷五十一, 「七月三十日」條, 120면.

24) 이에 관한 논의는 卞麟錫, 〈四庫全書와 韓國人 副總裁 金簡〉, ≪四庫全書朝鮮史料

의 硏究≫, 33-63면을 참조할 것. 卞麟錫은 이 책 속에서 7種의 朝鮮關係 文獻을 紹
介하였으며 ≪四庫全書≫의 조선인 副總裁 金簡이 朝鮮人임을 相關史料를 통하여 考
證해내었는데 이는 모두 그의 학술적인 큰 발견이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金

簡의 선조에 대한 고증 부분은 相關史料의 부족으로 인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卞麟錫은 金簡의 선조를 할아버지인 金尙明까지만 찾아내었지만 ≪八旗滿
洲氏族通譜≫에 근거하면 그 선조를 「新達理」(김간의 선조로 청조에 최초로 귀화한

사람)까지 遡及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 논문의 토론 범위가 아니므로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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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四庫各省採進書目≫에서는 ≪朝鮮志≫의 저자를 蘇贊成이라고 밝

히고 있는데 반해 ≪四庫全書總目≫은 저자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朝鮮史略≫은 원명이 ≪東國史略≫으로 朴祥25)이 편찬한 것이지만 중국

학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작자미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볼 때 당시 중국학자의 조선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된 6종의 한국인 저작가운데 4종이

浙江지역에서 수집된 것이다. 특히, ≪欽定武英殿聚珍本程式≫이 進呈本이

아닌 勅撰本임을 고려한다면, 절강지역에서 진정되지 않은 한국인 저작은 ≪

朝鮮國志≫ 1종뿐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당시 조선과 지역적으로 인접

한 절강지역의 장서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인 저작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장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明·淸과 朝鮮의 서적교류

특히 조선으로부터 明·淸으로의 서적유입과 관련하여 유입지역과 경로를 파악

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收錄基準

상술한 바와 같이 四庫全書館의 편찬자들은 「不必分彊絶域」이라는 ≪四

庫全書≫의 편찬이념에 근거하여 四庫全書館에 進呈된 약간의 한국인 저작에

대해 자세한 심사를 거쳐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할 것을 분류하면

서 ≪四庫全書總目≫에서 상세하게 수록기준과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四庫

全書≫와 ≪存目≫에 收錄된 韓國人 著作의 수록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이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참고로 쓰인다(以資參考)」,「고증하는데 쓰인다(以資考證)」의

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25) 朴祥은 號가 訥齋이고 忠州을 貫鄕으로 光州에서 태어났다. 연산군때 進士科와 文科
에 합격하여 全羅道都事, 司諫院獻納, 弘文館副應敎, 潭陽府使 등을 지냈다. 박상과
≪東國史略≫에 대해서는 한영우, ≪朝鮮前期史學史硏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225-238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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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예를 들면 ≪四庫全書總目․朝鮮史略≫에서는 「明代 조선인이 그

나라의 治亂興廢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檀君에서 시작하여 고려 恭讓王에서

끝나는데……그 사건을 기술함의 상세하고 소략함이 비록 완전히 체제에 부합

하지는 않지만 옛 기록을 모아 편집한 것이 갖추어져 있어 列傳의 外國傳을

읽는데 참고로 쓰일 수 있다(明時朝鮮人所紀, 其國治亂興廢之事, 始於檀君,

終於高麗恭讓王……其序事詳略, 雖不能盡合體要, 而裒輯遺聞, 頗爲賅具,

讀列傳外國傳者, 亦可以資參考焉).」26)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四庫全書

總目≫은 ≪朝鮮志≫의 내용이 「古迹을 말함에 괴이함이 많이 섞여 있어 소

설과 흡사하니, 체례에 있어 모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누락된 풍문과 사소

한 일의 내용이 중국의 역사서에는 상세하지 않은 것이 자주 있어 족히 고증함

에 쓰인다.(古迹多雜以神怪, 頗同小說, 於體例皆爲未協. 然遺聞事爲中國

史書所未詳者, 往往而在, 頗足以資考證).」27)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로 볼 때 ≪四庫全書≫가 ≪朝鮮史略≫과 ≪朝鮮志≫를 수록하고 있는 이유

는 이 서적들이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存目≫에서 ≪高麗史≫나 ≪朝鮮國志≫를 수록하

고 있는 것도 비록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술한 원인을 벗어

나지 않는다.

