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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 소장 시문선집(詩文選集) 및 시화(詩話)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정우봉(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文章選集>
제목
臥遊錄
臥遊錄目錄
文趣
怡餘略存
東國名山記

편저자
미상
淺見倫太郞
金昌協
沈宜平
成海應

책권수
10책
1책
1책
1책
1책

내용
유일본. 지역별 분류에 의한 산수유기작품집
유일본. 아유카이(鮎貝房之進) 소장본 와유록의 목록
중국 산수유기 작품집
유일본. 洪奭周, 洪吉周의 문장선집
東京外國語學校韓國校友會 소장인

<詩文選合集>

1. 서론
버클리대학 소장 고서는 해외로 유출된 韓國本 古圖書 가운데 희귀본과 유일본이 어느 장서보다도

제목
東選品節
東選品節目錄

편저자
斗山
淺見倫太郞

책권수
15책
2권 2책

풍부하고 다양하다. 희귀 자료와 유일본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필사본 가운데 선본이 많다. 이

四先生詩文抄

미상

1책

중에서 특히 개인 문집류에 속하는 고도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국 및 고려 초기의 탁

續東文選
古文眞寶大全

申用漑
黃堅

11책
22권 8책

본도 적지 않다. 이들 개인문집과 選集 가운데에는 국내외에 없는 유일본 및 필사본이 다수 소장되어
있어, 한국문학, 서지학, 출판문화 연구에 매우 긴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버클리대학에 소장된 고서 가운데 詩文選集과 詩話書를 중심으로 이들 자료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選集의 편찬 간행의 실상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작가 및 작품
발굴이라는 자료 보완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별 문학의식의 성향, 문학 창작 및
학습 방법 및 경향의 추이, 문학사의 흐름과 변화, 동아시아 문학 교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버클리대 소장 詩文選集 및 詩話의 현황과 가치

내용
유일본. 徐居正의 東文選에서 뽑은 작품집
유일본. 東選品節의 목록
유일본. 金邁淳, 洪奭周, 洪吉周, 洪顯周 시문선집. 沈宜
平 소장인
內賜記
1803년 간행.

<詩話>
제목
東詩零言
東詩零言
綠帆詩話
破閑集
破閑集
補閑集
東人詩話
東人詩話
小華詩評
淸脾錄
藝苑巵言

편저자
미상
미상
미상
李仁老
李仁老
崔滋
徐居正
徐居正
洪萬宗
李德懋
王世貞

책권수
8책
8책
2책
1책
1책
1책
1책
1책
1책
2책
1책

내용
유일본. 연대순 기록. 각종 시화, 문집 등을 원용
유일본. 연대순 기록. 각종 시화, 문집 등을 원용
중국 詩話 선집. 自然經室本
사본. 自然經室本.
목판. 17세기 간행.
사본. 淺見圖書 소장인. 自然經室本
목판본. 경주부 중간본.
사본. 前間氏所藏本을 저본으로 필사
사본.
사본. 적색 남색의 비점, 평점
필사본.

현재 파악된 詩文選集 및 詩話의 소장 현황은 아래와 같다.
詩選集 자료 가운데 먼저 鶴林補缺을 들어본다. 학림보결은 19세기 전반에 李강(學+木,

<漢詩選集>
제목
鶴林寶訣
羅麗七律
海東名詩

편저자
李강
미상
미상

책권수
2책
1책
1책

五家詩摘句

丁學淵

1책

朝鮮詩選全集
東詩精華
東國風雅
蕙蘭詩抄
國朝詩刪
唐詩畵意
靑丘風雅
續靑丘風雅
選文輟英
韓客巾衍集
濂洛風雅
增刪濂洛風雅
百聯抄解

藍芳威
미상
미상
미상
許筠
申緯
金宗直
柳根
미상
柳琴
金履祥
朴世采
金麟厚

7권 2책
2책
3책
1책
5권 2책
3책
1책
7권 2책
3권 3책
4권 4책
7권 1책
5권 2책
1책

내용
유일본. 한중 한시선집
유일본. 최치원부터 이광려까지 칠언율시 선집
유일본. 고려부터 18세기까지 칠언율시 선집
유일본. 丁若鏞, 李書九, 朴齊家, 柳得恭, 李學逵 5인의 시 총 71聯
142句를 摘句한 책
유일본. 箕子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 한시 585수 수록. 명나라에서 간행.
유일본. 김만중, 김춘택, 김창흡 등의 科體詩 선집
국조시산의 한시와 평비를 실었음
유일본. 당송 시대 蘭詩를 모아놓은 책.
朴泰淳, 李집 소장인.
唐詩畵意 이본의 하나
필사본.
1891년 공주에서 목판 간행
금속활자본(현종실록자)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의 시선집. 작가별로 1책씩 구성.
唐良書가 1296년에 쓴 重刊 간행의 서문.
田以采가 1796년에 간행한 5권2책의 목판본 『증산염락풍아』를 필사한 것.
목판본. 간사자, 간사지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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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1853)이 편찬했으며, 東樊 李晩用이 1837년에 쓴 서문이 붙어있다. 편자인 이강이라는 인물에 대
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자는 士一이며, 호는 丈室이고, 본관은 牛峰으로, 부인은 안동권씨
以盛의 따님이다.1)
첫째, 학림보결의 선집 범위의 포괄성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학림보결은 韓中詩選合集
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한시집, 중국한시집은 조선시대에 걸쳐 다수 편찬되고 간행되었지만, 한
국과 중국을 통합한 한시집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 소개된 玲瓏集이 한중시선합집의 한
사례로서 주목된다. 18세기 후반에 유득공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선집은 고려와 조선,
송금원명청의 근체시를 선별한 책으로 18세기 후반 한시 창작과 학습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
다.2) 학림보결은 영롱집 이후에 편찬된 韓中詩選合集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선집의 구성
1) 우봉이씨세보의 기록에 의하면, 아들은 없고 딸이 둘 있다. 후사가 없이 대가 끊어진 것으로 나온다. 증조부
晩華가 첨사 벼슬을 지냈으며, 호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晩華 - 綱 - 濟祥 - 槃
- 강(學+木)
- 女(柳鎭淳)
2) 이에 대해서는 김윤조, ｢18세기 후반 한중 통합 시선집의 출현과 玲瓏集｣,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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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3부와 별책으로 나뉜다. 1부는 한나라 시대부터 淸代까지의 중국 시인들, 2부는 신라 이후 우
리나라 시인들, 3부는 편자 당대의 시인들로 시대순 배열을 했다. 그리고 3부 이외에 ‘別補’를 별도

이 무렵 서울의 시는 수준이 점차 내려갔다. 시단에 올라 문호를 세운 이들은 공안파와 경릉파

로 설정하여 불가와 도가 계통의 인물, 규방 여성과 기생 등의 한시를 수록했다. 이같은 선집의 포괄

의 시학을 표방하며 당시대의 詩體라고 불렀다. 비유하면 오나라 소년들이 가벼운 적삼을 입고

성에 대해 李晩用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침을 뱉어가며 광대와 재인들이 거짓으로 웃고 우는 것과 같다. 많은 귀족자제들이 일제히 그

지금 丈室 李道人은 시를 깊이 좋아해서, 옛날 시인의 시를 음미하고 근래의 작품도 완상하면
서, 한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긴 작품이나 짧은 작품
이나 두루 모으고 찾아냈으며, 아울러 규방의 빼어난 작품과 선가의 초탈한 작품까지 미치어

들을 좇았으니 시의 도가 거의 피폐해질 정도였다.6)
이같은 부정적 인식과 달리 이덕무는 청비록에서 심염조가 기생들에게 詩歸를 읽게 했다는 일
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張混은 ｢淸寶｣ 100가지 중의 하나로 古詩歸를 들기도 했다. 18세기 이후 새

이를 三部로 선별하고 상자에 보관했다. 이름을 학림보결이라고 했으니, 대개 鶴林玉露의

로운 시풍의 형성과 관련하여 경릉파의 존재가 언급되기도 했는데, 학림보결의 서문을 쓴 李晩用이

뜻을 취한 것이다.3)

18세기 椒林體 시풍의 대표적 인물인 이봉환 - 이명오 - 이만용으로 이어지는 가학의 배경을 갖고 있
다는 점에서 경릉파 시학의 영향권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림보결은 경릉파의 수용을 직접

편자는 우리나라 시인의 비중을 더 높였고, 편자 당대의 가까운 시인들을 별도로 독립시켜 당대성
을 부각시켰다. ‘別補’는 ‘禪音’, ‘仙語’, ‘神響’, ‘閨韻’, ‘香奩’로 세분하여, 불가와 도

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19세기 전반기의 시적 취향의 일단 - 편자 및 李晩用
과 그 주변 시인들 -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가 계열의 한시, 일반 여성과 기녀층의 한시를 두루 포괄했다. 요컨대 학림보결은 지역적으로는 한

시선집 중에서 주목할 또 다른 자료는 羅麗七律과 海東名詩이다. 이 두 선집은 모두 칠언율시

국과 중국을, 시기적으로는 한나라 때부터 청대, 신라 이후 19세기까지를 포괄하며, 시형식의 측면에

만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시선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려칠률은 신라 말 최치원으로부터

서는 상고가요, 고시, 근체시, 詞 등을, 작가층으로는 상하, 남녀, 儒佛道를 아우른다.4)

18세기 후반 이광려(1720-1783)에 이르기까지 총 118명의 한시작가를 대상으로 185편의 한시를 수록해

둘째, 학림보결은 시선집에만 그치지 않고, 評批를 함께 수록해 놓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

놓았다.7) 문집이나 시선집 등에 수록된 작품들이지만, 글자의 출입이 있다.

다. 편자 자신의 평비를 수록했으며, 또한 중국의 여러 평점가들 - 위문제, 유협, 종영 등으로부터 종

한시 학습의 편의를 위해 율시를 모아놓은 중국 간행 시선집들은 상당수 존재한다. 칠언율시를 주

성과 담원춘 등에 이르기까지 - 의 평비를 다수 수록했다. 평점이 함께 수록된 한중한시선집은 아직

대상으로 한 시선집 가운데 이전 시대의 것으로 李敏求가 편찬한 唐律廣選이 주목된다. 이 시선집

까지 다른 사례를 찾지 못했다.

은 조선 문인에 의해 선별 간행된 최초의 칠언율시 전문시선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8) 칠언율시

평비의 수록과 관련해 작품에 대한 세심한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편자가 남긴 평비
들 가운데 자구 운용의 측면, 작품의 연원과 연관된 평어들이 눈에 띤다. 이른바 ‘細讀’의 비평적

만을 대상으로 한 당시 선집으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강세황이 편찬한 唐詩七律分韻이다. 이 책
은 시대순, 작가별 배열이 아니라, 韻目에 따라 분류하여 편찬한 선집이다.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편자가 작품 선발과 배열의 원칙으로 ‘警絶’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

한시 학습과 창작에서 칠언율시가 선호되었던만큼 다양한 형태의 칠언율시 시선집이 나왔지만, 우

다. 편자는 범례에서 “古詩 歌行 律詩 絶句를 막론하고 警絶에 따라 뽑는다”, “全篇이거나 한 두

리나라 시인을 대상으로 한 칠언율시 시선집은 버클리대학에 소장된 나려칠률이 현재까지 확인된

구절이거나 막론하고 警絶에 따라 뽑는다”, “詞曲은 警絶에 따라 별도로 뽑는다”고 하였다. 독자를

유일한 예이다. 이와 관련해 규장각에 소장된 警修堂詩選은 자하 신위의 칠언율시를 韻目과 시대순

경발시키는 빼어난 구절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선별하고자 했다.

에 따라 각각 분류한 칠언율시 선집이라는 측면에서 나려칠률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9) 당시

셋째, 편자의 選詩 의식과 시적 취향과 관련하여 우리는 중국 명나라 竟陵派와의 연관성이 주목된
다. 편자는 明代 竟陵派의 대표적인 이론가였던 鐘惺과 潭元春의 評批를 거의 매 작품마다 원용하고

칠언율시를 중심으로 한 한시선집의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시인들의 칠언율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선집 편찬의 달라진 경향을 보여준다.

있는 점이다. 여타의 평점가들의 평비를 두루 원용하고 있지만, 학림보결은 기본적으로 종성과 담원

참고로 현재 전하지는 않지만, 李宜顯의 八家律選과 南漢紀의 東律家選 또한 우리나라 시인의

춘이 편찬한 詩歸의 평점에 많이 의존하였다. 경릉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한 사례로 정조와 남공

율시 작품을 선별한 시선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10) 八家律選은 김종직, 박상, 이행, 박은, 정사룡,

철의 언급을 들어본다.

노수신, 황정욱, 최립의 율시를 수록했으며, 東律家選은 익재 이제현 이후로 삼연 김창흡에 이르기
까지 18명 시인들의 1940수를 선별했다. 편자 미상의 羅麗七律은 당시 위주의 선별에서 벗어나 우

이른바 鐘惺과 潭元春이 평점을 하고 선별을 한 文歸, 詩歸는 한번 눈으로 보게 되면 음삼

리나라 시인들의 율시 작품을 선별하는 시선집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칠언율시라는 특정한 형식에

하고 기이하여, 마치 산 속 숲에 들어가 상서롭지 못한 동물을 만난 듯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앞으로 이 방면의 자료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시름겹지 아니한데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러한 책은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것이 가장 적
합하다.5)

而逢不若, 令人不愁而颦. 此等書, 最合以秦炬遇之.”
6) 南公轍, ｢從氏象靈居士墓誌銘｣, 金陵集 권17, 총간 272, 329면. “當是時, 京師之詩漸降. 登墠立門戶者, 倡爲

3) 李晩用, ｢鶴林補缺序｣, 鶴林補缺 권1. “今丈室李道人, 嗜好深於詩. 咀嚼其古人膏馥, 賞玩其近代榮華. 晩而不
倦, 隨耳目所曁, 自漢訖淸, 從華至東, 長辭隻言, 搜羅剔抉, 旁及閨韻之英發, 禪音之脫略者, 幷選爲三部, 藏諸巾
衍, 曰鶴林補缺, 盖取玉露詩話之義.”
4) 다만 현재 3부가 온전하게 전하지는 않고, 1부의 일부와 ‘별보’만이 전한다.
5) 正祖, 日得錄 5, 弘齋全書 165, 총간 267, 229면. “所謂鍾譚評選文歸詩歸, 纔一對眼, 陰森百怪, 如入山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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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郞竟陵之學, 號稱時調. 譬如吳趨少年輕衫細唾, 優人才子僞笑假泣, 諸貴游子弟靡然從之, 而詩道幾廢.”
7) 이에 대해서는 맹영일, ｢나려칠률 해제｣ 참조.
8) 이에 대해서는 부유섭, ｢당률광선 해제｣, 연세대 중앙도서관 고서해제 5를 참조.
9) 경수당시선에 대해서는 이현일, ｢자하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6에서 소개된 바 있다.
10) 李宜顯, ｢題八家律選卷首｣, 陶谷集 ; 南有容, ｢東律家選跋｣, 䨓淵集 권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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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 소장 시문선집(詩文選集) 및 시화(詩話)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시인을 대상으로 한 시선집 편찬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101장에 달하는 장편의 산수 유기이다.12) 작가 고증과 작품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버클리대학에 소장된 또 다른 칠언율시 시선집인 편자 미상의 海東名詩는 고려시대부터 18세기까

한편 臥遊錄目錄이라는 책자는 현재 전하지 않는 와유록을 보고 그 목록을 필사한 것이다. 이

지의 한시를 수록했는데, 문집이 전하지 않는 작가의 작품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명승지를

와유록은 13권으로 되어 있고, 편자 미상이다. 원래 일제시대 때 일본인 학자 아유카이(鮎貝房之進)

배경으로 창작된 칠언율시를 주로 모아놓은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표지에 ‘七律’이라고 쓰여 있고,

의 소장본을 아사미가 베껴 둔 것이다. 실제 작품은 전하지 않고 목록만이 전해지지만, 문집에 실려

책 제목이 해동명시라는 점에서 본래는 여러 책이었고 다른 시형식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있지 않은 다수의 작품과 문집이 전하지 않는 다수의 작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밖에도 유일본 시선집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朝鮮詩選全集, 五家詩摘句, 蕙蘭詩

자료적 가치가 크다. 아사미가 저본으로 삼은 아유카이 소장 와유록은 영남대에 소장된 취암문고본

抄 등이 있다. 조선시선전집은 중국인에 의해 중국에서 간행된 조선시선집 중의 하나로서, 양적으

와유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버클리대학본 와유록은 이들과 다른 계

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문집에 실리지 않은 시가 상당수이며, 글자 출입이 다른 예들도 많다는 점에

열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이들 와유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五家詩摘句는 丁若鏞, 李書九, 朴齊家, 柳得恭, 李學逵의 詩 중에서 名句를

四先生詩文抄는 19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문장가 金邁淳, 洪奭周, 洪吉周, 洪顯周 네 사람의 시문

선별해 놓은 필첩이다. 이 책은 각 시인별 시집 및 韓客巾衍集과의 대조 및 교감 자료로서 가치가

을 선별한 책이다. 이 책은 1823년에 간행된 永嘉三怡集에다가 金邁淳의 시문을 덧보탠 것이다. 이

있다.11) 蕙蘭詩抄는 唐宋詩 중에서 난초에 관한 시만을 가려 뽑은 책이다. 시 작품은 古詩, 律詩,

선집에는 문집에 미수록된 김매순의 작품 일부가 들어 있어 일정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洪

詞, 散句로 구분해서 수록해 놓았는데, 난초에 관한 시만을 선별한 시선집의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

元敎燕行錄序｣, ｢江華府進香文｣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붉은색 비점이 군데군데 찍혀 있으며, 문장 평

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어도 수록해 놓았다. 김매순이 지은 ｢江華府進香文｣의 상단 여백에 “恭儉寬仁四字, 一篇之綱領”

다음으로 산문선집 가운데 자료적 가치가 높은 臥遊錄(10책)을 들어본다. 그동안 알려진 와유록

“祇承太母以下, 申言恭” “四載邇密以下, 申言儉” “臨扆日久以下, 申言寬” “端居穆淸以下, 申言

가운데 중요한 텍스트로는 장서각본(13책), 규장각본(7책), 영남대 취암문고본(13책), 연세대본(3책) 등

仁” “天高曰以下, 言恭儉寬仁之?”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 문장 구성과 관련된 평어들이다. 이 책의

이 있다. 버클리대학에 소장된 와유록이 추가됨으로써, 산수유기 창작 및 편찬의 실상을 이해하는

편찬자와 편찬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19세기 후반 이후로 짐작된다. 김매순, 홍석주, 홍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길주 등의 시문이 19세기 후반 이후에 수용되는 양상을 살피는 데에 참고가 된다.

버클리대학 소장본 와유록의 편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南二星 - 南九萬 - 南鶴鳴으로 이어

또 하나 四先生詩文抄는 구한말의 서화도서 수장가로 알려진 沈宜平의 수택본이라는 점이 주목된

지는 의령 남씨 가문과 관련된 인물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현재 문집이 전하지 않는 남이성의 작품이

다. 그는 자가 昇如, 본관은 청송이며, 음사로 군수를 지냈다. 장서가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의 편찬에

수록되어 있고, 남구만과 남학명의 간행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이 와유록에 들어있다. 그리고

관여하였고, 시문 비평가로서의 안목 또한 갖추고 있었다. 서울대에 소장된 夏小正傳彙注를 저술했

남구만 집안과 인척 관계에 있는 박세당, 박태보의 작품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장서각본

으며, 여기서 살펴볼 怡餘略存을 교정하는 등 서적 편찬 및 교정에도 힘을 기울였다.

와유록에는 남이성, 남구만, 남학명, 박세당, 박태보 등의 작품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으며, 규장각본
와유록에는 박태보의 작품이 하나 실려 있을 뿐이다.

怡餘略存은 洪奭周와 洪吉周의 산문을 선별해 놓은 책으로, 구한말 경성 仁寺居人 沈宜平의 친필
서책이라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沈宜平은 怡餘略存의 발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수록 작가의 분포와 관련해 장서각 소장본 宜春臥遊와 버클리대학 소장본 와유록의 상호 관련
성이다. 의춘와유는 제목에 나와있듯이 의령 남씨 집안의 산수유기를 모아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南

송경원 군(동문집성의 편자 宋伯玉을 가리킴)이 동문집성을 편찬할 때에 태사(연천 홍석주

二星의 ｢嶺繡錄｣, 南九萬의 ｢東行錄｣, 南鶴鳴의 ｢金剛錄｣이 실려 있는데, 현재 전하는 남구만과 남학

를 가리킴)의 사위집에 소장된 두 사람(홍석주, 홍길주)의 원고를 빌렸다. 내가 그들의 글을 좋

명의 문집에는 이들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버클리대학 소장본 와유록에 이들 세 작품이 모

아하는 것을 알고 서로 상의하고자 했다. 연달아 내가 상례를 만나서 그 뜻에 응하지 못했다.

두 수록되어 있다. 편자와 관련해 南二星, 南九萬, 南鶴鳴 삼대의 작품, 그리고 南九萬의 자형 朴世堂,
박세당의 아들 朴泰輔 등의 글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책의 편자
가 이들 인물과 관련을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버클리대학본 와유록의 특징적 면모의 하나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에 활동

금년(1873) 여름에 경원이 다시 두 사람의 선본을 보내주었다. 나는 기쁘고 느낀 바가 있어 한
번 교열을 보고 남긴 것이 모두 40 여편이었다. 그리고 이미 영가삼이집에 수록된 글들은 그
대로 두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을 怡餘略存이라고 하였다.14)

했던 작가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그 대표적 인물로 金昌協, 金昌翕, 朴世堂, 南九萬, 南鶴鳴,
崔昌大, 權斗寅 등이다. 산수 유람 여행이 발달하고, 산수유기 창작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시대의 정

宋伯玉은 동문집성을 편찬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심의평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홍석주와 홍길주 두 사람의 산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심의평과 상의하였음을

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취지로 읽힌다.
버클리대학본 와유록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거나 현재 전
하는 문집에 미수록된 작품이 많아서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 金緻, 崔基彦, 任有後, 金農 등은 문집이
전하지 않는 작가군이며, 尹拯의 東遊錄, 南九萬의 東行錄, 남학명의 金剛錄 등은 문집 미수록
작품이다. 권7에는 작자 미상의 關東日記 한편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위의 인용글은 보여준다. 怡餘略存은 그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실제로 怡餘略存에 실려 있는
12) 작자와 관련해 선조의 아들이었던 해풍군 이기에 관한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강원도사 이기에 대한 파직 상
소가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8월 6일자에 실려 있다. “江原都事李耆, 到任以後, 多行麤鄙, 駄娼巡行, 徵

않은 신자료이다. 1624년에 江原都事로 부임하는 작가의 여정을 따라 전개된 ｢關東日記｣는 분량이

索列邑, 爲一道笑罵. 李耆, 請罷職.” 李耆는 선조의 아들 海豊君이다.
13) 이에 대해서는 이종묵, ｢와유록목록해제｣를 참조.
14) 沈宜平, ｢怡餘略存跋｣, 怡餘略存. “及宋君景瑗有東文之役, 丐二家全稿於太史之婿之家之所藏, 知余宿好, 要與

11) 이에 대해서는 이종묵, 이종묵, ｢버클리대학본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39호, 문

商定. 連値期功之戚, 未副其盛意. 今年夏景瑗復寄以二家選本. 余且喜且感, 校閱一過, 錄以存之, 總四十餘篇, 而

헌과해석사, 2007 ; 김영진,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소장 五家詩摘句｣, 고전과 해석 1,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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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여수의 작품은 모두 동문집성에 수록되어 있다. 심의평은 동문집성 내에 ｢續六家選序｣를 1872

첫째, 새로운 작가와 작품의 발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시문선집들에는 문

년에 작성했는데, 이 글에서 그는 송백옥의 동문집성 편찬 과정에 일정한 도움을 주었음을 밝혀놓

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또한 문집 등의 관련 기록물이 남아 있지 않아 문학

았다.

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작가들 또한 다수 존재한다. 이들 작품 및 작가의 발굴은 문학사의 실

詩文選合集의 하나인 東文品節은 서거정의 동문선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편자는 斗山이라는
호를 쓰는 사람인데,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 서문은 丁酉年(1897년으로 추정)

상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들 시문선집에 수록된 작가 및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에 쓴 것으로, 이에 따르면 평소 문장을 좋아하여 젊을 때부터 옛 문인들의 글을 초록하기를 즐겨했

둘째, 기존에 알려진 작품들과의 대조 및 교감 작업에 활용될 것이다. 한시의 경우에는 개별 문집과

다고 하면서, 서거정의 동문선에서 작품을 뽑았음을 밝혔다. 현재 버클리대학에는 동선품절 이외

시선집의 글자 출입, 시선집들 사이의 글자 출입이 있는 경우가 꽤 있다. 이들 시문선집 자료를 활용

에 아사미가 작성한 동선품절목록 2책이 함께 전한다.

하여 기존 문집 수록 작품과 대조하고 교감하는 작업을 통해 기존 문집의 오류를 수정하고 정본 텍스

詩話 자료 가운데에서 두 종의 東詩零言은 공무도하가, 황조가로부터 시작하여 茶山 丁若鏞에 이

트를 확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르기까지 詩話를 연대순으로 배열한 책이다. 총 16책에 이르는 풍부한 양을 담고 있는 이 책은 각종

셋째, 신뢰성 있는 시문선집을 만드는 데에 널리 활용될 것이다. 현재 전하는 많은 한시와 산문 작

시화서, 필기잡록, 역사서, 지리서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시기에 걸쳐 다채로운 인물들의 시화 자

품들, 그리고 많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옥석을 구분하고 문학적 평가를 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때

료를 망라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의 하나는 전대 지식인들의 안목으로 선별해 놓은 시선집과 시화서에 수록

버클리대학 시문선집 및 시화 자료들 중에는 유일본은 아니지만, 선본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자료들

된 작가, 작품들이다. 다종다양의 시문선집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들 작품들을 목록화하여 상호 비

또한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버클리대학 소장본 淸脾錄은 이덕무가 친필로 써서 사위 徐有秊에게

교하는 작업은 전대 지식인들에 의해 널리 선호되고 향유되었던 작품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하는

준 것으로, 현존하는 이본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선본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申緯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현대의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

가 편찬한 시선집 唐詩畵意의 경우에도 국내에 몇 종의 이본이 존재하는데, 버클리대학 소장본은

들 시선집들의 수집 정리 작업은 한시, 산문 교육의 유용한 교재를 만드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필사 시기가 1862년으로 다른 이본에 비해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줄 것이다.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시 산문 작품선집은 전근대시대 고전 연구 및 교육을 위한

한편 버클리대학 시문선집 및 시화 중에서 自然經室本 도서들과 장서인이 찍혀진 도서들 또한 주목
된다. 버클리대학 고도서 가운데에는 서유구의 私稿紙인 자연경실장본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시화서
가운데 綠帆詩話, 破閑集, 補閑集이 그 예이다. 이들 자료들은 이본으로서의 가치가 높을 뿐만

하나의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활용을 위해서는 국내외에 소장된 시문선집들을 폭넓게 수집 정리하는 한편, 이들 선집에
수록된 수많은 작가와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니라, 서유구의 총서 편찬 과정, 서지학적 측면에서의 자연경실본 연구 등에 도움을 준다.
버클리대학 고서에는 장서인들이 찍힌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 자료를 통해 해당 도서의 간행
및 향유 유통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허균이 편찬한 國朝詩刪은 국내외로 여러 이본들이 존재하
는데, 1697년 박태순에 의해 목판으로 간행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버클리대학본 국조시산
에는 목판으로 간행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朴泰淳’의 소장인이 찍혀 있어, 이본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 四先生詩文抄, 怡餘略存의 沈宜平의 소장인, 한객건연집의 金世均 소장인, 당
시화의의 ‘趙重弼’ 소장인 등을 통해 이들 도서들이 19세기 후반 지식인 사회에서 유통되고 향유
되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 심의평은 구한말의 도서서화 수장가로 알려졌으며, 김세균은 박규수, 신
석희, 대원군 등과 교유를 가졌던 지식인이었다.15)

3. 버클리대학 시문선집 및 詩話 자료의 활용
버클리대학 시문선집 및 시화 자료에는 국내외에 없는 유일본, 그리고 선본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시문선집 및 시화서는 한국학 연구자들의 유용한 학술적 자료로 널리 활
용될 것이다. 이들 자료가 디지털화됨으로써 자료 접근의 제한성이 사라져서 더욱 더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시문선집 자료를 활용한 방안을 몇 가지 적어본다.

15) 아사미(淺見) 장서인이 찍힌 도서들, 아유카이(鮎貝房之進) 소장본 臥遊錄을 저본으로 한 臥遊錄目錄, 東
選品節의 목록을 적어놓은 東選品節目錄 등은 아사미문고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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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 소장 한국고서에 대한 서지적(書誌的) 연구

지기 시작하였다. 이번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주도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의 지
원으로 아사미문고와 '60-70년대에 수집된 한국고서 중에서 중요한 고서에 대한 조사와 해제는 물론
원문의 디지털화까지 완료되었다. 이제 이 그룹의 고서에 대한 실체가 밝혀졌으므로 향후 다양한 분
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 발표에서는 버클리대학에서 체류하면서 알 수 있었던 사실들을 서지학적인 관점에서

오용섭(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소개하고자 한다. 곧 아사미문고의 입수, '60-70년대 한국고서의 수집, 일본컬렉션 중 한국관련 고서
및 디지털화가 주는 새로운 연구방향 등에 대해 살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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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미 린타로우는 야마가타(山形)현의 士族출신으로 도쿄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06년 7월에
통감부 법무관, 1910년에 한일이 병합되자 조선총독부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거주지는
한국을 떠나기 전년인 1917년에 인의동(현재 종로구 인의동) 28번지였다. 처음 그는 조선의 법제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중심으로 수집하다가 점차 다양한 분야의 고서를 수집하였다. 이
러한 수집활동은 1918년 3월에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직전인
1918년 2월에 자신의 장서를 도쿄의 미쓰이문고(三井文庫)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였고, 1920년 12월에

1. 서언

서울에서 미쓰이문고로 발송되었다고 한다. 그의 목록에 따르면 당시 장서수량는 1,084부(종) 5,771책
이었다. 그런데 이 수량은 현재 버클리대학의 아사미문고의 책수와 차이가 있다. 한편 아사미는 일본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 V. Starr East Asian
Library)에 소장된 한국고서들은 크게 두 그룹이 있다. 한 그룹은 일본의 조선 점령시기에 고등법원

에 귀국한 뒤인 1921년에는 『半島法制の沿革』 이라는 논문으로 도쿄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
고, 이후 이 논문은 『조선법제사고』 라는 서명으로 간행되었다.3)

법관을 역임한 아사미 린타로우(淺見倫太郞,1868～1943)가 20세기 초기에 한국에 와서 수집한 한국고

아사미문고의 종수과 책수에 대해서는 집계방식 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적 837종 4,011책과 탁본

서 컬렉션인 아사미문고(淺見文庫)이다. 다른 한 그룹은 아사미문고의 해제서인 『The Asami Librar

155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고는 해외에 유출된 우리고서 중에서 수량뿐 아니라 질적인 문제에서도

y』 를 처음 완성하였던 중국계인 房兆㨕(Chaoying Fang,1908～1985)사서와 한국계인 주용규 사서가

큰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0-70년대에 연속적으로 수집한 한국고서 컬렉션이다. 그 외에 1947년 미군정청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의 기증(16종 51책), 국립중앙도서관 등과의 교환(책과 목록

2.1 입수경위4)

용 카드), 맥퀸(McCune) 교수와 친분이 있는 한국학자들의 유상기증 등으로 수집된 자료도 일부 있으
나 논의할 정도는 아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극동아시아언어(Far Eastern Language) 박사학위를 취득한 엘리자베스 허프

두 그룹의 한국고서 중에서 아사미문고에 대한 목록과 해제작업은 두 차례 있었다. 처음 우리에게
아사미문고를 알려준 『The Asami Library』 는 방조영 사서가 완성하였는데 1969년에 간행되었다.1)
이 목록해제서는 저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가면서 완성한 역작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지적되었던 것처럼 판종 구분과 간사시기의 기술이 미흡한데다 저자가 한국의 서지와 역사적인
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없지 않았다. 이후 한국의 해외전적문화재조사 차원에서 1995년에
조사하여 목록을 간행하였다.2) 이 목록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목록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구
자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아사미문고는 비교적 국내에 일찍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이 문
고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방미하여 국내에 전하지 않거나 새로운 고서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내에

(Elizabeth Huff,1912～1987)가 이 도서관의 초대관장으로 임명된 1948년부터 일본의 미쓰이문고(三井
文庫)의 구입의사를 가졌다. 이후 여러 곡절을 거친 끝에 1950년에 버클리대학에 입수되었다.
미쓰이문고의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Roger Sherman의 학위논문인 『The Acquisition of the Mitsui
Collection by the East Asiatic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다.

