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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김택 은 개성출신으로 한말 격동기에 활동한 역사가이자 한시와 한문의 

가 다. 그는 1894년 갑오개  이후부터 사 직에 있으면서 편사를 담당하여 

역사교과서 �역사집략�을 술하 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의 침략에 한 기

의식에서 국의 남통으로 망명하여 한묵림인서국에서 교정 작업을 하며 술

활동을 하 다. 남통에서 교유한 국인은 실업가 張謇, 번역가 嚴復, 사상가 

梁啓超, 湯震, 문학가 兪樾, 사학자 屠寄, 呂思勉, 술가 歐陽予倩 등이다.

한묵림인서국에서는 조선후기의 박지원, 이건창, 신 , 황 의 시문집을 간

행하고 �교정삼국사기�와 �신고려사�를 편찬하여 주체 이고 객 인 에

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 한 �한사경�을 술하여 비 인 안목에서 

조선왕조사를 처음 정리하 으며, 이어서 �한국역 소사�를 술하여 식민지

시기 한국사 통사를 남겼다. 이 서국을 통해 출 된 서 들은 식민통치하 국내

의 지식인층에게 비 리에 제공되었고 국에도 우리 문화 통의 우수성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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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요한 자산이 되었다. 김택 은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정리하여 국내와 

국에 유통시킴으로써 ‘문장보국’을 실천한 것이었다.

김택 은 역사학자 屠寄와 呂思勉과의 교류를 통해 국 역사학계에도 알

려지게 되었다. 특히 呂思勉은 �白話中國史�를 서술하면서 김택 의 �한국역

소사�를 인용하 다. 이 책은 국 최 의 백화문으로 기술된 통사로 리 

유통된 학교재 다. 이러한 교재를 통해 김택 의 �교정삼국사기�, �한국역

소사�, �신고려사�가 국에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술활동

은 국권회복과 독립을 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는 에서 그 사학사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김택 , 개성, 역사집략, 남통, 한묵림인서국, 한사경, 한국역 소사

1. 머리말

金澤榮(滄江, 1850～1927)은 격동의 시기에 활동한 표  역사가  

한 사람으로 갑오개  이후 學部에서 역사교과서를 편찬하 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에 한 기의식에서 자신의 계획인 역사서를 술하고 시

문집을 간행하는 작업과 역사 보 을 해 망명의 길을 선택하 다. 그는 

李建昌, 黃玹과 함께 한말 3  문장가로 불리고 朴殷植, 申采浩와 함께 

망명사가로 손꼽히고 있다. 문학과 역사 술에서 선구 인 업 을 남겼

지만 그동안 한문학사에서 문장가로서의 측면만이 주목을 받으면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1) 역사가로서는 상반되는 평가를 받아 동시 의 

망명사학자 박은식과 신채호에 한 평가가 높은 데 반해, 김택 에 한 

평가는 일정하지 않다.2) 부분 으로만 평가받아온 역사가로서의 김택

 1) 최혜주, ｢한국에서의 김택 연구 황｣, �사학연구� 55ㆍ56, 한국사학회, 1998: 김승룡, 

｢창강 김택  연구의 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5, 한국인물사연구회, 2006. 

 2) 최혜주, �창강 김택 의 한국사론�, 한울, 1996: 동, ｢1920년  김택 의 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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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한  문화교류의 시각에서 김택 과 한  지식인

의 교류  南通 생활에 주목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3) 그러나 김택 이 

망명지 국에서 술활동을 하면서 국인들과는 어떠한 교류를 나 었

는지, 일제의 식민지배 하에 놓인 조국의 참담한 실에 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은 김택 이 국 남통에 이주한 후 이룩한 역사 련 연구와 

술 작업이 한국사학사 상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 이 있다. 

망명사학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  정체성을 찾고 우리 역사를 기

록에 남겨 출 하고 유통시키기 해 애쓴 그의 술활동은 창강서거 90

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 먼  역

사가로서의 김택 을 조명하기 해 망명 이  학부에서의 역사교과서 

편찬활동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남통에 이주하여 망명 생활을 하면

서 한묵림인서국에서 국인들과 교류를 나 며 어떠한 역사서를 출 하

게 되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역사 술에 나타난 역사 에 해 

검토하여 그것이 미친 향도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한국사서술｣, �사학연구� 53, 한국사학회, 1997: 이용식, ｢김택 의 �신고려사�에 한 

일 고찰｣, �계명사학� 11, 계명사학회, 2000: 정재철, ｢구한말 동아시아 지식인의 문화비

｣, �한국한문학연구� 47, 한국한문학회, 2011.

 3) 鄒振環, ｢近代中韓文化交流史上的金澤榮｣, �韓國硏究論叢� 5, 复旦大學韓國硏究

中心, 1998: 동, ｢金澤榮 近代中韓文化交流｣, �韓國學論文集�, 北京大學韓國學

硏究中心, 2000: 章開沅, ｢張騫 中韓文化交流｣ �華中師範大學學報�, 華中師範大

學, 2005: 김승룡, ｢한  지식인의 교류사 연구를 하여｣ � 국사연구� 29, 국사학회, 

2004: 동, ｢근 계몽기 김택 의 남통 생활에 한 소고｣, � 동한문학� 36, 동한문학

회, 2012: 김동훈, ｢김택 , 근  각성과 국문인들의 향｣, �한국문학연구� 28, 동

국  한국문화연구소, 2005: 최 옥, ｢창강 김택 의 국망명과 출 사업 의식｣, �한국

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김민학, ｢ 국 망명 시기 창강 김택 의 출  활동

과 그 의의｣, �한국한문학연구� 56, 한국한문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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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에서의 역사교과서 편찬 활동

갑오개  이후 한성사범학교와 성균  경학과, 그리고 소학교가 서울

과 지방에 설립되면서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1895년 3월 학부 제

가 칙령 46호로 발표되고 學部 내에 편집국이 신설되어 교과서 편찬ㆍ번

역ㆍ검정ㆍ인쇄를 담당함으로써 1895년부터 1910년까지 24종의 교과서

가 편찬되었다.4) 교과서 편찬에 참가한 사람은 김택 , 채, 장지연, 최

경환, 원 의, 정교, 유근, 안종화, 박정동, 정인호 등이다. 찬과 사찬을 

포함한 교과서의 내용은 교과서 이외에 정식으로 찬사서가 없었던 당

시의 역사인식의 수 을 반 한 것이다.

김택 이 학부에 근무하게 된 과정을 보면 1891년(42세) 성균진사 회

시에 합격하여5) 갑오개  후 의정부 주사 겸 편사국 주사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추원 참사  겸 내각 기록국 사 과장으로 승진하 다. 이후 편

사의 직책을 맡으며 文獻備  속찬 원을 지내고, 1905년에는 학부의 편

집 원에 임명되었으나 9월에 사직하 다. 학부에 근무하는 동안 간행한 

교과서로는 �東國歷代史略�, �大韓歷代史略�(1899), �東史輯略�

(1902), �歷史輯略�(1905) 등이 있다. 김택 은 �東史輯略�을 간행하면

서, 여기에 箕氏 50王의 역사와 발해사를 보충해서 1905년 �歷史輯略�

을 학부에서 출간하 다. �역사집략�은 단군에서 고려 말까지 편년체로 

서술한 교과서이다. 개화기 역사교과서로서는 처음으로 체계 인 서술을 

시도하 고, 종래에는 볼 수 없는 풍부한 자료를 이용한 실증  사서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이 책이 주목받아 온 것은 천 우가 지 한 로 “조

선왕조 말에 있어서 한국인에 의해 간행된 최 의 통사”이기 때문이다.6) 

 4) 김여칠, ｢개화기의 국사교과서 연구｣ 상ㆍ ㆍ하, �논문집� 17ㆍ18ㆍ19, 서울교육 학, 

1984-86.

