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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지하다시피, 1776년(正祖 즉위년)에 설치된 奎章閣은 역대 임금들의 御製,

御書, 御筆, 御畵 등을 보관하여 관리하던 왕실 도서관이면서 또한 서적 수집과

간행을 비롯한 학술 활동을 주도하였던 연구 기관이었다.

이 규장각에는 많은 도서들이 수집되고 간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그 도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목록화하는 작업도 아울러 진행되었다. 1781년

(정조 5)에 徐浩修(1736~1796)의 책임 아래 만들어진 華本의 도서목록인 奎章
總目, 東本의 도서목록인 西序目錄,1)1)奉謨堂의 도서목록인 奉謨堂奉安御書

* 이 논문은 2015년 10월 23일〜24일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경학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한국 경학의 위상과 경서류 문헌: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
를 중심으로>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원.

1) 東本을 소장하는 곳인 西序(西庫)의 도서목록인 西序目錄 2권은 奎章總目 華本 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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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目, 書香閣(移安閣)의 도서목록인 書香閣奉安總目 등이 그것이다. 이후 규
장각 도서 書目에 대한 정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82년․1994년에 규
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 그리고 1982년에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이
발간됨으로써 규장각 소장 도서의 전체적인 서목과 현황이 정리되었다.2)2)

본고는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과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을 대
상으로 삼되, 이 가운데 특히 ‘經部-小學類-字書(說文書 포함)’의 서지사항에 대

한 고찰을 진행하여,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수정 의견 및 재고해

야할 사항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3)3)필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서지사항의 오

류 및 재고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著者 표

기 오류’, 둘째 ‘書名 표기 오류’, 셋째 ‘再考의 필요가 있는 분류’가 그것이다. 본

론에서는 ‘經部-小學類-字書(說文書 포함)’의 서지사항의 문제점을 이상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4)4)

한국의 한자학은 아직까지 연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한자학 개

별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고 있고, 심경호의 한국한문기초학사 1․
2․3이5)5)발간되어 한자학 연구 성과가 집대성되었지만,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한자학 관련 문헌 각각의 내용과 의의 등에 대한 더욱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만 한국한자학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그 의의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

과 함께 편찬되어 양자가 합쳐져서 奎章總目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 목록은 失傳되었다.
다만 高宗 때 편찬된 西庫藏書錄과 奎章閣書目 등을 통해 정조 시대 규장각 東本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신용하, 1981 奎章總目 해제 규장각 4, 93면).
2) 신용하, 1981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 규장각 5.
3)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과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은 현재 규장각한국학연
구원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제시한 서지사항의 기초가 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서지사항은 기존의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과 규장각
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규장각도서 한국
본 종합목록’,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이라고 언급한 것은 책자 뿐 아니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의 서지사항도 아울러 포함한 것이다.

4) 어떤 책의 서지 사항은 ‘著者 표기 오류’, ‘書名 표기 오류’, ‘再考의 필요가 있는 분류’ 등에

동시에 문제점을 보인 것이 있다. 이 경우에는 이상 세 가지 항목 중 가장 먼저 수정이 요
구되는 부분에서 그 내용을 서술하도록 한다.

5) 심경호, 2012 한국한문기초학사 1․2․3, 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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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현재 전해져오는 字書, 說文書 등의 현황

과 서지사항 등에 대한 정밀한 고찰을 수행함으로써, 연구 대상이 되는 텍스트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해야할 것이다. 즉 ‘한자학 관련 텍스트에 대한 정확

한 이해’, 이것이 바로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 小學類 字書

<표 1>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 小學類 字書
일련
번호

書名 著者/編者 刊行年度 卷/冊 刊地/刊者

1 經史百家音訓字譜 未詳 未詳 5冊(零本)

2 大廣益會玉篇 (宋)陳彭年 奉敎撰 世祖時 1冊(零本)

3 大廣益會玉篇 (宋)陳彭年 等編 未詳 30卷 2冊 廣勤書堂

4 說文解字翼徵 (朝鮮)朴瑄壽 著 1912 14卷 6冊 光文社

5 說文解字篆韻譜 (宋)徐鍇 撰 未詳 1冊(零本) 鍾善堂

6 新編直音禮部玉篇 未詳 跋: 光海君7(1615) 2卷 1冊(151張)

7 新編直音禮部玉篇 (宋)丁度 撰 未詳 1冊(零本)

8 語錄解 (朝鮮)南二星 等編 顯宗10(1669) 1冊(50張)

9 語錄解 (朝鮮)南二星 等編 未詳 1冊(45張)

10 語錄解 (朝鮮)南二星 等編 未詳 1冊(37張)

11 玉篇 未詳 高宗時 2冊

12 字類註釋 (朝鮮)鄭允容 序: 哲宗7(1856) 2卷 2冊

13 字類註釋 (朝鮮)鄭允容 未詳 2冊

14 字集 未詳 未詳 2冊

15 字彙 (明)梅膺祚 音釋 未詳
卷首, 12卷,

合14冊

16 字彙 (明)梅膺祚 音釋 未詳 14冊

17 字彙 (明)梅膺祚 音釋 未詳 12卷 12冊

18 全韻玉篇 未詳 正祖14(1790) 2卷 2冊

19 全韻玉篇 未詳 純祖19(1819) 2卷 2冊 春坊藏板

20 全韻玉篇 未詳 未詳 2冊

21 全韻玉篇 未詳 未詳 2冊

22 通志 (宋)鄭樵 撰 英祖23(1747) 1冊(零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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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의 ‘소학류-자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轉

載한 것이다. 이 내용 중 오류로 추정되는 것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

한 필자의 의견을 ‘著者’, ‘書名’, ‘分類’의 경우로 나누어 아래에 서술하겠다.6)6)

1) 著者

(7)7) 新編直音禮部玉篇7)
新編直音禮部玉篇은 宋 丁度(990~1053)가 편찬한 (排字)禮部韻略의 표제
자 검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부록으로 붙인 것이다.8)8)신편직음예부옥편에서
는 부수별로 글자들을 배열한 뒤에 각각의 글자에 대해 聲調와 韻의 순서를 명

시해 본문을 쉽게 찾도록 하고 있다.9)9)이에 따라 (배자)예부운략은 ‘소학류-
운서’로 분류하였지만, 신편직음예부옥편은 ‘소학류-자서’에 두고 있다.