아사미문고는 미쓰이문고의 8개 문고 중의 하나이며,

5)에

소상하게 조사해 놓았

입수당시의 목록에는 “KOREAN

BOOKS(Asami Library) 6,737책"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이 도서관에서 미쓰이문고를 구입하려고 한 일화를 소개한다. 당시 이 미쓰이문고를 구입하고
자 실사한 Elizabeth McKinnon이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아사미문고와 2,000매(items)의 고지도(EARLY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60-70년대에 수집된 한국고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다가 2005년 이후 알려

1) Chaoying Fang, 『The Asami Library: A Descriptive Catalogue』 , Berkeley and Los Angeles, U.C. Press,

3) 『朝鮮法制史稿』 , 東京, 巖松堂書店, 1923.
4) 여러 컬렉션의 수집경위와 포갑 등에 관한 자료의 입수와 확인에는 한국학담당 사서인 장재용 선생의 도움이

1969.
2)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미국 Berkeley대학 동아도서관 Asami문고』 , 서울, 한국서지학회, 1996.

있었다.
5)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CLA,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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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MAPS)였다. 그 이유는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던 조지 맥퀸(George McCune,1908～1948) 교수가 부탁을

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한적 포갑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도쿄에서 포갑 만드는 기술자를 찾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McCune 교수가 원한 것은 아사미문고 전체가 아니라 이 문고

수 있었죠. 그래서 센티미터로 치수를 재고 서명을 종이에 적어 한 번에 50건씩을 모아 한 꾸러미로

속의 『조선왕조실록』 의 영인본6)이라는 사실이었다. 구입비용이 부족한 도서관측에서는 아사미문고

만들어 보냈거든요. 맞지 않는 게 없었어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와 지도컬렉션만을 구입하고자 했으나 미쓰이 측은 부분판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

이렇게 아사미문고의 한국고서들도 이런 방식으로 일본에서 포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맞지

다. 마침 전체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자 8종의 미쓰이문고 모두를 구입하여 소장하게 된 것

않는 게 없었다는 Huff의 말과는 달리 전질이 여러 책인 큰 포갑일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었다.

이다. 물론 이 영인본 『조선왕조실록』 은 현재 아사미문고의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은 안쪽에 먼저 “Misfit”이라고 표시하고, 책의 부피보다 두껍게 만들어진 포갑은 안쪽에
두꺼운 종이로 책 모양을 만들어 붙여서 맞게 해놓았다. 이 때 이 작업을 한 시기도 적어 놓았는데
두 경우를 보니 모두 1956년이었다.

2.2 포갑과 보관

한편 책등의 서명에 대해서도 서예가인 “Ch'ung-ho Frankel씨가 좁고 긴 종이에 모든 책의 서명을
현재 아사미문고는 모두 귀중본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귀중본 담당사서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배열은 사부분류법을 따른 방조영의 독자적인 분류에 따라 되어 있다. 모두 오렌지색(현재는
누런색으로 탈색되어 보임) 천으로 포갑이 되어 있고, 책등(書背)에는 종이에 서명을 써 붙여 놓았다.
아사미문고가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포갑의 영향도 크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포갑을
누가 언제 한 것인지는 진작 규명되어야 했었다. 왜냐하면 책등에 써서 붙인 서명과 함께 이 문고 소
장의 고서 연구에 비중을 두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갑을 근거로 아사미문고에
소장중인 한중록 중의 한 종이 진본일 가능성을 제기 한 사례가 있다.7) 곧 “북 케이스 배서(背書)에
《한중록언문(恨中錄 諺文)》이라 쓰여 진 책이다. 그 필적은 전 소장자 아사미의 필적으로...서지학적
으로 보아 제목 없이 《보장》이라 표기된 사실, 북 케이스까지 만들어 보관한 자세” 그리고 “다만

써서 완성했었지요.”라고 하였다. Ch'ung-ho Frankel이란 베이징대학에서 전통극과 서법을 강의하다
가 결혼 후 미국에서 활동한 장충화(張充和)를 말한다.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 간 초기에 버클리대학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가 1962년 남편이 예일대학교의 동아시아학 전공교수로 가게 되자 이 대학에서
중국서법을 강의하기도 한 중국계 여류서화가이다.
이와 같이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의 초대관장이었던 Elizabeth Huff의 말을 따르면 아사미문고
를 포갑하고 책등에 서명을 붙인 것은 아사미나 미쓰이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책들을 입수
한 지 5-6년이 지난 1955-56년경에 동아시아도서관에서 일본기술자의 도움으로 포갑하였고, 중국계
여류서화가가 서명을 써서 붙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사미문고의 포갑과 책등에 붙인 서명에 대해서
는 원초적인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케이스가 오리지널인지, 일제 때 전소장자의 작(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모시 천으로 보아
이는 향토색이 짙어 일인(日人)의 솜씨 같지는 않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은 포갑은 아사미

2.3 아사미의 수택(본)

이전의 원 한국인 소장자가 하고, 책등에 붙여놓은 서명은 아사미가 쓴 것으로 판단하고, 진본일 가능
성에 대해 이 책의 포갑(북 케이스)과 포갑에 붙여놓은 서명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 문제를 알기 위해 아사미문고의 포갑에 관련된 기록을 살폈다. 아사미문고가 버클리대학으로 이
관된 해는 1950년이니 60여년이 지난 일이다. 또 책이 아닌 포갑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기에

아사미는 수집한 문헌들은 열람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당시의 상황 등을 그 책에
적기도 하고, 혹 자신이 재직한 고등법원에서 사용하던 메모용 괘지(罫紙)를 부전지(附箋紙)로 이용하
였다. 그 중에서 희귀한 자료는 하얀 색 천에다 붉은 글씨로 “稀”라고 쓰고, 끼워 놓기도 하였다.

이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동아시아도서관의 초대관장이던 Elizabeth

이중에서 『해동고승전』 은 다른 본의 원형을 복원해 볼 수도 있을 만큼 유용한 기록이므로 소개

Huff가 인류학 사진작가 겸 프리랜서로 일하던 Rosemary Levenson과의 대화형식으로 남긴 자서전인

한다. 『해동고승전』 은 고려 고종 2년(1215)에 영통사의 주지로 있던 저자가 임금의 명령을 받고 당

『Teacher and Founding Curator of The East Asiaitic Library from Urbana to Berkeley by way of

시 전하던 기록을 근거로 삼아 고구려, 신라, 백제 고승들의 전기를 엮은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Peking』의 「The Asami Library of Korean Imprints」 편에서 아사미문고가 버클리대학으로 인수된

오래되면서도 현전하는 승전이다. 처음 이회광이 발견하여 광문회에 기증하였다는 사본은 이후 행방

후 포갑을 하게 된 과정을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Elizabeth Huff는 “(아사미문고) 책들은

이 묘연하다. 다행히 이보다 수년이 지난 1914년에 아사미가 입수한 사본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의

포갑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만 한국 사람들이 장책에 사용하는 밀랍먹인 아름다운 누런색 표지로

권말에는 “大正三年(1914)四月二十五日于翰南書林白斗鏞獲之」大正六年二月十五日借覽渡邊彰所藏古鈔

장책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천

本對校了」淺見倫太郞 藏本”과 같은 붉은 색의 아사미의 친필이 있다. 곧 “1914년 4월 25일에 한남

으로 된 싸개, 곧 일본사람들이 질(帙)이라고 부르는 것을 똑같은 색깔로 만들었답니다. 아주 훌륭한

서림의 백두용으로부터 입수하였다. 1917년 2월 25일에 (총독부 내무국 지방과의 촉탁직을 지냈던) 와

장서가 되었지요.”라고 하고 있다.

타나베 아키라(渡邊彰)가 소장하고 있던 오래된 초본과 대교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

그런데 아사미문고 외의 다른 한적 고서들도 포갑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된 기록도 아사미문고의 포
갑과 관련해서 참고가 된다. 동아시아도서관측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고서도 포갑이 필요하다고 생각

는 것은 1914년에 아사미가 이 책을 입수한 뒤 근3년이 지나 와타나베가 다른 사본을 소장한 사실을
알고 그 책과 이 책을 서로 교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여 중앙도서관측과 상의하여 전통적인 동양의 포갑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는 어디에서 이 기술

실제로 아사미는 이 책에 붉은 글씨로 대교한 흔적을 남겨 두었다. 그러므로 이 흔적들을 추려 모

자를 찾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였다. 이 문제도 자서전의 「Various Binding Solutions」 편에

은다면 와타나베의 고초본의 흔적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와타나베가

서 “분량이 적은 매우 중요한 책이나 이러한 제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대상으로 했죠. 그

소장하였다는 고초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큰 이유는 아사미본의 영인상태의 문제에 있었다
고 하겠다. 곧 국내의 흑백 영인본으로는 아사미가 대교한 붉은 색의 글씨도 검은 색으로 보인다. 그

6) 『朝鮮王朝實錄』 , 影印本, 京城,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1930-1932.
7) 김용숙, “한중록고본고”, 동방학지 32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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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로 옮겨진 것이다. 모두 15권 5책으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되고 있는데 상자 하단에는 「韓版/陳簡齋

아사미가 붉은 색으로 대교한 문자들을 보면, 와타나베의 고초본과 최남선본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詩集/五冊」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 놓았다. 상자 앞면에는 「駿河御讓本」이라고 적혀 있다. 곧 쓰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8) 곧 현전하는 『해동고승

루가 어양본이란 에도(江戶)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자손들에게 분양한 서적을 일컫

전』의 원문들을 대비한 결과, 와타나베가 소장하고 있었던 고초본과 최남선본의 유사성도 확인되는

는다.

셈이다. 현재 아사미 소장본은 가장 선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것은 규장각 소장본은 빠진 글자가 많

외형은 우리나라만의 전통적인 장책법인 오침선장, 곧 다섯 구멍을 뚫어 실로 묶긴 했으나 표지는

은데다 260여 곳에서 다른 글자가 있다는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규장각소장본은 아사미문고본

모두 연분홍색으로 일본에서 개장해 놓았다. 표지를 넘기자 「御本」이라는 장서인이 보인다. 이 장서

을 저본으로 필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도 한다. 곧 2본의 다른 사본의

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홉 째 아들인 요시나오(義直)의 장서인이다.10) 임진왜란 당시 유출된 책

존재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규장각소장본보다 아사미문고본이 오

은 처음에는 대부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소유였지만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소유로 넘어

자가 적으므로 선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9)

가게 된다. 이에야스는 셋째 아들인 히데타다(秀忠)에게 2대 쇼군의 자리를 넘기고 자신은 고향인 쓰
루가(현재의 시즈오까)로 은퇴한 후 쓰루가문고를 운영하였다. 이후 이에야스는 히데타다에게 자신의
다른 아들에게 재산을 분양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버지의 명에 따라 히데타다는 이에야스의 아홉째에
서 열한 번째 아들에게 책을 포함해서 재산을 분양한다. 형제간 분양비율은 오늘날 수학공식으로 쉽

3. '60-70년대에 수집된 한국고서

게 이해되지 않는 5:5:3이었다.

이 한국고서들은 아사미문고의 해제서인 『The Asami Library』를 처음 완성하였던 중국계인 방조
영 사서와 한국계인 주용규 사서가 '60-70년대에 계속 수집한 컬렉션이다. 방조영 사서는 아사미문고
의 한국고서를 목록해제하기 위해 한국고서를 알아야 했다. 그래서 한국고서에 대한 지식을 키우기
위해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였다. 입국해서는 규장각 등을 방문하여 한국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익히고, 한편으로는 통문관 등을 방문하는 등 한국고서의 거래현장 등도 두루 살폈다. 이 때부터 버클
리대학과 한국의 고서점과의 고서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방조영 사서가 은퇴한 다음 후임자는 한국계인 주용규 사서였다. 그는 1964년 입사하였고, 1968년에
는 한국학 전문사서로 임용되었다. 방조영 사서 때부터 시작된 한국고서 수집활동은 한국계인 주용규
사서 때부터 한국의 거래처를 넓히면서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활동을 하였다. 특히 화산서림을 운

이 때 세 아들에게 분양된 책이 바로 쓰루가 어양본이다. 그 중에서 오와리(尾張) 번주(藩主)이던 아
홉째 아들인 요시나오가 학문을 좋아한 까닭에 선본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이 책 역시 요시나오에게
분양되었다. 요시나오는 이 때 분양받은 책 외에도 이후 많은 책들을 더 수집하여 개인장서가 상당하
였는데 자신의 소장표시로 「御本」이라는 장서인을 찍어 두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御本」이라는
장서인이 찍힌 조선본 중에서 임진왜란 이전에 간인된 것은 임진왜란 때 약탈되어 일본으로 유출된
책으로 보면 틀림이 없겠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요시나오의 옛 장서에서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시기와 연유는 알 수 없다. 아
버지 이에야스로부터 분양받은 조선책과 요시나오가 계속 수집한 책들은 1935년 이후 나고야의 호사
(蓬左)문고가 되어 오늘에 전하고 있다.

영하던 이성의 사장과 귀중본 거래를 많이 하는 등 '60년대 초기부터 '70년대 초기까지 집중적으로 한
국고서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檀紀四二九四(1961)秊三月二十八日華山書林主人李는改表裝於寒
泉精舍”와 같은 옥하만록의 改裝記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3.1.2 삼봉선생불씨잡변

이 그룹의 한국고서들은 감색으로 포갑이 되어 있어 오렌지색의 아사미문고와 구분이 된다. 그런데
한국고서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금을 짐작할 있는 기록이 있다. 그것은 포갑내면 혹은 고서의 표지

『불씨잡변』 은 정도전의 최후 저술로 1398년에 완성되었다. 저술 동기는 성리학의 우월성을 내세

이면 등에 "Carpentier fund" 라는 연필기입이 상당수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로 판단되는 귀중

우고 불교계를 혁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책을 완성한 지 수 개월 만에 반역죄로 죽

본의 경우에는 대개 이러한 연필기입이 되어 있는 책들이 많다. "카펜티어 기금"이란 사업가인 카펜

게 되자 원고는 사라져 버렸다. 이후 폐비 윤씨의 아버지인 윤기견이 성균관 동료인 한혁에게서 이

티어(Horace W. Carpentier,1824～1918)의 사후 1년 뒤인 1919년에 동양서 구입을 위해 버클리대학에

원고를 입수하였고, 경북 예천의 수령으로 있을 때인 세조 2(1456)년 5월에 간행하였다. 이것이 『불

기부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10만 달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당시 한국고서 구

씨잡변』 의 초간본으로 정식서명은 『三峯先生佛氏雜辯』 과 같이 서명 중의 “잡변”의 한자는

입은 카펜티어 기금을 바탕으로 10여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입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雜辯”으로 되어 있다. 이후 9년 뒤인 세조 11(1465)년에는 정도전의 증손자인 정문형이 『삼봉선생
집』 에 합편시켜 간행하였는데 이 때도 “雜辯”으로 되어 있다. 이후 정조 15(1791)년 규장각학사들
은 전체 저작을 분류하여 재편하고 교정과 주석을 더하여 간행하였다. 이때 와서 “雜辨”이라는 한

3.1 특이한 장서

자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저술은 『佛氏雜辨』 이라는 서명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또
조선조 중기 책판의 보관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만력 4(1576)년에 간행된 『攷事撮要』 에는 예천에 이

3.1.1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

책판이 있다고 되어있다.11) 그런데 윤기견은 발문에서 “襄陽의 수령으로 있을 때인 세조 2(1456)년

이 책은 임진왜란 때 왜군들에 의해 약탈되어 일본에 유출된 뒤 쇼군의 소유물이 되었다가 이곳으
8) 장휘옥, 『해동고승전연구』, 서울: 민족사, 1991.
9) 金相鉉, “淺見倫太郞舊藏本 海東高僧傳”, 신라문화 제3·4합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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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고야시봉좌문고 편, 『봉좌문고도록』, 나고야시교육위원회, 1984.
천혜봉, 『일본봉좌문고한국전적』, 서울, 지식산업사, 2003.
11) 魚叔權, 『攷事撮要』 :萬曆4(1576)年 乙亥字本. 八道程途 慶尙道 醴泉 冊板(條).
鄭亨愚․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上』 , 서울, 保景文化社, 1995, p.27, “通鑑, 歐蘇手簡, 東人文, 詩傳, 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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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가 중에 30여자를 교정한 뒤 간행하였다.”12)고 한다. 그러니까 양양에서 간행한 판본이 12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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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과제 및 결언

이 지나서 예천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초간본 『불씨잡변』 은 명쾌한 답을 주고 있다. 첫째, 『불씨잡
변』 의 한자서명은 초간본에는 『佛氏雜辯』 이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증손자인 정문형이 처음 삼
봉선생집을 간행할 때도 『佛氏雜辯』 이었다. 그러므로 정조 15(1791)년에 간행된 『삼봉집』 에 수
록된 『佛氏雜辨』 의 서명이 후일 바뀐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초간본 『불씨잡변』 의 책
판이 예천에 보관되고 있었다는 기록도 초간본에만 남아있는 권미의 간행 주역들의 관직 등에서 해결
된다. 곧 윤기견은 관직이 知醴泉郡事이고13), 조력자의 한 사람인 李煥도 醴泉儒學敎導14)인 것이다.
간행의 주역이 예천의 수령이고, 조력자도 예천사람이니 초간본은 경상도 예천에서 간행된 것은 틀림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기견이 발문에서 말한 양양은 예천의 별명 중의 하나인 양양이었다.15) 『불
씨잡변』 초간본을 통해 원래의 서명과 책판의 보관지역 등에 대한 의문이 해결된다.

버클리대학의 한국 주요고서들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주도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
료센터의 지원으로 조사와 해제는 물론 원문의 디지털화까지 완료되었다. 원문의 디지털화는 흑백 인
쇄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옆에 둔 것과 같은 새로운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해동고승
전』 등과 같이 채색화면으로 보아야 올바른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도 이제는 완전한 연구가 이루어지
게 될 것으로 믿는다.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원문을 먼저 검색하여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심층적
인 결과를 내 놓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번의 디지털화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에는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에 산재한 해외고문헌들에 대한 통합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해외 소장의 우리 고문헌 중에서 유사한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하고, 원문까지 볼 수 있는 통
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일컬렉션에 포함된 한국관련 귀중자료와 1906년에 간행
된 『제국신문』 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이전에 폐간된 신문 10여종 등도 향후 조사와 원문의 디지털
화가 요구된다.

4. 일본컬렉션 중의 한국관련 고서
동아시아 도서관은 한중일간의 문헌관리에 대한 구분은 없으므로 일본과 중국자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귀중본이나 별치된 고서는 원칙적으로 전임자를 통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더욱이 목
록을 통해서 자료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 중국과 일본의 고문헌을 이용하기란 만만하지 않다. 필자
는 일본의 고문헌 중에서 원래 아사미문고가 소속되었던 옛 미쓰이문고 중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고
문헌을 살핀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조선에 관련된 일본저술이나 조선인 저술 또는 조선에서
간행된 서적의 일본 간사본이었다.
간본으로는 『繪本朝鮮軍記』(1800) 10책, 『朝鮮征伐記』(1659) 9책, 『朝鮮物語』(1849) 3책, 『 高
麗陳日記』 1책, 『征韓偉略』 5책, 『善隣國寶記』 3책, 『朝鮮通信使一行座目』(1764) 1책, 『 女四
書』(1658) 3책, 『朝鮮史略』(1822) 6책, 『擊蒙要訣』(1658) 1책이 있었다. 이 간본들은 대체로 서울대
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설립이 오래된 대학도서관 등에 전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조선
통신사일행좌목』 은 사본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전하고 있고, 『여사서』 와 『격몽요결』은 조선
본을 일본에서 간행한 문헌이라는 점에서 서지학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사본으로는 이토 도가이(伊藤長胤,1670～1736)의 발문이 있는 『懲毖錄』 1책, 『朝鮮人來朝之記』
(1763) 2책, 『朝鮮製度圖』 2책, 『朱子書節要』 7책, 『增修無寃錄』 2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조
선인래조지기』 와 『조선제도도』 등 두 책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氏辨說, 東人詩”.
12) 尹起畎, 跋, “今守襄陽, 適時無事, 於公暇, 校正謬誤三十餘字, 命工刊梓, 以廣其傳.”
13) 李荇 等 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4 醴泉郡 名宦(條).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Ⅲ』 ,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p.144上, “本朝…尹起畎”.
14) 奉列大夫行知醴泉郡事兼勸農副使安東道左翼兵馬團練副使尹起畎.
通仕郞醴泉儒學敎導李煥.
15) 李荇 等 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4 醴泉郡 郡名, “水酒, 甫州, 基陽, 淸河, 襄陽”.
魚叔權, 『攷事撮要』 :萬曆4(1576)年 乙亥字本, 八道程途 慶尙道 醴泉 別號, “甫州, 基陽, 淸河, 襄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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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관점에서의 문헌중요도와 아사미문고 의학자료의 가치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임박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보유한 ‘전통지식자원’에 대한
정리 및 가공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통지식자원’은 문헌자료 뿐 아니라 민간
에 떠도는 구전자료 등도 포괄하고 있어, 쾌쾌한 고서 더미를 뒤지는 문헌적 접근이나 시골의 나이
지긋한 아낙에게 민간처방을 수집하는 문화인류학적 방식과 같이 실험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위치에

박상영(한국한의학연구원)

있었던 연구들이 과학기술계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한의서는 이제 신약의 연구개발에서 반드시
필요한 주요한 지식자원의 보고가 된 것이다.
상기 이유들로 아사미문고 의학자료들은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자료가 없다. 본고에서는 아사미
문고 외에는 그 존재를 찾기 힘든 서적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한국한의학의 특성을 잘 드러내

1. 서론

어주는 서적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고전 한의서는 다른 모든 고서들과 마찬가지로 고서가 지니는 일반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는
다. 예를 들어 正祖의 壽民妙詮, 茶山 丁若鏞의 麻科會通, 醫零, 燕巖 朴趾源의 熱河日記 所

2. 의학지식의 한국적 변용

在 「金蓼小抄」, 西厓 柳成龍의 鍼經要訣 등은 처방의 효과에 대한 입증 이전에 저자의 중요도에
의해 가치매김이 이루어진 서적들이다. 이러한 가치매김은 인문학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한의서

가. 경험방

에 대한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가가 유효하더라도 전 서적이 포괄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의서는 저자의 중요도나 작가정신, 창조성, 글이 지니는 문체상의 아름다움 등 인문학적 가치로 환

환자가 내원하면 의사는 진단을 통해 맨 먼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파악을 한 다음, 그 병증에 맞

원이 불가능한 ‘실용성’을 1차적 목표로 하여 지어진 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후기 한의서 가운

는 약을 처방하게 되어 있다. 이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조선후기에 조선에 유입된 本草綱目

데 官撰이 아닌 경우는 대개가 저자가 불명이며 저자를 밝힐 수 있다고 해도 저자의 행적을 밝힐 수

이라는 서적은 이 목적에는 부합되기 힘든 서적이었다. 총 52권인 이 책에서는 1892종의 본초(동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대개 필사본 상태이며 필사상태도 고르지 않아 번역을 위해서는 원

및 광물 포함)와 그 본초들에 대해 성미, 산지, 형태, 채취방법, 수치법, 약성이론, 방제배합 등 모든

문교열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오

부분에서 상세하게 저술을 하고 있어 본초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에는 몹시 좋은 서적이었다. 하지만

늘날 활용 가능성이 있는 처방을 하나라도 담을 수 있는 개연성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연구풍

임상에서 이 책을 활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아래 예를 보자.

토와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다지 이목을 끌지 못했던 한의서들이 각광을 받는 환경이 열리게 되
었다.

<1>

이제껏 신약 개발은 특정한 물질에서 인체의 특정 병증에 유효한 단일 성분을 추출해내고 과학적으
로 이를 증명한 뒤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인정받고 그 성분들을 복합하여 약제화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유효 성분 추출 및 유효성 증명, 유효성분의 복합 등의 공정 뿐 아니라
신물질의 독성 가능성으로 인한 임상실험에 엄청난 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에
는 이러한 단점 보완을 위해 단일 성분이 추출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물질이 임상시험을 거쳐 유효성
이 입증된다면 약제화가 유효한 것으로, 신약 개발 방향이 선회되는 추세이다. 수천 년 동안 썼던 방
식이라면 유효성 뿐 아니라 안전성이 새로운 신물질에서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
로 인해 특정 병증과 약물에 대해 막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한의서는 그 자체가 신약의 후보물질을
담고 있는 정보은행이 되었으며,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학 관련 문헌연구에서 특기할만한 세계적 사건이 있었다. 日本 名古屋에서
개최된 제10차 生物多樣性協約 당사국총회는 총회 폐막일인 2010년 10월 30일, 生物資源의 接近 및
利益共有(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를 규정하는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나고야 의정
서의 주요 골자는 적용대상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와 상호 합의된 조건(MATs: 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인데,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할 경우에도 동일한 규
정을 두고 있어 전통지식의 정리 자체가 국부의 문제와 바로 연결되게 되었다.1)

1) 신지연 외. 신지식재산권의 동향조사 및 효율적 정책 대응 방안. 특허청 과제 결과보고서. 2010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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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心悸, 脈結代者 : 甘草二兩, 水三升, 煮一半, 服七合. 日一服.(傷寒類要)
상한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이 결대한 경우에는 다음 처방을 쓴다. 감초 2냥을 물 3되에 넣고
절반이 될 때가지 달인 뒤 7홉을 복용한다. 하루에 1차례 복용한다.(상한유요)

<2>
天行熱病, 初起一二日者 : 麻黃一大兩(去節), 以水四升煮, 去沫, 取二升去滓, 著米一匙及豉爲稀粥.先以
湯浴後, 乃食粥濃覆取汗, 即愈.(孟詵必效方)
유행성 열병에 걸린 지 1~2일이 되었을 때에는 다음 처방을 쓴다. 마황 1큰 냥(마디를 제거한 것)에
물을 넣고 달여 거품을 제거한 뒤 2되가 되면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쌀 1술과 두시를 넣어 묽은 죽
을 만든다. 먼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한 다음 먹는데, 먹고 나서 땀을 내면 곧 낫는다.(맹선필효방)
<1>은 본초강목에서 「草部」의 甘草에 보이고 <2>는 麻黃에 보인다. 즉, 상한과 관련된 두 증세
에 대해 각각 감초 조와 마황 조를 뒤져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본초강목의 방대한 내
용을 숙지한 사람이 아니라면, ‘상한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이 결대한 경우[傷寒心悸, 脈結代
者]’의 환자를 마주하면 어떤 처방을 써야 할지에 대해 본초강목으로 찾아내는 일은 만만한 작업
이 아니다. 임상에서는 의사에게 환자의 증상에 대한 정보가 먼저 주어지지 약재 관련 정보가 주어지
ABS Guidebook -본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지침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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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책의 편재를 병증에 따라 바꾸어서 임상 적용에

하였다. 그리고 처방에서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초명의 언해를 하고 異名 등에 대한 기술을 한 다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경험방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세상에 나온 책이다.

음, 약성가에서 다 언급하지 못한 작용 병증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언급해 놓았다. 그 순서는 다음과

경험방은 本草綱目에서 내용을 가져왔으나, 내용 부분이 「傷寒」, 「卒厥」, 「霍亂吐瀉」,

같다.

「痢疾」, 「瘧疾」, 「泄瀉」, 「眼疾」, 「咽喉」 등 8가지의 주요 병증에 따른 門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렇듯 본초강목의 편재를 바꾸어 임상에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려한 양상은 조선후기에 우리
나라 의학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조류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 1590년 본초

治風門(四十七種), 治熱門(五十種), 治濕門(四十七種), 治燥門(五十種), 治寒門(五十一種), 治瘡門(三十
九種), 補遺.

강목이 간행되고 조선에 전래되면서 방대한 분량의 본초강목의 내용을 편리하게 응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18세기 이후부터 나오는 廣濟秘笈과 黃度淵의 本草附方便覽 등도 모두

곤권은 권수제 없이 바로 香砂消積丸이라는 처방명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아무런 체재 없이 처방을

이러한 저술방식을 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저술된 兩無神編도 이와 같은 방식을

나열한 것은 아니다. 2번째 처방인 黃連淸心飮 앞에 ‘精’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3번째 처방인 分心

잇고 있어 본초강목의 직접적 영향은 조선후기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氣飮 앞에는 ‘氣’라는 글자가 보이고, 8번째 처방인 加味溫膽湯 앞에는 ‘神’이라는 글자가 보이

새로운 의학지식을 임상에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최적화한 데에 따른 결과이다.

며, 12번째 처방인 莎芎散 앞에는 ‘血’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이는 ‘精’ ‘氣’ ‘神’ ‘血’ 등

그리고 경험방에서는 처방에서 많은 부분 單方을 쓰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단방이란 한 가지 약

작용부위에 따라 처방을 모아서 나열하였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한의학적 소양을 지닌 사람에게는 너

재로 약을 짓는 처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문화국답게 서책이 풍부하였으며 특히 조선후기가 되면

무나 친숙한 東醫寶鑑에 제시된 나열 방식이다. 처방 중간 중간에는 처방의 원리를 일깨우게 하기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학 분야에서도 넘쳐날 만큼 정보가 풍부해진다. 그러나 임상에서 정작 문

위해 方解를 곁들이고 있으며, 처방에서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加減法을 제시하고 있다.

제가 된 것은 정보의 획득보다는 약재의 획득이었다. 심지어는 고급 약재가 가득한 처방들로 이루어

건권에서 약성가를 병인·병증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은 병증에 따라 단방 약재를 쉽게 검색할 수

진 서적을 모두 버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으로 획득한 처방 가운데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처방

있도록 배려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약성가의 본래 취지대로 본초의 性味를 4언의 운율에 담아 쉽

들로만 구성한 책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2) 이러한 의미에서 경험방은 단방의 경제성과 병증별 분

게 외울 수 있게 한 것은 물론이고, 약성가를 병인·병증에 따라 배열함으로써 風, 熱, 濕, 燥, 寒, 瘡

류의 실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임상에서 뿐 아니라 현대의 연구개발도 특

등 해당되는 병인·병증에 따라 본초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때문에 본서에서 보이는 약

정 병증에 대해 유효 성분을 개발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적에 대

성가는 본초의 분류법, 약초명의 언해 표기, 기타 사항들의 附記 등으로 인하여 임상에서의 容易性으

한 체계적 정리는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로 대표되는 한국한의학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 杏林工程

3. 한국한의학의 일면모
행림공정이라는 서적도 그 처방이 독특하다기보다는 체제가 임상에 맞추어져 있다는 면에서 독특
한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건곤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治瘇方

건권은 ‘彙選集註藥性歌’라는 제목 하에 藥性歌의 내용을 담았다. 약성가는 본초에 대한 지식을
외우기 쉽게 4언의 운율에 담아 놓은 것으로, 대개의 서적에서는 萬病回春의 약성가를 따르고 있다.
이 책도 그 내용은 만병회춘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약성가의 순서를 병인·병증별로 나누어서 배치

아사미문고 의학자료에는 몇 종의 鍼灸學 관련 서적이 보인다. 허임의 鍼灸經驗方은 동아시아 침
구학의 지형도를 바꾸었을 만큼 중요한 서적이며, 西厓 柳成龍의 鍼經要訣은 전체 내용이 醫學入

2) 촌가구급방 서문 : “나는 죄를 짓고 시골에서 살게 되었는데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없음을 걱정하여 의방(醫

門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서애를 의학적 부분에서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3) 그럼에도 불구

方)과 약서(藥書)들을 많이 구해 가지고 있었다. 어쩌다가 환자가 나를 찾아와 묻는 일이 있으면 어떤 병증(病

하고, 상기 자료들은 국내에 다양한 목판과 필사본이 존재하며 관련연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바

證)인지 확인하고 방서(方書)를 뒤져서 맞는 약을 찾곤 했는데, 약과 병이 서로 맞는 것이 즐거웠다. 그런데

있다. 본고에서는 필사본으로 전해진다고 여겨지던 치종방을 소개할까 한다.

환자에게 처방을 알려줄 즈음에 생각하여 보니 무슨 탕(湯)이라 하고 무슨 산(散)이라 하고 무슨 원(元)이라

치종방은 국내에 필사본 2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기존 연구자들이 저본으로 활용

하고 무슨 단(丹)이라 한 것들은 의국(醫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궁벽한 시골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것

한 장서각의 필사본(K3-380)이다. 여기에서는 표제가 “治瘇方”으로 되어 있고 책의 내용이「治瘇

이 아니었다. 이에 책을 덮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포정(庖丁)의 손에 칼이 없다면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것만

方」의 내용부터 시작하지만, 그 뒤에 「回春要訣」, 「老人攝養方」, 「小兒方」 등이 덧붙어 있으며

같지 못하고 양유(養由)의 손에 활이 없다면 단도를 쥐고 붙어서 싸우는 것만 같지 못하듯이, 방서에 있는 처
방이 약재가 없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찾아다 치료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처방이 온
전히 기록된

방서1)들을

뒤의 글들과 내용적인 면에서 연속성이 없으며 양적인 면에서 「治瘇方」이 전체에서 큰 부분을 차지

다 버리고, 단지 민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고르고, 아울러 노인들의 경험

에서 나온 것으로서 효험이 있는 것들을 모아 한 책으로 엮어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이라고 했다.[余員[負]

3) 鍼灸經驗方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와 번역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朴文鉉.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累居村, 患無已病之醫, 多求得醫方藥書. 遇有病人來問, 則認其症, 閱其書, 得其藥, 喜其藥病之相適. 且命之先後,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2002 ; 許任 저, 강상숙․원치만․이은화 譯. 침구경험방. 허임기념사

思之則曰湯曰散曰元曰丹, 醫局所劑, 有非窮村之民所能得者. 因癈書而嘆曰, 庖丁之手無刃, 則不如得一棒而斃, 養

업회. 2006. 서애의 의학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호종. 「서애 유성룡의 의약 분야에 대한 인

由之手無弓, 則不如操短兵而接, 方書之劑無材, 則不如得常材以救. 於是, 盡棄全方之書, 只取其民間所易得者, 兼

식」. 역사교육논총. 제33집. 역사교육학회. 2004.; 오준호․김남일․차웅석. 「『醫學入門』을 통해 본 조선 침

採其出於父老之聞見而有效者, 編集一卷, 曰村家救急方.]”