 5) �韶濩 文集� 권11 ｢家述｣ <先 分監役啣府君墓表>(1919)

 6) 이우성ㆍ강만길 편, ｢한국사연구백년｣ �한국의 역사인식�(상), 창작과비평사,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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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이유는 ‘神功皇后의 삼한정벌’과 ‘임나일본부’ 문제가 서술되

어 있기 때문이다.7) 

김택 이 �역사집략�을 서술한 동기는 략 세 가지이다. 첫째, 교육  

목 에서 다. ‘自序’에서 “자신은 학부에 근무한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학자를 한 한국사가 없는 것을 항상 한탄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

래서 서거정의 �東國通鑑�, 兪棨의 �麗史提綱�, 안정복의 �東史綱目�, 

홍여하의 �渤海世家�와 일본사 그리고 정약용의 강역설과 변명을 이용

하여 단군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 둘째, 국 심의 

역사 을 극복하여 주체  자주의식과 독립정신을 배양하기 해서 다. 

한 실과 국제  상황을 직시하여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역사 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다. 셋째, 고증 이고 실증 인 역사연구 방

법을 통하여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해서 다. 이를 해 한국의 

고서는 물론 국, 일본 등의 방 한 문헌을 이용하 다.

�역사집략�의 구성상의 특색은 첫째, 편년체 서술 방식을 써서 기사의 

복을 피하고 사실을 알기 쉽게 정리하 다. 편년체는 기 체ㆍ기사본

말체ㆍ강목체에 비하여 사실을 종합 으로 악하기 어려운 약 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을 교육 으로 사용하기 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사서 편

찬에 역 을 둔 것이다. 둘째, 고 사의 체계를 단군→기자→마한→삼국

→통일신라로 체계화하고 있다.8) 이 책의 ‘범례’에서 “단군에 한 사실

은 의심스러운 이 있으나 �春秋�의 의심스러운 것은 의심스러운 것으

 7) 조동걸, ｢한말사서와 그의 계몽주의  허실｣(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한국독립운

동사연구소, 1987:동, ｢한말사서와 그의 계몽주의  허실｣, �한국학논총� 10, 국민  한

국학연구소, 1988.

 8) 한제국기 교과서는 고 사에 해 ‘삼조선설’과 ‘마한정통론’에 따라 두 계통으로 나

 수 있다. ‘삼조선설’은 국가의 계통이 단군→기자→ 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정통론은 단군→기자→삼한(마한)으로의 계통을 정통으로 본다. 자는 �동국역 사

략�, �동국사략�, � 등본국역사�가 있고, 후자에는 �조선역사�, �조선역 사략�, �조

선약사�, �동사집략�, �역사집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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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록하는 를 따라 기록하 다.” 한 “삼국은 본래 無統이고 가락은 

타국에 복속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존비로 구분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기록한다”고 언 한데서 체계  인식은 잘 드러난다. 이 책의 

고 사 체계는 실학기의 정통론에 입각하여 체계화한 것이며 나아가 �동

사강목�에서 한국사의 시작을 기자에서부터 서술한 것을 단군으로 높인 

것은 하나의 진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 

이 책의 내용상의 특색은 첫째, 단군조선기를 독립해서 기록하는 한편 

신화가 아닌 국가로서 조선의 연원이 됨을 밝히고, 外紀로 나 어 서술하

지 않고 본국사 안에 넣었다. 고 사의 상한을 높여주어 한국민의 활동

역을 넓 주고 있다. 둘째, 기자 이하 50왕의 역 를 밝히고 그 왕 에 따

라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데, 기자와 마한의 王世系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다른 교과서와 다른 이다. 셋째, 만을 고 사의 체계에서 제외시키는 

신 발해를 포함시키고 있다. 만조선을 ‘簒賊’이 지배한 나라로 보고 

정통에서 제외한 것이다. 김택 이 신라와 병립한 발해의 역사를 서술한 

것은 발해가 종래 한국사 속에 서술되지 않았던 을 문제로 여겼기 때문

이다. 넷째, 기사 내용은 年紀, 사실, 사론의 세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자세한 사론을 부기하여 사실에 한 시비를 가려주고 사실의 연

을 밝히고 있다. 사론은 130편에 달하는데 왕조별로 분류해 보면 단군

조선에 6편, 기자조선에 8편, 마한에 26편, 삼국에 63편, 통일신라 발해에 

32편, 고려시 에 21편이 있다. 사론의 특징은 시 별로 상고사와 고사

를 심으로, 地誌와 정치 분야에 한 것이 많은 비 을 차지한다. 국가

별로는 발해에 한 사론이 10여 편으로 발해에 한 심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일본 계 사론에서 임나문제에 해 임나를 가야로 

 9) �朝鮮上古史� 제1편 총론, 3. 史의 종류와 그 득실의 略評에서 신채호도 �동사강목�

의 단군인식에 해 “시 에 유행하는 孔丘 �춘추�와 朱熹 �강목�의 科臼에 빠져, 기

자본기 에 단군과 부여를 附庸했다”라며 엄하게 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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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한계를 가진다. 

김택 은 �역사집략�을 집필한 뒤 학부 편집 원을 사직하고 국에 

이주 망명하여 책을 출간할 수 없었으나, 이후 동료 채의 교정을 거친 

뒤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나 에 수신ㆍ국어ㆍ역사ㆍ지리 등의 교과서

와 함께 사용이 지되었다. 이는 통감부의 교육정책이 민족교육을 말살

해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3. 국에서의 한국사 술 활동

1) 한묵림인서국에서 교류한 국인

김택 은 1905년 , 일본의 침략에 한 기의식에서 친우 황 10)과 

국의 張謇11), 兪樾12)에게 망명을 결심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당시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병활동에 참가하거나,  황

처럼 죽음으로써 지조를 지키지도 못하 다. 그 기 때문에 망명 이후

에는 한묵림인서국에서 ‘문장보국’을 해 애쓰면서 국권회복을 궁극 인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국에는 한국사 술에 참고할 만한 사료가 었

기 때문에 체포될 험을 무릅쓰고 귀국하 다. ≪황성신문≫ 1909년 4월 

21일 기사 ｢金氏歸國｣에 의하면 “2일 에 가족을 데리고 귀국했는데 여

비는 海豐府院君 尹澤榮 씨 형제가 각 30원씩, 完 君 李載完씨 형제가 

각 20원 씩 총 백 원을 지 하 다”고 보도하 다. ≪신한민보≫ 1909년 

6월 16일 기사 ｢역사편찬｣에서는 “내각에서 고려 이  사기를 편찬하기 

해 김택 을 빙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생겨서 단되었다”고 언 하

10) 황 , �梅泉野 � 권4 ｢김택 의 청국행｣, 1905.

11) �韶濩 文集� 권1 ｢書｣ < 張季直書>, 1905.

12) �韶濩 文集� ｢合刊韶濩 集原序｣,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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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어서 6월 23일 기사 ｢명사귀국｣에서는 김택 의 귀국 사

실을 하면서 민형식 등이 의연 을 모아 도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면 일단 정부에서도 역사편찬을 해 김택 을 빙할 계획이 있었으나 

취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김택 은 국내에서는 주로 안종화, 柳正秀, 채

를 방문하고,13) 그 후 통주로 돌아가 황 에게 보낸 서간에서 “�한국역

소사�를 쓰면서 물이 흘러 마를 새가 없으나 시운에 계없이 다만 문

장으로써 보국하려 한다”는 의지를 실하게 토로하 다.14)

김택 이 망명객으로 22년 동안 살게 되는 남통은 張謇이 청일 쟁 패

배 이후 세운 근  계획도시 다.15) 장건은 정치가이자 문필가, 실업가

로서 구국안민에 뜻을 둔 채 ‘실업구국’을 실천하 다. 그는 근  민족자본

가로 명성이 높았으며 兩江총독 張之洞의 지원으로 남통에 생사공장인 

大生紗廠을 설립한 이래 방직ㆍ운수ㆍ식품ㆍ양조ㆍ출  등 다방면의 사

업을 경 하 다. 大生紗廠은 김택 이 남통에 도착해서 가장 먼  둘러

본 곳이기도 하다. 남통에는 산업시설만이 아니라 남통사범학교(1903), 남

통여자사범학교(1906), 남통 학교(1909) 등 교육시설이 세워지고 한묵림

인서국은 남통사범학교가 설립되면서 만들어진 출 사 다. 1902년 교사

양성을 해 이 학교가 세워지면서 여기에 필요한 교과서 등을 출 하기 

해 1903년에 세운 것이다. 김택 은 장건의 도움으로 이 서국에서 일하

고 있었지만 국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校書의 일에 집 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한 것은 한문학과 한국통사 술 등의 문화유

산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표1>과 같이 김택 이 남통의 한묵림인서국

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는 47종에 달한다. 이 서국을 통해 출 된 서 들은 

13) 김윤식, �續陰晴史� 하, 권13, 1909.

