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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규장각 소장 攷事新書의 내용과 편찬과정 등

에 해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고 련된 몇 가지 문제를 규명하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필자는 고사신서를 단순히 攷事撮要를 개정, 증보한 것으

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당시의 편찬자들이 일상에 필요한 여러 정

보들을 담은 새로운 유서류 서 을 편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를 뒷받침하기 해 필자는 고사신서의 내용을 고사촬요의 그

것과 비교분석하 다.
한편 필자는 규장각에 소장된 고사신서의 네가지 본(古 5120-60, 奎 

6770, 一蓑古 031-Se61g, 가람古 031-Se61g)이 이 의 해제들에서 추측한 것

과는 달리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활 으로 인출된 본이고, 나아가 모두 

간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 다. 그리고 이들 본을 인출하는 데 사용

된 활자는 1723년 후에 주조된 後期校書館印書體字일 것으로 추정하 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고사신서 속에 12門으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는 내용

들을 분석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논의하 다.

핵심어: 攷事新書, 徐命膺, 攷事撮要, 類書類, 朝鮮後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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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攷事新書는 1771년 校書館 提調를 겸하고 있던 徐命膺(1716-1787)이 간행한 

서 으로서 체가 15권 7책으로 이루어져 있다.1) 고사신서는 일종의 유서류 

서 으로서 나라의 각종 문물에서부터 직생활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식

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수록하고 있었기에 간행 직후부터 당시의 유학자 지식인들

에 의해 수요가 높았던 서 이었으며 한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서 이었다. 일

례로 朴趾源(1737-1805)은 課農 抄에서 栗, 麥 등의 조목을 논의하면서 고사

신서의 련 내용을 인용하 으며,2) 李肯翊(1736-1806)은 燃藜室記述에서 조

세에 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 조목에 걸쳐 고사신서를 인용해 놓았다.3) 

한 丁若鏞(1762-1836)은 牧民心書에서 목민에 뜻을 둔 자가 법이나 제도 등과 

련되는 문제에 부딪힐 경우를 비해서 大明律과 大典通編, 萬機要覽,  

備局謄 과 함께 고사신서를 참고해서 미리 한편의 책으로 정리해 놓아야 한

다고 말하 기도 하 다.4)

이처럼 고사신서는 간행 직후부터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요긴하게 참고되고 

 활용되었던 서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그 간행경 와 

체  내용, 본 등에 해 제 로 된 분석이 진행된 이 없는 듯하다. 재까지 

고사신서에 한 연구는 간략한 해제의 수 에서 진행되었을 뿐이며, 그 내용

 1) 서명응의 字는 君受, 號는 保晩齋․澹翁, 本貫은 達城, 諡號는 文靖이다. 그는 吏曹 서 徐宗

玉의 아들이며, 正祖 에 의정을 지낸 徐命善(1728-1791)의 兄이자, 東國文獻備  ｢象緯

｣(1770)와 國朝歷象 (1776)를 편찬한 徐浩修(1736-1799)의 生父이다. 保晩齋라는 호는 

만년에 정조로부터 받은 것이다. 자연과학과 경학을 포 하는 13종의 술로 이루어진 保
晩齋叢書가 서명응의 표 인 술이다. 그 외에도 그의 문집과 술을 모은 保晩齋集
과 保晩齋剩簡이 재 규장각에 남아 있다. 서명응의 술 반과 保晩齋叢書에 해서

는 김문식, 1996, “徐命膺 著述의 種類와 特徵”, 韓國의 經學과 漢文學, 127-198쪽; 김문식, 
2006, “保晩齋叢書 해제”, 保晩齋叢書1(규장각자료총서),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

원; 박권수, 2008, “保晩齋叢書 속의 자연과학 지식”, 奎章閣 32, 109-137쪽을 참고할 수 

있다.

 2) 박지원, 燕巖集, 卷17, 別集 課農 抄 ｢播糓｣.

 3) 이 익, 燃藜室記述, 별집 제11권, ｢政敎典故｣. 

 4) 정약용, 牧民心書, ｢奉公六條｣ ｢守法｣, “有意牧民 , 宜取大典, 擇其要 , 別爲部分. 又取萬

機要覽, 備局謄 , 攷事新書等書, 撮其要 , 彙爲一編, 臨事 檢,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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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 개가 ‘攷事撮要를 개정, 증보한 서 ’이라는 정도의 간략한 설명

만이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5) 한 일부 고사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에도 

주로 의학이나 농법과 련된 분야에서 역시 소략한 해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부일 뿐이다.6) 그나마, 김문식이 서명응의 체 술에 해 정리하면서 

고사신서의 간행 경 와 체 내용을 항목별로 고사십이집과 더불어 비교 분

석해 놓은 논문이 연구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바가 된다.7)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이 을 통해서 고사신서의 내용과 편찬과정 등에 

해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고 련된 몇 가지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우

선 아래 2 과 3 에서 고사신서의 간행과정과 편찬의 필요성에 해 논의하

고, 나아가 고사촬요와 고사신서의 내용과 체재를 비교함으로써 고사신서
를 단순히 고사촬요를 개정, 증보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어서 4 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사신서의 본들에 해 상세히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규장각 소장본이 모두 동일 본의 간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 에서는 고사신서에 12門으로 나 어져서 

수록되어 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고사촬요의 비슷한 항목들과 하나씩 조하면

서 그 특징과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의 이러한 분석  작업은 고사신서
와 조선후기에 간행된 여타 유서류 서 들에 한 향후의 연구에 기 인 토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攷事新書의 간행 경

1514년(명종 9)에 魚叔權8)이 편찬한 고사촬요는 明나라와의 事大에 한 역

사  사실들과 사행여정, 국의 제, 일본과의 交隣 등에 필요한 외교지식들과 

 5) 기존의 해제들에는 규장각 소장본들의 본 사항에 한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런 

잘못된 정보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 참조되고 있다. 기존 해제의 오류사항에 해서

는 아래 3 을 참고할 것.

 6) 金信根 編著, 1988, 韓國科學技術史 資料大系 醫藥學篇 44, 驪江出版社. 참고로 이 책에는 

고사신서의 ｢日用門｣과 ｢醫藥門｣이 인되어 수록되어 있다.

 7) 김문식, 1996, 앞의 논문, 188-193쪽.

 8) 魚叔權은 左議政 世謙의 庶孫으로 본 은 咸從‚ 호는 也足 이다. 조선 기의 명한 吏文學

이자 訓蒙字 의 자이기도 한 崔世珍의 문인으로서 中宗代에 吏文學官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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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생활에 필요한 지식(外交書式과 앙과 지방의 官制‚ 科擧‚ 賦稅, 道路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書冊의 가격‚ 擇日法과 擇地法, 醫藥方 등)을 수록하고 

있는 類書類 서 이다. 어숙권에 의해 편찬된 고사촬요는 1514년에 편찬된 이

후 여러 차례 수정, 증보를 거치면서 간행되었는데, 1585년(선조 18) 처음 활자로 

인쇄되어 간행될 때에 이미 許篈에 의해 증보, 수정되었으며, 1613년( 해군 5)에

는 朴希賢에 의해‚ 1636년(인조 14)에는 崔鳴吉‚ 李植 등에 의해 수정, 증보되어 

간행되었다. 그 결과 고사촬요의 분량은 1518년 간행될 당시에는 2권 2책이었

지만, 1636년에 증보, 간행될 때는 3권 3책으로 늘어났다.9) 

고사신서는 이러한 고사촬요의 증보, 간행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편찬된 책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사신서는 처음부터 고사촬요와는 별도의 

책으로 기획되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고사촬요를 수정, 증보하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그 체재와 내용이 체 으로 수정되고 증보되자 그때서야 새로운 이

름이 붙어서 간행된 책인 셈이다. 