구학의 특성」,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5권 1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 27 -

- 28 -

과학기술계 관점에서의 문헌중요도와 아사미문고 의학자료의 가치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이 책은 단순히 「治瘇方」이 卷首에 있다는 이유로 서명이 이와 같이 정해진

본서 「治腫方序」 아래, 내용이 시작하기 전에 “治腫秘方附 禮賓主簿任彦國遺方”라고 하여 아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필사본은 錦里山人에 의해 1871년(고종8)에 세상에 빛을 본 거

내용이 예빈시주부 임언국의 치종비방에서 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전하고 있는 치

질의 종합의서 宜彙 所載 「治瘇方」이다. 두 필사본은 서로 내용이 동일하며 모두 임언국이 남겼

종비방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그곳에는 서문부터 「背腫」까지의 내용이 순서만 달리하고 모두 동일

다고 되어 있으나, 내용의 뒷부분인 「疔腫生手上」 이하가 침구경험방과 내용이 동일하다. 의서의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종비방은 「火疔」, 「鹽湯浸引法」, 「土卵膏」, 「千金漏蘆湯」, 「蟾

특성상 필요한 내용을 필사해서 덧붙여두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책은 누군가가 치종비방

灰」, 「鹽湯沐浴法」, 「石疔」, 「水疔」, 「麻疔」, 「縷疔」, 「背腫」 순서로 되어 있어 5가지의

뒤에 침구경험방의 일부를 필사하여 전한 것으로만 여겨졌다.4) 그런데 아사미문고에서 목판본 치

종기가 이어져 있지 않다. 치종방에서는 5가지 종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뒤 종기 치료 시의 보조요

종방이 나옴으로써 이 판본이 현재 전하는 필사본의 모태가 되었으며, 언해가 붙어있다는 것에서 당

법과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소개하여 목차에 있어 일목요연함을 기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 널리 유포시켜야할 만큼 종기가 큰 의료적 문제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앙에 治腫廳을

「疔腫生手上」부터 「諸危惡症」까지는 모두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나오는 내용이다.

두고 종기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두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치종방은 표제가 “治腫方”이라 되어 있고, 내용은 서문으로 시작되며, 서문을 제외한 내용 전
체에 대해 언해를 달아놓았다. 목차를 적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서에서 소개된 임언국의 치종 치료는 오늘날의 외과 시술과 몹시 유사한 觀血的 切開術이 전면에
나온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 침법은 종기를 X자 형으로 절개하여 독기를 뽑아내고 독기가 미진하
게 빠져나왔을 경우에는 ‘단지’나 竹筒 등을 이용하여 독기를 완전히 뽑아내고 끓인 소금물로 환처
를 씻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뱀딸기탕, 두꺼비재, 토란고 등의 외용으로 쓰는 특이한 보

「治腫方序」, 「火疔」, 「石疔」, 「水疔」, 「麻疔」, 「縷疔」, 「鹽湯浸引法」, 「土卵膏」,

조처방을 갖추고 있다. 일찍이 일본의 醫史學者인 三木榮는 그의 朝鮮醫學史에서 임언국의 治腫學

「千金漏蘆湯」, 「蟾灰」, 「鹽湯沐浴法」, 「背腫」, 「疔腫生手上」, 「治腫奇捷」, 「騎竹馬穴法」,

에 대해 언급하면서 明 薛己의 外科樞要나 陳實功의 外科正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탁월

「諸危惡症」.

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5) 이러한 추앙은 이미 일본의 丹波元簡이 150여 년 전에 치종지남을 임언국
의 저작이라고 단언하며 “세상에서 가장 빼어난 기이한 책[最絶世之異編]”이라고 평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본서의 서문이 끝난 다음, 「火疔」 부분이 시작되기 전 내용의 서문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옛사람이 13疔, 16정 혹은 36정의 설을 말하였으나, 혼란스러워 변별하기가 무척 어렵고 치료에
딱 들어맞지 않았다. 때문에 나는 대강을 뽑아내어 5정이라 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첫째는 ‘火疔’이
오, 둘째는 ‘石疔’이오, 셋째는 ‘水疔’이오, 넷째는 ‘麻疔’이오, 다섯째는 ‘縷疔’이다.[古人云,
十三疔, 或十六疔, 或三十六疔之說, 紛紜不定, 辨之甚難, 治之莫的. 故, 予拈出大者, 而名之曰五疔 : 一
曰‘火疔’, 二曰‘石疔’, 三曰‘水疔’, 四曰‘麻疔’, 五曰‘縷疔’.]
이 글에서 우리는 임언국 치종학의 특이성은 누군가에게서 얻었다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섯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누정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임
언국이 수만 명을 치료한 끝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개념어이다. 누정 환자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던
임언국으로서도 1년에 한 명 내지 두 명 밖에 볼 수 없었을 만큼 드물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임상
경험의 축적 없이는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용어는 훗날 허임의 침구
경험방에 흡수되었고, 침구경험방의 내용이 다시 중국 침구학의 기본서라 할 수 있는 요윤홍(廖潤
鴻)의 침구집성(鍼灸集成)(1874년)에 많은 부분이 인용되면서 중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다시 요
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지방인 정읍에서 출발한 임언국 의학이 우리나라 중앙을 거쳐 결국에는 중국에
<목판본 治腫方 훼손된 언해 부분 :
훼손 억제를 위해 배접을 가하였으나 특히 「治腫奇捷」
이후로는 그림처럼 훼손이 심하다>

< 治腫方 내지: 서문 이후로는
언해가 되어 있다>

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가 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임언국의 치종학에서 주요한 점은 그의 치종학에 보이는 처방들이 몹시 한국적이라는
것이다. 소금물, 뱀딸기, 두꺼비, 족제비, 참기름, 단지, 동이, 쟁반 등의 약재는 민간에서 쉬이 보고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재료들이다. 이는 무엇보다 민간에서 배태된 우리의 독창적인 의술이 동의보감
 이전에 이미 확립되어 전개되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서에는
鉢, 盆, 小槽, 長缸, 大錚盤, 大所羅, 揮項, 東海 등 일반적인 의서에 찾아보기 힘든 용어들이 등장한다.
특히 “大錚盤” “大所羅” “揮項” “東海”는 우리나라 서적 이외에는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식 한자들이다. “大所羅”의 ‘所羅’는 ‘소래기’의 조선시대 발음인 ‘소라’를 음차한 것이

4) 서지연, 『任彦國의 治腫醫學 硏究』,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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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三木榮, 『朝鮮醫學史』, 자가출판, 196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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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揮項”은 우리나라에만 있던 피견물(披肩物) 가운데 하나이며 “東海”는 ‘동이’의 조선시대
때의 발음인 ‘’를 음차한 것이다. 이상의 용어들은 한국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용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학사 연구의 巨擘이자 한국통으로 잘 알려졌던 미키사카에조차
丹知(‘작은 그릇’을 의미하는 우리말 ‘단지’를 음차한 것에 불과하다. 임언국은 종처의 고름 등을
빼낼 때 이것을 활용하였다.)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 “丹沙․硫化汞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것을 綿에 넣어서 종처 위에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불을 붙인다.”6)라고 언급하여, 우리의 의학은
우리가 직접 연구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한 것과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서에는 언해가 붙어 있어 향후 치종 의서의 국역 및 연구에 적지 않은 일조를 할 것으로 여
겨진다. 다만 「治腫奇捷」 이후로 원문에 훼손이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한문의 경우는 필사본과 대
조가 가능하여 복원이 가능하지만 언해문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난점이 있다.

나. 廣濟秘笈鄕藥五十種治法
조선시대에는 諺解癖瘟方諺解頭瘡集要 등 국가적 현안 질환으로 떠오른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는 급히 언해를 해서 전국에 배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염성 질환 외에 언해를 하게 되는 주요 의서
들은 諺解救急方救急簡易方諺解 등 구급에 목적을 둔 의서의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언해본들의 특
징은, 치종방에 대한 설명에서 잠시 언급되었듯이 치료약재들이 우리나라 산야에서 쉽게 구하는 것
들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1790년 함경도 관찰사였던 李秉模의 주선으로 함경도 관영에서 숙식을 해가며 3개월 만에 지었다고
전해지는 광제비급은 특히 구급질환에 맞춰 성책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사미문고 소재 廣濟秘
笈鄕藥五十種治法은 광제비급 가운데 권4 부분만을 취하여 언해를 한 서적이다. 여기에서 ‘鄕
藥’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는 우리 산하에서 생산되는 약재로 모든 처방을 구성했
다는 의의가 있다. 아쉽게도 ‘乾卷’만 남아 있고 ‘坤卷’은 일실된 듯하다.

<廣濟秘笈鄕藥五十種治法 牡鼠屎治驗>

이 책은 藥材名에 대한 언해 뿐 아니라 내용 전체를 언해하고 있는데, 이는 救急에 큰 비중을 두었
던 광제비급이라는 책의 목적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본문의 목차를 적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건권은 총 23종의 약재의 치험을 수록하고 있다.

일실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총 27종 약재의 치험이다. 광제비급 및 본서의 목차에 따라 일실된
‘坤卷’의 내용을 적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人蔘治驗, 當歸治驗, 黃柏治驗, 大豆治驗, 小豆治驗, 馬齒莧治驗, 香附子治驗, 大黃治驗, 絲瓜治驗, 冬

大蒜治驗, 苦蔘治驗, 百草霜治驗, 艾治驗, 白礬治驗, 鼠粘子治驗, 蒼茸治驗, 蓖麻子治驗, 荊芥治驗, 蛇

瓜治驗, 葳靈仙治驗, 忍冬治驗, 菖蒲治驗, 蒲黃治驗, 浮萍治驗, 牡鼠屎治驗, 頭垢治驗, 人屎治驗, 人尿治

狀子治驗, 紫蘇葉治驗, 杏仁治驗, 桃仁治驗, 井華水治驗, 百沸湯治驗, 黃土治驗, 地龍屎治驗, 伏龍肝治

驗, 食鹽治驗, 香油治驗, 生薑治驗, 蔥白治驗.

驗, 硫黃治驗, 麻子治驗, 亂髮治驗, 竹瀝治驗, 田螺治驗, 樑上塵治驗, 皁角治驗, 韭菜治驗, 白芷治驗.
본서는 인삼, 당귀, 황백 등의 일반적인 약재 뿐 아니라 숫쥐의 똥[牡鼠屎], 머리의 때[頭垢], 사람의
똥[人屎], 사람의 오줌[人尿], 소금[食鹽], 정화수, 지렁이 똥[地龍屎], 황토, 아궁이 바닥의 누렇게 된
흙[伏龍肝], 들보 위의 먼지[樑上塵] 등 우리 산야나 생활 현장에 널린 것을 약재로 취하고 있다. 또한
구급을 다루는 한의서는 전반적으로 한의학에서 다루는 심오한 議論을 갈파하기보다는 앓고 있는 증
상에 즉각 쓸 수 있는 처방을 연결 지어 놓는 경향이 짙어진다. 특히 單方을 다룬 경우는 여러 약재
의 수급 및 처방이 곤란한 급박한 상황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한 측면이 깊다. 이는 우리나라
의 전통의학이 민중의 생활현장과 밀착되어 어떻게 自國化 되어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三木榮, 『朝鮮醫學史』, 자가출판, 196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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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나고야 의정서의 타결로 인하여 신물질 개발에 골몰하는 과학기술계에서도 한국학 분야만큼이나 한
국적인 자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적인 자료에 대한 탐구는 이제 시
작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자료의 보존에 앞서 수집 단계도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 역력하다. 그리고
한국적인 자료에 한국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작업 또한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기술계에서는 신물질 개발 등에 어느 때보다 인문학적 연구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특허 선험성 획득’을 위해서는 지식의 원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
해서는 한의서의 판본조사에서부터 번역 및 R&D 활용을 위한 재가공, 처방의 영문화, DB구축 등의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자료의 확보 및 보존 자체가 일정 정
도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사미문고 의학자료들은 많은 경우 유일본이며 처방 가운데에서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처
방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 자료들의 보존을 넘어 과학기술계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사업
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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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법류(政法類) 자료의 내용과 학술적 가치

37

조윤선(청주대학교)

조선후기 지리지(地理誌) 및 고지도(古地圖)의 자료적 가치
김종혁(연세대학교)

버클리대 소장 연행록(燕行錄)의 현황과 가치
김영진(계명대학교)

필사본(筆寫本) 문집류의 자료적 가치
이종묵(서울대학교)

디지털화 사업의 현황 및 의의 소개
백진우(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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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류(政法類) 자료의 내용과 학술적 가치

조윤선(청주대학교 교양학부)

창의 필사본
을 1917년 필
사

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결송유
취를 종합, 정리

金吾聽憲

1744년 편찬
본을 1837년
이후에 필사

朴鳴陽 편찬/
李宜鉉 필사

의금부 설립 연혁, 開坐, 設鞫,
上直, 受由, 업무, 인원 등 의금
부 운영에 대한 기록

義禁府決獄案

정조6년 필사

미상

정조 6년, 정월부터 12월에 이르
기까지 중앙 관원, 수령들의 직
무 유기 등에 대해 의금부에서
다룬 사건을 기록

攷事

19세기 필사

미상

금령, 형구, 형벌 등 형조 업무
에 대한 특교와 논의사항을 정
리한 것

秋曹事目

조선 말기 필
사

미상

영조 20년(1744)부터 정조 23년
(1799)까지 형조에서 올린 조율
과 이에 대한 왕, 대신들의 합의
과정에 대한 기록

刑曹謄錄抄

정조12년
후 필사

미상

현종13년 이후 정조12년까지 형
조, 비변사 등 관아에서 올린 형
조 업무관련 啓와 이에 대한 왕
의 判付 등을 초록

洗寃錄

19세기 필사

宋慈편찬/律
例館 교정본

屍傷, 檢驗에 관한 법의학적 지
식과 실무 경험‚ 기술‚ 절차 등
을 정리한 법의학서

海營檢案謄錄

19세기 필사

황해도감영

황해도 관내의 檢屍 문안을 등
록하여 필사

檢考

19세기 후반

법부아문
찬 추정

湖南檢題謄錄冊

19세기

전라감영

전라도 관내 살인사건에 대한 관
찰사 판결 기록을 등록한 자료

關文謄書

1852~54년

충청감영

충청감영에서 내린 감결을 육방
의 사무에 따라 분류한 기록

咸鏡道內時囚罪人
囚徒成冊

고종27년
사

함경도

함경도 지역 유배자들에 대한
徒配秩과 時囚罪人秩

備局啓草

미상

미상

이귀가 올린 이괄의 난에 관련된
차자, 상소, 계를 모은 기록

銀臺便攷

헌종 연간 편
찬

승정원

승정원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
업무 수행과 절차, 참고 사항 등
을 모아 정리한 지침서

의금부

1. 정법류 자료의 개관
2. 형서, 법서, 사송류 자료
3. 의금부, 형조 관련 자료
4. 검험서 자료
5. 감결, 수도안 및 기타 자료

형조

6. 정법류 자료의 학술적 가치

이

1. 정법류 자료의 개관
버클리대 소장 정법류 자료는 내용상 형서를 위주로 하는 법서, 수교류, 사송서, 검험서, 의금부, 형
조관련 문서, 검제, 검안, 감결, 수도안 등 여러 종류의 법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기는 전반전
으로 19세에 필사된 자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종류

법서,
형서,
수교집

사송서

편찬, 필사
시기

저자, 편자,
필사자

通編明律抄合附

1865년
편찬

미상

대전통편과 대명률강해 중 人命
조항을 중심으로 한 형률조문을
뽑아 합본

六部律典合編

1895~1909사
이에 편찬

미상

육조의 사무를 대명률 체제에 맞
추어 정리

미상

재정, 의례, 형률 부분에 있어서
행정 실무에 유용한 조항을 뽑아
정리한 것

제목

百憲總要

이전

순조대 필사

檢案,
檢題

내용

律例便覽

1837년이전

미상

범죄와 형벌의 사례집화

典律通補

1786년 찬/
필사년도
미상

具允明 찬/
필사자 미상

국전, 대명률을 종합 정리

受敎定例

19세기 전반

미상

현종 이후 순조22년까지 형옥관
련 제반 수교를 모은 것

詞訟類聚

1669년

미상

사송유취와 일본 京都大學의 河

감결,
수도안,
기타

필

편

검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 별로 정리한 자료

본 자료는 표에서 살필 수 있듯이 법서, 형서, 수교집과 사송서류, 의금부와 형조관련 문건, 검안,
검제 자료, 감결, 수도안 등 다양한 종류의 문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자료들의 개략적인 내용을

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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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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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류(政法類) 자료의 내용과 학술적 가치

2. 형서, 법서, 사송류 자료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영조, 정조대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장각 소장의 2본(｢奎7348｣, ｢奎15174｣2))의 필사본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또 하나의 필사본으로 확인된다. 서문, 범례가 없고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
工의 6전으로 분류, 관련 조문에 총 166조항의 일련번호가 붙어 있으며 기존 규장각본과 체제도 동일

1)통편명률초합부通編明律抄合附

하지 않다. 이전 9개 항목, 호전 18개 항목, 예전 46개 항목, 병전 21개 항목, 형전 67개 항목, 공전
5개 항목으로 형전, 예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통편｣과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중에서 형전, 형률에 관련된 조문 일부를 뽑아서 이를 함께

호전의 경우, 영인본은 16항목이나 본서는 ‘귀제결歸除訣’‚ ‘구수九數’ 항목이 더 추가된 18개

구성하여 편찬한 형률서다. 본서의 앞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대전통편｣은, 형전 전체 39개 항목 중 7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전도 영인본에 없는 ‘연기年紀’‚ ‘국기國忌’, ‘탄일誕日’, ‘각복도

개 항목만 뽑은 것이고 뒷부분을 구성하는 ｢대명률강해｣는 명례률 중 2개 조문, 형률 적도賊盜 조항

各服圖’, ‘수유서의受諭書儀’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으며, 형전은 영인본에는 없는 ‘지친상송至

중 1개 조문, 인명人命 조항 중 20개 조문, 투구鬪毆 조항 중 3개 조문, 소송 조항 중 3개 조문, 범간

親相訟’, ‘속공屬公’, ‘금도禁屠’, ‘원악향리元惡鄕吏’ 항목이 새로 포함되어 있다. 본 자료는

犯姦 조항 중 5개 조문, 단옥斷獄 조항 중 2개 조문, 포망捕亡 조항 중 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사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도 없지 않고 필사 시기도 후대로 내려오지만 국내 필사본에 비해 편찬 년

전체 ｢대명률강해｣의 조문 수 461조에 비해 본서에 실린 조문은 37개에 불과하여 실제 사건 처리에

대를 비교적 확실히 추정할 수 있고 항목이 증보되어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하기 위한 법률서로서의 의미는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대명률강해｣의 인명人命 조항의 경우,

고종때 편찬된 ｢대전회통｣과도 비교해 보면 이전의 경우, 회통에는 없는 의친議親, 돈령敦寧, 염피

원 ｢대명률강해｣에 있는 인명 조항의 원 조문 모두를 기록하고 있어 본서를 구성하는 중점이 ｢대명률

厭避, 수령守令, 공신功臣이 들어있고 대신 내외명부內外命婦, 외관직外官職, 토관직土官職, 취재取才,

강해｣ 인명 조항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천거薦擧, 고신告身, 서경署經, 고과考課, 녹패祿牌, 차정差定 등 대부분의 목록이 빠져있다. 형전은

｢대전통편｣ 중에서 본서에 정리한 6개 항목 중 사건 처리나 시신의 처리, 사인의 규명 등을 위한

강상綱常, 명십악明十惡, 전가全家, 연좌緣坐, 속贖, 단죄상준斷罪相准, 용형用刑, 결송일한決訟日限,

‘살옥’, ‘검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살옥’조, ‘검험’조, ‘간범’조는

사유赦宥, 명팔의明八議, 장법贓法, 포호捕虎 등 기존 법전에는 없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속대전｣에 와서야 새롭게 마련되는데, 19세기 전반기 당시 조선사회에서 인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항목은 법전 내 다른 항목 속에서 다루어 졌던 내용들이 독립된 조목으로 만들어져 본서의 형전에 실

다는 사실, 인명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가 실제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는 사실 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린 것이다. 이처럼 육전의 구성이라 하더라도 본서는 기존 법전의 목록 구성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즉 19세기 당시, 인명의 살상, 상해, 간범 등 윤리적 범죄 등에 대한 사건의 조사, 해결 등이 형정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기존 법전에 실린 법규 중에서도 당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

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원으로서 ｢대전통편｣과 더불어

고, 법규 적용상 법 집행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문에 대한 법규가 특별히 강조되고 보충적인

｢대명률｣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1)

설명이나 법규 등이 추가되어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서는 19세기 사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법규와 실제 일선에서 가장 필요한 사무에 대한 규정, 양

2)육부율전합편六部律典合編

식을 담고 있으며 육전 별로 관계 법령이 정리되어 있으나 내용은 주로 관련 사항들에 대한 위법적
행위, 이에 대한 형벌 적용, 금지사항과 그에 관한 조율照律 등 형률서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는 점

1895년 이후, 법무아문에서 대명률과 경국대전에서 뽑은 육부六部에 관련된 율과 전, 그리고 신식

등이 특징이다.3)

재판소법을 합해 종합 정리한 것으로 실무적 차원에서의 법규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페이지의 상단
에는 대명률의 전문을 기록하였고 하단에는 국전에서 그와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여 놓아 실제적으로

4)율례편람律例便覽

재판 사무를 보는데 있어서 법령이나 형률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대적 법률체제의
과도기적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본 자료는 ｢율례요람律例要覽4)｣과 편목,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율례요람은 228건의 항목이고

또한 근대적 법의 효시인 ‘재판소구성법’이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등의 국전과 함께 편집됨

본 자료인 율례편람은 229항목으로 율례편람이 한 항목 더 많은데 ‘강탈양가여욕위제배强奪良家女欲

으로써 전환기 조선의 법제 체제나 법률의 시대적 추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典과 율律

爲弟配’조항이 율례요람에는 없고 율례편람에만 들어있으며, 율례편람에는 147번에 있는 ‘입후부당

을 합본한 책으로는 구윤명具允明이 왕명에 의해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과 대명률을 종합·수보

立後不當傍照’조의 경우 율례요람에는 마지막 228번 항목에 배치되어 있는데 필사 과정에서 빠졌다

하여 1787년(정조11)에 편찬한 ｢전률통보典律通補｣가 있고, 1899년(광무3)에 법부法部에서 1895년(고종

가 마지막 부분에 추가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즉 두 자료 중 율례편람이 율례요람의 저본일 가능성

32) 이후 공포 시행되었던 법령·칙령 가운데 재판소와 관계되는 것들을 모아 편한 ｢각재판소규정各
栽判所規程｣이 있으나 본 자료는 구전舊典과 신식新式 법령을 한데 묶은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 1979년 법제처에서 영인하였다.
3) ‘혼취婚娶’조를 예로 들면 위법 사실이 혼주婚主에게 있으면 혼주는 수범首犯으로, 남아男兒 종범從犯으로

3)백헌총요百憲總要

하고 그 사실이 남아에게 있으면 남아는 수범으로 혼주는 종범으로 하며 사형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 혼인
을 주관한 사람은 모두 1등을 감한다는 등의 조목에서부터 혼취조 전체 내용이 주로 금지나 위법의 내용, 이

1) 1466년(세조 12), 궁궐에 있던 대명률강해를 대사헌 양성지 등이 교정한 후 경상도에서 500부를 간인, 반포한

에 대한 형벌 규정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4) ｢율례요람｣(奎12408)은 1837년(헌종3) 쯤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규장각 소장 자료를 1970년 법제처에서 ｢수

후 1903년 법관양성소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간행하기까지 대명률강해의 간행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

교정례․율례요람｣으로 국역하였다. 규장각 해제자료에서 율례요람에 수록된 사건은 217건이라 하였으나 실제

다.

로는 2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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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율례요람에 있는 ‘정유丁酉 3월 27일 김재선수결’이란 기록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율례편람의 편찬 시기는 1837년(헌종3)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내용은 각 항목에 일련번호를 달고 사례를 적은 후, 그에 해당하는 형률을 부기하였다. 즉 재판 과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또 본서가 ｢사송유취｣와 함께 합본했다고 한 ｢결송유취｣도 국립도서관이나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계명대, 고려대 소장본 외에 일본 경도대학京都大學의 하합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또 하나의
판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서의 서지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에서 혐의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핑계거리나 일반적인 죄의 경향을 언급하고 그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해당 율문을 대전통편이나 대명률에서 찾아 놓았다. 지방이나 서울에서 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 관리들이 법전을 찾아보지 않고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형률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

3. 의금부, 형조 관련 자료

록 하는 목적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1)금오청헌金吾聽憲

5)수교정례受敎定例
형옥에 관련하여 주로 영 ․ 정조대 수교 98개 조목을 모아놓은 자료이다. 유배지역 등 유배 관련 수
교나 사굴私掘, 투장偸葬 등 굴총관련 죄인들에 대한 수교, 범분犯分에 대한 수교, 세전世傳 토지나
노비는 송관이 명백하게 재판하지 못하고 속공시키는 일의 부당함과 이를 신칙하는 내용, 능 근처의
경작, 투장을 금하라는 내용을 담은 토지 관련 수교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형옥 운영
에 대한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같은 편명의 책이 현재 규장각에 두 종류 소장되어 있으며(奎12407, 古 5120-176) 1970년에 법제처
에서 ｢율례요람律例要覽｣과 함께 법제자료 제38집으로 간행한 바 있다. 본 자료는 ‘古 5120-176본’
과 체제, 내용이 동일하지만 ‘奎12407본’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수교 뒤에 첨부되어 있는
제반 사목의 경우, 奎12407본과 본서가 동일하며 방조傍照조항 역시 같은 내용이다. 奎12407본과 본
자료를 비교하여 빠진 항목들을 검토해보면 관련 수교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금오청헌｣은 의금부의 설립 연혁, 개좌開坐, 설국設鞫, 상직上直, 수유受由, 포폄褒貶 등에 대해 박
명양朴鳴陽(1697-?)이 1744년(영조20)에 편찬한 책이다. 총 32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의금부 업무, 인원 등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명양이 의금부 도사로 있으면서 의금
부에서 준행해야 할 일을 관련 여러 신하들이 고금으로 전해들은 것, 여태껏 있었던 완의完議, 제강提
綱 등을 널리 채집하여 조목을 세워 나열한 것이다. 박명영은 기記에서 의금부의 금과옥조로 삼아 감
히 개인의 의견이 그 사이에 섞여 들어가 어지럽게 하는 일을 막고 영구 준수해야 할 것을 나열하여
편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19세기에 이의현李宜鉉이 다시 필사하였는데 의금부는 변란에 대처하는 중요한 직임을 가진
관서이므로 규헌規憲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데 의금부 규헌이 마련된 지 80년이 지난 당시, 종이도
낡았고 자획도 구별하기 어려워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이전 원본에서 종이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이어 새롭게 만들었다고 서書에서 밝히고 있다. 버클리대 소장의 본 자료는, 이의현 필
사본에 더하여 1837년(헌종3), 의금부를 설치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하백원

6)사송유취詞訟類聚

河百源의 ‘금오기의金吾記義’를 첨부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종래 의금부 관련 자료로는 역모 등의 재판 기록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이 있고, 의금부에서 죄

｢사송유취｣는 현재 규장각에 몇 개의 판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奎474‚ 11491’본은 본조년기가

인의 배소로 지정된 곳을 기록한 필사본 ｢의금부노정기義禁府路程記｣(奎19531), 1635년(인조13)부터

1568년(선조원년)‚ 대명년기가 1573년(만력원년)까지로 되어 있고, ‘奎1055’본은 1609년(광해1)‚ 1628

1876년(고종13)까지 의금부에서 다룬 중죄인에 대한 등록으로 주로 추국청 개좌開坐 일시, 추국 때의

년(숭정원년)까지‚ ‘奎11490’본은 1659년(현종1)‚ 1662년(강희1)까지 기록되어 있어 출간 년도가 각기

좌목坐目, 추국절차, 죄인의 처벌 등에 관한 보고와 이에 대한 국왕의 전교傳敎·전지傳旨 등의 내용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서가 저본으로 삼고 있는 송덕창본 역시 현종대에 필사된 것으로 기록

으로 이루어진 규장각 소장의 ｢의금부등록義禁府謄錄｣(奎15150-v.1-6) 등이 있다.

되어져 있어 ‘奎11490’본과 비슷한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존의 의금부 관련 기록들은 주로 추국 등 재판 내용과 그 처리 등을 담고 있으므로 의금

본서의 찬자는 미상이나 본서의 첫 장에서 1917년 11월 3일 기존의 사송유취와 결송유취를 종합하

부의 구성, 업무 수행 절차, 의금부 인원 구성, 차임差任, 수직守直, 수유受由, 분아分兒 등 의금부 운

여 정리하였다고 하였으며 본서의 말미에 ‘崇禎丙子後己酉六月初九日粧于洛東掌隷院吏宋德昌第書’

영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의금부 관련 법규, 규례, 일반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본서의 저본은 1669년(현종10), 송덕창의 필사본임을 짐작 할 수 있다.

격식 등 의금부의 규헌을 담은 본서는 의금부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라 하겠다.

송덕창은 장례원리掌隷院吏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정보는 찾기 힘들다. 숙종대 승정원일기에서 병

의금부에서 하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추국이기 때문에 본서에서도 설국設鞫 조항에 많은 항

비兵批나 도정都政 사료에 겸무선전관武兼宣傳官, 부사용副司勇, 부장部將. 훈련원주부訓鍊院主簿 등

목을 담고 있다. 추국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의금부 관련 기록에 의존할 수 있으나 추국의

의 직함을 가진 사례가 보이나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본서의 ‘설국’조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친국할 때 별형방

｢결송유취보｣(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의 해제에 따르면 현재 확인되고 있는 사송유취의 경우 규

別刑房, 문서색文書色, 수막守幕 등 몇 명의 인원이 동원되며 죄인을 압송할 때는 누가 그 역을 담당

장각 외에 국립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시기는 선조대, 광해

하는지, 중수重囚의 식사는 누가 담당하는지, 죄인을 구료救療하는 구료관들의 운영은 어떤지 등등의

군대, 조선 말기, 식민지시대에 필사본으로, 또는 목판본으로 간인되어 남아있으며, 판본에 따라 ‘청

문제에 대해 기록해놓고 있어서 법사法司로서의 의금부 운영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면 반드시 참고해

송지남聽訟指南’, ‘결송지남決訟指南’으로도 되어 있으나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

야 할 자료다.

럼 여러 판본이 전해지는데 본서가 저본으로 한 송덕창 필사본의 경우는 현종 10년에 송덕창이 필사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종래 알려지지 않은 사송유취의 또 하나의 필사본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
이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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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류(政法類) 자료의 내용과 학술적 가치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지 확인하기 힘들다.

본 자료는 의금부에서 다루는 여러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감, 군수, 목사, 부사 등 지방 수령, 대사

형조의 심리, 업무 내용에 대한 자료는 주로 19세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자료 역시 19세기까지를

간, 승정원 주서注書, 오부五部나 의금부의 도사都事, 육조의 정랑, 좌랑, 참의, 각 도 판관判官, 진鎭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선조부터 이루어진 수교와 보고, 논의 과정을 다 담고 있으므로 조선후기

의 만호萬戶, 관성장管城將, 중군中軍 등 서울과 지방의 문, 무관들의 직무 유기에 관한 죄목을 다루

를 관통하는 연대기적 사료라 할 수 있다. 내용 중 영․정조 시대의 사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고 있다. 조관들이나 지방 관리들의 범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나 그를 전후한 숙종, 순조대의 사료도 적지 않아 조선후기 형률 운용이나 형벌 제도사를 일별하는데

추국 관련 죄수들 기사도 보이지만, 내용은 죄수가 붙잡혀 갇힌 날, 처리가 된 날, 그 결과 정도

유용하다.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자세한 사실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자세한 내용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처리가 어떻게 이

4)추조사목秋曹事目

루어졌는가 하는 점은 ｢추안급국안｣에 실린 같은 사건의 처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추안급국
안｣에서 마지막 조율이나 처리 과정이 생략된 사건들이 더러 있는데 본서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
다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규장각 소장의 ｢의금부등록義禁府謄錄｣에 실린 정조대 기사는 정조 3년의 기록이고 의금부결옥안은
정조 6년의 기록이므로 기존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의도 있고, 정조 6년이라는 한 해의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는 점 역시 사료적 가치를 높여준다.

