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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개화기 지리교과서인 �여재촬요�에 대한 것으로, 이 책의 저자 오횡묵이 어떻게 최신 세계 지리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으며, 어떠한 책을 참고하여 �여재촬요�의 세계지리 부분을 집필했는지를 밝혀내어, 조선후기 세계 지리 지식의 유통과 

지리교육의 계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오횡묵의 일기와 고문헌을 분석한 결과, 주로 지방 관료나 문필가로 알려진 

오횡묵이 박문국 주사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내었다. 오횡묵이 근무한 1886년은 박문국에서 영국의 ‘The Statesman’s Yearbook ’의 

한문 번역이 완료되었고, �한성주보�와 �만국정표�를 출판한 시기로, 그는 다양한 해외서적을 직접 보았으며 지리서 집필과 관련

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10권으로 된�여재촬요�중 제1권이 세계 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범례에 영국의 �정치연

감�을 참고했다고 언급되어있다. 이는�만국정표�의 원전과 같은 책이다. 이에 �여재촬요�와�만국정표�의 비교․분석을 통해 세

계지리 정보의 유통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여재촬요�는 ‘The Statesman’s Yearbook’의 한역본, �만국정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지도 등을 참고해서 제1권의 2장과 3장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국정표�와 달리 중국을 조선보다 우선시

한 점, 중국의 황실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화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개화기 시대의 지식인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주요어: 오횡묵, 여재촬요, 박문국, 만국정표, 지리교과서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Yeojaechalyo�, a geography textbook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ims to reveal the 

distribution of geographical knowledge and the genealogy of geographical education in the worl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by discovering how the author of this book, Oh Hueng-mook, obtained information on the latest world 

geography and wrote the world geography section of �Yeojaechalyo�. First of all, this study found out specific record 

that Oh Hueng-muk, mostly known as a local official or a literary writer, was an employee served in Park Moon Kuk 

as an analysis of the diaries and torture of Oh Hueng-muk. In 1886, when Oh Hueng-mook served, the British ‘The 

Statesman’s Year-Book’ was completed to translate in Chinses, and the publication of the ‘Hanseongzubo’ and the 

‘Mankuk Jung Pyo’ in Park Mun Kuk, he would have been able to see various overseas books and collect materials 

related to the writing of geography. It is also mentioned that the first of the ten-volume series �Yeojaechalyo� is related

to world geography, and that it referred to the British political almanac in the legend. This is the same book as the 

original book of ‘Mankuk Jung Pyo’. Thus, this study wanted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process of global geograp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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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구라는 타자가 시대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그들의 세계관과 담론이 밀려들면

서, 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외래의 사유를 받아들여하

는 사상적인 과제를 담당해야만 했다.

이에 대한 대응과 위기타개책으로 당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근대적 사상의 첫 기틀을 마련한 것이 개화사

상(開化思想)이다. 전통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사상과 제도로서의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수용이 필요 했던 것이다. 1870년대부터 시작된 

개화사상은 이후 약 40년간 우리의 정치·행정·경제·외교·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전개되었다(오승철, 2017). 

우리나라 개화사상의 형성과 전개에 있어서 지리학

은 다른 신학문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화기 

초창기부터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리적 지식을 통해 폐

쇄적 국수적 세계관을 극복한 개화 사상가들과 위정자

들, 그리고 각종 대중매체들은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가

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개화사상의 실현

을 위해 설립된 근대학교에서 지리과목이 중요한 교과

목으로 위치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남상준, 1993).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조서’1)가 발표되고 이에 근

거하여 동년 4월 16일 칙령 제79호 한성사범학교관제가 

제정 공포된 이후, 근대 교육제도에 의해 설치된 각급 학

교에서 지리과목을 가르쳤다. 대한제국시대 학부(學部)에

서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발간된 지리교과서에 대한 

연구(이철찬, 2007; 서태열, 2012)에 따르면, 1895년에는 

한자로 된 �사민필지(士民必知)�, �소학만국지지(小學萬

國地誌)�, �조선지지(朝鮮地誌)� 순으로 지리교과서가 간

행되었고, 1896년에는 �여재촬요(與載撮要)�와 �지구약

론(地璆略論)�, 1899년에 �대한지지(大韓地誌)�, 1902년에 

�중등만국지지�(中等萬國地誌)�를 편찬․간행하였다.

이찬(1970)은 1880년을 전후하여 조선말에 이르기까

지의 지리학의 특징을 일반계몽과 학교교육을 위한 세

계지리와 한국지리의 저술이나 번역이라고 하였으며, 

우후죽순으로 많은 교과서가 출간되었으나 그 원형이라

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재촬요(與載撮要)�2)와 �민필

지�라고 하였다.  

미국인 헐버트(Hulbert)가 저술한 한글로 된 �민필지�

는 국어학계 뿐만 아니라, 지리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이기석, 1969; 장보웅, 1970; 김재완, 2001; 강철

성, 2009; 권정화, 2013) 반면, 조선 후기 관료였던 오횡

묵(吳宖默, 1834~1906)이 집필한 한자로 된�여재촬요(與

載撮要)�는 일찍부터 지리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

었나, 지리교육에서는 임은진 ․서태열(2012)의 연구 한편

에 불과하다.

현재 �여재촬요�는 1책, 2책, 5책, 8책, 10책의 8종의 

있고 그 크기와 서지 내용이 모두 상이하다. 특히 장서각 

소장의 1책 중 1종과 2책으로 된 것은 자필본이고, 8책으

로 된 것은 여재촬요 10책의 원고본이라고 할 수 있다. 1책

으로 된 20종은 장서각 소장본 2종을 제외하면 모두 목

판본이다(전혜경, 2007). 최종본인 10권의 경우, 제1권은 

세계지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제2권에서 제10권까지는 

한국지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개화기 지리교과서로 출

판 것은 1책으로 된 목판본�여재촬요�로 세계지리와 한

국지리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오횡묵은 �여재촬요� 범례에 ‘조선과 중국은 양국의 

전헌(典獻)을 근거로 하고, 일본이하 여러 나라는 1886

년에 영국에서 간행한 �정치연감�을 대략 중요한 부분

을 뽑아 번역(鈔譯)3)하였다’고 하였다. 성리학자인 오횡

information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Yeojaechaly” and the ‘ Mankuk Jung Pyo’. As a result, “The 

Statesman’s Year-Book” appears to have completed two and three chapters of the first volume, referring to the 

Chinese in translation of “The Stateman’s Yearbook”, “ManKuk Jung Pho” and maps of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China was prioritized over Joseon and the emphasis on the imperial family 

of China,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Mankuk Jung Pyo”, we could see the images of intellectuals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who were not completely free from Sinocentrism.