14) �韶濩 詩集� 권5 ｢寄黃梅泉｣, 1910.

15) �南通地方自治十九年之成績�, 張謇硏究中心南通博物苑, 2003, 10. 이 자료를 빌려

주신 부산  김승룡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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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통치하 국내의 지식인층에게 비 리에 제공되었고 국에도 우리 문

화 통의 우수성을 알리는 요한 자산이 되었다. ≪신한민보≫ 1923년 

2월 22일자 ｢한국역사를  압수-김창강 선생의 술한 역사｣라는 기사에 

의하면 국 강소성 회남서  주인 손옥이 라도 보성군 보성면 우산리

에 사는 안 정에게 보낸 김택 의 �역 한사� 한 질을 보성경찰서에 압

수당했다는 내용이다. �역 한사�는 �한국역 소사�를 가리키며 이를 통

해 보면 김택 은 조선에 살고 있는 지인을 통해 한묵림인서국에서 간행

한 서 들을 유통시켰음을 알 수 있다. 

김택 은 우리 문화 통에 한 자신감에서 망명객으로서의 망과 허

무를 벗어나 민족에 한 신념을 고취시키며 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

다. 1921년에 金憲基의 문집을 간행하면서, “국토는 망했어도 참으로 멸

망한 것은 아니며, 민족의 혼은 여 히 살아있다”고 역설하 다.16) 이러

한 문헌을 남기는 것은 천하에 한국인의 사 을 알리기 해 필요한 일이

고, 후세에 한국역사를 편찬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

신하 다. 그는 옛날 楚의 申包胥와 明의 魏叔子 고사를 인용하여, 그들

이 각각의 방법으로 나라를 생각한 것에 비해, 자기는 자신과 처자를 지

키기에 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自愧하 다. 그러

나 曺兢燮은 김택 의 망명과 련하여 사 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

했다는 비 에 해 반박하고, 오히려 망명 후의 술 작업을 높이 평가

하 다.17)

김택 이 교류한 국 측 명사는 실업가 張謇, 번역가 嚴復, 사상가 梁

啓超, 湯震, 문학가 兪樾, 사학자 屠寄, 呂思勉, 술가 歐陽予倩 등이었

다. 특히 屠寄와 呂思勉은 남통의 國文 修學校에 빙된 역사학자 다. 

屠寄는 원나라 역사서인 �蒙兀兒史記�를 편찬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택

16) �韶濩 文集� 권11 ｢行狀｣, <金堯泉先生行畧>

17) 김택 , �重編韓代崧陽 傳� ｢跋｣(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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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역 소사�를 읽고 고려사에 심을 갖고 여러 차례 필담을 나

었다. 屠寄는 �韓國歷代 史正誤�를 지었는데, 김택 의 �한국역 소

사�를 읽고 오류를 수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呂思勉은 屠寄의 후학으로 

같이 김택 을 방문하여 �한국역 소사�를 빌려보고 고려사에 심을 가

졌다. 김택 은 이들에게 �滄江集選�도 함께 빌려주고 학문  교류를 나

었다. 屠寄와 呂思勉(1884～1957)은 1911년에 모 을 하여 �滄江稿�

를 간행할 정도로 김택 의 시문을 인정했다.18) 이후 이들은 국문 수학

교가 문을 닫게 되자 남통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직을 그만둔 뒤 은퇴

하여 술 작업에 념하 는데 김택 과의 교류는 계속 이어졌다. 이들

은 김택 이 남통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고국 학자들의 책을 간행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한 일을 평가했다. 呂思勉과 莊先識은 �申紫霞詩集�을 

간행할 때에 경제 인 지원을 해주었다. 呂思勉은 김택 을 한국의 ‘心

魂’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국의 심혼과 통한다고 언 하 다. 그리고 

자신이 편찬한 �白話中國史�(1923), �中國民族史�(1934), �呂思勉中國

通史�(1940), �隋唐五代史�(1959)와 같은 역사책에서 濊族, 신라, 백제, 

고구려와 련한 사실을 언 할 때 �한국역 소사�를 인용했다. �白話中

國史�는 백화문으로 기술된 국 최 의 통사로 리 유통된 학교재인

데 여기서 �한국역 소사�를 인용하여 국 역사학계에 소개했다. 한 

청나라 張之洞이 주요 서  목록을 정리한 �書目問答補正�(1931)에 한

국 련 역사서로 �선화 사고려도경�과 �고려사�만 었던 것과 달리 范

希曾이 정리한 도서  서목 가운데는 김택 의 �교정삼국사기�, �한국역

소사�, �신고려사�를 포함시켜 소개했다.19) 이것은 김택 사학이 국 

역사학계에 미친 향을 엿볼 수 있는 목이다.

한묵림인서국은 남통의 문화 사업을 주도하는 기 이었으며 김택 과 

18) 김택 , �合刊韶濩 集�, 권6 ｢書拙稿同刊記後｣(1911)

19) 楊雪, ｢김택 의 국 망명기 교유시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17, 110-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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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했던 인물로는 諸宗元(貞壯), 李禎, 王汝宏, 揭向寅, 尤金鏞, 

胡朝梁, 侯毅 등이 있었다.20) 서국을 창립할 때 계획한 자본 이 은 

25,000량이었으며, 1 주의 가격이 5량이었고 1907년에 주식을 공모하여 

모인 것이 총 24,140량이었다. 장건 외에 5인이 합자하 는데 장건이 총

재가 되었다. “翰墨林”이란 이름은 당나라의 시인 張說의 명구인 “東壁

圖書府, 西園翰墨林”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서국의 시설은 경리실, 

編校室, 帳房, 활 부, 인쇄부, 石印部, 裝璜部, 電灯部, 發行所貨房, 棧

房 등이 있었다. 창립 처음에 경리를 맡았던 것은 장건의 형 張詧이었는

데 장찰은 江西省 학당의 감독을 하다 장건의 요청으로 부임하 다. 그

의 후임으로 빙한 諸宗元이 당시 명한 柳亞子(1887-1958) 등과 교

류하며 서국을 발 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명사로 알려진 王國維, 

吳昌碩, 陳師曾, 鄭孝胥, 梅蘭芳, 歐陽予倩, 吳我   미국 철학자 듀

이 등이 모두 서국에 와서 학문  교류를 했다고 한다.21) 

김택 이 그의 시문집에 소개한 ｢游南通翰墨林書局蓮池記｣를 보면 

그 당시 서국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1926년 5월 13일에 서국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揭向寅, 王汝宏과 연못에 놀러간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만리를 떠나 타향에 살고 있는 외로움을 잊고 있다고 술

회하고 있다.22) 한 宋硏年도 선 인 金綬의 시집에 서문을 써  인연

으로 교유하고 있었다.23) 1920년에는 서국의 은 벗인 王世祿(爵), 高

廷選(濟中), 馮右書(達銘), 邰家模(範吾)에게  시가 그의 문집에 실려 

있어 교류 상황을 엿볼 수 있다.24)

20) 와 같음.

21) 鄒振環, ｢近代中韓文化交流史上的金澤榮｣, �韓國硏究論叢� 5, 复旦大學韓國硏究

中心, 1998.

22) �韶濩 文集定本� 권5.

