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歷代君鑑･歷代臣鑑의
수용 양상과 특징1)
조 계 영*

1. 머리말
2. 역대군감･역대신감의 수용 양상
1) 역대군감･역대신감의 수용과
간인
2) 역대군감･역대신감의 활용
3. 현전본 역대군감･역대신감의
특징과 가치

1) 왕실서목에 수록된 역대군감･
역대신감
2) 역대군감･역대신감의
형태적 특징
4. 맺음말

초록: 조선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식의 유통’을 조감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
어야 하는 과제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중국본과
한국본 도서는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중국서책의 수용 경로와 추이를 보여주
는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이다.
본 논문은 명에서 편찬한 歷代君鑑과 歷代臣鑑이 조선에 수용되는 양
상과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이 몇 차례에 걸쳐 조
선에 수용된 계기는 使行으로 북경에 갔을 때 황제에게서 받은 것이다. 조선
에 들어온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은 명의 官刻本 중에서 ‘內府刻本’이다.
조선에서 역대군감･역대신감을 교정하거나 간인한 것은 세조･성종･
숙종 연간이다. 조선에 수용된 역대군감･역대신감은 제왕학을 닦는 경
연･서연에서 진강서책으로 활용되었으며, 역대군감･역대신감의 체재를
따른 감계류 서책들이 편찬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고 있는 ‘규중4111･규중4120’의 역대군감은 [廣運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이는 명나라 황실에서 수장하였던 본으로 조선으로 들어온 후 비단으
로 개장하여 귀중본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그 가치가 높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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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 [廣運之寶]

1. 머리말
조선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에 대한 실상을 파
악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식의 유통’을 조감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
이다. 조선시대 문헌 교류의 과정과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는 ‘조선의 외적 소통
과 세계 인식’을 기록문화의 측면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이 동아시아의
지적 공동체 내에서 외래문화에 대한 취사선택과 비판적 수용을 통해 세계와 소
통하였던 일면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에 현전하고 있는 중국본에 대한 총목이 간행되었으나 이는 소장 고서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각 기관의 목록을 편집한 것이어서 간략
서지에 불과하며 오류 또한 적지 않다.1) 늦은 감은 있지만 중국본을 소장한 기관
에서 상세 해제와 그 가치를 조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다.2) 현전하는 중국본에 관한 선행연구는 중국소설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에서 상
당한 성과를 이루었다.3) 한국학 분야에서는 중국 經書나 法書 등이 조선에 수용
되었던 과정과 영향에 대해 연구되었다.4)

1) 全寅初 主編, 2005 韓國所藏中國漢籍總目, 學古房.
2) 金 鎬, 2007 ｢韓國 所藏 中國古書의 整理現況과 課題｣, 中語中文學 第41輯, 韓國中語中文
學會; 2008 ｢藏書閣 所藏本 楚辭句解評林｣, 中語中文學 第43輯, 韓國中語中文學會.
唐潤熙, 2007 ｢韓國所藏 中國本《四書大全》版本 小考｣, 中國語文學論集 第43號, 중국어
문학연구회.
박철상, 200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中國本 古書의 가치｣, 한국학논집 제37집, 계
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 김호, 앞의 논문(2007), 384면. 김학주, 2002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
학교출판부.

4) 예를 들어 송정숙, 2000 ｢한국에서 論語의 수용과 전개｣, 書誌學硏究 第20輯, 書誌學會.
김문식, 2006 ｢조선시대 중국 서적의 수입과 간행 ― 四書五經大全을 中心으로｣, 奎章閣

29, 서울大學校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鄭肯植, 2009 ｢朝鮮前期 中國法書의 受容과 活用｣, 서
울대학교 法學 제50권 제4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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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중국본과 한국본 도서는 조선시대
에 이루어진 중국서책의 수용 경로와 추이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이
다.5) 규장각 도서의 중국본 청구기호는 ‘奎中○○’으로 매겨지며6) 한국본 청구기
호는 ‘奎○○’이다.7) 규장각 도서의 목록에서 한국본과 중국본을 판별하는 기준
은 도서를 간인하거나 필사한 장소에 두고 있다. 본 논문은 奎章閣圖書中國本綜
合目錄에서 조선에서 간인한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을 발견하고, 왜 한국본이
중국본 목록에 수록되었는지 실마리를 찾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명에서 편찬한 歷代君鑑과 歷代臣鑑이 조선에 수용되는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논문의 2장 1절에서는 명에서 간인한 역대군감과 역
대신감이 언제 조선에 들어왔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간인되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2절에서는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이 제왕학으로서 경연과 서연에서
진강되었던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의 체재를 따
라 편찬된 서책들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왕실서목에 수록된 역
대군감과 역대신감을 조사하고, 현전본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의 특징을
卷冊과 藏書印 그리고 장황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왕실서목의 기록과 현전본
의 형태를 비교하여 고찰하는 과정에서 현전본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의 가치
가 밝혀질 것이다.

5) 김호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중국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
기하면서 그 현황과 가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金 鎬, 2006 ｢｢奎章閣｣ 中國古籍存藏槪況
及其文獻價値｣, 인문과학 제38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 서울大學校圖書館, 198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중국본
청구기호는 ‘藏C○○’으로 시작한다. 藏書閣,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 문화재관리국,

1974.
7)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서울大學校圖書館, 198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한국본
청구기호는 ‘藏K○○’으로 시작한다. 藏書閣,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문화재관리국,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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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군감･역대신감의 수용 양상
1) 역대군감･역대신감의 수용과 간인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은 중국에서 편찬된 시기가 서로 다르며, 역대신감
이 역대군감보다 먼저 편찬되었다. 역대신감은 春秋 이래 2천여 연간 신하의
行事를 선악으로 분류하여 37권으로 기록한 책이다. 역대신감의 체재는 권1에
서 권29까지는 본받을 만한 언행을 기록한 ‘善可爲法’이며, 권30에서 권37까지는
경계할 만한 언행을 기록한 ‘惡可爲戒’로 이루어져 있다. 역대신감에는 1426년

4월에 宣宗(1425-1435년 재위)이 쓴 서문인 ｢御製歷代臣鑒序｣가 있다. 서문에 의
하면 선종은 역대신감을 신하들에게 반사하여 때때로 열람하고 성찰하여 자신
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1435년 12월 13일 聖節使의 通事인 金漢과 全義가 돌아와 선종 황제 때
에 새로 편찬한 역대신감을 御府에 수장해 두고 아직까지 간행하지 못하고 있
다고 아뢰었다.8) 따라서 중국에서 역대신감을 간인한 것은 1435년 이후에 해당
한다.