둘째, 「기능을 취한다(取技能)」의 원칙이다. ≪四庫全書總目․欽定武英

殿聚珍板程式≫에서는 ≪欽定武英殿聚珍板程式≫의 기능적인 면을 높이 평

가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은 舊制를 참작하고 변통하여 새롭게 한 것으로 책의 처음에는 여러 신

하들의 奏議를 수록하고 다음으로는 재료를 선택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와 배치

하는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圖가 16개, 설명이 19개로 모두 하나하나 시험을

해야 하는 까닭으로 하나하나 시행됨을 볼 수 있는데 이에 이전 명나라때 無錫人

이 활자로써 ≪太平御覽≫을 인쇄하는데 隆慶元年에서 오년까지 단지 열의 하

나, 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案: 이 사건은 黃正色 太平御覽序에 보인다.) 그

법칙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으로 보건대 聖朝에서 器物을 만들

26) ≪四庫全書總目․朝鮮史略≫, 卷六十六, 史部二十二, 載記類, 1797면.

27) ≪四庫全書總目․朝鮮志≫, 卷七十一, 史部二十七, 地理類四, 19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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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용하는 일들이 모두 앞 시대를 뛰어넘었음을 알 수 있다(是編參酌舊制, 而

變通以新意. 首載諸臣奏議, 次載取材雕字之次第, 以及庋置排類之法. 凡爲圖十

有六, 爲說十有九. 皆一一得諸試驗, 故一一可見諸施行. 乃知前明無錫人以活字

印≪太平御覽≫, 自隆慶元年至五年僅得十之一二者(案:事見黃正色太平御覽序),

由於不得其法. 此亦足見聖朝制器利用, 事事皆超前代也).28)

활자 인쇄술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欽定武英殿聚珍板程式≫은 중

국 활자 인쇄술의 변천과정에서 특수한 의미를 갖는 서적이다. 金簡은 대체적

으로 元代 王禎의 활자 인쇄법을 계승하면서도 적지 않은 부분을 개량하여 청

대 內府출판사업의 번영을 가져왔으며 중국고대 활자 인쇄술을 總括하고 발전

시켰다.29) 특히 이 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학자들의 중시를 받아 독일어,

영어 등의 외국어로 번역되어 지기도 했다.30)

셋째, 「유가의 학술을 표창한다(表彰儒術)」라는 원칙이다. ≪四庫全書總

目․徐花潭集≫에서 「서경덕의 학문은 宋儒를 존숭하고 특히 周子(周敦頤)

의 ≪太極圖說≫, 邵子(邵雍)의 ≪皇極經世≫에 심혈을 기울여 문집중의 雜

著에서 모두 두 책의 宗旨를 펼치고 있다.……조선의 문사들은 대부분 시문으

로 중국에 알려지는데 濂, 洛, 閩의 학설을 탁월하게 전파하여 그 나라에 가르

친 것은 敬德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역시 호걸지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시문은

비록 격에 미치지 못하나 특별히 이름을 남기어 그 사람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敬德之學, 一以宋儒爲宗, 而尤究心於周子≪太極圖說≫, 邵子≪皇極經世≫,

集中雜著, 皆發揮二書之旨.…………然朝鮮文士, 大抵以吟咏聞於上國, 其卓

然傳濂, 洛, 關閔之說, 以敎其鄕者, 自敬德始. 亦可謂豪傑之士矣. 故詩文雖

不入格, 特存其目, 以表其人焉).」31) 라고 평론하고 있다. 乾隆帝는 ≪四庫

全書≫를 편찬하면서 특히 儒家의 道統을 이을 것을 강조하여 서적 수록의 기

28) ≪四庫全書總目․欽定武英殿聚珍板程式≫, 卷八十二, 史部三十八, 政書類二, 2165
면.

29) 張秀民著, 韓琦增訂, 「淸代活字·武英殿聚珍版」, ≪中國印刷史≫, 杭州市, 浙江古

籍出版社, 2006.