그런데 신편직음예부옥편의 저자를 丁度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할지 의문이

든다. 丁度는 (배자)예부운략의 저자임은 분명하지만, 신편직음예부옥편의
저자인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위 표의 ‘(6)新編直音禮部玉篇’에서 저

자를 未詳으로 표기한 것,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및 기타

도서관 등에서도 이 책의 저자를 未詳으로 두는 경우가 있음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신편직음예부옥편이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과 규장각
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 ‘奎중 2033’이라는 기호로 동시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에 대해서도 再考할 필요가 있겠다.

2) 書名

(22) 通志
通志는 宋 鄭樵(1104~1162)가 중국 역대의 역사와 제도를 정리하여 엮은

6) 다음의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 ‘소학류-자서’, ‘소학류-설문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
로 서술하겠다.

7) 서명 앞에 표시된 번호는 <표 1>에 제시된 일련 번호와 같음. 이하 동일.

8) 박형익, 2012 한국 자전의 역사, 역락, 152면.

9) 조광국, 排字禮部韻略 해제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e-kyujanggak.

snu.ac.kr). 이하에서는 URL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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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다. 通志는 총 200권의 거질로서, 중국 역대의 정치․제도․문물․역사․

인물 등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한편 通志는 위와 같이 거질의 서적이

어서 참고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룬 20개의 略만 따

로 분리하여 通志略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위 목록에 있는 (22)通志는 通志 전체 중에서 권31~35의 六書略 부분

만 남아 있는 1책의 零本으로, 표지에는 제목이 ‘六書本義’라고 쓰여 있다.10)10)즉

규장각에 소장된 이 책은 通志 권31~35에 해당하는 육서략 (‘六書圖’에서 象

形 관련된 圖說이 缺落됨)이다.

표지의 제목이 ‘六書本義’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오류로 보인다. 육서본의는
明 趙撝謙(1352~1395)이 저술한 字學 관련 책으로 鄭樵의 육서략 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는 ‘六書略’을 잘 못 써 넣은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200권에 달하는 通志의 일부분인 육서략 만 수록되어 있는 책을 그

서지사항에 통지라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六書略’으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分類

(8) 語錄解
語錄解는 朱子語類를 비롯한 儒敎書의 이해를 위해 1657년(孝宗 8) 鄭瀁이

편찬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어서 왕명으로 弘文館에서 南二星 등이 주관하여 기존

의 어록해를 수정하여 1669년(顯宗 10)에 개정된 어록해를 간행하였다.11)11)

이 책은 宋代의 語錄體 단어를 우리말로 풀이한 사전, 즉 譯學書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 현재 규장각에서는 각기 다른 판본과 종류의 어록해를 ‘經部-小學
類-字書’로 분류하기도 하고, ‘子部-儒家類’ 또는 ‘子部-譯學類’로 분류하기도 하

였다.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에서는 小學類를 ‘字書, 韻書, 蒙求書’로만 분류

하였기에, 譯學書의 성격을 가진 책도 넓은 의미의 字書로 판단하고, 이를 字書

10) 강문식, 通志 해제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 안병희, 1983 語錄解 解題 한국문화 4,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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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字書의 개념을12)12)고려해 보면, 語錄解
는 字書라기보다는 譯學書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 小學類 字書

<표 2>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 小學類 字書

12) 字書(字典)란 ‘한자를 단위로 하여 그것의 形, 音, 義를 설명한 책’을 의미한다. 아래의 자

서의 개념에 대한 사전의 풀이 참조. 中國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1986-1993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以字爲單位，解釋漢字的形體讀音和意義的書，如說文解字玉篇等”; 국
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字書는 字典과 같은 말로, 한자를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늘

어놓고 글자 하나하나의 뜻과 음을 풀이한 책을 뜻함”; 이희승, 1961 국어대사전, 민중
서림 “한자(漢字)를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그 독법(讀法)·의미 등을 해설한 책.”

일련
번호

書名 著者/編者 刊行年度 卷/冊 刊地/刊者

1 康熙字典
(淸)張玉書
等受命編

道光7(1827) 40冊

2 康熙字典
(淸)張玉書
等受命編

文久3(1863) 30冊 須原屋茂兵

3 康熙字典
(淸)張玉書
等受命編

40冊 (淸板本)

4 康熙字典
(淸)張玉書
等受命編

光緖12(1886) 6冊 點石齋

5 康熙字典
(淸)張玉書
等受命編

光緖13(1887) 7冊 積山書局

6 康熙字典
(淸)張玉書
等受命編

光緖年間 1冊(零本) 瀛華書局

7 康熙字典
(淸)張玉書
等受命編

宣統元年(1909) 6冊 上海: 鴻文老局

8 康熙字典
(淸)張玉書
等受命編

民國8(1919) 6冊 錦章圖書局藏版

9 格言楷則 (淸)翟伯恒 編 光緖13(1887) 1冊(65張) 裴英館

10 啓蒙幼學初階 未詳 未詳 1冊(34張) 文裕堂

11 攷正字彙 (淸)陳淏子 著 光緖14(1888) 1冊(117張) 上海: 上海書局

12 靁刻四種 (淸)雷浚 撰 光緖10(1884) 6冊 竣本宅藏版

13 大廣益會玉篇
(宋)陳彭年
等受命撰

30卷5冊 明版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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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門奇一覽 (淸)李書雲 輯 光緖10(1884) 2冊 文見齋

15 文字蒙求 (淸)王筠 著 光緖5(1879) 4卷1冊

16 文字蒙求 (淸)蔡友 輯 光緖5(1879) 4卷1冊(97張)

17
發蒙對句集
千字文字

(淸)顧鈺 集句,
(淸)彭瑞熙 鑑定

序: 光緖10(1884) 1冊(38張) 上海: 普育堂

18
仿宋槧重刊
古本玉篇

(淸)張士俊 編 道光30(1850) 30卷8冊

19 三字經訓詁
(宋)王應麟 纂,
(淸)王相 註

序: 康熙5(1666) 1冊(50張)