Key words: Oh Hueng-muk, Yeojaechalyo, Park Mun Kuk, Mankuk Jung Pyo, a geography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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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이 직접 영어로 된 책을 번역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이나 일본에서 �정치연감�을 번역하고, 이것이 조선으

로 유입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

다. 권정화(2013)는 일본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서양사정�(1866)을 저술하면서 참고한 서양의 지리교

과서가 명확히 파악되고 있는 반면, 중국과 한국은 근대 

지리교과서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그 계보학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오랜 시간 지방 관료를 지낸 오횡묵이 어

떻게 최신 세계 지리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으며, �여재

촬요�의 세계지리 부분을 집필할 때 어떠한 책을 참고

했는지 밝혀내어, 조선후기 세계지리 지식의 수용과 변

용 및 지리교육의 계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오횡묵에 대한 선행 연구와 �승정원

일기(承政院日記)� 등의 고문헌 분석을 통해, 그가 어떻

게 최신의 서구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

지에 대해 밝히고, 다음으로 �여재촬요�와 �만국정표(萬

國政表)�가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는 영국에서 발행된 

�정치연감(政治年鑑)�에 대해 논하고, 마지막으로 �여재촬

요�와 �만국정표�의 체제와 내용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세계지리 지식의 유통과 변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유능한 행정가이자 박문국 주사- 

오횡묵(吳宖默)

1. 수문장(守門將)에서 박문국 주사로, 그리고 

지방관의 삶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4)는 조선시대에 왕명(王命)

의 출납(出納)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이다. �승정원일기�에 �여재

촬요�저자 오횡묵과 관련된 것이 약 30여건 나온다. 오

횡묵이 승정원일기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약 44세 나이인 

1877년(고종 14년)에 수문장(守門將)5)으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고종 43년 1906년 5월 28일 경기도 평택

군수에서 물러났다는 것6)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으며, 당

시 나이가 72세였다.

오횡묵의 주요 관직은 강원도 정선군수(1887. 3~1888. 

8), 경상도 자인현감(1888. 8～1889. 4), 경상도 함안군수

(1889. 4～1893. 2), 경상도 고성부사(1893. 2～1895. 2), 공

상소감동(工桑所監董, 1895.2~1896.1.2), 전라도 지도군

수(1896.1~1897.5), 전라도 여수 군수(1897.5~1898.8), 경상

도 진보군수(현 경상북도 청송군과 영양군 일대, 1898.8~ 

1900.2), 전라도 익산군수(1900.2~1901.7), 경기도 평택군

수(1901.7~1905.7)등 약 10여 지역의 수령과 국가 관료

를 지낸 행정가라고 할 수 있다(고성총쇄록 해제, 2007; 

박수정, 2008).

오횡묵은 그 날의 날씨, 개인적인 생각과 사건, 그날 

만난 사람과 그에 대한 생각, 서신의 왕래 등 사적인 일

상생활,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기록과 관찰, 그리고 지

방 행정관으로써의 고민 등을 �총쇄록(叢鎖錄)�이라는 

일기 형식으로 기록했는데, 이 책 역시 조선 후기 급변

하는 시대의 변화상과 지방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로는 

조선 후기 지방 행정제도나 지방관에 대한 연구(김성윤, 

2010; 오용원, 2011 등), 조선 후기 지방교육과 관련된 

연구(박수정 2008; 이성심, 2007 등)가 있다. 특히 지리학

계 연구로는 박규택(2010)이 �고성총쇄록(固城叢鎖錄)�

분석을 통해 오횡묵이 날씨, 농사, 주민의 삶, 지방행정

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했는지에 대한 연

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지방관을 지낸 오횡묵이 어떻게 

세계 지리 정보에 대해 해박하고, 세계 지리와 한국지리

로 구성된 막대한 분량의 �여재촬요�를 집필할 수 있었

는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였다. 오횡묵의 행적을 

쫒기 위해 시작하면서 오횡묵의 일기인 �총쇄록(叢鎖錄)�

과 해제,�승정원일기�,�한성순보(漢城旬報)�7) 등에서 오

횡묵이 박문국 주사였다는 것을 찾아내었다. 

�승정원일기� 고종 23년 병술(1886) 3월 13일(丙午)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이건용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의 말로 아뢰기를, “전 수문장 오홍묵(吳弘默)을 박문국 

주사(博文局主事)로 더 차출하고, 해조를 시켜 구전으로 

하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하

였다.8)

(표 1)에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1886년 3월 13일에 

통리교섭통사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오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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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을 박문국 주사로 임명해주기를 고종에게 요청하고 

이틀 뒤인 15일에 박문국 주사로 임명되었으며, 1887년 

3월 정선군수로 임명되기 전까지 약 1년간 박문국 주사

로 일했다. 

2. 박문국 주사, 오횡묵 - 세계 지리에 대한 안목을 

넓히다

박문국(博文局)은 조선 후기에 신문·잡지 등의 편찬

과 인쇄를 맡아보던 출판기관이다. 신진개화세력의 핵

심인물이었던 박영효(朴泳孝)가 일본에서 수신사 업무

를 마치고 귀국한 후, 고종에게 결과를 보고하면서 개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문과 같은 근

대적 인쇄 매체와 외국 서적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개진하였고, 1883년(고종 20년) 8월에 설치되었다.

처음에 고종은 박영효가 판윤(判尹)10)으로 있던 한

성부에 신문발행을 주관하여 추진하게 했지만 박영효

가 광주부 유수(留守)11)로 옮기게 됨에 따라 관련 업무

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설

치된 동문학(同文學) 산하 박문국으로 이관시켰다. 박

문국의 초기 총재는 민영목(閔泳穆), 부총재는 김만식

(金晩植)이었으며, 기자는 동문학과 각 사(司)에서 차출

된 주사(主事) 또는 사사(司事)의 직함을 가진 사람들

이었다.

1883년 10월에 한문으로 된�한성순보(漢城旬報)�를 

첫 발간하였다. 그러나 1884년 12월 갑신정변으로 박문

국의 인쇄기계 등이 불탔고, 박문국도 폐지되었다. 이런 

상황은 근대 기구를 설치하고 서구 문물을 보급하려는 

정부의 정책 자체를 답보상태에 빠뜨렸다. 이를 염려한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 김윤식(金允植)은 1885

년 3월 28일 박문국의 재건을 건의했다(김성혜, 2011). 

1885년 5월 박문국을 교동에 있는 예전 왕실 건물로 이

전하여 인쇄 시설을 다시 갖추었으며, 고종의 허가를 받

아 종래의 순간(旬刊)을 주간(週刊)으로 하고, 이름도 

�한성주보(漢城週報)�로 고쳐서 1886년 1월에 최초의 

국한문 신문을 발간하였다. 내용은 국내기사, 외보(外

報), 법보절록(法報節錄), 집록(集錄) 등으로 되었는데, 

집록면에 민중의 개화에 도움이 되는 지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실었다(장보웅, 1970). 이 때 총재는 김윤식

(金允植), 부총재는 정헌시(鄭憲時), 주필은 장박(張博), 

회계는 정병하(鄭秉夏)였으며,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

로(井上角五郞)가 편수(編修)를 담당하였다.

장보웅(1970)은 �한성순보� ․ �한성주보�가 한국초기

의 신문인 동시에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지리지식을 보

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구한말 서구문화가 쏟아져 들

어올 때, 신문을 통한 지리지식의 보급은 근대적 지리교

육에 선행되는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평하였다. 

또한 박문국은 신문 외에 1886년에는 조선,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

한 �만국정표�를 출판했다. 

오횡묵이 박문국 주사로 임명된 1886년 3월부터 1887

년 1월까지는 �한성주보�가 활발히 발간되고, �만국정

표�가 출판된 시기이다. 오횡묵은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기 동안 박문국에서 주사로 활동했으나, 물밀듯이 들

어오는 해외 서적과 세계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지리적 

안목이 깊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시기에 확보

한 지리책이나 정보가 �여재촬요�를 집필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참고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표 1. �승정원일기�에 나온 오횡묵과 박문국과 관련 내용

시기 주요 내용 요약 원문

고종 23년

1886년 3월 13일

통리교섭통사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오횡묵을 

박문국주사(博文局主事)로 임명해 주기를 청함.