역대군감은 漢唐 이래 諸君들의 嘉言과 善行을 편집하여 ‘善可爲法’으로 이
름하고, 언행에 경계하고 살펴야 할 것이 있는 자를 ‘惡可爲戒’로 이름하여 끝에
붙였다. 역대군감의 권1에서 권35까지는 ‘善可爲法’이며, 권36에서 권50까지는

‘惡可爲戒’로 이루어져 있다. 역대군감의 서문인 ｢御製歷代君鑒序｣는 명나라
景帝(1449-1457년 재위)가 1453년 8월에 쓴 것이다(그림 3).9)
위와 같이 명에서 편찬한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은 언제 조선으로 들어왔을
까. 조선과 명은 1401년(태종 1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는데, 이때부터 명나라에
서 간행한 서책을 조선에 배포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10) 역대군감과 역대신
감이 몇 차례에 걸쳐 조선에 수용된 계기는 使行으로 북경에 갔을 때 황제에게
서 받은 것이다. 조선에 수용된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을 교정하거나 간인한

8) 세종실록 권17, 세종 17년 12월 13일 庚戌.
9) 역대신감과 역대군감의 卷冊과 체재는 <부록 1･2>를 참조.
10) 김문식, 앞의 논문,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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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세조･성종･숙종 연간이다.

역대군감에 관한 기록은 1459년(세조 5년) 실록 기사에 처음 보인다. 9월 4일
좌승지 李克堪은 1445년(세종 27)에 편찬한 治平要覽을 교정하라는 명을 받고
상서를 올렸다.11) 이극감은 君鑑에 수록된 명나라의 사적을 첨입하면 치평요
람이 온전한 大全으로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아뢰었다. 이때의 군감은 역
대군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역대군감 권29에서 권35까지는 명나라 태조･태종･
인종･선종의 사적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명에서 역대군감을 편찬한 1453년 8월 이후 1459년 9월
이전에 역대군감이 조선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그렇다면 명에서 들
어온 역대군감은 어떤 판본이었을까. 앞의 1435년 실록 기사에서 새로 편찬한

역대신감을 御府에 수장해 두었다고 한 것을 보아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은
명대의 官刻本 중에서 ‘內府刻本’임을 알 수 있다.
내부각본은 명대 조정에서 판각한 책으로, 영락(1403-1424년) 초년에 南京에서
시작하였는데, 소량의 經史讀本을 판각하여 궁내의 書房과 太監의 誦習에 제공하
였다. 명이 1421년 북경으로 천도한 후에 ‘司禮監經廠’을 설치하여 서책의 판각을
전담하게 하니 서책의 종류와 수량이 크게 증가하였다.13) 명황실의 출판물은 모
두 이 사례감경창을 거쳐 각인되었는데, 이 판본을 ‘經廠本’이라고도 부른다.14)

1460년(세조 6년) 8월 29에 역대군감을 교정할 때 착오한 校書郞 申卜倫과 校
勘 許譔･金良琬 그리고 正字 楊順達 등을 파직하고, 別坐 李壽山과 文紹祖 등의
자급을 강등하였다.15) 그러나 이것이 역대군감을 인출한 후에 발견된 오자에
대해 처벌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즉 교정후의 역대군감의 간인 여부에 대해
서는 확실하지 않으며 이는 성종 연간의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479년 12월 16일에 성종은 홍문관에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의 각 傳의 끝에
先儒의 評論을 모아 첨입하고, 內臣訓을 선악으로 분류하여 역대신감에 붙여
편집하라고 전교하였다.16) 성종은 한해 전인 1478년에 홍문관에 명하여 역대 환

11) 세조실록 권17, 세조 5년 9월 4일 癸未.
12) 1453년 9월부터 1459년 8월까지 조선에서 북경으로 간 사행은 33차이다. 鄭恩主, 2007 ｢朝鮮
時代 明淸使行 關聯 繪畵 硏究｣, 韓國學中央硏究員 博士學位論文, 453-454면.

13) 顧音海･陳宁 著, 2008, 古籍善本, 上海文化出版社, 40-41면.
14) 뤼슈바오 지음/조현주 옮김, 2008 중국 책의 역사, 다른생각, 130-131면.
15) 세조실록 권21, 세조 6년 8월 29일 壬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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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사적 가운데 감계가 될 만 한 자를 모아 내신훈에 첨록하라고 하였다.17)
이로 볼 때 내신훈의 체재는 역대신감과 다르지만, 그 내용은 鑑戒類의 서책
임을 짐작케 한다.
한 달 뒤인 1480년 1월 18일 侍講官 成俶은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을 교정하
다가 ‘宣德 황제 15년’의 기록에 대해 아뢰었다.18) 성숙은 명나라 宣宗 황제가 조
선에 공물로 여자와 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없는 해가 없이 징수한 것이 많았는데,

