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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필자는 최근 항주 西泠印社로부터 黄丕烈이 발문을 쓰고 제사를 써서 조선사신 

朴修其에게 선사한 國語二十一卷附校刊明道本韋氏解國語劄記一卷을 입수했

다. 이 國語는 嘉慶 5년 庚申(1800)년 黄氏의 讀未見書齋의 影宋刊本, 즉 黄丕

烈의 ‘士禮居叢書’ 의 第一部이다. 이 책은 도합 두 책으로 되었는데, 고려식 장

정으로서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 모두 고려 종이를 사용했는데, 그 제본술이 아주 

뛰어났다. 책마다 첫 페이지에는 ‘金羲淳’이라는 鈐印이  있었는데 그 색깔이 

殷紅色을 띠고 있고 닳아서 희미해져 있었다. 黄丕烈이 쓴 발문은 108자인데, 조

선사신 朴修其에게 제사를 써서 증정한 것이었다.1) 이는 지 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黄氏가 발문과 제사를 써서 친구한테 증정한 유일한 책이라고 매체에서 

보도하 다. 필자는 얼마 에 한국에서 朴修其와 金羲淳의 生平資料를 찾아 달

라는 西泠印社 楊柳女士의 부탁을 받고 찾아보던 , 다행스럽게 발문과 책 겉표

지를 은 사진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필자는 보다 심층 으로 한 양국의 련 

사료들을 찾아서 읽어내려 가던 에 嘉慶 6년(1801) 黄丕烈이 북경에서 조선 선

 1) “顧批”“黃跋”合璧西泠, 海歸<國語>震動學界[2011-2-12]
http://www.xlysauc.com/news/paimaixinwen/2011-02-12/2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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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들과 교유한 역사  사실2)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이 을 통해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 양국 문인들 사이의 교유를 공개하려고 한다.  

2. 黃丕烈의 생애
 

黄丕烈(1763-1825)의 字는 邵武 는 邵甫, 號는 蕘圃, 蕘翁, 만년의 號는 復翁

이었고,  宋廛一翁, 求古居士, 讀未見書齋主人, 聽松軒主人 등으로 자칭하기도 

했다.3) 그는 당시 문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江 省 吳縣(지 의 州 )사람으

로서 장서를 좋아하 는데 특히 宋槧本을 히 여겨 건륭-가경 연간에 當地의 

명한 ‘藏書四友’ 의 한 사람으로서4) 그 명성이 멀리까지 해졌다. 그의 장서들

은 부분 善本이었고, 宋版書가 백부 이상에 달했다. 이리하여 그의 장서실을 

‘百宋一廛’이라고 불 으며, 顧廣圻(1766-1835, 字는 千里, 號는 澗萍)은 일 이 

이를 두고 ｢百宋一廛賦｣를 지은 바 있다. 한 이로 인하여 黄丕烈에게는 ‘송에 

아부하는 사람(佞宋主人)’이라는 아호가 붙기도 하여 한때 명성이 자자했다. 宋槧

本 외에도 그는 천 종을 헤아리는 元·明 시기의 각본  량의 옛 수사본과 校

本을 소장하고 있었다. 陳登原은 이를 두고 ｢古今典籍聚散 ｣에서 “이 의 사람

들이 건륭-가경 이래의 장서가들 에서 黄丕烈을 大宗으로 여기면서 건륭-가경 

연간의 藏書史는 가히 ‘百宋一廛’의 시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수 할

만한 평가이다”5)라고 평론한 바 있다. 그의 서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처음에는 學耕 , 나 에는 百宋一廛, 士禮居, 求古居, 陶陶室, 學山海居, 讀未見

書齋, 養恬書屋, 聽松軒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런 명칭의 유래에는 모두 재미나

 2) 이와 련된 연구는 앞서 柳得恭과 국 문인들 간의 교유를 논의할 때 약간 거론되었을 

뿐이다. 王錦民 ｢柳得恭 清朝詩人的交遊｣, 北京大學韓國學研究中心 編, 韓國學論文集 第
2輯, 北京大學出版社, 1994년, 제55-62쪽; 韋旭升 ｢中韓文士之間的交遊 ― 讀柳得恭<燕台再

遊 >｣, 韋旭升文集 第3卷,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00年, 제524-541쪽; 謝正光 ｢嘉慶初

年京師之學人 學風 ― 讀柳得恭<燕台再遊 >｣, 九州學林, 2005年秋季卷, 제220-240쪽.

 3) (清)江標撰, 王大隆補, 馮惠民點校 黃丕烈年譜, (北京) 中華書局, 1988年, 第1쪽을 참조.

 4) 즉 黃丕烈과 周錫瓚, 顧之逵, 그리고 袁廷檮, 이들 네 사람은 서로 왕래하며 학문을 토론하고 

서로의 장서를 교환해가며 장서 취향이 서로 가까워졌다. 가경4년 항주서화가 陳鴻壽가 사

인화 ｢臧書四友圖｣를 그려 장서사우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5) 陳登原 古今典籍聚散 , (北京) 商務印書館, 1963년, 제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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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화들이 담겨 있다.6)

黄丕烈은 장서를 좋아하는 동시에 본의 고증과 교정에도 조 가 깊었기에 

“校勘의 일류 명가” 에 한 사람으로 꼽혔다.7) 그는 정성 들여 수십 종의 희귀한 

고 들을 校勘하 다. 그는 校勘할 때에는 가 으로 리 이본을 얻어서 참조

하 으며, 아울러 통 인 “死校”의 방법을 채용하여 량의 명청 시기의 수사

본이나 각본이 송원 본의 모습을 보존할 수 있게 하 다. 그는 원류와 본을 

세심하게 고증하는 가운데서 타인들의 성과를 이용하는 데 자못 신경을 썼다. 이

를테면 國語를 校勘할 때 그는 惠棟(1697-1758, 字는 定宇, 號는 松崖)의 校本

을 몽땅 옮겨 놓기도 했다. 그가 장서를 읽거나 校勘하고 나서 술한 劄記나 題

跋에서는 자기의 校勘 과정이나 체득을 상세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본의 

승에 해서도 추가하여 서술했고, 아울러 타인들의 校語 · 校記도 옮겨 놓았다. 

이런 까닭에 그의 題識을 사람들이 요하게 여겼다.8) 王芑孫은 黃蕘圃陶陶室記
에서 黄丕烈의 장서는 “단지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읽을 만한 것이 많다. 본의 선후나 篇第의 많고 음, 音訓의 異同, 字畫의 增

損, 그리고 주고받은 원류, 번안하거나 모방한 본말로부터 行幅의 성기고 배고, 

넓고 좁은 것, 장정의 정교함과 거칠음 등에 해서도 자세하게 고찰하여 조목조

목 자세하게 서술하 다”고 하 다.9)

장서가로서의 黄丕烈은 “秘本은 감히 자기 개인의 물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

고, 마땅히 동호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장서는 “그 목 이 本을 

리 하여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는데 있다”10)고 인정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黄丕烈은 가경 4년(1799)부터 서 을 각하기 시작

하여 그 이후의 도  4년(1824)에 이르기까지 도합 28부의 서 을 각하 으

 6) 姚伯岳 黃丕烈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8년, 제53-55, 170-180쪽을 참조.

 7) 梁启超 中國近三百年學術史, (北京) 東方出版社, 2004년, 제341쪽.

 8) 그의 題跋文은 1882年 潘祖蔭이 士禮居藏書題跋記 6卷을 집록한 이후로, 繆荃孫이  다

시 士禮居藏書題跋續記 2卷, 士禮居藏書題跋再續記 2卷을 집록하 다; 1918年, 繆荃孫

은 의 세 책과 章鈺, 吳昌綬이 집록한 黃氏題跋 若干을 蕘圃藏書題識 10卷으로 합간하

다; 그 후, 王大隆이  다시 蕘圃藏書題識續 4卷과 蕘圃藏書題識再續  3卷을 각

하 다. 

 9) (清)王芑孫 撰, 汪榮光 編校 惕甫未定稿 卷7, 黃蕘圃陶陶室記, 嘉慶九年刻本.