30) 肖東發, 「明淸兩代活字印刷術的發展 · 木活字」, ≪中國圖書出版印刷史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1, 87면. 이외에 일본어 번역본은 金子和正編著, ≪中國活字版

印刷法-武英殿聚珍版程式≫(東京都, 汲古書院, 1981)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31) ≪四庫全書總目․徐花潭集≫, 卷一七八, 集部三十一, 別書類存目五, 48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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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유가학술의 계승과 전파를 중요시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徐花潭

集≫이 송유의 학술을 존숭하고 전파했다는 까닭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

으며 ≪四庫全書≫의 ≪存目≫에 수록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사고전서 편수관들의 한국인 저작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四庫館臣들은 한국인의 저작을 중

국의 外臣의 著作으로 간주하면서 「외국의 저작은 이전의 史書에 드물게 기

재되어 있으나 기왕에 왕의 교화로 돌아와 外臣에 속하게 되니 나라의 경계를

나눌 필요가 없는 까닭으로 木增, 鄭麟趾, 徐敬德의 부류도 시대에 따라 편입

시킨다.」고 편찬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 관점은 명백히 당시 조선을 청나

라의 속국으로 간주하는 중화주의적 관점의 소산이다.32) 이런 관점은 ≪四庫

全書總目·朝鮮史略≫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四庫館臣들은 ≪朝鮮史略≫의

「기술함에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所述當不失眞)」 지적하면서, 당시

중국의 위엄과 덕행이 천지를 덮고 있고 동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도 가깝고, 중국의 교화에 귀화함이 제일 빠른 까닭으로, 비록 藩封이라고 하

나, 실제로는 중국의 郡縣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그 산천과 강역이 모두 마땅

히 중국영토에 예속되니 기록하여 남긴다고 기술하고 있다.33) 이런 관점은 상

술한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한 예이며, 동시에 당시 淸

朝학자들의 대 조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인식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34)

32) 같은 맥락에서 ≪四庫全書總目≫은 18세기 이래 중국에 전해진 서방 기독교 학문체계
에 대해서도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그 가치와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周積明, ≪文化視野下的四庫全書總目≫, 南寧市, 廣西人民出版社, 1991, 295-305

면 을 참조할 것.

33) ≪四庫全書總目 · 朝鮮史略≫:「我國家威德覃敷八紘砥屬朝鮮一國, 道里旣近, 歸化
尤先, 雖號藩封, 實同郡縣. 其山川疆域, 皆宜隸籍於職方, 錄而存之, 亦足備輿記之

一種也.」, 卷六十六, 史部二十二, 載記類, 1797면.

34)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향후 ≪四庫全書總目≫이나 ≪四庫全書≫의 書前提要의 내용가
운데 한국인 과 그 저작에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다면, 18세기 청대
지식인의 대 조선인식을 심층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한국인의 저작 혹

은 한국관련 저작에서 보이는 四庫全書의 編纂官들의 案語(사고전서 編纂官들이 어떤
저작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펼치기 전에 쓰는 상용어)를 통해서 당시 그들이 조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은 ≪四庫

全書總目≫전반에 걸친 문제로 당시 중국학계의 對朝鮮 인식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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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四庫全書≫와 ≪存目≫에 收錄된

韓國人 著作의 文化意義

그렇다면 ≪四庫全書≫와 ≪存目≫에 한국인의 저작이 수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문화적 함의를 가질까?

첫째, ≪四庫全書≫와 ≪存目≫에 한국인의 저작이 수록되었다는 것은 당

시 중국에 적지 않은 한국인 저작이 소장되어 있었고 건륭황제가 전국적으로

서적을 進呈할 것을 명하면서 약간의 한국인 저작이 四庫全書館에 유입되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한국과 중국사이의 도서교류가 그 만큼 활발

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과 중국간에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서적교

류가 있어왔고 중국은 때로 중국에 없는 서적을 한국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가

장 대표적인 예가 고려 선종(宣宗)8년(1091)에 宋의 황제가 고려 사신에게

중국에 없는 서적이 고려에 있다고 하면서 128종의 서적을 요구한 일이다. ≪

增補文獻備考․藝文考≫는 이 사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선종(宣宗)8년(1091)에 호부 상서(戶部尙書) 이 자의(李資義)․예부시랑(禮

部侍郞) 위 계정(魏繼廷)등이 송(宋)나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송제(宋帝)가

우리나라 서적(書籍)에 좋은 것이 많다 함을 듣고, 관반(館伴)에게 명하여 구하

는 책 목록을 적어 주며 말하기를, 비록 권질(卷帙)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또한 모름지기 전사(傳寫)하여 부쳐 보내라.하였는데 , 모두 1백 28종입니다.”