李建容, 以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言啓曰, 前守門將吳弘默, 

博文局主事加差下, 令該曹口傳下批, 何如? 傳曰, 允。 

고종 23년

1886년 3월 15일
오횡묵을 박문국주사(博文局主事)로 임명함. 吏曹口傳政事, 博文局主事單吳弘默

고종 24년

1887년 3월 23일 
오횡묵을 정선군수(旌善郡守)9)로 임명함. 吳宖默爲旌善郡守

고종 24년 

1887년 3월 23일
오횡묵을 대신하여 김창학을 박문국주사(博文局主事)로 발령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啓曰, 博文局主事吳宖默外除代, 金

昌學差下,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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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여재촬요(與載撮要)�와 

�만국정표(萬國政表)�, 그리고 영국의 

�정치연감(政治年鑑)�과의 관계

1. �여재촬요(與載撮要)�와 �만국정표(萬國政表)�

�여재촬요�의 10권 10책 중, 제1권은 대제학 한장석, 

경상감사 이헌영,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12) 윤용선, 

저자 오횡묵 자신의 ‘서문(序文)’, 1권에서 10권까지의 

‘목록(目錄)’, 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범례(凡

例)’를 4면13)에 걸쳐싣고, 경위선지도(經線緯線圖)를 시

작으로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장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 월식과 일

식, 세계의 기후와 지형 등으로 이루어진 42면의 자연 

지리적 접근, 제2장은 각국정교약설(各國政敎略設), 총

론(總論)으로 이루어진 18면의 인문 지리적 접근, 제3장

은 각 대륙의 여러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138면으

로 이루진 지역 지리적 접근 부문이다. 

�여재촬요� 서문 중 일부를 보면, 

...이 책은 10편에 불과하지만 명나라의 일통지(一統志)14), 

우리의 동국여지승람, 해국도지(海國圖志)15)를 합하여 한 

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간략하지만 풍족하고, 넓지만 번

잡하지 않다. 천하의 큼과 만국의 여럿임을 손바닥 안에 놓

고 주무를 수가 있으니 어찌 지금 한 시대만의 여행용 책에 그

치겠는가?...(여재촬요 서, 한장석 씀. 계사(1892년) 음력 2월)

...환일16)과 지구도(地球圖) 같은 새로 듣고 처음 본 것은 매

우 놀라운 것이라, 특별히 수용하지도, 병합하지도 않았다. 

그 각국의 정(政表)와 설(設)은 한 권으로 만들었고, 그 방외

는 그것을 약술하였다. 세상의 중요한 일 가운데 그 행함에 

길을 통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책 첫머리에 

이정표를 실었는데, 이것이 권두(卷頭)의 제일 첫 번째 가

치 있는 것이다....(여재촬요 서, 오횡묵 씀. 계사(1892년) 청

명일(4월 5일))

이를 통해 �여재촬요�는 조선 후기 국내외의 지리학

적 지식을 종합하여 집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

횡묵 자신도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등의 지구과학적 내

용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하여 본인이 얻은 자료를 그

대로 옮겼고, 각 나라의 정치와 여러 정보들을 묶어 제1

권을 서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재촬요�의 범례(凡例)에 조선과 중국은 양국

의 전헌(典獻)을 근거로 하고, 일본 이하 각국은 모두 서

역 1886년 영국에서 간행한 �정치연감(政治年鑑)�을 위

주로 대략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번역17)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박문국에서 1886년(고종 23)에 출판한�만국

정표�가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는 원전과 같다.

�만국정표�는 4권 4책으로 된 신식활자본으로 박문

국에서 1886년(고종 23)에 발간한 세계 51 개국의 정보

를 담고 있는 지리서이다. 책의 체제는, 편집면에 박문

국편찬(博文局編撰)’이라고 인쇄되어 있고(그림 1), 서문

(序文), 범례(凡例), 총론(總論), 각국정교약설(各國政敎

略說), 지구전도(地球全圖), 일목(目錄), 본문(本文)순으

로 되어있다. 

당시 박문국 총재였던 김윤식은 서문에서 옛날의 만

국(萬國)과 지금의 만국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 만국정표를 간행하고자 한 것이고, 여기서 만국이

란 중국, 일본을 넘어선 서구세계까지 포함한 의미라고 

하고 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치

(政治)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중

국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제

도 등에 관심을 둔 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성혜(2011)는 �만국정표�는 1880년대 이후 조선이 

서구적 만국공법체제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자세한 사정을 알아 부국강병과 자주독립을 유

지하려는 의도에서 편찬되었으며, 정부가 개화정책을 

그림 1. �만국정표�의 박문국편찬이라는 인쇄와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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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구문물을 신속히 도입 ․수

용해야만 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세계 정보 수집과 

함께 수집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 널리 보급시킴으로

써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에 대한 신민들의 이해와 협조

를 구하기 위해 �만국정표�를 간행하게 되었으며, 이 책

은 각국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폭넓은 보급

을 목적으로 편찬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2. 박문국의 ‘The Statesman’s Yearbook’의 번역

�만국정표�의 범례에서 있듯이 영국에서 간행한 �정

치연감(政治年鑑)�중「열국정표(列國政表)」를 한문으

로 번역 편집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번역을 직접 조

선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세계 지리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청나라나 혹은 일본에서 한역으로 번역되어 

온 것인지 등 원전의 출처가 중요하다. 

이민석(2018)은 �만국정표�의 김윤식 서문(序文)에 

‘근일에 영국 연보 중에서 열국정표(列國政表)를 얻어 

이노우에(井上)가 번역하여 엮고, 본국의 장고(掌故)18)를 

가려내어 합쳐 한권으로 만드니 모두 51개국이 되었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한역되기 전의�정치연감�원전을 찾았

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 책의 원전은 영국의 ‘The 

Statesman’s YearBook’이라고 하고 있다. 

‘The Statesman’s Yearbook’은 186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세계 모든 국가와 주요 국제기구

의 정치, 문화, 경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영국의 수

상 로버트 필(Robert Peel)19)이 알렉산더 맥밀란(Alexander 

Macmillan)에게 ‘문명화된 세계의 여러 국가의 실제 상

황, 정치, 사회적 상황을 콤팩트하게 보여주는 안내서’에 

대한 발간을 제안했고, 프레데릭 마틴(Frederick Martin)

이 초기 편집자로 일하면서 제1권이 1864년에 출판되었

다. 그는 20년 동안 이 책을 주재하였고, 이 책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다

(The Statesman’s Yearbook, 2018; Steinberg, S. H., 1966).

(그림 2)는 2020년에 발간된 156번째 호인 ‘The 

Statesman’s Yearbook’ 표지이다. 또한 현재 유료로 운영

되는 Statesman’s Yearbook 웹사이트는 국가의 역사에서

부터 외국과 국내 정치 네트워크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

한 정보를 통합하여 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http:// 

www.statesmansyearbook.com). 즉, ‘The Statesman’s Yearbook’

은 1864년 창간된 이후 계속적으로 국제 정세와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권위 있는 잡지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된 �정치연감�의 번역은 �만국정표�서문에 

언급된 것처럼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1860~1938)

가 했다. 그는 일찍부터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후쿠

자와 유키치(福澤諭吉)20)의 제자이다. 일본 수신사(修信

使)로 갔던 박영효, 김옥균 등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

諭吉)에게 조선 근대화를 위한 자문을 청하였으며, 그의 

추천으로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가 조선에 오

게 되었다. 그는 박문국에 근무하면서 �한성순보(漢城旬

報)�와 �한성주보(漢城週報)�창간에 관여하고, 통리교섭

사무아문(統理交涉事務衙門)의 고문(顧問)을 거치고, 조

선의 개화파(開化派)들과 교류하였다(최준, 1993). 이민

석(2018)은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가 번역가로

서 The Statesman’s Yearbook을 꼼꼼히 번역하는 데 

충실했으며, 모든 내용을 번역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발췌해서 번역했다고 하였다.

