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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아․우나 ․김은슬․서진원․조성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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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장각 소장 자료 목록․해제 정리사업’은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의 수조사와 개별 

상세서지조사카드 작성을 통해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수정 , 1994)  �규장각도서 국본

종합목록�(1982)의 정보 오류, 복․合帙․ 락 사항 등을 면 수정하고 가칭 �규장각 소장 經

部 자료 종합목록�을 발간하는 데 1차 목표를 둔다. 동시에 수정을 긴 히 요하는 기해제도서에 

한 수정과 우선해제 상서에 한 해제 작성을 통해 규장각 소장 경부 자료의 가치를 제고하

고 이용과 리 양측면에 정확성․ 문성을 기하는 데 2차 목표를 둔다.

이 논문에서는 목록 오류 수정의 기  등 주요 사업 방법을 소개하고 2018년도 사업 상인 詩

類․春秋類․禮類․ 類․孝經類․四書類 도서 약 1,200여 건에 한 상세서지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한 오류 수정의 주요 성과를 제시하 다. 조사 결과 서명․편 자․ 사항․발행사항․동

본  사부분류 등 주요 항목에서 未詳의 정보를 새롭게 밝 내거나 정보 오류를 수정하 다. 나

아가 규장각 소장 경부 자료의 가치를 발굴하기 한 심화조사를 새롭게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성과를 도출하 다. 

첫째, 규장각 자료에 국가나 官署 주도의 경서 향유 양상을 드러내는 정보가 많다는 을 부

각하 다. 자료에 기재된 口訣, 諺解 등의 항목을 ‘비고’란에 기술하고 련 내용을 목록화 하는 한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구슬아)․연구원(우나 ․김은슬․서진원․조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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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經筵에서 교재로 활용되었음을 증명하는 標識는 심화 조사하여 내용 서지를 폭 보완하 다. 

둘째, 형태서지  내용서지에 한 기술이 미비한 국본 경부 자료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

는 기술규칙을 수립하고 추후 목록집에 복 수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구체화하 다. 

이를 바탕으로 古刊本, 희귀본 擧業書 등이 규장각에 다수 소장되어 있음을 새롭게 밝히고, 한국

본 경부 자료의 底本이 된 국본 경부 자료의 구체  활용 양상을 실증하 다. 

이와 같은 심화조사  목록화를 통해 이용자들을 한 정확한 서지 정보 제공, 규장각 소장 

자료의 효율  보존 리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 한다.

핵심어 : 경부(經部), 목록, 한국본, 국본, 경연(經筵), 요본

    

1. 머리말

지난 2017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서는 서울 학교가 보 하고 

있던 국유문화재의 효율  보존  서울 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에 기여하기 

한 리 탁 사업의 일환으로 ‘규장각 소장 자료 목록․해제 정리 사업 ’(이하 

‘사업 ’으로 지칭)을 출범하 다. 본 사업 은 규장각에 소장된 4,400여 건(기증․

기탁 자료 제외)의 經部 자료를 상으로, 도서번호 1건당 1개의 상세서지조사카

드의 작성을 통해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1994, 이하 ‘한국본 종합목록’)  

�규장각도서 국본종합목록�(1982, 이하 ‘ 국본 종합목록’)의 정보 오류, 목록 기

술 수 (level of description)의 통일성 결여, ‘종합목록-DB-소장정보’ 간 불일치 

사항을 수 조사하고 이를 수정하고 있다.1)1)

1) 본 사업 에 앞서 2013년에 조직된 ‘규장각 소장 귀 본도서 조사사업 ’에서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고자 규장각에 소장된 集部 도서를 심으로 종합목록의 오류를 수정하

고, 귀 본도서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상기 사업 의 성격  조사 결과에 

해서는 오세 ․김수진․김하라․이경근․유정열․김 ․최천식․박민수, 2015 ｢규장각 

소장 집부(集部) 도서에 한 조사와 그 결과 1-�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1994)의 재

정비를 심으로-｣(�규장각� 47)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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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 자료는 일제강 기 도서정리사업 이후 經史子集의 四部分類를 기

으로 보존․ 리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종합목록 서두에 배치된 경부 자료의 

서지정보 오류가 많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규장각 내의 지속  수정 의지가 제

로 반 되지 못하 다.2)2)종합목록 발간 이후 규장각에서 진행된 여러 사업의 성과 

 학술 회 개최를 통해 새로운 정보가 상당부분 밝 졌고,3)3) 련 내용의 일부가 

DB에 반 되기도 하 다. 그러나 그 성과가 종합목록에는 미처 반 되지 못하

고 이에 따라 기존 서지정보와 해제, DB와 자료 실물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여

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본 사업 은 경부 자료의 수조사  개별 상

세서지조사카드 작성을 통해 한국본 종합목록과 국본 종합목록의 정보 오류, 

복․合帙․ 락 사항 등을 면 수정하고 가칭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 종합목록�

을 발간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수정을 긴 히 요하는 기해제도

2) 규장각 도서의 조성 과정과 서목간 정보의 불일치, 체계  리의 요성에 해 역설한 

최신 연구성과로 박 순, 2018 ｢정조  奎章閣 閱古館 장서의 조성｣(�한국문화� 82)을 참

고할만하다. 한 허태구 외, 2015 ｢규장각 BT․BN의 문제 과 책｣, �규장각 종합목록표

안 마련 회의 자료집�, 39면에서는 규장각 경부 도서의 한국본․ 국본 분류의 정확도 

문제   목록의 종 분류 문제에 해 국본 6,818종 가운데 奎中의 별치기호가 붙

은 자료 가운데 1982년 이후 한국본으로 재분류된 도서들이 여 히 국본 종합목록에 

복 포함되어 있어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것이 특히 經部 자료에 다수 포함

되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3) 표 으로 2015년 10월 한국경학학회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개최한 국제학술회의 

‘한국 경학의 상과 경서류 문헌-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를 심으로’를 들 수 있다. 발표

된 연구 성과는 �한국문화� 73집(2016년 3월 발간)에 ‘조선 경서류 문헌의 동아시아  

상: 五經類를 심으로’라는 특집과 �한국문화� 74집(2016년 6월 발간)에 ‘규장각 소장 경

서류 문헌의 연구’라는 특집으로 게재되었다. 한 2017년 12월 동 학회와 규장각한국학연

구원이 공동개최한 ‘경학사의 시야에서 바라본 소학류( 學類) 문헌-규장각 소장 자서(字

書)․운서(韻書)․언해서(諺解書)․역학서(譯學書)를 심으로-’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는 

본 사업 의 2019년 조사 상과 긴 히 련되어 있다. 상기의 학술 회  문 경학연

구자들의 연구 성과는 본 사업 에서 서지정보의 오류를 수정할 때 활용하는 주요 근거이

며 사업 방향에도 큰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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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한 수정과 우선해제 상서에 한 해제 작성을 통해 규장각 소장 경부 자

료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용과 리 양측면에 정확성․ 문성을 기하는 데 2차 목표

를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목록 오류 수정의 방법  기 이 되는 본 사업 의 한국본․

국본 도서 조사 방침을 소개하는 한편, 2018년도 사업 상인 詩類․春秋類․禮

類․ 類․孝經類․四書類 도서 약 1,200여 건에 한 상세서지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오류 수정의 주요 實例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심화조사를 통해 도출한 

규장각 소장 경부 자료의 두 가지 특징 등 본 사업의 주요 경과를 보고하겠다. 

2. 사업의 주요 방법

1) 한국본 도서 조사 방침

본 사업 에서는 書名․編著 ․版事 ․發行事 ․同版本  사부분류 등 종

합목록에 반 되는 주요 정보의 오류를 수정할 기 을 마련하고, 경부 자료의 특

징을 반 한 정확한 서지 정보를 일 되게 기술하기 해 목록기술규칙(descriptive 

standard)을 수립하 다. 주요 얼개는 국립 앙도서 에서 배포한 �한국문헌자동

화목록기술규칙-고도서용�(2000)을 심으로 하되 규장각 자료의 실물 조사를 통

해 확인한바, 고도서 상세서지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규칙을 추가하여 ｢규장

각 소장 자료 목록․해제 정리 사업  목록기술규칙-고도서용-｣을 마련하 다. 아

울러 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지속 으로 수정․보완하여 왔다. 목록기

술규칙을 별도로 수립한 까닭은 종합목록  DB에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상세함

에도 불구하고 기술수 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추출

해내는 데 지 않은 문제 이 있으며, 아울러 기존 고도서용 목록기술규칙이 규

장각 소장 경부 자료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 지 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규장각만이 아닌, 여타 장서기 의 고서목록이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이



․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 목록․해제 정리사업의 경과(1) 143

기도 하다. 목록기술규칙에 따라 일 된 방식으로 서지정보가 기술된다면 여타 장

서기 과의 정보 통일성을 꾀할 수 있고, 版種 등 주요 형태서지 정보를 분류․추

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  가장 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인 서명은 ‘卷首題, 標題, 序題, 跋題, 表題, 

版心題’라는 정보원 우선순 에 따라4)
4) 합한 서명을 採記하고 있다. 그러나 권수

제 등 우선순 가 높은 정보가 자료의 성격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단되면 이 순

를 무조건 신하지 않고 본 비교․序跋 내용 독․규장각  타 기  소장 

동 본(동종본)과의 비교 조․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 검색 등 여러 방증자료

의 심화조사를 통해 자료의 성격에 가장 합한 서명을 채기하고, 수정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경부 자료는 권수제나 표제, 심제 등 우선순 가 높은 정보

원을 그 로 채기할 경우 오히려 도서의 계통이나 성격이 제 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5)5) 

편 자명  작역할어는 가  권수제면에 기재된 정보를 그 로 채기하되, 

그밖에 서발에 드러난 정보  본 확인을 통해 編 , 校正  등 락된 편 자 

정보를 함께 기입한다.6)6)특히 작역할을 달리 하는 편 자 정보가 권수제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종합목록  DB에 그것이 폭 생략되어 있던 을 

보완하 다. 이는 자료의 편찬과정  고유한 학술  특징, 편 자의 학맥이나 인

맥 등과 련한 요 정보이므로, 내용서지를 보완하고 해당 자료에 한 정확한 

해제를 작성하는 주요 근거이다.

한편 발행사항(발행자, 발행년, 발행지)의 정확도 제고는 본 사업을 통해 기

할 수 있는 주요 성과  하나일 것이다. 조사자의 착오나 단순 誤脫字, 조사 당시 

불가피했던 자료 근성의 한계, 사업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보의 정확성이 

4) 국립 앙도서 에서는 서명 정보원의 우선순 를 ‘卷首題面, 標題面, 表題(題簽), 裏題面, 

版心題’의 순으로 규정하 다. 국립 앙도서 , 2000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고도서

용�, 5면.

5) 3장에서 그 구체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6) 座目 등 분량이 긴 정보는 주기사항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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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으며, 상당수가 未詳으로 처리되어 있다. 발행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는 드러나 있기도 하고 숨겨져 있기도 하다. 본 사업 에서는 종합목

록  DB에 락된 경우가 많은 ‘標題面’, ‘刊記․版權記’, ‘藏書記․內賜記’ 등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술하는 한편, 서발의 내용 악을 통해 해당 자료의 발행 거

을 찾아 발행사항을 구체 으로 확정하고 있다. 식 등 형태서지와 동 본 비

교 등을 통해 발행 시기를 비정하기도 한다. 특히 형태서지를 바탕으로 발행 시기

를 고구하는 시도는 풍부한 실물 자료를 직  하는 본 사업 이 지닌 장 이자 

특색을 반 한 결과이다.7)7)본 사업을 통해 해당 자료의 발행내력을 보다 구체 으

로 재구성함으로써 자료 본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인 학문분야의 연

구 자료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의미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본 경부 자료의 경우 종합목록에 형태서지가 충실히 조사되어 있으나 

내용서지의 통일성 결여  정보 락이 빈번함을 발견할 수 있다. DB에 제공되

는 해제 역시 해제 집필자의 연구사  에 따라 내용상의 통일성과 질  균일

성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반복  오류의 발생 등의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형태서지  내용서지의 균일한 기술  해당 도서의 성격을 가장 확하

게 드러낼 수 있는 경부 도서 해제 집필 지침의 수립이 실히 요청되는 상황이

다.8)8)본 사업 에서는 2차 목표인 기존 해제의 오류 수정․미해제 도서의 신규해

7) 확정이 어려운 경우, 매년 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보를 수정․확정하고 있다.