하였다.……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이제 송제(宋帝)가 요구하는 1백 28종의 서목

(書目)은 본국(本國)에 있는 몇몇 종과 맞추어 보면 사기(史記)에는 명문(明文)

이 없으니, 반드시 멀리서 전문(傳聞)하였거나 억측에 불과한 것으로, 아마 우리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고 중국(中國)의 일서(逸書)로 생각된다. 이제 편목(編目)

을 열기하여 후의 참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35)

결하는데 주요한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이 부분의 연

구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판본의 ≪四庫全書總目≫이 필요로 하다. 주지하다시피 ≪四
庫全書總目≫은 판본에 따라 같은 서적에 대한 提要일지라도 그 내용이 틀릴 수가 있
다. 또한 ≪四庫全書總目≫의 내용과 ≪四庫全書≫에 수록된 서적의 書前提要 역시

서로 틀릴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四庫全書薈要≫에 수록된 경우에는 그 書前提要
가 ≪四庫全書總目≫이나 ≪四庫全書≫의 書前提要와도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광범위한 사료의 수집과 분석,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까닭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의 연구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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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송나라 황제가 고려에 중국에도 없는 좋은 서적이

있음을 듣고 사신에게 구하는 책 목록을 주어 보내기를 명하였다는 점이다. 비

록 고려측은 128종의 서적이 실린 목록과 당시의 史書를 비교하면서 고려에

없는 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당시 고려에 송나라가 원하는 서

적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글에서 말하는 역사기록은 당연히

국가의 기록이므로 일반 민간의 장서에 관한 기록까지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사실상 중국에는 없는 서적들이 고대의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은 중

국인의 기록에 매우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36) 이러한 한, 중양국간의 활발한

서적교류는 明, 淸시기에도 계속 이어졌고 이런 점에서 볼 때 淸代에 이르러

≪四庫全書≫와 ≪存目≫에 한국인의 저작이 수록된 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상술한 것과 같이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된 한

국인 저작은 당시 중국의 藏書家들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인 저작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라는 점이다. 동시에 ≪四庫全書≫에 한국인 저작이 수록되었다

는 점은 한, 중양국의 도서교류가 결코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일방적인 전파와

수용이 아닌 雙方간의 교류였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한국과

중국과의 문화교류 역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일방적인 전파가 아닌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수평적 교류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록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되어진 한국인 저작이 수량적

으로 중국인의 저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으나 동아시아 기타 국가

35) ≪국역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卷二百四十二, 藝文考一, 역대서적, 서울, 세
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20-23면.

36) 예를 들면 宋代의 張端義（1179–？）는 일찍이 「宣和間，有奉使高麗者，其國異書

甚富，自先秦以後晉、唐、隋、梁之書皆有之，不知幾千家幾千集，蓋不經兵火。今中
祕所藏，未必如此旁搜而博蓄也。」(（宋）張端義，≪貴耳集≫（臺北：木鐸出版社，
1982年），8면)라고 말하고 있고 송대의 王應麟역시 ≪玉海≫卷第五十二〈藝文 書

目條〉에서 말하기를：「元祐七年五月十九日秘書省言：高麗獻書多異本，館內所無，
詔校正二本，副寫藏太清樓天章閣。」(（宋）王應麟，≪玉海≫（上海：江蘇古籍出版
社、上海書店，1990年），卷五十二，「景德太清樓四部書目 嘉祐補寫樓書」條，35

上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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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작 예를 들면 일본(2종)이나 월남(2종)과 비교하여 볼 때는 수적으로 우

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37) 필자는 이 점이 당시 중국인의 관

점에서 볼 때 한국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우수한 문화적 수

준을 가진 민족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한국인 저작이 전통적인 중국지식층의 관심을 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점은 중국과 한국의 입장에서 서

로 다르게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이 부분의 좋은 예가 徐敬德의 문집이 ≪四

庫全書․集部․別集類存目≫에 수록된 일이다. 紀昀은 연행길에 그를 만나러

온 柳得恭에게 말하기를

貴國 徐敬德의 ≪花潭集≫이 이미 ≪四庫全書․別集類≫에 수록되었는데 중

국이외 나라의 시집이 ≪四庫全書≫에 들어간 것은 천년에 한 명이 있을 뿐입니

다(貴國徐敬德≪花潭集≫已錄≪四庫全書≫別集類中, 外國詩集入≪四庫≫者,

千載一人而已). 38)