IV. �여재촬요(輿載撮要)�와 �만국정표 

(萬國政表)�의 체재와 내용 비교 분석

1. 범례(凡例), 총론(總論), 각국정교약설(各國政敎略設)

의 비교 분석

세계 지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여재촬요� 제1권은 

서문, 목록, 범례, 다양한 지도와 설명, 각국정교약설(各

그림 2. ‘The Statesman’s Yearbook’ 2020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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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政敎略設), 총론, 각 대륙별 국가 순서로 기술되어 있

으며, �만국정표�는 서문, 범례, 총론, 각국정교약설(各國

政敎略設), 지구전도, 일목, 각 대륙별 국가에 대한 기술

로 되어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을 찾으면 범례, 총론, 

각국정교약설(各國政敎略設), 각 대륙별 국가에 대한 기

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사실상 범례(凡例)21)는 책에 대한 전반적인 안

내이기 때문에 제목은 같더라도, 내용은 다른 경우가 일

반적이다. �여재촬요�의 범례는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고, �만국정표�는 5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여재촬요의 1에서 10항까지의 범례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 지구 운동의 밤낮 구분과 사계절의 변화를 알게 하

기 위해 천문도와 해설을 앞부분에 실었음

- 영국여도회(英國輿圖繪)나 영국에서 통용되는 경위

선, 해도 등을 참조함

- 국가의 경계와 영역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과거와 같지 않음(터어키의 속국을 사례로 설명함)

- 지도의 비례척 등 안내(영국 것을 활용함)

- 지도의 기호(흑점(黑點)은 국도를 표시함 등)

- 비례척(축척)를 활용하여 국가 크기 비교 사례 제시

(영국과 인도를 사례로 언급함)

- 지명 번역에 어려움으로 모든 지명을 번역하지는 

않았음.

- 지명 표기법에 대한 안내와 사례 제시(영국 책을 기

준으로 했으나 각 국가의 현지 음(音)을 고려하여 

표기함)

- 중국의 지명 표기한 방법(각 성마다 말이 같지 않아 

북경어를 중심으로 표기함)

- 이 책의 의의(서양어를 모르거나 지리학을 배우지 

않아도 천하만국의 대세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음)

앞 부분 10개의 항목은 �여재촬요� 앞부분에 있는 제

시되고 있는 다양한 지도와 각 대륙 앞에 첨부된 지도

에 대한 안내와 관련되어있다. 이 부분에서 주목되는 것

은 영국의 지도를 참조했다는 점, 지도의 축척과 기호를 

활용한 점, 지명 표기에 있어서 원전보다는 각 현지의 

발음을 고려했다는 점,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천하만국의 대세를 이해하는 어

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반면, 11항부터 15항까지는�여재촬요�와�만국정표�

의 내용이 거의 같다. 

- 조선과 중국은 양국의 전헌(典獻)을 근거로 하고, 

일본이하 여러 나라는 1886년에 영국에서 간행한 정

치연감을 대략 중요한 부분을 뽑아 번역(鈔譯)22)함

- 연호(年號), 일(日), 월(月)의 경우 조선과 중국은 태

음력을 사용하고, 다른 나라는 주로 양력을 사용함. 

- 총론(總論)에는 각국의 국명과 함께 그 속지(屬地)

를 담았음.

- 정치약설(政治略設)은 아홉개 주 각 나라의 정치와 

종교(政敎)를 밝혔음. 

- 통화는 일본 무역 은으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과 

통화(通貨), 중량(重量), 이정(里程), 지적(地籍), 선

박(船積)에 대해 우리나라와 영국의 단위 기준을 

비교하고, 영국 단위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함. 

마지막 16항은 �여재촬요�의 2권에서 10권에 해당하

는 것으로 조선의 지지(地志)와 관련된 지리정보 수록 방

법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서울과 8도

의 거리는 지도에 표시하였으며, 각 고을의 관원(官員), 

진관(鎭管), 고삭(苽朔), 군명(郡名), 면창(面倉), 호군(戶軍), 

결수(結需), 풍속(風俗), 형승(形勝), 읍성(邑城), 산천(山川), 

토산(土産), 능침(陵寢), 궁실(宮室), 관방(關防) ,누정(樓亭), 

역원(驛院), 교량(橋梁), 불우(佛宇), 고적(古跡), 신사(神祠) 

원(院祠), 인물(人物), 제영(題詠) 등을 함께 실어서 열람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정리하면 16개 항으로 이루어진 �여재촬요�범례 중 

각국의 지리정보와 관련된 지지에 해당하는 11항부터 

15항까지 내용이 �만국정표�와 거의 유사하다. 단,�여재

촬요�는 중국 및 조선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만국정표�

는 조선 및 중국이라고 하여 그 순서가 다르다.

둘째, �여재촬요�는 각국정교약설(各國政敎略設), 총

론(總論)순으로 되어 있는 반면, �만국정표�는 총론(總

論)이 먼저 나오고 각국정교약설(各國政敎略設)이 그 다

음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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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정교약설(各國政敎略設)은 제목 그대로 각국의 

정치체제, 법, 외교, 종교, 조세,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

인 개요를 기술한 것으로, 서두에 내치(內治)에 대해서

는 각국의 정치와 법으로 설명하고, 외교에 대해서는 통

상 등을 통해 설명 하겠다라고하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

다.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23)과 그 개요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각국의 정부 형태와 입법·사

법·행정부의 역할, 종교, 지방 행정, 조세, 군사제도, 교

육, 통화제도, 통상 및 무역 등에 대해 소개하고, 동서양

을 비교하거나 주요 나라를 사례로 들어 논하고 있다(임

은진 ․서태열, 2012).

각국정교약설(各國政敎略設)의 분량은 �여재촬요�는 

약 18페이지 정도이고, �만국정표�는 20페이지 정도인

데, 이는 목판본과 활자체의 차이로 보인다. 기술된 내

용은 두 책이 모두 같으나, 여재촬요에 한 줄이 더 추가

되었다. 그 내용은 ‘지구는 육대주에 51개국이 있으며, 

그 강함과 약함, 크고 작음이 있고, 정치, 교육이 다 달

라 장점과 단점, 빼어난 점과 부족한 점 등이 있다’24) 라

고 오횡묵이 총평을 남기고 있다.

셋째, 총론(總論)은 두 책 모두 내용이 같으며, 5줄 정

도이다. 주요 내용은 지구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양주로 구분하고 각 대륙(州)의 

크기를 소개하면서, 아시아 주가 제일 크다고 하고 있

다. 또한 각 대륙(州)에 속한 51개국과 속국을 명시하겠

노라고 밝히고 있다. �만국정표�는 총론(總論) 다음에 

책에서 다루게 될 국가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는데, 국

가 명 아래 정치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은 아프

리카주의 국가들인데 이집트(埃及)와 모로코(摩洛哥)는 

전제정치, 잔티파(三給波爾)파는 추장정치, 콩고(公額)는 

입헌정치, 오렌지자유국(疴聯珠自由邦)은 공화정치 등을 

명기하고 있다. 반면, �여재촬요�는 앞부분 목록(目錄)에 

본책에 다루는 국가 이름만 나열하고 정치제도는 제시

하지 않고 있다. 