8) 본 사업 의 조사 결과, 국본 경부 도서를 포함한 미해제 도서가 다수 존재한다. 2018년

도 사업 상이었던 경부 詩類 도서 총 329건  동 본을 제외한 미해제 도서는 모두 

181건(55% 가량)이다. 특히 동 본과 합질본이 많은 규장각 소장 경부 도서의 자료  속

성상, 실제 미해제 도서의 비율은 평균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해제 

도서  수정을 긴 하게 요하는 기해제 도서를 우선해제 상서로 간주하여 각각의 우선

순 를 네 단계로 나 고 이를 목록화 하고 있다. 사업  내부의 합의에 따른 우선순 는 

다음과 같다.

1순 : 요본 도서의 미해제(미해제(동 본), 미해제(동종본) 포함)

2순 : 일반 도서의 미해제

3순 : 일반 도서의 미해제(동 (종)본)

4순 : 요본의 기해제

   한, 동 본 가운데  ①1623년(인조1년) 이 에 간행된 한국본  융경 원년 이 에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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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한 비 작업의 일환으로 내용서지를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 다. ‘자료소

개’와 ‘목차’, ‘비고’ 정보의 폭 보완이 그것이다. ‘자료소개’란 해당 자료에 한 

소개를 육하원칙에 따라 한 두 문장으로 개 하여 서술하는 것이며, ‘목차’는 소장 

卷次  冊次 정보를 반 하여 정보의 우선순 가 높은 내용 정보를 정확히 제시

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비고’에는 주요 도서정보에 한 주

기, 借字口訣․한 口訣․한 讀音의 有無․註釋․標點․批點․評點․聲點의 유

무․墨書  板刻 여부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빈도수  墨色, 치, 내용, 籤紙 

등 특이사항도 필요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문가의 자문을 통해 그러한 기입 항

목  내용의 타당성과 성을 검증받았다.

다음으로, 본 사업 에서는 형태서지를 보완하기 해 식, 사항 등 주요 형

태사항 기술 용어를 통일하 다. 종합목록  DB에는 목 본이나 필사본의 경우, 

학계에 두루 통용되는 용어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목활자  속활자의 경우 

활자명만을 사용하여 검색  계통 추출이 어렵거나 번거로울 뿐 아니라, 동 본

이 검색되지 않는 단 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업 에서는 ‘木板本(飜刻)’, ‘金屬

活字本(字體)’, ‘木活字本(字體)’, ‘新鉛活字本’ 등 ‘版種(版次 혹은 字體)’의 방식으

로 기술방식을 통일하 다.9)9) 

‘동 본’은 규장각 종합목록  DB가 여타 장서기 에서 제공하는 서지정보와 

변별되는 주요 특징이다. 이는 식․ 종 등 형태서지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자

료의 본이 서로 같고 다른지를 알려주는 주요 표지이다. 특히 같은 서명의 자

료가 수십 건씩 소장되어 있는 규장각 경부 자료의 특성상, 동 본 정보는 단

 간인된 고간본, ②국내 소장처를 기 으로 규장각에만 소장된 유일본, ③수고본  원

고본, ④주요 인물의 인문이 압인된 도서 등의 기   순 에 따라 요본(선본)을 선정

하고 이를 별도로 목록화하고 있다. 

9) 표  시로 본원 소장 국본 �禹貢指南�(청구기호: 奎中 4340-v.1-4)과 �融 書解�

(청구기호: 奎中 4643-v.1-8)는 모두 목활자인 武英殿聚珍版 刊本이다. 그런데 기존 DB에

는 각각 武英殿聚珍本, 聚珍本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활자로 인출한 본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본 사업 에서는 이를 모두 ‘木活字本(武英殿聚珍版)’으로 기술하여 같은 본인

지 알 수 있도록 통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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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유용하다. 규장각 소장 자료의 다양한 종과 그 계통을 악할 수 있음은 물

론이거니와, 해당 도서의 수요에 한 정보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善本의 선정과 개가식 서고의 안치  보존용 도서의 선별 등 리의 효율성 역

시 높아진다.

그러나 재 동 본 정보는 잘못된 분류기 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종합목록 

 DB간 차이가 가장 크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하나의 서명 아래 동 으로 분류

한 수많은 청구기호의 개별도서들이 묶여있어, 缺帙 여부나 印文 등 각 도서의 고

유 정보가 제 로 반 되어 있지 못하다.  다른 큰 문제는 원 소장처나 紙品, 

종이 다른 경서가 合帙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는 것이다.10)10)이러한 상황

에서 동 본으로 분류되어야 할 자료가 이 본으로 분류되거나 혹은 동 본의 기

으로 삼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동 본 정보는 오히려 이용자들은 물론 규장

각의 자료 리에 혼란을 가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는 청구기호 1건당 1개의 상세서지조사카드의 작성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된다. 한 동 본 분류의 기 을 조사카드에 시하고, 시류․춘추류 등 

한 하 분류의 조사작업이 완료되면 체 상세조사카드를 수합하여 락된 동 본 

정보 등을 최종 확인하여 기재하고 있다. 합질 도서의 경우 본 사업 에서 임의로 

기존 청구기호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므로11)
11)‘합질’ 란을 마련하여 종, 식, 인

문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12)12)나아가 RFID 오류 여부, DB와 실물 간 정보 

10) 컨  �詩傳大全�(청구기호: 奎中 246-v.1-10)은 金屬活字本(丁酉字), 木板本(丁酉字飜

刻, 미상, 河慶龍藏板) 등 네 종의 합질본이지만 재 종합목록  DB에는 련 정보

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11) 청구기호는 도서 배열  리와 련한 주요 거이기도 하거니와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연구논문에서 기존의 청구기호를 활용하 기 때문에 본 사업 에서 임의로 이를 수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수정한다 하더라도 기존 해제 등과 정보가 연계되어 있어 

DB에 이를 구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추후 원내외 문가들의 긴 한 의가 필요

한 사안이라고 단된다.

12) 합질 도서의 정보를 한 조사카드 내에 기술하는 방식에 해서는 더욱 고민이 필요한 것

이 사실이다. 자료에 따라 합질의 경 와 동기․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즉 착오에 의

해 완질의 도서가 분리된 것인지, 혹은 특정 시기 이 에 이미 결질된 도서를 합친 것인



․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 목록․해제 정리사업의 경과(1) 147

불일치 사항, 일제강 기에 붙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라벨번호 등을 비공개 ‘참고사

항’ 란에 명시하여 추후 도서의 원질서를 회복할 근거를 기술하고 있다. 

2) 국본 도서 조사 방침

국본 종합목록에 따르면, 규장각에 소장된 국본 도서는 총 6,686種 73,101冊

으로 여타 기 에 비해 많은 수량에 해당한다. 이런 양 인 면 외에 元本․明初本

을 비롯한 古刊本  국내 유일본․해외 희귀본 등의 요본이 다수 소장되어 있

는 등 질 인 면에서도 규장각 소장 국본 자료는 그 학술  가치가 매우 높다.

하지만 재 국본 종합목록  DB에 제공되는 서지정보는 서명․편 자․책

크기 등 단순 정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조차도 부정확한 경우가 상당하다. 특

히 版式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개별 도서의 형태  특징  다른 도서와의 동 ․

동종 여부 등을 악하기 어렵다. 이런 제한된 정보로는 국본 도서에 산재한 

요 자료를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도서의 실물 조사를 통해 획득한 

최 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종합목록과 규장각 홈페이지에 제공된 DB를 주

된 통로로 활용하여 연구 상을 선정하는 연구자들을 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 규장각 소장 국본 자료는 미해제 도서의 비율이 높다. 국본의 해제 작

업은 2009-2010년 사이에 진행된 � 국본조사사업해제�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13)13)하지만 이 해제 사업은 1) 사업의 목 과 특성상 조사 가치가 높은 

것으로 단된 일부 도서를 상으로 수행되었고, 2) 2010년 이후 추가 조사가 시

행되지 않고 있으며, 3) 해제 작업의 결과가 DB에 제공되는 서지정보에 충분히 

반 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해서는 추후 기술 인 

보완이 필요하며, 련 내용에 해 본 사업 에서 후속 논문을 기획하고 있다.

13) 련 내용은 이창숙, 이종묵, 연갑수, 박권수, 옥 정, 2009 �(2009년도 한국학장기기 연

구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규장각 소장 국본 자료에 한 기  연구�(한국학연구원사

업지원실) ; 옥 정, 이종묵, 노경희, 장유승, 이창숙, 박권수, 2010 �(2010년도 한국학장

기기 연구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규장각 소장 국 도서 선본 정리  해제 연구�(한국

학연구원사업지원실)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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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사업 에서는 국본 자료의 특수성을 반 한 조

사 방침을 수립하고, 다방면의 심층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여 앞으

로의 해제 사업을 비하고 있다. 국본 도서 조사 방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지를 기 으로 한 국본의 엄정한 구분이다. 발행지 정보는 서명․

자와 함께 도서에 한 가장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한다. 발행지에 한 정확한 

조사  분류․ 리를 통해, 규장각 소장 국본 자료의 소장 상황과 실태를 악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요한 작업이다. 국본 종합목록의 ｢凡例｣에 실린 국본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목록에 수록된 국본이란 奎章閣圖書管理室에 소장되어 있는 고도서 가운데 

국에서 발행된 도서를 지칭한다. 이 국본은 韓末까지 규장각이 수집소장하고 있었

던 규장각도서 국본과 이후 지 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수집된 고도서 가운데 국본, 

그리고 서울 학교도서 의 각종 文庫本圖書 가운데 규장각도서 리실에 소장된 국

본도서로서, 크게 보아 이상의 삼종으로 구성되어 있다.14)14)

하지만 ｢범례｣에서 명시한 바와 달리, 실제 국본 목록을 살펴보면 발행지 기

으로 각 도서가 엄 하게 분류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쉽게 드러난다.15)15)분류 자

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한국본 종합목록과 국본 종합목록에 복 수록된 자

료가 상당하다. 를 들어, �春秋左傳詳節句解�(청구기호: 奎中 446)는 한국본임에

1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2 �규장각도서 국본종합목록�, 신흥인쇄주식회사, 7면.

15) ‘ 국본’ 개념에 한 인식 환의 필요성은 김호, 2018 ｢규장각 소장 국본 고서 정리  

연구에 한 규견｣, �中國學報� 83, 5-8면에서 강조된 바 있다. 도서의 자가 국인인 

경우 모두 국본으로 간주함으로써, 자를 비롯한 도서의 내용을 기 으로 한국본과 

국본을 함께 정리․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국본의 외연을 확 하는 것은 

한․ ․일 도서 수용사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며, 재 국에서 이미 일실

되었으나 한국이나 일본에 남아 있는 도서 는 번각 등을 통해 원본에 가까운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도서를 활용하여 국본 연구의 범주를 확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도서의 가장 기본 인 정보에 혼동을 주고 종합목록의 발간  서가 배열 등 도

서 리 차원에서도 혼란을 래한다는 큰 단 이 있어, 본 사업 에서는 발행지에 따라 

‘ 국본’을 구분하고 있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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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국본 목록에 수록되었으며, �古文孝經�(청구기호: 古 181.1-G586)

은 한국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본 목록에 수록되었다. 한 奎中 187-v.1-10을 비

롯한 �詩傳大全� 여러 종이 한국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본과 국본에 복 수록

되었다. 2018년도에 본 사업 에서 조사 완료한 도서의 한국본․ 국본․일본본 

소장 황을 종합목록에 실린 건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6)17)

<표 1> 한국본․ 국본 종합목록과 실제건수의 비교

사부분류

(총건수)

�규장각도서종합목록�건수 실제 건수16)

한국본  국본
한  목록

복건수
일본본 한국본 국본 일본본

시류(328) 186 254 104 0 197 131 0

춘추류(205) 166 39 0 0 167 38 0

류(336) 268 110 41 0 276 60 0

악류(6) 0 5 0 0 117) 5 0

효경류(113) 2 108 4 1

사서류(151) 1 39 112 0

본 사업 에서는 이런 문제 을 충분히 인지하여, 한국본 종합목록  국본 

종합목록에 수록된 경부 도서를 하나로 취합한 뒤 이를 문화재청 DB․규장각 DB

와 조하고, 한 서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연번을 매긴 목록을 작성하여 한국본

과 국본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이때 ｢범례｣에 따라 발행지를 기 으로 한국

본과 국본을 엄정하게 구분하되, ‘奎中’, ‘奎’ 등 별치기호가 잘못 부여되었더라도 

이를 수정하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하므로 조사카드의 ‘발행지’란에 ‘中國’, ‘日

本’을 명기함으로써 도서의 분류와 리에 편의를 꾀하고 있다. 구체  지명이 미

16) 본 사업 의 조사 상은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과 �규장각도서 국본종합목록�에 

수록된 도서를 상으로 한다. DB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두 종합목록에 락된 일부 도

서를 포함하므로(기증․기탁도서는 제외) 두 종합목록의 건수와 실제 조사된 건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17) 한국본 ‘子部 藝術類 音 ’에 속한 �御製律呂正義�(청구기호:奎 12710-v.1-5)를 조사 후, 

‘經部 類’로 수정․편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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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지라도 국과 일본에서 발행된 도서가 확실한 경우 ‘[中國]’, ‘[日本]’으로 기

재하여 한국본 도서의 발행지 ‘[未詳]’과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 다.   