23) �韶濩 文集定本� 권2, ｢惜餘春軒詩草序｣, 庚戌

24) �韶濩 詩集定本� 권6, 庚申稿, ｢雜贈翰墨林書局諸 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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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자 간행년도 추 김 최 비고

花開家稿 김택 1906 × 0 0

滄江稿 김택 1911,1912 0 1912 1911,1912 屠寄, 呂思勉 지원

韶濩 集 김택 1916 0 0 0

韶濩 續集 김택 1919 0 0 1927 費范九, 錢浩哉 지원

精刊韶濩 集 김택 1920 0 0 0 費范九, 錢浩哉 지원

精刊韶濩 集補 김택 1920 0 0 1921 吳驥臣 지원

韶濩 集文選 김택 1920 0 × ×

韶濩 三集 김택 1922 0 0 0 高雲漢 지원

合刊韶濩 集 김택 1922 0 0 0

合刊韶濩 集補遺 김택 1922 × 0 0 崔竟成 지원

重編韶濩 集 김택 1924 0 × ×

重編韶濩 集精 김택 1924 × 0 0

韶濩 詩集定本 김택 1925 0 × ×

韶濩 全集目錄 김택 미상 0 × ×

韶濩 全集 김택 1927 × 1926 0

韶濩 集續 김택 1924 × 0 0

韶濩 集補 김택 1925 0 × 0

韶濩 集精 김택 미상 0 × ×

韓國金滄江集選 김택 1908 0 1937 × 李禎 편

借樹亭雜收 김택 1926 0 1925 1925 呂蒙齋 지원

韓國歷代 史 김택 1910 0 × ×

韓國歷代 史 증보 김택 1915 0 0 0 고려말

韓國歷代 史 김택 1922 0 0 0 한말

韓國歷代 史 정오본 김택 1922 0 × 0

釐正韓國歷代 史 김택 1923 × 0 0

韓國歷代 史

(최후정오본)
김택 1924 0 × ×

韓史綮 김택 1914 × 0 0

韓史綮 김택 1918 0 0 0
孫廷護(남통), 金種驥 

(진주) 지원

校正三國史記 김부식 1920 0 1917 1917 김택  교정

<표1> 한묵림인서국 간행 도서목록25)

25) * 추-추진환, 김-김승룡, 최-최 옥을 말함. 鄒振環, ｢近代中韓文化交流史上的金澤

榮｣, �韓國硏究論叢� 5, 复旦大學韓國硏究中心, 1998: 김승룡, ｢미리보는 <한겨 인

물평  100>: 근  어느 지식인의 선택과 운명: 창감 김택 의 남통 생활에 하여｣, 

�연보와 평 � 6, 부산  필재연구소, 2011, 83-85면: 최 옥, ｢창강 김택 의 국망

명과 출 사업 의식｣, �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193-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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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高麗史 김택 1924 0 0 0 孫鳳祥 參訂

高麗季世忠臣逸事傳 김택 1920 0 0 0

韓代崧陽 傳 김택 1920 0 × ×

重編韓代崧陽 傳 김택 1920 × 0 0

重釐韓代崧陽 傳 김택 1923 0 0 0

(김택 )年略 김택 미상 0 × ×

錢處士行狀 김택 미상 0 × × <여한십가문 >수록

重修通明宮附設經社記 김택 미상 0 × ×

東 集 李晩用 1909 0 0 × 김택  刪定

箕子國歷代詩選 김택 1909 0 × ×

麗韓九家文選 김택 1909 0 × ×

崧陽 詩集 김택 1910 0 0 0

梅泉集 黃玹 1911,1913 0 1912 1912

梅泉續集 黃玹 1913 0 0 1913

古本大學章句 김택 1913 × 0 0

開城家稿 王粹煥 1913 × 0 0

重編朴燕巖先生文集 朴趾源 1914 0 1917 1917 김택 , 金士元

李甘山試選 李黃中 1915 0 1919 1919 김택  편

朝鮮五賢文鈔 王性淳 1915 × 0 0

中華遊記 李炳憲 1916 0 0 0 김택  편

困 曺兢燮 1916 0 0 0 김택  편

明美 集 李建昌 1917 0 1918 0 김택  편

讀易隨記 李建昌 1918 × 0 0

古本大學私箋 김택 1918 0 0 0

南厓先生遺集 金壽五 1919 × 0 0

重編金堯泉先生集 金憲基 1921 0 1922 1922 김택 , 王性淳 교정

李益齋先生集 李齊賢 1923 0 0 0

尤雅 稿 王性淳 1923 × 0 0

野軒稿 尹行悳 1924 × 0 0

麗韓十家文鈔 王性淳 1925 0 1915, 1921 1915,1921

申紫霞詩集 申緯 1907,1926 0 0 0 呂思勉,莊先識 지원

守庵稿 李韋史 미상 0 × × 김택  편

2) 한묵림인서국에서 간행한 한국사 술

김택 은 한묵림인서국에서 국인들과 폭넓게 시문으로 친교를 나

며 서국에서 조선후기의 박지원, 이건창, 신 , 황  시문집을 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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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한편 조국에서 이루지 못한 사 의 직책을 완수하기 해 한국

사 련 술 작업에도 몰두하 다. 조선 한문학에 정통한 ‘遺民’ 김택

이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정리하여 국내와 국에 유통시키는 작업을 통

해 ‘문장보국’을 실천한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주로 한묵림인서국에서 간

행한 한국사 술을 심으로 간행동기와 내용에 해 살펴보자.

(1) �校正三國史記�(1917)

김택 은 金敎獻에게 崔南善이 간행한 �삼국사기�를 빌려보면서 “최

고의 정사로서 요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각에 잘못이 많은 것”을 알

고 정 하게 교정하여 �교정삼국사기�를 간행한 것이다.26) 교정에 참여

한 인물은 王性淳ㆍ黃瑗ㆍ李烱ㆍ河益鎭ㆍ河謙鎭이었다. 하겸진은 “

재 고국이 한심하게 된 것이 심하다. 유민이 유물에 마음을 둘 만한 것은 

오직 서 뿐이다. 하물며 이 책은 가장 오래된 正史이다. 그 귀 함이 伏

羲의 八卦와 같고 夏禹의 九鼎과 같다.”고 언 하여 역사의 귀 함을 알

고 교정하려고 한 김택 의 사가로서의 태도를 평가하 다.27) 김택 이 

교정을 결심하게 된 것은 �삼국사기�의 권두에 權近과 徐居正의 설을 인

용한 , 선왕 薨年의 다음해를 신왕의 원년으로 하는 방법, 거서간ㆍ차

차웅 등의 용어를 수정한 , 서거정이 기사마다 출처를 인용한 것은 ‘作

史의 體’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삼국사기�가 한국 최고의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국 만을 시한 결과 갑오개  이 까지 천

시받았다는 문제 을 지 했다.28) 그리고 �교정삼국사기�에서 국의 연

호를 삼국의 왕력으로 고친 것은 삼국사를 주체 으로 인식하려는 시도

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세상에서 �삼국사기�가 읽히지 않는 것도 ‘난

26) �韶濩 文集� 권1 ｢書｣ < 河叔亨論三國史書>, 1915.

27) 河謙鎭, �校正三國史記� ｢序｣, 1916.

28) 김택 , �校正三國史記� ｢ 河處士謙鎭論三國史書｣,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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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설화’가 근거 없다고 비웃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삼국사기�가 

고쳐야 할 이 지 않은 것은 김부식의 문장이 鄭麟趾에 비해 뛰어난

데도 불구하고 간행할 때 書寫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9)

(2) �新高麗史�(1924)

�신고려사�는 정인지의 �고려사�에 잘못이 많다고 생각하여 고려사의 

내용을 객 으로 기술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김택 이 �신고려사�를 

술하게 된 동기는 개성인 王性淳(原初, 1868～1923)의 권고에 의한 것이

며 개성출신으로 고려유민의 일을 기록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王性淳은 벼슬을 그만두고 김택 을 따라 

국에 망명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朝鮮五賢文鈔�(1915), �尤雅

稿�(1923), �麗韓十家文鈔�(1925) 간행과 �重編金堯泉先生集�(1921) 

교정 작업에 참여하여 김택 의 출 활동을 도왔다. 김택 은 �신고려사�

를 지으면서 歐陽脩의 �신당서�를 의식하고 책 이름을 지은 것인데 구양

수가 �구당서�를 개작한 그 문학정신을 본받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王原初가 편지를 보내, �고려사�의 불충분한 을 그 로 둔 것이 오래

인데 당신은 생각이 없느냐고 말한다. 나는 이것을 듣고 감동되어, 늙어 아

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잊고 드디어 수정을 더했다. 서거정의 �동국통

감�을 인용해서, �고려사�의 疏略을 고쳤다. 公羊ㆍ穀梁의 �춘추�의 義를 

인용해서, �고려사�에서 피한 것을 통하도록 하 다. 釋志와 유학ㆍ문원ㆍ

은일ㆍ유민ㆍ인국 등의 열 을 넣어, 빠진 것을 보충한 후에 歐陽씨의 �신

당서�의 古例를 따라 �신고려사�로 이름하 다.30)

29) 김택 , �校正三國史記� ｢答李明集論三國史校刊事書｣, 1915.