2.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지리 정보 비교 

�여재촬요�제1권의 제3장은 조선, 중국을 비롯하여 6

대주 51개국의 역대(歷代 혹은 王室), 정치, 종교, 교육, 

재정, 병제, 면적, 인구, 통상, 공업, 화폐, 역서 등을 소

개하고 있다. 대륙을 소개하는 순서는 두 책 모두 아시

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양주에 

속한 하와이 순으로 되어 있으나, 각 국가를 소개하는 

순서는 두 책이 전혀 다르다(표 2). 예를 들어 남아메리

카대륙의 경우 �여재촬요�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

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페

루, 에콰도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속지 순서로 서술

된 반면, �만국정표�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콜롬

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브

라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속지 순서로 되어 있다.

당시 외국 국가의 이름은 한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

다. 이는 원대 이후 명 ․청대에 천주교 선교사들이 서양

에 대한 여러 정보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각종 지도

와 지리서 등을 제작하면서 서양 지명을 새로운 형태의 

한자로 표기하였으며, 이러한 세계 지명의 한자식 표기 

방식은 조선과 일본에 전파되었다. 조선에서 사용된 세

계 지명의 한자식 표기는 개항 이전에는 중국의 것을 

도입하여 사용하다가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일본을 통

해 들어오면서 일본식 한자 표기법으로 점차 바뀌어갔

다(전혜경, 2007). 이처럼 영국책 �정치연감�을 박문국에

서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가 번역 하면서 일본

식 한자 표기법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책에서 

그림 3. 아프리카주의 각 국가명과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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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국가 한자 표기는 두 국가만 제외하고는 모두 

같다. �여재촬요�의 총론에서는 독일을 ‘日耳蔓’로 표기

했으나, �만국정표�에서는 ‘德逸’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여재촬요�본문에서는 독일을 ‘德逸’이나 ‘德國’이라고 

표기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아르헨티나를 �여재촬요�

에서는 ‘亞然丁合衆國’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만국정표�

에서는 ‘亞然丁’이라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두 책의 

국가명 표기법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재촬요�는 각 주(州)에 속한 국가에 대한 소

개 전에 해당 지역의 지도가 있다. 이를 통해 오횡묵은 

지역의 이해에 앞서 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오횡묵이 지방관을 하면서 쓴 �총

쇄록�에 새로운 부임지를 소개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지도를 가장 앞부분에 삽입한 방식과 유사하다. 그는 여

러 지역의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어떠한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지도나 전적을 가지고 정확히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천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자인총쇄록, 1888. 

11. 9)’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

도나 지리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3.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서술 내용의 비교 분석

각 국가에 대한 기술과 관련하여 분량측면에서 보면, 

�여재촬요�의 세계지리 부분은 1권으로 되어 있는 반면,

표 2. �여재촬요�와 �만국정표�에서 서술하고 있는 6대주 51개국

여재촬요(輿載撮要) 만국정표(萬國政表)

아세아주오국(亞細亞洲凡五國)

아세아주도(亞細亞州圖),아세아동부도(亞細亞東部圖), 황실건도역대도

(皇室建都歷代圖), 중국(中國), 조선(朝鮮), 일본(日本), 태국(暹羅), 페르

시아(波斯), 러시아 ․ 프랑스 ․ 영국 ․ 네덜란드 ․ 포르투갈 ․ 스페인 ․ 네덜

란드의 보호지와 속지

아세아주(亞細亞洲)

중국(中國), 조선(朝鮮), 일본(日本), 태국(暹羅),페르시아(波斯), 러시아 ․ 

프랑스 ․ 영국 ․ 네덜란드 ․ 포르투갈 ․ 스페인 ․ 네덜란드의 보호지와 

속지

구라파주십구국(歐羅巴洲十九國)

구라파주도(歐羅巴洲圖), 러시아(俄羅斯), 오스트리아(墺地利), 독일(日

耳蔓), 덴마크(丁抹), 스웨덴(瑞典那威), 영국(英吉利), 네덜란드(荷蘭), 

벨기에(브뤼셀,比利時), 스위스(瑞西), 프랑스(法蘭西), 스페인(西班牙), 

포르투갈(葡萄牙), 이탈리아(伊太利), 그리스(希腦), 몬테니그로알바니

아(蒙底尼), 세르비아(塞爾維), 루마니아(羅馬尼), 불가리아(伯布里), 터

어키(土耳古), 영국 ․ 덴마크 ․ 네덜란드 등의 속지

구라파주(歐羅巴洲)

러시아(俄羅斯), 터키(土耳其), 오스트리아(墺地利), 독일(德逸), 영국

(英吉利), 벨기에(브뤼셀,比利時), 덴마크(丁抹), 그리스(希腦), 이탈리

아(伊太利), 네덜란드(荷蘭), 포르투갈(葡萄牙), 루마니아(羅馬尼), 세르

비아(塞爾維), 스페인(西班牙), 스위스(瑞西), 몬테니그로알바니아(蒙

底尼), 불가리아(伯布里), 프랑스(法蘭西), 스위스(瑞西), 영국 ․ 덴마크 ․

네덜란드 등의 속지

아비이가주칠국(亞非利加洲七國)

아비이가주도(亞非利加洲圖), 이집트(埃及), 잔티파(三給波爾), 남아프

리카공화국(南亞非利加共和國), 오렌지자유국(疴聯珠自由邦), 콩고(公

額), 리베리아(利比里亞), 모로코(摩洛哥), 독일 ․ 프랑스 ․ 영국 ․ 포르투

갈 ․ 터어키의 속지

아비이가주(亞非利加洲)

이집트(埃及), 모로코(摩洛哥), 잔티파(三給波爾)

콩고(公額), 오렌지자유국(疴聯珠自由邦), 

남아프리카공화국(南亞非利加共和國), 리베리아(利比里亞), 독일 ․ 

프랑스 ․ 영국 ․ 포르투갈 ․ 터어키 등의 속지

북아미가리주범구국(北亞米利加洲凡九國)

북아미가리주도(北亞米利加洲圖), 아이티(海地), 산토도밍고(三土民

各), 미국(美利堅), 멕시코(墨士哥), 온두라스(閧都拉斯), 과테말라(瓜他

馬拉), 산살바도르(三薩瓦多), 니카라과(尼加拉加), 코스타리카(古修都

理加), 덴마크 ․ 영국 ․ 프랑스 ․ 스페인의 속지

북아미가리주(北亞米利加洲)

미국(美利堅), 멕시코(墨士哥), 코스타리카(古修都理加), 과테말라(瓜他

馬拉), 아이티(海地), 온두라스(閧都拉斯), 니카라과(尼加拉加), 산살바

도르(三薩瓦多), 산토도밍고(三土民各), 덴마크 ․ 영국 ․ 프랑스 ․ 스페인

의 속지

남아미리가주십국(南亞米利加洲十國)

남아미가리주도(南亞米利加洲圖), 콜롬비아(古倫比), 베네수엘라(委內

瑞拉), 브라질(巴西), 파라과이(玻拉乖), 우루과이(烏拉乖), 아르헨티나

(亞然丁合衆國), 칠레(智利), 볼리비아(玻理非), 페루(秘魯), 에콰도르(厄

瓜多), 프랑스 ․ 영국 ․ 네덜란드 속지 

남아미리가주(南亞米利加洲)

아르헨티나(亞然丁), 파라과이(玻拉乖), 칠레(智利), 콜롬비아(古倫比), 

에콰도르(厄瓜多), 파라과이(玻拉乖), 페루(秘魯), 우루과이(烏拉乖), 베

네수엘라(委內瑞拉), 브라질(巴西), 프랑스 ․ 영국 ․ 네덜란드 속지 

대양주일국(大洋洲一國)