1744년(영조20)부터 1799년(정조23)까지 형조에서 올린 조율照律에 대해 왕과 대신들이 합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물이다. 효시의 율, 화약이나 군기 등을 투출偸出했을 때의 형
률 적용 논의, 대명률 등 율문 적용상의 문제, 조선과 중국의 고공雇工법 차이와 고공 살인에 있어서
의 형률 적용 논의 등이 건륭, 가경 연호의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다.
형조의 심리, 업무 내용에 대한 자료는 주로 19세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본 자료는 18세기를 대상으
로 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기존 사료를 보완해 주고 형률 운영에 있어서 의의가 큰 영․정조 시대의

3)고사攷事

형률 운용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존 자료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처벌, 결
과 등을 다루었다면 본 자료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대신들과 왕이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조율해 가는

고사는 ‘특교정식特敎定式’, ‘각사품정各司稟定’이라는 제목이 달린 건乾과 곤坤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형조에서 다루는 업무나 형벌, 법제에 대한 특교와 논의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

과정이 자세하게 실려 있어서 조선시대 재판 사건의 내용 뿐 아니라 그 처리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준다.

교정식은 갱정주금更定酒禁, 정배천리외항식定配千里外恒式, 시수친상보방時囚親喪保放 등 총 78항목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관찬 사료에서도 본 자료에 기록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 달하는 내용의 수교를 정리한 것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책, 이를 어겼을 경우 적용되는 형벌

도 있지만 특별히 법제도, 형벌, 형조의 업무에 대한 수교만을 뽑아서 작성한 자료이므로 18세기 법제

도 같이 담아 그 내용을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한 준행 규칙이다. 정조 대의 특교 중에는 원년에 내려

사에 있어서 변화나 형조의 역할, 의금부와의 업무 분장 내용 등 법사의 기능 등을 고찰하는데 있어

진 형구이정윤음刑具厘正綸音, 정조 2년의 이옥윤음理獄綸音不待時罪人詳覆, 흠휼윤음欽恤綸音, 정조

서 도움을 준다.

7년의 결옥녹식決獄綠式, 고공정제雇工定制, 사계정식査啓定式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사품정’은 의금부, 육조 등의 관서와 지방 관찰사 등이 형률 관련 사건이나 형조와 관련된 내

5)형조등록초刑曹謄錄抄

용을 보고한 경우를 모아 놓은 것으로 잡직추치雜職推治, 야물행형夜勿行刑, 양처소생良妻所生, 이자
증부以子證父, 공채물징족公債勿徵族, 이모증자이처증부以母證子以妻證夫 등 총 106개의 조항으로 구
성되었다.

형조에서 다룬 여러 업무를 기록한 등록 중에서 현종 13년, 숙종 10년, 11년과 22년, 영조 23년부터
정조 12년까지 형조, 비변사 등 관아에서 올린 계와 이에 대한 조율, 왕의 판부 등을 초록한 필사본이

시기는 선조부터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조선후기 전 시대를 걸치지만 영조, 정조, 순조 때에 이루어

다.

진 보고와 이에 대한 논의의 결과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자료의 필

검험할 때 백반 사용 문제, 장전帳殿앞에서 신문할 때 형구[枷]를 풀고 형추하는 일, 사문용형私門

사 연대가 분명하지 않으나 ‘금상今上’으로 시작되는 항목은 정조대의 자료인 경우도 있고 어떤 항

用刑, 시친屍親이 사화私和하여 사매私埋하는 일, 한 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이를 간소奸所로

목은 편찬, 필사 당대인 순조대의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자료는 순조대에 편찬되고

보는 가에 대한 논의, 잠통潛通의 문제, 등을 비롯하여 정조 8년에 마련된 검험정식사례檢驗定式事例

필사된 것으로 보이지만 34년으로 끝나는 순조대로 보기 어려운 ‘금상今上 36년’ 같은 기록도 있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강간, 겁간 등 정조에 관련된 사건들과 노비, 고공, 비부 등에 대한 사건 판례들

등 각 항목의 연대 추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효孝나 여자들에게 강요되고 강화되어 간 열悅에 관련된

또 고사의 후반부에는 사목事目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영조 20년(1744)부터 정조 23년(1799)
까지 형조의 기록인 추조사목秋曹事目으로 아사미 문고에 독립된 자료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암
행어사시문暗行御史時文’이라는 표제로 각도의 폐막에 대해 숙종대 경상좌도 암행어사 이병상李秉

범죄의 사례와

고공의 신분, 양태, 그리고 처상전에 대한 비부婢夫의 악행 규제 등, 당시 집중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강상범죄 사례들과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편찬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매 해, 형조에서 올린 계나 수교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5) 당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사례만을 뽑

常, 박봉령朴鳳齡, 전라좌도 암행어사 신심申鐔을 비롯한 각도 암행어사의 보고가 첨부되어 있다.
전체 고사는 이처럼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 건乾과 곤坤의 두 부분이 본 자료라 생각되
며 사목事目과 7･8월 두 달간의 심문기록, 숙종대의 암행어사 보고 부분의 경우, 동아시아 도서관의
자료 정리 과정에서 이들 단독 자료를 고사에 첨부한 것인지, 아니면 고사 편찬자의 의도적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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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왕대 별로 보면 현종 13년 1건, 숙종 10년, 11년, 22년에 각 1건, 영조 23년 1
건, 영조 40년의 2건, 41년의 1건, 42년 1건, 49년 1건, 52년 1건, 정조 원년 2건, 4년 1건, 5년 2건, 6년 1건, 7
년 3건, 8년 3건, 10년 1건, 12년 1건, 13년 3건 등이다.

- 44 -

정법류(政法類) 자료의 내용과 학술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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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시기 별 간격이 크지만 현종 대부터 정조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

하나의 재판 기록의 성격을 가지며 기존 검안을 보충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검안 자료로써 사료적 가

기 전반을 다루고 있어서 19세기 이전 형조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건 수는 많지 않지

치가 크다.

만 현안 사항에 대한 왕과 형조를 비롯한 여타 관료들의 법률 문제 해결 과정, 이에 대한 법규가 수
교의 형태로 도출되는 과정 등을 엿볼 수 있는 등, 조선후기 사회사, 법제사 연구에 좋은 자료라 하겠

3)검고檢考

다.
검고는 검식檢式에 대한 기록으로 검험, 즉 살인이나 자살 등의 인명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들
이 시체를 검시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일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 사항이다. 검안은 수령이 시신을

4. 검험서 자료

검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개요와 조사 경위,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기록, 수령의 발사跋辭, 시신의 상태를 기록한 시장식屍帳式 등이 들어가야 한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검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 항목 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무원록無寃錄’ 일부와

1)세원록洗寃錄

이두가 부록으로 붙어 있다.

본서는 송대 송자宋慈(1186~1249)가 시상屍傷, 검험檢驗에 관한 법의학적 지식과 실무 경험‚ 기술‚
절차 등을 정리하여 1247년에 편찬한 법의학서다. 저자 자신의 옥송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피
살이나 자살 원인에 따른 시신의 분류, 검시나 구조 방법 등을 종합 정리한 ｢세원록｣은 송나라 이후
여러 왕조에서 시신검증의 교과서로 쓰이며 형옥 판단의 기본서가 되는 등, 송, 원, 명, 청 등 중국 뿐
아니라 동양 법의학의 기초가 된 저서이자 세계 최초의 법의학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19세기에 필사된 본 자료는 ｢세원록｣의 ‘율례관교정본律例館校正本’으로써 ‘율례관교정세원록律
例館校正洗寃錄’이라는 권수卷首 제목을 달고 있다. 세원록5권 53항목을 4권 40항목으로 조정하여
건乾, 곤坤의 두 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권마다 권두에 항목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이름, 순서 등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현재 규장각에 본서와 같은 율례관교정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본문 속에 문장 구두를 표시하는 권점
이 찍혀 있으나 권수가 누락되어 자서自序‚ 총목總目 등을 볼 수 없으며, 본 자료도 총목 등의 필사
상태는 양호하나 역시 자서 부분이 없다. 송자가 편찬한 원서에는 자서 뒤에 ‘조령條令’ 항목을 두

본 자료는 사건을 조사하는 경위나 심문을 받는 형식, 발사의 작성 형식, 시신의 상태를 기록하는
방법 등 검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검안의 내용을 다룬 자료들로 규장각 소장의 검안이나 추관지, 흠흠신서 등에 실려 있는 검안 등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판례이다. 즉 실제 사건의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
나 본 자료처럼 살인 사건 조사 방향, 유념할 부분, 검안 작성 방식 등에 대해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
는 자료는 드물다.
편찬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대부분의 검안이 작성되는 고종, 광무 년간을 즈음한 시기
에 편찬되었다고 한다면 기존 검안 작성에 있어서 본 자료의 활용도는 꽤 높았을 것이라 보인다. 본
자료의 검험 기준에 따라 기존의 검안 자료들의 작성 원칙 등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4)호남검제등록책湖南檢題謄錄冊

어 송대에 반포된 검험 관련 법규 29조를 열거하면서 역년의 칙‚ 령‚ 격‚ 식들과 보고‚ 검험 절차 및
이에 관련된 각종 법률적 책임 등을 함께 정리하였다고 하나 본서에는 이 부분 역시 생략되어 있다.

전라 감영에서 1837년(헌종3)~1839년(헌종5)까지 전라도 관내의 살인사건에 대한 검안, 사안査案, 시
장屍帳 문서를 바탕으로 관찰사가 판결한 제사題辭를 등록하여 필사한 책이다. 전주 완영完營에 올라
온 초검관의 시장, 검안, 사안에 대해 관찰사가 사인死因이나 사증詞證 등을 검토하여 죄를 판별하거

2)해영검안등록海營檢案謄錄

나 복검관覆檢官과 동추관同推官을 정해 죄인에게 별장別杖을 때리고 조사하는 등의 처리에 대해 기

본서는 1882년(고종19)~1884년(고종21)까지 황해도 관내의 검시 문안을 등록하여 3책으로 필사한 것
이다. 검험 당사자의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 사인을 기록한 후, 초검한 관장이 살인의 원인과 경과 등
을 조사하여 조사서에 적어 넣는 의견서인 발사跋辭의 내용, 이에 대한 판결인 제지題旨, 복검관의 발
사와 이에 대한 제지, 삼검까지 가는 경우 삼검관의 발사와 제지, 한 번의 검험으로 끝나는 경우는 단
검單檢 등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초검과 복검에 대한 제지가 내려진 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보통 초검에서 복검, 또는 삼검 등 검험이 마무리되는 날짜 등을 비교하여 살
펴볼 수 있다.
본서는 약 2년에 걸쳐 황해도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기록과 이에 대한 조사 보고서로써 사건의
원인과 경과, 피해자의 사인, 사건의 정황, 이에 대한 검시관의 조사 과정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검안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황해도라는 지역사적 관점에서 형사사건 원인이나
처리 과정 등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단순히 시신을 검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인지, 타살
인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건 자체의 조사도 아울러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안기록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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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였다.
검안은 사건 발생의 개요, 증인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 검시 결과, 사건의 정황 등을 담고 있으나
검제는 이에 대한 관찰사의 판결이 중심이다. 검시관의 보고에 기초하여 사건의 처리를 지시하고 살
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피고인의 죄의 유무, 죄의 형량 등을 결정하거나 재조사를 지시하였고
시체를 검시하지 않는 경우는 사안査案으로 기록하였다.
형옥 관련 기록들이 주로 추국청이나 포도청 등 중앙 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이루어진
형사 사건 처리 과정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본 자료는 이러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살인 사건의 내용과 사인을 조사한 검안자료는 많이 남겨져 있으나 관찰사의 제사
까지 첨부된 검제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본서는 필사 상태가 좋고 3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자
료이지만 100여 쪽 이상, 80여건에 달하는 검제가 실려 있어 전라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검안자료들과 비교, 연구되어 진다면 지
방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형사 재판의 과정과 처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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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禛, 한교韓嶠, 김류金瑬, 한여직韓汝溭, 이괄李适 등 인물들이 각자 맡았던 직함 등도 자세하다. 의

5. 감결, 수도안 및 기타 자료

거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논상에 대한 언급을 통해 반정 당시 참여했던 인물들의 역할도 미루
어 살필 수 있다.
현재 영인되어 있는 비변사등록의 경우 광해군대의 기사는 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의 기사밖에 없

1)관문등서關文謄書

고 인조는 2년부터 시작되므로 반정 전후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는데 본 자료는 이러한 시기
적 공백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실록에도 상소나 계가 일부 실려 있기는

본서는 1852년(철종3)~1854년(철종5)에 비변사 등에서 각 도에 내린 관문을 바탕으로 충청도 감영에

하지만 개략적인 요점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전문이 실린 본 자료의 경우 기존 관찬 자료의 부족한 부

서 각 지역에 내린 감결을 도호색장都戶色掌, 형방장刑房掌, 예방장禮房掌, 대동색장大同色掌, 금위색

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방책 뿐 아니라 정묘호란, 병자호란 발발 이전

장禁衛色掌, 병방장兵房掌, 속오색장束伍色掌, 공방장工房掌 등의 사무에 따라 분류하여 필사한 책이

후금인 노병虜兵의 침략 대비 관련 상소를 통해 당시 변방의 군사적 긴장감에 대한 분위기를 살필 수

다. 감결은 상급관아에서 하급관아로 보내는 공문인데 본서는 관찰사가 비변사 등 상급 관서에서 보

있는 등 정치사, 외교, 국방 관련 자료로서도 활용도가 높다.

내온 관문의 내용을 관하 읍에 알리고 이에 대한 준수를 엄칙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감결로 구성되어
있다.
철종 초년, 각 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폐단에 대해 비변사에서 논의한 내용과 폐단의 시정방안,
시행 규칙 등에 대한 전교 등을 담은 비변사 관문의 내용이 전문 소개되어 있어 이를 통해 당시의 사
회, 경제적 문제와 그에 대한 조정의 대응책 등을 살필 수 있다. 환곡, 방곡,

사채私債, 저채邸債의

징족徵族 폐단이나 정배 죄인 관련 규정, 보교步轎 금지 규정, 사사로운 도살, 소나무 벌목 등에 관한
19세기 당시 사회적인 문제 외에, 화양 서원의 복주촌 문제 등 충청도만의 지역적 문제 등을 아울러
검토할 수 있어서 지역사 연구에 유용한 자료이다.

2)함경도내시수죄인수도성책咸鏡道內時囚罪人囚徒成冊

4)은대편고銀臺便攷
본서 표지의 서명은 ‘육고六攷’이며 총 10책 1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고攷에는 육방의 속사
屬司나 각 방에서 작성해야 하는 문서 양식, 거행 사무 등을 요약한 촬요撮要가 기본적으로 서두에
실려 있고, 마지막 2책의 ‘통고通考’는 타 관서 관원에 대한 패초牌招, 회계回啓, 추고推考, 비망기
備忘記 작성 등에 대한 규식과 관찰사가 올리는 장계狀啓의 처리 절차 형식 등에 대한 조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정원의 기본 업무에 따라 본서도 육전별로 승정원 업무 관련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체제는 승정원 승지의 직임이 육방에 따라 나뉘어져 있었고 법전도 육전체제에 따른 것에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왕의 행차와 신하들의 수행에 대한 업무, 왕권과 덕정의 현실적 지표로서 상징

함경도 안변부, 갑산부, 삼수부로 유배된 자들의 죄명, 도․유형 등 형벌 이름을 기록한 도배질徒配秩

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재이災異, 재난災難에 대한 처리,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 관련 문제, 왕실이

과 각 지역 죄수들의 죄명, 수금 날짜, 석방 여부나 날짜, 처리 결과, 차지나 보수保囚 여부 등을 기록

나 주요 관인의 상례喪禮, 국왕․왕실의 각종 의례儀禮의 내용과 절차,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문제, 국

한 시수죄인질時囚罪人秩로 이루어져 있다.

가 사전祀典이나 제향祭享절차, 문과 등 각종 과거 시행에 대한 업무 등 예방 관련 업무 내용이 월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수도안의 분량이 대부분 적고 내용 또한 단편적인데 반해 본 자료는 적지 않

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승정원이라는 관서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찬체

은 분량에 가독성 또한 높다. 특히 조선시대 주된 유배지역이었던 함경도 지역의 수도囚徒 상황에 대

제나 그 내용을 통해 승정원의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본서는 관부로서의

한 기존의 자료가 드문 상황에서 본 자료는 함경도 지역의 유배 상황이나 19세기 당시 일반 범죄 유

승정원에 대한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라 하겠다.

형에 대한 기록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대전통편｣ 편찬 이후 행정 실무에 있어서 편리하도록 편집된 지침서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정배인 뿐 아니라 함경도 각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시수時囚 죄인의 죄목을 통해 당시 일반적으

흐름 속에서 본서 역시 ｢춘관지春官志｣, ｢추관지秋官志｣, ｢규장각지奎章閣志｣, ｢홍문관지弘文館志｣, ｢

로 발생했던 범죄의 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죄수들의 호송, 관리의 임무를 띤 포병방이나 나졸, 사령

태학지太學志｣, ｢탁지지度支志｣ 등과 더불어 조선 후기 각 관서의 연혁, 업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

등이 죄수를 놓치거나 일부러 놓아주는 등의 죄목 등을 통해 유배지로써의 함경도가 가지는 지역적

료 중 하나라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원고사政院故事｣, ｢육전조례六典條例｣, ｢은대조례銀臺

특성과 19세기 형사법 운영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條例｣ 등 승정원 업무 규식을 담은 책들과 더불어 승정원 업무 관련 자료로써 그 가치가 크다.

3)비국계초備局啓草

6. 정법류 자료의 학술적 가치
인조 1, 2년, 이귀李貴가 인조반정 이후 반정 처리나 군정, 외교에 관한 내용에 관해 비변사에 올린,
혹은 이귀에 대해 비변사에서 올린 차자, 상소, 계를 모은 기록이다. 본서 수록 기사의 주체는 이귀
(1557∼1633)이나 본서를 엮은 편자는 미상이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인조반정 이후 구 정권 인물들에 대한 처벌이나 반정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
과 당시 후금과의 관계, 변방 지역의 군사적 방비와 대책에 대한 건의, 외교적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
다. 이귀 개인적인 사직 상소, 즉 정사呈辭 기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반정을 일으켰을 때 신경진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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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사로서의 의금부의 구조와 행정 운용 등을 살필 수 있는 의금부, 형조 관련 자료가 주목된
다.
종래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형벌, 형률, 소송, 재판제도 등의 법제 연구에 비해 의금부,
형조, 포도청 등의 법사 자체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형편으로 대부분 관찬사료에 의존하여 그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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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간접적으로 살피고 있는 정도이다. 기존 의금부 관련 자료들의 경우 주로 ｢추안급국안｣처럼
의금부에서 다룬 추국 등의 재판 기록이거나 의금부에서 각도 감영, 육조 등에 보낸 관문을 필사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의금부 기구 자체에 대한 업무관련 규정집으로써 의금부의 기본적
인 규헌을 담은 ｢금오청헌｣은 법제 연구의 또 다른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귀한 자료라 하
겠다. 게다가 ｢금오청헌｣이 편찬된 시기가 크고 작은 정치적 모반으로 인해 추국이 끊임없이 이어지
고 형정운영에 있어 여러 변화가 있었던 영조대였다는 점 또한 자료의 가치를 더해준다. 이후 80년이
지난 19세기에 다시 필사하였다는 점은 본 자료가 편찬 이후에도 계속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며 특히
의금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추국에 관한 규헌은 19세기까지 활용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
다. 종래 의금부의 기능에 관해 살필 수 있는 자료가 그리 충분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의금부 자체의
업무, 기능에 관한 자료인 ｢금오청헌｣, ｢의금부결옥안｣은 조선시대 법사法司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선후기 형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18세기와 근대법률체제의 전환기적 상황을 담고 있다.
｢의금부결옥안｣이나 형조 관련 자료인 ｢고사攷事｣, ｢추조사목秋曹事目｣, ｢형조등록초刑曹謄錄抄｣의
경우 시기가 조선후기 형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 정조대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고, ｢
육부율전합편｣은 기존 국전에 재판소구성법이 추가되어 전환기적 법체제의 일단을 살필 수 있는 등
그 학술적 가치가 적지 않다. 18, 19세기 형정 운영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9세기 당시 국전과 대명률의 합본 시도가 여러모로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국전과 대명률의 준용은 국초부터의 기본 원칙이었는데 이러한 양상이 19세기까지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다. 국전과 완벽한 합본은 아니지만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뽑아 국전과 합본하여
실제 조율에 이용하곤 했던 것 같다. 19세기까지도 조율照律의 준거로써 기능하였던 대명률의 역할,
기능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새로운 판본의 확인이다.
｢율례편람｣은 기존 ｢율례요람｣의 저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백헌총요｣는 기존 판본에 비해 연
대 추정이 비교적 확실하고 내용도 풍부하여 사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 ｢사송유취｣의 경우, 현재 규장
각 외에 국립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등에 여러 판본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본 자료는 현
종 10년 송덕창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은 것으로 송덕창본이라는 종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필사본
이 존재하였음을, 그리고 ｢사송유취｣에 합본된 ｢결송유취｣도 일본 경도대학의 하합문고河合文庫에 소
장되어 있는 또 하나의 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형률서, 검안, 검험서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다.
인명, 상해, 범간, 강상, 소송 등의 문제를 다룬 ｢통편명률초합부｣, ｢형조등록초｣ 등의 자료에서 19
세기 당시 인명관련 사건과 그 처리, 강상 윤리 관련 범죄 등이 특히 법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였
음을 살필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살인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 사인 규명 등을 위한 검험서인
세원록, 각 지역에서 작성된 검안 기록, 검안 작성에 필요한 검고 등의 자료들이 필사되었던 점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전보다 다원화되고 다방면에서 여러 원인으로 인명 살상, 상해 사고가 빈발하였던
봉건 말기의 조선 사회에서 살옥사건을 보다 정확히 조사해내는 일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 검안의 격
식을 정비해야 했을 것이며, 이에 맞춘 특화된 법규집의 필요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강상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로

해이해져가는 성리학적 윤리를 다잡아보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19세기 조선시

대 사회상의 일단을 버클리대 소장 정법 자료 중 형률서나 검안, 검제 등의 필사본을 통해 확인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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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지리지(地理誌) 및 고지도(古地圖)의 자료적 가치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1. 자료의 개괄
한국학자료센터 구축 사업의 중앙 허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학자
료 종합안내 서비스(http://www.kostma.net/inspection/insDir.aspx?lang=ko&clsType=cont)는 8개의 주제분

김종혁(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류가 있다. 8개 부문 중 사회 분과 안에 지리 분야가 있고, 지리 분야 하위는 지지와 지도 그리고 기
타로 분류되었다. 위 사이트에서 지리 분야에서는 현재 모두 475건에 대한 기본정보 또는 상세정보(해
제)가 제공되는 가운데 지지류가 409건(8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도류 58건(12.2%)과 기타 8건

머리말

(1.7%)이 나머지를 구성한다.
지역별 분류 상 해외권 문헌에 대한 기본/상세정보는 모두 2,196건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중 지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8월 현재 전 세계 20개국 412곳의 박물관ㆍ미술관ㆍ도

분야에는 모두 90건의 자료가 올라 있다. 90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군현 단위로

서관 등의 기관과 개인이 모두 11만 6,896점의 한국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에 6만

작성된 읍지(42건)이다. 읍지 외 동국여지지ㆍ동국지리지ㆍ신증동국여지승람ㆍ팔역지 등의 전

1,409점, 미국에 2만 8,297점이 소장되어 해외 소장 한국문화재의 77% 정도가 두 나라에 몰려있다. 이

국지리지(12건)와 도지(江原道誌, 1건), 면지(臥龍面誌, 1건), 동지(薰陶坊鑄字洞志, 1건) 등이 더 있다.

밖에 중국 7.939점, 영국 3.628점, 대만 2.850점, 러시아 2.693점, 독일 2.260점, 프랑스 2.093점 등의 순

지도류로는 대동여지도ㆍ여지도ㆍ청구요람 등의 조선후기 전국지도집과 북관도ㆍ서북피아양계

으로 한국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문화재가 가장 많이 유출된 일본의 경

만리일람지도 등의 조선시대 국경지대 지도가 있다. 국외 지역에 대해서는 만몽급열하지(滿蒙及熱河

우, 국·공·사립 기관 202곳과 개인 48명 등 250곳에 6만여점의 유물이 분산돼 있다.

誌)와 중화도(中華圖) 등 2건의 문헌이 있다. 이밖에 궐리지(闕里誌), 북도능전지(北道陵殿誌), 숭혜전지
(崇惠殿誌),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 장릉지(莊陵誌), 지리신법(地理新法), 호남산수록(湖南山水錄) 등은

한국 문화재 해외 유출 현황(2008년 8월)
보유국

보유수

비율(%)

조선시대 군현 수가 약 330읍에 달했으므로 아사미 문고의 읍지류의 자료적 가치를 평가하기가 아

【일본】

일본

61,409

52.7

天理大도서관

5,711

미국

28,297

24.3

大谷大

5,605

중국

7,939

6.8

東京국회도서관

4,998

영국

3,628

3.1

東京국립박물관

4,865

대만

2,850

2.4

오사카부립도서관

4,746

러시아

2,693

2.3

궁내청 쇼로부

4,678

독일

2,260

1.9

東京국립박물관

1,856

프랑스

2,093

1.8

【미국】

5,332

4.6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5,340

116,501

100.0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4,168

기타
합

특수 지리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직은 쉽지 않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전국지리지는 현재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메이져급 주
요 지리지라는 점에서 버클리 대학의 동아시아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지리지, 또는 아사미가
동양문고

을 듯하다.
오구라(小倉)컬렉션

아사미문고

주 : 일본과 미국이 77%를 차지한다는 기사로부터 기타 지역의 문화재 보유수와 비율을 구함.

덴리(天理)대 덴리도서관에 5,711점을 비롯, 오타니(大谷)대에 5,605점, 도쿄(東京)국립국회도서관지
부 소장 동양문고에 4,998점, 도쿄국립박물관에 4,895점, 오사카(大阪)부립도서관에 4,746점, 궁내청 쇼
로부에 4,678점,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小倉)컬렉션에 1,856점 등이 소장돼 있다. 미국은 워싱턴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에 5,340점,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동아시아도서관의 아사미(淺見)문고에
4,168점 등 36곳에 우리 문화재가 분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상 문화일보 기사 발췌 요약).
* 아사미문고는 일제시기 경성에서 판사를 지낸 일본인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郞, 1869∼194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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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조선후기 지리지의 백미라고 할 정도로 체제와 내용 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데, 이미 필
자가 해제한 읍지 중에도 여지도서 계통의 것이 있으므로 읍지에 대한 자료적 가치도 기대할 수 있

출처 : 문화일보, 2010.8.13(기자:최영창)

수집한 한국의 옛 자료. 전적 839종 4,013책, 탁본 155종

수집한 지리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세기 중반에 작성된 여지도

표 17. 지리 분야 14건 기본 정보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서명
진위군읍지
청하현읍지
동여비고
영광군읍지
동복읍지
무주읍지
부여현지
단양읍지
성천읍지
신천군읍지
서흥지
팔역지
여지도
대조선국전도

종류
지역_도
읍지
경기(당시 충청)
읍지
경북
읍지
서울
읍지
전남
읍지
전남
읍지
전북
읍지
충남
읍지
충북
읍지
평남
읍지
황해
읍지
황해
전국지리지
전국
전국지도
전국
전국지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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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시기
1899
1855(철종 6)
1864-65
1891(고종 28)
18세기 말
1912(반영시기:18세기중ㆍ후반)
영조대(1724-76)
순조대(1800-34)
조선후기, 19세기 후반
조선후기, 18세기 후반
1828(순조 28)
18세기 중반 이후
19세기 후반
19세기말-20세기초

지도
○
○
×

○
○
○
×
×

○
○
○
×

정법류(政法類) 자료의 내용과 학술적 가치

본 발표는 필자가 해제를 단 읍지(군현지) 11종과 전국지리지(팔역지) 1종, 그리고 전국지도집 2종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나머지는 항목은 상세하게 기재되으며, 대체로 항목 간 균형은 잡혀 있다.

등 모두 14종을 대상으로 한다. 읍지의 지역적 분포와 문헌 수는 경기도 1건(진위, 당시는 충청도), 경

ㆍ 조선후기 읍지는 사회ㆍ경제ㆍ군사적 항목이 강조되고 인물ㆍ시문ㆍ효자ㆍ열녀 등의 교화ㆍ유교

상도 1건(청하), 한성(경도) 1건, 전라도 3건(영광ㆍ동복ㆍ무주), 충청도 2건(부여ㆍ단양), 평안도 1건(성

적 항목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본 읍지는 항목 구성이 유교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 예로서

천), 황해도 2건(신천ㆍ서흥)이다. 간행 시기는 14종 모두 18세기 중반 이후이다. 간행 시기를 정확하

제영시 항목이 전체 분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여전히 조선후기에도 조선 전기적 형태의 지리지가

게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정황으로 추정해 보면, 18세기의 것이 4종, 19세기 초반 순조 대의 것이 2

편찬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종, 19세기 중ㆍ후반 철종과 고종 대의 것이 6종,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의 것이 2종이다. 편찬 주

ㆍ 제언 조는 소재지의 위치 표시와 함께 21개의 천방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다른 읍지에

체에 따라 지리지를 분류하면 이중환의 택리지를 필사한 팔역지와 읍지 중 서흥지가 사찬지리

서는 잘 볼 수 없는 내용이다. 단양이므로 해안 간척과는 무관하다. 개간사 또는 농업사 분야에서 제

지이고, 나머지 읍지 10종은 모두 관찬지리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언 조는 수리 및 관개와 관련한 연구에 귀중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ㆍ 읍지에서 자연지물이나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은 행정구역명을 이용하거나 치소로부터
떨어진 거리 및 방위를 기재하는 것인데, 행정구역을 사용할 때는 면 단위까지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

2. 지리지의 자료적 가치

다. 본 읍지 능묘 조에서 단양 우씨 시조묘에 대한 위치를 리 단위까지 기재한 것은 읍지에서는 드문
사례에 속한다.

1) 동복읍지

3) 부여현지

ㆍ 여지도서에 없는 학교, 서원, 관애, 봉수, 장시, 과한, 상납, 요역, 선생안 등의 항목이 추가되
어 있어 여지도서보다 내용이 충실하다.
ㆍ 전반적으로 읍지로서의 내용 구성에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 도로 조에서는 이동 시간(일정)을
표기하여 당시 도보 여행의 속도를 알려준다.

종점
경도
감영
병영
좌수영
우수영
합/평균

거리(里)
775
220
160
180
230
1565

( )
8.5
2.5
2
2
3
18

日程 日

/
91.2
88.0
80.0
90.0
76.7
86.9

里 日

현 위치
서울
전주
강진
여수
해남

ㆍ 이본 :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동복읍지(M古3-1995-33, 마이크로 필름, 1995)는 본 읍지와
동일한 아사미 문고를 저본으로 한 것이다. 같은 곳에 소장된, 1855년에 송긍면(宋兢勉)이 서문을 쓰
고 오재영(吳在永)이 후서를 쓴 동복지(同福誌)는 본 읍지보다 항목이 훨씬 많아 양자를 비교하면
좋다. 규장각에 소장된 동복현읍지(규 17432)는 건치연혁에서부터 선생안에 이르기까지 항목 체제

ㆍ 필사 중 잘 못 쓴 글자를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많고, 사방 경계와 도로 등의 기본적인 지리정
보도 누락되어 있으며 호구나 역원 정보도 매우 소략하게 기재되었다. 이밖에 서문, 목차, 그리고 지
도가 누락되어 지리지로서 서지적 가치가 높지 않다.
ㆍ 이본 :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부여현지(M古3-1995-7)가 아사미 문고의 본 읍지와 동일본이
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도 부여지(규15705), 부여현읍지(규10765), 부여현읍지(규17367) 등 부
여읍지가 세 종 소장되어 있는데, 본 읍지보다 내용이 충실한 편이다.
ㆍ 다만 현재 한국에는 동일한 읍지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여지도서보다 약간 뒤에 필사된 것으
로 추정될 뿐 편찬 시기나 편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항목 구성이나 내용이 여지
도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여 지역의 지리지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다.
ㆍ 내용적으로는 백제의 고도였다는 역사성 때문에 백제와 관련된, 특히 마지막 수도였다는 점에서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기사가 다수 수록되었다. 반면 자연환경이나 지리적․사회경제적 상황을 알려주
는 항목에서는 내용 소략하여 내용적으로도 가치가 크지 않은 읍지로 판단된다.