이런 사실은 고사신서의 卷首에 실린 서명응의 序文을 통해서 알 수 있다.10) 

서명응은 고사신서의 서문에서 자신이 교서  제조를 맡기 시작하 던 1769년

(己丑) 가을 이 에 이미 “교서 에서 고사촬요를 새로 인출하고자 했는데, 옛 

본이 소략해서 그것을 증보하고 삭제하려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11) 保晩齋年

 9) 수정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 따르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재 모두 13건의 

고사촬요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이 목록 상에서 史部 外交․通商, 
集部 雜家類, 集部 類書類에 흩어져서 분류되어 있다. 이들 13건의 고사촬요에 붙어 있는 

규장각 도서번호는 각각 다음과 같다. <一簑古貴 327.51-Eolga>, <가람古 327.51-Eolg>, <奎 

661>, <奎 1883>, <奎 1117>, <奎 1132>, <奎 1211>, <奎 2796>, <奎 7013>, <古 031-Eolg>, 
<一簑古 327.51-Eolga>, <古 327.51-Eo1g>, <想白古 031-Eo1g>. 규장각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해제에 따르면, 이들 에서 <一簑 古貴 327.51-Eo1ga>는 1636년(인조 14)에 訓鍊都監字로 

간행된 것으로 재 규장각에는 1책의 零本으로 소장되어 있다. 다음으로 <가람 古 

327.51-Eo1g>와 <古 031-Eo1g>는 모두 종 에 戊申字로 간행된 것으로 자가 上 · 中 · 下
卷 · 附 을 포함하여 체 3책 완질로, 후자가 1책의 零本으로 소장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一簑 古 327.51-Eo1gs>는 숙종 에 활자본(戊申字)으로 간행된 것으로 1책의 零本으로 소장

되어 있다. 정경희, “攷事撮要 해제” (규장각 원문검색 페이지) 참고.

10) 참고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찬사서에는 고사신서의 간행 경 와 련

된 기록들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고사신서가 간행이 완료된 후 조가 몇 차례 신하

들로 하여  고사신서를 가져오게 하여 그 내용을 참고하고, 그러면서 이 책의 편찬을 칭

찬한 기록들이 승정원일기에 남아 있을 뿐이다. 

11)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序｣, “己丑秋, 余提擧芸館. 先是, 館欲印攷事撮要, 以 本疏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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譜에 따르면, 金陽澤이 교서 의 제조를 맡고 있었을 당시 고사촬요를 증보한 

후 印刊하여 리 배포하고자 하 지만 오랫동안 그 뜻을 이루지 못하 다고 한

다.12) 아마도 애  김양택을 비롯한 교서  리들은 고사촬요를 과거와 같이 

수정과 증보를 거쳐서 인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3년간을 교열하고 

다시 4명의 제조가 달려들었으나 일을 성취하지 못하 다”는 것이다.13) 

이처럼 편집작업이 계속 종료되지 못하자 “右議政 金陽澤이 여러 차례 서명응

에게 말을 하여서” 교서 의 제조가 되어서 일을 맡아 달라고 한 듯하다. 이때가 

1769년 가을이었는데, 서명응은 교서  제조를 맡고 난 뒤에 燕行을 다녀오는 바

쁜 와 에도 편집작업을 계속하여 ‘門을 나 고 編을 묶는’ 편집작업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그는 고사촬요의 원본에다 10배 이상 분량의 내용을 증보해 넣었

다.14) 이후 서명응 자신이 “번잡하고 쓸데없는 것을 골라내고 긴요한 것을 보태고 

門戶를 나 고서 校書館 校理 鄭忠彦에게 맡겨서 함께 교감하게 한 다음에 다시 

金相國(김양택)에게 보내어 재차 增削 작업을 거친 연후에 각”했다.15) 이처럼 

고사신서는 서명응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수년간의 편집과 교

열 작업을 수행한 끝에 1771년에 비로소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 하고 싶은 은 고사신서의 편집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진행되었지만, 그 체재가 12門으로 정해지고 분량이 

15권 7책으로 폭 늘어난 것은 분명 서명응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이다. 

이런 은 서명응이 이후 고사신서를 다듬고 증보하여 攷事十二集을 편찬한 

사실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즉 서명응은 고사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고사

십이집을 자신의 ‘ 술’로 생각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고사십이집을 자신의  

보만재총서 속에다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최종 인 편집 이후 12門의 체재와 15권 7책의 분량을 지니게 된 새로

운 책은 더 이상 고사촬요의 증보 이라고 부를 수 없는 책이 되었던 것이다. 

且增刪.”

12) 保晩齋年譜, 卷3, ｢己丑(1769)五十四歲｣, “先是, 金陽澤爲校書館提調, 欲增補攷事撮要, 刊
印廣 , 而久未能成.” 

13)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序｣, “閱三歲, 更四提擧, 未就也.”

14) 保晩齋年譜, 卷3, ｢己丑(1769)五十四歲｣, “及公提擧芸閣, 屬托甚勸, 時公赴燕倥傯之中, 分
門彙編, 視撮要原本, 所增入, 不啻什倍.”

15)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序｣, “相國金公陽澤, 屢爲 于余. 余汰繁宂, 補緊要, 列門戶, 屬校

理鄭忠彦, 參訂校勘, 然後歸之相國, 又多損益, 以付諸剞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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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명응을 비롯한 학자들은 이 책에 고사신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서 간행한 것이다. 

3. 고사신서 편찬의 필요성

그 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서명응과 당시의 학자들은 고사촬

요를 수정하고 증보하는 계획에서 시작하 는데 ‘체재의 면 인 개편’과 ‘분

량의 폭 인 증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사신서라는 새로운 이름의 책을 편

찬하게 되었다. 그 다면 이와 같은 ‘체재의 면 인 개편’과 ‘분량의 폭 인 

증가’를 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추가 인 인력의 투입과 시간의 지체를 감수

하면서까지 그 게 했던 필요성은 어디에 있었을까? 고사신서와 고사촬요의 

목차와 내용을 자세히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 질문에 한 해답을 어느 정도 도출

할 수가 있다. 일단 고사신서의 체 7개 책에 수록된 권별 목차와 각 권별로 

실려 있는 항목의 숫자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책: 卷1 ｢天道門｣ (10항)

      卷2 ｢地理門｣ (7항)

      卷3 ｢紀年門｣ (2항)

제2책: 卷4 ｢典章門上｣ (13항)

      卷5 ｢典章門下｣ (37항)

제3책: 卷6 ｢ 禮門｣ (15항)

      卷7 ｢行人門｣ (27항)

제4책: 卷8 ｢文藝門｣ (7항)

      卷9 ｢武備門｣ (7항)

제5책: 卷10 ｢農圃門上｣ (56항)

      卷11 ｢農圃門下｣ (47항)

제6책: 卷12 ｢牧養門｣ (10항)

      卷13 ｢日用門上｣ (22항)

제7책: 卷14 ｢日用門下｣ (26항)

      卷15 ｢醫藥門｣ (96항)

한 아래는 종 에 간행된 활자본(戊申字) 고사촬요의 체 목차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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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 ｢上卷｣: 紀年[洪武元年(1368)-崇禎八年(1635)]. 

2책: ｢中卷｣: 中朝忌辰‚ 誕日‚ 表箋狀式‚ 文書 進式‚ 進貢方物數目‚ 馬色‚ 中原進貢

路程‚ 大明官制‚ 省府州縣總數‚ 各省道里‚ 文官服色‚ 武官服色‚ 文廟從

享. 

     ｢下卷｣: 接待倭人事例‚ 倭人朝京道路‚ 接待野人事例‚ 東西班散階‚ 六曹郞官所掌‚ 

祿 制‚ 京外官相避式‚ 給價式‚ 文武科榮親 ‚ 議親式‚ 敦寧式‚ 婚書

式‚ 笞杖徒流收贖‚ 奴婢決訟定限‚ 選擇‚ 雜方‚ 八道程途. 