30) 김택 , �新高麗史� 序,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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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려사�에서는 �고려사�의 世家를 本紀로 고

쳐 놓았는데, 이는 고려가 국의 제후가 아님을 밝힌 자주 이고 주체

인 인식이다. 연표에서도 요와 , 송 등을 상국으로 한 표 을 삭제하고 

고려 주의 연 표에 그들 나라의 연 를 표기한 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北魏史를 거하여 �고려사�에 없는 釋志를 추가하 다.31)

열 에 해서는 먼  諸臣傳에서 직만 높고 행실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삭제하 고, 공주 의 39명을 삭제하 다. �고려사�에 없는 유학, 

문 , 유민, 은일, 인국열 을 보충하 다.32) 유학열 에 崔沖, 俞升旦, 

安珦, 禹倬, 白頤正, 崔文度, 朴尙衷, 吉再에 이르는 8명을 실은 것은 

그의 기본사상이 공자의 도를 실천하려고 한 유학사상임을 드러내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문 열 에는 19명의 여성 기를 싣고 朴寅亮으로부

터 李寧까지 19명의 열 을 기술하고 있다.33) 유민열 에는 趙狷, 金澍, 

金濟, 車原頫의 4명과 太學生 72명 등 76명을 기술하여, 고려 유민의식

을 드러내었다. 은일열 에는 정치에 오를 느끼고 은거생활을 한 李資

玄, 韓惟漢에 해 기술하 다. 인국열 은 일본에 해 소개하여 신라, 

백제, 원과의 외교 계를 밝혔다. 

다음으로 �신고려사�의 충의열 에 河拱辰, 金澍와 조선건국에 반

한 金震陽, 徐 , 元天錫을 보충하 다. 마지막으로 �고려사�에 개국공

신으로 되어 있는 鄭道傳, 趙浚, 南誾, 南在, 趙璞, 吳思忠, 裵克廉을 �

신고려사�에서는 반역열 에 올렸다. 그리고 ｢雜綴｣에 “正史(�고려사�)

는 명 때의 변 자를 열 에 넣은 것이 많다.--무슨 면목으로 부끄럽게 

고려의 명신 반열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지  변 한 사람 가운데 

31) �借樹亭雜收� ｢甲子文祿｣ <智異山華嚴寺新羅佛敎敎祖緣起大師碣>, 1924.

32) 이용식, ｢김택 의 �신고려사�에 한 일 고찰｣, �계명사학� 11호, 계명사학회, 2000.

33) 朴寅亮, 金黃元, 高兆基, 鄭知常, 李奎報, 李公 , 李仁 , 吳世才, 趙通, 朴椿, 趙文

拔, 崔滋, 陳澕, 李藏用, 金坵, 崔瀣, 郭 , 權漢功, 李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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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나쁜 사람을 가려서 반역열 에 넣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조선왕

조 건국에 한 엄한 비 의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인지가 辛禑, 辛

昌을 �고려사� 반역열 에 서술했으나 김택 은 이것을 반역열 이 아닌 

本紀에 다루면서 �동사강목�에서 표 한 로 前廢王ㆍ後廢王으로 기

록하는 객  인식을 보여주었다.

(3) �韓史綮�(1918)

�한사경�은 조선왕조의 건국에서부터 1910년 한제국의 멸망까지 다

룬 술이다. 1914년에 사  岳逢春이 발문을 붙인 것이 처음 간행되었

고 김택 이 발문을 붙인 것은 1918년에 간행되었다. �한사경�을 서술하

게 된 동기는 망국이라는 엄연한 역사  실에 직면하여 역사가로서 사

실에 기 한 조선왕조 시 사가 여 히 부재한 데 한 책임감 때문이었

다. �한사경� 서술을 재 한 이러한 동기는 곧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하

다. 이 책에는 조선왕조가 망국에 이른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여 통치자인 

국왕의 실패까지도 엄하게 비 하면서, 후세 사람들에게 역사  교훈

을 주려고 하는 계몽  성격이 담겨 있다. 한 그가 유학자의 입장에 있

으면서 정통유교나 체제를 옹호하지 않고 비 으로 서술한 도 특기

할 만하다. ‘한사경’이란 한국사의 요 을 모아놓은 책이란 뜻이다. 이 책

은 그의 독특한 역사의식이 반 되었다.

첫째, 그는 조선왕조 건국을 비 으로 서술하 다. 조선 건국을 태조

가 두 왕을 시해하고 공양왕의 왕 를 찬탈했다고 기술하고 조선 기 고

려왕실에 한 박해, 개성인의 반발 등을 기술하 다. 고려 왕씨의 후손

을 海島로 귀양시키거나 바다에 침살시켰다고 하여 왕씨는 그 후 田씨, 

玉씨, 琴씨, 馬씨로 성을 바꾸었고, 태조 원년에 개성인을 무하기 한 

과거를 베풀었을 때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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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당쟁의 폐단을 지 하고 있다. 조선왕조의 가장 큰 폐단을 당쟁

으로 보았다. 군주역시 이를 엄단하지 못하고 끌려 다녔다고 비 하 다. 

특히 선조, 숙종은 물론 조조차도 사당분립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당쟁의 론설에서는 송시열을 비 하고 제상 효종은 비록 次

子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3년복을 입는 것이 옳다고 하여 윤선도 윤후의 

설이 옳다고 보았다. 특히 이건창의 �黨議通略�을 통해 각 당 의 인물

을 부기하고 있다.35) 

셋째, 군주의 부도덕성에 한 비 으로 천륜을 무시한 군주의 행 에 

해 특별히 지 했다. 세조가 조카 단종과 여러 동생을 죽인 것을 ‘禍陰

’로 비 하고(권1 세조기 庚辰 5년조), 주로 숭상을 받던 조가 소

인배에게 속아 세자를 죽인 것(권4 조기 戊申 4년조)과 고종역시 스스

로 군신 계가 ‘父子之倫’을 무시하고는 성립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

다고 비 하 다.(권5 태상황기 光武 2년조)

넷째, 군주의 실정을 들어 리를 제 로 하지 못한 무능력을 비 하

다. 태종의 서얼차 36)와 성종의 부녀자 再嫁 지책37)을 비 하고, 상

34) �韓史綮� 권1 태조기 元年條에 의하면 왕이 고려의 선비와 백성을 로하고자 별과를 

시행했으나 태학생 林先味 등 72명이 이를 거부하고 만수산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이

후 아무도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고 왕이 노하여 산에 불을 질러 그들을 모두 태워 죽여 

버렸다. 

35) �韓史綮� 권4 종기 종 15년 논에 의하면 송시열이 ‘첩잉에게서 태어난 자는 3년 

동안 복을 입을 수 없다’고 한 말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36) �韓史綮� 권1 태종기 태종 15년 論에 의하면 태종이 서자들에게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고 묻는다. 선왕의 법에도 본 부인이 아들이 없으면 

첩의 자식으로 를 잇도록 하 어도 그들을 천하다고 지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태종

이 이 지법을 시행한 이래 그 폐단이 날로 심하여 서자가 집에서는 사람의 자식이 

되지 못하고 나라에서는 임 의 신하가 될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오랑캐의 

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비 하 다.