역대군감에 ‘若鷹犬之類 更勿進獻’에 의해 특별히 매와 사냥개만을 견감해 줄
이치가 없다는 것이다. 역대군감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1432년 11월로 다
음과 같다.
○(七年)十一月 朝鮮國王李祹 遣陪臣趙琠金玉振等 貢醃松菌及鷹 上諭行在禮部臣
曰 朝鮮貢獻頻數 已非朕所欲 今又獻松菌及鷹 菌食物也 鷹何所用 珍禽奇獸 古人所戒
可諭其使 自今所貢 但服食器用之物 若鷹犬之類 更勿進獻19)

위와 같은 성숙의 견해에 대해 성종은 史官의 직이 중요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한번 쓰면, 선악의 실제가 천년 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성종은 만일
사관이 전해 듣고도 실제대로 쓰지 않았다면 믿을만한 역사가 아니라고 하며 기
록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성숙이 역대군감의 이 부분을 교정할 때 삭제하였다
면, 성종대에 간인한 역대군감에는 선덕 7년 11월이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종 연간에는 중국본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을 수용하여 교정만을 한 것이 아
니라, 조선본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으로 새롭게 편찬하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역대군감에는 1432년 11월의 해당 부분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규중1926’의 역대군감은 ‘朝鮮國王李祹’
에서 세종의 휘인 ‘祹’를 가리기 위해 왕실서책에서 列聖御諱 付籤으로 쓰는 紅方
絲紬를 ‘祹’ 위에 붙여 놓았다(그림 1).20) ‘규중1926’은 朱墨으로 懸吐한 것을 보아

16) 성종실록 권112, 성종 10년, 12월 16일 丁卯.
17) 성종실록 권94, 성종 9년 7월 18일 丁丑.
18) 성종실록에는 ‘宣德皇帝十五年’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명나라 宣德 연간은 1426년(선
덕 1)에서 1435년(선덕 10)으로 10년간이다. 성숙이 아뢴 내용은 역대군감의 35권 7년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성종실록의 ‘15년’은 7년의 誤字이다. 성종실록 권113, 성종 11년

1월 18일 己亥.
19) 역대군감(규중4120, 장K2-328) 35권 ‘宣宗章皇帝 下’ 14-15張. 성종실록에 기록된 내용과
역대군감과 비교해보면 몇몇 글자가 다르지만 대의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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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被諱紙(규중1927)

경연에서 사용하였던 御覽冊이 분명하다.21) 이에 반해 ‘규중1927’의 역대군감은
被諱紙로 붙이고 墨書로 현토하였다(그림 2). 두 책 모두 홍문관에 수장되어 경연
에 사용되었지만 사용자에 지위에 따른 서책의 위격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조선후기 인조 연간에 이르면 역대군감은 세자의 서연에 관한 기록에서 보인
다. 1627년 6월 13일에 시강원의 弼善인 金地粹는 소현세자에게 경연책자로 올린

역대군감을 살펴보기를 아뢰었다.22) 김지수는 1626년 윤6월 28일에 서장관으로
南以雄･金尙憲과 함께 북경을 다녀왔다.23) 이 때 역대군감을 얻어 오게 된 것이
다. 이후 소현세자는 1630년 8월 2일 역대군감을 懸吐하여 가져오도록 下令하
였으나, 서연에서 역대군감을 진강한 기록은 없다. 심양일기의 1640년 3월 20
일의 기사를 참고하면, 시강원 冊房에서 난리(1636년 병자호란)로 인해 분실된 서
책 목록에 역대군감 10책이 수록되어 있다.24) 이로 미루어 보면 1630년 이후부
20) 왕실서책의 ‘御諱付籤 紅方絲紬’에 대해서는 조계영, 2006 ｢조선왕실 봉안 서책의 장황과 보
존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41-42면 참조.

21)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 2월 18일 辛酉.
22) 김남기, 2006 ｢소현동궁일기: 교육의 실제와 도서 정비 과정｣, 奎章閣 29, 39면.
23) 인조실록 권13, 인조 4년 윤6월 28일 戊辰.
24) 김남기, 앞의 논문,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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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난리 전까지는 시강원 책방에 역대군감 10책이 수장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역대군감이 조선에 들어온 기록은 1650년(효종 원년)에 보인다. 6월에
사은사행의 부사로 간 林墰(1596-1652년)이 9월에 돌아왔는데, 명나라 조정에서
어람했던 舊本인 역대군감 5책을 얻어 가지고 왔다.25) 그는 역대군감과 함께

‘規風’을 올리자 효종은 특별히 호피를 하사하였다. 1675년 12월 30일에 숙종은
역대군감･역대신감이 大內에 있는 唐本 뿐이고, 外間에는 없다고 들었으니,
경상도와 전라도의 감사에게 간인하여 올려 보내도록 備忘記를 내렸다.26) 조선시
대에는 중국서책을 ‘唐本’ 또는 ‘唐板’ 그리고 ‘唐冊’이라고 불렀다. ‘당본’과 ‘당
판’에 對比하여 조선서책은 ‘鄕本’ 혹은 ‘常板’으로 칭하였다.27) 규장각지에서
는 중국서책을 ‘華本圖籍’으로 조선서책을 ‘東本圖籍’이라고 칭하였다.
숙종의 비망기에 대해 승정원에서는 內下한 당본은 落張과 오자가 있고, 게다
가 衣張에 御筆이 있는데 兩南에 내려 보내 손상되거나 더러워질 것을 염려하였
다. 여기서 ‘衣張’은 서책의 표지인 ‘冊衣’를 가리킨다. 책의에 어필이 있다는 것
은 서명과 篇目을 쓴 것이 어필이라는 말이다. 승정원에서는 역대군감･역대신
감을 양남에 내려 보내지 않고, 홍문관에서 교정하고 사자관이 각기 한 본을 精
寫하여 開刊할 것을 아뢰었다.
숙종은 역대군감･역대신감의 권수가 많기 때문에 필사한다면 공력이 배가
될 것이니, 홍문관에서 考準한 후 양남에 하송하라고 하였다. 만일 서책이 더러워
지는 것이 염려된다면 책의를 덧입혀 신칙하여 하송하라는 것이다. 1676년 1월 3
일에 兪夏益이 內間書冊을 먼 곳에 보내는 것이 편안하지 않으며, 외방에는 寫字
는 精할 수 없는 것이 걱정된다고 아뢰었다. 그리고 당본에 혹 오자가 있을 수 있
으니, 홍문관의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어 校讐한 후에 사자관과 各司의 善手 書寫
輩에게 베껴 내게 한 뒤 양남에 나누어 간인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역대
군감은 경상도에서, 역대신감은 전라도에서 進上 20건과 國用 70건을 인출하
여 보내도록 정하였다.