3책: ｢附 篇｣: 本朝忌辰‚ 誕日‚ 進賀箋式‚ 各道方物數目‚ 宗廟配享‚ 功臣名號‚ 各衙

門品及所掌‚ 外方職品‚ 六曹所屬各司‚ 政官及凡相相避式‚ 大 科擧試‚ 

州縣春秋祭 ‚ 州縣釋奠 ‚ 州縣厲祭 ‚ 州縣養 宴 ‚ 鄕 ‚ 鄕飮酒

‚ 驛奴婢法‚ 田結收稅式‚ 量田法‚ 衙祿公 結數‚ 烽燧報准‚ 笞杖收贖‚ 

公議減等法‚ 禁刑日‚ 凡賣買限‚ 徵債法‚ 決訟日限‚ 公行往來分路‚ 諸道

漕轉‚ 五禮 婚書式‚五服國制‚干支古號‚ 十二月古號‚ 選擇諸方‚ 雜用俗

方‚ 痘瘡經驗方‚ 治癨亂‚ 治痢疾‚ 治瘧疾‚ 治胸腹痛‚ 治中暑‚ 治土疾及

痰喘‚ 辟瘟諸方‚ 救荒方‚ 飼征馬法‚ 經驗牧養方‚ 相良馬法‚ 辨駑馬法‚ 

相旋毛法‚ 相壽妖法‚ 治馬眼骨法‚ 相耕牛方‚ 治牛疫方‚ 算數法‚ 書冊印

紙數‚ 八道官職總數.

사실 고사촬요는 청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

한 기본 인 상식에 해당하는 지식들을 수록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리들이나 

지식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서 이었다. 게다가 이 책과 비슷한, 혹은 그

것을 체할 만한 서 들이 없었기에 고사촬요에 한 수요는 쉽게 어들지 

않았고, 이것이 조정에서 고사촬요를 계속 으로 印刊해서 배포한 이유 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요와 인기에도 불구하고 고사촬요는 당시 지식인들의 요

구에 충분히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이 많은 서 이었다. 그리고 고사촬요가 

시 가 내려오면서 지속 으로 수정, 보완되기는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시 의 변화와 맞지 않는 상당수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 표

인 내용들이 바로 권1의 ‘紀年’ 부분이다. 

에서 정리한 고사촬요의 목차 에서 3책의 ｢부록편｣은 그 체가 1636년 

인조  이후에 붙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3책을 제외하고 어숙권이 처음 편

16) 앞으로 이 에서 거론하는 고사촬요의 본은 종 에 3책으로 증보 간행된 본임을 

미리 밝 둔다. 上 · 中 · 下卷 · 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장각 도서번호는 <가람古 

327.51-Eo1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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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한 원본을 수정, 보완하여 간행되었던 1책과 2책의 체 분량 에서 반에 해

당하는 1책 체의 내용이 ‘紀年’의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1책 146면, 2책 194면, 

3책 182면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紀年’ 부분의 내용은 주로 明나라와의 事大 외교에 한 역사  사

실들로 채워져 있을 뿐이다. ‘기년’의 맨 앞 기사는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의 즉

에 한 내용이고, 이후 모든 기사들은 항목마다 大字로 명의 연호와 간지를 고 

이어서 字로 그 해가 조선 임  몇 년임을 는다. 그리고 모든 기사들에는 해

당 연도에 명과 조선 사이에 일어났던 외교 련 역사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데, 명에서 조선에 국호를 내린 일과 같이 명나라의 황제가 사신을 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먼  고 조선에서 사신을 견한 일들은 뒤에 었다. 물론 조선 

측에서 일어난 특기할 만한 사항들도  있는데, 특히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萬

曆 연간에는 明나라에서 구원병을 보낸 일 등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편, 1책의 ‘紀年’ 항목에 이어서 2책의 ｢中卷｣ 역시 체가 명나라와 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이다. 즉 여기에는 명나라 황제들의 忌辰日과 陵號를 

정리한 ‘中朝忌辰’과 황제들의 ‘誕日’‚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의 양식인 ‘表箋

狀式’과 ‘文書 進式’, 명나라에 보내는 공물의 물목인 ‘進貢方物數目’‚ 원에 사

신으로 갈 때의 노정을 정리한 ‘中原進貢路程’‚ 명나라의 제를 정리한 ‘大明官

制’‚ 명나라 각 성의 주  총수를 정리한 ‘省府州縣總數’‚ 북경에서 각 성까지의 

거리를 정리한 ‘各省道里’‚ 명나라 문무 의 복식을 은 ‘文官服色’‚ ‘武官服色’‚ 

명나라의 ‘文廟從享’ 등의 항목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 ｢下卷｣에는 여 히 여진족과의 교린을 다루는 ｢接待野人事例｣가 수록되

어 있는데, 18세기에 이르면 이미 명나라가 망해버리고 여진족이 청을 세우고 

원을 장악한 이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여진족과의 교린에 한 내용과 명나

라와의 사 외교와 련된 내용들은  時宜性을 얻지 못하고 한 실용성도 

없는 것들이었다. 다시 말해 세상과 사물에 한 실용  지식, 긴요한 지식을 담

는 ‘撮要’에 맞지 않은 비실용 인 내용이 고사촬요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나라와의 사 련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고사촬요는 그 체 체재 자체가 

몇몇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내용 한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유학자들과 

리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바로바로 얻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

한 책이었다. 우선 고사촬요가 여러 차례 증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몇몇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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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들이 앞뒤 부분에 흩어져서 수록되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 분야의 지식들

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실려 있어서 참고하기에 불편하 다. 를 들어, 醫藥과 

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2책 ｢하권｣의 ‘雜方’ 항목과 3책 ｢부록 편｣의 뒷부분에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흩어져 있으며, 擇日과 擇地, 風水, 擇方 련 내용 역시 2책 

｢하권｣의 ‘選擇’ 항목과 3책 ｢부록 편｣의 ‘選擇擇地’ 항목 속에 흩어져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고사촬요에는 이처럼 몇몇 분야의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와 목축, 원  등과 같이 실생활에 아주 실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농업이나 경제 련 내용 외에도 喪葬禮 등

의 법에 련된 내용과 심지어 本國의 歷史에 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처럼 고사촬요는 유학자들과 료들이 실생활과 직생활에서 사용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부족한 이 있었던 서 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게 부족한 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할 만한 마땅한 서 이 

편찬되지 않았기에 고사촬요는 여 히 사람들에 의해 지속 으로 구입되고 

한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고사촬요를 체할 만한 서 , 즉 일상

생활과 업무활동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撮要’의 서 이 편찬된

다면, 고사촬요로 향하던 수요가 곧바로 새로운 책으로 옮겨가게 될 것임은 어

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들이 당시 서명응과 

같은 학자로 하여  고사촬요의 소규모 수정, 증보 작업이 아닌 ‘체재의 면

인 개편과 내용의 폭 인 증보’로 사업을 확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수년간의 편집과 교감을 거쳐 완성된 고사신서는 天文과 地理에서부터 官制

와 文藝, 건축, 농업, 원 , 과수, 의약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과 직생활에 필

요한 기본  상식과 여러 지식들을 균형 있게 수록하여 실생활에 두루 참고할 수 

있는 실용서가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고사신서가 활자로 간행되어 유포되자

마자 “경향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서로 먼  얻으려고 다투었으며, 모두들 ‘하루라

도 이 책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17)

17) 保晩齋年譜, 卷3, ｢己丑(1769)五十四歲｣, “八月, 校書館提調, 攷事新書成, ( 략) 刊 之後 

無論京士野人, 爭先得之. 咸曰, 不可一日無此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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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장각 소장 고사신서의 본

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攷事新書가 모두 네 질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들은 부 완질인 15권 7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의 청구기호가 각각 부여되

어 있다.