37) �韓史綮� 권1 성종기에 “성종이 개가를 한 이래 사백 년간 남편을 잃은 부녀가 스스

로 목숨을 끊은 자가 략 수백천 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풍속은 

아직도 다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아이를 길에 버리고 자취를 감추는 자도 있고, 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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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억제책38) 등이 국가를 빈약하게 만들었다고 하 다. 원군에 해 비

으로 서술하면서 원군을 축출한 최익 을 비 하고 있다.39) 한

제국이 일본에게 합병되자 순 한 유학자를 열거하거나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안 근의 업 을 강조하 다.40)

다섯째, 역  선 에 한 비 이다. 趙光祖가 고담 론만을 고집하여 

그의 학문이 성숙하지 못한 조 함을 지 하고, 李浚慶이 붕당조짐에 

해 경계한 것을 李珥가 반박했다고 비 하 다. 趙憲이 도끼를 가지고 

만언소를 올리며 피난가는 선조를 말린 것은 바르지 못한 처사라고 지

하 다. 인조계비의 복제를 둘러싸고 윤휴를 배척한 송시열의 태도를 비

하 다. 

이처럼 군주나 선 에 한 비 은 유림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어서 �

한사경�은 유림들로부터 비 을 받고 이에 한 반박서가 간행되는 등 

강력한 논쟁을 일으켰다. 유림들이 논쟁을 일으킨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곡성유림은 1923년 8월 한묵림서국에 항의편지를 보낸 뒤 �略辯韓史

書�를 간행한다. ② 유림총부는 같은 해 9월 5일부터 �조선일보�에 �한사

경�에 한 반론을 연재하고 그것을 이듬해 1월 �韓史綮辨�으로 출간한

다. ③ 태극교본부는 1923년 6월에 ｢討史賊金澤榮文｣을 발표한 데 이어 

화를 상하게 한다. 가 그 허물을 맡을 것인가”

38) �韓史綮� 권5 태상황기 上 태상황 5년 論에 의하면 조선은 건국한 4천년 이래로 오로

지 三代 때에 상업을 천하게 여긴 규범만을 지키고 상업을 장려하지 못하여 세 수취도 

어염, 홍삼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나라가 가난하여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군

이 상업을 장려할 수 없었고, 최익  무리가 病만 말하고 그에 한 藥은 올리지 못했다

고 비 하 다. 

39) �韓史綮� 권5 태상황기 上 태상황 10년 論에 의하면 최익 이 원군을 논할 때 일개 

신하를 논하듯이 하여 구별이 없었다고 말한다. 혹자가 국가는 요하고 사친은 가벼운 

법이니 최익 의 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 지 않다고 

비 하 다. ‘군신은 있으나 부자는 없는 것이 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고 지 하

다.

40) �韓史綮� 권6 讓帝紀 융희 4년(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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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에 순종에게 김택  탄핵의 상소를 올리고 이듬해 2월에 �韓史綮

辨�을 출간하 다.41) 개인이 반박한 사례로는 柳必永(西坡)과 柳寅植 

(東山)부자를 들 수 있다. 유필 은 ｢記金澤榮史繁誤｣를 지어 �한사경�

에서 태조와 세조를 왕 찬탈자로 규정한 것에 해 선왕을 모욕하는 것

이라고 반박하 다. 아들 유인식은 �金史記誤�의 ｢嘗患國史之鹵莽｣에

서 �한사경�이 “타국의 역사를 리 참고하여 고증을 통해 밝힌 부분이 

많아 史家에게 공이 있다”42)고 평가하면서도, 사 주의  요소를 비 하

다.43) 

그런데 �한사경�이 출간된 뒤 5년이 지나서야 논쟁이 본격화된 원인은 

불분명하다. 이 책이 국내로 유입된 시 이 늦어진 것과 3.1운동이후 유

림계의 심이 리 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을 작

성한 ‘ 리장서사건’에 쏠리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유림총부가 조직된 것이 1922년 11월 14일이므로44) 그 이후 유림총부나 

태극교본부에서 논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개인의 반박서가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은 앞으로 별고에서 다루어보고자 한

다. 곡성유림과 같이 반일의병에 참가한 그룹과 태극교나 유림총부와 같

이 신학을 배척하고 유교개 에 반 한 그룹이 있었다. 어느 쪽도 보수  

성격이 강한 단체이지만 다른 유림단체에서 이 논쟁에 심을 표하지 않

은 것은 망명지식인과 보수 유림 사이 상이한 조선왕조 인식을 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1) 김택 과 유림사이의 논쟁에 해서는 졸 , �창감 김택 의 한국사론�(1996, 도서출  

한울) 제4장을 참조. 

42) 졸 , �창감 김택 의 한국사론� 제4장 206면. 

43) 장태, 고 직, �儒學近百年�, 박 사, 1984, 419면.

44)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6권에 “李奭, 孟輔淳 등 發起 下에 京城에서 儒林大 를 

열고 儒敎의 發展을 한 儒林總部를 조직하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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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韓國歷代 史�(1922)

�한국역 소사�는 단군조선부터 당 사까지 편년체로 서술한 한국 통

사이다. 망명 이후 1909년 사료 수집을 해 일시 귀국하여 얻은 성과인 

개토왕비문과 일본사에 소개된 발해국사를 바탕으로 이미 학부에서 간

행한 �역사집략�과 �한사경�을 보충해서 하나의 통사로 완성한 것이다. 

한제국이 망한 뒤 바로 통사간행이 어려워 편법으로 먼  조선왕조시

사인 �한사경�을 간행하고 4년 뒤에야 겨우 �한국역 소사�를 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려운 형편에서 서술했지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한사

경�이 출 되자 유림의 반발을 샀고, 이 책에도 �한사경�의 내용이 복

되어 나오기 때문에 역시 반발을 살 것이 상된 이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약간 보충한 뒤에 간행하 다.

 28권 9책의 순한문체이며 장건의 서문과 김택 의 발문이 있다. 장

건은 서문에서 이 책의 간행의의에 하여 조국이 멸망한 뒤 한국의 통사

를 남기기 해 애쓴 을 평가하 다. 권1 단씨조선기, 권2 기씨조선기, 

권3 기씨마한기, 권4-9 삼국기, 권10-16 고려기, 권17-28 한기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자의 견해가 반 된 史論을 붙 는데 사론 총 214칙  김

택  개인의 것은 166칙이다. 그 외는 정약용ㆍ유득공ㆍ안정복 등의 견해

를 인용하 다. 고 사는 강역 주로 고증하 고 발해에 한 사론이 많

이 보이며, 특히 조선왕조사의 경우는 역 군주의 치 을 비 한 것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한사경�과 �한국역 소사�의 사론을 비교

하여 수정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사경�에 있던 사론을 �한국역 소사�에서 생략한 부분은 4칙

이다. ①讓寧大君이 세조가 노산군을 살해할 때 그냥 두고 본 것은 잔인

한 것이며 세종의 명함을 알고 왕 를 피했다는 설은 자손이 傅 한 

것이다, ②趙憲의 지부복궐 상소, ③시인인 車天輅의 졸기를 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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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 ④ 조 때 庭試에서 初試를 없앤 것이 잘못된 일임을 지 한 

사론이다. 

둘째, �한사경�에 없던 사론을 �한국역 소사�에서 첨가한 부분은 7칙

이다. ①車原頫는 간의 부를 지냈으나 은둔한 杜門洞 72인 의 한 사

람이다, ②金德齡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여러 차례 왜군을 격 했지만 

무고로 옥사했다, ③ 조는 張鵬翼과 鄭羽良이 죄인을 국문할 것을 요청

해도 큰 도량을 보인 을 평가, ④庚申처분 때의 李天紀와 金一鏡에 

한 평가, ⑤ 조가 만년에 소론 신의 작을 복권한 것을 정조가 번복한 

일은 잘못이다, ⑥曹仲謹이 金憲基가 왕수인의 ｢치양지설｣을 명쾌하게 

변박한 것을 평가한 것을 보고 曹仲謹과 金憲基 두 사람을 함께 평가하

다.

1910년 이후 식민통치하의 국내에서 한국사를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

하 다. 망명지 국에서 부분 으로 이루어진 한국사 연구에서도 통사

를 서술하는 작업은 용이하지 않았다. 박은식, 신채호가 한국 고 사나 

근 사 등에 뛰어난 업 을 남기면서도 통사서술에 심을 갖지 못한 데 

비해 김택 의 한국사서술은 재로 이어지는 한국통사의 맥을 이었다. 