1678년 4월에 경상도에서 역대군감 진상 2건과 국용 20건을 인출하여 보냈
25) 明谷集 卷之三十二, ｢諡狀｣, ‘吏曹判書林公諡狀’.
26)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12월 30일 계미.
27) 摛文院書目目錄(장K2-4657)은 ‘御製御筆･御牒璿譜･御定諸書･唐板･常板’으로 분류하여 서
책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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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전라도는 역대신감을 그때까지 인송하지 않고 있었다. 4월 18일에
兪夏益이 전일에 분부한 진상 20건과 국용 70건대로 빨리 인송하도록 해조에서
분부하라고 아뢰었다. 4월 24일에 역대군감을 반사받은 參贊官 丁昌燾가 역대
군감의 오자가 많은 까닭이 校正廳의 낭청이 착실하게 교정하지 못한 것이니 從
重推考하고, 홍문관에서 다시 정밀하게 교정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는 1676년
당초에 홍문관이 有故하여 교정청에서 역대군감을 교정하게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숙종은 교정청 낭청을 추고하고 이후 추가로 인출할 책은 홍문관
에서 다시 교정하도록 하였다.

1678년 12월 1일에 申厚載가 경상도에서 新刊한 역대군감 48건을 8개월이 지
난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으니 경상감사 李端錫을 추고할 것을 아뢰었다. 이로 미
루어보면 본래 진상 20건･국용 70건으로 총 90건 인출 예정이었던 역대군감이
총 70건을 인출하게 된 것 같다. 역대군감을 반사한 기록은 1678년 12월 25일에
보인다. 사헌부 掌令이 된 宋光井(1617-1686년)이 時政의 잘못에 대해 진언하였는
데, 숙종은 그를 가상히 여겨 역대군감 10책에 직접 篇目을 써주어 장려하였
다.28) 이후 경상도에서 역대군감을 추가로 인송했다거나, 전라도에서 역대신
감을 간인하여 보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29) 그러나 權絿(1658-1730년)가
鄭知三이 역대신감을 비치하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역대신감의 간인과
반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30)

2) 역대군감･역대신감의 활용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이 조선에 들어와 교정하여 편찬하거나 간인한 것은
앞 절에서 고찰하였다. 본 절에서는 조선시대에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을 수용
하여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8) 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12월 25일 신묘.
29) 1759년 2월에 작성된 完營冊板(奎7050)은 전라도･충청도･경상도･함경도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에 대한 목록이다. 그런데 숙종 연간에 경상도에서 판각한 역대군감과 전라도에서 판
각한 역대신감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1796년에 작성한 鏤板考도 마찬가지이다.

30) 灘村先生遺稿 卷之七, ｢謾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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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帝王學으로서 經筵과 書筵에서의 활용
帝王學은 모든 군주가 갖추어야 할 학문을 말한다. 실록을 보면 제왕학은 ‘帝王
之學’으로 나타나며, 경연이 활성화된 태종대 이후 제왕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제왕학은 경연과 연관되어 논의되었고 유학을 의미하는 聖學과 같은 의미
로 사용되었다. 경연은 국왕의 학문 연마를 위해 마련된 장이고, 경연 교육은 바
로 제왕학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제왕학은 현실 정치에서 제왕이 실천하는 학문
이었다. 따라서 제왕학은 역대 군주들의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서의 학습을
중시했다.31) 조선시대에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은 경연과 서연에서 진강서책
으로 적극 추천되거나 사용되었다.

1469년(예종 1)에 공조판서인 양성지가 예종에게 管見 28조목을 상서하였다. 28
조목 가운데 ‘勤聖學’이 있는데 성학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
연에 나아가 진강을 계속하며 항상 서책을 보아야 한다고 아뢰었다. 양성지가 추
천한 진강서책에는 大明君鑑이 포함되었다. 1629년(인조 7) 3월 19일 晝講에서
춘추관의 修撰 崔有海(1587-1641) 춘추관에 소장된 역대신감이 정치의 득실에
매우 유익하니 대내에 들여와 예람하기를 아뢰었다.32)
조선시대 경연에서 역대군감을 가장 열심히 진강하고 실천한 국왕은 영조이
다. 1763년 6월 5일 영조는 朝講에서 東宮인 정조를 경계시키는 글을 지어 春坊官
인 金鍾正과 洪檢을 불러 왕세손에게 전하도록 하였다.33) 이틀 후 晝講에서 김종
정 등이 왕세손과 주고받은 말을 적어 아뢰었다. 영조는 왕세손의 문답이 정밀하
고 절실한 것을 가상히 여기고 어필로 ‘將此君鑑 賞爾穎悟’의 여덟 글자를 쓴 후,

역대군감의 卷首에 붙여 동궁에게 전하도록 명하였다.34)
영조는 임오화변(1762년) 이후 칠순의 나이에 召對에서 역대군감을 開講하면
서 ｢御製歷代君鑑小識｣에 그 감회를 표현하였다(그림 4). 명나라 代宗이 쓴 역대
군감의 서문인 ｢御製歷代君鑑序｣ 다음에 수록된 영조의 ｢어제역대군감소지｣는