하와이(布哇), 독일 ․ 영국 ․ 프랑스의 속지

대양주(大洋洲)

하와이(布哇), 독일 ․ 영국 ․ 프랑스의 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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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정표�는 4권으로 되어 있다. 제1권에는 아시아, 제

2권과 3권에는 유럽, 4권에는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대

양주의 하와이 1개국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용면

에서 �여재촬요�와 �만국정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 

본 절에서는 �여재촬요�와 �만국정표�의 아시아 부

분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여재촬요� 범례에 제시된 

것과 같이 중국과 조선은 기존에 있었던 책을 참고했고, 

다른 나라들은 영국의 �정치연감�을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조선과 중국 편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를 기술한 참고문헌이 다르기 때문에, 두 책의 

체제와 집필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통해 세계 여

러 나라에 대한 정보 흐름의 출처를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오횡묵이 갖고 있는 세계 지리 지식과 세계관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여재촬요�는 아세아주오국(亞細亞洲凡五國)이라하고, 

�만국정표�는 아세아주(亞細亞洲)라고 하는데, 두 책 모

두, 중국, 조선, 일본, 태국, 페르시아 5개국과 러시아 ․프

랑스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의 보

호지와 속지(屬地)를 소개하고 있다. 이 두 책을 비교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재촬요�는 아세아주범오국을 제시하면서 아

세아주도(亞細亞州圖), 아세아동부도(亞細亞東部圖), 황

실건도역대도(皇室建都歷代圖)를 제시하고 있는데, �만

국정표�는 이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세아주도(亞細亞州圖)에서 우리나라를 고려(高麗)

라 하고, 수도 한양(漢陽)을 표시하고 있다(그림 4). 특히 

아세아동부도(亞細亞東部圖)에서는 수도 한양은 ▪로 표

시하고, 당시 주요 도시는 •으로 표시하였는데, 인천, 경

주, 전주, 나주, 장흥, 부산, 원산, 의주, 평양, 갑산 등을 

지명과 함께 표시하고 있으며, 국경선은 현재 중국과의 

국경선보다 위쪽인 간도 및 만주 일부까지 포함되어 그

려져 있다. 또한 오른쪽 아래에는 축척이 표시되어 있으

며, 경위선은 곡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가 사용하는 경위도 숫자와 별 차이가 없다. 조선과 청

나라 사이의 바다는 황해(黃海)로, 조선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일본(日本海)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나라 동쪽바

다를 동해와 남해로 표시한 것을 보아 중국 중심의 지

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태고 삼황오제(三

皇五帝)에서 시작하여 청나라 황실까지의 왕의 계보인 

‘황실건도역대도(皇室建都歷代圖)’ 를 11면 정도에 걸쳐 

담고 있다(그림 5).

둘째, 국가를 제시하는 순서에 있어서�여재촬요�는 

그림 4. �여재촬요�에 있는 아세아주도(亞細亞州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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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가장 먼저이고, �만국정표�는 조선을 가장 먼저 

서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면, �여재촬

요�에서는 중국의 면적과 국경선, 인종, 문자, 언어 등에 

대한 개요가 4줄 정도 나오고, ‘황실(皇室)’이 나오는데, 

청나라 3대 왕인 세조장황제(世祖章皇帝)에서 부터 현

재 황제까지 왕의 재위 기간 및 년도 등을 8줄 정도로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역대(歷代), 정치(政治), 종교

(宗敎), 학교(學校), 재정(財政), 화폐(貨幣), 군제(軍制), 

면적(面積), 인구(人口), 통상(通商), 공업(工業), 역서(曆

書) 순으로 서술되어 있다.

반면, �만국정표�에는 황실(皇室)이라는 별도의 항목

은 없으나, 역대(歷代)중 뒷부분에 같은 내용이 있다. 또

한 ‘군제(軍制)’ 대신에 ‘병제(兵制)’라는 용어를 사용했

는데, 두 책의 중국의 군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는 유사하지만 육군, 해군, 범선의 수 등은 서로 다르다. 

또한 �여재촬요�에서는 면적과 인구를 구분하여 기술했

으나, �만국정표�는 면적 및 인구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

어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通商)’에 있어서 �만

국정표�에는 전차선이나 철길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여재촬요�에는 그 내용이 없다. 반면, �여재촬요�는 공

업(工業)이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만국정표�

에는 이 내용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표 3)은 �여재촬

요�와 �만국정표�의 아시아 지역 각 국가 서술 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셋째, 조선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 ‘왕실(王室)’에서는 

태조부터 시작하여 왕들의 재위 기간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에 고종이 계해(癸亥, 1863)년에 즉위하였고, 

세자는 을해(乙亥, 1873)년에 책봉되었다(世子宮乙亥建

儲)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역대(歷代)’에서는 단군 신화

에서 부터 시작하여 조선의 성립까지 기록되어 있다. 또

한 ‘정치(政治)’는 군주정치(君主政治)라고 소개하고 행

정 기구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학교(學校), 

재정(財政), 화폐(貨幣), 군제(軍制), 면적(面積), 인구(人

口), 통상(通商), 공업(工業), 역서(曆書)는 �만국정표� 내

용과 거의 유사하거나 축약된 것이 많았는데, �만국정표�

는 병제(兵制)에 해군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 있

는 반면, �여재촬요�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 

넷째, 영국의 �정치연감�을 참조했다는 일본, 태국(暹

羅), 페르시아(波斯) 내용을 보면, 두 책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나, �여재촬요�에는 �만국정표�와 비슷한 내용

이 축약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태국(暹羅)에 대한 

내용은 왕실(王室)을 소개하는 것부터 두 책이 다르지만, 

재정(財政)부분에 조세 수입에 있어,�여재촬요�는 ‘세입

이 4,560,000원이며, 바다관세와 외해는 해마다 증감 출

입 없이 균등하게 받는다(歲入四百六十五萬圓除 海關稅

外海年無增减出入亦得相均)’라고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

는 반면, �만국정표�는 ‘토지세(土地稅)는 1,435,000원, 과

목세(果木稅)는 325,000원, 주세(酒稅)는 500,000원, 아편

세(阿片稅)는 600,000원, 도세(睹稅)는 500,000원, 해관세

(海關稅)는 600,000원, 석광이관(錫鑛利款)는 400,000원, 식

조집이관(食鳥巢利款)는 245,000원, 어업이관(漁業利款)은 

145,000원이며, 바다 관세와 외해는 해마다 증감 출입 없

이 균등하게 받는다’25)라고 기술되어 있다. �만국정표�에서 

제시된 세금을 합하면 4,750,000원 정도 인 것을 보면 오

횡묵은 세입의 각 세목을 합하여 결과만 기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접근을 비교하면서 가장 큰 차이

는 중국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재촬요�

는 �만국정표�와 달리 ‘중국황실역대도’를 아시아 지도 

그림 5. �여재촬요�에 있는 ‘황실건도역대도(皇室建都歷代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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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시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의 순서도 조선보다 

중국을 가장 앞에 서술하고 있다. 또한 �만국정표�는 정

치제도나 군사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나, �여재촬요�이 부분이 생략되거나 축약

된 것이 많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오랜 시간 지방관을 지낸 오횡묵이 어떻게 

세계 지리와 한국지리로 구성된 막대한 분량의�여재촬

요�를 집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였

다. 특히 어떻게 광범위한 세계 지리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또한 세계 지리 영역 집필에 있어서 참고한 

서적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내어 조선후기 세계지리 지

식의 유통과 지리교육의 계보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어떻게 광범위한 세계 지리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횡묵의 일기인 �총쇄록�과 