4) 서흥지

가 본 읍지와 동일하고, 호구조의 호수와 남녀 인구수 또한 정확히 일치한다.
본 읍지는 박사창(朴師昌, 1687-1741)이 1735년(영조11)에 펴낸 것을 저본으로 하여 1828년(순조28)
에 신상현이(申常顯, 1780-1828) 펴냈다. 본 읍지의 저본으로 삼은 박사창의 읍지는 그가 서흥도호부사

2) 단양읍지

재직 중에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 관찬읍지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신상현에 대한 자세한 정

ㆍ 선생안의 마지막 인물로부터 순조대(1800∼1834)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세기 전반은 19
세기 후반보다 읍지 편찬이 적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본 읍지는 단양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후반을
이어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ㆍ 이본 : 규장각에 소장된 단양군읍지(1899, 규10745)보다 내용이 훨씬 풍부하다. ,단양군읍지
(1899)보다 내용이 훨씬 풍부하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단양읍지(M古3-1995-33)가 아사미 문
고의 본 읍지와 동일한 것이다.
ㆍ 여지도서보다 방리, 호구, 도로, 진공, 조적, 전세, 대동, 균세, 봉름 등의 내용이 소략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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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알 수 없는데, 어쩌면 서흥부사를 역임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사찬보다는 관찬지리지로
분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중앙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달된 정책에 입각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찬읍지적 성격도 크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박사창의 읍지는 여지도서보다 20여년 빠르고 내용과 구성이 달라 여지도서 편찬 시 저본으로
사용된 것 같지 않다. 본 읍지는 신상현이 개정판을 낸 셈인데, 박사창의 원 읍지를 어느 정도 원용했
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체제와 내용을 따른 것으로 생각
된다. 단일 읍지로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흥읍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
서흥부지(古
2107-253,)가 거의 유일한 듯하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나 장서각, 고려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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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적을 많이 보유한 곳에서도 서흥지는 없다. 그나마 국립중앙도서관에 복사본이 하나 있는데,
원본은 일본 오사카부립 중지도도서관(日本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韓10-25)에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6) 청하현읍지

본 읍지는 서흥에 대한 지역 자료로서 중요하다.
ㆍ 내용적으로는 항목 구성이 여느 읍지보다 탄탄하다. 보통 읍지의 항목 수는 적은면 30개 많으면
40개 이르는데, 본 읍지는 40개의 항목에 걸쳐 유교적, 사회ㆍ경제적 항목을 두루 수록하였다.
ㆍ 인물조 : 고려 이전의 인물이 없고 조선의 인물부터 등장하는 것이 북부지방가 중․남부지방의 읍
지와 다른 특징이다. 여지도서의 황해도 군현 중 고려시대 인물을 수록한 곳이 약 절반 가량이다.
고려 이전 인물이 수록된 읍지는 없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은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더욱 심하지만,
평안도의 경우 평양이나 의주에서는 고구려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ㆍ 본 읍지는 1768년 홍옥보가 편찬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1855년에 필사한 것이다. 실제 19세기
중반에 편찬된 읍지는 19세기 후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빈 시기를 메워주는 점에서 본 읍지의 시계
열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ㆍ 고적조에는 청하고읍과 함께 부곡 7처가 올라 있다. 방향과 리수만 간단하게 적혀 있어 아쉽지
만 특수 행정 구역에 대한 위치 비정 연구에는 분 읍지가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 준다.
ㆍ 내용이 소략하지 않은 대표적이 항목은 인물조인 듯하다. 환적, 과거, 인물, 제영 등은 모두 유

ㆍ 군사 관련 정보(군액․군기․진보․성지․관방․봉수 등)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읍군기(邑軍器)와

교적 가치를 중시한 항목들로, 여지도서 이후 약해진 읍지의 유교적 이념과 관련된 항목이 18세기

산성군기(山城軍器)에서 다양한 무기류와 그 수량을 적어 일반 읍지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무기이름과

이후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지리․사회․경제․군사 정보 부문과 대등하게 취급되었다. 이 점에서 본 읍지

그 단위를 살피게 해준다.

는 17세기 이후 왕성하게 편찬되었고, 체제적으로는 실질적 정보와 이념적 정보를 통합했던 사찬읍지

ㆍ 필사한 글씨체가 단아하고 일관되어 흐트러짐이 없어 자료로서의 신빙성을 더해 주는 느낌이 있

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충실한 것은 아니지만 항목 편성이 무난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비중을 달리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흥 지역을 이해

7) 무주읍지

하기 위해 충분히 고찰할 필요가 있는 자료이다.
ㆍ 기묘년식 호구 수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내용과 형식이 여지도서와 거의 일치한다.

5) 영광군읍지

ㆍ 이본 : 규장각에 소장된 무주현읍지(17424), 무주부읍지(17419) 등 이본이 많다. 무주에서는
여지도서를 저본으로 한 필사본 제작이 잦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지도서의 연구에 참조 자료로

ㆍ 이본에 따라 ‘八怪’로 등재되기도 하지만 본 읍지에는 ‘八奇’(金井, 鐵馬, 浮石, ◯米, 風沙,

살펴볼 만한 읍지로 평가된다.

螺穀, 涇渭之水, 浮礖)라는 항목이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소개되는 ‘가볼만한 곳’
또는 ‘주변 관광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팔기의 위치와 관련 스토리가 적혀 있다. 풍속

8) 신천군읍지

ㆍ형승ㆍ명승 등의 항목은 일반적이지만 팔기라는 항목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읍지는 비교적
늦은 1891년에 편찬되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 일본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읍지에도 근대적 항목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기상이나 위생과 같은 것들이다. 비록 이 단계까지는 아
니지만, 근대적 변화의 단초를 보이다는 점에서 19세기 말 읍지의 기능과 성격을 재고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하다.
ㆍ 항목을 기술하는 데에는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 가운데 12개의 중
분류 아래에 모두 216가지의 세분류 품목이 나열된 물산조는 매우 흥미롭다. 아마 어느 읍지보다 물
산조가 상세하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과류와 화초류, 채류를 구분한 것이나, 금류와 수
류, 민물고기와 바닷고기를 구분함으로써 일반 읍지와는 다른 형식을 취하였다.
ㆍ 고적조는 전문적인 연구를 촉발할 만하다. 삼계폐현이나 임치폐현에 대해 백제로부터 고려 때
영광의 속현이 되기까지의 연혁이 기술되어 있으며, 향 2처와 부곡 6처, 그리고 리 1처가 고적조에 소
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육창향은 백제와 고려 때 육창현으로 앞의 삼계현이나 임치현과 마찬가지로
영광군의 속현이었다. 결국 고려의 속현이 어느 시점에 폐현으로 분류되거나 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밖에 대안향은 지금 대안면이 되었다거나 육창향이 육창면이 되었다는 설명, 그리고 각
부곡의 위치를 사방 거리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향․부곡 연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만하다. 조
지부곡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이 ‘今未詳’이라 하였는데, 다른 부곡과 달리 유독 이 부곡에 대
해서만 정보가 부족한 것인지도 조사할 만할 것이다. 기존의 향이나 부곡과는 또 다른 형태인 ‘孝子
里’가 단독으로 고적조에 오른 것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옛 지역 단위가 다채롭
게 수록된 것 자체가 본 읍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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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체제는 대체로 여지도서를 따르고 있다. 진관 소속이나 군명은 여지도
서와 내용이 일치하고, 방면 조에서도 가개방을 제외하면 여지도서와 방의 기술 순서와 내용이 같
다. 특히 방 아래 소속된 리의 숫자는 같지만 호수와 남녀 구수는 여지도서 때보다 대체로 증가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여지도서 이후의 변화상을 반영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ㆍ 기본적으로 여지도서의 체제를 따랐음에도 인물과 제영, 누정 등 유교적 항목에 대한 정보는
충실한 반면 사회ㆍ경제적 항목은 정보가 매우 소략하거나 아예 누락되어 있어서 역사지리를 위한 자
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
ㆍ 특히 읍선생은 기본적으로 여지도서에는 없는 항목으로, 이로부터 본 읍지가 유교주의적 질서
를 존중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 편찬 읍지라도 유교에 기반한 사회 질서를 존중하려는 의도.
ㆍ 이본 : 국립중앙도서관에 본 아사미 문고의 것을 마이크로 필름(M古3-1995-48)으로 복제하여 소
장하고 있다. 규장각에도 신천군 읍지가 두 종이 있는데 19세기 중반과 19세기 말에 편찬된 것이다.
ㆍ 전반적으로 미완의 느낌이 드는 읍지이다. 누락된 항목이 많고, 수록된 항목일지라도 그 정보량
이 소략하며, 정보의 질적 가치 또한 그리 높은 편이라 할 수 없다. 여지도서와 비교하여 누락된 대
표적인 항목은 도로 조이다. 이 항목은 진관소속, 방리와 함께 건치연혁 앞에 기술되는 3대 항목의 하
나임에도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렵지만 누락되었다. 여지도서의 체제를 갖춘 읍지 가운데 이 세 항
목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는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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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재정과 관련된 각종 부세 항목이 누락되었다. 체제를 여지도서에 맞췄다면 한전, 수전,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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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위군읍지

조적, 전세, 대동, 균역, 봉름 등 재정 관련 편목이 수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사하는 과정에서 고
의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다른 읍지에서 이들 정보가 확보되었고 본 읍지는 이를 보완
하는 수준에서 편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ㆍ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광주부읍지(M古-1996-100)와 동일본. 장서각에 소장된『광주
부읍지』는 14종 14책으로 성책되었는데, 이 안에 진위군을 포함하여 경주, 적성, 수원 등 모두 14개
군의 읍지가 모여 있다.

9) 성천읍지

ㆍ 규장각(奎 10714)과도 동일한 읍지이다(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경기도읍지 3), 1997, 영인본).
ㆍ 전반적으로 항목 구성과 내용이 소략하여 자료적 가치가 크지 않다.

ㆍ 서문과 편저자는 없지만 서두에 지도 3종과 목차가 실려 있다. 다양한 지도가 실린 보기 드문

12) 팔역지

읍지이다.
- 성천폭원총도(成川幅員緫圖) : 성천부 읍지도로 주요 산과 사찰, 부방(部坊)과 주요 관청을 개략
적으로 표시하였다.

ㆍ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의 택리지(擇里志)를 저본으로 한 필사본의

- 성천관부도(成川官府圖) : 비류강 양안의 주요 관청과 관방시설, 그리고 산봉ㆍ사찰ㆍ교량ㆍ누
정 등, 성천부 중심부의 주요 시설들을 표시하였다.

하나로 조선후기 대표적인 지리서이다. 본 서의 편자와 편찬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ㆍ 택리지만큼 필사본의 이름이 다양한 책도 드문데, 팔역지(八域誌)이고 이밖에도 팔역가거지

- 성천강선루도(成川降仙樓圖) : 강선루(=객사)의 규모와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조감도처럼 그렸다.

(八域可居地), 동국산수록(東國山水錄), 동국총화록(東國總貨錄), 형가승람(形家勝覽), 팔도비밀

ㆍ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목판본 성천지(한古朝62-24)와 내용과 체제가 동일하다. 국립중앙도

지지(八道秘密地誌) 등으로 다양하다. 1912년에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는 민제호(閔濟鎬) 소장본

서관의 성천지(古2775-3, 원본소장기관;大阪府立 中之島圖書館(乾9-74)日本)와 규장각 소장의 성천
읍지(17487, 1899년 편찬)도 본 읍지의 이본으로 기본적으로 세 읍지 모두 1602년 이상의 성천지를
저본으로 삼은 것이다.

(이중환 撰, 최남선 校)이 신활자로 인쇄·간행되었고 이후 이를 저본으로 번역본도 다수 간행되었다.
ㆍ 지지와 계통지리(복거총론:地理ㆍ生利ㆍ人心ㆍ山水)가 통합된 지리서로 현지를 방문하며 얻은 경
험이 기술된 사찬지리지이다. 필자의 관찰력은 당시까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본서는 조선을

ㆍ 항목 서두에 이 항목을 설정한 이유를 기술한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이는 이상의(李尙毅,

대상으로 한 지역지리서의 효시가 될 수 있다.

1560-1624)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25세이던 1585년에 사마시에 합격한 후 홍문

ㆍ 절대위치와 상대위치의 개념을 병행하여 팔도의 위치를 설명하거나 산줄기와 물줄기에 기반을

관, 사헌부, 성균관 등 문예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평소 학문과 시작을 즐겼으며 성천 부사로 재직

두고 지역구분을 시도한 점, 그리고 단순히 땅을 물리적 실체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 위에서 생활을

중에는 학교를 크게 일으켜서 성천에서 당시까지 사례가 없었던 소과 합격자를 냄으로써 학구열을 불

영위하고 있는 인간과 함께 인식한 점, 그리고 서술 방식에서 역사지리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간

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의 흐름을 인정하고 역사학적 관점에서 내용을 기술한 점 등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이다.
ㆍ 지역 정보의 측면에서도 산세, 하천, 해안 등의 자연환경, 토양의 비옥도, 교통망 등의 경제적

10) 동여비고(경도/한성)

환경, 자비령에서부터 긴 성을 쌓아 극성 강 언덕까지 가로 뻗치게 한다면 남북을 가로 막을 수 있다
는 군사적 기능, 사대부와 신분제에 대한 비판적 사회환경 등을 고루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사대부와

ㆍ 본 지리지와 거의 유사한 책이 동국여지비고라는 제목으로 전북대 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

그들이 사회를 이끄는 지도세력이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을 읽는

원(서울사료총서 제1집,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56, 영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과 거의

데 주목할 부분이 된다. 극단적으로는 인심 조에는 ‘대개 사대부가 사는 곳은 인심이 고약하지 않은

동일하다. 본 지리지는 편찬 시기 순서로 보아 위 소장본의 저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있다. 한국고

곳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전종합디비 사이트에는 번역본이 올라 있다.

ㆍ본 팔역지의 가치는 자연지리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설명과 묘사가 상세하여 장

ㆍ 본 읍지는 한성을 대상으로 한 조선후기 최고의 종합지리서로 평가된다.

산곶에 해안사구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안사구가 이동하는 현상도 놓치지 않고 기록한 점

ㆍ 경도의 궁궐 조와 단묘 조는 건국 초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기술하였

이나, ‘산지에 들판이 있다’고 설명한 부분은 이곳에 고위평탄면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으며, 공직·무직·잡지·혁폐공서 조는 조선의 제도사를 일목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조선시대 행정

밖에도 조수의 운동, 간석지의 분포, 분지의 분포 등 역사지리적 자연환경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본 도

제도사를 연구하는 데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곤책 한성부 역시 매우 상세한 지리 정보를 담고 있어

서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서울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부방, 호구, 산천, 도로, 역원, 시전, 장방, 장시 조 등
은 역사지역지리 연구에서는 빠질 수 없는 기본 요소인데, 여느 지리서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시계열
적 구성도 가능하다. 모두 5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본 지리지는 오늘날 서울의 원형을 잘 기술하고

3. 지도의 자료적 가치

있다. 서울의 고지도와 함께 본 지리지는 전근대 서울의 경관을 복원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1)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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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류(政法類) 자료의 내용과 학술적 가치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ㆍ 표제는 여지도(輿地圖)이지만 김정호(金正浩)가 그린 필사본 전국지도집인 청구도(靑丘圖)의

의 거리를 병기하는 것이나 각 치소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도로망을 약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19세기

이본이다. 판심(版心)에 ‘청구도’로 적혀 있다. 편자는 알 수 없다. 세 권(天., 地, 人)의 책으로 구성

목판 지도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표현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기본적으로 15세기 �
동국여지승람

되었는데, 제1권 첫 장에 수록된 제문(題文)에도 ‘청구도제’로 쓰여 있으므로 ‘여지도’라는 이름

에 수록된 목판지도인 「동람도」계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앞 시기

은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자가 임의로 붙인 듯하다.

의 것과 비슷한 지도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소축척 도별도가 민간에서 꽤 유포

ㆍ 김정호의 청구도는 현재 고려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등에 9개의
이본이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도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것
이 김정호가 직접 그린 원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대학교의 청구도는 보물로 지정되었다. 네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한다.
ㆍ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접역지도(鲽域地圖, 한古朝61-69)와 동일하다. 목판본 지도
이므로 동일한 인쇄본이 여럿 존재할 수 있다.

권으로 편집된 것도 있지만,(청구도(古4709-21), 규장각) 청구도는 기본적으로 두 권으로 구성되어

ㆍ 지도를 싣는 순서가 전국 → 수도 → 수도 주변 → 8도로 이어진다. 전국지도는 일종의 인덱스

있는데, 본 여지도는 세 권으로 구성되어 이채롭다. 물론 지도는 두 권에만 그려져 있고, 제3권에

맵으로 기능한다. 산줄기만큼은 �
대동여지도와 달리 우모식으로 표현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려

해당하는 ‘지’는 지도 없이 정리표가 마치 부록처럼 달려 있다.

운데, 한국 지도학사에서 우모식 표현 기법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다. 또

ㆍ 청구도는 이본에 따라 구성과 체제가 상이한데, 본 여지도는 ‘청구도제’, ‘경위선표목

한 도별도에서 도로망과 연계하여 찰방역을 표시하였고, 해안이나 압록강ㆍ두만강 연안의 국경지대에

록’, ‘주현총도목록’, ‘제표목록’, ‘팔도분표’ 이후 바로 본 지도가 나와 내용 구성이 가장 간

서 군사시설을 비교적 세밀하게 표시한 점 등이 지도 제작 당시 외세에 대한 경계 의식을 반영하는

략하다. 다른 이본에 수록된 ‘청구도범례, 일본도, 동방제국도, 사군삼한도, 삼국전도, 신라구주군현총

것인지 등도 살펴볼 만하다.

도), 고려오도양계주현총도, 도성전도, 제주현도’ 등이 빠지고, 정리표가 부가된 셈이다. ‘청구도범
례’를 비롯하여 여러 역사지도와 도성도 등이 없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청구경위도장서각
소장의 청구도, 영남대 소장의 여지도와 같다. 김정호는 청구도를 최소한 두 번 이상 그렸을 가능

4. 디지털화 사업의 의의, 문제점,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제언

성이 있는데, ‘청구도범례’가 그 기준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본 여지도는 1834년에 제작된 초판
격 청구도를 이후에 ‘정리표’를 부가하여 재편집한 지도집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청구도의 계
보 연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
ㆍ 홀수층과 짝수층을 서로 다른 두 권(천/지)으로 제책함으로써 독도의 편의를 도모한 것은 획기적
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도면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범례를 정교화하였으며, 가독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녹색(산지), 연청색(바다), 적색(봉수ㆍ도로), 회색(하천), 황색(주요 행정 및 군사 시설) 등으로
채색하였다. 군현마다 서로 다른 색을 입혀 영역을 쉽게 구분하였으며, 월경지 역시 본 군과 동일한
색으로 맞추었다. 독도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흔적들은 대중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종적으로
목판본 지도, 즉 대동여지도로 꽃을 피웠다.

1) 디지털화 사업의 의의(지향점)
- 한국 전적의 대중화 : 학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옛 전적에 대한 친숙함과 관심을 제고하는 효
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학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영문화가 시급하고 홍보 전략도 필요할
듯하다.
- 아시미 문고 디지털화 사업 성과에 따라 버클리 대학 외 해외 소장 중인 한국학 자료에 대한 디
지털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 자료원의 확대를 통해 한국학자료센터가 한국학 연구소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2. 대조선국 전도

2) 디지털화 사업의 문제점

ㆍ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1책 11도엽으로 제작된 목판본 지도책이다. 편자는 알 수 없으
며, 목차ㆍ서문ㆍ범례가 없이 전국도 1도엽와 도성도와 한성도 각 1도엽, 그리고 도별도 8도엽으로 구
성되었다.
ㆍ ｢한양경성도｣와 ｢경성부근지도｣가 대동여지도의 ｢도성도｣와 ｢경조오부도｣를 모사하여 실은 것
으로 보아 본 지도는 대동여지도가 제작된 1861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ㆍ ｢한양경성도｣에 수록된 지명 중 서대문 밖에 ‘구일본공사관’과 남산 북록에 ‘일본공사관’이
있어 제작 시점이 20세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일본은 조선을 지도로 제작하기 위해 1870년대부터 지
도 제작간첩단을 보내기 시작하고, 1880년 중반 이후부터는 상당히 정확한 1:50,000 지형도를 제작하
기 시작하는데, 최초 파견된 간첩단들은 참조 지도가 절실했을 것이고, 위 지도가 일본과 관련되어 있
다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이 실제 참조했을 지도는 결국 대동여지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과의 관련 여부를 차치해도 본 지도는 대동여지도가 19세기 말 일본인들에게도 충분히 인지되
었음을 조심스럽게 알려주는 지도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ㆍ 도별도의 기본 구성 요소는 산줄기와 물줄기, 치소와 도로망인데, 치소에 원을 두르고 한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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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분류 상 사회>지리>지지ㆍ지도ㆍ기타는 좀더 세분될 수 있다.
ex 1) 국내지리지/해외지리지,
전국지지리/도지/읍지/면리동지
특수지리지(목장지, 진지, 성지, 역지 등)
자연지리지(or 산천지) - 대동수경, 산경표, 도로고 ?
ex 2) 국내지도/해외지도(세계지도 포함)
전국도/도도/군현도/특수지도(驛圖, 鎭圖)
회화식 지도/방안식 지도
고지도/근대지도
낱장지도/지도집
목판본/필사본
- 이미 지리로 분류된 일부 서적도 재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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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궐지, 능지, 전지(殿誌)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자지도(http://www.kostma.net/e-map/mapSearch.aspx?mType=subject&sType=holder&sWord=01,02,03,04)

- 군현 단위의 읍지는 조선시대 당시의 경계/영역이 그려진 지도를 해제에 포함 → 아래 지도 예시
ex) 조선시대 행정구역도(군현 단위), 현대 지형도를 바탕도(베이스맵)로 삼아 각 시기의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

및 내용 색인 중 ‘지명’ 부문과 동시에 연동시킴으로써 지리 자료의 공간값(공간성) 확보해 준다.
- 자료원을 확대하여 역사서 및 문집류에 수록된 지명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
- 군현도 급의 적절한 고지도를 선정, 그 군현도가 담고 있는 지리 정보(점ㆍ선ㆍ면, 문자)를 현재

- 행정 경계선은 향후 조선후기 면 단위까지 세분할 수 있음.

의 지형도 위에 표시함으로써 검색된 지명의 정확하 위치를 제공한다.

- 지리지에 수록된 지명의 위치 비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 행정경계선과 지명의 위치 비정 작업은 지도화될 때 효과는 배가될 것임.

# 기타 : 4장에 대한 내용은 계속 고민한 후 발표 당일 좀더 정리된 내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영광군의 위치와 영역의 변화

3) 활용 방안
- 번역 사업 동시 진행
- 지리지 및 고지도에 수록된 (역사)지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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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 소장 연행록(燕行錄)의 현황과 가치
○ 燕行錄의 資料
成均館大 大東文化硏究所 編, 燕行錄選集(上․下)(30種 收錄), 1960-1962.

김영진(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

國譯 燕行錄選集(전12책), 민족문화추진회, 1976.
林基中 編, 燕行錄全集(전100책, 398種 수록), 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林基中․夫馬進 編 燕行錄全集日本所藏編(전3책, 別冊, 37종 수록), 2001.
林基中 編 燕行錄續集(전50책, 170種 수록), 尙文社, 2008.

1.

成均館大 大東文化硏究院 編, 燕行錄選集補遺(전3책, 20種 수록), 2008.
成均館大 大東文化硏究院 復旦大 文史硏究院 공편, 韓國漢文燕行錄選編, 2011 간행예정. 33종 수록

2001년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동국대출판부)이 나온 이래 연행록에 대한 관심이 계속 고조되어
가고 있다. ‘연행록전집’이 방대한 자료를 公刊하여 학계의 관심과 연구토대를 마련해 준 功은 높

임기중 교수는 ‘전집’에 수록된 자료가 380여종이라고 했지만 오류 및 중복을 빼면 354종이라고

이 평가받아야겠지만 문헌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책임 있는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야기

한다.2) 燕行錄의 範疇를 넓게 잡는다면 현재까지 총 530여 종의 燕行錄이 모인 셈이다. 하지만 위의

되는 여러 문제들 역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행록에 대한 관심도에 준하는 국내의 연구

자료집들에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자가 過眼 또는 목록상에서 확인한 연행록도 40-50종은 된다.

성과 역시 다소 부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1)

따라서 600종은 족히 되고 향후로도 더 추가 발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00년 동안 같은 使行路를
지나며 이처럼 많은 旅行記가 남겨졌다는 사실은 世界史的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 중국에 使臣간 사람들을 ‘燕行使’라고 통칭할 수 있다. 연행사는 세계외교사에서 극히 특이한

연행록에 대한 연구성과는 조규익․이성훈․전일우․정영문 편, 연행록연구총서(전10권, 학고방, 2006,

존재이다. 그들은 약 500년간에 걸쳐서 서울에서 북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같은 경로를 경유하고

1~5권: 문학, 6권: 역사, 7권: 정치․경제․외교, 8권: 사상․의식, 9~10권: 복식․건축․회화․지리) 등 참조. 이

있으며, 고려시대 및 그 이전을 포함하면 더 오랜 시간이 된다. 朝鮮과 明朝 사이에는 정기적인

이후로 최근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使節만 매년 거의 3회가 파견되었다. 淸選考라는 史料를 보면 朝鮮과 淸朝 사이에도 仁祖 15
년(1637)부터 淸日戰爭이 발발한 高宗 31년(1894)까지 258년간 494회, 매년 평균 2회의 사절이

○ 연행록의 유형

파견되었다. 연행 사절의 명단은 同文彙考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를 근거로 임기중 저 연
행록 연구, 유승주․이철성 공저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등에 圖表로 정리되어 있다) 명대
에 중국 사행 기록은 주로 ‘조천록’으로, 청대의 중국 사행 기록은 주로 ‘연행록’으로 통칭

18세기 3대 연행록: 김창업 (노가재)연행일록(1712), 홍대용 (담헌)연기(1765), 박지원 열하일기
(1780)

하였다(그 외에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음).
燕轅直指 序(1833)

金景善(1788-1853)

○ 연행사의 구성 및 연행 거리, 소요 기간: 三使(정사․부사․서장관)를 비롯하여 200-500명의 수행원
으로 구성됨(역관, 자제군관의 역할에 특히 주목). 거리는 한양-북경 왕복 6000리, 기간은 4-5개

適燕者多紀其行。而三家最著。稼齋金氏。湛軒洪氏。燕巖朴氏也。以史例則稼近於編年。而平實條暢。
洪沿乎紀事。而典雅縝密。朴類夫立傳。而贍麗閎博。皆自成一家。而各擅其長。繼此而欲紀其行者。又何

월 소요됨.

以加焉。但其沿革之差舛。而記載隨而燕郢。蹈襲之互避。而詳略間或逕庭。苟非遍搜旁据。以相參互而折
○ 연행길: 明朝 수도가 南京일 때는 사절이 남경까지 갔고, 後金이 遼寧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시

衷之。則鮮能得其要領。覽者多以是病之。歲壬辰。余充三行人。七閱月而往還。山川道里。人物謠俗。與

기(1620-1636)에는 海路를 통하여 북경으로 갔다(‘水路朝天’이라고 함). 淸朝가 瀋陽을 副都로

夫古今事實之可資採摭者。使事始末。言語文字之間。可備考據者。無不窮搜而悉蓄。隨卽載錄。而義例則

삼자 의무적으로 심양을 경유해 북경으로 향하도록 하는 등 약간의 변동도 있었다.

就準於三家。各取其一體。卽稼齋之日繫月月繫年也。湛軒之卽事而備本末也。燕巖之間以己意立論也。至
於沿革之古今相殊處。備述其顚委。爲覽者釋疑。蹈襲之彼此難免處。直書其辭意。俾前人專美。若夫張皇

1) 자료집이 계속 출간되고 있다. 개별 연행록의 번역서는 續出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연행록 기획전시(2010

鋪敍。求其辭句之工鍊。則非直前述已備。又豈自量所及。然則比之醫家。此不過集諸家說而隨證立方。如

년 실학박물관 등), 기획학술대회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발표자도 2003-2004년 ‘연행록 자료 수집 및

直指方耳。故書成而名之曰燕轅直指。凡六卷。後之有此行者。自辭陛曁反面。無日不臨事而攷閱。對境而

해제’(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학진과제) 연구팀에 참석한 이래「燕行錄 硏究에서의 자료의 문제」(韓國漢文

參證。有如指掌之按行。則或可詡其簡便。而不爲無助也否。

學會 國際學術大會, 雲南省, 2009.2.9) , 부마진 저 <연행사와 통신사> 서평(2009), 「연행록의 자료 정리 및 연
구방법에 대한 시론」(대동한문학회, 2011.4.29) 등으로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서인범 교수의 「조선전기

○ 筆談 자료: 홍대용, 박지원, 신재식, 이조원 등등.

연행록 사료의 가치와 그 활용」(『명청사연구』30집), 임형택 교수의 「」(한국실학연구, 2010) 등은 연행록
연구 방법과 관련해 좋은 관점을 제기해주었다.

2) 서인범 전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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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문제가 주된 사안이 된 진주사행이었는데 정사는 우의정 정재숭, 부사는 호조참판 최석정이다.

○ 연행록 관련 논저

최석정의 『명곡집』권3에 ‘椒餘錄’으로 이 사행 때 지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어 좋은 참조가 된다.
1686년 1월28일 한양을 출발해서 2월20일 압록강을 건넜고 3월25일 북경에 들어갔다. 옥하관에는 41

中村榮孝, ｢事大紀行目錄｣, 靑丘學叢 1號, 1930.

일을 체류했다.

김성칠, ｢燕行小考｣, 1947.

이 사절단의 呈文에 대해 청 황제의 咨文은 극히 悖慢하였고 황제는 조선의 貢物까지 받기를 거부

夫馬進, ｢日本現存朝鮮燕行錄解題｣, 연행사와 통신사(2008, 신서원)에 재수록

하고 돌려보냈다. 이돈은 병자 정묘년 이래 최대의 모욕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발생

左江 ｢燕行錄全集 考訂｣(域外漢籍硏究集刊 4輯, 中華書局, 2008.5)

했다. 『숙종실록』에 이 사행단의 사단과 관련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 바, 본서의

각종 연행록 번역본들, 연행록연구총서 등등

주요 내용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朝·淸 외교사의 한 장면으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

殷夢霞․于浩 選編, 使朝鮮錄,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다.(‘청 황제의 조선 길들이기’) 犯越한 자 몇은 사형을 당했다. 최석정의 울분에 찬 감회는 「초여
록자서」 및 「見禮部咨後, 憂憤不堪, 久沒詩思, 行到山海關, 謾述求和」시에서 볼 수 있다.

○ 연행록의 시기별 구분 및 시기별 특징. 시기별 연행록의 전범성을 띄는 책 선정요.

본서는 저자 본인이 친필로 재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사행단의 명단에 저자의 성명이 노출되어 있
고, 글의 일부에 수정 가필이 되어 있는 점 등) 구성은 날짜별로 되어 있다. 연행시는 別卷(미발견)이

○연행록 작자층(신분)에 따른 성격의 차이

있다고 몇 번 언급이 나온다. 연행 노정에 지은 본격적인 연행시는 별권에 남겼고, 본서의 앞 뒤로는
연행시권에 담지 못한 몇 수의 짜투리 시를 적어둔 듯하다. 즉 앞의 두 장에는 사행 출발 직후 坡州

○연행록 한문본, 한글본의 문제

에 省墓 와있던 申琓을 만나 부사 최석정과 창화(陳簡齋 시에 차운)한 시 등 5수가 실려 있다. 이돈과
최석정은 본디부터 교분이 두터운 사이로 보인다.

○향후 과제:

이어서 사행단의 명단이 나온다. 특이한 것은 생년 뿐 아니라 거주지까지 적혀 있다.(入柵 人馬數는

1) 연행록자료의 추가 수집

사람 358명, 말 277필이었고 이 중 사람 77명 말 76필은 심양 도착 후 回還했다)

2) 연행록전집의 재정리(연행 연도순 재배열), 정본화, 작가 고증, 標點․校註, 解題, 수준 등급화, 번역
3) ‘연행록’ 개념 규정. 엄밀히 연행록 아닌 것은 별도 처리해야.
4) 연행록 자료를 통해 각 분야별 신연구 분야 개척.

흥미로운 기사들: 오삼계시말, 연개소문탑, 서장관 배행 역관 변승준이 畵帖 하나와 洞鏡 하나를 들
고 옴. 서양 물건으로 명칭은 ‘鏡中人’(4월18일조) 등등.
본서의 마지막장에는 「忍涕, 次朴士元臨死一絶」(7절 1수)가 실려 있어 당시 상황의 비장함을 느끼

5) A급 연행록(독특한 특성을 갖는 연행록도 포함)을 選別하여 집중적인 번역과 연구, ‘한국고전
총서(集部-別)’로의 편간 작업

게 해주고 있다. 아울러 「調姜裨墮馬」, 「代解調」 시가 실려 있다.
이돈의 연행시집은 미발견이나 최석정의 「초여록」에 元韻 및 聯句 포함되어 있음. 특히 최석정과
이돈이 합작한 「風俗通聯句五十韻」(500자)는 의미 있는 작품으로 보임.