<古 5120-60>, <奎 6770>, <一蓑古 031-Se61g>, <가람古 031-Se61g>

이들 본에 해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經․子集에 실려 있는 해제에서는 

<奎 6770>이 全史字 활자로 인간된 것으로 고 있으며,18) 규장각 인터넷 홈페이

지에 올라와 있는 ‘攷事新書 해제’에서는 <奎 6770>본과 <一蓑古 031-Se61g>본은 

全史字로 간행한 것으로, <가람古 031-Se61g>본은 後期校書館印書體字로 간행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19) 그런데 필자가 원본들의 본을 하나씩 조사한 결과, 규

장각에 소장된 이들 네 질은 모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활자로 인출된 동일한 

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네 질이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활자로 인출되

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일반 으로 활자로 인쇄를 할 경우, 인출된 면에는 활자 자체에 새겨져 있는 일

종의 결함들이 반 되어 남아 있기 마련이다. 를 들어, 활자의 특정한 획과 획

이 완 히 이어지지 않고 간에 끊어진 모양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획의 끊어

짐이 인출된 종이에 그 로 반 되어 남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획의 끊어짐

은 같은 활 으로 은 동일 본, 동일 쪽수의 면에서는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

다. 물론 이와 같은 결함들은 애  활자를 주조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같은 ‘不’ 자라고 하더라도 ‘획이 끊어진 활자’가 들어갔는지, 아

니면 ‘획이 끊어지지 않은 활자’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활 으로 은 면에서 

‘不’ 자의 모양이 다르게 인쇄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본의 책들에서 동일한 페

이지의 특정한 자가 모두 같은 모양으로 획이 끊어져 있거나 혹은 자의 획 

주변에 들이 동일하게  있다면, 이들 본은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활 으

로 은 것으로 야 한다.

18) 서울 학교 규장각, 1978,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經․子集, 180쪽. 

19) “攷事新書 해제”(규장각 원문검색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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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에 소장된 네 질의 고사신서에는 이와 같이 활자의 결함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획의 끊어짐 등이 모두 동일한 페이지에서 발견된다. 를 들어, 네 질 모

두 7책 1B쪽 오른쪽 다섯째 , 에서 두 번째 자인 ‘又’자와 세 번째 자인 

‘不’의 모양에서 활자를 만들 때 발생하는 ‘획이 끊어짐’이 네 질 모두에서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1책 권2의 19B쪽 일곱째 의 ‘大川’이라는 

자와 20A쪽의 넷째 의 ‘川’ 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川’ 자의 맨 왼쪽 획이 끊어

진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면들에 있는 ‘川’ 자들이 각각의 

획이 모두 온 히 연결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 페이지의 ‘川’ 자의 모양이 

특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규장각에 소장된 네 질에서 모두 해당면의 

해당 자에서 ‘川’ 자가 결락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런 은 6책 권 13A쪽 여

섯째  ‘永’ 자의 모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네 질이 모두 동일한 

본임을 보여주는 자들은 아주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규장각에 소장된 네 질

의 고사신서는 모두 동일한 본이므로 <奎 6770>을 여타의 것들과 별도의 

본으로 추정한 규장각 홈페이지의 기존 해제는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혹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규장각에 소장된 

네 가지의 본들이 동일한 을 가지고서 여러 시기에 인출한 것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활자 인쇄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

다. 왜냐하면 활자 인쇄의 경우 활자로 활 을 짠 후에 인쇄를 진행하는데, 인출

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활 을 그 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분해해버리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간을 행하고 난 뒤의 어느 시 에 활 을 다시 짜서 인쇄를 행하

다면, 인출된 결과물은 간본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규장

각에 소장된 고사신서의 네 본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의 배열이나 

획이 끊어진 자가 동일한 치에서 발견된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모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으로 은 본인 것이다.

그 다면 동일한 본의 이들 네 질의 고사신서는 언제 어떤 활자로 인출된 

것일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해서 所藏印 등의 몇 가지 문제에 해 논의를 진

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에서 청구기호로 구분하여 열거한 네 가지의 고사신서 에서 세 가

지에는 각각 所藏印이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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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 5120-60>: 소장인 없음.

<奎 6770>: 서문 첫 페이지에 ‘李運永字健之’이라는 소장인이  있음.

<一蓑 古 031-Se61g>: ‘藤田所藏’이라는 소장인이  있음.

<가람 古 031-Se61g>: 매 책의 첫 페이지에 ‘鄭錫祥印’이라는 소장인이  있음.

여기서 우선 <一蓑 古 031-Se61g>에  있는 ‘藤田所藏’은 일제시  이후에 

진 것이 분명하므로, 규장각 소장 고사신서의 인출연도를 추정하는 데 도

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반해 <奎6770>본에  있는 ‘李運永字健之’이라는 소장

인과 <가람 古 031-Se61g> 본에  있는 ‘鄭錫祥印’이라는 소장인은 인출연도를 

추정하는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우선 <奎6770> 본에 소장인을 은 李運永은 字

가 健之, 號가 玉局齋로서 1722년 태어나서 1794년에 죽었다.20) 다음으로 <가람 

古 031-Se61g> 본에 소장인을 은 鄭錫祥은 국조문과방록에 따르면 1736년 丙

辰 생으로 1769년에 廷試에서 합격한 이후 조 에 黃海都事 등의 직을 지낸 

인물이다. 따라서 이운 과 정석상의 소장인을 통해 볼 때에 규장각에 소장된 고
사신서들이 최소한 1794년 이 에 인출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규장각 소장 고사신서의 인출연 를 악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요한 근거로는 7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실려 있는 아래와 같은 교정자 

명단인데, 이 명단들은 네 질 모두에서 동일하다.

司準 御侮 軍 行忠武衛 副司果 張文郁

     御侮 軍 行忠武衛 副司果 張道行

     宣略 軍 行忠武衛 副司勇 高時俊

     宣略 軍 行忠武衛 副司勇 全壽明

     宣略 軍 行忠武衛 副司勇 趙光益 仝校

이들 명단은 편집에 직  참여하고 교정한 학자들의 명단이 아니라 편집이 완

료된 후 활자로 인쇄를 진행하는 작업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교열 작업에 직  

참여했던 하 직 료들의 명단이다. 이들이 하 직의 인 료들이라는 사

실은  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잡과방목, 각종 의궤 등에 수록되어 있는 

련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 이들 사료들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료

20) 李運永이라는 이름은 錦山郡邑誌(奎 17417) ｢先生案｣에도 등장한다. 여기에는 그가 ‘乙巳

年(1785)에 부임하여 己酉年(1789)에 체직하여 갔다’고 있다. 충청도 黃澗郡邑誌(奎 

10749)에도 ‘옛 수령’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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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주로 조  후기부터 정조  기까지 활동하 던 료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를 들어, 명단의 맨 마지막에 열거된 趙光益은 승정원일기 조 48년 

12월 17일(1772년) 조에 唱準이라는 벼슬을 지닌 인물로 거론되며,21) 1776년에 편

찬된 선원보략수정의궤에는 ‘折衝趙光益’으로  있다. 이와 같은 소장인과 

인쇄교열자의 명단 등을 살펴볼 때에, 규장각 소장 고사신서 네 질 모두는 1771

년에 교서 에서 처음 간행할 때에 인출된 初刊本일 가능성이 많다고 단된다. 