10) (清)黄丕烈 ｢袁本夏 正校 見｣, 士禮居黃氏叢書, 上海石竹山房據清黄氏刊本影印本, 191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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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11) 거의 매년 책을 각한 셈이다. 이미 앞에서 언 한 西泠印社로부터 입수한 

國語二十一卷附校刊明道本韋氏解國語劄記一卷은 그가 각한 첫 책이다. 사실 

이에 앞서 國語에 한 黄丕烈의  校勘은 顧廣圻과 함께 완성한 것이다. 건륭 

55년(1790)부터 黄丕烈은 명나라 때의 宋刻本을 구입한 뒤 먼  朱紈(1494-1594, 

字는子純, 號는 秋崖임)의 惠棟校閱本을 조하면서 교정을 보고 나서 다시 陸貽

典(1617-?, 字는 敕先, 號는 覲庵임)의 교정본을 참조하여 교열하 으며, 최종

으로는 影抄宋明道本을 참조하여 교정하 다.12) 校勘을 통하여 黄丕烈은 明道本

이 文字 면에서 선행시기에 祖本으로 떠받들었던 宋庠本13)에 비해 보다 세련되었

음을 알게 되었다. 1795년 校勘을 마친 뒤에 그는 題識에서 “지 이나 이후에도 

國語본을 으뜸으로 손꼽아야 할 것이니 결코 사로운 校本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14)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1799년 黄丕烈은 明道本 國語를 각하기 

시작하 는데, 宋庠本과 후세의 重刻本에 근거하여 문자의 異同을 校勘하 으며 

따로  ｢札記｣ 1권을 써서 책 말미에 첨부하 다. 이 책은 그 이듬해에 각을 마

무리했으며, 이는 그의 각생애에서 처음으로 완성한 책이었다. 그러므로 이 國
語본의 소장 가치는 두말할 나 가 없다. 그 후 黄丕烈은  錢大昕 · 段玉裁 이 

두 명가에게 이 책의 서문을 써달라고 청탁하 는데, 이를 통해 그가 이 책을 

시했음을 알 수 있다.

3. 박제가와의 교유

필자가 西泠印社로부터 입수한 國語 각본은 책 말미에 이 의 다른 본들

11) 그가 각한 사  25부는 士禮居黃氏叢書에 수록되어 있다. 기타의 3부인 梅花喜神譜는 

타인을 도와서 각한 것이고, 寒石上人倚杖吟과 墨表는 타인을 신하여 각한 것이

다. 姚伯岳 黄丕烈評傳, 제216-217쪽을 참조. 

12) (清)黄丕烈 圃藏書題識 卷2,『宋元明淸書目題跋叢刊 十三, 清代卷第七册, (北京)中华書

局, 2006년, 제30쪽.

13) 존 주석본 國語는 삼국시기 吳韋昭의 주석본이 가장 일  나온 것인데, 송나라 때의 宋庠

은 무려 10여 책의 각기 다른 본을 참조하여 國語補音라는 책을 출간하 다. 宋庠의 字가 

公序인 까닭에 이 책은 公序本이라고도 한다. 奎章閣에 지  소장되어 있는 각종 國語 본

은 도합 8종인데, 그 에는 宋庠本과 黄丕烈이 각하여 간행한 明道本이 포함되어 있다.

14) (清)黄丕烈 蕘圃藏書題識 卷2, 宋元明清清書目題跋叢刊 十三, 제30쪽.



158  奎 章 閣  38

에서는 볼 수 없는 黄丕烈이 손수 쓴 발문이 첨부되어 있기에 재로서는 ‘黄丕烈

의 校勘’, ‘黄丕烈의 각’, ‘黄丕烈의 발문’이 한데 어우러진 진귀한 텍스트이다. 

그가 친히 붓으로 쓴 발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嘉慶 辛酉년에 나는 試를 보러 북경에 와서 조선 사신 朴公修其을 琉璃廠 書肆

에서 만나서 반나 을 필담하 는데, 그는 나한테 楹帖을 써서 선물로 주면서, 아울

러 나에게도 써서 주기를 청했다. 나는 워낙 천박하여 학문에 해 별로 말할 것이 

없었다. 근자에 내가 宋本國語韋氏解略附劄記를 각한 바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 려고 하 다. 그런데 궤짝에 이것을 넣어갖고 오지 않았기에 친

구인 陳簡莊이 갖고온 것을 빌려서 조선 사신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로부터 호 지

풍(縞紵之風)이 오늘날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吳縣 黃丕烈 識15)

 
의 인용문을 통해 이 책은 黄丕烈이 嘉慶 辛酉년, 즉 1801년에 과거시험에 응

시하려고 북경에 왔을 때 琉璃廠에 있는 書肆에서 조선 사신 朴修其를 만나서  

선물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책은 비록 黄丕烈이 그의 벗 陳鱔(1753-1817, 字는 仲

鱼, 號는 簡莊임)이 갖고 온 것이었지만 일부러 그 國語를 선사한 것으로 보아 

朴修其에 한 그의 두터운 정을 알 수 있다. 

朴修其는 바로 朴齊家(1750-1805)인데, 修其는 朴齊家의 字이다. 朴齊家에게는 

이외에도  在先과 次修라는 자가 있으며, 楚亭, 葦杭道人, 貞蕤居士 등 여러 가

지 號를 갖고 있다. 朴齊家는 18세기 조선 북학사상의 표  인물이다. 그는 

료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부친 朴坪(1686-1752, 字天壽)은 承旨 벼슬을 지낸 

이 있다. 그러나 朴齊家는 서출인 까닭에 지체가 아주 낮았다. 朴齊家는 시문에 

조 가 깊었는데 그의 시들은 부분 자연경 에 한 묘사를 통해 자신의 감정

을 읊조린 것이었으며, 19세 때 벌써 시집을 간행한 이 있었다. 그는 朴趾源, 柳

得恭, 李德懋, 李書九, 徐常修 등과 자주 교유하 으며, 그 뒤에는 柳得恭 · 李書  

九 · 李德懋와 함께 “朝鮮後四家”로 불렸다. 朴齊家는 조선 역사에서 비교  높은 

명성을 갖고 있다. 1779년, 正祖(1752-1800)가 서얼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리로 등용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부터 朴齊家는 비로소 규장각에 처음으로 임명된 

4명의 檢書官 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16) 檢書官은 도서의 수집, 편찬과 간행 

15) 嘉慶辛酉, 余計偕北來, 朝鮮使臣朴公修其相遇於琉璃廠書肆, 筆談半日, 蒙制楹帖以贈, 並索

鄙制. 余自惟淺陋, 無所述學. 近嘗翻雕影宋本國語韋氏解略附劄記, 思 以相質. 而篋中又未攜

此, 遂丐諸友人陳簡莊所攜 贈之, 所以見縞紵之風於斯未墮爾. 吳縣黃丕烈識.

16) 기타 3명은 柳得恭, 李德懋, 徐理修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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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장하는 리 다.17) 

朴齊家는 檢書官이 된 후 조공사신의 신분으로 4차례나 청나라를 방문하 다. 

1778년에는 李德懋와 함께 서장 의 수행원으로 연경에 왔었으며, 그 때의 사행

체험을 토 로 하여 李德懋는 入燕記를 술했다. 1790년에는 柳得恭과 함께 

만수  진하행 부사 徐浩修의 수행인원으로 두 번째로 청나라를 방문했다. 먼  

열하에 갔다가 후에 북경에 왔는데, 이번의 ‘연행’에서 副使 徐浩修는 燕行記를 

술했고, 柳得恭은 灤陽 을 술했고, 朴齊家는 일련의 ‘燕行詩’를 남겼는데 

이런 ‘燕行詩’들은 貞蕤閣詩集에 수록되어 있다. 朴齊家의 세 번째 연행은 1790

년 귀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  齎表官의 신분으로 軍器正으로 승진되어 

재차 연경으로 갔는데”18), 貞蕤閣詩集에는 이번의 사행에서 쓴 일부분 연행시

들이 수록되어 있다. 1801년, 朴齊家는  柳得恭과 함께 사은사의 수행인원으로 

연경을 방문했다. 이번은 그의 마지막 연행이었는데, 비록 문 인 ‘연행록’은 

남기지 못했으나 연행시편들은 貞蕤閣詩集에 수록되어 있다. 柳得恭은 이번 연

행에서 燕台再遊 을 남겼다. 

4차에 걸친 연행에서 朴齊家는 청나라의 많은 문인들과 교유하 는데, 이들 

에는 名士들도 지 않다. 상술한 연행문헌들에는 朴齊家와 紀 , 李鼎元, 李驥元, 

羅聘, 翁方纲, 陳鱔 , 張問陶, 黄丕烈, 潘庭筠 등 문인들과 교유한 상황들이 기록되

어 있다. 이밖에 李調元, 潘庭筠, 陳鱔은 朴齊家의 시집이나 문집에 서문을 써주었

다. 朴齊家의 맏아들 朴長馣(1780-?, 字는 香叔, 號는 貞碧 · 蕤임)은 박제가 등 

조선 사신들이 지은 청나라 문인들의 기와  박제가가 연행기간에 청나라의 문

인들과 주고받은 시문 · 필담 자료들을 한데 묶어 縞紵集 6권 2책을 편찬하

다.19) 이 책은 18세기 조 양국 문인들 사이의 문화교류를 연구하는 데 있어 

요한 자료이다.20) 縞紵集을 통하여 박제가는 4차례의 연행 기간에 70여 명의 청

17) (韓)金龍德 貞蕤朴齊家研究, 韓國實學思想論文選集十, (서울) 弗咸文化社, 1991年, 第

231-237 .