20 三合便覽 (淸)富俊 撰 乾隆57(1792) 12卷 12冊

21 新編直音禮部玉篇 未詳 跋: 光海君7(1615) 2卷 1冊(151張)

22 英華字典彙集 (淸)譚宴昌 譯 光緖10(1884) 1冊(862張)
香港:

申盛印字館

23 隸辨 (淸)顧藹吉 撰 光緖13(1887) 8卷8冊 上海 : 裴英館

24 隸釋 (宋)洪适 著 同治11(1872)
27卷, 續21卷,
27卷, 合8冊

晦木齋

25 玉篇校刊札記 (淸)鄧顯鶴 述 序: 咸豊元年(1851) 1冊(72張)

26 六書分類 (明)傅世喜 輯 序: 康熙38(1699) 12卷12冊

27 六書
(明)閔齊伋 撰,
(淸)畢弘述 篆訂

6冊 基聞堂(淸板本)

28 六書通 (淸)畢弘 述 光緖14(1888) 12冊 上海: 大向書局

29 字典攷證 (淸)奕繪 等受命編 光緖14(1888) 2卷1冊(64張) 同文書局

30 字學擧隅 (淸)龍光甸 編 光緖13(1887) 1冊(53張) 上海: 鴻文書局

31 字學七種
(淸)李秘園 原本,
(淸)張邦泰 校刊

光緖12(1886) 2冊 松竹齋

32 字彙 (明)梅膺祚 音釋 14冊 淸板本

33 字彙 (明)梅膺祚 音釋 12卷 12冊 淸板本

34 字彙 (明)梅膺祚 音釋 未詳 14冊

35 篆林皿攷 (淸)鄭大郁 輯 11卷6冊 淸板本

36 篆字彙 (淸)佟世男 編 序: 康熙30(1691) 12冊

37 正字通 (淸)寥文英 輯 序: 康熙10(1671) 12卷 31冊

38 正字通 (淸)寥文英 輯 序: 康熙10(1671) 2冊(零本)

39 註釋虛字備考 (淸)兪樾 編 光緖11(1885) 1冊(29張) 申江: 文海堂

40 增補考證字彙 (淸)陳淏子 著 光緖14(1888) 1冊(132張) 上海: 同文書局

41 增補文成字彙 (明)梅膺祚 音釋 序: 光緖9(1883) 14冊 上海: 掃葉山房

42 增補字學擧隅 (淸)龍光甸 編 光緖2(1876) 2冊

43 增補字彙
(明)梅膺祚 原輯,
(明)張自烈 增補

康熙29(1690) 13冊 繡谷振鄴堂,

44 千字文釋義 (?)汪嘯尹 纂輯, 1冊(48張) 一經堂(淸板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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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著者

(16) 文字蒙求
文字蒙求는 淸 王筠(1784~1854)이 아동 識字 교육을 목적으로 편찬한 책이

다. 설문해자 중에 있는 2,000여 개의 글자를 선택하여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으로 분권하여 배열하였으며 동시에 통속적인 해석을 더한 것이다.13)13)

위 표를 보면, ‘(15)文字蒙求’는 ‘王筠 著’로 표기되어 있으며, ‘(16)文字蒙

求’는 ‘蔡友 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文字蒙求의 저자 또는 편집자로

蔡友라는 인물을 찾을 수 없다. ‘(15)문자몽구’와 ‘(16)문자몽구’는 모두 道

光 18년(1838)에 쓴 王筠의 序가 실려 있고, 간행 연도 또한 光緖 5년(1879년)

으로 동일하며, 卷冊數도 4권 1책으로 동일하다. 다만 (15)는 木版本, (16)은 石

版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15)와 (16)은 동일한 내용의 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16)문자몽구’에 저자로 표기된 ‘蔡友’는 王筠의 호인 ‘箓

友’의 誤記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책은 넓은 의미에서는 ‘字書’에 해당하지만, 아동 識字 교육을 목적으

로 편찬한 책이므로 ‘蒙求書’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3) 張世超, 2012 文字蒙求硏究 ,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摘要 .

(?)孫謙益 參註,
(?)葉敬義 書

45 淸文彙書 (淸)李延基 受命編 雍正時 12卷12冊 京都: 三槐堂

46 草字彙 (淸)石梁 集 道光5(1825) 6冊

47 佩鑴 (宋)郭忠恕 記 1冊(55張) 淸板本

48 汗簡 (宋)郭忠恕 集 序: 光緖11(1885) 7卷2冊 齋茂蔣瑞堂

49 合倂字學集韻
(明)張元善,
(明)徐孝 編

萬曆34(1606) 10卷5冊

50 合倂字學集篇
(淸)張元善,
(淸)徐孝 編

序: 萬曆34(1606) 9卷 9冊

51 楷法溯源
(淸)潘存 原輯,
(淸)楊守敬 編,
(淸)饒敦秩 校

光緖4(1878) 14卷 14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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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三合便覽
三合便覽은 滿洲語, 漢語, 蒙古語의 대조 사전이다. 清 敬斋가 辑하였고 富

俊이 补한 것으로, 清 乾隆 45年(1780)에 처음 판각되었다. 규장각에 소장된 것

은 그 이후에 복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몽고어 사전은 康熙 56년(1717)에 간행한 蒙文对照의 御制满蒙文鉴
이 처음이지만, 이 사전은 검색에 불편이 많았다. 이에 몽고족 학자인 敬斋가 만

주어 字母의 音序에 따라 만주어 어휘를 수록하고, 그 다음에 漢語 譯文과 몽고어

譯文을 제시한 사전 즉 满汉蒙文对照词典인 三合便覽을 만들게 된 것이다.14)14)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서 富俊이 撰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敬斋로 알려져 있으며 富俊은 이 책의 내용을 补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再考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三合便覽은 滿洲語, 漢語, 蒙古語 대조 사전의 성격을 지닌 ‘외국어 사

전’이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字書’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은 ‘譯學書’에 해

당한다고 하겠다. 또한 淸 李延基(?~?)가 편찬한 만주어-한어 대역 사전인

‘(45)淸文彙書’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37) (38) 正字通
위 표의 ‘(37)正字通’과 ‘(38)正字通’에서 볼 수 있듯이, 正字通의 저자

를 ‘(淸)寥文英 輯’으로 표시하였다.15)15)한편 강희자전에 대한 소개에서는 정
자통의 저자를 張子烈이라고 하였다.16)16)

14) 圖亞, 2009 三合便覽之蒙文正字法硏究 , 內蒙古大學 碩士學位論文, 摘要 .