한편 이 동일 본의 고사신서들을 인출한 활자는 그 자의 모양을 살펴보건

 後期校書館印書體字라고 짐작된다. 이 後期校書館印書體字는 숙종 에 명나

라의 印書體 刊本에서 字本을 택하여 만든 철활자(前期校書館印書體字)를 경종 

인 1723년 직 에 다시 주조하여 만든 활자로서, 第2校書館印書體字, 後期校書

館鐵活字 등의 이름으로도 지칭되는 활자이다.22)

이와 련해서,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經․子集에 실려 있는 ‘攷事新書 해

제’ 등에서는 <奎 6770> 본이 全史字로 간행된 것이라고 고 있는데, 이러한 설

명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全史字는 純祖 16년(1816)에 媛嬪 朴氏의 

오빠 朴宗慶이 淸나라의 聚珍版 全史(二十一史)의 자를 바탕으로 주조한 銅活

字인데,23) 앞서 살펴본 로 <奎 6770> 본을 포함한 규장각 소장 고사신서는 

모두 1771년 당시에 인출된 간본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1794년 이 에 인

출된 본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1816년에 만들어진 全史字로 인출될 수는 없는 

일이다.

5. 고사신서에 수록된 항목별 내용과 그 특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사신서는 고사촬요를 증보, 수정하여 만든 것이

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과 분량을 비교해 보면 완 히 새로운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사신서의 첫머리에는 1771년(英祖 47)에 서명응이 쓴 自序와 13조의 

凡例, 체 目次가 실려 있는데, 특히 범례를 통해서 서명응은 고사촬요의 내용 

21) 唱準은 校書館의 잡직으로서, 인쇄된 원고를 唱讀하면서 교정을 담당하는 이를 말한다.

22) 後期校書館印書體字에 해서는 천혜 , 1991, 한국 서지학, 민음사, 382-386쪽을 참고할 

것.

23) 천혜 , 앞의 책, 404-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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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삭제하고 증보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사신서의 체 내용이 어

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에서는 이러한 범례의 조

목들을 따라 고사촬요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면서 고사신서의 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정리한 목차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고사신서는 체가 12門, 382항목

으로 나 어져 있는데, 그 에서 ｢典章門｣과 ｢農圃門｣, ｢日用門｣은 上下로 구분

되어 각각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門들은 각각 하나의 권으로 구성되어 

체가 총1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명응은 이후 이 고사신서를 새로 편집하

여 攷事十二集을 편찬했는데, 이때에도 그는 이와 같은 12門의 체재를 계속 사

용하고 있다.24)

서명응은 고사신서의 범례 첫 머리에서 “고사촬요에는 ‘皇朝에서 사신이 

오고 간 사실’을 수록한 것이 거의 반을 하고 있”다고 고 있다. 그러면서 이

게 고사촬요에서 사 와 련된 기사가 늘어난 것은 어숙권 이후에도 遲川 崔

鳴吉(1586-1647)과 澤  李植(1584-1647) 등이 증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실을 끌

어와서 덧붙 기 때문이라고 지 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와 같은 명나라와의 사 외교에 한 역사  사실들은 18세기에 어들면 더 이

상 시의성을 갖지 못한 내용이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皇朝의 正史가 이미 넓게 

퍼져 있었고  槐院(承文院)의 謄 이 있어 심히 상세하고 구비되어 있”었다. 따

라서 서명응은 고사신서에 명나라와의 사 외교에 한 역사  사실들을 “하나

의 편으로까지 만들어 실을 필요가 없”다고 단하 으며, 단지 “인사의 박한 

부분들만을 남겨놓는다”고 고 있다.25)

실제로 고사신서에서는 사 교린에 한 내용이 거의 삭제되고 그 순서도 뒤

로 보내서 권7의 ｢行人門｣ 속에 포함하 을 뿐이다. 물론 그 다고 해서 서명응이 

24) 攷事十二集은 보만재총서에 포함되어 있다. 고사십이집의 내용은 고사신서와 약간 

차이가 있다. 우선 그는 고사신서의 12문 에서 ｢農圃門｣과 ｢牧養門｣을 완 히 삭제하

고, 나머지 10門을 12門으로 확 하 다.  ｢典章門｣을 확 하여 建冠, 成憲으로 확  재분

류하 고, ｢日用門｣은 多能, 五六으로 확  재분류하 다. 이 에 해서는 김문식, 1996, 
앞의 논문, 190-191쪽을 참고할 것.

25)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撮要載皇朝使价往來之事實 , 幾占半部, 而其於人事之

切要則所闕多矣. 蓋魚叔權以學官, 撰事大文字, 故欲有所 , 而不得不然. 及至遲川澤 諸公, 
增補之時, 則皇朝事又多援据, 所以於此尤眷眷也. 式至于今, 皇朝正史, 旣已廣 , 又有槐院謄

, 甚詳且備, 則亦無待於此篇. 故今竝略之, 代以人事之切要 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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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린의 내용을 소홀히 다룬 것은 아니다. 고사신서의 범례에서 서명응은 

“事大交隣은 國朝의 큰 일이다. 그 표 의 식과 방물의 수, 사 단의 다소, 노정

의 원근은 별도로 1門을 세워서 行人이 살피도록 하 다”고 언 하고 있으며,26) 

26개의 항목으로 련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

서 고사촬요에 실린 것과 같은 역사  사실을 장황히 어놓기 보다는 국으

로 가는 사신 경로, 각종 문서 양식, 사신의 인원수, 일본으로 가는 국서의 서식, 

통신사 인원수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로만 채워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사신서에 事大交隣의 내용, 특히 국과의 事大에 한 내용이 

폭 축약되어 수록된 것은 淸나라에 한 事大에 소극 이었던 조선 정부와 유학

자들의 태도가 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사촬요가 명나라와의 사  외교 계에 한 사실들을 맨 앞에다 

어 놓은 것과 달리 고사신서는 ｢天道門｣을 맨 앞에 설정하여 天干 地支의 옛 

명칭과 하늘의 12次 별자리의 이름, 12개월의 별칭과 24 기의 순서, 태양이나 

성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28수  조선 지역에 해당하는 分野 등에 

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서명응은 凡例에서 “日用의 萬事가 하나라도 天時에 

근본하지 않음이 없으니, 天時는 人事의 근간이 된다. 그러므로 天道로써 맨 앞에 

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天道’에 한 내용이 아주 요하기는 하지만 그 

많은 내용들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가 아니기에, “다만 時日, 中星, 

風雨 만을 거론하여, 그 개를 살펴보도록 하 다”고 고 있다.27) ｢天道門｣에는 

古干支 · 十二宮名 · 十二月號 · 二十四氣 · 日景定時 · 中星定時 · 東國分星 · 風雨賦 ·

逐月起暴風日 · 擇日方 등 10개 항목이 서술되어 있다.

고사신서의 ｢天道門｣에 실려 있는 이들 항목 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

분은 맨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 擇日方의 항목이다. 여기에는 일상 생활과 련

되는 몇몇 종류의 吉日을 잡기 한 방법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를 들

어, ‘開基地吉日’은 건물을 造營할 때 터를 닦기에 길한 날, ‘竪柱吉日’은 집을 건

축할 때 기둥을 세우기에 길한 날, ‘上梁吉日’은 건물을 지을 때 상량하기에 길한 

26)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事大交隣乃國朝之大事也. 其表箋之式, 方物之數, 使价之

多 , 程路之遠近, 別立一門, 以爲行人之 .” 여기서 行人은 周禮에 나오는 직으로서 빈

객의 를 맡은 직을 의미한다.

27)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日用萬事, 無一不本於天時, 而天時爲人事之綱, 故首之以

天道. 然天道至大要, 非人人所可理 , 故但擧時日中星風雨, 以見其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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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정하는 법을 정리한 것이다. 한, ‘入 移居逐月吉日’은 이사하거나 옮겨 

살기에 좋은 날을 달별로 은 것이며, ‘萬通火星凶日’은 말 그 로 길하지 못한 

날을 은 것이며, ‘金樓四角方’과 ‘生氣法’, ‘本宮變卦起例’는 남녀의 연령에 따

라 길한 방 와 불길한 방 를 찾는 여러 방법 등을 정리한 것이다. 