둘째, 도서에 한 심화조사이다. 국본은 한국본에 비해 編 , 校正 , 校字 , 

발행자 정보가 상세하고 서발 등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발행사항 정보도 많은 편

이다. 하지만 국본 종합목록에는 다수의 자가 등장하는 경우 한두 명만 기술

하고 나머지는 ‘等’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한 발행사항과 식 정보

가 락된 사례도 상당하다. 국본은 동일한 내용의 도서라도 다양한 형태로 재

가공되어 여러 차례 간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상세한 식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료의 실체를 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사업 에서는 실물 조사를 통해 발견

한 정보를 가능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한 본 사업 에서 발견한 국본 경부 자료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로, 상당

수가 叢書의 하 서라는 을 빼놓을 수 없다. 총서란 간행주체가 같고 하 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거질의 서 이다. 이는 도서의 원질서 회복에 매우 요한 정

보임에도 불구하고 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총서 항목을 기입하는 

이유는 재 본 사업 에서 총서의 제 짝을 찾아 병합하고 기존 청구기호를 임의

로 변경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총서 항목에 표서명을 기재함으

로써 해당 하 서들이 상호 참조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 이로써 그간 미상으

로 처리되어 온 총서 하 서의 발행사항은 물론, 편 자와 정확한 서명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다. 한 우선해제 상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질본 총서 가운데 

단행본으로 오인되어 등록된 서 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총서 내의 하

서와 복된다면 제외하고, 총서로써 해제를 진행해야 하므로 해제사업 이 에 반

드시 검해야 할 사항이다. 년도 사업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부 자료의 특

징을 분명하게 반 한 정확한 서지 정보를 확보하기 해 조사카드에 ‘叢書’란을 

마련하는 한편, 공구서를 구비하여 총서명을 부여하고 있다.18)18)이는 본 사업 의 

18) 상서가 총서인지 여부는 다음의 공구서를 활용하여 정한다.

    中國古籍叢目編纂委員 編, 2009 �中國古籍叢目: 叢書部�, 上海古籍出版社. 

    上海圖書館 編, 1983 �中國叢書綜 �, 上海古籍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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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셋째, 내용서지의 보완을 해 국내외 타 기 에 소장된 동 본  동종본과 비

교하는 것이다. 규장각 소장 국본 자료는 규장각에만 유일하게 소장된 자료가 

많고  결질이거나 훼손이 심한 경우가 상당하여 해당 도서의 실물 조사만으로는 

도서 정보를 충분히 밝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본 사업 에서는 국본 도서

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타 기 을 비롯하여 해외 기  소장본까지 아

울러 비교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에서도 본이 드문 희귀본은 자료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의 국가도서 , 미국의 하버드 칭 도서  등 

해외 주요 도서 의 소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 에서는 이처럼 타 기 과 규장각 도서의 소장 황을 비교한 뒤 유일

본․희귀본 등을 확정하여 도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도서에 

한 정보를 가능한 상세히 조사하는 것은 해제 보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

이다. 재 DB에 제공되는 국본의 자료소개  해제에서 두드러지는 문제 은 

각 자료의 2차 자, 발행 내력 등에 한 정보 없이 ‘시경’․‘서경’ 등 각 경서에 

한 략 인 설명만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비교  상세한 설명

이 제공되어 있는 해제의 경우에도 특히 �사고 서총목�을 비롯한 각종 공구서에 

기  해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런 해제는 도서의 내용에 한 설명에 그칠 뿐, 

도서의 내용․형태  정보  간행․수용 내력을 반 한 본격 인 해제라고 보기

는 어렵다. 본 사업 에서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1) 편 자․교정자  발행 내력

을 비롯한 내용서지, 2) 종과 식 정보를 비롯한 형태서지, 3) 도서의 래․유

통 과정  타 기  소장 황 등을 비롯한 다방면의 비교 조사를 통해 해제의 우

선순 를 부여하고 있다.

    湖北人民出版社出版 編, 1999 �中國叢書廣 �, 湖北人民出版社.

    施廷镛, 叢書綜 續編, 2003 �北京圖書館出版社�.

    陽海淸 編撰, 蔣孝達 校訂, 1984 �中國叢書綜 補正�, 江 廣陵古籍刻印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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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류 수정의 실제

1) 서명

본 사업 에서는 2018년도에 총 113건(동 본 포함)의 서명 정보를 수정하고 

그 근거를 명시하 다. 이 에서는 지면의 제약상 특기할 만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명 정보의 오류는 상당수가 정보의 우선순 가 가장 높은 권수제를 그 로 

채기하여 해당 도서의 정체성을 잘못 달한 데서 발생하 다. 경부 자료는 편

자  주석 내용에 따라 서 의 계통이 분명하게 달라지는데, 권수제를 일  채기

할 때 오히려 서명이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류와 춘추류, 류에서 그

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국본 춘추류의 경우 계통에 따라 사부분류의 하 분류

가 더 나뉘므로 정확한 분류가 요하다.19)19)이들 부분은 권수제가 ‘春秋’로 동일

하나 序題를 통해 도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컨  명 에 간행한 �春秋胡傳�(청구기호: 奎中 4174-v.1-5, 권수제: 春秋)은 

胡安國이 편찬한 �春秋�에 한 주석서로, 서제인 ‘春秋胡傳’에 근거하여 서명을 

수정하 다. �春秋左氏傳�(청구기호: 古 181.116-J989c-v.1-10, 권수제: 春秋) 역시 

서제에 근거하여 ‘春秋左氏傳’으로 수정하고, 자료소개에 ‘正祖가 李書九 등에게 명

하여 �通鑑綱目思政殿訓義�의 체례를 본떠서 �春秋左氏傳�을 綱目體로 편집하고 

杜 를 비롯한 諸家의 註解를 덧붙여 간행한 책으로 任訥의 藏書’라고 밝힘으로써 

자료의 계통과 발행사항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禮記集說�(청구기호: 奎中 2045- 

v.1-13, 권수제: 禮記)는 元代 학자 陳澔의 �禮記集說大全�을 明代 司禮監에서 정

서하여 간행한 고간본으로서, 역시 서제에 근거하여 서명을 정확하게 수정하 다. 

이를 통해 서명 검색의 정확도가 높아져 자료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다.

사서류 서명의 오류 수정은 논어․맹자․ 학․ 용이 아닌 네 종의 서 이 합

19) 한국본 종합목록은 ‘春秋類’라는 분류만 설정하 나, 국본 종합목록은 ‘춘추류’라는 

분류 하에 각각 ‘通義’, ‘左傳’, ‘公羊傳’, ‘穀梁傳’이라는 하 분류을 설정하여 사부분류 기

재방식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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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되어 있을 경우, 일제강 기에 임의로 ‘사서’라는 서명을 부여하여 서명  사부

분류의 오류를 래한 사례를 들 수 있다. �易經精華[外]�(청구기호: 奎中 3528- 

v.1-20)는 淸代의 학자 薛嘉穎이 고  학자들의 주석을 바탕으로 �易經精華�, �書

經精華�, �詩經精華�의 3종의 서 에, 자신의 스승 陳龍標가 �周禮�에 한 諸家

의 說을 정리한 책인 �周禮精華�를 부기하여 훗날 埽葉山房에서 간행한 擧業書이

다. 본 사업 에서는 기술규칙에 따라 서  내에 종합서명으로 채기할 만한 정보

가 나와 있지 않을 경우 제일 먼  수록된 서 의 서명을 채기하고 ‘[外]’를 덧붙

이고 있다. 그러나 국본 종합목록에는 네 종의 서 이 수록되었다 하여 서 에 

없는 정보를 임의로 부여하여 서명을 ‘四書精華’로 채기하 으며, 그에 따라 사부

분류도 ‘經部 四書類 總集․通義’로 잘못 분류되었다. 이에 본 사업 에서는 해당 

자료의 특성을 반 하여 서명을 �易經精華[外]�로 수정하는 한편 사부분류 역시 

‘經部 總經類’로 수정하 다.

한편, 규장각 소장 국본 도서는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竹紙에 인쇄되었다는 

으로 인해 落張이나 찢김 등의 상이 빈번하다. 한 改裝 과정에서 標題紙나 

卷首의 내용 일부가 일실된 자료도 많다. 일례로 �詩經四家異文攷�(청구기호: 奎

中 4485-3)는 卷3의 第68張부터 제108장까지가 1冊으로 제책되어 있는 결질로서, 

권수면이 없어 도서 정보의 악이 용이치 않았다.  국본 종합목록에 제공되

는 본서에 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詩經註釋

[編 未詳] [淸版本]

1册(零本) □木 25×15.8cm.

印: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所藏本: 卷3(1册)

<◯奎  4485>

종합목록에 명기된 ‘詩經註釋’이라는 서명은 도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임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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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도서에 없는 정보를 통해 임의로 서명을 부여하 을 

경우 각 호 안에 기재하여 그것이 실제 서명이 아님을 밝 주는데, 행 국본 

종합목록에서는 임의의 서명을 그 로 기록함으로써 도서에 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도서 정보의 악을 해 자료의 본문을 면

히 검토하고, 타 기 에 소장된 유사한 자료와 비교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본서가 국 北京大學校 圖書館에 소장된 �詩經四家異文攷�와 동 본임이 확인되

었다. 이에 두 도서의 비교 조사를 통해 본서가 淸代의 학자 陳喬 이 魯詩, 齊詩, 

韓詩 三家의 遺說을 모아 毛詩와의 異同을 밝히고 자신의 案說을 부기한 책임을 

새롭게 밝 냈다. 한 북경 학교 소장본에 수록된 자의 自序를 근거로 발행년 

역시 1843년으로 비정하 다.

奎中 4485-3 권수면

권3 68장

북경 학교 소장 동 본 

권3 68장

북경 학교 소장 동 본 

권수면

<도  1> �詩經註釋�(청구기호: 奎中 4485-3)의 수정 근거 

2) 편 자

본 사업 에서는 2018년도에 동 본을 포함하여 총 395건의 편 자 정보를 수

정하 다. 편 자 정보의 수정 사례가 많은 것은 앞서 2장에서 서술하 듯, 종합목

록에 자명  작역할어가 생략되어 있던 것을 폭 보완하 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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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미상이던 자 정보를 특정한 사례는 동 본 포함 총 78건이다. 자 정보

는 권수제면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서발이나 동 ․동종본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정확하게 제공되기도 한다.

일례로 �四禮 �(청구기호: 奎 12664)를 들 수 있다. 본서는 한국본 종합목록에 

‘[編 未詳]’으로 기재된 木活字本이다. 조사 결과, 권말에 수록된 識에 이 책이 �三

禮 �  �喪禮備要�를 편집하여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20)20)해당 

책의 자는 조선 기의 표  학자 朴世采이다. 이에 따라 본원에 소장된 목

본 �三禮 �(청구기호: 奎 6991)와 권수제면의 내용을 상세히 조한 결과 같

은 내용임을 확인하 다. 이에 근거하여 박세채가 �朱子家禮�를 심으로 고 의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충하여 冠禮, 昏禮, 祭禮의 三禮에 해 서술한 �三禮 �

에 미상의 편자가 동일 자의 서인 �喪禮備要�의 내용을 요약하여 喪禮에 해 

추가한 책임을 밝 내고 편 자를 ‘朴世采(朝鮮) 著 ; [編 未詳]’으로 수정하 다.