15) 淸 寥文英이 字彙를 보완하여 편집한 大型 語文字典이다. 저자는 淸初 사람으로 자는
百子 호는 昆湖이며 連州(지금의 廣東省 連縣)인이다. (중략) 正字通의 저자에 대해

明 張自烈이 지었다고 보는 설도 있고‚ 장자열과 요문영이 함께 지었다고 보는 설도 있

다. 장자열이 이 책을 일정 정도 기초하였거나‚ 요문영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부인
하기는 어렵다. 규장각 소장본에는 滿文 十二字頭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淸代에

벼슬을 한 요문영이 완성한 것으로 보이며‚ 張貞生 등이 쓴 서문에 모두 요문영이 지었

다고 밝히고 있다(강민호, 正字通 해제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6) 張玉書․陳廷敬 등이 淸 康熙帝의 명을 받아 明代 梅膺祚의 字彙와 張自烈의 正字通
을 참고하여 편찬한 字典(강희자전에 대한 자료 소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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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代에도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즉 ‘明 张自烈 撰’, ‘淸 廖文

英 撰’, ‘自烈 文英 同撰’의 의견이 있었는데, 钮琇(？~1704)의 觚賸 粤觚下

篇 에서 정자통의 저자는 明 张自烈이며 淸 廖文英은 이 책을 사들여서 일부

내용을 덧붙이면서 자신의 저작으로 삼았다고 고증하였다.17)17)이에 따라 국내외

백과사전 및 학술 서적과 논문에서는 대부분 正字通의 저자를 张自烈(1597~

1673)로 표기하고 있다. “張貞生 등이 쓴 서문에 모두 요문영이 지었다고 밝혔

다”고 하더라도,18)18)正字通의 저자는 원저자인 ‘(明)张自烈’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9) 合倂字學集韻 / (50) 合倂字學集篇
위 표에서는 ‘(49)合倂字學集韻’과 ‘(50)合倂字學集篇’을 별도로 분리해 두

었지만, 이는 원래 合併字學集篇集韻이라는 이름으로 합본된 책이다. 이 합병

자학집편집운은 合併字學篇韻便覽이라고도 칭하는데, 字書와 韻書의 집합체

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합병자학집편집운은 자서인 합병자학집편, 운서
인 합병자학집운, 等韻圖인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反切集合인 四聲類率譜,
이상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병자학집편은 합병자학집운의 부록이
라고 할 수 있다.19)19)

합병자학집편집운은 明 徐孝가 編하고, 張元善이 校한 것이다.20)20)‘(49)合倂

17) 欽定四庫全書總目 卷43, “正字通 十二卷. 舊本或題明張自烈撰, 或題國朝廖文英撰, 或題
自烈文英同撰. 考鈕琇觚賸粤觚下篇, 載此書, 本自烈作, 文英以金購得之, 因掩爲己, 有敘其

始末甚詳. 然其前列國書十二字母, 則自烈之時所未有, 殆文英續加也. 裘君宏妙貫堂餘談,

又稱文英歿後, 其子售板於連帥劉炳, 有海幢寺僧阿字知本爲自烈書, 爲炳言之, 炳乃改刻自
烈之名, 諸本互異, 蓋以此也. 其書視梅膺祚字彚. 考據稍博. 然徵引繁蕪, 頗多舛駁, 又喜排

斥許愼說文, 尤不免穿鑿附會, 非善本也. 自烈, 字爾公, 南昌人, 文英, 字百子, 連州人, 康熈

中官南康府知府, 故得鬻自烈之書云.”

18) 강민호, 正字通 해제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 曹正義, 1987 革新韻書合倂字學集韵述要 文史哲 1987年05期, 67-68면; 耿軍, 2004

合倂字學篇韻便覽硏究 , 蘇州大學 碩士學位論文, 8-12면; 蔣騰, 2015 合倂字學集篇
釋義硏究 , 河北大學 碩士學位論文, 1면.

20) 欽定四庫全書總目 卷43, “合併字學集篇集韻 二十三卷. 明 徐孝 編, 張元善 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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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學集韻’에서는 ‘(明)張元善․徐孝 共編’이라고 하였고, ‘(50)合倂字學集篇’에
서는 ‘(淸)張元善․徐孝21)共編’이라고21) 하였다. 이를 수정하여 ‘(明)徐孝 編, (明)

張元善 校’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한편 ‘(49)합병자학집운’은 韻書임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字書로 분류되어 있다.

2) 書名

(27) 六書
위 표에서는 이 책의 저자/편자 사항을 ‘(明)閔齊伋 撰, (淸)畢弘述 篆訂,

(淸)閔章․程昌煒 同校’라고 표기하였다. 하지만, 이 책의 정확한 명칭은 六書
通이며, 저자/편자 사항은 ‘(明)閔齊伋 著, (淸)畢弘 述, (淸)旣明 篆訂, (淸)閔

章․程昌煒 同校’이다. 즉 이 책에 나오는 篆書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한 인물은

‘畢弘’이 아니라 ‘旣明’이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27)六書’를 六書通으로 수정
하였다. 그러나 ‘撰; 畢弘述(淸)’이라고 표기하여 마치 ‘畢弘述’을 인명인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

3) 分類

(2) 康熙字典
康熙字典은 康熙 황제의 칙명에 따라 張玉書(1642~1711), 陳廷敬(1639~

1712) 등 30여 명의 학자가 康熙 49년(1710)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康熙 55년

(1716)에 완성한 淸代를 대표하는 字書이다. 총 47,035자를 수록하고 있으며, 字
彙와 正字通의 체례를 이어 받아 214部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강희자전은
기존의 모든 字書를 참조하여 가장 훌륭한 자서를 편찬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청대에는 강희자전 이상의 자서가 사실상 새로 만들어지지

21)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서는 張元善이 萬曆34年(1606)에 쓴 서문이 있다고 하

면서도, 張元善의 시기를 淸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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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民國 이후 출간된 자서들은 모두 강희자전을
저본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22)22)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기 다른 연도에 간행된 여러 종의 강희자전이
조선에 유입되어 규장각에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강희자전이 淸 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중요한 字書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例라고

할 수 있다.