흥미로운 은 고사신서 ｢천도문｣에 수록된 擇日 련 내용이 에서 열거한 

8조목 7면이 부라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통용되던 고사촬요와 비교하면 양

으로 상당히 어든 것이다. 

종 에 증보된 고사촬요에는 擇日 련 내용들이 2책 ｢하권｣의 ‘選擇’ 항

목과 3책 ｢부록 편｣의 ‘選擇諸方’의 항목 속에 서술되어 있다. 그 에서 2책의 

‘選擇’ 항목 아래에는 44개 조목의 기사가 12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

는 ‘나무를 심는 길일’, ‘ 나무를 심는 길일’, ‘채소를 심는 길일’, ‘상 이 부임하

는 길일’, ‘우물을 는 길일’, ‘술을 빚기에 좋은 길일’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련된 다양한 종류의 吉日을 잡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사촬요의 2책과 3

책에 수록된 擇日 련 분량을 모두 합하면 94개 조목 45면에 이른다. 한 3책의 

‘選擇諸方’이라는 항목에는 50개의 조목이 31면에 걸쳐서 수록되어 있는데, 그 속

에는 伐木吉日(벌목하기에 길한 날), 五運山安葬吉日(장사를 지내기에 길한 날), 

立祠宇吉日(祠 을 짓는 데에 길한 날) 등이 포함되었다. 

이 게 고사촬요에서 2책의 ｢하권｣과 3책의 ｢부록 편｣에 각각 擇日 련 항

목들이 통합되지 않고 각각 수록되다 보니 그 에는 복되는 내용들이 정리되

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되었다. 를 들어 ‘우물을 는 길일’을 잡는 방법이 2책

의 ‘選擇’ 항목 속에 있는 ‘穿井吉日’ 조목과 3책의 ‘選擇諸方’ 항목 속의 ‘穿井吉

方吉日’ 조목에 복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한 고사촬요에는 擇地 련 내용도 상당 분량 수록되어 있었는데, 2책의  

｢下卷｣의 ‘選擇’ 항목 속에 포함된 ‘第 風水’ 부분과 3책의 ‘選擇諸方’ 항목 속에 

포함된 ‘相 總論二十四龍安 方’ 부분이 그것이다. 이 ‘相 總論二十四龍安

方’의 내용은 24방 별로 해당하는 지맥에다 집터나 무덤 터를 정할 경우 집이나 

무덤이 자리잡는 한 방 를 坐向과 分金法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게 고사촬요에 많은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던 擇地 련 내용들은 고사신

서에서 완 히 삭제되고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고사촬요에 수록된 이와 같은 擇日과 擇地 련 내용들은 상당히 

번잡할 정도로 분량이 많았으며, 비슷한 내용이 겹쳐서 서술되어 있거나 조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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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량이 들쭉날쭉 하는 등 체 으로 일 성이 결여된 채로 서술되어 있

었다. 이에 비해 고사신서에는 擇地 련 내용은 삭제되고 擇日 련 내용도 

폭 축약되고 정리된 형태로 실려 있는 것이다. 

서명응은 고사신서의 범례에서 “고사촬요에서는 擇日하는 법을 복해서 

실으면서 그 번잡함을 꺼리지 않았다”고 지 하면서, 이 게 많은 분량으로 서술

한 것이 “어  어숙권이 택일법을 잘 알아서 그 게 했겠는가”라며 비 하 다. 

그는 택일법에 해서는 “반드시 司馬涑水가 장례를 치르면서 택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같이 행동할 필요도 없지만, 그 다고 해서 어  사람의 삶과 일용의 

삶 속에서 항상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서명응은 택일법 련 내용을 고사촬요와 같이 장황하고 세세하게 지 

않고 “지 은 모두 그것을 생략하고 다만 한두 가지를 보존하여 다만 本의 범

를 알도록 하고자 한다”고 하 으며,28) 실제로 고사신서에서 단지 8조목 7면 

정도의 분량으로 축소해 놓은 것이다. 

｢天道門｣에 이어서 수록된 권2의 ｢地理門｣에는 漢城府 · 八道程路 · 驛路 · 田結

總數 · 潮汐 · 止海溢法 · 江海起風止風法 등의 7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서명응은 

“이미 天道門이 있으면 地理門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地理門｣을 ｢天道門｣ 

다음에 배열하 다. 그러면서 유학자들이 지리에 한 지식을 참고하고자 할 때

에 “東國 地勝覽에 실린 것은 하고 번잡하여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고사촬요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소략한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 하고 있

다.29) 그러한 이유로 서명응은 고사신서의 ｢지리문｣을 고사촬요에 비해서는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해 놓았지만, 그 다고 해서 동국여지승람처럼 지나치게 

많은 분량으로 구성해 놓은 것은 아니다. 게다가 수록된 내용 에서 조선의 驛路

와 山川, 田結總數, 潮汐 등에 한 조목들은 고사촬요에는 실려 있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으로서 련 지역에 견된 수령이나 련 업무를 담당하는 리들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한편, 고사신서에는 권3에 ｢紀年門｣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고사촬

28)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撮要擇日之法, 重複該載, 不厭其煩. 豈魚叔權熟於擇日而

然歟. 擇日一事, 當以唐傅奕之說爲正. 雖不必如司馬涑水之葬不擇日, 然亦豈可以是爲人生日

用之常哉. 擇日一事, 今皆略之, 只存一二, 俾知 本之範圍.”

29)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旣有天道門, 則不可無地理門. 而東國地理勝覽所載 , 浩
繁難 . 撮要所 , 疏略爲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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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上卷의 紀年 부분과 달리 조선의 역사와 국가 기일 등을 어 놓은 것이다. 

서명응은 범례에서 “東國의 사람들이 국의 역사를 익히는데, 그 동국의 世代에 

해서는 망연히 몽매한 자가 많다. 이는 마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계보를 강

설하기 좋아하지만, 자기의 종 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비 하고 있

다. 그러면서 ‘歷代紀年’의 항목 아래에 “단군에서 고려까지는 國君의 원년이 

국의 어느 황제 몇 해인지를 상세히 살펴서 드러내어” 참조할 수 있도록 하 으

며, ‘本朝國忌’의 항목에는 단지 조선의 國忌日만을 수록하고 있다.30)

고사신서가 국의 역사와 문물제도가 아닌 조선의 역사와 문물제도를 정리

하여 서술해 놓았음은 ｢典章門｣과 ｢ 禮門｣에서도 알 수 있는 특징이다. 이 에

서 ｢ 장문｣의 경우에는 권4와 권5의 上下로 나 어져 총 50개의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권4에서는 東西班의 직과 품계, 外官職 · 功臣名號의 직 제도와 

함께, 薦擧 · 敦寧 · 署經 · 褒貶 · 追贈贈諡 · 給假 · 相避와 같은 리의 채용과 승진, 

포폄 등의 제도에 해서도 상세히 기록해 놓았으며, 권5에서는 戶籍과 量田, 大

同, 雜稅, 漕運 등에서부터 각종 문서의 양식과 公私과 형벌제도, 도로와 도량법 

제도 등을 정리해 놓았다. ｢ 장문｣의 내용을 통해서 리들은 앙 서와 지방

아 등에서 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제도나 법령 등에 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권6의 ｢ 禮門｣에는 조선의 邦禮와 士禮 가운데 冠婚喪祭의 내용을 두루 정리

하여 15개의 항목으로 수록해 놓고 있는데, 이 내용 한 실생활에 아주 유용한 

것들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불필요하거나 굳이 싣지 않더라도 무방한 내용들은 

생략하 다. 서명응은 범례에서 이 을 밝히고 있는데, “｢의례문｣은 邦禮에서는 

간략히 하 고, 士禮에서는 상세하게 하 다”고 밝힌 부분이 그것이다. 이는 곧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식의 법보다는 사 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식과 冠婚喪祭 등의 법을 상세하게 어놓았다는 말이다. 그의 말처럼 ｢의례