해제, �승정원일기�, �한성순보�과 해제 등에서 오횡묵

이 박문국 주사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승

정원일기�에 따르면 오횡묵은 궁의 문을 지키는 일을 

했던 수문장이었는데, 1886년 박문국 주사로 임명되었

으며, 정선군수가 되는 1887년까지 박문국에 근무하였

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박문국은 �한성주보�가 

활발히 발간되는 시기였으며, 세계 지지 책인 �만국정

표�가 출간되었다. 이 시기에 오횡묵은‘The Statesman’s 

Yearbook’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서적을 보았을 것이

고, 세계변화를 인식하면서 지리적 안목과 중요성이 깊어

졌고, �여재촬요�집필을 위한 준비 작업을 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 지리 영역 집필에 있어 참고한 서적

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오횡묵은 �여재촬요�

의 범례(凡例)에 조선과 중국은 양국의 전헌(典獻)을 근

거로 하고,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모두 서역 1886

년 영국에서 간행한 �정치연감(政治年鑑)�을 위주로 대

략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데 �만국정표�도 범례에 같은 책인 �정치연감(政治年鑑)�

을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 두 책의 체제와 내용 분

석을 통해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 세계지리정보의 유

통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여재촬요�10권 중 첫 번째 책인 제1

권이 세계지리 내용인 반면에,�만국정표�는 총 4권으로 

이루어져 분량만을 기준으로하고 보더라도 �만국정표�

에 기록된 각 국의 정보량이 많다. 첫째, 16개 항으로 이

루어진 �여재촬요�의 범례 중 각국의 지리정보와 관련

된 지지에 해당하는 11항부터 15항까지 내용이 �만국정

표�범례와 거의 유사하다. 다른 점은�여재촬요�는 중국 

및 조선 순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만국정표�는 조선 및 

중국이라고 하여 그 순서를 달리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여재촬요�의 제2장이 각국의 정치체제, 법, 외교, 종교, 

조세,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다루는 각국정교약

설(各國政敎略設)과 총론(總論)이 있는데, �만국정표�는 

총론이 먼저 나오고 각국정교약설이 기술되어 있다. 그

러나 두 책은 집필된 순서만 다르고, 그 내용은 같다. 셋

째, �여재촬요� 제3장에서 조선, 중국을 비롯하여 6 대

주 51개국의 역대, 정치, 종교, 교육, 재정, 병제, 면적, 

표 3. �여재촬요�와 �만국정표�의 아시아 지역 각 국가 서술 체계 비교

여재촬요(輿載撮要) 만국정표(萬國政表)

중국(中國)
 황실, 역대, 정치, 종교 학교, 재정, 화폐, 군제 면적, 인구, 

통상, 공업, 역서

역대, 정치, 종교, 학교, 재정, 병제, 해군, 면적 및 인구, 

통상, 화폐, 역서

조선(朝鮮)
왕실, 역대, 정치, 종교 학교, 재정, 화폐, 군제, 면적, 인구, 

통상, 공업, 역서
역대, 정치, 종교, 학교, 재정, 병제, 통상, 공업, 전폐 

일본(日本) 황실, 역대, 종교교육, 재정, 화폐, 군제, 면적, 인구, 통상, 공업
황실, 정치, 종교 및 교육, 재정, 육군 및 해군, 면적 및 인구, 

통상 및 공업

태국(暹羅) 왕실, 정치, 종교, 교육, 재정, 화폐, 군제, 면적, 인구, 통상
왕실, 정치, 종교와 교육, 재정, 육군와 해군, 면적및 인구, 

통상 및 공업

페르시아(波斯) 왕실, 정치, 종교, 교육, 재정, 화폐, 군제, 면적, 인구, 통상
왕실, 정치 및 종교와 교육, 재정과 육군, 면적 및 인구와 

통상 및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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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통상, 공업, 화폐, 역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대륙

을 소개하는 순서는 두 책 모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양 순으로 되어 있으나, �여

재촬요�는 6대주의 각 국가를 서술하기 전에 각 주의 

지도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 반면, �만국정표�는 지도가 

없다. 또한 대륙에 속한 국가를 소개하는 순서는 두 책

이 전혀 다르지만, 한자로 표현하는 각국의 이름은 거의 

유사하였다. 넷째, 내용 분석을 위해 아시아에 대해 서

술한 부분을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여재촬요�는 아세

아주도(亞細亞州圖), 아세아동부도(亞細亞東部圖)를 제

시하고 있는데, �만국정표�는 지도를 제시하지 않고 있

다. 또한 �여재촬요�는 아시아 각국을 소개하기 전에 중

국의 황실 계보인 ‘황실건도역대도(皇室建都歷代圖)’ 가 

있는데, 이 또한 �만국정표�는 없다. 두 책 모두, 중국, 

조선, 일본, 태국, 페르시아 5개국과 러시아 ․프랑스 ․영

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의 보호지와 속

지(屬地)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재촬요�는 조선보다 중

국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 반면, �만국정표�는 조선

이 먼저 나온다. 또한 각국의 소개하는 항목은 유사하나 

�여재촬요�의 거의 많은 내용이 �만국정표�내용과 유사

하거나 축약되있고,�만국정표�의 중국 편에는 공업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여재촬요�에는 있다. 

요약하면, 10권으로 된�여재촬요�중 제1권이 세계 지

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중 �만국정표�와 중복되는 부

분은 제2장 인문지리와 제3장의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지지(地志)부분이다. 물론 �만국정표�가 먼저 출판되었

지만, �여재촬요�의 서문이나 발문 등 어디에도 �만국정

표�를 참조했단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만국정

표�에 없는 내용이 �여재촬요�는 있는 점, 국가를 소개

하는 순서가 서로 다른 점 등을 보았을 때, 오횡묵이�만

국정표�만을 보고 지지부분을 요약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횡묵이 박문국에 근무했던 시절이 영국의 ‘The Statesma’s 

Yearbook’을 번역했던 시기와 중복된다는 것을 고려한

다면, 오횡묵은 이 책의 번역본과 �만국정표�초고 혹은 

완성본,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 등을 참고해서 제2장과 

제3장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재촬요�는 조선보다 중국을 먼저 소개하고 

기술하고 있으며, �만국정표�보다 중국을 소개하는 항

목이 더 많고, 아시아 각 국가를 소개하기 전에 중국의 

‘왕실계보도’를 넣은 것을 보았을 때, 오횡묵은 세계 지

리 관련 내용을 집필할 정도로 다른 여타 조선인보다 

세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과거 시험을 

보고 관료가 된 성리학자로 중화사상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는 못한 과도기적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서구의 지식과 담론을 받아

드려야 하는 19세기 말 조선인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제1장에는 

다수의 자연지리와 관련된 지도와 모식도 등이 있으며, 

제3장에는 같이 각 대륙에 속한 나라들을 서술하기 전

에, 해당 지도를 넣었다. 이는 그가 지도의 가치를 알고 

활용할 줄 알았으며, 근대 지리교육의 성립에 중요한 밑

거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오랜 시간 지방 관료를 지낸 오횡묵이 어떻

게 당시 세계 지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여재촬

요�의 세계지리 부분에 담아내고 변용했는지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 한국지리나 자연지리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

다. 추후 이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개화기 시대의 전체

적인 지리 정보의 흐름과 계통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주

1) 1895년 2월 2일에 고종황제는 조칙(詔勅)으로 교육에 관한 특

별조서인 ≪교육조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근대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을 강조한 최초의 조서로 평가되며, 이러한 교육입국(立國) 

의지의 천명으로 근대식 학제와 교육을 성립시킬 수 있는 토

대가 마련되었다. 조서의 중심 내용은 교육이 나라의 근본이

며, 실용적인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학교설립과 인재양성이 

시급하게 하되 德·知·體의 교육을 하라는 것이다(서태열, 

2012, 27~29)

2) 이하 본문에서는 한자를 제외하고 �여재촬요�로 기술함. 