위 목록 가운데 ‘(2)康熙字典’은 그 간행연도를 文久23)23)3년(1863)으로 표시
하였으며, 刊行者를 須原屋茂兵이라고 하였다. 즉 ‘(2)강희자전’은 중국본이 아
니라 일본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것은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 일본 판

본의 책을 수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조 시대에 규장각 도서를 東本과 華本으

로만 구분하였기에 후대에 유입된 일본본도 華本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생각되지

만, 서목의 제목이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이므로 일본 판본의 책을 여기

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고려 또는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9) 格言楷則
格言楷則은 淸 翟伯恒(1836~1897)이 編한 楷書 교본이다. 翟伯恒은 서문에

서 ‘서예의 실용적 효과와 수양적 효과를 강조하였으며, 또한 당시에 유행하던

것이 대개 晉‚ 唐의 楷書 탁본으로서 淸代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太守를

지내던 趙粹甫의 格言屛風을 내용으로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의뢰하여 楷書 敎

本을 만들었다’고 하였다.24)24)

즉 格言楷則은 해서를 연습하기 위한 서예 교본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규
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서는 소학류를 ‘訓詁書, 說文書, 字書, 韻書’로 구분
하였기에, 이와 같은 서예 교본을 字書에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25)25)그러나

22) 이규갑, 2009 漢字學敎程, 차이나하우스, 50-51면; 이연주, 康熙字典 해제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3) ‘文久’는 일본의 연호로, 1861년부터 1864년까지의 孝明天皇의 시대이다. 淸의 同治 2년,
조선의 哲宗 13년에 해당한다.

24) 정진걸, 格言楷則 해제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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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의 개념을 고려해 보면 서예 교본을 자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종수가 많지 않은 서예 교본을 소학류의 하위 항목에 별

도로 분리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 ‘소학류-자서’에는 이와 같은 서예 교본 및 書

法 관련 책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 ‘(9)格言楷則’을 비롯하여 ‘(35)篆林皿攷’,
‘(36)篆字彙’, ‘(46)草字彙’, ‘(51)楷法溯源’26)26)등은 서예 교본 또는 書法 관

련 책의 성격에 해당한다.

(10) 啓蒙幼學初階
啓蒙幼學初階는 香港義學에서 신입생들에게 기초 漢字를 교육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다.27)27)이와 같은 초학자를 위한 또는 아동을 위한 識字 교본의 성격을

가진 책을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에서는 蒙求書로28)28)분류하였지만, 규
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서는 字書로 분류하고 있다.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에서는 소학류를 ‘字書, 韻書, 蒙求書’로 분류하

였고,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서는 소학류를 ‘訓詁書, 說文書, 字書, 韻
書’로 분류하였는데, 이처럼 한국본과 달리 중국본에서는 소학류의 하위 항목으로

蒙求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계몽유학초계와 같은 식자 교본을 字書에 해당시

킨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던 ‘(16)文字蒙求’도 이와 동일한 경우이다.

25) 서예 교본과 字書는 그 성격을 달리하지만, 그렇다고 서예 교본을 訓詁書, 說文書, 韻書

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26) 楷法溯源은 潘存(1817~1893)과 杨守敬(1839~1915)이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만든 書

體 자료집이자 書法 이론 저작이다. 해법소원의 初名은 今隸篇인데, 이는 해서가 예
서에 근본한다는 저자의 생각에 따른 것이다. 이 책은 魏晉시기부터 隋唐五代시기에 이

르기까지의 중요한 해서의 集帖과 古碑 718종 및 해서 낱글자 20,000여 자를 수록하였다

(鄒華淸, 2001 楊守敬學術硏究, 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98-100면).

27) 정진걸, 啓蒙幼學初階 해제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8)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에서 蒙求書로 분류한 책으로는 類合, 千字文, 童蒙

先習, 兒學編, 訓蒙字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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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 小學類 說文書

<표 3>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 小學類 說文書

일련
번호

書名 著者/編者 刊行年度 卷/冊 刊地/刊者

1 文選古字通疏證 (淸)薛傅均 著 序: 道光21(1841) 6卷 2冊 迪志齋藏板

2 說文繫傳校錄 (淸)王筠 撰 跋: 咸豐7(1857) 30卷 4冊

3 說文古籒補 (淸)吳大澂 撰 光緖10(1884) 14卷 2冊

4 說文管見 (淸)胡秉虔 撰 光緖7(1881) 1冊(58張)
申江:

望益山戶書局

5 說文校議
(淸)姚文田․嚴可均

撰
同治13(1874) 15卷 4冊

6 說文答問疏證 (淸)陳壽祺 撰 光緖13(1887) 6卷 2冊 鴻寶堂書局

7 說文辨疑 (淸)顧廣圻 著 光緖9(1883) 1冊(29張) 鄮東耕兩樓

8 說文辨字正俗 (淸)李富孫 學 序: 嘉慶21(1816) 8卷 4冊 校經高藏板

9 說文分均易知錄 (淸)許巽行 編 光緖5(1879) 10冊

10 說文釋例 (淸)王筠 學 同治4(1865) 10卷 14冊

11 說文釋例 (淸)王筠 著 光緖12(1886) 20卷 6冊 上海: 積山書局

12 說文續字彙 (淸)雷深之 編 光緖12(1886) 2冊 上海: 積山書局

13 說文新坿攷 (淸)鄭珍 記 道光13(1833) 6卷 4冊

14 說文引經攷證
(淸)陳瑑 撰,
(淸)徐郙 參校

同治13(1874) 8卷 2冊 湖北: 崇文書局

15 說文長箋 (明)趙宦光 崇禎4(1631)
100卷
35冊

16 說文眞本
(漢)許愼 記,

(宋)徐鉉 等奉勅校定
15卷 8冊

汲古閣藏板
(北宋本飜刻)