라고 ≪徐花潭集≫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39) 그러나 柳得恭은 당시

紀昀과 만난 자리에서 ≪四庫全書≫의 集部에 서경덕의 시집만이 수록된 것

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40) 다시 말하면 유득공이 보기에 더욱 많은 조선

문인·학자의 저작이 ≪四庫全書≫에 수록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필자

는 朝鮮의 입장에서 보면 ≪四庫全書≫ 편찬 당시 조선 문인·학자의 저작이

37) 일본인의 저작은 (漢)孔安國撰, (日本)太宰純音의 ≪古文孝經孔氏傳附宋本古文孝經≫
(經部·孝經類)과 (日本)山井鼎撰, (日本)物觀補遺의 ≪七經孟子考文≫(經部·五經總

義類)이고, 월남인의 저작은 黎崱의 ≪安南志略≫(史部·載記類)과 작자미상의 ≪越史
略≫(史部·載記類)이다.

38) 柳得恭, ≪灤陽錄≫, ≪遼海叢書≫本, 卷二, 737면.

39) 紀昀는 ≪花潭集≫이 ≪四庫全書․別集類≫에 수록되었다는 사실을 徐浩修와 만난
자리에서도 언급한다. 徐浩修, ≪燕行紀≫云:「貴國徐敬德≪花潭集≫編入≪四庫全書≫
別集類, 外國詩文集之編諸≪四庫≫, 千載一人而已.」 卷三, ≪燕行錄全集≫卷五十

一, 「七月三十日」條, 120면.

40) 柳得恭云: 「四庫全書開局以來, 傍求軼書, 我東文籍流傳中國者想多, 獨花潭集收入
爲可異. 圓明圓宴班王中堂杰求東國秘史東國聲詩於副史, 本國無此二種. 又求≪圃隱≫,
≪牧隱≫二集, 徐公或慮有忌諱處並辭以無.王中堂懇問他書, 不得已以韓久庵箕田井

田圖說應之.」≪灤陽錄≫, ≪遼海叢書≫本, 卷二, 7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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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庫全書≫에 수록된다는 것은 조선지식층의 문화욕구 분출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은 명이 망하고 청조가 건국되었을 때 문화적

으로 청조를 무시하고 小中華로 자처하였다.41) 그러나 ≪古今圖書集成≫이

나 ≪四庫全書≫의 편찬을 계기로 청조의 문화를 새로이 인식하고 그 문물을

배우자는 의식이 확대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우월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 문인·학자의 입장에서 ≪四

庫全書≫에 자신들의 저작이 수록되었다는 점은 조선의 학술이 중국학자들에

게 인정받아 조선 문화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이러

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예가 바로 ≪서화담집≫이다. 사실상 ≪四庫全書總

目․集部․別集類≫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저작은 서경덕의 ≪서화담집≫이

유일한 것이다. 이로 볼 때 중국학자들에게 있어 ≪서화담집≫이 어는 정도 수

준의 서적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淸朝 지식인의 立場에서 볼 때는 ≪四庫全書≫속에 外國人의

저작을 수록하였다는 것은 自國의 傳統的 知識領域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周知하다시피 ≪四庫全書≫가 편찬된 원인은 매우 여러 방면에서 고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당시의 지식인계층이 오랫동

안 儒藏을 편찬하려는 전통 지식사회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즉 儒家의

중요한 전적을 한 곳에 모아 釋藏, 道藏에 견주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가학술을 존숭하는 서경덕의 서화담집을 ≪四庫全書≫에 수록하였다는 점은

중국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중국의 정통지식체계의 확대이며 동시에 ≪全

書≫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일이 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四庫全書≫안에 한국인의 저작이 수록된

것은 후세 중국의 서적편찬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다. 즉 ≪四庫全書≫이후

에 간행, 출판된 몇 몇 中國叢書는 한국인의 저작 혹은 韓國刊本 중국고서를

수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李調元은 그가 편찬한 ≪續涵海≫에 李德懋의 ≪

淸脾錄≫과 柳得恭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유득공이 연행사의

41) 조선후기 중화주의에 대해서는 정옥자의 ≪朝鮮後期朝鮮中華思想研究≫（서울, 一志

社，2001)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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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으로 청조에 갔을 때 이조원의 사촌동생인 李鼎元이 직접 유득공에게 말

해준 것이다.42)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향이 근대시기까지 지속된다는 점

이다. 한국인의 저작을 수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총서로는 ≪遼海叢書≫를 들

수 있고, 한국간본 중국고서를 수록하고 있는 경우로는 ≪古逸叢書≫와 ≪四

部叢刊≫이 좋은 예이다.43)

Ⅴ.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四庫全書≫ 편찬당시 중국각지에서 중앙정부로 진정된 서적가운데

한국인의 저작은 ≪朝鮮史略≫, ≪朝鮮志≫, ≪高麗世系≫, ≪朝鮮國志≫,

≪徐花潭集≫ 등 5종이었다.