�四禮 � 卷末 

[識]
�四禮 � 권수면 �三禮 � 권수면

<도  2> �四禮 �(청구기호: 奎 12664)의 수정 근거

20) �四禮 � 卷末 [識], “此冊本是冠昏祭三禮 , 而間附喪禮備要抄以爲四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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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례로 �詩

序辨說�(청구기호: 奎

中 1731)을 들 수 있

다. 본서는 국본 종

합목록에 서명이 ‘詩序’

로, 자는 ‘[編 未詳]’

으로 되어 있는 목

본이다. 본 사업 에서

는 10行22字의 식, 

자형, 본문에 각된 

標點  聲點 등으로 

보아 국에서 간행된 

明 內府刊本을 본으

로 조선에서 飜刻한 것

으로 추정하고 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조사하 다. 

그 결과 규장각 소장 明 內府刊本 �詩傳大全�(청구기호: 奎中 4128-v.1-5, 1417 

以後 刊)의 卷首인 �詩序辨說�이 그 본임을 찾을 수 있었다. 호  등이 락제

의 명을 받아 1417년에 편찬한 �시 �은 간행과 동시에 조선에 반사되었다. 

규장각 소장 �시서변설�은 바로 그 명 내부간본 �詩傳大全� 卷首의 ｢詩序辨說｣만

을 조선에서 번각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자를 ‘胡廣(明) 等受命編’으로 특정

하 다.

국본인 �四書說約�(청구기호: 奎中 5225-v.1-19)은 도서의 훼손이 심하여 표

제지와 권수면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한 독에 어려움이 있는 자료이다. 국본 

종합목록에는 자가 ‘顧夢麟(淸) 輯’으로, 발행년은 ‘[17世紀 初-20世紀 初(淸 年

間:1616-1911)]’로 비정되어 있다. 본 사업 의 조사 결과 표제면에 기재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생략된 편자인 ‘楊彛(淸) 叅定’을 추가하는 한편, 하버드 칭 도서

권수면

본원 소장 �詩傳大全�

(청구기호: 奎中 4128-v.1-5) 

권수면 

<도  3> �詩序辨說�(청구기호: 奎中 1731)의 수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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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장되어 있는 동 본과의 조를 통해 규장각 소장본에 락된 錢肅 의 序 

말미의 ‘庚辰(1640)之歲 而麐士四書說約以成’에 근거하여 발행년을 ‘[1640]’으로 특

정하 다.

표제면
하버드 칭 도서  소장 

동 본 표제면

하버드 칭 도서  소장 

동 본 錢肅  서문

 

<도  4> �四書說約�(청구기호: 奎中 5225-v.1-19)의 수정 근거

3) 발행사항

본 사업 에서는 2018년도에 동 본을 포함하여 총 990여 건의 발행사항 정보

를 수정하 다. 발행사항의 수정 사례가 많은 것은 그간 미상으로 처리된 ‘[中國]’

이나 속활자본의 ‘[漢城]’ 등 발행지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 기 때문이다. 그것

은 한 서발  동 ․동종본과의 비교를 통해 발행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폭 수집한 결과이기도 하다.21)21)이는 해제의 주요 근거가 됨은 물론 본 

사업의 면 성을 나타내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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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년도 사업결과  발행년 수정 수치

15C 15C

후

16C 16C

후

17C 17C

후

18C 18C

후

19C 19C

후

20C 20C

후
미상

범
22)

열람 

불가 
23)

조사

불가 
24)

총계

건 13 7 9 16 70 59 91 199 146 315 50 1 101 13 6 10 1,106

22)23)24)

의 표를 통해 규장각 소장 경부 자료 가운데 16세기 이 의 고간본이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리 알려진바, 英․正祖代에 발행된 도서가 규장

각에 폭 소장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의 도서들은 

‘庚辰(1820)新刊內閣藏板’의 거 간행  高宗代 국본 도서의 극  수집 정책

의 산물로 보인다.   

그 가운데 단순 오기를 제외한 주요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四禮訓蒙� 2건

(청구기호: 一簑古 390.951-Y56s, 이하 A본 / 청구기호: 奎 3609, 이하 B본)은 지

방 이 주체가 되어 사승  연인 인물의 서를 발행한 사례이다.

21) 발행년이 수정된 경우는 560건에 달한다. 이를 크게 네 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정보에서 未詳으로 분류된 것을 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거 을 기 으로 시기를 

비정한 경우이다. 둘째, 종합목록에 제공되는 정보에 비해 유의미한 연  변화를 획득한 

경우이다. ‘明’, ‘淸’ 혹은 ‘正祖年間’처럼 범 한 시기를 설정한 경우에, 거 을 활용

해 상한  하한을 구체 으로 확정하거나 범 를 좁힌 경우를 말한다. 이 두 가지 양상

이 약 330건이다. 셋째, 유의미한 연  변화가 아닌, 세부 연도의 수정이다. 넷째, 기존 

정보에 특정 시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조사 과정을 통해 ‘未詳’으로 수정한 경우이다. 

그밖에 발행자 수정은 425건, 발행지 수정은 733건에 해당하며, 3가지 모두를 수정한 경

우도 238건에 달한다.

22) ‘범 ’란 ‘明版本’, ‘淸版本’ 등으로 범 한 시기를 설정한 것을 의미한다.

23) ‘열람불가’란 해당 조사 시 에서 시 차출이나 도서 보존 상태 등의 이유로 실물 조사

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4) ‘조사불가’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청구기호가 重出하거나 이미 다른 청구기호로 합본된 

뒤 청구기호만 남아있는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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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四禮訓蒙�의 수정 내역

청구기호 수정 수정 후

一簑古 

390.951-Y56s

발행자: [未詳]

발행년: [顯宗15年(1674), 重刊]

발행지: [未詳]

발행자: [金止男(慶尙監司)]

발행년: [1622]

발행지: [慶尙道]

奎 3609

발행자: [未詳]

발행년: [顯宗15年(1674), 重刊]

발행지: [未詳]

발행자: 李時顯(星州牧使)

발행년: 1674(重刊)

발행지: 慶尙道

A본은 권말에 白沙 李恒福의 제자인 金止男의 발문이 부록되어 있으나, 발문의 

마지막 장이 훼손되어 있어 발행내력을 다각 으로 악하기 어렵다. 반면 B본은 

이항복의 손자인 李時顯이 훗날에 덧붙인 발문이 부록되어 있으며, 여기에 ‘天啓壬

戌(1622)入梓金龍溪實按嶺南而先君子屬之也’라 하여 자세한 발행내력을 언 하

다. 즉, 당시 경상도 찰사 던 김지남이 스승 이항복의 작을 간행한 발행자의 

역할을 하 던 것으로 보인다. 한 이시 의 발문에는 ‘此編始成於萬曆甲寅(1614)

而天啓壬戌(1622)入梓金龍溪實按嶺南而先君子屬之也今到崇禎甲寅(1674)時顯得州於

玆道重刊甲子適一周矣’라 하여 B본이 1674년에 重刊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

해 A본과 B본의 선후 계  구체  발행사항 정보를 의 표와 같이 확정하 다.

한편, 御定書는 개 좌목을 통해 간행 실무를 담당한 諸臣의 성명과 職名을 제

시한다. �御定論孟人物類聚�(청구기호: 奎 2908)는 純祖가 �論語�와 �孟子�에 등

장하는 인물 정보를 망라하여 1인당 1조목의 형식으로 서술한 것을 李晩秀 등이 

교정하여 즉 년인 1800년에 整理字로 간행한 책이다. 규장각에 총 19종의 동 본

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밖에 1종의 필사본(청구기호: 奎 1407)이 소장되어 있다. 

본 사업 의 조사 결과 속활자본에 압인된 ‘潛周’, ‘純齋’, ‘ 越’ 등 3종, 필사

본에 압인된 ‘日月光華’, ‘公寶’ 등 2종, 총 5종의 인문이 순조 장서인임이 밝 졌

다. 아울러 �어정논맹인물유취�는 필사본과 활자본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諸臣職名｣에 실린 일부 신하들의 품계에도 차이가 있다.25)25)이를 통해 필사본이 

25) 속활자본의 제신직명은 ‘李晩秀, 朴準源, 金祖淳, 尹行恁, 南公轍, 朴宗輔, 金近淳’의 순

이다. 필사본은 ‘李晩秀, 朴準源, 金祖淳, 南公轍, 尹行恁, 朴宗輔, 金近淳’의 순이다. 李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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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본보다 앞선 것임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  �실록�에 순조가 해당서의 고를 이만수 등에게 보인 뒤 교

정을 거쳐 간행한 내력이 자세하며, 尹行恁의 문집 �碩齋稿�에 실린 ｢論孟人物類

聚序｣에도 련 기록이 보인다. 다만 재 규장각에 소장된 속활자본 �어정논맹

유취�에 윤행임의 서문은 실려 있지 않다. 앞으로 순조 장서인의 수집  연구, 필

사본과 활자본의 상세 비교, 제반 련 기록 심층 조사 등을 통한 상세 해제 작성

이 요구된다.

활자본 권수면 필사본 권수면

필사본에 압인된 

순조의 장서인:

日月光華

필사본에 압인된 

순조의 장서인: 

公寶[순조의 字]

<도  5> �御定論孟人物類聚� 발행사항 련 주요 정보

다음으로 제시할 사례는 규장각에 소장된 冊板과 도서 실물간 조를 통해 발

행사항을 확정한 �禮記集說大全�(청구기호: 奎中 283-v.1-18, 동 본 17건)이다. 

이 도서는 한국본 종합목록과 국본 종합목록에 복수록되어 있으며, 발행사항

은 모두 ‘[未詳]’으로 되어 있다.26)26)본 사업 에서는 일부 책 과 도서의 해당 인

秀, 朴準源, 金祖淳의 품계가 필사본에서 資憲大夫이지만 인쇄본에서는 正憲大夫이다. (�순

조실록� 권1, 1800년(순조 즉 년) 11월 8일).

26) 선행연구에서 � 기집설 �은 규장각에 소장된 책 인 乙亥新刊春坊藏板(청구기호: 奎

木 82)의 인쇄본임을 밝히고, 을해년을 1875년으로 비정하 다. 김남기, 2017 ｢규장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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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정 하게 실사하여 � 기집설 �이 규장각 소장 책 을 간행한 것임을 다

시 한 번 확인하 다. 그러나 간행 과정에서 篇題가 락되어 련 도서 정보에는 

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책 에는 ‘乙亥新刊 禮記 春坊藏板’이라는 篇題

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발행자를 ‘[春坊]’으로, 발행년을 ‘[1875]’로 수정하 다.

奎中 283-v.1-18 1a 모서리 (목 ) 奎中 283-v.1-18 1a 모서리 (인본)

奎中 283-v.1-18 4b 계선 끊김 (목 ) 奎中 283-v.1-18 4b 계선 끊김 (인본)

<도  6> 규장각 소장 책   간행본의 비교

장 嶺營藏板의 황과 성격｣, � 남학� 61, 10-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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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經傳集解�(청구기호: 一簑古 181.1-D85c-v.1-9)는 杜 의 �春秋經傳集解�

에 明代의 학자 穆文熙가 批點과 註釋을 더하여 간행한 책이다. 2段으로 분리한 

뒤 상단에는 해당 經文과 련된 評語 등을 기록하고 하단의 본문에는 標點과 각

종 기호의 評點을 다는 형 인 評點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재 국본 종합

목록에는 자가 ‘杜 (晋) 註, 穆文熙(明) 編纂’, 발행년은 ‘淸版本’으로 되어 있으

며, 인문은 ‘[宜寧, 李文萬]’으로 독하 다.

권수면 朱書 修正
인문: 宜寧(上端) 

南九萬(下端)

<도  7> �春秋經傳集解�(청구기호: 一簑古 181.1-D85c-v.1-9)의 수정 근거  

즉, 목문희를 본서의 편찬자로만 기재하 으며 권수제면에 수록된 重訂  葛鼏

을 락하여 본서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한 각 책 권수면의 

下版口에 ‘永懷  眞本’이라는 문구가 각되어 있음을 발견하 다. 이를 근거로 

하여 국에 소장된 永懷  刊本 도서들을 확  조사한 결과, 회당 간본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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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명 에 출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사업 에서는 ‘비고’란에 평

과 표 이 각된 사실을 명기하고 ‘자료소개’에도 평 서임을 기술해 주었다. 

한 미상의 발행자를 ‘永懷 ’으로 확정하고, 발행년 역시 청 본에서 명 본으로 

수정하 다.