문｣에서 국가례에 해당하는 항목은 國朝祀典·進賀箋文式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향의 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법과 사 부 집안의 법을 정리한 것들이다

(州縣養老宴 , 鄕飮酒 , 鄕 , 京外官, 迎 , 京外官相見 , 京外官 坐 , 

請臺 , 外官迎觀察使 , 奉命相遇 , 士冠 , 士昏 , 士喪 , 士祭禮). 서명응은 

30)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東人習中國之史, 而其於東國世代, 則類多茫昧, 如人好講

他人之譜系, 不識自己之宗派, 誠未見其可也. 故自檀至麗, 國君元年之爲中國其帝幾年, 悉詳著

焉. 而至於本朝, 只載國忌, 卽詳於遠而略於近之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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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신서에서 국가례를 간략하게 소개한 것은 그것들을 “이미 胥史들이 담당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 다.31) 다시 말해, 앙 서의 리들이 각종 국가례

에 한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굳이 고사신서와 같은 실용서에 

다시 자세하게 실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士人의 법은 그 게 

생략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만약 선비가 궁벽한 곳을 여행하거나 부임하게 될 경

우에 갑자가 “ 혼상제의 일을 당하게 되면, 서 이 고 節文이 뒤바 고 차이가 

나서” 법에 어 나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갖추고 실어서 삼가 드러내어 

한번 책을 펴고 덮는 동안에 쉽게 그 단서를 알 수 있도록 하 다”고 설명하고 

있다.32) 

권8의 ｢文藝門｣에는 문 와 련하여 실제로 요하게 사용되는 내용들을 선

택하여 讀書次第, 文體源流, 詩道品格, 律要略, 舞位行綴, 書法要略, 算數要略 

등의 7항목으로 정리하여 수록해 놓았다. 서명응은 범례에서 “六藝는 실로 人事

에서 빠질 수 없는 바이다. 孔門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한 여기에서 벗어나

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六藝에 數와 音 을 포함시키면서 그 체

인 개요만을 어 놓았다고 고 있다.33) ｢문 문｣의 내용 에서 특히 수학과 

련된 算數要略의 내용은 필자로서는 흥미롭게 여겨진다. 고사촬요에서 ‘算數’ 

곧 계산법과 련된 내용은 어숙권이 처음 고사촬요를 편찬할 당시에는 수록되

어 있지 않았으나, 종 의 증보본에 이르러 비로소 ‘九九數’, ‘行算法’, ‘影算假

令’, ‘文算假令’의 4개 조목으로 산수 계산법이 수록되기 시작하 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상당히 소략하며 기본 인 계산법을 주로 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고사

신서에 수록된 수학과 련된 내용은 九九數, 步乘法, 商除法, 疇算法, 乘法, 除

法, 開平方法, 開立方法, 文算法, [附]解結法 등의 10개 조목으로 늘어났다. 비록 

그 분량이 아주 늘어나지는 않지만, 고사신서에는 곱셈과 나눗셈과 같은 기본

인 계산법 외에 疇算法과 제곱근 구하는 법, 세제곱근 구하는 법, 필산법 등 보

다 복잡한 수학  계산방법들이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사신서

31)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 禮門, 略於邦禮, 而詳於士禮 , 以邦禮旣有胥史之掌

故.”

32)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而至於士禮, 則客遊窮居, 遇有冠昏喪祭之事, 書籍尠 , 
節文易差, 故該載謹著, 庶一展卷之間, 爲易得其端倪云.”

33)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六藝實人事之不可闕 , 而孔門敎人, 亦不出於此. 今其全

文, 雖不可見, 然何 爲 , 何 爲數, 則不可不知其大體, 故別立文藝之門, 而載之以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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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록된 이와 같은 算數 항목의 내용들은 유학자와 리들이 일상생활과 업무

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계산을 원활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 인 지식

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명응은 “文事가 있으면 반드시 武備가 있어야 하니, 이는 성인들도 제

쳐두거나 폐하지 않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권9의 ｢武備門｣을 설정해 놓았다. 범

례에서 그는 이 ｢무비문｣에다 “어느 읍의 성곽의 소와 어느 鎭의 舟艦의 다소

에서부터 戰車와 火砲, 烽燧의 종류들을 일일이 갖추어서 실었”다고 밝히고 있는

데,34) 그의 말처럼 ｢무비문｣에는 京外城郭, 海防舟楫, 古今船制, 船具, 過水, 戰車

制, 火砲制, 烽燧의 8항목에 걸쳐 각 읍의 성곽의 소와 각각의 진 과 수 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차, 화포 등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수록되어 있다.

고사신서의 권10 ｢農圃門上｣과 권11 ｢農圃門下｣, 권12 ｢牧養門｣의 내용은 농

사를 짓는 방법에서부터 나무와 가축을 기르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林園에서 생활

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인 지식들을 체 으로 망라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고사신서의 ｢農圃門｣과 ｢牧養門｣에 수록되어 있는 농업과 어업, 목축 

련 지식들은 고사촬요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서명응은 범례에

서 “農圃와 牧養은 삶을 다스리는 큰 것이다. 필부가 이것에 힘쓰지 않는다면 집

을 꾸려나갈 수가 없을 것이고,  읽는 자와 목민하는 자가 이것에 힘쓰지 않는

다면 능히 땅을 지키지 못할 것이며, 조정이 여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백성들을 보

하지 못할 것이다”고 하면서 農圃와 牧養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게 사람들이 삶을 하는 경제 생활의 가장 기본 인 지식이기에 그 내용

들은 다른 편에 비해서 그 항목의 수를 늘려서 “특별히 상세하게 드러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35) 그 결과 ｢農圃門｣에는 모두 103개의 항목이, ｢牧養門｣에는 10개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농사의 기를 악하는 방법에서부터, 

종자를 고르는 법, 분변으로 비료를 만드는 법, 종하는 법, 벼의 이름, 콩의 이

름, 마의 이름, 채소를 심는 법, 나무를 심는 법, 밤과 은행 호두를 심는 법, 소와 

양 돼지 닭 물고기 등을 기르는 법 등에 이르기까지 농사와 목축, 어업, 원  등에 

34)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有文事必有武備, 聖人之所不偏廢也. 凡某邑之城郭大 , 
某鎭之舟艦多 , 以至戰車火砲烽燧之類, 一一該載, 使志在經濟之士, 得以博其識趣.”

35)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農圃牧養, 治生之大 . 匹夫而不務乎此, 則不能理家, 字
牧而不務乎此, 則不能守土, 朝廷而不務乎此, 則不能保民. 故詩之豳風, 書之無逸, 春秋之有年, 
孟子之論井田, 何嘗有忽於農圃牧養哉. 故於此數 , 特詳著其理.”



규장각 소장 攷事新書에 하여 21

필요한 기본  지식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고사신서에는 농림어업과 같은 경제생활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

한 지식들 한 풍부하게 수록해 놓았는데, 권13의 ｢日用門上｣과 권14의 ｢日用門

下｣의 부분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의복과 음식을 만드는 법‚ 묵을 만드는 법, 붓을 

만드는 법, 벼루를 씻는 법, 차를 달이는 법, 술을 빚는 법, 구황법, 書畵法, 벌 를 

피하는 법, 防火法, 등 을 만드는 법 등이 모두 48개의 항목에 걸쳐서 서술되어 

있다. 서명응은 범례에서 “日用에서 가장 긴요한 것으로는 의복과 음식만 한 것이 

없다. 무릇 채소, 과일, 물고기, 육고기, 차, 술, 식 , 장의 종류들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열 가지 물건과 文房四友의 종류들 에서, 고 굽고 즙을 내고 빚는 

것들은 혹 그 마땅함을 잃을 경우 사람을 상하는 데에 이르기 쉽고, 제조하고 수

장하는 것은 각각 그 법을 얻어야 만이 오랫동안 버텨낼 것이다. 救荒과 辟患의 

방법에 해서도 한 알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여러 것들을 모두 日用

의 門에 실었다”고 고 있다.36) ｢일용문｣에는 심지어 ‘奴婢不 自還法’이라는 항

목으로 ‘노비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법’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다. 그것에 따르면, 張華物類相感志에는 “솥에 두른 

麻를 가지고 실을 자아서 노비의 의복 에서 척추에 닿는 부분을 왼쪽으로 얽으

면서 1척 6  정도 하여 두면, 노비가 도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인용하면서 “도망간 노비의 의복과 치마를 가져다가 

우물 가운데 늘어뜨리고 돌리면, 도망간 사람이 스스로 돌아온다”라고 고 있다. 