둘째,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된 한국인 저작은 ≪朝鮮史略≫, ≪

朝鮮志≫, ≪欽定武英殿聚珍板程式≫(이상 3종은 ≪四庫全書≫에 수록), ≪

高麗史≫, ≪朝鮮國志≫, ≪徐花潭集≫(이상 3종은 ≪存目≫에 수록) 등 총

6종이다.

셋째,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된 한국인 저작의 수록기준을 살펴

보면 「참고로 쓰인다(以資參考)」, 「고증하는데 쓰인다(以資考證)」, 「기

능을 취한다(取技能)」, 「유가의 학술을 표창한다(表彰儒術)」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넷째, ≪四庫全書≫와 ≪存目≫에 한국인의 저작이 수록되었다는 것은 아

래와 같은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四庫全書≫와 ≪存目≫

에 수록된 한국인 저작은 당시 중국의 藏書家들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인 저작

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이지만, 한, 중양국의 서적교류가 결코 중국에서 한

42) 이에 관한 기록은 柳得恭, 〈李墨莊·鳧塘二太史〉, ≪灤陽錄≫卷二; 李圭景, 〈淸脾
錄大小刻本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經史篇·經史雜類≫ 등에 보인다.

43) 後者의 경우에 대해서는 金鎬, 〈韓國「國寶」中的五種韓國刊本中國古籍--兼論韓國
所藏中國古籍的特色與文獻價値〉, ≪東亞文獻硏究資源論集≫(臺北, 學生書局, 2007,

425-427면)을 참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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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의 일방적인 전래와 수용이 아닌 雙方간의 교류였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한국과 중국과의 문화교류 역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일방

적인 전파가 아닌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수평적 교류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

론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되어

진 한국인 저작은 수량적으로 중국인의 저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

으나 기타 외국인의 저작, 예를 들면 일본(2종)이나 월남(2종)과 비교하여 볼

때는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적으로 ≪四庫全書≫ 편찬 당시 한국인 저작이 중국의 知識層의 관심을 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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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目前為止，國內有關≪四庫全書≫及其≪存目≫收錄的韓國人著作的

數量問題，沒有得到一致的看法。而且國外學者亦對於此問題的看法，因

為篇幅的關係，難免有所簡略，加上學界對於≪四庫各省採進書目≫收錄

的韓國人著作問題、≪四庫全書≫及其≪存目≫收錄的韓國人著作之文化

內涵等，均沒有進行討論。鑑於前人研究的不足，本文擬要對這些問題，

進行一番探討。

本文經過一番討論，得到以下幾點結論：

第一、當編纂≪四庫全書≫時，向中央政府進程的韓國人著作共有五

種，就是≪朝鮮史略≫、≪朝鮮志≫、≪高麗世系≫、≪朝鮮國志≫、≪徐

花潭集≫。

第二、≪四庫全書≫及其≪存目≫收錄的韓國人著作共有六種:≪朝鮮

史略≫、≪朝鮮志≫和≪武英殿聚珍版程式≫三種收錄於≪四庫全書≫；≪

高麗史≫、≪朝鮮國志≫和≪徐花潭集≫三種收錄於≪存目≫。

第三、≪四庫全書≫及其≪存目≫收錄韓國人著作的原則，可分為

「以資參考」、「以資考證」、「取技能」和「表彰儒術」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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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四庫全書≫及其≪存目≫收錄韓國人著作有其獨特的文化內

涵。首先，幾種韓國人著作收錄於≪四庫全書≫的事實可證明韓、中兩國

的書籍交流並不是只從中國流入韓國的單方面的，而是雙方面的。其次，

幾種韓國人著作收錄於≪四庫全書≫及其≪存目≫，這意味著幾種韓國人

的著作引起傳統中國知識分子的關注，這種現象甚值得予以重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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