나아가 이 도서는 朱書로 된 두주와 평 이 달려 있고, 도 과 같이 직  도서

의 내용을 수정한 흔 도 보이므로 소장자에 의해 꽤 열독되었던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도서에 ‘宜寧’, ‘南九萬’, ‘藥泉’ 3과가 압인되어 있어서 본서가 藥

泉 南九萬의 소장본이었음을 밝 낼 수 있었다. 기존 목록에서는 ‘南九萬’이 ‘李文

萬’으로 잘못 독되었고, ‘藥泉’ 1과는 락되어 이와 같은 요한 사실이 드러나

지 못한 것이다. 정확한 인문의 독을 통해 본서는 한  도서 수용사 연구에 있

어서도 요한 자료임이 밝 졌다.

 

4) 사항 

2018년도 본 사업 에서 사항 정보를 수정한 것은 동 본 포함 총 494건이다. 

사항 수정 내역은 크게 정보 오류를 수정한 경우, 세부 사항을 독하여 부기

한 경우, 용어를 통일한 경우의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특히 사항의 정보오류

를 수정한 사례는 총 61건(동 본 포함 216건)이다. 사항의 오류는 식이나 字

體에 한 오 독 뿐 아니라, 동 본  이 본이 섞여 한 질을 이룬 합질본이 많

다는 규장각 소장 경부 도서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다. 본 사업 에서 달성한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기존 DB에 ‘고활자본’, ‘목 본’ 등으로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

는 사항에 해, 학계에서 재 통용되는 활자의 명칭이나 유형을 상세히 밝  

부기하 다는 것이다.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축 한 자체 서지조사데이터  감식

안, 불확실한 본의 경우 타 기  소장 동 본과의 상세 조, 자문 등을 통해 

속활자본의 구체  자체 별은 물론 목 본의 번각 여부, 본간 비교를 통해 어

느 본의 번각인지를 정 히 밝히고 있다. 사항의 상세사항 부기 여부는 연구

자들에게 동종 식의 존재 여부 별, 식 연 의 별 등에 요한 요소이다. 

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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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의 왼쪽에 수록된 사진과 같이, �纂圖互註周禮�(청구기호: 奎中 2259- 

v.1-7)는 �周禮�에 圖와 註를 붙인 宋板本 �纂圖互註周禮�를 조선에서 訓鍊都監字

로 간행한 책이다. 오른쪽에 수록된 �纂圖互註周禮�(청구기호: 奎中2260-v.1-7)는 

그것의 飜刻 木板本이다. 

권수면(청구기호: 奎中2259-v.1-7) 권수면(청구기호: 奎中2260-v.1-7)

<도  8> �纂圖互註周禮�의 사항 수정 근거

종합목록에는 각각 ‘訓鍊都監字’, ‘木版本’으로 기입되어 있다. 본 사업 에서는 

이를 각각 ‘木活字本(訓鍊都監字)’, ‘木板本(訓鍊都監字飜刻)’으로 상세 기술하여 

본의 선후 계를 분명히 하 다.  

�家禮集 �(청구기호: 奎 4217-v.1-8)는 本庵 金鍾厚(1721-1780)가 �家禮� 本文

을 綱으로 삼고, � 禮�, �周禮� 이하 諸家 註疏 등을 目으로 삼아 고증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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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를 덧붙인 책이다. 본서는 한국본 종합목록에 ‘後期木活字’로 되어 있다. 그

러나 실사 결과, 大字는 木活字인 家禮大字로, 中字는 整理字體鐵活字를 사용한 인

본임이 밝 졌다. 이에 따라 사항을 ‘古活字本(家禮大字․整理字體鐵活字)’으로 

수정하 다.

�鄕禮合編�(청구기호: 奎 59-v.1-2)은 正祖가 李秉模 등 閣臣들에게 명하여 지

방의 古禮 부흥을 해 각종 서 에서 향례에 한 내용을 모아 속활자로 간행

한 책이다. 본서는 한국본 종합목록에는 ‘丁酉字’로, 이를 일부 수정한 규장각 DB

에는 ‘丁酉字, 整理字’가 함께 쓰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사 결과 金屬活字

本(丁酉字)만을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DB의 사항 오류는 ｢鄕禮合編總叙｣의 

기록  ‘命� 學��鄕禮合編�用丁酉字, �五倫行實�用整理字, 幷自鑄字所印 .’을 誤

讀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 禮經傳通解�(청

구기호: 奎中 1902- 

v.1-6)는 朱熹가 編

註한 � 禮經傳通解�

가운데 ‘王朝禮’에 

한 부분인 권24부터 

권37까지의 결질본이

다. 한국본 종합목록

과 국본 종합목록

에 복 수록되어 있

으며, 서명은 권수제

에 따라 ‘ 禮集傳集

注’, 자는 ‘[未詳]’

으로, 사항은 ‘목 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심제인 ‘ 禮經傳通解’를 심으

로 본 사업 이 축 한 서지조사데이터와 조한 결과, 이 자료가 규장각 소장본 

奎中 1902-v.1-6 권수면 奎中 1448-1-20 권수면

<도  9> � 禮經傳通解�의 사항  동  정보 수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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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禮經傳通解�(청구기호: 奎中 1448-1-20)의 결질된 부분임을 새롭게 밝 낼 수 

있었다. 서 의 보   이동의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 분리되어 각각 다른 청구기

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심제에 근거하여 서명을 ‘ 禮經傳通解’로 

수정하고, 자를 ‘朱熹(宋) 編’으로 수정하는 한편 사항을 ‘木板本(初鑄甲寅字

飜刻)’으로 특정하 다. 나아가 동 본 2건(청구기호: 奎中 301- v.1-20, 奎中 

1448-1-20)을 추가하는 등 도서의 원질서를 회복할 근거를 마련하 다.

5) 사부분류  총서명

앞서 언 하 듯, 규장각 소장 자료는 사부분류에 따라 도서의 분류  종합목

록, 서고 배치 등이 달라진다. 그러나 기존 사부분류는 서명에만 의거하여 분류하

거나, 동일한 서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달리 분류되어 있는 등의 오류가 있다.27)27) 

2018년도 본 사업 에서 사부분류를 수정한 것은 동 ․동종본 포함 총 50건에 달

한다. 특히 국본 자료는 도서의 내용이 충분히 악되지 못하여 도서가 원 질서

에서 이탈되거나 잘못된 분류 체계가 용된 사례가 많았다. 이는 첫째, 에서 살

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부분류가 잘못된 사례, 둘째, 叢書의 형태로 수용되었으

나 각 下位書가 모두 해체되어 경부 하 분류에 편입된 경우로 나뉜다. 

�篆文孝經�(청구기호: 奎中 4941)은 국본 종합목록에 권수제인 ‘孝經’을 채기

하되 내용이 篆體로 되어 있음을 반 하여 서명이 ‘[篆體]孝經’이라고 되어 있으며 

사부분류 역시 ‘經部 孝經類’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 吳大澂의 識에 의하면, 이 책은 淸代 金石學 인 오 징이 日本 卷

子本 �今文孝經�의 誤脫字를 補記하고 篇目은 제외한 채, 그 내용만을 大篆體로 

臨書한 책이다. 한 편찬 목  역시 篆書를 학습하게 하기 한 용도임을 분명히 

27) 각주 17번에 제시된 �御製律呂正義�는 본원에 총 5질이 소장되어 있는데 목 본(淸內府

刊本) 4종(청구기호: 奎中 3197, 奎中 3200, 奎中 3206, 奎中 4615)은 국본 종합목록에 

‘경부 악류’로 분류되어 있으나, 필사본 1종(청구기호: 奎 12710-v.1-5)은 한국본 종합목

록의 ‘자부 술류 음악’에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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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게다가 규장각 DB는 서명 간에 ‘-, /, []’ 등 특수기호가 들어갈 

경우 검색이 불가능하여 자료의 활용도 역시 떨어진다.

奎中 4941 수록 吳大澂 識 奎中 4941 권수면 古 181.117-O4h 권기

<도  10> �篆文孝經� 2종의 사부분류 수정 근거

이 자료의 동종본(청구기호: 古 181.117-O4h)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동종

본은 서명이 ‘孝經’으로만 채기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서명  자 정보 등에 있

어 정보의 최우선순 가 되는 版權記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篆文孝經一

冊全, 定價洋四角, 書寫  吳下吳大徵[실은 澂], 出版  碧梧山莊, 發行  求古齋書

帖局, 經售  各省埠大書局’이라고 되어 있어 이 책의 서명이 ‘篆文孝經’임을 분명

히 알 수 있다. 식 상, 大篆體 우측에 字로 正字를 어 石印한 것이므로 의 

자료와 동 본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識와 本文이 동일하다. 한 발행자인 ‘求

古齋書帖局’은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석문이나 서  등과 련한 서첩을 주로 

편찬하는 곳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두 건의 서명을 ‘篆文孝經’으로 

수정하는 한편, 자의 편찬의도에 의거하여 사부분류를 ‘經部 孝經類’에서 ‘子部 

藝術類’로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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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書典類淵海�(청구기호: 奎中 6448-v.1-10)는 ‘사서’라는 서명으로 인해 ‘經部 

四書類 總集․通義’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본서에 수록된 陸潤庠의 ｢四書典類淵

海序｣에 의하면 이 책은 淸代의 學  江永이 과거 시험을 비하는 학사들을 해 

사서 내용을 分門하여 유별한 서 인 �四書典林�을 후 에 點鐵齋主人이 오류를 

바로잡고 교감을 한 뒤, 각종 類書에서 채록한 내용을 부기한 책이다. 실제 편명 

역시 ‘天文部’ 등 경 의 원문에서 해당 키워드를 심으로 발췌 편집하 다. 이에 

따라 본 사업 에서는 사부분류를 기존 ‘經部 四書類 總集․通義’에서 ‘子部 類書

類’로 수정하 다.

�草木春秋演義�(청구기호: 想白古 895.13-C457u-v.1-4)는 淸代의 雲間子라는 인

물이 藥草를 의인화하여 쓴 章回 說로서, 경서인 �춘추�와는 아무런 계가 없는 

도서이다. 기존 조사 시에 도서의 내용이 충분히 악되지 못한 채 단지 서명의 

‘春秋’에만 의거하여 이를 ‘經部 春秋類 通義’로 잘못 분류한 것이다. 이 자료는 국

내 유일본이며 圖版도 포함되어 있어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재 경부

에 분류되어 있어 해당 도서의 존재 여부와 가치가 미처 조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따라 본 사업 에서는 사부분류를 ‘集部 說類’로 수정하고 목차 등 

제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 다. 

한편, 총서의 하 서가 해체된 경우 총서명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부 분류 역시 

총서류로 수정하 다. 국본 종합목록 ‘叢書部’에 수록된 서 은 총 86종이다. 그

러나 본 사업 의 목록작업  여기에 실리지 않은 채 하 서 별로 흩어져 있는 

결질본 총서나 단행본처럼 등록된 서 을 다수 발견하 다. 2장에서 밝힌 공구서

를 활용하여 총서의 범주를 확정한 뒤 조사에 활용하고 있는데, 실례로 �國朝諸

先生論孟精義�(청구기호: 奎中 4617-v.1-10)의 경우 국립 앙도서  소장본과의 

비교 조사를 통해 총서 �朱子遺書�의 일부임을 밝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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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中 4617-v.1-10 

권수면

국립 앙도서  소장본 

권수면
국  소장 �朱子遺書� 標題面

<도  11> 총서명 부여의 사례  

마지막으로 �十三經注疏�를 들 수 있다. �毛詩注疏�(청구기호: 奎中 2735-v.1- 

16), �春秋穀梁注疏�(청구기호: 奎中 2783의 6-v.1-5), �春秋公羊注疏�(청구기호: 

奎中 2783의 5-v.1-7), � 禮注疏�(청구기호: 奎中 2783의 3-v.1-8), �周禮注疏�

(청구기호: 奎中 2783의 2-v.1-13)는 모두 비슷한 식의 국본이다. 