17 說文通檢 (淸)黎永椿 編 14卷 2冊 淸板本

18 說文通訓定聲
(淸)朱駿聲 紀錄,
(淸)朱鏡蓉 參訂

7冊(零本) 淸板本

19 說文通訓定聲
(淸)朱駿聲 紀錄,
(淸)朱鏡蓉 參訂

咸豐1(1851) 24冊 臨嘯閣藏板

20 說文通訓定聲
(淸)朱駿聲 紀錄,
(淸)朱鏡蓉 參訂

光緖12(1883) 1冊(89張) 上海: 積山書局

21 說文通訓定聲
(淸)朱駿聲 紀錄,
(淸)朱鏡蓉 參訂

光緖14(1888) 12冊 上海 : 鴻文書局

22 說文解字
(漢)許愼 著,
(?)徐鉉 等 校定

序: 萬曆26(1598) 12卷 12冊

23 說文解字
(漢)許愼 記,

(宋)徐鉉 等 校定
序: 嘉慶14(1809) 14卷 12冊 掃葉山房

24 說文解字 (淸)段玉裁 注 同治6(1867) 32卷 24冊 蘇州: 保息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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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著者

(6) 說文答問疏證
위 표에서는 이 책의 저자를 淸 陳壽祺(1771~1834)라고 하였다. 하지만 陳壽

祺의 저술로 左海全集, 五經異義疏證, 尙書大傳定本, 左海經辨, 洪範五
行傳輯本, 歐陽夏侯經說考, 魯齊韓詩說考, 禮記鄭讀考, 說文經詁 등이
있지만, 說文答問疏證을 지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설문답문소증은 규장각뿐 아니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金峨山館(光緖 10,

1884) 및 蘇州 振新書社(光緖 9, 1883)29)29)발간본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叢書集

成初編,30)30)百部叢書集成,31)31)續修四庫全書32)32)등에도 영인되어 있다. 여기에

2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snu.ac.kr/)에서 蘇州 振新書社의 說文答問
疏證의 저자를 薛轉均이라고 표기했는데, 이는 薛傅均의 誤記이다.

30) 王雲五 主編, 1936 叢書集成 初編, 上海: 商務印書館.

31) 嚴一萍 選輯, 1965 百部叢書集成, 臺北: 藝文印書館.

25 說文解字
(漢)許愼,

(明)徐鉉 等 校定,
(淸)孫星衍 重校

光緖5(1879) 15卷 3冊

26 說文解字桂氏議證 (淸)桂馥 學 同治9(1870) 50卷 32冊 崇文書局

27
說文解字
雙聲疊均譜

(淸)鄧廷楨 撰 光緖9(1883) 1冊(64張) 同文書局

28
說文解字
五百四十部目

(淸)胡亥甫 編 光緖13(1887) 1冊(51張) 大鄳山館

29 說文解字注 (淸)段玉裁 注 光緖15(1889) 15卷 2冊 上海

30 說文解字注匡謬 (淸)徐承慶 撰 光緖15(1889) 8卷 1冊 上海

31 說文解字通釋
(唐)徐鍇 傳釋,
(唐)朱翺 反切

道光19(1839) 35卷 6冊 標題紙: 說文繫傳

32 小學鉤沈 (淸)林大椿 光緖10(1884) 19卷 4冊

33 新增龍文鞭影 (淸)陳士龍 編次 光緖12(1886) 4卷 4冊

34 御覽說文句讀
(漢)許愼,

(淸)王筠 撰集
同治4(1865) 30卷 16冊

35 嬰兒書課 未詳
1冊
(17張)

(淸板本)

36 許氏說文
(漢)許愼,

(明)徐鉉 等校正
12卷 10冊 石渠閣(淸板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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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책의 저자를 모두 薛傅均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서 설문답문소증의 저자로 陳壽祺라

고 표기한 것은 薛傅均으로 수정해야할 것이다.

(15) 說文長箋
위 표에서 說文長箋의 저자를 ‘趙宦光’으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趙宧光’의

誤記이다.

(22) (25) (36) 徐鉉 / (5) (31) 徐鍇

徐鉉(917~992)은 南唐․北宋 시기의 인물이다.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
에서는 위 표의 (25)와 (36)에서 볼 수 있듯이 徐鉉의 시기를 明으로 표기한 경

우가 있으며, 또한 (22)에서는 徐鉉의 시기를 未詳으로 표기하고 있다.

徐鉉은 宋 太宗 雍熙年間에 칙명을 받아 句中正 등 여러 학자들과 함께 許愼

의 설문해자를 교정하여 雍熙 3년(986)에 완성하였는데 이를 ‘大徐本’이라 칭
한다. 그는 설문해자의 체제를 정비하여 총 15권으로 되어 있던 원서를 상하

로 분권하여 30편으로 구성하였다.33)33)이처럼 徐鉉은 중국한자학사와 설문해자
연구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니만큼, 그 시기를 誤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小徐本’이라 일컬어지는 說文解字繫傳을 지은 徐鍇(920~974)의 시기에 대
해, 위의 (5)에서는 ‘宋’으로, (31)에서는 ‘唐’으로 표기하고 있다. 徐鍇는 宋나라

(960~1279)에 從事하지 않았으므로 ‘宋’으로 표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

한 ‘唐’으로 표기할 경우 隋唐의 唐(618~907)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南

唐’(937~975)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32)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1995 續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33) 이규갑, 2009 漢字學敎程, 차이나하우스,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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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書名

(2) 說文繫傳校錄
사소한 문제이지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說文解字의 ‘說文’을

‘設文’으로 誤記한 경우가 종종 보인다. 이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3) 分類

(1) 文選古字通疏證
淸 薛傅均이 지은 文選古字通疏證은 중국 국가도서관(http://www.nlc.gov.