1763년 7월 12일에 지은 것이다(그림 3).35) 7월 22일에 영조는 御製編次人 예조판

31)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15-22면.
32) 嘿守堂先生文集 卷之五, 經筵記.
33) 영조실록 권102, 영조 39년 6월 5일 辛卯.
34)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6월 7일 癸巳.
35)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청구기호 ‘규중1926･규중1927’의 역대군감에 영조의 어
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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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小識(규중1926)

서 具允明에게 이것을 필사한 후 목판에 새겨 역대군감의 卷首에 부치도록 명
하였다. 영조의 ｢어제역대군감소지｣는 다음과 같다.
“내 나이 칠순에 소대하려는 새 책은 그 서명이 무엇인가하면 역대군감인데, 옛
날에 궁중에서 항상 자리 곁에 두었던 것이다.36) 暮年에 親政을 복구하면서 당연히
먼저 스스로 권면하고 힘쓰며 본받고 경계할 만한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 강목
을 묻는다면 선과 악인데 羲皇에서부터 皇朝까지 이른다. 오늘 개강하여 御製를 보
니, 풍천의 감회가 마음에 간절하다. 당시를 추억하니 감흥이 갑절이나 더하다. 특별
히 서문 아래에 기록하여 작은 정성을 붙인다. 1763년 7월 12일에 기록하다.”37)

영조는 명나라 대종의 서문을 보고 ‘風泉’의 감회가 간절하였다. ‘風泉’은 ‘匪
風’과 ‘下泉’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풍은 시경 ‘檜風’의 篇名이고 하천은 ‘曹風’
의 편명이다. 이 두 편은 현인들이 周나라의 왕권이 쇠약해짐을 개탄하면서 옛날
강성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이다. 영조는 명나라에서 편찬한 역대군감을
36) 영조는 1726년에 역대군감을 진강하였는데, 30여년이 지난 1763년에 다시 진강하는 것이
라고 말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8월 10일 甲午.

37) 歷代君鑑 ｢御製歷代君鑑小識｣(규중1926･규중1927) “予於七旬召對新書 其名維何歷代君鑑
昔年殿中常置座右 暮年復政 其宜法先自勉自强 可法可戒 若問其目曰善曰惡 奧自羲皇逮于皇
朝 今日開講奉覽御製 風泉之懷交切于中 追憶當時一倍興感 特識序下以寓微忱 歲癸未初秋中
旬二日識 資憲大夫禮曹判書 綾恩君臣具允明 奉敎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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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조 연간 소대에서 진강한 역대군감
역대군감의 진강 범위

일자

실천 사항

7월 12일

｢御製歷代君鑑小識｣

-

7월 22일

序文･권1･권2･권3･권4

-

7월 23일

권5

-

7월 24일

권7 西漢 文帝 13년 5월

除肉刑･除笞背

권10 東漢 光武

논평

권11 東漢 明帝

논평

권16 唐 太宗

논평

宋高祖紀, 唐太宗紀

-

권16 唐 太宗 19년 12월 癸未

탄신일에 칭하를 금지

권20 宋 太祖 2년 1월

감옥을 청소, 신속한 처결

8월 4일

권23 宋 仁宗

潛商律 시행

8월 5일

권29-30 明 太祖 高皇帝

齋戒에 정성을 다함

8월 6일

권31-32 明 太宗 文皇帝

哨軍을 배려함

8월 7일

권23 宋 仁宗

-

8월 8일

惡可爲戒 권36-권40

논평

8월 9일

권46 唐 中宗 - 권48 五代 唐莊宗

논평

8월 10일

-

논평

7월 25일

7월 26일
7월 28일

앞에 두고 청나라 지배하의 현실에서 명나라를 추모하는 마음이 절실했던 것이
다.
영조는 1763년 7월 12일 소대부터 역대군감을 진강하였는데, 진강한 聖王의
사적을 본받으려 하였다.38) 7월 22일 소대에서는 역대군감을 서문에서부터 시
작하여 권4까지 진강하였다. 영조는 역대군감이 좋은 책이며, 모아 놓은 것이
정밀하다고 평하였다. 시독관 홍낙인은 동궁이 현재 맹자와 사략을 진강하고 있
는데 역대군감을 때때로 보면 유익할 것이라고 아뢰었다. 영조 연간에 소대에

38) 영조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진강된 강목체사서인 唐鑑과 宋鑑 외에 역대군감이 추가
되었다. 정경희는 역대군감을 도덕적 표폄을 중시한 성리학서 계열에 속한다고 보았다. 鄭
景姬, 1999 ｢英祖後半期(1749-1776년) 經筵과 英祖의 義理論 강화｣, 歷史學報 第162輯, 歷
史學會, 3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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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강한 역대군감의 범위와 영조가 실천한 사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7월 24일 소대에서 西漢의 文帝가 몸의 일부를 자르거나 베는 肉刑과 등을 매
로 치는 笞背를 없앤 것을 진강하였다. 영조는 진강한 후 鞫廳의 죄수가 아니라
면, 朝士나 종친으로 유배되어 죽은 자는 영구히 檢驗을 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라
고 명하였다.39) 영조는 이미 1725년에 ‘壓膝’을40), 1732년에는 剪刀周牢를41), 1733
년에는 鞫獄 때에 烙刑을 제거하라고 명하였다.42)