18) (朝鮮)朴齊家 貞蕤閣詩集 卷3, (韓)李佑成編 楚亭全書 上,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년, 
제337쪽.

19) 원고본으로 된 이 책은 지  미국 하버드 학 연경학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2년 아세아

문화사에서 이를 影印하여 출 했다. 李佑成 編 楚亭全書 下,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년. 

20) 박제가의 연행기간의 국문인과의 교류에 해서는 다음 서와 논문을 참조. (韓)李庚秀: 
漢詩四家의 清代詩 受容 研究, 首爾: 太學社, 1995년; 金柄珉: 朝鮮詩人朴齊家 清代文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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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문인들과 직  교유했음을 알 수 있으며, 1801년 연행 기간에 박제가와 시문

을 주고  받은 국 문인이 무려 18명에 달했는데, 黄丕烈과 교유한 내용도 그 속

에 포함되어 있다. 

柳得恭의 燕台再遊 의 기록에 의하면 이 해 사은사 단은 3월 3일 압록강을 

건  4월 1일에 북경에 도착하여 북경에서 32일 동안 체류하다가 5월 3일 귀로에 

올랐다.21) 이로 미루어 보아 黄丕烈과 朴齊家가 만나서 교유한 시간은 바로 사

단이 북경에 머물고 있었던 4월이었다. 이 해의 이 무렵은 청나라 조정에서는 마

침 大挑22)를 실시하던  계 이었으므로 북경에는 국 각지에서 올라온 여러 고

장의 문인들이 운집하고 있었다. 黄丕烈도 역시 이 해의 大挑에 참가하기 해 상

경했던 것이다. 黄丕烈은 일  건륭 53년(1788)에 제3 로 제를 했지만 그 후의 

10여 년 동안의 試에서 모두 진사에 제하지 못했다. 黄丕烈은 이번 大挑에서

는 1등을 하여 知縣으로 등용되어 直隸로 부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

런 리의 선발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아 “돈을 내고 심의를 거쳐 六部主事의 

직을 얻은 후에 오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왔다.23) 물론 이는 후일담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는 벼슬에 한 미련을 모두 버리지는 못했으나 보다 많은 정력을 고

의 수집과 교정에 쏟아 붓기 시작하 다. 그는 大挑 기간에는 늘 琉璃廠의 書肆

들을 돌아다니면서 책들을 구입하고 이런 기회에 조선 사신들과 인연을 맺게 되

었던 것이다. 

黄丕烈이 손수 붓으로 쓴 발문에서는 두 사람이 반나  필담을 했다고 했고, 

한 박제가가 “楹帖을 만들어 선사했다”고 기록했지만 이 책에서는 ‘楹帖’을 발견

하지 못했다. 다만 縞紵集  박제가의 貞蕤閣詩集에는 그가 지은 ｢黃蕘圃祭

載 社 科學戰線, 2002年 第4期, 第100-104 ; (韓)박종혼: 楚庭朴齊家의 懷人詩 , 載 

韓國語 文化, 第30卷, 韓國語 文化學 , 2006년, 第99-124 ; (韓)안 회:  청 박제가

의 연행과 일상 속의 국제교류, 載 東方學志, 第145卷, 韓國延世大學國學研究院, 2009년, 
第37-64 ; 等.

21) (朝鮮)柳得恭 燕台再遊 , 金毓黻 主編 遼海叢書 第一册, (瀋陽)遼沈書社, 1985年影印本, 
제333쪽에 수록되어 있음. 

22) 大挑는 청나라 건륭 17년(1752) 이후 거인출신의 士人들에게 보다 넓은 출세의 길을 터주기 

하여 試에 세 차례 응시했지만 제를 하지 못한 거인들 에서 시험을 보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에서 1등을 한 자들은 知縣으로 등용하고 2등을 한 자들은 教職으로 사

용하 다. 6년에 한번씩 大挑가 있었다. 

23) (清)江標撰, 王大隆補, 馮惠民點校 黄丕烈年譜, 제27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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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圖歌｣라는 제목의 시 한 수가 수록되어 있을 따름이다. 

曬書澆書俱涉矜,  책에 별 쐬고 물 단 말 자부에서 나왔으니 

未若稱神不居能.  신의 경지 아니라면 그리하지 못한다네.

書為靈還自可, 서책이 신령스럽단 말 이상할 게 없나니

中有千季 語憑. 그 안의 문자에는 천 년 신령 들어 있네.

緣情起義廣祀典, 정으로 뜻을 세워 祀典을 넓혔으니

奚異血脈傳高曾. 핏  한 먼 조상과 무엇이 다를 건가.

江南汲古久消歇, 강남의 汲古 풍속 그친 지 오래인데

蕘圃黃氏方代 . 蕘圃 黄氏가 이 시 에 일어났네. 

匪直收藏自善讀,  수장할 뿐 아니라 읽기도 잘하거니 

九流七略24)鐫心膺. 세사의 온갖 서  사슴에 다 새겼다네. 

来端坐结一想,  단정하게 앉아서 한 생각을 맺을 때면  

如丹九轉神內凝.  내단을 거듭하여 정신 안에 모이는 듯.

豺獺之微尙報本, 수달 같은 미물도 조상께 보답커늘

何況大道遙相承.  하물며 먼 옛날서 大道를 받음에랴. 

諏辰傴僂向四壁,  길일 잡아 네 벽 향해 몸 굽  을 하고 

書城九級紛降登.  아홉 층 서성에다 분주하게  표하네.

旁人大笑問何事,  사람 웃으면서 웬일인가 물어보니 

君乃作圖為之征.  그  이에 그림 그려 증거를 삼았구나.

幀漠漠開秋色,  화폭이 막막하게 가을빛을 열었으니 

江幹欇欇鳴秋燈.   강가의 나무들이 秋燈에 우는도나.

五月都門揭此卷, 오뉴월 도성 문에 이 그림 걸어 두면 

四座忽驚無炎蒸.   모두들 깜짝 놀라 더 를 모르리라. 

勸君脯酒講斯禮, 자네는 술 포 갖춰 이 의례 강습하여 

春秋不嫌書再烝.   가을로 책 제사를 빠뜨리지 마시게나.

吾其祝宗君主鬯,  내가 축 하고 그 가 집례하면

雖非其鬼無庶憎.25) 그 귀신 아니라도 많은 미움 없을걸세. 

책에 한 黄丕烈의 미칠 정도의 사랑은 장서사에서 미명을 갖게 되었다. 그는 

24) 최 의 도서목록 분류 작이다. 서한 유흠이 편집한 정 장서로서, 輯略, 六藝略, 諸子略, 
詩賦略, 兵書略, 術數略와 方技略 등 七類로 분류하여 七略이라고 부른다.

25) (朝鮮)朴齊家 貞蕤閣詩集 卷4, (韓)李佑成編 楚亭全書 上, 제551-552쪽; (朝鮮)朴長馣 編

纂 縞紵集, (韓)李佑成 編 楚亭全書 下, 제127-128쪽. 한국어 번역문 국역 정유각집(
권, 돌베개, 2010년, 제505-507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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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받들어 모셔 제사를 지내는 상으로 여기면서 해마다 세 이 되면 문 책

을 해 제례를 올렸고 한 사람을 청하여 ｢祭書圖｣를 그리게 하 다. 이런 雅

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 뒤에는 이를 본받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 

시는 古書에 한 黄丕烈의 情義를 높게 칭찬했고 그의 祭書活動은 조상에 한 

제사와 같다고 인정하 다. 이른바 ‘奚異血脈傳高曾’은 ‘大道’를 승하는 서 에 

한 숭앙과 감명이었다. 그는 동시에 黄丕烈의 ｢祭書圖｣에 그려진 가을의 경치

와 書樓의 情景에 해서도 묘사하면서 이것이 5월의 무더 를 날려 보냈다고 찬

양했다.  