2.

『隨槎錄』은 1778년 3월 사은겸진주사 일행의 醫員으로 수행한 자의 연행록이다. 당시 정사는 蔡
濟恭, 부사는 鄭一祥, 서장관은 沈念祖였다. 아직 자료를 열람치 못하여 본서에 대한 언급은 추후에

이제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연행록의 현황과 가치를 알아보겠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는

하도록 하겠다.3)

다음과 같다.
燕彙는 총18책으로 冊 1-12는 (燕岩集)熱河日記, 冊 13-18은 湛軒說叢, 燕行雜記, 乾淨筆談이다. 
필사본 1책(109장)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燕行日錄

李 墪 著

隨槎錄

저자미상(醫員)

燕彙

洪大容/朴趾源 著 필사본 18책

熱河日記抄

朴趾源 著

필사본 1책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燕行紀

徐浩修 著

필사본 4권2책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아사미문고

燕行備覽

端居子 編

필사본 1책

필사본 1책(67장)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燕行日錄』은 1685년 陳奏兼謝恩使의 서장관이었던 李墪이 저자이다. 半行半草의 達筆로 필사된
자료로 분량도 상당한 편이다. 이돈은 1642년생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進吾, 호는 文泉 또는 守黙齋.

燕彙는 현재 국내외에 몇 종의 이본이 전하고 있다. 본 버클리 소장본 이외에 일본 東洋文庫 소장본
이 있으며, 국내에 연세대외 고려대, 국민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외 서울대 규장각 및 한국은행/종
로시립도서관4), 일본 정가당문고 등에 ‘연휘’라는 제명은 아니지만, 연휘의 홍대용 저술인 담헌
설총이 소장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각 책은 책수와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 가장 완정한 형태는 일본 동양문고본으로 총 20책에 김창업의 연행록인 가재설총(｢연행록｣ 10
권) 6책, 홍대용의 연행록인 담헌설총(｢연행잡기｣4권+｢건정필담｣2권) 6책, 박지원의 연행록인 연암
3) 이 자료는 이종묵 교수께서 제보해주셨다.
4) 종로시립본은 전4책으로 ‘연행잡기’이고, 한국은행본은 2책으로 ‘건정필담’이다. 이 두종의 책은 표지에
‘共六’이라고 쓰여 있거니와 같은 사란공권 종이에 똑같이 ‘李正模印’이 찍혀 있어 원래 한 셋트였음을

1662년 21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672년 31세로 문과별시에 합격하여 본격적인 관원의 길

알 수 있다. 이정모(사마:

에 들어섰다. 사복시 정 겸 집의로 재직 중 차출되었다.이 사행은 청의 국경을 犯越한 조선인에 대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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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총(｢燕行陰晴｣ 4권+｢열하일기｣12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세대본은 박지원의 열하일기 26권4책과 홍대용의 담헌총설(｢연행잡기｣+｢건정필담｣) 2책으

『熱河日記抄』 본서는 『열하일기』를 초록(抄錄)하여 만든 책이다. 서문과 발문 및 간기(刊記) 등

로 총 6책이 전하고 있으며, 고려대본은 열하일기 5책이 전하고 있다.(이상 연세대 고서해제 3책,

이 없어 필사자 및 필사 연대는 알 수 없다. 본서의 구성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26권 10책의 필

4책의 해제 참조) 연세대본은 19세기말에 具羲書가 소장하였다가 谷城丁氏家에게로 들어간 책이다.

사본 『열하일기』(古 4810-3-1-10)의 목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권1 「도강록(渡江錄)」(1780년

* 고려대본: 확인요망

6월 24일-7월 9일), 권2 「성경잡지(盛京雜志)」(7월 15일-23일)는 모두 생략하였고 권3 「일신수필(馹

* 국민대본은 ‘담헌연휘’라는 표제에 ｢건정필담｣ 坤책만 전하는 零本이다.

迅隨筆)」(7월 15일-23일)의 7월 15일 기사 중에 “我東人士, 初逢自燕還者……不必城池․宮室․樓臺․市舖․

* 버클리본은 총18책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 12책, 홍대용의 담헌설총(｢연행잡기｣+｢건정필담｣)

寺觀․牧畜․原野之曠漠, 烟樹之奇幻, 然後爲壯觀也.” 부분이 1장-b면에서 4장-a면까지 수록되어 있다.

6책으로 구성되었다. 열하일기 제1책의 경우 界線이 있는 원고지에 필사되어 있고, 필사상태가 좋지

그리고 같은 「일신수필」의 7월 20일 기사에 “余於叢石觀日, 有詩曰, ……”로 시작되는 시가 본서에

만 그 이후 책들과 담헌설총은 계선이 없는 종이에 필사되어 있다. 본문에 붉은색/회색으로 비점과

서는 「총석관일출(叢石觀日出)」(『연암집』에 수록된 본래 제목은 ｢叢石亭觀日出(총석정에서 일출

권점이 찍혀 있고, 상단에 주석을 적은 경우가 보인다.

을 바라보며)｣로 되어 있다.)이라는 제목 아래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규장각본 권4 「관내정사(關內

이상의 이본을 볼 때 연휘는 원래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연행록을 모아 엮은 것을 가장 완정

程事)」(7월 24일-8월 4일)의 7월 28일 기사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호질(虎叱)」이 5장-a면에서

한 형태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더해 다른 연행록이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

11장-a면까지 수록되어 있다. 권5 「막북행정록(漠北行政錄)」(8월 5일-9일)의 8월 5일 기사 중간

겠지만 김경선의 「연원직지」 서문에서도 보듯 19세기 초에 위의 3종은 연행록의 가장 모범으로 彙

의 ‘出東直門, 來源追至’에서 ‘蓋門外頗蕭條, 山川無甚開眼也’까지가 본서 11장-a면에서 14장-a면까지

集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부열하(赴熱河)」란 제목 아래 수록되어 있다. 이하 권20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8월 15일
-20일) 17일 기사 의 “皇明洪武二十二年……河若從天也” 부분이 「고북구(古北口)」라는 제목 아래

■ 참고자료 <규장각본 담헌설총 해제>

수록되어 있고 이어서 권9 「심세편(審勢篇)」이 본서 15장-a면에서 20장-a면까지 「심세편(審勢
篇)」이라는 제목 아래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권14 「산장잡기(山莊雜記)」에 실린 「야출고북구기

*『담헌설총(湛軒說叢)은 ｢乾淨筆譚｣과 ｢燕行雜記｣로 이루어졌다. ｢乾淨筆譚｣은 홍대용이 북경에서
의형제를 맺었던 杭州 출신의 문인 陸飛‚ 嚴誠‚ 潘庭筠 등과 북경의 乾淨洞에서 만나 귀국할 때까지
서로 筆談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燕行雜記｣는 홍대용이 1765년 11월부터 1766년 봄까지 三節年貢
兼謝恩使로 파견된 숙부 檍의 書狀官이 되어 북경에 가게 되면서 보고 들은 일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다. 목차는 1책-2책 乾淨筆譚‚ 3책 燕行雜記(吳彭問答‚ 蔣周問答‚ 劉鮑問答‚ 衙門諸官‚ 兩
渾)‚ 4책 燕行雜記(王擧人‚ 沙河郭生‚ 十三山‚ 宋擧人‚ 舖商‚ 太學諸生‚ 張石存‚ 葛官人 등)‚ 5책 燕行雜
記(盤山‚ 夷齊廟‚ 桃花洞‚ 角山寺‚ 望海亭 등)‚ 6책 燕行雜記(沿路記略‚ 幻術‚ 場戱‚ 市肆‚ 寺觀‚ 飮食‚ 屋
宅‚ 巾服 등)이다. 이 연행에 대한 기록은 그의 문집인 湛軒書 권7-10에 ‘燕記’라는 제목으로 수
록되어 있으며‚ 단행본으로는 湛軒燕記가 있다. 담헌연기와 비교해 보면‚ 둘 모두 6권 6책의 필사
본으로 編次가 서로 뒤바뀌어 있을 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담헌연기는 제 1-4책이 燕記와
雜記이고‚ 제 5-6책이 중국 문인들과의 필담을 엮은 ｢乾淨筆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湛軒說叢은
제 1-2책이 ｢乾淨筆談｣‚ 제 3-6책이 ｢燕行雜記｣로 구성되어 있다. ｢연행잡기｣는 담헌연기의 제 1-4
책과 같은 내용이나 순서상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 표지 서명 및 권두 서명은 ‘湛軒說叢’이다. 본서는 ‘乾淨筆譚’과 ‘燕行雜記’의 2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 ‘乾淨筆譚’은 홍대용이 북경에서 의형제를 맺었던 杭州 출신의 문인 陸飛‚ 嚴
誠‚ 潘庭筠 등과 북경의 乾淨洞에서 처음 만나 돌아올 때까지 서로 筆談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제2
부 ‘燕行雜記’는 홍대용이 1765년 11월부터 1766년 봄까지 三節年貢兼謝恩使로 파견된 숙부 檍의
書狀官으로 수행하여 燕行하면서 견문한 바를 주제별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다. 목차는 1책 -2책 乾淨
筆譚‚ 3책 燕行雜記(吳彭問答‚ 蔣周問答‚ 劉鮑問答‚ 衙門諸官‚ 兩渾)‚ 4책 燕行雜記(王擧人‚ 沙河郭生‚ 十
三山‚ 宋擧人‚ 舖商‚ 太學諸生‚ 張石存‚ 葛官人 등)‚ 5책 燕行雜記(盤山‚ 夷齊廟‚ 桃花洞‚ 角山寺‚ 望海亭
등)‚ 6책 燕行雜記(沿路記略‚ 幻術‚ 場戱‚ 市肆‚ 寺觀‚ 飮食‚ 屋宅‚ 巾服 등)이다. 18세기 조선학계의 일
축이었던 탈성리학적인 사고가 잘 드러나 있는 책자이다. 본서의 정확한 필사년은 미상이나 지질 등
으로 미루어 19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 찍혀 있다. (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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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出古北口記)」,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가 본서 20장-a면에서 24장-a면까지 수록되었고
권15 「환희기(幻戱記)」의 “是日鴻臚寺少卿趙光連……是日鴻臚寺少卿趙光連” 부분이 「관환희(觀幻
戱)」란 제목 아래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권3 「일신수필」에 수록된 「북진묘기(北鎭廟記)」, 「강
녀묘기(姜女廟記)」, 「장대기(將臺記)」, 「산해관기(山海關記)」가 본서 25장-b면에서 30장-b면까
지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권16 「피서록(避暑錄)」에 실린 “皇明天啓中……則漫山帳理或无怪”까지
가 본서에 「잡록(襍錄)」이라는 제목 아래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권21 「옥갑야화(玉匣夜話)」에서
박지원이 윤영(尹映)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허생(許生)의 이야기가 본서에서는 별도의 제목 없이
31장-b면에서 ‘許生居墨積洞’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38장-b면까지 수록되어 있다.
본서에서 『열하일기』를 초록한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데 규장각본 『열하일기』가 일기체 서술을
기본으로 하면서 해당 날짜 아래 주제별로 제목을 달고 서술하기도 하여 일기(日記)와 유기(遊記)의
결합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본서는 여정의 날짜는 모두 생략하고 주제별로 원서에 달린 제목
을 그대로 쓰거나 필사자가 나름대로 붙인 제목을 달아 주제별로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1면을 건너 뛰어 39장-b면부터 46장-a면까지 우리나라 문인의 글로 추정되는 글이 제목 없이 글씨
체를 달리하여 수록되어 있는데 이글은 몽옥(夢玉)이라는 사람의 자문자답 형식으로 짜여 있다. 도학
(道學)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양주(楊朱), 묵적(墨翟), 불교(佛敎), 제자백가 등의 여러 이단(異端)
들을 거론하며 평론하고 유가(儒家)의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의 사서와 『시경(詩經)』, 『상서(尙書)』, 『의례(儀禮)』, 『주례(周禮)』, 『예기(禮記)』, 『주역(周
易)』에 대하여 논한 뒤 문장(文章), 서법(書法), 자음(字音)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
있다. 이어지는 글 역시 제목 없이 46장-a면부터 51장-a면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양주(洋州) 지부(知府)
가 망운루(望雲樓)를 중수(重修)한 것을 기념하는 상량문(上樑文)이다. 뛰어난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
만 군데군데 단어들을 한글로 주석을 달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예를 들면 ‘欞星’을 ‘셰살창’,
‘角觝’를 ‘씨름’, ‘迷藏’을 ‘숨벅국질’ 등으로 풀고 있는데 이러한 주석이 수십 개에 달하고
있어 어휘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8조문의 짧은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시 글씨체가 바뀌어 필사된 것으로 저자와 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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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 수 없다. 각각의 내용은 소중화(小中華)라고 불린 우리나라에 대한 짧은 글을 시작으로 ‘천

紀)』는 규장각, 일본 오사카(大阪) 나카노지마(中之島)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지만, 본서는 『열하기

(天)’자, ‘시(示)’자, ‘동(東)’자, ‘서(西)’자 등에 대하여 서술하는 내용이 흥미롭다. 이어서 하

유(熱河紀遊)』에서 『연행기(燕行紀)』로 수정되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수정과정을 파악하는 데

늘과 땅의 크기를 서술한 조문이 있고 사물의 지극히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을 서술한 조문이 있다.

유용한 자료이다. 가령, 연행단을 구성할 때 서호수가 계청(啓請)하여 박제가(朴齊家)와 유득공(柳得恭)

이어서 사람의 골절, 생물의 다양함, 기화(氣化), 동물의 선(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을 데려가게 된 내용이 『열하기유』에 기록되어 있으나 『연행기』에는 빠져있다. 이 부분이 본서에

『열하일기』를 초록한 본서는 기존의 『열하일기』에 없는 작품이 수록되거나 원문에 상당한 출입

는 종이를 덮어 지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외 서학(西學)과 관련된 내용은 『연행기(燕行

(出入)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서지적으로, 『열하일기』의 이본으로서의 큰 가치는 없다.(변구일 해

紀)』에 누락되어 있는데, 본서에서는 모두 종이로 덮여 수정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권3의 8

제)5)

월 12일자의 서사(西士) 탕사선(湯士選, Alexandre de Gouvea)을 방문하여 대화한 내용은 분량이 상당
히 많아 원고 전체를 제거하였기에, 장표시가 33면에서 39면으로 넘어가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燕行紀』는 학산(鶴山) 서호수(徐浩修)(1736-1799)가 1790년(정조 14)건륭제(乾隆帝)의 팔순만수절

또한 규장각 소장본에 보이는 오자가 필사자의 실수임을 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2의 7월

(八旬萬壽節)에 진하사의 부사로 연행(燕行)을 다녀온 기록으로, 연행을 다녀온 지 약 2년 반 뒤에 완

16일자에 신요(神堯)를 신광요(神光堯)로 잘못 쓴 것, 7월 18일자 호전왕시(好錢王詩)에서 전겸익(錢謙

성한 『열하기유(熱河紀遊)』의 수정본이다.

益)을 뜻한 전(錢)을 누락시킨 것, 권3의 8월 5일자 석회(石灰)를 석탄(石炭)으로 잘못 쓴 것, 8월 24일

서호수(徐浩修)(1736-1799)는 본관이 대구, 자가 양직(養直), 호가 학산(鶴山)이다. 생부(生父)는 『보
만재총서(保晩齋叢書)』를 저술한 보만재(保晩齋)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이고, 생모는 저촌(樗村) 이

전우(殿右)를 전좌우(殿左右)로 잘못 쓴 것 등등이 있다. 본서는 규장각 소장본의 오자를 수정할 수 있
어 서호수의 『연행기(燕行紀)』정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정섭(李廷燮, 1688-1744)의 따님이다. 영의정을 지낸 서명선(徐命善, 1728-1791)은 숙부이고, 이조참판

서호수는 1790년(정조 14) 건륭제(乾隆帝)의 팔순만수절(八旬萬壽節)에 진하사의 부사로, 정사 황인

을 지낸 서형수(徐瀅修)는 동생이다. 좌소산인(左蘇山人) 서유본(徐有本, 1762-1822)과 『임원경제지(林

점(黃仁點), 서장관 이백형(李百亨), 그리고 박제가(朴齊家)와 유득공(柳得恭)과 동행하였다. 서호수는

園經濟志)』를 지은 풍석(楓石) 서유구(徐有榘)(1764-1845)가 그의 아들이고, 『규합총서(閨閤叢書)』를

지나가는 곳마다 지리적 고증과 역사적 고증을 상세하게 하여 지명에 대한 고찰 및 거리를 확인하고,

지은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1759-1824)는 며느리이다. 1765년(영조 41)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

또한 중국에서 나온 역사서와 지리지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건륭제 팔순만수절에 참석한

장원급제하였고,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도승지로 임명되었으며, 홍문관부제학, 『영종대왕실록』 찬

몽고, 위구르, 안남, 티벳 등 여러 나라의 지리와 풍속에 관심을 표하고 이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

집 당상에 임명되었다. 1776년 겨울에는 진하겸사은사의 부사로 연행하여 『고금도서집성』등의 서적

의 학문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의 가학에서 유래한 고증적 학문태도를 보여주

을 구입하였다. 1781년(정조 5)에 강화유수로 있으며 외규장각을 설립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규장총

는 것이다.

목』을 완성하였다. 1794년(정조 18)에는 『국조보감』의 찬집과 어제교열을 맡았고, 1795년(정조 19)
에는

하는 내용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연행 시 자신의 저서『혼개도설집전(渾蓋圖說集箋)』을 가지

宮儀式)』을 편찬하였으며, 1796년(정조 20)에는 김영(金泳, 1749-1817) 등과 함께 『국조역상고

고 가, 저서를 청하는 중국학자 철시랑(鐵侍郞)에게 『혼개도설집전(渾蓋圖說集箋)』을 보내주었고, 옹

(國朝曆象考)』를 편찬하였다. 서호수는 영정조 시절 국가편찬사업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였고, 정조

방강(翁方綱)에게는 『혼개도설집전(渾蓋圖說集箋)』을 보내 질정(質正)을 청하고 역법(曆法)에 대한 의

대에 규장각, 관상감, 장악원 등에 있으며, 특히 천문과 수학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하였다.

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서양수법(西洋水法)’ 등 서양 과학이 바탕이 된 청의 문물에 많은 관

교유인물로는

함께

홍양호(洪良浩,

『함흥본궁의식(咸興本宮儀式)』,

그리고 조정에서 천문역산과 수학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은 서호수가 서양 과학에 대해 관심을 표

『영흥본궁의식(永興本

주요

서영보(徐榮輔)(1759-1816)와

1724-1802),

성대중(成大中,

1732-1809),

유금(柳琴,

심을 표하고 있다. 이는 당시 서양 과학 등을 배우고자 하는 북학(北學)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자
료를 제공해준다.(이상 한민섭 해제)6)

1741-1788), 김영(金泳) 등이 있다.
문집으로 『사고(私稿)』가 있고, 저서에 『수리정온보해(數理精蘊補解)』, 『해동농서(海東農書)』,
『열하기유(熱河紀遊)』, 『율려통의(律呂通義)』, 『역상고성보해(曆象考成補解)』, 『역상고성후편보해

『燕行備覽』은 端居子라는 사람이 계축년에 쓴 서문이 붙어 있다. 계축은 1793년으로 추정되고 이

(曆象考成後編補解)』,『혼개도설집전(渾蓋圖說集箋)』 등이 있다. 시호는 문민(文敏)이고 후에 정헌(靖

해에 수행원 신분으로 중국을 다녀온 듯하다. 제목 그대로 연행에서 갖추어 볼만 한 것(또는 필수로

憲)으로 개칭하였다.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하였다. 우선 序文은 다음과 같다.

본서는 4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발한 날부터 일자별로 기록을 하였다. 권1은 진강성(鎭江
城)부터 열하(熱河)까지로, 연행목적과 5월 27일 궁궐에서의 하직인사와 연행단 구성, 그리고 6월 7일

噫, 君子不出戶, 而知天下之事, 豈非以聞見之博乎. 東人之貫該淹博者何限, 而槪於天下之事, 率皆騖遠

진강성(鎭江城) 도착부터 7월 15일 열하(熱河)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였다. 권2는 열하부터

而忽近、詳前而略後, 烏在其爲通古今之士者乎. 淸朝之主中國, 已百有餘年, 衣冠文物雖異於中華, 然大而

원명원(圓明園)까지로 7월 16일부터 26일까지의 여정을 기록하였다. 권3은 원명원부터 연경(燕京)까지

職官政令、小而宮室園囿, 多仍於皇朝之舊, 而歲歲我使之往來也. 其所紀聞而紀見者, 不過自鴨綠至燕京數

로 7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의 여정을 기록하였다. 권4는 연경부터 진강성까지로 9월 4일부터 10월

千里間, 道途之經歷、虛實之見聞, 以此亦不能窮探以歸, 何其覘國之不善也. 余竊慨然思欲蒐輯其實事實

10일까지의 여정과 10월 22일 복명(復命)한 일을 기록하였다.

蹟, 發前人之未發, 資後學之憑信者久矣. 是年冬, 適隨歲介之行, 自念筋精未衰之前, 必欲採摭成書, 庶不

서호수는 연행 다녀온 지 약 2년 반 뒤인 1793년(정조 17)에『열하기유(熱河紀遊)』를 완성하였다.
본서 『연행기(燕行紀)』는 『열하기유(熱河紀遊)』에 산삭을 가해 완성한 수정본이다. 『연행기(燕行

6) 서호수와 그의 연행록에 대해서는 임유경「徐浩修의 『燕行記』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고전문
학회, 2005, 조창록「鶴山 徐浩修와 『熱河紀遊』」, 『동방학지』 13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조창

5) 『열하일기』의 이본에 대해서는 최근 서현경 「열하일기 정본의 탐색과 서술 분석」(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8), 김명호(동양학 48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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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於荏昧之科, 其亦僭矣, 若夫擧天下之事蹟, 則此一書猶未能窮搜而力牘, 亦何必强加敷衍鑿空揑虛, 得罪
於眞正博識之君子也哉. 昭陽赤奮若之秋九月上浣, 端居子書于白嶽山下白塔村之留軒.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路程記, 湯站, 唐太宗東征處(안시성), 鳳凰城, 松站, 沓洞, 阿彌庄, 新旧遼東, 白塔, 興京, 邪泥江, 瀋
陽, 瀋陽內設置官方軍政田政, 貢路迂回, 自瀋陽至山海關與蒙古相通路有三, 松山杏山旧戰塲, 烟燉, 寧遠
(附 조대수패루), 大凌河四同碑, 北鎭庙, 醫巫閭山, 高麗堡, 姜女廟, 山海關(망해정 장대), 望海亭, 將臺,
山海關內官員, 望海亭內懸板碑刻, 烟臺守軍月料, 楡關, 昌黎縣文筆峯, 영평부, 이제묘, 풍윤, 옥전, 계주,
반산, 통주(부 石橋), 석교(일명 팔리교), 동악묘, 경성, 황성, 성지지제, 수황정, 태액지, 도성내..., 금중
궁실, 도성형승, (중략) 국자감, 등장군묘, 원명원, 만수사(건륭경오년간소영건운, 1750), 천주당, 문승상
사, (중략) 관직품계, 外夷(건륭53년-1788-면전 30인 來朝...) 전최.
객관적 기술만 있을 뿐 저자가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다.

3. 버클리대 소장 연행록의 자료 가치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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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본(筆寫本) 문집류의 자료적 가치

리포니아대학에는 鄭載崙이 편찬한 『公私聞見錄』의 여러 이본이 소장되어 있다.3) 캘리포니아 대학
에는 檜洞鄭氏로 일컬어지는 동래정씨가의 문적이 매우 많다. 정재륜 역시 이 집안사람이다.

② 鄭東愈의 『玄同室遺稿』

이종묵(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鄭東愈(1744-1808)는 정재륜의 족손으로, 그의 문집 『玄同室遺稿』가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乾坤 2책으로 되어 있는데 건책에는 시가 실려 있고 곤책에는 산문이 실려 있다. 곤책에는 권두에 목
록이 실려 있지만 건책에는 목록이 실려 있지 않다. 건책에는 11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연작시

1. 서론

가 많아 전체 작품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한다. 정동유의 시는 대부분 집안의 어른이나 형제, 그밖에 鄭
志儉, 鄭東元, 鄭大容 등 집안사람이나 朴知源, 李天翊, 李令翊, 申大羽 등의 벗들과 어울려 지은 일상

많은 우리의 책이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외에 나가 있다. 1895년 조선으로 건너간 일본인 학자 아

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만수는 묘지명에서 “시문은 자주 짓지 않았지만 맑고 참되며 우아하여 절

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郞)가 수집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여 미쯔이(三井)에게 넘겼다가 1948년 캘리포니

대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틀에 맞추는 모습이 없었다.”라 평가한 바 있다. 그의 시는 대체로 이 시기

아대학(버클리)에 매도한 이른바 아사미 문고도 그 중

하나이다.1)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대학에는 1940

년대부터 기증과 구입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소장하게 된 한국본 고서도 상당량에 이른다.2)

문인의 일반적인 한시의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은 詞를 다수 짓기도 하
고 이 시기 새롭게 부각된 六言絶句도 지었다. 정동유의 한시는 수식을 억제하고 사실을 적시하는 主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본 고서는 활자본, 목판본, 필사본 등 다양한 형태

知的인 계열의 것이 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또 정동유는 人名體, 八音詩, 藥名詩, 建除詩, 卦名詩,

인데, 문집류로 한정할 때 특히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은 필사본이다. 필사본 문집류 중에서 자료적

十二辰體, 二十八宿詩, 隱名體, 自一至十體, 玉連環體, 回文詩, 集句詩 등 다양한 雜體詩를 제작하였고,

가치가 더욱 높은 것은 다음과 같은 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생활 주변의 식물이나 기물을 소재로 한 연작시를 제작한 것도 그의 시세계의 한 특징으로 들 수 있

첫째, 鄭東愈의 『玄同室遺稿』, 金洛瑞의 『好古齋集』 등은 국내외에 그 문집이 전하지 않는다는

다.
『현동실유고』의 곤책에는 ‘文’이라는 항목 아래 15편의 산문이, ‘續編’의 항목 아래 14편의

점에서 가치가 크다.
둘째, 沈樂洙의 『恩坡散稿』, 李匡師의 『圓嶠集』, 鄭克淳의 『淵雷遺稿』, 李書九의 『惕齋詩拾

글이 더 실려 있다. 기름진 생선과 육류를 좋아하고 달콤한 엿을 즐겨 먹었으며, 옷을 유행에 맞추어

遺』 등과 같이 유일본은 아니지만 현재 알려진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자료가 많아 선본으로 평가할

입었으며 화려한 꽃을 정원에 두고 감상하였고 품위 있는 그림을 걸어놓고 보았고 음악도 좋아하여

만하다.

즐겨 들었다고 술회한 <怪石記>는 문학성이 높은 산문으로 평가할 만하다.4)

셋째, 李德壽의 『西堂先生集』, 洪吉周의 『孰遂念』 등과 같은 徐有榘의 自然經室 寫本은 이본으

그의 산문은 일반 문집처럼 序, 跋, 記, 說, 題後, 墓誌銘, 箴, 銘 등 다양한 산문이 실려 있는데 사
실을 변증하는 글이 많다는 점이 주목되며, 이러한 글의 상당 부분이 『晝永編』에 실려 있지만, 그렇

로서 가치가 높다.
넷째, 柳得恭의 『古芸堂筆記』 등과 같이 문집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선본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

지 않은 글도 제법 있다는 점에서 정동유의 학문을 논할 때 반드시 이 문집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
다.5) 특히 주목되는 것은 <字音往復書>이다. 이 글은 30조목에 걸쳐 聲韻學에 대한 왕복서한을 기록

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필사본 문집류를 중심으로 그 자료적 가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한 것인데, 부전지에 “與尹星州光垂往復”이라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성주목사로 있던 尹光垂와 토
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윤광수가 훈민정음에 대한 책을 편찬하였는데 이에 대한 왕복의 토론서한이
다. 정인보가 正音을 따진 남에게 준 선생의 편지를 찾아내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글을 가리킨다.6)

2. 유일본일 가능성이 높은 문집류
3) 『遣閒錄』(분류기호 17.3a)이 주목된다. 3권 3책으로 된 필사본인데 『公私聞見錄』을 한글로 번역한 책으로
우아한 궁체로 필사되어 있다. 마지막 면에 “淸衍公主親筆 莊獻世子第一女”라는 글이 적혀 있어 淸衍公主

① 鄭載崙의 『東平尉遺稿』

가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淸衍公主는 莊獻世子, 곧 思悼世子의 첫딸로 正祖의 누이가 된다. 사도세자의
庶女였기에 淸衍郡主에 봉해졌는데, 『承政院日記』에 따르면 고종 36년(1899)

8월 17일 淸衍公主에 추증되

鄭載崙(1648-1723)의 『東平尉遺稿』는 1책으로 권1은 『東平尉遺稿』이고 권2는 『翼孝公稿』이다.

었다. 이로 보아 이 筆寫記는 그 이후의 것이라 하겠다. 日本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賢淑傳』 역시 淸

輓詞를 위주로 한 시와 奏議類를 수록하고 있지만, 문학적으로 특기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캘

衍郡主가 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1881년 金在昌이 지은 <朝鮮國淸衍郡主墓誌>(규장각소장)에 따르면 婦人

1) 오용섭, 「캘리포니아대학 아사미문고의 선본」(『서지학보』 30호, 2006)에 아사미 문고의 유래에 대해 비교적

의 서법에 능하여 정조가 그가 쓴 글씨를 보고 간행하여 후세에 전할 만하다고 한 바 있다.
4) 이 작품은 필자의 『글로 세상을 호령하다』(김영사, 2010)에서 소개한 바 있다.
5) 『주영편』은 국내외에 여러 종의 이본이 존재하는데 특히 규장각에 소장된 가람문고본에는 “大正七年三月六

자세하게 밝힌 바 있다. 『돌려받지 못한 책들 : 캘리포니아대학의 우리 고서』(경인문화사, 2008)에서도 비슷

月辭朝鮮時, 奉呈鄭東愈晝永編一件, 鮎貝先生案下, 淺見倫拜具.”라 되어 있어 아사미가 1918 3월 6일 조선을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장재용, 「캘리포니아대학 동아시아도서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서지학보』 30호,

떠날 때 이 책을 한국 무속 연구에 일가를 이룬 아유카이(鮎貝房之進)에게 바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사미는

2006)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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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유 집안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구하였고 그 일부가 캘리포니아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정인보, <書晝永篇後>(『薝園文錄』中). 이 글에서 윤광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정동유와 柳僖를 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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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본 문집류의 자료적 가치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윤광수는 1786년 惠陵參奉, 1795년 全州判官, 1800년에 信川郡守 등을 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徐

의 주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회에서 활동하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요암유고』의 가치는 18세기

榮輔와 비교적 친하여 수창한 시가 전하지만, 그의 저술이 전혀 전하지 않아 자세한 학문을 알기는

부터 크게 유행한 소품문의 새로운 작가로 정기용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특히 가

어렵다.7) 다만 정동유의 <字音往復書>를 볼 때 훈민정음에 대한 저술 『正音演』을 편찬하였기에 이

죽의 문양을 곱게 하기 위해 칩거하던 범이 배가 고파 나왔다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는 내용과 사냥꾼

를 두고 정동유와 학술적인 토론을 벌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에는 방조이자 스승인 尹拯의 성운

을 보고 놀라 날아오른 꿩은 죽고 가만히 숨어 있던 꿩은 살아남았다는 내용의 <寓言>,

에 대한 학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崔錫鼎의 『經世正韻』, 申景濬의 『訓民正音韻解』, 南克寬의 『夢

가지고 만들지만 어떤 것은 밥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요강이 되는 사실을 두고 쓴 <尿缸說>, 남산에

囈集』 등 소론가의 성운학에 대한 저술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崔世珍의 『四聲通解』에 대해

있던 姜世晃이 경영하고 손자 姜彛天이 거주하고 있던 무한경루를 유람하고 쓴 <遊無限景樓記> 등은

서도 자세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윤광수의 답도 함께 실었다.8)

문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11)

같은 쇠를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대학에는 정동유의 또다른 저술 『閒古董』이 소장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유일본이다. 1책의 필사본인 이 책은 ‘鄭東愈’라 새긴 朱印이 찍혀 있어 정동유가

④ 金洛瑞의 『好古齋集』

수택본임을 알 수 있다. 陶宗儀의 『輟耕錄』, 周亮工의 『因樹屋書影』, 王士禛의 『池北偶談』 등 3
종의 필기를 초록한 것으로, 18세기 이후 조선의 문인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물과 제도의

金洛瑞(1757-1825)는 자가 文初, 호가 好古齋이며 규장각 書吏를 지낸 중인으로, 松石園詩社의 일원

장고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한편 서화 고동을 즐기면서 은일의 삶을 추구하고자 한 삶을 반영한 것

이었다. 『里鄕見聞錄』, 『風謠三選』 등에 일부 그의 시가 수록되어 있지만 문집은 이것이 유일하

이라 할 만하다. 중국의 서적을 초록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만드는 작업은 우리나라에서 17세기 許筠

다. 『호고재집』은 필사본 4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에는 22편의 산문이 실려 있는데 傳이나

의 許筠의 『閑情錄』에서 본격화되는데,9) 『한고동』이 이를 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

祭文 등을 통하여 金益春, 劉漢謙, 尙眞, 朴突夢, 文金生, 池德龜, 朴永錫, 洪明變, 金泓瑞, 金義鉉 등

관에 소장되어 있는 『林居四訣抄略』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책이다. 이 책은 兪彥鎬가 편찬한 것

위항인의 삶을 기록한 것이 특히 가치가 높다. 후반부는 「北征錄」인데 1784년 겨울 乾隆帝의 千叟

으로 추정되는데, 『東坡志林』, 『陳眉公秘笈』 등 당시 유통되기 시작한 중국 필기를 達, 逸, 止, 適

宴에 참석하기 위하여 正使 李徽之, 副使 姜世晃 등과 燕行할 때의 일을 간략하게 기록한 일기이다.