7월 28일 소대에서 영조는 역대군감 권16의 당나라 태종의 ‘19년 12월 癸未’
를 진강하였다. 진강한 역대군감의 내용은 태종이 생일날에 그 감회를 서술한
것이었다. 태종은 시경 ｢谷風之什｣ ‘蓼莪’章의 ‘哀哀父母 生我劬勞’를 인용하
여, 세속에서는 생일에 음악을 연주하지만 어떻게 자신을 낳기 위해 고생하신 날
에 宴樂을 하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43) 이것을 진강한 영조는 자신의 생일에 稱
賀하지 말고, 諸道에서도 箋文을 올리지 말라고 명하였다.44)
영조는 8월 28일에 영의정 洪鳳漢 등이 2품 이상의 관원을 거느리고 誕辰賀禮
를 올릴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홍봉한이 입대하여 강력하게 청하니
생일 이틀 후에 하례를 받겠다고 하였다.45) 자신의 생일인 9월 13일에 영조는 칭
하를 허락하지 않았다.46) 영조는 대신과 종신을 포함한 2품 이상의 여러 신하들에
게 入侍하라고 명하고, 직접 ｢鳩杖銘｣을 짓고 신하들에게 이어 짓게 하였다.47) 생
일 이틀 후인 9월 15일에 영조는 崇政殿에 나아가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48)
영조는 7월 28일 소대에서 송나라 태조가 한더위에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고통
39) 영조실록 권102, 영조 39년 7월 24일 己卯.
40) 죄인을 신문할 때에 널빤지로 무릎 위를 누르는 것이다. 조선초기부터 있던 고문 방법인데
영조가 1725년에 폐지하였다.

41) 죄인의 두 다리를 묶고 그 틈에 두개의 주릿대를 가위 모양으로 끼우고 비트는 혹독한 고문
형이다. 영조가 1732년에 이 형의 금지령이 내렸다.

42) 영조실록 권35, 영조 9년 8월 22일 庚午.
43) 歷代君鑑 卷之十六, 唐 太宗 十九年 “○十二月 癸未 上謂長孫無忌等曰 今日吾生日 世俗皆
爲樂 在朕飜成傷感 今君臨天下 富有四海 而承歡膝下 永不可得 此子路所以有 負米之恨也 詩
云哀哀父母 生我劬勞 柰何以劬勞之日更爲宴樂乎 因泣數行下 左右皆悲”

44) 영조실록 권102, 영조 39년 7월 28일 癸未.
45) 영조실록 권102, 영조 39년 8월 28일 壬子.
46) 영조는 1694년(숙종 20) 9월 13일 창덕궁의 寶慶堂에서 출생했다.
47) 영조실록 권102, 영조 39년 9월 13일 丁卯.
48) 영조실록 권102, 영조 39년 9월 15일 己巳.

40

奎 章 閣 38

을 염려했던 것에 감동하였다.49) 영조는 감옥을 깨끗이 청소하고 죄가 크지 않은
죄수는 신속하게 처결하여 오래 끌지 않도록 하였다.50) 이와 같이 영조는 소대에
서 진강한 역대군감을 실천하여, 暮年에 역대군감을 진강하는 목적이 실효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한 사실을 증명하였다.51)
순조는 보문각에서 야대하여 역대군감을 진강하였는데, 시독관 洪冕燮이 영
조의 ｢어제역대군감소지｣ 가운데 ‘풍천의 감회’에 감탄하였다.52) 이에 대해 순조
는 列聖朝부터 지금까지 ‘尊周大義’를 천명하고 준수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만세
토록 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야대에서는 복희씨에서부터 역대군감에 나
오는 여러 인물들을 비교하며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논쟁하였다.

(2) ‘鑑戒類’ 서책의 편찬에 끼친 영향
‘鑑’은 앞사람을 ‘거울삼는 것’으로 뒷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
서 善도 나의 스승이고, 惡도 나의 스승이 된다.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은 다른
이의 선을 본받고, 악은 경계하는 ‘鑑戒類’의 서책이다. 조정의 신하들은 항상 ‘欲
法堯舜 當法祖宗’ 즉 ‘요･순을 본받으려면, 조종부터 본받아야 한다’는 옛말을 인
용하여, 국왕이 선왕들의 좋은 법과 훌륭한 뜻을 이어가도록 진언하였다. 본 절에
서는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이 조선에 수용된 이후 감계류 서책의 편찬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1479년 12월 16일에 성종은 역대군감과 역대신감
의 각 傳의 끝에 先儒의 評論을 모아 첨입하고, 內臣訓을 선악으로 분류하여

역대신감에 붙여 편집하라고 전교하였다.53) 내신훈은 본래 선악으로 분류된
책이 아닌데 역대신감의 체재를 따라 편집하였던 것이다.

1499년(연산군 5) 12월에 연산군은 洪貴達･權健･成俔에게 명하여 옛날의 君臣
과 后妃의 行事에서 오늘날 본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자를 편찬하여 거울로 삼

49) 歷代君鑑 卷之二十 宋 太祖 二年 春正月, “又以夏月暑氣方盛 深念縲縶之苦 乃詔西京諸州
令長吏督掌獄掾 五日一檢視 洒掃獄戶 洗滌杻械 貧困不能自存者給飮食 病者給藥 輕繫小罪
卽時決遣 無得淹滯 每歲仲夏 必申明是詔以戒官吏焉”

50) 영조실록 권102, 영조 39년 7월 28일 癸未.
51)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8월 10일 甲午.
52) 순조실록 권11, 순조 8년 11월 19일 庚辰.
53) 성종실록 권112, 성종 10년, 12월 16일 丁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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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명하였다.54) 연산군이 ‘君鑑･臣鑑･妃鑑’의 歷代明鑑을 편찬하려는 까닭은
나라를 위하는 방법으로 서책의 편찬과 보급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해서이다. 그
는 임금은 옛것에서 거울삼지 않으면 혹 ‘施措之宜’를 잘못하게 되고, 신하가 옛
것에서 거울삼지 않으면 실제로 ‘忠詐之分’을 어둡게 되고, 妃主의 陰助에 이르러
서는 실제 ‘乾道之化育’을 도우려면 옛것을 거울삼기를 귀중하게 여기어야 한다
고 생각했다.