특히 이 서 들의 上版口에는 각각의 간년이 각되어 있으며, 表題는 모두 ‘十

三經注疏’라고 되어 있다. 다음은 � 국총서종록�에 실린 명  국자감 간본 �십삼

경주소�의 하 서목과 간년이다.28)28) 

28) 上海圖書館 編, 1983 �中國叢書綜 �1, 上海古籍出版社, 593면. 총서공구서에 수록된 총서

류는 총경류를 포함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외연이 넓다는 단 이 있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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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十三經注疏�의 하 서목  간년

총서 十三經注疏〔明萬曆中北京國子監刊本〕

하 서목 간년

周易兼義(9卷) 附略例(1卷) 音義(1卷) 萬曆十四年(1586)刊

尙書注疏(20卷) 萬曆十五年(1587)刊

毛詩注疏(20卷) 萬曆十七年(1589)刊

周禮注疏(42卷) 萬曆二十一年(1593)刊

禮注疏(17卷) 萬曆二十一年(1593)刊

禮記注疏(63卷) 萬曆十六年(1588)刊

春秋左傳注疏(60卷) 萬曆十九年至二十年(1591-1592)刊

春秋公羊注疏(28卷) 萬曆二十一年(1593)刊

春秋穀梁注疏(20卷) 萬曆二十一年(1593)刊

論語注疏解經(20卷) 萬曆十四年(1586)刊

孝經注疏(9卷) 萬曆十四年(1586)刊

爾雅注疏(11卷) 萬曆十四年(1586)刊

孟子注疏解經(14卷) 萬曆十八年(1590)刊

2018년도 사업 상 가운데 �모시주소�는 ‘萬曆十七年(1589)刊’, �춘추곡량주소�

는 ‘萬曆二十一年(1593)刊’, �춘추공양주소�는 ‘萬曆二十一年(1593)刊’, �의례주소�

는 ‘萬曆二十一年(1593)刊’, �주례주소�는 ‘萬曆二十一年(1593)刊’으로 되어 있어 

총서종록의 간년과 일치한다. 한 이들의 표제가 모두 ‘十三經註疏’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한 질로 들여왔다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각 사부분류별로 흩어

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의 목록에서는 총서명을 기입함으로써 이 자료의 원질

서를 회복할 단 를 마련한 것이다.

4. 심화 조사의 성과

1) 왕실의 경연 교재로 활용된 도서의 재발견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가 타 기  소장 자료와 변별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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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그것이 국왕과 왕세자의 進講 교재로 활용되었으며 해당 도서에 련 흔

이 남아있다는 이다. 

진강을 할 때에는 경연 과 임 이 각각 원문의 음과 풀이를 직  聲讀한다.29)29) 

1784년에 편찬된 �弘文館志�에 수록된 진강 차에 따르면, 경연이 열릴 때에는 

講官이 어람 책자를 받아와 朱墨으로 懸吐하고[以朱懸讀] 다시 바친다.30)30)통상 어

람용 책자에는 주묵으로 토를 하고, 왕세자가 열람할 책자에는 藍墨으로 토한

다. �홍문 지�의 기록과 같이 경연에 참여하는 강 들은 토와 校正을 주요 업

무로 하고 있다. 

특히 국본인 왕세자를 교육하는 書筵에서는 토와 諺解를 다는 업무가 매우 

요하게 여겨졌다. �승정원일기� 1646년(인조24) 10월 6일 기사에 따르면, 서연이 

매일 열려 시강원의 서사 들이 서책에 토하고 언해를 옮겨 쓰는 업무가 지나치

게 과 하다고 할 정도 다.31)31) 한 경연에 쓰일 책이 미처 비되지 않았을 경우 

교서 에서 즉시 인출하여 진상하 다.32)32)

규장각 소장 경부 자료를 상세서지조사한 결과, 본문에 토와 한 독음, 표  

등을 墨書하거나 언해․피휘 등의 정보를 은 籤紙가 붙어있는 등 실제 진강에 

활용된 표지가 매우 많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진강을 해 새롭게 인

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도서 역시 소장되어 있다. 경연과 서연이 유달리 많이 열렸

던 조 에 발행된 서 의 경우 그러한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 이와 련된 심화 

조사의 성과 가운데 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조는 세손인 정조를 가르칠 경 의 次序와 板本을 직  지정하는 열의를 보

인 인물이다. 

29) 련 내용은 장유승, 2017 ｢漢文 音讀의 실상과 변화-조선후기 經筵의 音讀을 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7), 253-255면 참고.

30) 장유승, 의 논문, 2017, 256-257면. 련 차는 �弘文館志� ｢朝講｣에 자세하다. 

31) �승정원일기�95책, 1646년(인조24) 10월 6일, “侍講院啓曰, 本院朝夕書筵, 事多繁緊, 而亂

後元額權減 多矣. 其中書寫, 則自是兩人, 而當昭顯世子回轅草創之時, 姑出一人矣. 今當逐

日書筵, 書冊懸吐, 傳書諺解, 修正官案, 萬分浩繁.” 

32) �홍문 지�, ｢進講書冊｣, “議定之册, 如不準備, 令校書館及時印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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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經의 차서에 따르면 �시� 다음이 �서�인데, 세손이 �서 �을 먼  강한 것은 당시 

의도가 있어서 다. (…) 바로 우리 세손이 시를 읊으며 文舞를 추는 나이이고,33)33)  

螽斯를 기원하는 때를 만났으니 의당 이 경 을 강해야 한다. 계강할 책자는 춘방으로 

하여  �시 �으로 거행하게 하라. 부족한 책자는 인쇄하지 말고, 홍문 과 교서 에서 

가져다 쓰게 하라. 세손이 강할 책자 1부는 남한산성에서 인출하여 올리도록 하되, 

지품과 모양은 간략한 쪽을 따라 거행하게 하라. 상시로 읽을 책 한 건은 춘방에 있

는 註가 달린 활자본에 토하고, 난외에 언해를 붙여서[  강조: 필자] 들이

도록 분부하라.34)34)

조는 세손이던 정조가 13세 되던 해인 1765년, �서 �에 이어 계강할 책자로 

�시 �을 선택하 다. 강 들이 사용할 교재는 기존 소장도서를 활용하게 하고, 세

손이 열람할 책자 한 부는 남한산성에서 새롭게 인출하여 올리도록 하 다. 남한

산성에서 올리라는 책자는 바로 ‘6行17字’의 형태로써 1753년 남한산성 永寶閣 소

장 책 으로 인출한 新刊三經四書 계열 �詩集傳�을 가리킨다.35)35)�시집 �은 실제

로는 1758년에 인출이 완료되었는데,36)36) 재 규장각에 소장된 6행17자의 �시집 �

은 권두에 朱熹의 ｢詩傳序｣만 달려있는 계열37)과37)1764년 金尙喆이 조의 명을 받

33) ‘誦詩舞勺’은 � 기� ｢內則｣에서 말한 13세를 가리킨다. “十有三年, 學 , 誦詩, 舞勺.”

34) �승정원일기�1239책, 1765년( 조 41) 2월 28일, “三經次序, 卽詩書, 而世孫先講書傳, 其

時意在. (…) 卽我世孫誦詩舞勺之年, 且當祈螽斯之時, 宜講此經, 繼講冊子, 令春坊以詩傳

擧行. 勿印不足 , 玉署芸館取用, 世孫册子一部, 令南漢印進, 紙品 制樣, 從略擧行. 常時

所讀 一件, 以春坊所在, 有 註活字本, 懸吐, 紙頭付諺解以入事, 分付.”

35) 규장각 소장 자료 가운데 정조의 장서인이 힌 6행17자 �시집 �(新刊經書本, 청구기

호: 奎中 278)에 해 주목한 연구로 김수경(2016)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종  

�易本義� 수록 刊記와 總目에 따라 6행17자본 �시집 �이 1754년에 간행된 것이며, �시

집 � 20권 외에 �詩序辨說�1권과 �詩傳音釋�1권을 부록으로 수록하 음을 설명하 다. 

김수경, 2016 ｢正祖朝 왕실도서  �詩經� 文獻 目錄  텍스트 編輯에 한 고찰｣, �한국

문화� 73, 46-47면.

36) �승정원일기�1152책(탈 본 64책), 1758년( 조 34) 1월 8일, “啓禧曰: ‘新刊朱子本四書

三經, 每一書刊訖, 一件式印入事, 前已承命. 故易本義․易傳, 則 初印進, 其後孟子․中庸, 

繼印以進, 大學․詩傳, 纔已刊印, 明 進, 論語․書傳, 則刊役姑未畢, 待畢刊, 印出進上

計料. 而今九月十二日傳敎, 又有進上二件, 進獻一件, 印出以進之命, 此則待諸書訖工, 一體

印出以進, 何如?’ 上曰: ‘依爲之’”



․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 목록․해제 정리사업의 경과(1) 173

아 써 올린 ｢御製特題詩經｣이 ｢시 서｣ 앞에 달려있는 계열38)
38)등 총 3질이다.

인용한 기사보다 몇 개월 앞선 1764년 9월 16일, 조는 知經筵 김상철, 시독  

金龜柱 등과 함께 �시 �을 공부하고 있었다. 경연을 마친 후 조는 직  ｢특제

시경｣을 지었는데, 김귀주 등이 일부 刪潤을 가한 뒤 김상철에게 寫進하게 하 다. 

조는 이를 교서 [芸閣]에서 간인하게 하고 강경할 책자의 권수에 붙이도록 하

다.39)39)김귀주에 의하면 이후 춘방의 강경 책자에도 ｢특제시경｣을 부록하여 세손

에게 보여주게 하 다.40)40) 

｢특제시경｣이 달려있는 �시집 �은 종합목록  규장각 DB에 서명이 ‘詩傳大全’

으로, 자는 ‘朱熹(宋) 集傳’, 형태사항은 6行‘16字’, 발행자  발행지는 ‘[未詳]’, 

발행년은 서문에 명시된 간지에 따라 1764년으로 되어 있는 한편, ‘奎中 277’과 동

본으로 설정되어 있다.41)41)그러나 실제로 이 도서에는 차자구결이 묵서되어 있고, 

남묵 비 이 있다. 한 잘못된 구결을 수정하거나 ‘旦’을 ‘朝’로 避諱한 첨지

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조가 경부 도서에 압인한 장서인인 ‘弘齋’, ‘承華藏圭’, ‘文

37) 본래 한 질로 추정되는 ‘奎中  278’  ‘奎中 280의 3’, 그리고 後印本으로 보이는 奎中 1516 

등 총 2질이다.

38) 14권5책에 부록 2권1책, 총6책의 결질본으로 청구기호는 奎中 1518이다.

39) �승정원일기� 1234책(탈 본 69책), 1764년( 조 40) 9월 16일, “甲申九月十六日午時, 上

御熙政 . 晝講, 編次人․掌令同爲入侍時, 同知事金尙喆, 特進官李光溥, 參贊官金應淳, 侍

讀官李在協, 侍讀官金龜柱, 假注書朱萬离, 記事官李延伋, 記事官宋志淵, 武臣申思民, 編次

人洪麟漢, 掌令李之晦, 以次進伏.上講新受音. 在協曰: ‘草蟲章之雖勞無怨, 果見以佚道使民

之化也.’ 龜柱曰: ‘采蘋則 采蘩, 相爲表裏矣.’(…) 上命臺臣先 . 上曰: ‘予於何年, 講詩傳

乎?’ 龜柱曰: ‘甲寅矣.’上曰: ‘望八復講, 旣是料外, 而又在甲年, 事非偶然.’ 命承旨書特題詩

經御題, 書訖, 命經筵編次人․承旨․儒臣, 同觀 正, 正訖, 命尙喆書出入刻編于卷

首.” 한편 규장각에 소장된 四周單邊, 10행22자의 木板本 �詩傳大全�(청구기호: 奎中  

256-v.1-10)의 권수에도 ｢어제특제시경｣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조의 경연과 련된 

도서로 보인다.

40) 金龜柱, �可庵遺稿� 권24, ｢立朝日 ｣, “上命特進官武臣先 , 而知經筵及上下番儒臣獨留, 

親製特題詩經一篇, 盖望八重講, 自勉自警之意也. 金應淳書之, 洪麟漢讀之, 上曰: ‘儒臣亦進

前參看可也.’ 賤臣亦承命進伏, 畧加刪潤, 上從而改之. 仍命金尙喆寫進, 而自芸閣刊印, 

于講冊之首. 春坊講冊, 亦依此附 , 以示世孫. 又別書一件, 粧冊以入焉, 遂 出.”

41) ‘奎中 277’은 四周雙邊, 10行22字에 上下內向1葉花紋魚尾의 목 본인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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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自六經來 讀書有三到眼到口到心到 作文有三到氣到神到識到’42)42)등 3顆가 압인되

어 있다.