縞紵集에 수록되어 있는 黄丕烈에 련한 내용은 에 서술한 朴齊家의 ｢黃

蕘圃祭書圖歌｣ 외에도 다음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黄丕烈은 號가 蕘圃이고, 吳縣사람이다. 癸丑 除夕에 송나라 때에 간행한 單疏 
禮를 얻어 ｢祭書圖｣를 그렸는데, 아마도 賈島가 除夕에 책을 장한다는 귀신 長恩

을 해 제사를 지냈다는 故事26)를 본뜬 것 같으며, 顧秀野가 책을 해 제사를 지낸 

것27)을 본뜬 것 같다. 이 ｢祭書行｣이라는 시는 ｢元詩｣에 보인다.28)

 
여기에서 “송나라 때의 單疏  禮는 黄氏가 百宋一廛書 에서 언 했던 

‘癸丑 섣달 그믐날’에 얻은 ‘單疏本  禮疏’이다.”29) 이  禮疏는 黄氏가 소장

26) 賈島(779-843)의 字는 閬仙  浪仙이며 范陽(지 의 北京) 사람으로서 당나라 때 명한 시

인이다. 당나라 때 馮贄의雲仙雜記(雲仙散 )는 金門歲節에서 “賈島는 늘 해마다 섣

달 그믐날이 되면 1년동안 얻은 시들을 꺼내어 이런 시들을 해 술과 안주를 올려서 제사

를 지냈다”는 고사를 인용하 다. (唐)馮贄 著, 張力偉 點校 雲仙散 , (北京)中華書局, 
1998年, 제53쪽을 참조. 長恩은 書神의 이름인데, 명나라 때의 致虛閣雜俎에서 이르기를 

“책을 장하는 귀신을 長恩이라고 하는데, 섣달 그믐날이 되면 그 이름을 불러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쥐들이 쏠지 않고 벌 들이 끼지 않게 했다”고 한다. 周振甫 編注 鲁迅詩全編, 
(杭州)浙江文藝出版社, 1991年, 제11쪽에서 재인용. 

27) 顧秀野는 바로 顧嗣立(1665-1722)인데, 그의 字는 俠君이고 號는 閭丘이며, 江  長洲(오늘의 

苏州)사람이다. 은 시 에 顧嗣立은 고향에서 그의 형 顧嗣协과 함께 ‘文酒之 ’를 조직하

는데, 이를 해 당을 지어 자기의 독서재와 문인들의 모임장소로 삼아 “秀野草 ”이라

고 이름을 붙 다. 그는 寒汀詩話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해마다 섣달 그믐날이 되면 서재

의 책꽂이에서 여러 책들을 校勘하여 秀野草 에 진열해 놓고는 화 을 밝히고 술과 안주를 

진설하여 거듭 을 하고 축문을 외웠으므로 이로 인하여 ｢祭書行｣을 지었다 ”고 한다. (清)
何文煥, 丁福保 編 歷代詩話統編 肆, (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 2003년, 제117쪽을 참조.

28) 黃丕烈, 號蕘圃, 吳人. 癸丑除夕得宋刊單疏  禮, 遂為 祭書圖, 蓋取賈島除夕祭司書鬼長

恩故事也, 又取顧秀野祭書行, 見 元詩. (朝鮮)朴長馣 編纂 縞紵集, (韓)李佑成 編 楚亭

全書 下, 제127쪽에 실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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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던 宋槧本 에서 아주 희귀한 것이었는데, 이 책은 經注를 기록하지 않

았고 다만 賈彥의 疏文만 있기에  禮의 校勘에 요한 의의가 있다.30) 黄丕烈

은 百宋一廛書录에서 이 책은 “宋槧書籍에서도 기이한 것 에서도 기이한 것

이고, 보배 에서도 보배이기 때문에 이 책도 어깨를 겨룰 책이 없다.”31) 그 후에 

그는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禮疏를 다시 얻어 벽의 조화를  이루

게 하고 싶어졌다. 그 이듬해에 과연  禮疏를 書船友에서 얻게 되었다”32)그 뒤

의 ‘士禮居’라는 서재의 이름 역시 이 ‘ 벽의 조화’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 縞紵集에 기록된 책을 입수하고, 책을 해 제사를 

지낸 黄氏의 행 은 필시 朴齊家와 黄氏 사이에 있었던 반나  남짓한 필담 과정

에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  국 사료들에서는 黄丕烈이 “癸丑年 섣달 그믐

날”, 즉 1793년 섣달 그믐날에 單疏本  禮疏를 얻은 후에 그렸다는 ｢祭書圖｣에 

한 기록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叶昌炽는 그의 藏書纪事詩에서 다

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선생(黄丕烈 역자 주)은 기이한 책을 얻은 후이면 흔히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었

는데, 이를테면 ｢得書圖｣ · ｢續得書圖｣ · ｢再續得書圖｣는 지 은 모두 없어졌다. 그 그

림의 이름을 고증할 수 있는 것들로는 ｢襄陽月夜圖｣는 송나라 때에 각하여 간행된 

孟浩然詩라는 책을 얻고 나서 그린 것이고, ｢三徑就荒圖｣는 蒋篁亭이 所藏했던 三
謝詩라는 책을 얻고 나서 그린 것이고, ｢蝸廬松竹圖｣는 北山 集이라는 책을 얻

고 나서 그린 것이다. 내가 보았던 ｢玄機詩思圖｣는 咸宜女郎詩라는 책을 얻고 그

린 것이다.33)

29) (清)黄丕烈 百宋一廛書 , 宋元明清書目題跋叢刊 十三, 2006년, 제411쪽에 있음.

30) 이 의  禮에 한 수정은 주로 朱熹의 經傳通解를 이용하 다. 經傳通解에는 비록 

賈疏를 많이 옮겨놓았지만 몽땅 옮겨놓은 것은 아니며 한 윤색도 많이 했기에 이것을 이

용하여 校勘하는 경우에는 오차가 많이 생겼다. 이밖에 單疏本은 매 마다 “어느 어느 자

부터 어느 어느 자까지 ”라는 식의 經注, 즉 이른바 起止語 같은 문자들에서는 일부 經注

의 낡은 흔 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校勘에 나타나는 시비를 가려낼 수 있는바 여러 

본들은 이미 “ 부분 락되거나 바꾸어졌거나 하여” 더욱 귀 하다. 顧廣圻는 單疏本으

로 通行本  禮注疏을 교정하여 “무릇 틀린 것을 바로잡고 락된 것을 보충하고, 부연하

거나 틀린 것을 삭제한 것이 수천 곳이나 되어 神明이 아주 새롭게 바 었고 그 모습이 아주 

새롭게 되었다” (清)顧廣圻 思適齋集 卷7, 重刻 禮注疏序, 宋元明清書目題跋叢刊 十
三, 제503쪽에 실렸음

31) (清)黄丕烈 百宋一廛書 , 宋元明清書目題跋叢刊 十三, 2006년, 제411쪽에 있음.

32) (清)黄丕烈 百宋一廛書 , 宋元明清書目題跋叢刊 十三, 2006년, 제411쪽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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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미루어 보아 黄丕烈은 이 아주 진귀한 單疏本  禮疏를 얻고 나서는  

｢得書圖｣를 그렸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다만 이는 이미 앞에서 거론된 박씨가 황

씨를 만나서 필담할 때 보았다는 그 시를 써넣은 ｢祭書圖｣는 아니었을 것이다. 황

씨의 祭書活動에 해 沈士元의 祭書圖说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黄君 紹甫의 집에는 장서들이 아주 많았다. 嘉慶 辛酉년으로부터 辛未년에 이르기

까지 해마다 책을 해 讀未見書齋에서 제사를 올렸다. 그 뒤에는 한동안 그만 두었

다. 丙子년 섣달 그믐날에는 士禮居에서 제사를 올렸다. 후에 모두 祭書圖를 그렸

다. 세상에서 하기를 당나라 때 賈島가 연말이 되면 그 해에 지은 시들을 모두 모

아서 제사를 올렸다고 하나 책을 해 제사를 올렸다는 말은 들어본  없는데, 아마

도 책을 한 제사는 紹甫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34)

이로부터 황씨는 嘉慶 辛酉年, 즉 1801年에 처음으로 祭書典禮를 거행했을  때

에 ｢祭書圖｣를 그렸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朴氏가 보았다는 그 그림은 마땅히 

이때에 그린 ｢祭書圖｣이었을 것이다. 이 그림은 瞿中溶(1769-1842, 字는鏡濤, 

는 木夫임)의 ｢題黄蕘夫祭書第二圖｣ 注文35)에 따르면 吳竹虚가 그린 것이라고 

한다.36) 吳竹虚는 바로 吳履(1740-1801, 字는 旋吉임)이며 竹虚는 그의 다른 자이

다. 吳履의 별호는 瓦山野 、苦茶庵 등이다. 潘奕雋(1740-1830, 字는 守愚, 號는 

榕皋임)은 이 그림에 제사를 쓴 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昔齊隱士臧榮緒,37) 옛날 제나라의 은사 臧榮緒는 

33) 先生得一奇書, 往往繪圖征詩, 有 ｢得書圖｣, ｢續得書圖｣, ｢再續得書圖｣, 今皆散佚. 其名之可

, 曰 ｢襄陽月夜圖｣, 得宋刻 孟浩然詩 作也; 曰 ｢三徑就荒圖｣, 得蔣篁亭所藏 三謝詩 作
也; 曰 ｢蝸廬松竹圖｣, 得 北山 集 作也. 余所見 ｢玄機詩思圖｣, 為得 咸宜女郎詩 而作. 
(清)葉昌熾 藏書紀事詩 卷5(叢書集成初編 3406), (北京)中華書局, 1985년, 제718쪽.