김택 의 이러한 작업은 그것이 국권회복을 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는 

에서 그 사학사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4. 김택 의 역사

먼 , 김택 의 고 사 인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주목된다. 첫째, 

고 사를 단군→기자→마한→삼국→통일신라로 인식하 다. 단군에서 시

작되는 고 사의 체계를 생각하여 만조선을 배제한 것은 한제국기 

교과서의 고 사 인식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당시의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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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는 국사의 일부분에서 벗어나 독자 인 한국사의 체계를 정립하려

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그 선두에 선 것이 김택 이었다. 그가 �동사

집략�의 책이름을 �역사집략�으로 바꾼 것도 그것을 상징 으로 나타낸

다. ‘동사’라는 것은 국을 심으로 생각할 때 국의 동쪽에 있는 부속

된 조선의 역사로 인식하는 화사 에 의한 것이다. 한 그가 과거의 

역사서는 국사만을 시해 왔다고 비 하는 것은 종래의 국에 한 

사 주의에서 벗어나 한국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자를 요시하 다. 김택 이 기자를 ‘太祖文聖王’이라고 한 

것은 교화의 원조인 성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성인의 교화

에 의해 독자성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고 인식하 다. 기자의 世系를 밝히

기 해 �先王遺事記�를 참고하고, 箕氏 50왕의 역사를 기록하여 역

왕의 치 을 기술하 다. 즉 기자조선과 마한의 결락된 부분을 보충하기 

하여 �역사집략�을 썼음을 알 수 있다. 한제국기의 교과서에서 기자

조선 문제가 강조된 것은 기자가 유교문화를 이식했던 만큼, 한제국은 

문명국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한제국은 국

의 제후국이 아니라 독립국가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생각

을 교과서에 서술하여 리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셋째, 발해사에 해 요시하 다. 김택 은 �삼국사기�, �동국통감�

에서 발해사가 보이지 않고 역사의 주류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

했다. 이 책은 일본사 사료에서 발해와 일본 사이에 왕래한 國書 등을 인

용하여 기술하 다. 그가 신라와 병립한 발해의 역사를 서술한 것은 발해

가 종래 한국사 속에 서술되지 않았던 을 문제로 여겼기 때문이다. 김

택 이 구상한 고 사 체계는 실학기의 업 을 비 으로 수용하여 ‘마

한정통론’뿐만 아니라 정통과는 계가 없는 발해와 신라를 시하는 이

원  체계 다. ‘마한정통론’에 의하면 신라를 시함으로써 그와 병립한 

발해는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이원  인식은 춘추강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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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론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다. 그의 발해사 인식은 신라는 남국으

로 하고 발해를 북국으로 병립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그가 안정복의 북국

인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丁若鏞ㆍ洪奭周도 발해사를 간과했기 때문

이다. 김택 이 안타까워한 것은 국사가 “타버려 재도 남지 않는 것”인데 

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발해사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김택 의 발해인식은 신채호와 다르다. 양자 모두 발해를 요

시한 은 일치하지만, 김택 이 삼국통일의 주역인 신라 심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비해 신채호는 고구려 심의 역사를 강조했다. 특히 신채호

는 발해가 고구려의 맥을 이었다고 보고,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발해

를 제외한 신라 심의 역사를 서술한 것을 비 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박지원을 비롯하여 안정복, 정약용 등 실학기

의 업 을 시한 이다. 김택 은 �연암집�, �연암속집�, � 편연암집�

등을 간행하 는데 그의 �역사집략�에도 연암의 향이 반 되어 있다.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는 9인의 문장가 가운데 연암을 가장 한 문장

가로 존경하 다.45) 그는 �역사집략�을 서술하면서 강역을 심으로 고

증한다고 하는 서술상의 요한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정약용의 �疆域

�를 고증에 크게 활용하 다.46) 그리고 안정복의 �동사강목�, 유득공

의 �사군지�, �발해고� 등을 인용해 발해사에 한 심을 나타내고, �中

京誌� 등의 사료를 인용해서 지리ㆍ풍물ㆍ제도에 한 서술의 폭을 넓혔

다.47)

45) �韶濩 文集� 권9 ｢傳｣ <朴燕巖先生傳>, 1903. �韶濩 文集� 권3 ｢序｣ <重編燕巖

集序>, 1914. �精刊韶濩 集補� ｢ 河叔亨論燕巖文書｣, 1916.

46) �韶濩 文集� 권2 ｢序｣ <疆域 補論序>, 1903.

47) �역사집략�은 처음에는 �東國通鑑�, �麗史提綱�, �東史綱目�, �渤海世家�, �일본사�

를 기본으로 서술하고 정약용의 �강역고�를 심으로 고증하 다. 다음에는 다시 �삼국

사기�, �고려사�, �통감�을 가지고 고쳤다. 그후 1905년에는 채의 권고에 따라 유득공

의 �사군지�와 �발해고�, 이건 의 �輯略之辨�을 얻어 보충하 다. 이 게 3회에 걸쳐 

수정하고 �문헌비고�, �연암집�, � 경지�, �國史略� 등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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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택 의 고려사  조선왕조사에 한 특별한 인식을 지

할 수 있다. 그는 개성출신으로 가업인 상업보다 학문에 심을 가지면

서 개성인이 받는 지역  차별에 을 떠 고려유민에 한 역사기술이 없

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의와 명분을 요시 한 개성출신이라

는 가계의 배경이 고려사나 조선왕조사 인식 형성에 큰 향을 주었다. 

이러한 고려의 후 라는 유민의식을 가지고 정인지의 �고려사�에는 잘못

이 많다고 생각하여 고려사의 내용을 객 으로 서술하려고 시도하 다. 

한 �고려사�에는 ｢세가｣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려사�에 ｢본기｣로 하

여 고려가 국의 제후국이 아님을 말하고 주체 으로 역사를 인식하려

고 하 다. 고려를 기 으로 고려사를 이해하려 한 은 특기할만하다. 

그의 자존  역사의식과 고려말 공민왕 이후 그 자손의 왕  계승에 

한, 廢假立眞論을 심으로 하는 조선 건국의 정당화 문제에 한 비

에서 그의 객  역사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우왕, 창왕을 열 에서 

본기로 옮겨 공민왕의 다음 왕 를 계승한 폐왕과 후폐왕으로 설정하

여, �고려사�에 한 논리를 부정하 다. 아울러 열 에서 조선 개국공신

으로 불리던 이들을 반역열 에 추가하여 기술하 던 것이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우왕과 창왕을 죽이고 공양왕을 퇴 시켜 화

도 회군을 통해 조선왕조를 개국한 것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명

분을 시하는 명분론을 가지고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사를 비 인 안

목으로 보았다. 사론을 통해 조선통치의 문제 을 지 하여 서얼차별 정

책, 상업천시 정책, 태종의 호포법 폐지 등 사회  경제  문제들을 비

하 다.  조선왕조를 당쟁의 폐해가 심해 시비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無史之國’으로 보고,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해 �한사경�과 같은 

작을 남기게 되었다. 

김택 의 술을 국내외의 지식인들이 어느 정도 읽었으며 후 의 평

가는 어떠했을까? 단편 으로 살펴보면 근 의 유생 南鵬(1870～?)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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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는 �海州日 �, �海州素 �, �海州日課�를 술하 으며 본

이 英陽으로 아버지는 南泰鎭이며 경상북도 주에 거주하면서 유학

에 일정한 조 를 가진 인물이었다. 이황을 연원으로 주자론을 신 한 

남 남인으로 그의 독서목록에 의하면 �고려사�, �桐巢漫 �, 이황과 기

승의 사단칠정 논쟁을 다룬 책과 김택 의 �東史�, �한사경�이 들어 있

다. 특히 1930년에 김택 의 두 책을 읽고 단군부터 순종까지 4천 년의 

역사를 밝히 알게 되어 역사학의 유용함을 깨달았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48) �海州日 �에 의하면 1923년 6월 1일 “태극교에서 통문이 와서 

�한사경� 때문에 김택 의 죄를 물었다”고 기록하 고, 1924년 정월 22

일 녁에 “태극교 본부의 �한사경변�을 읽었다”고 썼다. 그는 태극교 유

림이 김택 을 성토한 것은 “사사로운 분노를 가지고 國諱라는 義에 덧

붙 다”고 김택 이 직필한 것을 두둔하면서 “밤에 �한사경�을 조  읽

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30년 10월 16일에도 “�한사경�을 읽었다”고 

쓴 것으로 보아 꾸 하게 �한사경�을 읽고 있었으며 30일에는 “한사를 

다 읽었다”고 되어 있다. 南鵬은 태극교의 공격에도 동조하지 않고 김택

의 입장을 옹호한 것을 볼 수 있다.