표지 ｢御製特題詩經｣
권수면  

차자구결
避諱籤紙

批點(藍書)․ 

정조인문

<도  12> �詩集傳�(청구기호: 奎中 1518)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어제특제시경｣이 붙어있는 의 도서가 바로 

1765년 2월, 세손이 �시집 �을 처음으로 학습할 때 남한산성에서 인출하여 올린 

도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서명을 ‘詩集傳’, 자를 ‘朱熹(宋) 集傳 ; 

英祖(朝鮮) 命編’으로, 발행사항을 ‘[永寶閣] ; [1765] ; [南漢]’으로 수정하 다. 

한 형태사항을 ‘四周雙邊 半郭 23.6×17.1 cm, 有界, 6行17字 注雙行, 花口, 上下

向2葉花紋魚尾’로 수정하고, 잘못된 동 본 정보는 삭제하 다.

한편, 세손이 상시 열람할 춘방 소장 活字本은 註가 달려있다는 것으로 보아 

戊申字로 인출한 �詩傳大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조가 토  언해를 

붙일 것을 명하 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무신자본 �시

�43)43)가운데 �시집 �과 마찬가지로 정조의 장서인이 압인된 도서는 ‘奎中 

42) 정조가 경부 도서에 압인한 장서인에 해서는 김 진, 박철상, 백승호, 2014 ｢정조(正祖)

의 장서인(藏書印)-규장각 소장 조선본(朝鮮本)을 심으로｣(�규장각� 45)를 참조하 다.

43) 규장각에 소장된 무신자본 �시 �은 四周雙邊, 10행17자, 상하내향2엽화문어미의 비

교  기인본으로 추정되는 계열(청구기호: 奎中 279의 2)과 四周單邊, 10행17자,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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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이하 A본)’, ‘奎中 2386(이하 B본)’의 두 질이다. 

A본은 5권3책의 결질로 다행히 卷首가 남아있는데, 세손 서연용 �시집 �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목 으로 된 ｢어제특제시경｣이 수록되어 있다. 한 1책(권수, 권

1)과 2책(권9-10)에는 欄外 諺解籤紙, 묵서로 된 차자구결, 주묵․남묵으로 된 구

 치표시, 書根에 ‘丙’이라는 묵서 등의 정보가 있으며, 정조의 경부 압인 장서

인 3과  ‘侍講院(異形2顆)’이 압인되어 있다.44)44) 

B본은 5권2책의 결질로, 1책(권11-12)에 A본의 1․2책과 마찬가지로 난외 언해

첨지, 묵서로 된 차자구결, 주묵․남묵으로 된 치표시, 서근에 ‘丙’이라는 묵서 

등의 정보가 있으며, 정조의 장서인  ‘侍講院(異形2顆)’ 역시 압인되어 있다.45)45) 

요컨 , A본의 1․2책, B본의 1책이 본래 한 질이며, 그것이 세손 정조가 1765

년 �시�를 처음 학습할 당시에 활용한 도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가 해

당 자료에 한 해제 작성에 반 된다면 자료의 특징  가치가 더욱 명확하게 부

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 자료들은 모두 같은 식의 무신자본이므로 동 본 

정보를 분리할 필요는 없으나,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두 질 이상의 도서가 

어느 시 에서 착오로 섞인 채 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향2엽화문어미 계열(청구기호: 奎中 279의 1, 奎中 1561, 奎中 2386) 등 모두 4질인데, 

모두 결질본이다. 한 DB에는 ‘奎中 279’로 되어 있으나 실물은 ‘奎中 279의 1’  ‘奎中 

279의 2’로 나뉘어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44) 제3책에도 차자구결과 언해첨지가 있고 ‘시강원’이 압인되어 있으나 정조의 장서인은 압

인되어 있지 않으며, 서근에는 ‘上’이라고 되어 있다. 한 구라벨번호는 ‘奎 1324 P’라고 

되어 있다. 1-2책의 구라벨번호는 ‘奎複 1324 7P’이다.

45) 제2책에도 차자구결과 언해첨지가 있고 ‘시강원’이 압인되어 있으나 정조의 장서인은 압

인되어 있지 않으며, 서근에는 ‘上’이라고 되어 있다. 구라벨번호는 ‘奎 1324 P’이다. 1책

의 구라벨번호는 ‘奎複 1324 7P’이다. 아울러 ‘奎中 279의 1’은 改粧 등 도서 정리의 과정

에서 난외를 잘라내어 서근이 남아있지 않으나 언해첨지의 필체, 구라벨번호(奎 1324 P) 

등의 정보를 고려할 때 서근에 ‘上’이라고 묵서된 도서와 한 질이나 어느 시 에서 착오

로 분리 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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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본 ｢특제시경｣ A본 정조인문
A본 차자구결  

언해첨지

B본 정조인문 

․차자구결  

언해첨지

A본 冊1-2  

B본 冊1 서근

<도  13> 무신자본 �詩傳大全�(청구기호: 奎中 1561 / 奎中 2386)

그밖에 訓鍊都監字飜刻 목 본인 �春秋集傳大全�46)은46)全 55권55책의 거질로서 

성종이 홍문  유신들에게 명하여 �春秋�의 四傳(左傳, 公羊傳, 穀梁傳, 胡傳)을 

經文 아래에 연 순으로 나열하고 제가의 주소․음훈을 덧붙인 본을 후 에 간

행한 책으로, ‘春秋四傳’, ‘四傳春秋’ 등으로도 잘 알려진 자료이다. 이 자료는 한국

본 종합목록에 발행사항이 미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도서에 차자구결과 

모 , 비 이 남서 혹은 묵서되어 있어 경연에서 활용한 흔 이 있음을 발견하

다. 이에 따라 본 사업 이 심화조사를 수행한 결과 �승정원일기�에서 1702년, 숙

종이 진강할 책자로 �춘추�를 선택하 는데 교재로 홍문 에 구장된 55책본 �춘

추사 �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이를 라도에 下 하여 開刊하게 한 기록이 있

음을 확인하 다.47)47) 한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동 본 추정 

46) 청구기호는 ‘奎 446, 奎 783, 奎 1076, 奎 2352-v.1-55, 奎 2858-v.1-55, 奎 7535-v.1-55, 奎 

11013’ 등 7질이다.

47) �승정원일기�403책(탈 본 21책), 1702년(숙종 28) 4월 22일, “金鎭圭所啓: ‘法筵方講春

秋(…) 本館, 有 藏春秋四傳, 此卽成宗朝進講春秋數字缺, 弘文館官員, 裒輯以成 也.(…) 

祖宗成書, 不可使之無傳, 而況今進講春秋, 所講 , 雖是胡傳, 若以此書, 參 三傳, 必得詳

悉, 此冊, 似當有入梓之擧矣.’ 上曰: ‘其冊數幾何?’ 鎭圭曰: ‘以編計之, 則五十五. 開刊之役, 

不甚浩多, 而鑄字則旋印旋毁, 難以永久流傳。且書冊之印出, 不但爲備睿覽, 藏文館而已, 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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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8)에48)당시 연잉군( 조)에게 內賜한 기록인 ‘康熙四十三年(1704)正月二十三日 

內賜延礽君昑春秋四傳一件 命除謝恩’이 있다. 이로 보아, 55책본 �춘추집 �의 

발행년은 1702년-1704년 사이로, 한 발행지는 라도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규장각에는 차자구결, 언해, 피휘, 한 독음 등 조선시 의 경  이해  

학습 방식을 악할 수 있는 요 정보를 포함한 도서가 다수 존재하며, 검색을 

통해 �승정원일기� 등 임 의 경연과 련한 주요 자료의 발행 내력을 방증할 수 

있는 심화조사 한 가능하다. 심화조사는 연구원의 한문해독능력과 감식안, 축

된 서지조사데이터와 일정한 시간의 할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와 같은 내

용은 재 제공되는 해제에서는 거의 언 되지 않았으며, 도서의 상세서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도 락되거나 통일되지 않은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

가 많다.49)49)

2018년도에 본 사업 의 상세서지조사 상 약 1,470건 가운데 약 30%인 470건

의 도서에서 구결자료 목록을 산출하 다. 이와 같은 심화 조사의 성과가 국어

사․한국 경학사 연구는 물론, 侍講  科擧 등 왕실과 사 부의 경  활용 방식 

등을 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나아가 시기획을 통해 규장각 

소장 자료의 가치와 활용도 역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본 경부 도서의 특징  가치 발굴

규장각 소장 국본 경부 자료를 국내 타 기 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주요 

특징으로 첫째, 규장각에는 元刊本  明初刊本과 같은 고간본이 비교  完帙의 

欲傳 於士夫間也, 則尤不可不入刻, 而分定兩南有所不便. 全羅工匠, 刻品 勝, 自本館令

寫字官, 繕寫印本, 下 全羅道, 使之開刊, 似好矣.’” 아울러 �승정원일기� 409책 (탈

본 21책), 1703년(숙종 29) 1월 20일 기사에 따르면 “鎭圭曰: ‘四傳春秋, 已令湖南開刊, 

此冊, 令嶺南開刊, 何如?’ 上曰: ‘依爲之.’”라 하여 이미 라도에 사 춘추의 개간명령이 

내려져 간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 서명이 ‘春秋諸國 廢說’로 되어 있으며 청구기호는 ‘K1-132’이다. 

49) �규장각소장어문학자료-어학편 목록․서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1)에 ‘차자구결’, ‘묵

서’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락된 자료 역시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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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소장되어 있다는 이다. 본 사업 에서는 “隆慶 元年(1567) 이 에 인쇄 

 필사된 도서”로 고간본의 범주를 확정하고 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를 비공개 

‘참고사항’ 란에 기재하고 있으며, 련 정보를 별도로 목록화․ 리하고 있다. 

2018년 본 사업 에서 조사 완료한 고간본은 총 9건이다. 고간본  다수는 락

제의 명으로 간행된 內府刊本으로 조사되었다.

<표 5> 2018년도 조사 완료 국본 경부 도서의 고간본 목록

서명 청구기호 종 발행년 사부 분류

詩傳大全 想白古貴 181.113-H65s-v.16/17 木板本 [1415 以後] 詩類

春秋胡傳 奎中 4174-v.1-5 木板本 [1436-1449] 春秋類

春秋集傳大全 奎中 2665-v.1-19 木板本 [明版本] 春秋類

春秋集傳大全 奎 25028-2/3 木板本 [明版本] 春秋類

禮記集說 奎中 2045-v.1-13 木板本 1447 禮類

禮記集說大全 奎中 2024-v.1-18 木板本 [1415 以後] 禮類

禮記集說大全 奎 25014-v.1-18 木板本 [1415 以後] 禮類

禮 奎 25005-v.1-4 木板本 [1521] 禮類

周禮集說[外] 奎 25016 木板本 [1474] 禮類

이  �周禮集說[外]�는 편자미상의 도서를 본으로 원 의 학자 陳友仁이 增

修한 �周禮集說�에 송 의 학자 兪庭椿의 �周禮復古編�을 덧붙여 간행한 책이다. 

그러나 자료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자 정보와 

식 등을 고려하 을 때 요 자료로 단되어 타 기  소장 여부를 함께 조사하

다. 조사 결과 臺灣 國家圖書館에 동 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해당 동 본 발문

에 ‘成化甲午(1474)夏六月之吉劉儼榜進士誥進正奉大夫正治卿奉巡撫福建都察院右副

都御史江浦張瑄謹題’라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張瑄이 1474년 福建에서 

간행한 책으로 추정하고, 발행년을 근거로 고간본으로 선정하 다.

둘째, 국내 유일본 뿐만 아니라 국을 비롯한 해외 소장 기 에 소장되어 있지 

않는 유일본․희귀본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 仲昭太史秘

授精纂四書六便講意一貫大成�(청구기호: 奎中 5208-v.1-9)을 들 수 있다. 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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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의 학자 煜이 四書 각 구 에 해 해설한 坊刻本 거업서로서 국내뿐만 아

니라 국 등을 비롯한 세계 체에서 동 본  동종본을 찾아보기 힘든 유일본

이다. 특히 앞부분에 ｢武當山玄天上帝垂訓｣이라는 도서와 무 한 이 삽입되어 

있는데, 말미에는 ‘敬修居士 金陵書舖 號 黃復宇 諱 黃鷹麟 派 黃海九 印施’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것이 金陵書舖의 黃氏 一家가 각하여 印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본서에는 정조가 국본 도서에 압인한 것으로 알려진 ‘朝鮮國’, ‘弘

齋’, ‘萬機之暇’50)50)등 3과가 압인되어 주목을 요한다.