네 부류로 나누어 뽑아 실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책부터 4책까지에 583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송석원시사와 관련한 시가 많고 柳本藝, 崔允昌,
崔昌圭, 金琬, 千壽慶, 王太, 張混, 林得明 등과의 교유를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제법 있다.12)

③ 鄭耆容의 『蓼庵遺稿』
鄭耆容(1776-1798)은 자가 洛詹, 호는 蓼庵으로 鄭景淳의 손자이며10) 鄭東驥의 아들이므로 정동유에

3. 선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문집류

게는 堂姪이 된다. 정기용의 생애는 『현동실유고』의 <從姪學生墓誌銘>에 자세한데 같은 글이 『요
암유고』의 권수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효성이 지극하고 문학에 뛰어났으며, 문집과 다른
저술 십수 권이 있었는데 죽을 즈음에 남기기에 부족하다면서 불에 집어넣었다고 한다.
1책의 필사본인 『蓼庵遺稿』는 시와 산문을 구분하지 않고 수록하였다. 시는 申鼎基와 절친하여
그와 주고받은 것이 많다. “심지 한 치를 태웠다(爇繩一寸)”, “심지 두 치를 태웠다(爇繩一寸)” 등

① 鄭克淳의 『淵雷遺稿』
鄭克淳(1700-1753)은 자가 景仁, 호는 淵雷이다. 정극순은 鄭覺先의 손자로,13) 생부는 鄭錫敷인데 숙
부 鄭錫徵의 후사로 들어갔다. 懷德縣監, 花川縣監, 平壤庶尹 등을 지낸 것은 알 수 있지만 자세한 것

윤광수를 빠치지 말기를 당부한 바 있다.
7) 윤광수(1754-?)는 본관이 파평, 자가 稚圭 혹은 穉玉이며, 尹東暹의 아들이다. 鄭齊斗의 고손 鄭文升은 그의 사
위이다. 숙종 때의 명환 尹東昇이 숙부가 되고, 尹東晳이 당숙이 된다. 윤동석(1722-1789)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8세기 학술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沈錥의 제자이며 洪良浩와 사돈을 맺었는데 금석학에 조예가 높
았다. 19세기 중요한 시문을 모은 『幷世集』을 편찬한 尹光心이 그의 아들이다. 윤동석은 『老耘三官通』,
『吾憂編』 등의 저술이 알려져 있는데 캘리포니아대학에는 『老耘三官通』 중 금석문에 대한 자료를 따로
모은 『五耘樂事』가 전하는데 그의 친필본으로 추정된다. 윤동석에 대해서는 황정연의 「18세기 경화사족의
금석첩 수장과 예술향유 양상」(『문헌과해석』 35호, 2006년 여름)에서 다룬 바 있다. 『五耘樂事』 외에도
이 집안의 저술 역시 캘리포니아대학에 전하는 것이 많다. 윤동석의 『心經輯成』, 윤동섬의 『湖西日記』등
이 그러한 자료들이다.
8) 이상 정동유의 저술에 대해서는 졸고, 「정동유와 그 일문의 저술」(『 진단학보』 110호, 2010)에서 자세히 다
룬 바 있다. 이 글에서 회동 정씨 일문의 저술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요약하였다.
9) 18세기의 인물 朴光秀와 아들 朴春榮 등이 함께 필사한 허균의 『한정록』이 캘리포니아대학에 소장되어 있

11)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해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12) 『호고재집』은 김영진, <호고재 김낙서의 호고재집>(『고전과 해석』)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13) 鄭覺先(1660-?)은 鄭太和의 손자이며 鄭載岱의 三男이다. 자가 道甫이며 벼슬은 忠州牧使 등을 지냈다. 5책의
필사본인 『杜陵漫筆』은 卷頭題 아래 ‘孫克淳選’이라 하였으므로 손자 鄭克淳이 편집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캘리포니아대학에만 소장되어 있는 유일본이다. 서문에서 고향인 洪陽의 杜陵에서 만년 저술한 책인데 歐
陽修의 『歸田錄』에 비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에 현손인 鄭順朝의 발문이 있다. 『杜陵漫筆』은 정각
선이 겪은 일이나 자신의 집안 이야기, 당대인의 일화 등 다양하므로 기본적인 성격은 잡록이라 하겠지만, 권
4와 5는 대부분 자신이 보낸 간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집의 기능도 일부 하고 있다. 기생과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여러 편 실려 있으며, 노비들의 재산 증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성욕을 긍정하면서 여성의
개가를 주장하고 음담도 소개하였다. 한 예로 80살에 정절로 정려를 받은 여인이 임종할 때 자식을 불러 과
부는 반드시 속히 개가를 시키라면서 자신의 왼손바닥 가운데 있는 큰 흉터를 보이면서 젊은 날 음심이 동하

다. 허균의 문집 1책의 필사본 『蛟山集』도 소장되어 있는데 후대 문집을 초록한 것 중 文部 부분만 전하는

면 손으로 상을 쳐서 참다가 잘못하여 등잔의 못을 건드려 손바닥이 관통된 자국이라는 이야기를 싣고 있어,

것으로 추정된다.
10) 정경순에 대해서는 정은진,「鄭景淳의 저작과 二辛錄 三辛錄 所載 한시 고찰」(『漢文學報』 15호, 2007)에서

박지원의 <烈女咸陽朴氏傳>과 유사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또 자신이 열네 살 때 30세의 과부가 자신을 보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고 뺨을 비비고 품속에 손을 넣는 등 희롱을 당하였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과부의 다른 음행
이 탄로 나서 죽었다면서 과부를 개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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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본 문집류의 자료적 가치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은 알 수 없다. 정극순의 문집은 캘리포니아대학교 외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지만, 무엇을

떠날 때까지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앞부분의 서문과 함께 대부분의 글이 규장각본 『두남집』에

선본이라 하기 어렵다. 3책으로 되어 있는 캘리포니아본이 시와 문을 두루 싣고 있으며, 단정한 해서

수록되어 있다. 『두남집』과 동일하게 모든 작품에 제작 연도가 명기되어 있다. 다만 1759년부터

체로 필사되어 있고, 교정을 반영하여 종이를 오려붙여 수정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래도 선본에 가

1762년까지의 작품 중에는 『두남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도 있다.

깝다. 필자미상으로 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연뢰재유고』는 1책의 필사본으로 시와 산문을

제6책은 「壽北集」이다. 「수북집」에는 서해고인 신지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인 1673년부터 1773

포괄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본보다 수록 작품의 수가 훨씬 적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본에 수록되어 있

년까지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광사는 신지도를 수북이라 부르고 스스로의 호를 壽北老人, 혹은

지 않은 시문도 제법 된다. 규장각본은 『庶尹公遺稿』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역시 필사본이며 3책으

壽北累人이라 하였다. ‘수북’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祝壽北斗’라 하여 북두성에 임금의

로 되어 있다. 시를 전혀 수록하지 않고 산문만 실었는데 캘리포니아본에 보이지 않는 글이 여러 편

만수무강을 빌었으니, 임금에 대한 충을 강조한 듯하다.

이다.

그런데 『원교집』은 1773년 1월 숙형 李匡鼎이 세상을 떴는데 2월에 이광사가 부고를 받고 제문을

정극순의 시는 그리 많지 않지만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오언절구와 고풍에 능하였

지을 때까지의 글만 실려 있다. 이에 비하여 『원교집선』에는 <伯嫂申恭人墓誌銘>과 <祭伯嫂申夫人

으며, 인정물태를 낭만적으로 그린 작품 중 수작이 제법 있다. 『淵雷遺稿』에 실린 산문 중에 특히

文>, <叔兄艾叟先生記實文> 등 1773년 이후 1775년까지의 작품 몇 편이 더 실려 있다. 백수가 1773년

회화사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이 제법 많다. 金鳴國의 <金華叱石圖>, 궁중 화원인 咸世輝와 咸道

4월 죽고 이광사가 5월에 부고를 받아 제문을 지어 서울에 있던 둘째 아들 이영익에게 보내어 조상하

弘를 대상으로 한 <咸世輝傳>, 石陽正 李霆의 화첩에 대한 <石陽君傳家帖序>, 1748년 鄭敾이 정극순에

게 하였다. 완성된 『원교집』이라면 이들 글까지 당연히 포함하였을 것이므로, 『원교집』은 1773년

게 그려준 관동의 산수화에 대한 <海山十勝畵帖序>, 서양화를 논의한 <西洋畵記>, 화가 卞尙璧에 대한

2월에서 5월 사이에 필사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7)

전기 <卞氏畵記> 등이 그러한 예이다. 또 중국보다 뛰어난 매화 분재에 대한 <二小梅記>도 조선후기
문인의 원예 취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글이다.14)

『원교집』에는 그간 알려져 있지 않던 이광사의 시문을 상당수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또 규장각본 『두남집』처럼 『원교집』은 대부분의 작품에 창작 연월일이 명기되어 있다는 점에
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 특히 이광사의 가족에 대한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중 상당수가 『원

② 李匡師의 『圓嶠集』

교집』에만 실려 있다. 이광사는 죽은 부인에 대한 회한이 워낙 컸기 때문에 부인에 대한 글을 많이
지었다. 특히 이광사는 부인의 망일인 3월이 되면 거듭하여 제문을 지었다. 특히 『수북집』에는 1763

李匡師(1705-1777)의 문집 『원교집』은 10권 6책의 필사본이다. 그간 알려진 이광사의 문집은 두

년, 1764년 지은 <柳孺人亡日祭文>이 실려 있고 또 1767년 5월26일에는 부인의 무덤을 개장하였다는

종류가 있다. 『두남집』은 부령에 유배되어 있을 때 지은 시문을 모은 4책의 필사본으로 규장각에

이야기를 듣고 지은 <亡室柳氏改葬祭文>도 수록되어 있다. 이광사는 부인 이외에도 가족과 관련한 글

현재 전하고 있다. 규장각과 장서각, 고려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는 10권 4책의 필사본 『원교집』

을 많이 지었다. 젊은 날의 시문을 모은 『용진집』과 『원교집』의 산문은 대부분이 가족이나 벗에

혹은 『원교집선』은, 초고의 형태를 띠고 있는 『두남집』에 비하여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문집이라

대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수북집』에는 그의 형 李匡鼎 등 그의 가족과의 사랑을 절실하게 적은

할 수 있다. 초년과 만년의 시문을 일부 수록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부령 유배 시기의 시문으

글이 상당수 실려 있다. 길주에 유배되어 있던 이광정이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환갑을 맞은 이광

로 구성되어 있다.15)

사에게 옷을 보내는 애틋한 사정이 많이 담겨 있다. 특히 <祭家兄艾叟先生文>은 1700자를 넘는 장문

이에 비하여 캘리포니아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圓嶠集』은 이광사의 전 생애에 걸친 시문이 가장

의 제문으로 형제의 지극한 정을 느끼게 한다.

균형 있게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선본의 문집이라 할 만하다.16) 제1책은 표지 상단 우측에

『수북집』에만 보이는 시를 통하여 이광사의 신지도 생활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有懷>을

‘龍津員嶠’라 적혀 있는데, 본문은 ‘龍津集’과 ‘員嶠集’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광사는 부친상을

통하여 이광사가 金昌勳, 方祥喆, 崔大衡, 崔道衡, 姜夢輔, 石衍弼, 金潤大, 張齊宗, 朴維文, 金祥寶 등

치른 후 1730년 가족을 이끌고 陽根의 용진에 내려가 살았는데 이때부터 1732년까지의 시가 「용진

의 제자를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喜方祥喆遠來>는 부령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광사로부터 공

집」에 실려 있다. 「원교집」에는 1732년부터 1753년까지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표제에는 ‘員嶠

부를 배운 방상철이 헤어진지 4년 후, 7개월에 걸려서 수륙 3000리 먼 길을 마다 않고 신지도로 이광

集’이라 하였지만 내제에는 ‘圓嶠集’으로 되어 있다. <圓嶠說>을 지은 것은 1752년 3월 3일이지만

사를 방문한 사연을 적고 있다. 이와 함께 <趙景煥其章字說>을 통해서 이광사가 신지도에서 살던 집

「원교집」으로 볼 때 1732년 무렵부터 원교에 살기 시작한 듯하다.

에 대한 고증을 새로 할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이광사는 당곡에서 금곡으로 이주한 후 趙以彬을

제2책부터 5책까지는 「斗南集」이다. 이광사는 부령에서 자신의 호를 斗南이라 하였다. 서문에 따

주인으로 삼았다. 그간 황희의 후손가에 산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르면 두남은 斗滿江(이광사는 斗와 豆의 음이 가깝다고 하여 이렇게도 표기하였다)의 남쪽이라는 뜻이

이와 함께 이 책은 서예사적 가치가 높다. <李淸江墨跡後跋>에 따르면, 李濟臣이 지은 李彦迪의 江

라 하면서도, 부령이 북쪽 끝이어서 북두성의 남쪽에 있다는 뜻에서 북두의 남이라는 뜻으로 두남이

界祠廟의 기문 초본과 成渾이 李珥의 왕복서한에 붙인 평론을 벗 李德胤이 비단으로 장황하여 1책을

라 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하였다. 「두남집」에는 1755년 을해옥사가 일어날 때부터 1762년 부령을

만들고 그 아래 빈 종이를 붙여 이이가 성혼에게 답한 편지를 이광사의 글씨로 쓰게 하여 「李淸江墨
跡」을 만들게 된 것이라 한다. 또 <謹書南池耆老帖一通復題其下>는, 1629년 이광사의 5세조 李惟侃의

14)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필자의 「정극순의 연뇌유고」(『문헌과해석』 통권 36호, 문헌과해석사, 2006)에서 다룬
바 있다.
15) 심경호의 『신편 원교 이광사 문집』(시간의물레, 2005)은 그간 알려진 이광사의 문집을 비교하여 정본을 만
든 것인데, 캘리포니아대학의 『원교집』은 누락되어 있다.
16) 이하 이광사의 문집에 대해서는 졸고, 「버클리대학 소장 『원교집』에 대하여」(『문헌과해석』 통권38호,
2007)에서 다룬 것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기로회 계회도를 이광사의 조카 李世翊이 소장하고 있다가 이유간의 아들 이경직이 지은 서문, 張維
와 朴世堂의 발문을 합쳐 첩을 만들고 이광사에게 발문과 글씨를 청한 경과를 적고 있다. 그밖에 <題
徐散騎摹刻繹山碑後>는 徐鉉이 모각한 역산비가 六朝 때의 것임을 밝힌 글로 서예사에서 주목할 만하
17) Chaoying Fang의 『The Asami Library』(University of Califonia Press)에도 이광사의 생전에 필사된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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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책으로 나누어져 있고, 권두에 席帽山人 自序와 李調元의 序, 潘庭筠의 서, 祝德麟의 <論韻學序>가

『원교집』에만 전하는 산문을 통하여 이광사의 저술 등 여러 문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강산시집에 서문 다음 실려 있는 이조원과 반정균,

<先世言行錄序>를 통하여 이광사가 1732년 시조 德泉君 이하 선조의 언행록을 모아 『선세언행록(先

축덕린 등의 <評語>가 권1 앞부분에 실려 있다. 권4 끝에는 강산시집과 마찬가지로 이조원의 <題薑

世言行錄)』 1책을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冠禮儀節跋>에 따르면 이광사가 부령에 유배 간 이

山詩集後>와 沈心醇의 <集中名句余已采入匏尊詩話因題>가 붙어 있다. 강산시집과 동일하게 1772년

후 이광사에게 배우던 문생들의 관례 절차를 적은 『冠禮儀節』을 1762년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터 1777년 사이의 작품 294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작품의 제작 연대가 표기되어 있다. 작품 중에는

그밖에 문헌과 관련한 것으로는 1764년 지은 <觀徐四佳類合>이 크게 주목할 만하다. 徐居正이 『천자

이조원, 반정균, 축덕린 등의 평이 달린 것도 있다.

문』처럼 한자를 나열하고 한글로 뜻을 풀이한 책이 조선후기까지 왕실에서부터 사대부가에서 널리

척재집은 1책의 필사본으로 표제는 ‘惕齋詩集’으로 되어 있지만 권두제가 ‘惕齋集’으로 되어

읽혔다. 물론 柳希春의 『신증유합』과 별개의 책이다. 字學에 관심이 높았던 이광사였기에 『유합』

있다. 내용은 강산전서에 수록된 修綆室 소장 척재집의 시 부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衡夢

을 읽고 그 오류를 지적하였다. 여러 도서관에 『類合』이라는 제목의 고서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館’, ‘浩遠’, ‘金翼熙印’ 등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데 김익희(1855-?)는 대한제국 시기 법률을 담

이광사가 지적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책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편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상당수

당하는 하급 관원이었다. 수경실 소장본과 함께 척재집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의 『유합』은 본문을 검토하여 이러한 내용이 수록된 것이면 그 편자를 서거정으로 표기해야 할 것
이다.18)

캘리포니아대학에 소장된 이서구의 저술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척재시습유다. 강산전서에 이 이
름의 시집이 전하지 않거니와 수록된 작품 자체가 기왕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 권두에 ‘此心映到湖
心月’, ‘映湖鼎湖’, ‘石顚山人’ 등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 승려 朴漢永이 소장한 것임을 알 수 있

③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다.22)
이 책은 『척재집』에 실리지 않은 작품을 따로 모은 것으로 1777년 이후의 작품들과 1777년 이전
‘絅菴’, ‘李畹秀

의 작품 가운데 『척재집』에 누락된 연작시들을 모은 문집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척재시습

印’, ‘李德懋子’, ‘蕙陵氏’ 등의 장서인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이덕무 집안에 전승되던 것임을

유』는 권을 따로 나누지 않고 시체별로 작품을 수록하였다. 오언절구 23제, 칠언절구 57제, 육언절구

알 수 있다. 『古鮮冊譜』에 아사미가 수집한 것을 본 적이 있다 하였는데 이 책으로 추정된다. 전체

9제, 오언고시 22제, 칠언고시 7제, 오언율시 86제, 칠언율시 76제, 도합 280제가 실려 있다. 가장 많은

71권 32책 중에서 현재 57권 26책이 전한다.

각권의 卷尾에 筆寫記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순조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존경각본 『강산초집』에 실려 있는 것이 많다. 또 『강산초집』에 보이지 않

9(1809)년 봄부터 1810년 여름 사이에 필사하였으며, 이덕무의 벗인 李漢述의 아들 李畹秀가 중심이

는 일부 작품은 自然經室藏本 『薑山詩集』과 『白鶴山樵小笈』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惕齋集』 계

되어 20여 인이 동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본은 일제강점기 이 책을 필사한 것으로 오탈자

열 중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진 수경실 소장본과 겹치는 것이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목이 같은 작

李德懋(1741-1793)의 『靑莊館全書』는 정고본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가 제법 있어 이 책을 가장 선본으로 보아야

있다.19)

한다.20)

품이 더러 있지만, 작품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연작시의 경우에도 동일한 작품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척재시습유』는 『척재집』에서 누락된 한시를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薑
山初集』 등에는 20대의 작품을 모았기 때문에, 20대 이후의 작품 중에도 『척재집』에 수록되지 않

④ 李書九의 『惕齋詩拾遺』

은 작품은 『척재시습유』에만 수록된 것이라 보아야 할 듯하다. 『척재집』에는 1822년까지의 한시
李書九(1754-1825)는 왕실의 후손이며 명문가의 후예로, 판서를 지냈고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우의정
에까지 임명되었으니 결코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의 문집은 인쇄된 판본
은커녕 필사본조차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다. 지금 전하는 이서구의 문집으로는 薑山初集, 惕齋集,
薑山詩集, 惕齋遺稿 등이 알려져 있다.21)
캘리포니아대학에는 이서구 문집이 3종 전한다. 薑山初集, 薑山詩集, 惕齋詩拾遺가 그것이다.
4권 2책의 필사본 강산초집은 좌측 하단에 ‘席帽山房’이라 적혀 있는데 적히지 않은 면도 있는
것으로 보아 석모산방에서 필사된 책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추정되며 ‘석모산방’이 인쇄된 필사본
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산초집은 자연경실본 강산시집과 동일하지만 4권의 강산시집이

가 수록되어 있는데, 『척재시습유』에만 보이는 <甲申除夕>은 이서구가 세상을 뜨기 한 해 전인
1824년 제작된 것이므로, 『척재집』 편집 이후의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척재시습유』에는 동일한 작품이 『강산초집』, 『척재집』에 실린 것과 다른 제목으로
수록된 예가 많다. 예를 들어 『척재집』에 실려 있는 <懷荳湖僑居>는 『강산초집』에 <秋齋閑適戱畵
臨江小榭春柳掩映又有數葉漁船搖漾於紅橋白塔之間因題二首>의 두 번째 수로 실려 있으며 몇 글자에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하여 『척재시습유』에는 <懷荳湖喬舍>라는 거의 비슷한 제목으로 첫 번째 작품
만 실려 있다. 이외에도 『척재시습유』에 실려 있는 작품 중 상당수는 제목이 같더라도 내용이 다르
고, 제목이 다른데 시 자체는 동일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척재시습유』가 『강산초집』과는 관
련이 적은 시집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척재시습유』에만 실려 있는 작품 중는 관각시가 특히 많다.
이서구는 9회의 朔課試에서 6회 연속 장원을 하고 12월 表를 짓는 시험에서도 장원을 하였는데 이 때

18) 『東國樂府』, 『書訣』 등도 캘리포니아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東國樂府』의 후반부에는 李俁의 『大東金
石書』가 그 목록만 수록되어 있다.
19) 이하는 오용섭, 「청장관전서 정고본의 서지적 연구」(『서지학연구』 제39집, 2008)를 참조한 것이다. 자세한

의 작품이 여기에만 실려 있다. 이서구는 대궐의 여러 곳에 붙이는 春帖子나 端午帖도 많이 제작하였
는데 이러한 작품 역시 『척재시습유』에만 실려 있다.
『척재시습유』에만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 1777년 이전의 작품도 상당수 있다. 예를 들어 <送朴

내용은 이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20) 이덕무의 『淸脾錄』, 『雅亭遺稿』와 『二十一都懷古詩』, 『韓客巾衍集』 등도 캘리포니아대학에 소장되어

丈人美仲趾源>은 박지원이 1778년 이전에 개성의 연암협으로 갈 때 지어준 작품으로 『척재집』에 실

있다.
21) 김윤조 교수가 이들 자료를 모아 『강산전서』(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 2005)를 편찬하였는데 캘리포니아대

22) 박한영(1870-1948)은 호가 映湖 혹은 石顚으로, 근대 불교계에 이름이 높았고 石顚詩鈔, 石林隨筆 등의

학에 소장된 3종은 빠져 있다.

저술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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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送朴丈美仲趾源歸燕巖>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내용이 다르므로 원래는 연작시였는

립중앙도서관에, 권5와 권6은 규장각과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권1과 권2

데 『척재집』에 일부가 누락되었기에 『척재시습유』에 수록한 듯하다. 이처럼 『척재집』에 동일한

는 소재를 알 수 없다. 캘리포니아대학에 소장된 것은 권1과 권2의 일부를 초록한 것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작품이 『척재시습유』에 수록된 예가 많은데 이들 역시 대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26)

부분 누락된 연작시로 추정된다.23)

李用休(1708-1782)의 『惠寰詩抄』는 필사본 1책으로 되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는 다른 문집과 비교할 때 새로운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洪樂命

⑤ 申獻求의 『白坡漫稿』

(1722-1784)은 풍산홍씨 집안 사람으로 자는 子順, 호는 日新齋 혹은 新齋이다. 洪象漢의 아
들이며, 洪翰周가 그의 친손이고, 洪奭周, 洪吉周 등이 그의 종손이다. 연세대학교에 소장되

1책의 필사본으로, ‘季文’, ‘申獻求印’, ‘靈川人’, ‘白坡’‘臥念齋’ 등의 소장인이 날인되

어 있는 7권의 필사본 『신재집』을 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그밖에 李學逵

어 있는데 모두 申獻求(1823-?)와 관련한 것이다. 신헌구는 申宅權의 증손으로 자가 季文, 호가 白坡

(1770-1835)의 문집도 여러 종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 1책의 『秋樹根齋初稿選』, 『洛下生

혹은 臥念齋이다. 靈川은 그의 본관 高靈의 옛이름이다. 같은 이름의 『白坡漫稿』가 장서각에 소장되

集』과 『洛下生卷集』 등이 그러한 예인데 모두 『秋樹根齋集』과 대동소이하다.28) 金鼎鉉

어 있다. 「金華錄」, 「西征錄」, 「東征錄」, 「成都錄」, 「龍灣錄」 등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시이

(1778-1839)의 『剛齋遺稿』는 11권 5책의 필사본이다. 李若愚와 朴初壽의 序跋이 붙어 있

다. 卷2로 되어 있어 캘리포니아대학에 있는 것이 권1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 表箋과

다. 金鼎鉉은 자가 洛元, 初名은 克鉉이며 剛齋는 그의 호이다. 申綽, 李亮淵, 姜必斅 등과

祭文으로 채워져 있다.

절친하였다. 『剛齋遺稿』에는 권1에 「辨疑箚論」이 실려 있고, 권2부터 권10까지는 시인
데, 권2는 「南館倦遊錄」과 「東遊楓岳錄」, 권3은 「南遊日錄」 등의 시집으로 묶여 있다.
권10에는 시와 함께 律賦도 실려 있다. 권11과 12는 다양한 산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고려의

⑥ 기타

역사를 논한 <高麗史總諭> 등 주목할 만한 글이 제법 있다. 연세대학교에 13권 6책의 필사
李德壽(1673-1744)의 문집은 규장각 등에 『西堂私載』가 장서각에 『西堂先生集』가 소장되어 있
는데, 캘리포니아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西堂先生集』은

20권 14책의 필사본으로 徐有榘의 自然經

室藏 인찰공책에 필사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古鮮冊譜』에서 徐有榘의 自然經室에서 淨寫된

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수록 순서가 다르지만 그 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李祖黙(1792-1840)의 『烏雲稿略』은 1책의 필사본인데 규장각 등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29)

14권 14책의 필사본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이 책을 가리키는 듯하다. 장서각 소장 12권 12책본과
동일한 계열로 추정된다.24) 또 洪吉周(1798-1868)의 『孰遂念』 역시 16권 8책의 필사본으로 自然經室
藏 인찰공책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孰遂念』은 연세대에 소장된 韓氏文庫

5. 결론

本 5책과 규장각본 7책 등이 더 있는데, 한씨문고본이 가장 선본으로 알려져 있다.25) 그밖에 沈樂洙

(생략)

(1739-1799)의 《恩坡散稿》는 규장각에도 8권 11책본, 8권 9책본, 5책본 등 3종의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캘리포니아대학에 소장된 것은 8권 9책의 필사본이다. 아들 沈魯崇의 도장이 날인
되어 있고 孝田堂藏書라는 심노숭 집안의 印札空冊에 필사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선본일 가능성이 높
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4. 선본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문집류
柳得恭(1748-1807)의 『泠齋集』은 1책의 필사본으로 1779년부터 1800년 무렵까지 만년의
시를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록된 작품은 국립중앙도서관, 하바드옌칭도서관 등에 소장된
『泠齋集』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권 1책의 『古芸堂筆記』도 캘리포니아대
학에 소장되어 있다. 『고운당필기』는 모두 6권 3책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권3과 권4는 국
26) 이상은 김윤조, 「『고운당필기』 연구 - 제 이본에 대한 검토」(『대동한문학』26, 2007)와 「『古芸堂筆記』
23) 이상은 졸고, 「버클리대학 소장 이서구의 시집에 대하여」(『문헌과해석』 통권42, 2008)에서 자세히 다룬 것
을 축약하였다.
24) 이덕수의 『罷釣錄』도 캘리포니아대학에 필사본이 전한다.
25) 洪奭周와 洪吉周의 시를 초록한 『怡餘略存』, 金邁淳, 洪奭周, 洪吉周, 洪顯周 등 4인의 시를 초록한 『四先
生詩文抄』 등도 캘리포니아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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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신발견 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대동한문학』 27, 2008)를 따른 것이다.
27) 홍낙명의 저술에 대해서는 정우봉, 「신재 홍낙명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일고찰」(『문헌과해석』 53호,
2010,12)에서 다룬 바 있다.
28) 『五家詩摘句』도 소장되어 있는데 丁若鏞, 李書九, 朴齊家, 柳得恭, 李學逵 등의 시를 초록한 것이다.
29) 李達(1539-1612)의 『蓀谷集』은 6권 1책으로 된 필사본인데 중간본을 후대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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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료를 대상으로 연구 과제를 진행해 왔다. 해외의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전적 자료 가운
데 소장 자료의 자료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기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서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사업’2)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자료를 1차 중기년도의 연구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

백진우(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고전적 자료 가운데 ‘아사미문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많
은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버클리대학교에서 196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구입해
온 한국 고전적3)인 ‘리치몬드문고’ 가운데도 중요한 자료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다.

목 차
1. 연구 과제의 목표 및 진행 상황
2. 버클리대 소장 자료 DB 구축 유형 및 현황과 이용 방법

본 사업단에서는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에서 모든 권역센터가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
성하고, 버클리대 소장 한국고전적 자료의 특별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첫째, 버클리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한국고전적 자료를 대상으로 상세한 서지목록을 작성한다.
정확한 서지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전문 연구자들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서지목록

2.1 기본정보

은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의 자료 유형 가운데 기본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2.2 상세정보

둘째, 자료적 가치가 특별히 높은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자에게 위촉하여 해제를 작성한

2.3 원문이미지

다. 이를 위해 버클리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등급 분류 작업

2.3.1 국내연구자

을 실시하였다. 이 해제 자료는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의 자료 유형 가운데 상세정보로 활용할

2.3.2 국외연구자

수 있도록 가공한다.

3. 연구 결과물의 활용 현황 및 향후 활용 방안

셋째,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원문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한다. 국
내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본 자료, 자료적 가치가 높은 이본(異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자료를

3.1 활용 현황

디지털화함으로써 국내외 연구자들이 해당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2 향후 활용 방안
4. 앞으로의 과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6월 까지(총 32개월)로 예정된 1차 중기년도 사업 기간 동안의 연구 진행
을 위해 본 사업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목표를 세웠다.
【표1】항목별 연구 목표

1. 연구 과제의 목표 및 진행 상황
유형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으로 명명된 본 연구 과제는 2008년 11월에 시작되었다. 이 과제에는
서울대학교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한국국학진흥원(영남권역센터), 전북
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호남권역센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해외권역센터)이 참여하여 의궤·족
보·고서·고문서 등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학자료를 DB로 구축해 왔다. 그리고 한

기본정보

최종 산출목표

1차년도 산출목표

2차년도 산출목표

3차년도 산출목표

9,600매

9,600매

수정 및 보완

수정 및 보완

11,250매

3,750매

6,000매

1,500매

200,000면

6,700면

100,000면

93,300면

문헌정보
상세정보
원문이미지

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에서는 각 권역에서 구축한 연구 성과를 하나로 묶어 내기
위해 자료의 유형별로 표준화안을 개발하였고, 이를 다양한 방식의 검색 방식을 제공하여 개별 자료

2)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82년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의궤류 86종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

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각 권역 별로 특화된 자료

해 온 이래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방대한 연구 성과를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중앙허브의 주관 아래 통합 자료 서비스가 구축되었으며 곧 개통을 앞두

미국 소재 기관 중에는 미국 의회도서관,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고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3) 버클리대학교에서는 자체 기금을 마련하여 1960-1970년대에 한국 고전적을 다수 구입하였다. 이 자료의 존재

있다.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는 이 가운데 해외권역센터를 맡아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전

에 대해서는 천혜봉 선생님이 언급한 적이 있으나,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한 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북부지
역도서관시설(NRLF)에 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물 조사는 미처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2005년 버클리대 동

1) 2011년 4월 30일 현재 각 센터별로 연구 성과를 DB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종 마무리 작업을 거

아시아도서관의 한국학사서로 재직중인 장재용 선생님과 오용섭 선생님이 일일이 실물을 확인하며 기초적인

쳐 오는 2011년 7월부터는 센터별로 특화된 홈페이지가 개통될 예정이다. 센터별 자료를 모두 모아 구축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6년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2차례의

중앙허브의 통합자료 서비스는 홈페이지 http://www.kostma.net 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현지 조사를 통해 실물을 확인하고 서지정보를 기록하여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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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를 위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3 원문이미지
① 해당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할 문헌정보
의 유형은 기본정보이다.