34) 黃君紹甫, 家多藏書, 自嘉慶辛酉至辛未, 歲常祭書於讀未見書齋. 後頗止. 丙子除夕, 又祭于士

禮居. 前後皆為圖. 夫祭之為典, 巨且博矣. 世傳唐賈島於歲終 一年所得詩祭之, 未聞有祭書

, 祭之自紹甫始. (清)葉昌熾 藏書紀事詩 卷5(叢書集成初編 3406), 제714쪽.

35) 瞿中溶의 ｢題黄蕘夫祭書第二圖｣에서는 “｢祭書圖｣는 그린 뒤에 먼  논하 는데, 同逢道子

孫 을 아주 기묘하게 그렸다. 이 풍진 세상에 버려진지 오래됨을 탄식하고, 기이한 책들은 

궤짝속에서 헛되이 잠자고 있구나.”라고 했다. 그 后注에서는 “앞의 그림은 吳竹虚이 그린 

것이고, 이 그림은 吳枚庵이 그린 것이다”라고 했다. (清)葉昌熾 藏書紀事詩 卷5(叢書集

成初編 3406), 제717쪽.

36) (清)江標 撰. 王大隆 補, 馮惠民 點校 黄丕烈年譜, 제116쪽. 

37) 臧榮緒는南朝齐东 莞莒人이다. ‘五經’을 특히 즐겨 읽어, 매년 공자 생일이 되면 오경에 해 

최상의 를 행하여, 스스로 ‘被褐先生’이라고 불 다. 그가 지은 晋書는 후  唐朝의 房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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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設五經肅拜之.  오경을 진설해 놓고 엄숙하게 을 했네. 

明至道著序論, 지극한 도를 명확하게 밝  서론에 써놓았다.

重是先聖所留貽. 주로는 先聖의 유산을 승하기 함이네. 

君 往哲餉我厚,  그 는 이 의 철인들이 나에 해 많은 것을 주었지만  

拜手稽首徒虛 . 읍을 하거나 하는 건 쓸모없는 의라고 말했었지. 

高齋精禋庶答貺, 고아한 서재나 진심 어린 제사만이 감사의 마음 표달할 수 있나니 

欲以脯醴明其私. 좋은 술과 안주로 이런 마음 하려고 하네. 

今人不作古人事, 오늘을 사는 사람은 옛사람들의 일을 하지 않는데

我自作古人或嗤！ 나만은 옛사람이 되려고 하니 남들은 비웃을 수도 있을테지.  

豈知一氣默相感,  그 가 알랴, 나만은 책과 서로 감응하고 있음을 

肸 仿佛儼格思.  감이 온몸에 통하는 듯하여 책을 공경하고 있음을

芸編秘冊羅秩秩,  모아둔 책들이 이처럼 많으니 

敢曰糟粕神明離.  꺼기 같은 것이라면 신명들은 멀리 사라졌을 것이네. 

禮緣義起即祭法,  의에 입각하는 것은 제사의 칙이니 

一任下士嘲書癡. 차원 낮은 선비들이 나를 책 미치 이라고 비웃어도 아랑곳 하지 

않네. 

新圖長篇妙摹寫, 새 그림과 장편 시구는 그 묘사가 얼마나 신묘 한가

苦茶庵畫貞蕤詩. 그림은 苦茶庵이 그렸고, 시는 貞蕤가 지었네. 

 
그림은 秀水 사람인 吳竹虚가 그린 것인데, 竹虚는 스스로 호를 苦茶庵이라고 했

다. 書卷에는 조선국 奎章閣 檢書인 朴齊家의 古詩 한 수가 있는데. 아주 典雅하다. 

朴씨는 스스로 호를 貞蕤居士라고 했다. 오호! 식견이 작은 없는 유생은 묘도 질을 

잘 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고 원천을 생각하고 뿌리에 보답을 하고자 하는 뜻을 

이미 잃어 버렸다.38) 그럼 어 하여 이 게 하는가? 그것은 조상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조상의 도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 이 제 은 황군이  만들어낸 것이니 우

리는 마땅히 이를 본받아야 한다.39)

齡, 諸遂良 등이 지은 修史 晋書의 요한 남본이 되었다. 

38) 莊子 · 杂篇 · 外物 第二十六에서 이르길: 유학자가 시경과 기를 근거로 하여 남의 무덤을 

도굴했다. 함께 간 큰 선비가 무덤 에서 아래쪽에 고 말했다. “동녁이 밝아오는데 일이 

어  되어가고 있는가?” 작은 선비가 무덤 속에서 말했다. “시의를 아직 다 벗기지 못했습니

다.” 큰 선비가 말했다. “시경에 이르기를 ‘푸른 보리가 무덤가에 자라고 있네. 살아서 은혜

를 베풀지도 못하고서 죽어서 어  구슬을 물겠는가’라고 했네. 그 놈의 머리를 잡고 그의 

턱수염을 른 다음, 쇠망치로 그의 턱을 쳐서 천천히 그의 볼까지 벌린 다음, 입 속의 구슬

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꺼내시게!” 유자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음을 비유한 것이다. 

39) 圖為秀水吳竹虛寫, 竹虛自號苦茶庵, 僧卷中有朝鮮國奎章閣檢書朴齊家古詩一首, 極典雅. 朴
自號貞蕤居士. 嗚呼! 儒工發塚, 控頤別頰歌陵陂, 思原報本義已昧, 何異來耳? 忘宗支有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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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그림은 吳履가 그린 것임을 기록하 다. 박제가는 

이 그림에 고시 한수를 지어서 붙 는데, 이른바 “吳履의 그림에 貞蕤의 시”를 가

리키는 것이다. 潘奕雋이 언 한데 의하면 朴氏의 古詩는 吳履의 책속에 수록되

었다고 하지만 존하는 吳履의 作品들 속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

데 朴氏의 古詩는 반드시 이에 앞에서 언 한 ｢黃蕘圃祭書圖歌｣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이 시는 당시에 黄丕烈의 입을 거쳐서 潘奕雋에게 알려졌으므로 

이 그림에 붙여 지은 題文을 거론할 때 언 되었던 것이다. 黄丕烈이 1801년에 처

음으로 지은 책을 한 제사에 한 상황에 해서는 史料에서의 기록이 아주 제

한되어 있는 까닭에 ｢祭書圖｣의 존재여부는 명확하지 못하다. 존하는 것으로는 

張問陶(1764-1814, 字는 船山임)의 당시의 다른 한 수의 시가 있는데, 바로 ｢祭書

圖詩｣이다. 

 
人到嫏嬛40)夢亦清, 사람이 嫏嬛에 이르면 그 꿈도 맑아지는 법

羨君真個擁書城.  그 가 이처럼 많은 책을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네. 

通神忽感風雲氣,   신령과 서로 통하니 갑자기 풍운의 기운 느끼게 되고

食古寧忘報賽41)情.  食古에 어  報賽의 정을 잊을 수 있으랴 .

萬軸華簽春 影,    만권의 책들은 의 그림자를 흔들어 고 

一 靈鬼夜聞聲.    한 방안의 靈鬼는 밤에 소리를 듣는구나. 

年年笑我詩空祭,    해마다 시를 가지고 헛되이 빈 제사를  올림을 비웃는다만

酒脯當筵只自傾.42)  좋은 술과 안주 차려 놓고 스스로 술잔을 기울이네.

 
潘奕雋의 ｢題祭書圖为黄蕘圃｣와 마찬가지로 이 시는 그림 자체의 내용에 해

서는 별로 묘사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朴氏가 그림에 붙여 지은 詩는 방이 

책과 祭書圖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교류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의 일부 

묘사와 서술은 우리들로 하여  이 ｢祭書圖｣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그림의 

내용에 해서는 아래에서도 계속 거론하려고 한다. 