권수면 ｢武當山玄天上帝垂訓｣

<도  14> � 仲昭太史秘授精纂四書六便講意一貫大成�(청구기호: 奎中 5208-v.1-9)

이처럼 규장각에 소장된 경부 도서 에는 당시 국의 방각본 간행사를 여실

히 보여주는 거업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재 국에서도 본이 드문 유일

본․희귀본인 경우가 꽤 있다. 재 국에서 科擧 文化史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는 을 감안할 때, 규장각 소장 국본 거업서는 매우 요한 연구사  

50) 백승호․김 진․박철상, 2015 ｢奎章閣 所藏 中國本에 압인된 正祖 藏書印 고찰｣, �韓國

漢文學硏究�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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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있다.51)51) 

셋째, 한국본 경부 도서의 底本으로 활용된 도서가 많다는 것이다. 본 사업 에

서 발견한 �奎壁四書�(청구기호: 奎中 5138-v.1-5)를 주요 심화조사 성과의 사례

로 들 수 있다. 본서는 明 萬曆 연간 金陵의 奎壁齋에서 간행한 사서로, 正韻字體

로 각하고 監本四書의 체제를 따른 것이 특징이다. 각 기술이 정교하고 인쇄 

상태가 좋으며, 경문이 자로 인쇄되어 열람에 용이하다.

표제면 권수면 표제면 신간경서총목

<도  15> �奎壁四書�

(청구기호: 奎中 5138-v.1-5)

<도  16> �易本義�

(청구기호: 奎中 986-v.1-4)

상세서지조사 결과 본서는 조 에 洪啟禧의 주도로 간행된 新刊三經四書  

사서의 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新刊經書總目｣에서 �大學或問�을 제

외한 �論語集註�, �大學章句�, �中庸章句�, �孟子集註�는 奎壁本에 근거하 음을 

밝히고 있다.52)52)

51) 이외에도 �新刻了凡袁先生書經啓蒙捷徑選註�(청구기호: 奎中 4817-v.1-4), �新刻張侗初先

生永思齋書經演�(청구기호: 奎中 5206-v.1-5), �舒恬軒周禮讀本�(청구기호: 奎中 4963- 

v.1-2), �四書直解�(청구기호: 奎中 4728-v.1-11) 등의 도서 역시 세계 희귀본으로 단

된다. 

52)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175-176면. 김문식 선생님은 규장각 소장 �역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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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에 따르면53)
53)신간삼경사서는 홍계희가 1753년 廣州留守로 재직 당

시 조에게 건의하여 朱子本 사서 등을 본으로 간행하 다. 그런데 본인 주

자본 사서의 경문이 자로 쓰여 있어서 乙覽에 용이하다는 것을 간행의 주된 이

유로 제시했다는 사실, 그리고 신간삼경사서가 �朱子本四書三經� 는 �奎璧經書�

라고도 지칭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해 미루어 보건 , 홍계희가 본으로 제시한 

주자본 사서라는 것이 �규벽사서� 음을 추정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규벽

사서�를 본으로 한 신간삼경사서가 제반 서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주 지역

에서 10여년의 시간에 걸쳐 차례차례 간행되어 서울로 진상되었으며 이것이 4.1에

서 살펴보았듯, 실제로 조의 경연 교재로 이용된 정황이 자세하게 드러난다. 규

장각에는 신간삼경사서와 그 본이 된 국본 �규벽사서�가 모두 소장되어 있으

므로, 이 두 서 을 연계한 상세해제 작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은 조선의 출

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국왕의 경연 운  방식 연구에도 일조할 것이다.54)54)

(청구기호: 奎中 986-v.1-4) 수록 ｢신간경서총목｣에 의거하여 1754년에 간행된 삼경사서

의 목록  각 도서의 본을 표로 제시하 다. 그러나 이 규벽본이 구체 으로 어떤 

본을 가리키는지는 재까지 연구된 바 없다. 

53)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신간삼경사서� 련 기록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 

29년 11월 18일: “啓禧曰: ‘ 有類苑叢寶, 令本府開刊之命矣, 此書果爲士子緊要之冊, 而

卽今所餘, 只三十餘板, 故臣嘗惜之. 今承下敎, 方欲鳩聚財力, 以爲刊行之計, 而板子甚難得, 

聞板子貢人, 有 備以置 , 令戶曹量入劃 事,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李奎采曰: ‘類

苑叢寶, 自是不可無之冊, 刊行固好, 而臣則又有愚見, 故敢達矣. 重臣每欲以朱子本四書二經

及蔡氏本書經, 依原本大書刊行, 此書若出, 則便於乙覽, 且重臣向衰, 及此時令重臣開刊, 似

好矣.’ 上曰: ‘此是何本耶?’ 啓禧曰: ‘朱子元本以大字書經文, 以 字書註解, 如綱目之例矣.’ 

奎采曰: ‘臣意則類苑叢寶, 使嶺南監營開刊, 而此書則令重臣主掌開刊, 以備乙覽, 豈不好耶?’ 

上曰: ‘承旨所奏善矣, 依爲之.’” 2) 조 31년 4월 21일: “ 宗曰: ‘經籍板本, 若有新設 , 

則例多自地部印 , 藏置於京外史史閣矣. 卽今南漢新刊四書三經, 事當印藏於本館及四處外

史庫, 而一自定例以後, 該曹難於擧行, 不可不一番筵稟後擧行, 故敢此仰達矣.’ 上曰: ‘令廣州

留守印 , 可也.’” 3) 조 33년 2월 3일 을축: “上曰: ‘經書新刊之役, 幾許爲之耶?’ 景海

曰: ‘此冊字樣, 他冊有異, 寫字官二人外, 皆不能書之, 故書役自然遲滯, 尙未盡畢. 周易·孟

子·中庸, 則雖已畢, 而詩傳․書傳․大學, 則今 垂畢, 論語則未及始刊, 而此亦非久當了當云

矣.’ 上曰: ‘已刊冊子, 先爲印入, 可也.’” 4) 조 33년 8월 1일 경신: “芸閣新刊奎璧經書板

本甚好, 本館, 亦宜印置, 而必有傳敎, 然後可以分付印來, 故敢達矣.”

54) 論語類와 孟子類의 상세서지조사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 신간삼경사서의 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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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맺음말

규장각 소장 경부 자료 목록․해제 정리 사업은 국가기록문화재의 안정 ․항

구  보존 리와 가칭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 종합목록�의 발간을 해 2017년 

출범하 고 2019년 재 사업 1단계 3년차에 어들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이

용자들에게 정확한 서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열람의 

오류를 일 수 있다. 한 요본  우선해제 상서의 목록 산출을 통해 우선  

리가 필요한 고도서를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특히 분리되거나 합질된 도서가 많은 경부 자료의 특징을 반 한 목록을 별

도로 산출․ 리함으로써 추후 규장각 소장 자료의 원질서를 회복할 가능성도 열

어두었다.

지난 2년간 국본과 한국본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국본 도서의 조사방침을 

구체 으로 수립한 것 역시 본 사업 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목록기술규

칙은 물론 경부 상세서지조사카드의 항목을 정 화하여 규장각 소장 경부 자료의 

특징이 보다 명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본․ 국본 종합목록이 새롭게 발간되고 련 정보가 DB를 통해 업데이트 된

다면, 문가-실무자-이용자가 일원화된 최신 도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국가기록유산을 보유․ 탁 리하고 있는 본원의 책무를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본 사업 에서는 새로운 종합목록의 발간과 함께 해제 보완 사업을 해 규장

각한국학연구원내의 동종 도서  국내외 타 기  소장 동종․동  도서와의 정  

조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화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 史部와 集部에 

집 되어 온 규장각 인사업에 경부를 추가하여 배포․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밖에 거업서․경연용 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시기획  규장각 자료 활용이 가

수행하고 �규벽사서�와의 련성을 충분히 고구한 뒤 별도의 후속논문을 통해 련 내용

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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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진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규장각 소장 경부 자료의 개황이 총체 으로 악됨으로써 

규장각 소장 자료의 요성이 새롭게 조명되어 규장각의 아카이 로서의 상이 

더욱 제고되기를 기 한다. 

논문투고일(2019. 5. 12),   심사일(2019. 5. 23),   게재확정일(2019. 6. 4)



184 奎 章 閣 54  ․

참고문헌

�규장각도서 국본종합목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2.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4.

�규장각소장어문학자료-어학편 목록․서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1.

�규장각소장책 목록�, 서울 학교 규장각, 2004.

�승정원일기�(국사편찬 원회 DB).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고도서용�, 국립 앙도서 , 2000. 

�규장각 종합목록표 안 마련 회의 자료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한국도서 회 목록 원회, �한국목록규칙�제4 , 한국도서 회, 2003.

이창숙, 이종묵, 연갑수, 박권수, 옥 정, 2009 �(2009년도 한국학장기기 연구 지원

과제 결과보고서) 규장각 소장 국본 자료에 한 기  연구�, 한국학연구

원사업지원실.

옥 정, 이종묵, 노경희, 장유승, 이창숙, 박권수, 2010 �(2010년도 한국학장기기 연

구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규장각 소장 국 도서 선본 정리  해제 연구�, 

한국학연구원사업지원실.

中國古籍叢目編纂委員 編, 2009 �中國古籍叢目: 叢書部�, 上海古籍出版社. 

上海圖書館 編, 1983 �中國叢書綜 �, 上海古籍出版社.

湖北人民出版社出版 編, 1999 �中國叢書廣 �, 湖北人民出版社.

施廷镛, 叢書綜 續編, 2003 �北京圖書館出版社�.

陽海淸 編撰, 蔣孝達 校訂, 1984 �中國叢書綜 補正�, 江 廣陵古籍刻印社.

김남기, 2017 ｢규장각 소장 嶺營藏板의 황과 성격｣, � 남학� 61.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김수경, 2016 ｢正祖朝 왕실도서  �詩經� 文獻 目錄  텍스트 編輯에 한 고찰｣,  

�한국문화� 73.

김 진, 박철상, 백승호, 2014 ｢정조(正祖)의 장서인(藏書印)-규장각 소장 조선본(朝

鮮本)을 심으로｣, �규장각� 45.

김  호, 2018 ｢규장각 소장 국본 고서 정리  연구에 한 규견｣, �中國學報� 83.



․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 목록․해제 정리사업의 경과(1) 185

박 순, 2018 ｢정조  奎章閣 閱古館 장서의 조성｣, �한국문화� 82.

백승호․김 진․박철상, 2015 ｢奎章閣 所藏 中國本에 압인된 正祖 藏書印 고찰｣, �韓

國漢文學硏究� 60.

오세 ․김수진․김하라․이경근․유정열․김 ․최천식․박민수, 2015 ｢규장각 소

장 집부(集部) 도서에 한 조사와 그 결과 1-�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

(1994)의 재정비를 심으로-｣, �규장각� 47.

장유승, 2017 ｢漢文 音讀의 실상과 변화-조선후기 經筵의 音讀을 심으로｣, �한국한

문학연구� 67.



186 奎 章 閣 54  ․

Abstract

Result of analyz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onfucian 

classics(經部) in the Kyujanggak

Koo Seul-Ah․Woo Na-young․Kim Eunseul․Seo Jinwon․Cho Sungyoul

This paper i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onfucian classics 

in the Kyujanggak. ‘The project on the rearrangement of catalogue and description books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conducted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Confucian classics in the Kyujanggak. As a result, information errors such as  titles(書名), 

authors’ names(著 ), printing information(版事 ), publish information(發行事 ), and 

classification criteria(四部分類) were significantly revised. We also uncovered new 

information. Based on the above survey, we conducted an intensive investigation to 

discover the value of Kyujanggak books. As a result, the following two main achievements 

were derived.

First, we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yujanggak Book, which contained information 

that led to publishing in the country. Therefore, the annotation information such as the 

sentence and the proverb, which are described in the book, are described in detail and the 

relevant contents are listed.

Second, we deepen the information of Chinese book. In addition, specific research 

policies were established and important information related to the original order of the 

books was listed. In order to prepare for the description project, which is the second stage 

of the project, important documents were listed.  

Through such investigation and cataloging,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users and to efficiently manage and utilize the 

collection data of Kyujanggak books.

Key words : Confucian classics(經部), Korean book, Chinese book, royal 

            catalogue and descri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