현재 총 370,000면의 원문이미지 DB를 구축하였다. 이는 목표치 대비 185%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② 양질의 상세정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본정보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해제위원
들이 해당 자료의 원문이미지를 반드시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버클리대와의 협약에 따라 소장 자료 전체를 디지털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는 12월에는
800,000면의 원문이미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목표치 대비 400%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③ 본 사업단에서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에 우선적으로 원문이미지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한 자
료들은 대부분 희귀 필사본 자료로서 촬영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원문이미
지 구축 계획은 해당 기관의 자체 규정과 내부 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상기 세 자료 유형의 연구 목표를 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달성하거나 상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은 사업 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구축한 연구 성과를 수정·보완하는 작업
을 진행하고, DB 작업의 마무리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현재까지 구축한 연구 성과의 자료 유형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연구 성과의 DB 구축 현황과 질적인 측
면을 살피도록 하겠다.

【표2】1차 중기년도 연구 진행 현황 (2011년 4월 29일 현재)
유형

최종 산출목표

달성

달성률

비고

기본정보

9,600매

9,600매

100%

수정/보완 완료

상세정보

11,250매

11,000매

98%

진행중

200,000면

370,000면

185%

진행중

2. 버클리대 소장 자료 DB 구축 유형 및 현황과 이용 방법

문헌정보
원문이미지

본 사업단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번 사업의 연구 성과를 기존에 구축해 둔 한국학 관
련 DB와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이용자의 성향, 이용 목적, 이용 형태를 고려한 결과이다.
아래에서는 자료의 유형별로 DB 구축 현황과 이용 방법을 살펴본다.

현재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는 6월 사업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최종 연구 성과의 자료 유형
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2.1 기본정보
【표3】최종 연구 성과 예상

앞서 연구 진행 현황을 통해 제시했듯이 기본정보의 경우 1차년도에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버클

최종 산출목표

달성

달성률

비고

리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전적 자료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연구였기 때문

기본정보

9,600매

9,600매

100%

6월30일 예정

이다. 그 결과 1차년도 사업 기간 동안 버클리대 소장 자료 전체에 대한 기본정보 작성을 완료하였다.

상세정보

11,250매

12,000매

106%

6월30일 예정

200,000면

800,000면

400%

12월31일 예정

유형
문헌정보
원문이미지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진 내부에서 전체 자료를 재검토하였고, 해제위원들이 상세정보를 작성할 때 기존 서지사항의
오류를 검토하는 항목을 둠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기본정보의 오류를 정밀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오류를 바로잡았고, 기존에 미처 밝혀내지 못했던 정보들을 확

1.1 기본정보

인하여 기재하였다.

기본정보 항목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작성을 완료한 후, 2차년도와 3차년도에 걸쳐 수정과 보완 작

음의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학술적인 목적의 서지목록으로 활용이 가

업을 완료하였다. 수정 및 보완 작업에는 해제 작성에 참여한 해제위원들의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반

능하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시한 고서 목록 기술 규칙으로 제정한 기술 규칙4)을 준수함

영하였다.

으로써, 전문 연구자들이 학술적인 목적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5) 둘째, 한국학자료센터

기본정보를 DB로 구축할 때는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

1.2 상세정보

4)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고서용-』, 국립중앙도서관, 2000.
5) 지난 2005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하기 시작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은 명실상부하게 국내외에

전체 예정했던 11,250매 가운데, 2차년도까지의 연구를 통해 8,000매의 상세정보 원고 작성을 완료
하였다. 3차년도에는 3,000매의 상세정보 원고를 작성함으로써 현재 11,000매를 달성하였다. 연구 종료
시점에는 최종 산출목표를 상회하는 12,000매의 상세정보 DB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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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전적의 목록을 한 자리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0년 11월 현재
전국의 대학·박물관·사찰 등 52개 기관과 국외의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규장각과 장서각 등 가치가
높은 고전적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우선순위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의 고전
적을 총망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한국 고전적 자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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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허브에서 제시한 표준안6)을 준수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허브 및 각 권역센터에서 구축한 자료
DB와 연계하여 종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내 소장본보다 300여 년이나 앞서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정도전(鄭道傳)의 『삼봉선생불씨잡변(三
峰先生佛氏雜辯)』 초간본7)을 예로 들어 서지정보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국립중앙도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화면 아래쪽을 보면 표제, 저작자, 발행자, 발행년, 판종, 소장기관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정보 가운데 표제 항목을 클릭하면 더욱 상세한 서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지정보
는 고서 목록 기술 규칙을 준수한 것이므로, 전문 연구자들이 활용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다음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화면이다.

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지정보이다.
【그림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상세정보 화면
【그림1】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지난 2000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정하고 보급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은 전국의 모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해 검색해 보면 위의 【그림1】처럼 검색 결과가 출력된다. 본래

든 기관이 소장 자료의 정보를 동일한 규칙 아래 기술함으로써 표준화할 수 있게끔 제정한 전국 도서

검색어를 통해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의 목록이 출력되지만, 본서의 경우 결과가 한 건밖에 없기 때

관 공통의 규칙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 규칙을 통해 각 기관의 DB 구축을 용이하게 하고 기관

문에 1건으로 표시되었다. 또한 이 자료는 한국학자료센터 구축 사업의 결과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이의 정보 교환을 촉진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고서의 경우 오늘날의 책들과는 달리 형태를 규정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한국학자료센터’의 검색 결과에 공히 1건으로 표

하고 기술하는 규칙이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통일된 원칙에 따를 필요가 있다.

시되었다. 실제 한국학자료센터 항목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링크를 통해 한국학자료센터

【그림2】에서 보여주는 서지정보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을 따른 것으로서 표제, 편저자

중앙허브의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의 해당 자료 화면으로 연결된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

사항, 판사항, 발행사항(간사지, 간사자, 간사년),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만,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해서 서지사항을 확인한 연구자가 위의 링크 방식을 통해서

형태사항의 경우 책권수, 삽도(揷圖)의 유무, 광곽(匡郭)의 종류와 크기, 계선(界線)의 유무, 행자수(行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로 들어가 해당 자료의 상세정보(해제)와 원문이미지를 손쉽게 확인할

字數), 어미(魚尾)의 형태, 책의 실물 크기 등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기사항에는 장서인(藏書印),

수 있도록 하였다.8)

서문(序文), 발문(跋文) 등의 정보가 실린다. 이러한 정보들은 전문 연구자들이 자료의 실물을 보지 못
하는 상황에서 실물의 형태를 짐작하고 자료의 성격과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외소장자료 포함)를 통합 관리하는 총목록으로서의 위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다음으로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에서 구축한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

있다. 윤재민 외, ｢한문고전 정리·번역 시스템 연구｣, 『민족문화』 33집, 한국고전번역원, 2010.; 강순애, ｢해

지정보를 보겠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 링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한국학자료센터 중

외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3호, 2008.; 이혜은, ｢국립중앙도

앙허브의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의 검색 서비스(http://www.kostma.net/dbMain.aspx?lang=ko)를

서관 국외소재 고문헌 수집사업의 성과와 과제｣,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국립중앙도서

통해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별 자료에 대해 기존에 정보를 갖고 있

관, 2009.
6) 각 권역센터의 의견을 수합하고 중앙허브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한국학자료센터 자료별 DB구축 표준화안』

는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이 유용하며,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검색하고

과 『한국학자료 XML문서 기술규칙』에 따름.
7) 이 저술의 가치와 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논문을 참조. 오용섭, ｢『불씨잡변』 초간본의 서지
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33집, 서지학회, 2006.
8) 본 사업의 연구결과물을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탑재하고 한국학자료센터의 DB로 연결하는 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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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경우에는 후자의 방법이 유용하다.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다. 본 연구 과
제의 취지에 동감하여 성과물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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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의 검색을 통해 『삼봉선생불씨잡변』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이다.9)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CRMA: 기관세부구분자로서, 민족문화연구원 내 해외한국학자료센터를 의미한다.
KSM: 자료한정자로서, 한국학자료센터에서 구축한 한국학자료임을 의미한다.
WC: 문헌형식코드로서, 문집을 의미한다.

【그림3】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 기본정보 출력화면

1456: 원시자료작성간행년도로서, 이 자료가 간행된 연도인 1456년을 의미한다.
4790: 원시자료작성지역코드로서, 자료가 간행된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을 의미한다.
20090715: 디지털자료구축연월일로서, 이 자료를 디지털로 생성한 날짜를 의미한다.
RICH_0435: 기관별부여번호로서, 이 자료가 리치몬드문고 소장본이며 관리를 위한 일련번호가 0435
임을 의미한다.
중앙허브에서 관련 인물, 관련 지역, 관련 연대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UCI 덕분이다. 또한 다른 기관과의 자료 연계도 기본적으로 UCI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사업
단에서는 중앙허브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모든 개별 자료에 대해 UCI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자
료를 관리하고 있다.
기본정보는 모든 권역센터가 준수하고 있는 ‘고서 DB 구축 표준화안’11)에 따라 XML 형태로 가
공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허브에서 구축한 DB를 통해 가공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항목은 분류, 작성주체, 작성지역, 작성시기, 형태사항, 비고, 소장정보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지정보와는 다소 다른 항목의 정보이다.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에 구축해 놓은 한국학 DB와의 연계를
통한 확장성이다. 특정한 정보 항목의 옆에는 아이콘이 표시되는데, 이 아이콘은 유관 DB를 통해 제
공되는 연계 정보가 있음을 의미한다. 검색자는 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주요

기본정보 항목 가운데 연구자들에게나 일반인들에게나 가장 생소한 부분은 바로 ‘자료UCI’ 항목

연계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다. 한국학자료센터에서 구축하는 모든 자료는 개별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10)를 가진다.
현재 한국학 분야에서 UCI를 활용하는 DB로는 한국학자료센터 외에 <한국역대인물 종합 시스

①

템>(http://people.aks.ac.kr/index.aks)과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 등

본 사업단에서는 개별 자료에 저편자로 관여한 모든 인물에 대해 고유 UCI를 확인하고 부기하였다.

을 들 수 있다. 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UCI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UCI를 통해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한국학자료센
터에서 구축한 개별 자료들은 모두 고유한 UCI를 가지며, 이 UCI는 일정한 약속과 체계에 의해 부여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기에는 작성기관, 원자료 작성연도, 원자료 작성지역, 디지털자료 구축일,

해당 인물에 대한 상세 정보 :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DB 연계

따라서 상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의 해당
인물 정보 화면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기존에 구축한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DB에서 제공하는 ‘과
거합격 상세정보’와 ‘인물사전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 고유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삼봉선생불씨잡변』의 UCI를 예로 들어 보자.

【그림4-2】 인물사전 상세정보

【그림4-1】 과거합격 상세정보

- 삼봉선생불씨잡변의 UCI
RIKS+CRMA+KSM-WC.1456.4790-20090715.RICH_0435
RIKS: 기관코드로서, 민족문화연구원을 의미한다.

9) 실제로는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에서는 기본정보, 상세정보, 원문이미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여
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기본정보 항목만을 설명한다. 상세정보와 원문이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한
다.
10)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에 개별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체계이다. 한국전산원이 추진하고

②

인물들 사이의 관계 정보 : <인물관계정보(만가보)> DB 연계

있는 국가 URN(Uniform Resources Names)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현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uci.or.kr/)에서 UCI 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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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인물관계정보(만가

통용되는 높은 수준의 전문 원고이다. 본 사업단에서는 버클리대 소장 자료 가운데 학술적인 가치가

보)>(http://www.kostma.net/FamilyTree/PersonIndex.aspx)의 해당 인물 상세 정보 서비스 화면으로 연결

높은 자료들을 선별하여 상세정보 작성을 진행했다.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필사본이나, 국내 소장본보

된다. 연결된 화면을 통해서는 가계도, 관련 한국학자료, 한국학자료 관련 인물, 해당 인물에 대한 만

다 간행 시기가 앞선 간본(刊本)들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선정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당 자료

가보의 원문이미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관련 한국학자료는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

(혹은 분야)에 대한 연구 논저를 제출한 연구자들을 해제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연구 결과물의 질적

브>(http://yoksa.aks.ac.kr/) DB의 해당 자료 항목으로 연결된다.

성취를 도모하였다. 1차 중기년도 기간 동안 총 75명의 연구자가 상세정보 작성에 참여하여 본 사업
단의 연구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13)

【그림5-1】 만가보 DB 화면 1

【그림5-2】 만가보 DB 화면 2

상세정보를 담당하는 해제위원을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① 해당 자료에 대해 기존에 논문을 제출한 연구자
② 해당 자료를 포괄하는 연구성과를 제출한 연구자
③ 해당 자료의 학문 분야를 전공하면서 그 분야의 연구성과를 제출한 연구자
또한 연구진 회의와 내부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상세정보 작성 표준안을 작성하였다.14) 상세정보
에 수록하는 정보의 범위가 필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지나치게 달라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
세정보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상세정보를 통해서는 자

③

시기정보 : 전자연표 서비스

료 정의, 편저자 사항, 구성 및 내용, 서지적 가치, 내용적 가치, 특기사항, 참고문헌 등의 정보를 제공

해당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정보를 XML 작성 규칙을 준수하여 기재함으로써 ‘전자연표 서

한다. 개별 자료 당 원고 매수는 200자 원고지 30매 분량을 기준으로 하되, 자료의 가치와 성격에 따

비스’ DB에 연계되도록 하였다. <한국학자료센터>에서 구축한 모든 자료들과 연계되어, 해당 자료

라 해제위원의 재량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단에서 수합한 원고는 중앙허브에서 제시한

자체가 가지는 시간적 의미, 혹은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사건을 연표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자료 XML 스키마안(http://std.kostma.net/Schema/2009/KSM.xsd)을 준수하여, 연구진 내부에서
XML 마크업 작업을 실시한 후 서버에 탑재하였다.

④

지역정보 : 전자지도 서비스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상세정보의 실제 화면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지역정보를 XML 작성 규칙을 준수하여 기재함으로써 ‘전자지도 서
비스’ DB에 연계가 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자료가 가지는 공간적 의미를 파악하고 여타 자

【그림6】 상세정보 화면

료와의 비교 및 통계 서비스를 가능케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기본정보 항목의 연구 결과물 활용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충실한 서지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
록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문 연구자들은 동일한 자료 혹은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한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UCI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학자료센터의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
스>로 연계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고 대중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에 구축한 자료 DB를 활용하고 연구 성과물 사이의 유기적인 연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
가공한 정보는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의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표준화안
에 맞게 작성한 자료들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안내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DB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더욱 큰 연구 범위에서의 접근을 가능케 할 것이다.12)

2.2 상세정보
본 사업에서 지칭하는 상세정보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학술 자료의 ‘해제(解題)’라는 명칭으로

12) 표준화안에 맞게 XML을 작성하고, 원문이미지 파일을 뷰어에 맞도록 가공하는 데에는 중앙허브의 이옥선 선
생님과 안성수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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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중한 원고를 집필해 주신 모든 해제위원 선생님들께 본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14)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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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위원이 작성한 상세정보에 대해, 공동연구원의 검수 작업과 연구원들의 교열 작업을 실시하였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① 1차년도에 스캐닝 작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다. 이후 연구원들이 중앙허브의 표준화안에 맞게 XML 가공 작업을 실시하여 DB 탑재가 가능토록 하

②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에서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문적 협력에 큰 의미를 둠으로써 가

였다. 특히 주요 정보인 인명, 지명, 문헌, 나라명 등에 마크업 작업을 함으로써 추후 이용자들이 자료

능한 한 많은 양의 DB를 구축하는데 협조하였다. 특히 원문이미지 DB 구축 기관인 Internet Archive

검색을 다양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서 요구한 연구 인력과 촬영 장비 등의 사안에 자체적인 대응자금을 투입하여 협조하였다.19)

본 사업단에서는 연구결과물로서의 상세정보를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제집 간행(3책 예정)을

③ 원문이미지 DB 구축 기관인 Internet Archive는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로서 DB 구

준비하고 있다. 상세정보를 작성한 자료 가운데 다시 학문적 기여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수

축 사업을 통한 이윤 추구보다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가치 있는 DB를 구축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록할 예정이다. 약 150종 가량의 자료를 예정하고 있다. 한편, 해제집에 수록되지 않는 자료들에 대해

두었다.

서도 애초의 계획대로 웹 DB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본 사업단에서 주요 자료로 분류하여 우선순위로 디지털 작업을 요청한 자료 가운데, 다음에
2.3 원문이미지

해당하는 자료들은 자료 보존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작업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문이미지 DB 구축은 이번 연구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다. 특히 현재 자료를

① 좀을 먹거나 손상이 있는 등, 작업 과정에서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국외에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원문이미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는 것은

② 일반적인 스캐너로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큰 자료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

③ 탁본·지도 등 섬세한 작업을 요구하는 자료

미국 소재 한국고전적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4월 현재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소장 자료 473종 965책 118,206

이상의 자료들은 버클리대 내의 문서보존처리소에서 별도로 촬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의 주요

면,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자료 84종 313책 48,592면, 콜럼비아대학 도서관 소장 자료 37종 95책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는 양 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거하여 오는 12월까지 촬영이 진

12,772면의 원문이미지 디지털화를 완료하였다.15) 그리고 본 사업단에서는 버클리대 소장 자료를 대상

행될 예정이다.

으로 738종 2511책 362,751면의 원문이미지를 확보하였다.16) 해외 소장 자료의 경우 주로 귀중본을 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고전적의 원문이미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마이크로필름 형태가 최선이었

선 작업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성과와 이번 사업의 성과를 더

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로 볼 때, 머잖은 미래에 연구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원문이미지 처리 기술

해 사실상 미국내 주요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한 셈이다.17) 현재 미국내 한국 고전적 자

이 확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원문이미지를 컬러로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료의 디지털화 현황은 다음과 같다.18)

원문이미지 뷰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실물에 가까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에 분
명하다. 또한 정확한 형태서지 사항을 수록한 서지목록을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실

【표4】미국내 한국 고전적 자료의 디지털화 현황 (2011년 4월 29일 현재)
소장처

종수

책수

면수

작업 주체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473

965

118,206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

84

313

48,592

국립중앙도서관

컬럼비아대 도서관

37

95

12,772

국립중앙도서관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738

2,511

370,00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총계

1,332

3,884

542,321

물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복제본을 손쉽게 만들어 전시(展示)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의 활용 빈도와 활용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성격
및 열람 목적에 따라 원문이미지 구축 성과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제공한다. 다만, 어느 경우에든
연구와 교육의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3.1 국내 연구자: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에서 제공하는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구축
한 연구 성과인 기본정보, 상세정보, 원문이미지를 모두 함께 서비스한다. 따라서 해당 자료에 대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다소 지체되었던 원문이미지 DB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최초에 목표로 설

사전 지식이 없이도 자료의 전모를 확인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다.

정했던 수치보다 많은 양의 원문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음과 같다.

15) 국립중앙도서관의 미국내 한국 고전적 디지털화 사업은 고전운영실의 이혜은 선생님이 담당해 오셨다. 또한
사업 진행 경과와 구축 결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 협조를 해 주셨다.
16) 이는 사업 시작 당시 목표로 했던 200,000면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17) 본 사업단에서 다음 중기년도 연구 과제 대상으로 일본의 동양문고를 선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8) 오는 2011년 12월 버클리대 소장자료 전체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800,000면의 원문이미지 DB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19) 원문이미지 DB 구축 목표를 양 기관이 계약서상으로 약속한 200,000면으로 제한하지 않고, 버클리대 동아시
아도서관 소장 한국고전적 자료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는 이들 자료가 소중한 문화 자산이며 연구 가치가 높
다는 데 양 기관이 이해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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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 정보 화면의 원문이미지 썸네일

2.3.2 국외 연구자: Internet Archive <Asami Collection and Korean Rare Books>
지금까지는 버클리대 소장 한국 고전적 자료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로마나이제이션으로 작성한 서명이나 저자명을 알고 있는 경우, 혹은 청구기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버클리대 도서관 홈페이지(http://oskicat.berkeley.edu/)를 통해 검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
외 연구자들이 한국 고전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연구 과제를 통해 국외 연구자들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
로 구축하였다. 영문 DB 및 홈페이지는 원문이미지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Internet Archive에서 함께
구축하고 있다. 양 기관 사이의 계약 일정에 따라21)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1년 4월 15일 현재, 버클리대에서는 미국내 동아시아도서관 사서 협의회(CEAL)에 영문 홈페이지
구축 사실을 공지하고 작업이 완료된 696종 2,799책의 원문이미지를 공개했다.22) 추후 대중에게 공개
할 때에는 본 사업단의 홈페이지, 중앙허브의 홈페이지, 버클리대 도서관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
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현재 Internet Archive에서 구축한 영문 홈페이지의 형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원문이미지에 대한 링크는 안내화면의 가장 하단에 위치하며 표지면을 활용한 썸네일을 클릭할 경

【그림9】 영문 홈페이지 검색화면

우 원문이미지 뷰어로 연결된다.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문이미지뷰어이다. 따
라서 다른 권역센터에서 구축한 고문서와 고전적 등의 원문이미지를 중앙허브에서 구현하는 것과 동
일한 형태로 원문이미지 자료를 제공한다.
【그림8】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의 원문이미지뷰어 구동 화면

Internet Archive에서 구축해 둔 홈페이지에서는 영문 서명 검색(Browse by Title), 영문 저자명 검색
(Browse by Author)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며 추후 검색과 이용이 더욱 편리한 형
태로 개편할 예정이다.

위의 원문이미지 뷰어의 세부메뉴를 통해서 확대, 축소, 페이지 이동, 페이지 직접 이동 등의 기능
을 사용할 수 있다.20)

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6월부터는 원문이미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21)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6월(총 32개월)이다. 양 기관의 실정과 행정 절차의 차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단과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사이의 연구 사업 계약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총 36개월)로 체결하였다.
22) 대중에게 공개하기에 앞서 현재까지의 작업을 CEAL에 공개한 이유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인 담당 사서들

20) 현재 원문이미지 파일을 원문이미지 뷰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중앙허브에서 파일을 가공하고 DB에 탑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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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1】 Internet Archive의 원문이미지 뷰어 : 『삼봉선생불씨잡변』 표지

【그림10】 영문 홈페이지 개별 자료 화면

【그림11-2】 Internet Archive의 원문이미지 뷰어 : 『삼봉선생불씨잡변』 첫면
【그림10】은 개별 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이다. 여기에서는 저자
(Author),

분류(Subject),

간사자(Publisher),

언어(Language),

고유번호(Call

number),

서지정보

(Description) 등의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한다. 서지정보는 우리나라에서 고전적 자료의 형태사항을 기
록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이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온라인으로 읽기(Read Online) 항목을 클릭하면 원
문이미지 뷰어로 연결된다.23)

23) 현재는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PDF로 읽기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황이다. 무단 복제의 가능성으로 인
해, 영문홈페이지의 공개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미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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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3】 Internet Archive의 원문이미지 뷰어 : 여러 장 함께 보기 화면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3. 연구 결과물의 활용 현황 및 향후 활용 방안
3.1 활용 현황
3.1.1 국내 연구 기관의 학술적 수요 충족
본 연구 과제가 시작된 이후로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한국 고전적자료에 대한 열람 요청과
활용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다. 본 사업단에서는 학술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연구 성과로 구축한 자료
들을 적극 제공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 연구 과제를 통해 추구하는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유관 기관과의 자료 공유화 기반 구축’이라는 연구 목표와도 부합한다. 지난 사업
기간 중에 유관 기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받아 연구 성과물을 제공하고 학술적 협력 관계를 구축
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 2010년 4월, 버클리대 리치몬드문고본 1,300종의 서지목록 제공
- 2011년 4월, 버클리대 아사미문고본 900종의 서지목록 제공

원문이미지 뷰어 하단의 아이콘을 통해 페이지간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낱장 보기, 맞장 보기,
여러 장 함께 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도 있다. 하단의 손가락 모양 스크

② 실학박물관 <다산과 가장본 여유당집 특별전>

롤바를 이용하면 원하는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자료의 URL을 추출하여 다른 연

- 2010년 3월, 다산 정약용 관련 귀중본 저술 12종 원문이미지 제공

구자와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 2010년 6월, 특별전시회에 복제물로 전시 활용

이처럼 본 연구단에서 구축한 연구 성과는 자료의 유형과 성격, 그리고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국립
중앙도서관,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 Internet Archive로 삼원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단의 홈

③ 동서양학술명저 번역사업 : 『이인상의 능호집 역주』(가제)

페이지에서는 각각의 DB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한다.

- 2010년 12월, 역주집 출판과 함께 간행할 도록집에 사용할 『보산첩』 원문이미지 제공

【그림12】 본 사업단의 홈페이지 링크 화면 (https://riks.korea.ac.kr/kostma/)

3.1.2 국내 연구자들의 학술적 수요 충족
본 연구 과제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한국고전적 자료들은 높은 자료
적 가치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연구년을 이용하여 교환교수나 방문학자의 자격
으로 버클리대를 방문하여 자료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물론, 순수하게 자료 열람만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며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결과 단일 문고 소장 자료로는 제법 많은 수의 저술과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역시 상당수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현재
버클리대 소장 한국고전적 자료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저술과 논문은 모두 40여 편에 이른다.24)
아울러 연구 논문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서지(書誌), 국문소설, 한
문학, 경학(經學), 음악사(音樂史)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 과제에 해제위원
으로 참여했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추후에 본 연구 과제를 통해 접한 버클리대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 논문을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분들이 많았다.25) 위와 같은 사례들은

24) 연구 초기에는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 혹은 국내 소장 자료보다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 개별 자료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국내 소장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 작가군이나 작품군으로 주제가 확대
되는 경향을 보인다. 버클리대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저 목록에 대해서는 붙임 #2를 참조 바람.
25) 설문에 응해 주신 해제위원 가운데 80% 정도가 이번 사업 성과를 활용하여 연구 논문, 저술 등을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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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 한국 고전적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지식이 있는 국외 연구자들이 자료를 손쉽게 활용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음을 증명한다.
아울러 본 과제의 연구 성과가 영문으로도 제공되는 만큼 국외 한국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3.2.4 대중적 활용 방안

활용을 유도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에서는 각 권역센터에서 구축한 연구 성과를 한 데 모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학자료 종합안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는 여러 자료를

3.2 향후 활용 방안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으며, 관련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관 자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학자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2.1 학술 자료로서의 활용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한 연구 성과는 그 자체로서 훌륭한 학술 자료이다. 먼저, 서지목록으로 함께
정리한 기본정보 DB는 버클리대 소장 자료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인 동시에 기초자료로서 기

4. 앞으로의 과제

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학술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상세정보 DB는 각 분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문적 자료가 될 것이다. 원문이미지 DB는 자료의 실물을 대신함으로써, 향후 연구

4.1 유사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 사이의 전략적 협조

자들에게 1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 성과를 DB로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구축한 DB를 꾸준하게 유지·보수하며 이

3.2.2 관련 학문 연구 촉진

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은 더욱 어렵다.29) 따라서 유사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
고 관련 DB를 구축한 기관들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그동안 버클리대 소장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않고 개인과 기관 차원에서 수많은 연
구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26)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을 방문한다고 하더라

구축했는가의 문제보다 어떤 자료를 구축했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을 들여 구축한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30)

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해당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촬영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이번 연구

특히 전산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사업을 통해 구축한 서지목록, 주요자료의 상세정보 작성, 원문이미지의 DB 작업은 관련 연구자들이

수 있을 것이다. 관계 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에 연구자의 눈길이 미처 미치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못했던 가치 있는 자료를 새롭게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에 연구가 진행되었
던 분야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도 연구가 시도될 것으로 기대한다.27)

3.2.3 국외 연구자들의 관심 유도 및 관련 연구 촉진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영문으로 자료 검색이 가능하고 원문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DB 구축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버클리대 소장 한국고전적 자료를 활용한 외국 학자의 논문은 1편에 불과하지만,28) 앞으로 전문적인

4.2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및 지원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전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실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는 데 앞서 자료의 규모와 가치를 파악하고 주요 자료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자료 소장 기관과의 학문적 유대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받기 위해
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 수행 기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지
원 기관에서는 안정적으로 연구 수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있다고 하였다.
26) 1994-1995, 서울학연구소의 미국소재 서울학 사료탐사작업; 2006, 다산학연구소의 다산 저술 정본화 사업 관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 『大方廣佛華嚴經』, 『金剛般若波羅密經』, 『六朝法寶壇經』, 『大慧普覺禪師

련; 2007, 충남대학교 우암연구소의 우암 관련 저술 조사 관련; 2008, 실학박물관의 다산 저술 조사 관련. 이

書』, 『近思錄集解』, 『書傳正文』, 『家禮』, 『地裝菩薩本願經』, 『新刊經書』, 『三經四書正文』 등 14종

밖에 자료조사를 위한 개인 연구자의 방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7) 2011년 4월 29일 현재 해제를 완료하고 XML 작업을 완료한 자료는 모두 333종이다. 이들 자료를 분야별로

의 자료를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29) 한 예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전적 자료 목록을 제공하던 <해외소장한국전적문

살피면 철학 23종, 역사 63종, 지리 22종, 공문·제도·법률 69종, 문학 82종, 금석 17종, 의학 10종, 필기잡록

화재> 사이트(http://koreanbooks.nricp.go.kr/)를 지금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외 한국문화재 정보관>

15종, 기타(예술·목록집·족보·농학·풍수도참·언어 등) 32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버클리대

사이트(http://overseas.nricp.go.kr/)로 통합 이관하였지만 새로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는 고전적을 문화재 유물로

소장 자료의 다양성과 함께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대변해 준다.
28) Ross King, ｢Pre-Imjin Kugyŏl Sources in North American Library Collections｣, 『구결연구』 제25집, 구결학

통합 분류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서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다.
30) 이번 사업에서 본 사업단이 구축한 연구 결과물을 이용 목적에 따라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 국립중앙도서

회, 2010. 이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의 한국 고전적 자료 가운데 구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활

관에서 함께 활용하는 방식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연구 성과 DB 공유 작업을 도와주신 중앙허브의 이옥

용하였다. 이 가운데 버클리대 소장 자료로는 『川老金剛經』, 『禮念彌陀道場懺法』 2종, 『現行西方經』,

선·안성수 선생님,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진웅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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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 사업단에서는 2차 중기년도 사업으로 일본의 동양문고를 선정하여 2차 중기년도 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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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상세정보 작성 표준안

수행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에 사업 진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
으며, 현재는 동양문고로부터 입수한 목록을 바탕으로 국내 소장 자료와의 비교 작업을 실시하고 있

▲항목 및 내용

다. 이를 통해 주요 자료를 선별하고 목록으로 만들어 오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현지 조사 작업에
대비 중이다.

1. 정의

일본 소재 기관의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사업단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기관에서는 연
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 고전적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일본
내의 다른 기관으로 연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이다.

해당자료에 대해 두 세줄 이내로 간략히 설명한다.
2. 편저자사항
저자․편자에 대해 소개한다. 잘 알려져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이름․자․호․관력․유
배경력 등의 내용, 사승 및 교유관계, 주요 저술 순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기술한다. 특히 해당자료와
관련한 내용은 비교적 상세히 서술한다.
3. 구성 및 내용
해당자료의 전체적인 목차 혹은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목차가 방대한 경우에는 문체별로 나누어 해
당 문체와 작품 수를 밝힌다. 방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목차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도 무방하다.
4. 자료 가치
① 서지적 가치
해당자료의 서지적인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한다. 본 해제 사업이 해외에 소장 중인 자료를 대상
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소장 자료와의 비교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② 내용적 가치
해당자료의 내용이 갖는 당대적 위상․연구 현황․전망 등 내용적 가치에 대해 서술한다.
5. 참고문헌
해당자료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들을 참고문헌을 3종 내외로 작성한다.
6. 기존 서지사항의 수정사항
기존 서지사항의 서명, 편저자, 간사시기 및 기타 형태사항 가운데 수정해야할 사항이나 새로 밝혀낸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요약한다.
✔ 위의 항목은 변경하실 수 없으며 전체 분량은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해제위원의 재량을 인정합니다.
✔ 다음 페이지의 해제원고 표기지침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 작성해주시고 파일이름은 자료명_해제집필자.hwp로 해주십시오
✔ 본 사업단에서 보내드린 형태서지의 내용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하시고 이메일을 통해 본 사업단에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단 검수위원회의 검수를 거쳐 수정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정 요구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기 및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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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표기는 한글 맞춤법 규정을 따른다.

[붙임 #2] 버클리대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저 목록

2. 한자는 한글 뒤에 괄호를 열고 표기한다. 같은 용어․서명․인명 등이 반복될 때에는 최초의 용례에만

<서지목록집/해제집>
Chaoying Fang, The Asami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한자를 병기한다. 【예】조선(朝鮮)

한국서지학회,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美國 BERKELEY大學 東亞圖書館 ASAMI文庫』, 199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수집) 한국고전적목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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