之, 莫可廢. 是典君創, 吾當師. (清)潘奕隽 題祭書圖为黄蕘圃, 三松 集, ｢詩集｣ 卷14에 

있음, 清嘉庆刻本; (清)江標撰, 王大隆補, 馮惠民 點校 黄丕烈年譜, 제116쪽을 참조. 

40) 嫏嬛은 신화에서 나오는 天帝가 책을 소장해 둔 장소이다. 

41) 옛날 사람들은 매년 농사가 끝나면 제사를 올림으로써 풍년을 기원했다. 이를 報賽라고 한

다.

42) (清)张问陶: 船山詩草, (北京)中華書局, 1986년, 제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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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득공과의 교유
 

朴齊家 외에도 이 해에 琉璃廠에서 만나서 교유한 이로는  柳得恭이 있다.  

縞紵集에는 黄丕烈에 한 다른 한 단락의 문자기록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나와 五柳居主人은 막역한 사이이므로 북경에 이르러 책을 보러 갈 때마다 그의 

책방에 가는데, 그 때 朴貞蕤와 柳惠風 이 두 사람을 만나서는 기이한 책들을 펼쳐보

고 의심되는 문제들을 분석하곤 하 다. 이번에 북경에 와서 참말로 해외의 군자와 

사귈 수 있게 되었다.43)

이로부터 黄丕烈은 당시 琉璃廠에서 박제가와 함께 柳惠風도 만났다. 柳惠風

(1749-1807)은 이미 앞에서 언 한 燕台再遊 의 작자 柳得恭이다. 惠風은 그의 

자이고 그의 호는 泠齋이다. 柳得恭이 두 차례 연경에 온 경력에 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 하 고, 이 두 차례 모두 朴齊家와 함께 奎章閣의 檢書官으로 있을 때 

수행인원으로 청나라를 방문했던 것이다. 

朴齊家와 마찬가지로 柳得恭은 出使期間에 清朝의 文人들과 자주 하 다. 

다 같은 奎章閣의 檢書官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북경에 체류하는 동안에 늘 함

께 당시 북경의 문인들이 많이 모이는 琉璃廠을 찾아 책방들을 둘러보면서 책을 

구했으며 청나라의 문인들과 시문들을 주고받곤 하 다. 柳得恭의 灤陽 과 燕
台再遊 에는 이와 련된 기록들이 지 않다. 이밖에도 그의 泠齋書種에 수

록되어 있는 並世集에는 당시 조선 사신들과 청나라의 문인들이 교유하면서 서

로 주고받은 시문들이 보다 집 으로 수록되어 있다. 바로 이런 까닭에 並世集
은 縞紵集과 함께 건륭-가경 시기 조 양국 문인들의 교류를 연구하는 요한 

자료이다. 柳得恭의 두 편의 연행록은 이미 지난 세기 30년  金毓黻에 의해 辽
海丛書에 수록되었기에 연행기간에 柳得恭과 청나라 문인들 사이의 교류는 

국 학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44)

앞에서 언 한 縞紵集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黄丕烈과 두 

43) 余 五柳居主人為莫 交, 至都, 每觀書, 至其肆, 時遇朴貞蕤柳惠風二公, 賞奇析疑, 真覺此番

北來, 真交海外君子. (朝鮮)朴長馣 編纂 縞紵集, (韓)李佑成 編 楚亭全書 下, 제336쪽.

44) 注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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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신은 琉璃廠의 五柳居에서 만났다는 이다. 五柳居는 당시 琉璃廠의 書肆

들 에서 그 규모가 비교  컸으며 그 주인인 陶庭學(1732-1797), 陶蘊輝(生卒年

不詳) 父子는 版本에 조 가 아주 깊은 사람들이었기에 당시의 장서가들과 친분

이 아주 두터웠다. 이들 부자는 黄丕烈과 마찬가지로 吳縣사람으로서 서로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특히 陶蘊輝와 黄丕烈의 사이는 아주 친 했다. 1801년 陶庭學

은 이미 별세하 으니 앞에서 언 한 五柳居의 主人은 바로 陶蘊輝이었다. 그 기

록에서 ‘막역한 사이’라고 한 데서부터 잘 알 수 있다. 黄丕烈의 장서 의 많은 

부분은 陶蘊輝로부터 온 것이었기에 그는 일 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송나라 

때의 각본은 “태반이 陶蘊輝의 손에서 왔다”45) 고 말한 바 있다. 당시 五柳居에

는 “璜川吳氏藏書”가 많았기에46) 琉璃廠의 書肆들 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

다. 조선 사신들이 琉璃廠 書肆들을 방문할 때에도 늘 이 책방에 드나들었다. 李

德懋는 琉璃廠의 書肆들 에서 “陶氏가 소장한 책들은 특히 가를 이루었다”고 

감탄한 바 있다. 1778년 柳得恭과 朴齊家는 바로 五柳居에서 經解 · 繹史 등 

많은 서 들을 구입하여 조선으로 갖고 돌아갔다.47) 이로 부터 볼 수 있는 바 18

세기 조문화교류사에서 五柳居는 아주 특수한 지 를 갖고 있다. 

燕台再遊 에서 柳得恭은 黄丕烈에 해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黄丕烈의 號는 蕘圃이며 江南 吳縣 사람으로서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다. 그는  

｢祭書圖｣를 갖고 와서 펼쳐 보 다. 姑 古城이 구름 속에 보일락 말락하고 단풍나

무와 나무가 울울창창한데, 書楼에는 밝은 불이 어물거리고 한 사람이 거기에 

꿇어 엎드려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好事 임이 틀림없다. 제사 한

편을 써주기를 부탁했지만 내가 행장을 꾸려 귀국해야만 했기에 무나 총망하여 그 

제사를 써주지 못했다.48)

이로부터 柳得恭은 黄氏와 交遊하는 과정에서 祭書圖를 보았음을 알 수 있

45) (清)黄丕烈 蕘圃藏書題識 卷8, 参廖子詩集十二卷, 宋元明清書目題跋叢刊 十三, 제182
쪽.

46) (清)李文藻 琉璃廠書肆记, 孫殿起 輯 琉璃廠 志, (北京)北京古籍出版社, 1982년, 제101
쪽.

47) (朝鮮)李德懋 青莊館全書 卷67, (서울)韓国民族文化推進 , 1981년, 제98-100쪽.

48) 黃丕烈, 號蕘圃, 江南吳縣人, 收藏甚富. 有 ｢祭書圖｣ 一軸, 帶來展看. 姑 古城, 縹緲雲際, 楓
竹蕭森, 書樓中明燭奠盞, 作偃僂狀, 可 好事 也. 索題一篇. 余方束裝而歸, 匆匆未能也. (朝
鮮)柳得恭 燕台再遊 , 金毓黻 主編 遼海叢書 第一册, 제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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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갖고 와서 펼쳐 보 다”거나 “내가 행장을 꾸려 귀국해야 했다”는 

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 에 이르러서 이들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黄氏가 찾아갔

던 조선 사신들이 묵고 있는 북경의 처소 음을 알 수 있으며, 한 두 사람은 실

제상에서 단 한 번의 첫 면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祭書圖｣에 하여 柳

得恭은 燕台再遊 에서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하 는데, 이를 통해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밤 에 姑 城内에서 한 “好事 ”가 책을 해 제사를 올리는 장면을 

볼 수 있다. 柳得恭은 무 총망하여 제사를 써주지 못했다고 했으나 泠齋集에
는 黄丕烈을 기리는 시 한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秋山一抹是姑 ,  가을 산 한 기에 고소성인데

窗竹蕭森燭影孤.  창밖의 숲 울창하고 촛불 그림자 외롭구나 

江左收藏誰 富,  강남에서 가 책을 제일 많이 소장했는가?

試看蕘圃祭書圖.  요포의 ｢제서도｣를 보면 알리라. 

 
이 시의 말미에는 “黄丕烈의 號는 蕘圃인데, 江  吳縣 사람으로서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다. 때로는 화 을 밝히고 책을 해 제사를 올리기도 하며, 그림을 

그려서 뭇 명사들로부터 제문을 부탁해 받기도 하 다고 한다.”49) 이 시는 주로 

｢祭書圖｣를 묘사함과 동시에 자기가 북경에 체류하고 있을 때 부탁 받았던 題文

을 써주지 못한 아쉬움을 표 하 다. 이미 앞에서 다소 언 하 지만 ｢祭書圖｣

가 지 은 없어진 까닭에 과거의 학계에서는 이 그림의 내용에 해 잘 알지 못하

지만 柳得恭의 기록에 근거하고 한 이미 앞에서 거론된 박제가가 祭書圖에 

붙인 시를 종합하여 본다면 우리는 지  祭書圖의 원래 모습을 앞에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黄丕烈과 柳得恭의 교류에 해서는 燕台再遊 에서도 역시 이들 두 사람 사

이의 필담 내용을 비교  소상하게 기록하 는데, 그 에는 黄丕烈이 柳得恭에게

論語集解 본 상황에 해 물어본 목이 기록되어 있다. 