朴章鉉( 산, 1908～1940)은 김택 과 가깝게 지내던 曺兢燮의 문인으

로 도학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사상을 섭취했던 사학자이다. �해동춘추�, 

�해동서경�을 술하여 우리역사를 경 의 체제로 재구성해 민족사를 경

과 일치시켰으며, �조선역 사략 �, �야사� 등의 술을 남겼다. 그는 

｢회  河謙鎭에게 올리는 편지｣에서 1934년 부터 동국의 역사에 마음을 

갖고 역사 재료들을 수집하면서 김택 의 �한국역 소사�를 읽었다고 밝

혔다. 역사서술 방법으로 선악을 확실하게 포폄할 수 있는 강목법을 수용

하면서도, 국 심의 화이 에는 구속되지 않았다. 강목법에서 가장 요

48) 김범, �海州日 � ｢해제｣, 국사편찬 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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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정통 체계인데 삼국을 ‘무통’으로 처리하 다. 이 까지 남인사

들이 신라를 ‘정통’으로 처리한 것과 비되는 인식이다. 김택 에 해서

는 무 요략 으로 편찬하여 부득이 다른 사서를 많이 본 , 기자를 왕이

라 하지 않은 , 고구려 동천왕이 평양에 도읍하기 이 은 ‘ 맥의 타국’이

라 하여 삼국기년에 넣지 않은  등을 비 하 다.49)

술한 것처럼 김택 은 국에서 역사학자 屠寄와 呂思勉과의 교류

를 통해 국 역사학계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呂思勉은 자신의 역

사책을 서술하면서 김택 의 �한국역 소사�를 인용하 다. �白話中國

史�의 경우 국 최  백화문으로 기술된 통사로 리 유통된 학교재

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재를 통해 김택 의 �교정삼국사기�, �한국역

소사�, �신고려사�가 국에 소개되어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에는 국과 만에서 출간된 총서시리즈에 김택 의 시문집이 실릴 정

도이다.50)

5. 맺음말

김택 은 개성출신으로 한말 사 이 되어 上官 직 까지 오른 역사

가이자 한시와 한문의 가 다. 그는 1894년 갑오개  이후 사 직에 있

으면서 편사를 담당했으나 1905년 국으로 망명하게 되어 1927년까지 

망명지 국에서 역사 술을 통해 못다 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여 문장

으로 보국하 다. 한제국 시기에는 처음으로 체계 인 역사교과서 �역

사집략�을 술하 고, 망명지에서는 �한사경�을 술하여 비 인 안

49) 박장  , �국역 中山全書� ｢文卿常草｣, 선인출 사, 2014, 541-544면. 

50) 김택 , �韶濩 文集�(臺中, 文听閣圖書, 2008) (총서명:民國文學叢刊, 1편 8)

김택  , 劉暢校注, �韶濩 雜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2)(총서명:韓國詩話

全篇校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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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조선왕조사를 처음 정리하 으며, 이어서 �한국역 소사�를 술

하여 식민지 시기 한국사 통사를 남긴 것이다. 이러한 술 가운데 국

에 부속된 ‘東史’가 아닌 ‘歷史’, 일제에 부속된 ‘朝鮮史’가 아닌 ‘韓國史’

란 명칭을 사용하 다. 선구 인 그의 작업은 화주의 역사학 극복과 민

족주의 역사학의 성취라는 맥락에서 한국사학사 상 요한 역사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근  역사학에 출 하는 ‘통사’를 구축하려고 

노력하 고 그것이 국망명이라는 사정과 연결되고 있기에 더욱 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택  사학의 특징으로 지 할 수 있는 것은 먼  역사서술 방법론에

서는 국왕의 치 을 심으로 하는 편년체의 통  서술방법을 채택한 

이다. �역사집략�은 교과서로 사용하기 해 쉽게 읽을 수 있는 편년체

에 역 을 두었으나 역사의 주체를 국왕으로 삼고 충군애국주의를 강조

하여, 인과 계를 통해 사회의 발 과정을 분석한 서술과는 달랐다. 그가 

실학기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많은 자료를 참조한 실증  방법을 통해 

역사인식의 폭을 넓혔으나 고 사 인식에 나타나는 한계 은 통 인 

역사서술 방법을 극복하려는 과도기  단계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조

선왕조인식에서는 서술방법에 있어 춘추  역사 에 입각해 유교  의

명분을 요시했기 때문에 선악 포폄의 도덕  평가를 극복하지 못한 

이다. 그러나 김택 은 �한사경�에서 기시 되었던 군주비 을 하여 한

말의 유학자가 가진 사상  한계를 뛰어넘는 개 이고 근 인 성향

을 나타냈다. 아울러 김택 은 �교정삼국사기�와 �신고려사�를 통해 자

신의 출신지역인 개성이라는 역사  지역성에 근거하여 개성인에 한 

역사  평가를 자신의 술에 담았다. 

김택 의 술이 국내외에 미친 향에 해서는 별고에서 구체 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김택 사학 연구는 그의 망명사학과 국내 사학계와

의 연계문제도 밝 져야 할 부분이다. 즉 김택 사학은 국내외에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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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을 미쳤을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계승되고 비 되었는가? 통

사학에서 민족사학에 이르는 역사학의 큰 흐름 가운데 김택  사학의 

치를 잡아주고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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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riting Activities of Kim Taek-young, a Historian Specializing 

in Chinese Migration

Choi, hea-joo

Kim Taek-young is a historian and master of Chinese poems and classics 

from Gaeseong who lived his life during the turbulent late Joseon period. 

Following the Gabo Reform of 1894, he was in charge of publishing history 

books as a commissioned officer and wrote a history textbook called "歷史輯略

(Yeoksajipryak)" or a book of national history. However, in 1905, he was exiled 

to Nantong, China in the sense of crisis of the Japanese invasion and continued 

on his writing activities while engaging in making corrections at Hanmungrim 

publishing company. The Chinese people who he met and interacted with in 

Nantong include businessmen Zhang jian(張謇), translators Yan Fu(嚴復), 

thinker Liang qi-chao(梁啓超), 湯震, writer Yu Yue(兪樾), historian tú jì(屠

寄), Lü Simian(呂思勉), and artist Ouyang Yuqian(歐陽予倩).

At n Hanmungrim publishing company, he published a collection of poetry and 

prose by Park Ji-won, Lee Gun-chang, Shin Wi, and Hwang Hyun in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and compiled the "校正三國史記(Amended Version of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and "新高麗史(New History of Goryeo)", 

correcting defects and errors from an independent and objective perspective. In 

addition, he wrote "韓史綮(Hansagyeong)", which summarized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in a critical perspective for the first time, followed by writing 

"韓國歷代 史(History of Korea based on Major and Minor Events)", leave the 

first synoptic history of Korea.

Kim Taek-young became known to the Chinese history academia through his 

interactions with such historians as tú jì(屠寄) and Lü Simian(呂思勉). In 

particular, Lü Simian(呂思勉) quoted the Kim Taek-young’s ‘History of Korea 

based on Major and Minor Events’ while writing his book ‘白話中國史’, the 

history of China written in colloquial Chinese. The book was the first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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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book written in colloquial language and was a widely circulated college 

textbook. The presence of these books indicates that Kim Taek-young’s 

writings, including "Amended Version of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History of Korea based on Major and Minor Events" and "New History of 

Goryeo" were introduced to China. Kim Taek-young practiced the philosophy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country through writings by organizing 

distributing the culture and history of Joseon in Korea and China as well. His 

writings can have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evaluated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his writing activities were conducted as a means of 

restoring national sovereignty and facilitating independence.

【Key words】Kim Taek-young, Gaeseong, Yeoksajipryak, Nantong, Hanmungrim 

publishing company, Hansagyeong, History of Korea based on Major and 

Mino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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