역대명감의 편찬자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역대군감･역대신감과 조선에서
성종 연간에 편찬한 帝王后妃明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를 참고하
여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을 뽑고 번다한 것을 없앴다. 역대명감은 이듬해인

1500년 7월 28일에 ‘君鑑･臣鑑･妃鑑’이 한 질을 이루어 27권으로 편찬되었다.55)
영조 연간에 편찬한 歷代鑑戒抄略은 역대군감의 編成과 같이 ‘善惡’ 2編으
로 만든 서책이다. 1762년 11월 16일 영조는 徐志修에게 역대감계초략의 편집
을 주관하라고 특별히 명하고, 黃仁儉과 함께 편집하라고 하였다.56) 역대감계초
략은 본받을 만한 선한 자와 징계할 만한 악한 자를 뽑아 2권을 넘지 않게 편집
하여 비용을 줄였다. 또한 내용을 쉽게 하여, 아침저녁으로 보고 느끼어 실효가
있게 하라고 명하였다.
정조는 왕세손 시절인 1772년(영조 48) 桂坊(世子翊衛司)의 李商逸과 對校하여

海東臣鑑을 편찬하였다.57) 해동신감은 薛聰에서부터 尹棨까지 191인을 수록
하였다.58) 수록한 인명 다음에 字･里･爵･諡를 쓰고, 후인들이 본받을 만한 언행과
사적을 요약하여 기록하였다. 해동신감의 체제는 역대신감을 본떠 편찬한 것
인데 간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에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의 체재
를 따라 편찬된 감계류 서책은 <표 2>와 같다.

54) 虛白堂文集 권9, 題跋, ｢歷代明鑑跋｣.
55) 虛白亭文集 권2, 序, ｢歷代明鑑序｣.
56)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11월 16일 갑술.
57) 홍재전서 제179권, ｢羣書標記｣ 1 御定 1, ‘海東臣鑑 二卷 寫本’.
58) 1651년 金堉은 신라에서 조선 인조 때까지 名臣 301인을 뽑아 그들의 언행과 사적을 기록한
海東名臣錄을 편찬하였다. 해동신감은 해동명신록에서 준걸들을 뽑아 191인을 수록
한 것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海東名臣錄(奎古4653-6) 9권 9책이 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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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역대군감･역대신감의 체재를 따라 편찬된 서책
연도
1479년(성종 10)

서명

참고

역대군감･역대신감 先儒評論 添入/

편찬자
-

內臣訓 付類編集
1500년(연산군 6) 歷代明鑑

君鑑･臣鑑･妃鑑

洪貴達･權健･成俔 편찬

1762년(영조 38)

歷代鑑戒抄略

역대군감

徐志修･黃仁儉 편집

1772년(영조 48)

海東臣鑑

해동명신록

正祖･李商逸 편찬

3. 현전본 역대군감･역대신감의 특징과 가치
본 장에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장서각에 현전하는 역대군감･역대신감
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왕실서목에 수록된 역
대군감과 역대신감을 조사하고자 한다. 문헌 기록과 일치하는 중요한 현전본
은 그 기록물 자체에 대한 가치 부여와 함께 조선시대의 기록물 보존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1) 왕실서목에 수록된 역대군감･역대신감
조선후기 창덕궁에는 중국서책을 수장하기 위한 藏書處로 養心閤･閱古觀･皆有
窩가 있었다. 1700년 숙종이 景賢堂의 東行閣에 文獻閣을 건립하고 남긴 ｢文獻閣
銘幷小序｣에 의하면, 당시 大內에는 세 곳의 장서처가 있었는데 養心閤･欽文閣･
廂庫가 그것이다. 이 중 양심합은 중국서책만을 수장하였고, 흠문각과 상고는 조
선서책을 수장하였다.59) 1776년 정조는 규장각과 함께 奉謨堂･열고관･개유와･西
庫를 건립하여 각기 다른 성격의 奉安處와 장서처로 사용하였다.60) 그 중 열고관
과 개유와는 중국서책을 수장하였고, 서고는 조선서책을 수장하였던 건물이다.
조선후기 왕실서목에 수록된 역대군감･역대신감은 <표 3>과 같다.61) 왕실
59) 列聖御製(奎1803), 卷之十五 ｢文獻閣銘幷小序｣, “大內藏書 凡有三所 一曰養心閤 一切藏諸
唐板 二曰欽文閣 三曰廂庫 皆藏鄕本焉”

60) 규장각은 정조의 御眞･御製･御筆･寶冊･印章 등을 奉安하였고, 봉모당은 列朝의 御製･御筆･
御畫･顧命･遺誥･密敎･璿譜･世譜･寶鑑･狀誌를 봉안하였다.

61) 조선후기 왕실서목의 편찬년도는 서목이 처음 작성되었던 시기 이후에 부기되는 사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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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왕실서목에 수록된 역대군감･역대신감
번

書目

호

(청구기호)

Ⅰ
Ⅱ

Ⅲ

Ⅳ

奉謨堂奉安御書總目
(규9838)
奎章總目
(규4461)
閱古觀書目
(장K2-4654)
寶文閣冊目錄
(규11617)

분류

書名 卷冊(註)

Ⅴ

歷代君鑑小識(甲子)

東本

別史類

歷代君鑑 十本

唐本

歷代臣鑑 十卷

唐本

歷代君鑑 四件 各十卷

唐本

史部-傳記

歷代君鑑 三件(二件各十卷, 一件八卷),
傳記

史記類

明 景泰 御撰

西庫書目目錄
(장K2-4963)
奎章閣書目

史部-傳記

(규11670)

Ⅹ

東本

奎章閣書目-西庫書
目(규11670)
芸閣冊都錄
(규11707)
春坊藏書摠目
(장K2-4669)