cn) 소장 정보에 道光 20年(1840)에 간행되었다고 하였으며, 2013년 국가도서관출

판사에서 발간한 文选研究文献辑刊에34)34)제54책으로 영인되어 수록되어 있다.
罗国威가 쓴 文选研究文献辑刊의 서문에 따르면, 文選古字通疏證은 문
선에 나오는 글자의 通假字를 정리한 것으로, 薛傅均이 ‘正文與注本係一字, 而

有古今體之殊’, ‘當時别本異字, 義或相同’, ‘聲義俱同’, ‘字之本義不同, 因同一諧聲,

遂假其義’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리했다고 하였다. 즉 이 책은 문선에 나오
는 글자에 대한 해설서의 성격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서는 이 책을 ‘경부-소학류-설문서’로
분류하고 있다. 문선고자통소증의 내용은 설문해자와 관련이 없으므로 수정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 小學鉤沈
小學鉤沈은 古注, 類書, 字書, 韻書, 訓詁書 등에서 佚書 44종과 佚文 2,530
여 조를 집록한 것으로, 청대 輯佚學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郭國慶이 조

34) 宋志英 輯, 2013 文選硏究文獻輯刊,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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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바에 따르면, 소학구침에서 참고한 설문해자 관련 서적으로는 徐鍇의
說文解字繫傳 뿐이다.35)35)

즉 소학구침은 小學類 서적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를 ‘說文書’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3) 新增龙文鞭影
龙文鞭影의 원래 이름은 蒙養故事이다. 몽양고사는 명나라 萬曆시기 蕭
良有가 편찬하였으며, 이후에 楊臣諍이 增訂하여 책 이름을 용문편영이라고
고쳤다. 규장각 소장본은 淸의 陳士龍이 編次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24史의 인물 典故를 비롯하여 古代神話․小說․筆記 등

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약 2,000여 개의 고사를 수록

하였다. 이 책은 아동들에게 다방면의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

진 것으로, 이에 따라 三字經, 百家姓, 千字文과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蒙學書(蒙求書)라고 칭해지고 있다.36)36)

용문편영에 대한 후대의 연구는 대부분 蒙求書의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서는 이 책을 ‘소학류-설문서’에 분류하
고 있다. 용문편영은 소학류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여기에 설문해자 관련
내용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설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본론에서는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과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의
書目 가운데 ‘經部-小學類-字書(說文書 포함)’에 해당하는 서책의 서지사항에 대

35) 郭國慶, 2013 小學鉤沉述論 語文學刊 2013年24期, 貴州民族大學 民族學與社會學學

院, 18면.

36) 王光龍, 1991 傳統蒙書龍文鞭影初探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 1991年04期, 87-88
면; 兪若英, 2008 傳統蒙學敎材龍文鞭影價値探究 , 蘇州大學 碩士學位論文,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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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토를 수행하여, 오류가 있거나 再考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1) 본론에서의 검토를 통해,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과 규장각도서 중
국본 종합목록의 ‘經部-小學類-字書(說文書 포함)’의 서지사항에서 수정이나 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小學類의 각 도서를 어떤 하위 항목으로 분류할 것인지 재고해 보아

야할 것이며, 저자 및 書名 사항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또한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각 책의 해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특히 중국본), 정

확한 내용을 담은 해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해제 작업을 진행

하는 과정 속에서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과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
록의 서지사항에 대한 오류도 아울러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규장각도서 한국본 종합목록에서는 小學類를 ‘字書, 韻書, 蒙求書’로 구분

하였으며, 규장각도서 중국본 종합목록에서는 小學類를 ‘訓詁書, 說文書, 字書,
韻書’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한국본의 소학류에는 小學의 한 부분

인 훈고서를 별도로 두지 않은 대신 몽구서를 두고 있음이 주목되며, 중국본의

경우 소학류에 훈고서를 두고 있고 또 자서에 둘 수도 있는 설문해자 관련 도
서를 설문서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소학류 도서를 이상과 같이 분류한 것을 통해, 한국본에는 훈고서가 많지 않

았으며 대신 몽구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본 소학류의 자서, 운서, 몽구

서의 종수를 살펴보면 자서 22종, 운서 118종, 몽구서 89종으로 정리할 수 있는

데,37)37)자서에 비해 운서와 몽구서의 비중이 훨씬 높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본에서는 설문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본의 경우

설문해자 관련 도서가 규장각에 많이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7) 동일한 제목을 가진 책이더라도 간행연도와 책수 등의 차이를 보이면서 서목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각 1종으로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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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는 한국과 중국의 小學 연구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는 자서에 비해 운서와 몽구서가 더 중시되었으며, 중국의 소

학류 서적 중에는 설문해자 관련 도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이나 한시 창작을 위한 필요에 의해 운서가 많이 간행되었

으며,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식자교육을 위해 몽구서가 더욱 필요했

던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본의 경우 설문서를 별도 항목

으로 설정하였는데, 淸代에 이르러 고증학풍의 흥기와 더불어 소학 연구에 있어

說文四大家를38)38)중심으로 하여 說文學 연구가 본격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본고의 검토를 통해, 규장각에 소장된 자서(설문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한국 한자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몇 가지 서적

의 意義에 대해 아래에 간략하게 언급한다.

규장각에는 여러 판본의 說文解字 및 淸代 說文學의 주요 성과를 담은 설
문해자 관련 서적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설문해자는 중국 문
자학의 鼻祖로 중국한자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자학 저술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조선시대 한자학 연구자들 다수는 한자학 관련 주장을 내세우거나 이

론을 제시할 때에 설문해자와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등, 조선 한자학사에서도

설문해자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평가되고 있다.39)39)이러한 면모는 규장각도
서 중국본 종합목록의 ‘소학류-설문서’의 서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淸 康熙皇帝의 칙명에 의해 발간된 康熙字典은 청대를 대표하는 字書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조선 이후 현대까지의 한자

자전은 강희자전의 214개 부수 체계를 준수한다는 점, 조선 및 한국의 한자

38) 說文四大家는 段玉裁(1735~1815), 桂馥(1736~1805), 王筠(1784~1854), 朱駿聲(1788~
1858)을 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청대 설문학 연구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룬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들의 대표 저술로는 段玉裁의 說文解字注, 桂馥의 說文解字義證, 王筠
의 說文釋例․說文句讀,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 등이 있다.