당시에는 노비가 집안의 주요한 재산목록에 속하 으므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

게 만들고  도망간 노비를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사신서에 ‘奴婢不 自還法’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

을 포함해서 ｢일용문｣에 수록되어 있는 지식들 부분도 고사촬요에는 수록되

어 있지 않았던 것들이다. 

고사신서의 마지막 부분인 권15는 ｢醫藥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음식과 추 ‚ 더 , 각종 물에 의한 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해 처하기 한 醫藥救急의 방법들이 모두 96항목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다. 

범례에서 서명응은 “혹시 벼슬살이 하러 벽한 곳이나 깊은 골짜기에 가서 음식

36)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日用之 切 , 無如服用飮食. 凡蔬果魚肉茶酒醋醬之類, 
燕居什物, 文房四友之屬, 蒸煮沈釀, 或失其宜, 則易致傷人, 製造收藏, 各得其法, 則可以耐久. 
至於救荒避患之方, 亦有不可不知 , 故以是數 , 俱載日用之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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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땅함을 잃거나 추 와 더 가 서로 이어와서 졸지에 병을 만났을 때 그것

을 다스리는 방법을 모른다면, 일을 책임진 자로서 몸을 버리게 되어 진실로 애석

하고 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약과 구 방을 추려 갖추어서 근심하지 않

도록 하 다”라고 말하고 있다.37) 범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고사신서의 ｢

의약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양한 사건이나 음식 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急病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약물들과 처방들로 채워져 있다. 그 항목과 분량을 

고사촬요의 그것과 비교하면, 고사신서 ｢의약문｣이 보다 풍부하고 정리되어 

있으며 자세하다고 할 수 있다. 고사촬요에는 권2의 ｢下卷｣에 ‘雜方’이라는 항

목과 권3 ｢附 篇｣에 雜用俗方 이하부터 18개의 항목으로 각종의 구 한 상황에 

처하는 약물과 처방을 어 놓고 있어 제 로 정리되지 못하고 첩되기도 한

다. 게다가 여기에는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말과 소의 질병에 한 처방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고사신서에서는 말과 소와 같은 가축의 질병에 

처하는 방법은 ｢牧養門｣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권15의 ｢의약문｣에는 비록 그 

원인이 개나 돼지, 벌  등에 물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작스  걸린 질

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에서 고사신서의 ｢의약문｣ 

내용은 고사촬요의 그것보다 더욱더 정리되어 있고 포 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실생활에서 참고하기에 보다 용이했을 것이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사신서는 일상생활과 경제생활, 사회생활에 필

요한 기본 인 지식들을 체계 으로 정리하여 수록해 놓은 책임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그 분량과 체재를 살펴본다면, 고사신서는 단순히 고사촬요를 개정하고 

증보한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완 히 새로운 책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즉 12門의 체재를 지니면서 15권 7책 분량의 고사신서를 통일된 체재를 갖추지 

못한 3권 3책의 고사촬요의 증보 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 당시에 서명응을 비롯한 편찬자들이 편집이 완료된 책에다가 고사신

37)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則其或宦游絶徼, 塊處深峽, 飮食失宜, 寒暑相襲, 猝遇急

病, 不知所以治之, 則其所以債事捐軀, 誠可哀矜, 故抄醫藥救急之方, 以備不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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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이유라고 야 할 것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고사신서는 天道와 地理, 典章, 文藝, 武備, 農圃, 醫藥, 

日用 등의 제목 하에 자연과 인간, 제도 등에 한 여러 종류의 지식들을 망라하

고  균형감 있게 포함하고 있는 서 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사신서는 당시의 

지식인들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곧바로 펴서 참고할 수 있는 서 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다면, 마지막으로 고사신서의 편찬 목 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고사신서의 편찬자는 구를 독자로 염두에 두고 이 책을 만들었을까? 서명응

이 쓴 서문의 말미를 보면, 그는 이 에 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히고 있다. 

“뭇 벼슬아치들이 사방으로 리로 나아가거나 깊은 두메산골에 궁벽하게 기거할 

때에, 곁에 서 이 없어서 식견이 비루해지는 것을 병으로 여기는 자가 [만약] 상고

할 바를 얻는다면 일에서 미혹함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38)

여기에 따르면, 고사신서는 일차 으로 앙과 지방의 원으로서 벼슬살이

를 할 때에 일상생활과 사무를 보는 도 에 곧바로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는 서

으로서 술된 것이 분명하다. 특히 수령과 같은 리에 임명되어서 궁벽한 시골

에 견되었을 때에 곁에 참고할 서 이 없다면 사무를 보거나 할 때 곤란해지거

나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고 해서, 이 책이 반드시 벼슬아치들만을 한 책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범례의 마지막 조에서 서명응은 “이 책이 달한 리나 궁벽한 처지

의 儒學 , 大人과 民, 逸士와 行旅들로 하여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

고자 하 다”고 밝히고 있는데,39) 이런 언 은 고사신서의 편찬자들이 단순히 

벼슬을 하는 원들만이 아니라 보다 범 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의

미한다. 물론 이와 같은 언 을 차치하고서라도 고사신서에 수록되어 있는 농

사와 원 , 문 , 일용, 의약에 련되는 내용들을 상세히 들여다본다면, 이 책이 

단지 벼슬아치들만이 아니라 을 읽고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

는 실용서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8)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序｣, “庶宦遊四方, 窮居絶峽, 旁無書籍, 以固陋爲病 , 得有所攷, 
不迷於事.” 

39) 攷事新書 卷首, ｢攷事新書凡例｣, “此書, 欲使達官窮儒, 大人 民, 逸士行旅, 無乎不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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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ew Guide to Miscellaneous Facts 
攷事新書 published in 1771

PARK Kwon Soo

In this paper, I exam the contents of New Guide to Miscellaneous Facts 攷事新書, 

and inquire into the editing course of this book in 1771 by Seo Myeong’eung 徐命膺 

(1716-1787) and his fellow officers. With this examination, I insist that the New Guide 

to Miscellaneous Facts cannot be considered just as a revised version or enlarged 

version of Guide to Miscellaneous Facts 攷事撮要 which had published first in 1613 

by Eo Sukgwon 魚叔權, but as a new version of a brief collection of miscellanies 

including information on everyday matters. For this purpose, I analysised and 

compared each section of New Guide to Miscellaneous Facts with Guide to 

Miscellaneous Facts. 

I also surveyed the four copies of New Guide to Miscellaneous Facts (Kyujanggak 

Document Numbers of each copies are 古 5120-60, 奎 6770, 一蓑古 031-Se61g, and 

Garam古 031-Se61g), and found out these four copies are printed in same time with 

movable metal type print. I assume that these four copies was printed in 1771 when 

was the year of first publication, and It was used the printing type of Court Printing 

Office casted in 1723 to print these copies. 

Keywords: New Guide to Miscellaneous Facts 攷事新書, Seo Myeonung 徐命膺, 

Guide to Miscellaneous Facts 攷事撮要, movable metal type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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