蕘圃가 “ 때 錢遵王의 讀書敏求記 에 수사본 何晏의 論語集解이 高麗에서 

나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州 藏書家에게서 보았었습니다. 그 자체가 당

나라 때의 隸書 牌板과 비슷하고, 매 자 에 고려본국 문자가  있는데, 그것

49) 黃丕烈, 號蕘圃, 江 吳縣人. 藏書甚富, 有時明燭澆盞而祭之, 作圖屬諸名士題詠. (朝鮮)柳得

恭 泠斋集 卷5, 古今体詩, 咏燕中诸子七首, (標點影印)韓国文集叢刊, 제260책, (서울)韓
国民族文化推進 , 1992년, 제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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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치도 中國의 曲譜 에 단 注인 工尺 자 모양과 흡사하 습니다. 선생께서는 

그 의 뜻을 알고 계신지요? 이 무렵에도 귀국에는 그 책이 있습니까? 이 책과 비슷

한 경서 古本들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내가 “없습니다. 선생께서 물으신 수사본

의 매 자 에  있는 자들이 曲譜의 工尺 자모양임을 미루어 보아 틀림없

이 倭國의 가다가나(片假文)일 것입니다. 倭本을 高麗本으로 잘못 여기고 계시는 겁

니다.”라고 답하 다.50) 

 
일본의 수사본 何晏의 論語集解는 이 에는 錢曾이 讀書敏求記에서의 記

述로 인해 곧 高麗本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으나 黄氏는 柳得恭을 통해 그 진상

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 論語集解를 해 쓴 題跋에 이와 유사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록이 진실됨을 증명할 수 있다. 題跋에서 黄丕烈은 디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京師에서 조선 사신을 만나서 이 책에 하여 물었더니 行間에 注로 달아 놓

은 자들은 일본문자라고 답하 다.51)

 
여기에서 말한 조선사신은 바로 柳得恭임이 분명하다. 

이밖에 필담에서 黄丕烈은  柳得恭에게高麗圖經의 본 문제도 꺼냈다. 

 
蕘圃는 “일 에 이 책방의 주인이 말하기를 선생께서高麗圖經을 읽으려고 하셨

다는데, 한테 影宋本이 있습니다. 知不足齋에서 각한 것보다 더 나은데, 애석하

게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후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가 갖고 와서 직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라고 말하니 내가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린다는 것

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얻어서 한번 읽어 볼 수 있다면 더욱 기쁘겠습니다.”라고 

답하 다.52)

 高麗圖經은 宋代 徐兢이 宣和 5년(1124)에 高麗에 사신으로 왔다가 남긴 見

50) 蕘圃問: “向于錢遵王 讀書敏求記 中, 知有抄本何晏 論語集解 出自高麗. 此書見在 州藏

書家, 其字似唐人隸書, 牌板每字之傍, 有字系高麗本國文字, 似中國曲譜傍注工尺字樣, 未識先

生能知其文義否? 此時貴處可有其書本子否? 又有似此經書古本否?”余答: “無矣. 先生所問抄

本每字傍有字似曲譜工尺字樣, 必是倭國片假文. 無乃倭本而誤定為高麗本歟.”(朝鮮)柳得恭 燕
台再遊 , 金毓黻 主編 遼海叢書 제1책, 제339쪽. 

51) 余向于京師, 遇朝鮮使臣, 詢以此書, 並述行間所注字, 答以此乃日本書. (朝鮮)柳得恭 燕台再

遊 , 金毓黻 主編 遼海叢書 제1책, 제339쪽. 

52) 蕘圃曰: “前日, 這裡主人說起, 先生要覓 高麗圖經, 捨下卻有影宋本子, 知不足齋所刻卻

好,惜未帶來. 倘日後可有相 日子, 能帶來一觀更妙.” 答: “河清難俟. 如獲一睹, 更快.”(朝鮮)
柳得恭 燕台再遊 , 金毓黻 主編 遼海叢書 제1책, 제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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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 이기 때문에 곧 조 양국 문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의 간행본  제

일 일  나온 것으로는 乾道 三년(1167) 徐蕆이 徴江郡齋에서 付梓한 이른바 乾

道本으로, 이것은 송나라 때의 유일한 본인데, 청나라 기까지 해 내려 왔던 

乾道本은 이미 海内의 孤本이 되었다. 건륭-가경시기에 가장 리 유행되었던 

본은 바로 鮑廷博의 校讎를 거쳐 知不足齋叢書에 수록한 각본이다. 이 본

을 鮑刻本이라고 한다. 이 본은 비록 세상에 리 유행되고 있었던 수사본보다

는 월등하게 나았으나 역시 善本은 아니었다. 黄丕烈은 이 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柳得恭에게 이 책을 말했으며 이후에 기회가 있어 다시 만나게 되면 자기

가 소장하고 있는 影宋本을 갖고 와서 보이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는 柳得恭에 한 黄丕烈의 知遇之心을 알 수 있고, 아울러 방이 학술교류과정

에서 서로 돕고 보충하여 상 의 장 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하 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본에 한 내용 외에도 방의 필담에 해 柳得恭은 다음과 같은 기

록을 남겼다. 

 
蕘圃의 부채에는 이런 시가 여져 있었다. 

 
溪戶無人谷鳥飛,      시냇가 집엔 사람 없고 골짜기엔 새 나는데

石橋橫木掛禪衣.      돌다리의 横木에는  禪衣가 걸렸구나

看雲日暮倚松立,      황혼 무렵 소나무에 기 서니 

野水亂鳴僧未歸.      시냇물소리 요란스러운데 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구나. 

 
낙 은 榕皋이다. 내가 “榕皋란 어떤 분입니까?”라고 물으니 답하기를 “潘奕雋

이라는 분인데, 자는 榕皋이고  호는 水雲漫士입니다. 己丑년의 進士입니다. 일  

内閣官에 임명되었고, 户部主事로 승진하 습니다. 사람됨을 보면 文墨에 능합니다. 

서 에 조 가 깊고, 시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데, 재 사직했습니다. 이 분의 

아들 潘世璜은 자가 理齋입니다. 乙卯년의 探花로서 户部主事로 임직했습니다. 이 분

의 조카 潘世恩은 자가 芝軒인데, 癸丑년의 壮元으로서 禮部右侍郞으로 임명되었습

니다. 우리 소주의 세가입니다.”53)

53) 蕘圃扇面有詩云: 溪戶無人谷鳥飛, 石橋橫木掛禪衣, 看雲日暮倚松立, 野水亂鳴僧未歸. 款榕

皋. 余問: “榕皋何人?” 答: “潘奕雋, 字榕皋, 又號水雲漫士. 系己丑進士. 曾任內閣官, 升戶部主

事. 為人善文墨, 能書, 能詩, 能畫, 見在解組. 其子潘世璜, 字理齋, 乙卯探花, 改戶部主事. 其侄

潘世恩, 字芝軒, 癸丑壯元, 見任禮部右侍郞. 我 世家也.” (朝鮮)柳得恭 燕台再遊 , 金毓

黻 主編 遼海叢書 제1책, 제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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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의 潘奕雋은 앞에서 이미 언 하 는데, 그는 일  黄丕烈에게 “祭書

圖”라는 題字를 써주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 가깝게 사귀고 있어 정이 두터웠다. 

여기에서 언 된 潘氏의 부채에 여진 題詩는 三松 集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런 까닭에 柳得恭이 남긴 이 기록은 우리들로 하여  뜻밖에 아주 귀 한 潘奕

雋의 佚詩 한 수를 얻을 수 있게 하 다.  

黄丕烈와 朴 · 柳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에서 언 된 것 외에도 黄丕烈이 사

단을 따라서 귀국하기 의 朴齊家와 柳得恭에게 “먹을 갈고 종이를 펴놓고 七

古二十韵을 지어서 선물로 주었다”는 데서도 보여 진다. 

 
嘉慶六年歲辛酉, 가경 6년은 신유년이라  

我隨計車適北走. 나는 計吏의 수 를 따라 북경에 왔네.