39) 양원석, 2015 小學과 說文解字 연구를 통해 본 조선 후기 漢字學 한국실학연구 29,
139-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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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자형은 강희자전의 자형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40)40)자전의 전범으
로서의 위상을 가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규장각에는

여러 판본의 강희자전이 소장되어 있다.
六書略 은 宋 鄭樵가 지은 通志의 권31-35에 해당하는 것으로, 六書을 중

심으로 한 정초의 한자학 이론을 담고 있다. 이는 한자의 형․음․의를 확인하

기 위해 활용되었던 字書와 달리, 조선시대에 한자학 이론에 대해 논의할 때에

가장 많이 참고되었다. 예를 들면, 한자학의 제반 이론에 대한 정밀한 토론이 진

행되었던 正祖의 ‘文字策問’ 및 諸臣들의 對策文에서 육서략 의 내용이 본격적

으로 인용되고 논의되었다.41)41)

규장각 소장 字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朴瑄壽(1823~1899)의 說文解

字翼徵이다. 이는 조선 학자가 저술한 설문해자 관련 專著 가운데 現傳하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다.42)42)설문해자익징은 許愼의 설문해자의 문자 해석에
대해 金文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재해석한 것으로써, 설문해자의 오류를 수
정․보완하고자 하는 목표에 의해 지어진 것이다. 이 책은 특히 金文 자료를 활

용하여 문자 해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문해자익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43)43)

40) 김영옥, 2011 漢文 敎育用 基礎 漢字 字形 標準化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3-41면.

41) 하영삼, 2003 六書策 所見朴齊家與李德懋之文字觀比較 國際中國學硏究 6, 357-378
면; 양원석, 2016 朝鮮時代의 鄭樵 六書略 수용과 활용 동방한문학 66, 200-215면.

42) 鄭寅普는 六書尋源 敍 에서 “조선시대 설문해자 관련 專著로 南正和의 說文新義
와 박선수의 설문해자익징 두 종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 중 설문신의는 失傳되었
고 설문해자익징만 현재 전해오고 있다.

43) 김순희, 1995 說文解字翼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영삼, 2001 說
文解字翼徵의 문자이론과 해석체계의 특징 중국어문학 38; 김영경, 2004 說文解字

翼徵 연구, 華東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유동춘, 2007 關于朝鮮末文文字學著作說文
解字翼徵 중국언어연구 25; 양원석, 2007 朝鮮 後期 文字訓詁學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준혜, 2008 說文解字翼徵 解說字 譯解,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경호, 2012 한국한문기초학사 1, 태학사; 문준혜, 2012 說文解字翼徵의 金文 활용
중국어문학지 40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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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고에서는 ‘經部-小學類-字書(說文書 포함)’만을 대상으로 삼아 그 서지사

항과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지만, 앞으로 小學類 내의 韻書, 蒙

求書, 訓詁書 등에 대한 검토 작업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서와 운

서의 유입과 활용 등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한국

본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몽구서의 현황과 활용에 대해서도 자서․운서와 비교

하면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해야만, 조선시대 小學의 양

상과 의의에 대한 온전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奎章閣, 小學, 字書, 說文書.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 규장각도
서중국본종합목록

투고일(2016. 5. 3), 심사시작일(2016. 5. 11), 심사완료일(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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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ation of Biographical Matters of Kyujanggak(奎章閣) 

‘Jingbu(經部)-Xiaoxuelei(小學類)-Zishu(字書)’
44)

Yang, won-seok*

This article reviewed biographical matters of the books corresponding to ‘Jingbu(經

部)-Xiaoxuelei(小學類)-Zishu(字書)[including Shuowenshu(說文書)]’ among General list 

of Kyujanggak(奎章閣) Books written in Korea and General list of Kyujanggak Books 

written in Chinese, which summarized Book list of Kyujanggak. A few identifiable 

matters through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ough review of this article, it can be frequently confirmed that there are 

some parts requiring revision or review in biological matters of ‘Jingbu-Xiaoxuelei-Zishu’ 

of General list of Kyujanggak Books written in Korean and General list of Kyujanggak 

Book written in Chinese.    

Second. In General list of Kyujanggak Books written in Korean, Xiaoxuelei was 

classified into ‘Zishu, Yunshu(韻書), Mengqiushu(蒙求書)’, and in General list of 

Kyujanggak Books written in Chinese, Xiaoxuelei was classified into ‘Xungushu(訓詁書), 

Shuowenshu, Zishu, Yunshu’. Through the above-mentioned classification, it can be 

found that the Korean Books included Xungushu not so much, but, instead of that, 

Mengqiushu much. Also, it can be known that the book contained much Yunshu and 

Mengqiushu compared with Zishu. In the meantime, in case of the Chinese Books, it 

can be known that books related to Shuowenjiezi(說文解字) are much possessed in 

Kyujanggak.  

Third. This study may give an overview of Zishu[including Shuowenshu] which are 

collected and catalogued in the Kyujanggak. Among them, important texts in context of 

the history of Korean Chinese Character are as follows: Shuowenjiezi, Kangxizidian(康熙

字典), liushulve(六書略), and Shuowenjieziyizheng(說文解字翼徵).

* Research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Dan-k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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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In this article, a fundamental review was carried out only targeting on 

‘Jingbu-Xiaoxuelei-Zishu[including Shuowenshu]’, but, in the future, it would be also 

necessary to conduct examination work of the biological matters and contents with 

respect to Yunshu, Mengqiushu, Xungushu, etc. of Xiaoxuelei. Only with this process, 

the foundation of Xiaoxue(小學) in Joseon(朝鮮) Dynasty Period will be solidified. 

Key Words : Kyujanggak(奎章閣), Xiaoxue(小學), Zishu(字書), Shuowenshu(說文書),  
General list of Kyujanggak Books written in Korean, General list of 
Kyujanggak Books written in Chin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