3) 연구자는 鈔의 의미가 다양하지만, 초록(抄錄: 필요한 부분만

을 뽑아서 적음) 문맥 상 초록과 유사한 의미로 번역하였음. 

4) 승정원에서 관계한 일이 계품(啓稟)·전지(傳旨)·청패(請牌)·

제추(諸推)·정란(呈亂)·상소(上疏)·선유(宣諭)·전교(傳敎) 등

에 관련된 일이므로 일기에 수록된 내용은 왕명출납(王命出

納)·궐문감약(闕門監鑰)·등연(登筵)·입시(入侍)·추국(推鞫)·

정사(政事)·포폄(褒貶)·과시(科試)·병무(兵務)·제향(祭享)·동

가(動駕)·의절(儀節)·사대(事大)·교린(交隣), 승정원과 다른 

관직인 의정부(議政府)·대신(大臣)·사관(四館)·사관(史官)·

옥당(玉堂)·분사(分司)·승전색(承傳色)·사알(司謁)·선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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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傳官)과의 관계 등이었다. 승정원일기는 1999년 4월 9일 

국보 303호로 지정되었다. 이 책은 <일성록>·<비변사등록>

과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에 기본 자료로서 이용되

었고 실록에 앞서는 1차 사료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 일기의 

작성은 승정원의 주서(注書)와 가주서(假注書)의 소임으로, 

한 달에 한 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이 많을 경우

에는 2권 이상으로도 작성하였으며, 반드시 그 다음 달 안으

로 완성하여 보존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5) ...吳宖默爲守門將...(승정원 일기, 고종 14년, 1877년 12월 20일).

6) ...平澤郡守吳宖默...(승정원 일기, 고종 43년, 1906년 5월 28일).

7)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 해제에 의하면 오횡묵은 1886년 4월 16

일 박문국 주사로 임명되었으며, 1887년 4월까지 근무했다고 함. 

8) 李建容, 以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言啓曰, 前守門將吳弘默, 

博文局主事加差下, 令該曹口傳下批, 何如? 傳曰, 允。

9) 조선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

관직.1431년(세종 13)에는 주관(周官) 육익(六翼)의 제도에 의

거해 외관의 품질(品秩)을 제정하였다. 즉, 유수관은 종2품, 

도호부와 목관은 정3품, 도호부는 종3품, 지군사는 종4품, 판

관과 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으로 정하였다. 이후 1466년

(세조 12) 관제 개편 때에 지군사가 군수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경기도 7인, 충청도 12인, 경

상도 14인, 전라도 12인, 황해도 7인, 강원도 7인, 영안도 5인, 

평안도 18인 등 모두 82군에 82인의 군수가 파견되었다. 군수

로 제수되면 반드시 왕을 알현하고 임지로 떠났다. 임기는 관

찰사가 360일, 군수는 1800일로 당상관인 경우와 부임지가 

변방이어서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경우에는 900일로 되

어 있다. 녹봉은 같은 외관이라도 녹봉이 아록전에서 지급되

는 진장(鎭將)과는 달리 중앙의 호조에서 직접 지급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0) 한성부의 최고위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다. 1394년(태조 3) 

11월 26일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수도의 명칭을 

한양부(漢陽府)라 하였으며, 한양부를 관할하는 총책임자를 

판한양부사(判漢陽府事)라 하였다. 1395년 6월 6일 한양부를 

한성부라 개칭하고 판한양부사를 판한성부사로 개칭하였

다. 1469년 한성부의 관제를 개혁하여 판한성부사를 판윤으

로 개칭하고 초대판윤에 서거정(徐居正)을 임명하였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

11) 조선시대 개성(開城)·강화(江華)·광주(廣州)·수원(水原)·춘

천(春川) 등 요지(要地)에 두어 그 곳을 다스리게 하던 정이품

(正二品) 또는 종이품(從二品)의 경관직(京官職)으로 정원은 

2원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12) 조선 시대, 시강원(侍講院)의 종이품 문관 벼슬

13) 1면에 10행이 있고 각 행은 25자로 이루어져있다. 

14) 대일통지·대원일통지·대명일통지·청일통지 등 중국의 총지

지(總地志)의 명칭으로 전국을 노(路)로 나누고, 각 노를 건치

(建置) 연혁, 향진(鄕鎭), 이지(里至), 산천, 토산(土産), 풍속, 경

승(景勝), 고적, 궁적(宮跡), 인물, 선석(仙釋) 등의 항목으로 나

누어 기록하고 있다. 이 일통지의 편제는 그 후의 다른 일통지

의 모범이 되었다(두산백과)

15) 중국 청나라 말기의 학자 위원(魏源)이 지은 세계지리책. 

1822년에 써서 44년에 간행했으며, 47년에 다시 60권, 52년에 

100권으로 증보 간행했다. 지도(地圖)와 지지(地誌)로 나누

어, 세계 각국의 지리·역사를 소개하고, 양이(洋夷)를 막기 위

해 서양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선 말기에 우

리나라에 들어와 해외지식의 섭취에 이바지하였음(한국근

현대사사전)

16) 환일[幻日] : 태양의 양쪽 시거리 약 22도의 점에 태양과 비슷

하게 나타나는 엷은 빛. 구름을 형성하는 얼음 결정에 의한 햇

빛의 반사와 굴절로 생긴다.

17) 원문에는 鈔譯이라고 되어 있음. 

18) 국가의 전고(典故) ‧ 고사(古事) ‧ 관례(慣例), 또는 전장(典章) ‧

제도(制度)를 관장하는 관직 이름, 또는 그 일을 이르는 말(한

국고전용어사전)

19) 로버트 필 경(Robert Fel, 1788년 2월 5일~1850년 7월 2일)은 영

국 총리를 두 번(1834년–35년 및 1841년–46년)하고 내무장관

(1822년–27년, 1828년–30년)을 두 번 역임한 영국 보수당 정치

인이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을 창설한 덕분에 현대 영

국 치안 유지의 아버지로 여겨진다. 

20)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메이지政府 수립 이후 政府의 

文明開化政策이 본격화되면서 西洋諸國의 文明을 역설하면

서 日本이 西洋諸國과 같은 文明國이 되도록 하는데 주된 關

心을 두고 있었으며, 현재 일본 게이오 대학의 전신인 게이오 

의숙을 창시하였다.

21) 책 머리에 그 책의 내용이나 쓰는 방법에 대해 참고사항을 설

명한 글(표준국어대사전)

22) 연구자는 鈔의 의미가 다양하지만, 초록(抄錄: 필요한 부분만

을 뽑아서 적음) 문맥 상 초록과 유사한 의미로 번역하였음. 

23) 其設立法典一也其頒行政法二也其審判訟獄三也

24) 地球六洲有國凡五十一而强弱大小各不同至於政敎則互有長

短巧拙焉

25) 王室歲入 土地稅 一百四十三萬五千圓 果木稅 三十二萬五千

圓 酒稅五十萬圓 阿片稅 六十萬圓 睹稅五十萬圓 海關稅 六十

萬圓 錫鑛利款 四十萬圓 食鳥巢利款 二十四萬五千圓 漁業利

款 一十四萬五千圓除 海關稅外海年無增减出入亦得相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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