京都滾滾風塵中, 京都의 거센 풍진속에서 

忽遇奇人朴 柳. 우연히 기인 朴씨와 柳씨를 만났네. 

衣冠状貌殊中華, 의 은 화와 다르니 

云是朝鮮使臣某. 조선국의 사신이라고 하네. 

二公本是彼國豪, 두 분은 본디 그 나라의 호걸이라  

天界才華真富有. 하늘이 내린 재능이 흘러넘쳤네.  

朴公發跡由詞科,  朴公은 词科에 능해  세상에 이름을 날렸으니 

策 萬 孰 偶. 策对하는 萬 을 가 감히 따르리오. 

一編稿略號貞蕤, 一編의 稿略은 貞蕤라는 이름을 썼는데  

洋洋大篇冠諸首.  첫머리에는 洋洋大篇이 올라있네.

□其天憐慕華風, 하늘이 그를 가 히 여겨 화의 풍을 사모하게 하 고

名公钜儒皆 □. 名公钜儒들 모두 즐거움이 많았어라

卷中不盡懷人詩, 책속에는 사람을 그리는 시들이 많아서 

熙熙慕思要以久. 많은 사모의 정은 장구하리니. 

我來訂交恨已遲, 이네들과 사귄지 무 늦었음이 한스럽고 

傾蓋相知意獨厚. 서로 마음이 통하고 정의는 두터웠네. 

贈我楹帖見摛文, 나에게 선사한 楹帖에서 는 그 의 문채를 보았고 

濡墨揮毫不停手. 먹을 은 붓은 쉴새 없이 움직이네.  

題我畫圖为祭書, 나의 “祭書圖”에 題文을 써주었고,

屬詞比事方脱口. 문장의 비유와 묘사는 유창하기 그지없네.   

海内文章信有人,  海内의 文章은 능한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고 

如此東人肯居後. 이와 같은 동쪽나라 사람 어  뒤지려고 하랴

柳公詩笔處清新, 柳公의 시는 청신한 냄새가 풍기고 

一字一珠卻不苟. 한 자가 한 알의 진주마냥 조 도 빈틈이 없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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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篇曾向扇頭窺, 그의長篇을 부채 머로 훔쳐보니 

篆刻鴻章氣抖抖. 篆刻한 鴻章에는 기운이 흘러넘쳤네.

側聞歸國已有期, 지시 물어보니 귀국하는 날자가 다가와서  

數簏奇書驅馬負. 몇 고리짝이나 되는 奇書들은 마바리가 싣고 간다네.

琉璃書肆人肩摩, 琉璃廠의 書肆는 사람들로 붐비고 

誰向嫏嬛時一扣. 가 단숨에 嫏嬛의 고장에 득달하랴

何晏論語世所稀, 何晏의 論語는 세상에서 희귀한 책이라 

東國 傳今失守. 東國에는 이 에는 해왔으나 지 은 없어졌다고 하네. 

徐兢圖經家尚藏,  집에는 徐兢의 高麗圖經이 소장되어 있는데, 

副本末攜我職咎. 副本이라도 갖고 오지 않은 건 다 내 실책이네. 

區區愛書心正同,  책을 사랑하는 한 마음은 나와 같으니 

不惜千金買弊帚. 천 으로 낡은 빗자루를 바꾸어가네 

德功之立古云難,  덕행과 功業을 쌓음은 옛사람들도 어렵다고 했거늘

子相期 不朽.54) 그 들과의 불후의 문장을 남길 것을 기약하노라. 

 
이 시는 朴 · 柳 두 사람의 학식을 칭찬하 고, 북경에서의 방의 교유에 해 

개 으로 서술하 다. 비록 黄氏가 이 시를 “即 之作”이어서 “내가 무 쉽게 

지어서 자기의 재주를 드러내려 했다고 조롱감이 되었을 따름을”55)이라고 하 지

만, 이 시는 朴 · 柳 두 사람에 한 黄丕烈의 존경의 마음을 표달했는데, 우리는 

이로 부터 漢文化圈에서 서로 만나서 상 를 알게 된, 문자로 맺어진 두터운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5. 결론
 

상술한 黄丕烈과 朴齊家 · 柳得恭의 交遊는 건륭-가경 시기의 조 문인들이 친

구로 사귀며 정을 나 었던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실제 이 시기 朝鮮使臣

들의 燕行의 발길이 잦아짐에 따라 두 나라 문인들 사이의 교류는 아주 빈번해졌

다. 상  문헌들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에서 소개한 사례와 비슷한 서 과 문

자를 매개로 하여 맺어진 ‘翰墨之缘’의 友情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동

일한 문화배경에 입각한 서 과 문자에 의한 인연은 아주 끈끈하며 국가와 지역

54) (朝鮮)朴長馣 編纂 縞紵集, (韓)李佑成 編 楚亭全書 下, 제336-337쪽. 

55) (朝鮮)朴長馣 編纂 縞紵集, (韓)李佑成 編 楚亭全書 下, 제336-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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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를 월하 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  감동과 동경을 할 수 없게 한다. 

이와 동시에 연구가 심화되어 갈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분야의 사료가 

朝鮮 学人들의 記载들 속에서 보다 많이 발견된다는 이며, 동시에 국 측 사료

들은 證이 결핍되어 있다는 한계도 항상 느낀다. 바로 이런 까닭에 西泠印社에

서 발견한 黄丕烈이 跋文을 붓으로 손수 쓴 國語는 더욱 진귀한 것이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이 國語본의 歸藏  ‘金羲淳’에 해 부 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金羲淳(1757-1821)의 자는 太初, 호는 山木 · 景源, 諡號

는 文简이며, 본 은 慶尚道 安東이다. 그는 1783년에 生员으로 되었고, 1789년에

는 式年文科甲科에서 及第하여 抄啓文臣으로 발탁되었으며 1791년에 副修撰으로 

되었다. 그 뒤의 한 동안은 朝鮮 正祖(1776-1800년 재 )가 당쟁을 없애려는 목

으로 탕평책을 실시하려고 한 색깔을 가진 党人들만 등용하지는 않았다. 이런 가

운데서 金羲淳의 정치생애에서 일 이 삭직을 당하거나 직을 당하기도 하 다.  

그러나 金祖淳(1765-1832)의 지 의 상승과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출 으로 말미

암아 안동 김씨인 그의 벼슬자리도 부단히 높아졌다. 1799년 그는 副應教 · 應教를 

역임했고, 1801년에는 吏曹参議가 되었다. 1801년 純祖가 즉 하자 그는 吏曹参

判으로 승진했고, 1806년에는 户曹 · 禮曹 · 兵曹 · 工曹 参判  行大護軍을 历任하

고, 그뒤에는 漢城府庶尹 · 吏曹参判 · 漢城府判尹 · 大司憲을 역임했다. 純祖 9년

(1809)에는 吏曹判書로 승진하여 从二品이 되었다. 그의 문집이 남아있지 않아 

련 자료가 아주 기 때문에 그가 어떤 연유로 이 책을 소장하게 되었는지에 해

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는 弘文馆 副修撰 · 副應教 · 應教 등 직을 역임하 는

데, 弘文馆은 바로 朝鮮王朝 三司 의 하나로서 内府의 經書 · 史籍 · 文墨을 주

하고 아울러 군왕의 의문을 해답해 올리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다. 당시 奎章閣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다. 바로 이런 까닭에 그는 서 에 해 아주 익숙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직기간에 奎章閣의 檢書官인 朴齊家 등과 많은 내왕

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필자는 그가 이 책을 얻은 것이 필시 이와 연 이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본다.

논문투고일(2011. 4. 21), 심사일(1차: 2011. 5. 30), 게재확정일(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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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riendship between HUANG Pilie and Korean Scholar 
PAK Jega, YU Deokgong

YANG Yulei

Huang Pilie (黃丕烈), a famous bibliophile and philologist in the Qing dynasty, met 

with Pak Jega (朴齊家) and Yu Deokgong (柳得恭), Korean envoys to China in 

Beijing Liulichang when he participated in the imperial examinations in 1801. They 

had academic discussions, paid many attentions to books as well as exchanged poems 

each other, on which a friendship was established between them. In particular, Huang 

Pilie presented Guoyu (國語) that he had carved in 1800 with his postscript to Pak 

Jega. Their friendship of books and poetry based on the same cultural circle was 

moving and yearning since it was beyond limitation of nations and regions. 

Keywords: Huang Pilie, Pak Jega, Yu Deokgong, History of Sino-Korean cultural 

exchanges


	호저(縞紵)의 정
	초록
	1. 서론
	2. 黃丕烈의 생애
	3. 박제가와의 교유
	4. 유득공과의 교유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