歷代臣鑑 一件 十冊
歷代君鑑 五件(四件各十卷, 一件八卷),
明 景泰 御撰

唐本
東本
唐本

歷代臣鑑 十卷

唐本

歷代君鑑 五卷(不秩)

東本

十三架

歷代君鑑 八卷(改衣)

東本

二十五架

歷代君鑑 十卷(改衣)

東本

殿講經書秩

歷代臣鑑 陸卷

東本

史記類

歷代臣鑑 二帙各八冊(皇明宣宗皇帝 撰)

東本

隆文隆武移
來冊子-四架

Ⅸ

東本

歷代君鑑 十卷(一套)

史二欌

Ⅶ -閱古觀書目

Ⅷ

歷代君鑑 四件(三件各十冊, 一件八冊 吐),
明 代宗 御製

東本

(규7717)
內下舊件

Ⅵ

東本

御製

歷代臣鑑 十卷(宣德御撰)
西庫藏書錄

唐本/

어 어느 한 시기로 확정하기 어렵다. 西庫書目目錄(장K2-4963)은 집부의 뒤에 다시 ‘別藏･雜
冊’을 기록하였는데, ‘雜冊’에 ‘寶文閣冊目錄一卷･西庫藏書錄一卷･內閣訪書錄一卷’이 수록되
어 있다. 또한 奎章閣書目-西庫書目(규11670)의 ‘八架’에 ‘西庫藏書錄一卷’이 ‘十七架’에 ‘寶
文閣書目一卷’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서목의 순서를 추정하여 <표 3>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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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목에는 서명과 冊(本･卷)數만을 기록하고 간인 주체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실서목은 각 수장처마다 별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서목에 수록된 역대군감･

역대신감이 명과 조선 중 어디에서 간인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는 장서처가 본래의 특성을 잃게 되기도 하고, 장서처마다 작성되었던 서
목이 합철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전본 역대군감과 역
대신감의 판식과 卷冊 그리고 장황 등을 통해 명내부각본과 조선본을 추적해가
는 방법이 유용하다.
Ⅰ의 奉謨堂奉安御書總目(규9838)에는 영조가 지은 ｢御製歷代君鑑小識｣가
수록되었다. 이 어제는 ‘英宗大王御製刊本’에 수록되어 있는데, 주에 부기한 ‘甲
子’는 ‘1744년’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다음 行의 常訓이 ‘乙丑’으로 ‘1745년’
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역대군감에 수록된 1763년(癸未)의
｢御製歷代君鑑小識｣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표 3>의 왕실서목을 현전본과 비교하여 고찰할 때 가장 유용한 정보는 ‘권책’
항목이다. 또한 ‘분류’ 항목은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보
여준다. 서가별로 분류한 Ⅷ과, 쓰임에 따라 ‘殿講經書秩･冊板都錄’으로 분류한
Ⅸ를 제외한 왕실서목에서는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은 모두 史部에 분류하고
있다. 사부의 아래 항목에서는 正史를 보완할 수 있는 ‘別史類’로 분류하거나, 인
물의 사적을 기술한 ‘傳記･史記類’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비해 규장각도서중국
본종합목록에는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을 ‘史部-職官類-官箴’으로 분류하였
다.62) 장서각도서한국판총목록에서는 역대군감은 ‘史部-雜史類-外國’에 분류
하고, 역대신감은 ‘史部-傳記類-叢傳-外國人’에 분류하였다.63)
앞서 2장에서 성종이 각 傳의 끝에 선유의 평론을 첨입하여 새로 역대군감･

역대신감을 편찬하라고 했듯이, 당대에는 ‘傳記’라는 인식이 뚜렷하다. 역대군
감･역대신감은 임금과 신하의 사적을 기술한 것이므로 ‘史部-傳記’로 분류하
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참고로 <표 3>에 수록된 왕실서목의 분류체계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62)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은 史部를 ‘總史類･正史類･編年類･紀事本末類･別史類･雜史類･
史表類･史評類･傳記類･詔令奏議類･職官類･政書類･金石類･地理類･目錄類’로 분류하였다.

63)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은 史部를 ‘總史類･正史類･編年類･紀事本末類･別史類･雜史類･史
表類･史評類･傳記類･詔令奏議類･職官類･政書類･金石類･地理類･目錄類’로 분류하였다. 藏
書閣,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문화재관리국,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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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서목의 분류 체계>
Ⅱ. 奎章總目(규4461)
① 皆有窩甲庫 經: 總經類･易類･書類･詩類･春秋類･禮類･樂類･四書類･小學類
② 皆有窩乙庫 史: 正史類･編年類･別史類･掌故類･地理類･鈔史類･譜系類･總目
類
③ 皆有窩丙庫 子: 儒家類･天文類･曆籌類･卜筮類･農家類･醫家類･兵家類･刑法
類･道家類･釋家類･雜家類･說家類･藝玩類･類事類･叢書類
④ 皆有窩丁庫 集: 總集類･別集類
Ⅲ. 閱古觀書目(장K2-4654)
經部･史部(正史･編年･別史･雜史･傳記･史鈔･史評･掌故･地理･譜系･總目)･子部･
集部
Ⅳ. 寶文閣冊目錄(규11617)
御製御筆･璿牒璿譜･御定･經部･小學･史部･編年･雜史･史抄･傳記･掌故･地理･子
部･兵家･說家･ 書畵･集部･雜家
Ⅴ. 西庫書目目錄(장K2-4963)
御製御筆･璿牒璿譜･御定諸書･經部(總經･易･書･詩･禮･春秋･孝經･四書･小學)･
史部(正史･編年･雜史･傳記･史抄･史評･掌故･地理･譜系)･子部(儒家･天文･曆象･術
數･農家･醫家･兵家･譯語･道釋･雜家･說家･書畵･類聚)･集部(總集･別集)
Ⅵ. 西庫藏書錄
經書類･史記類･儒家類･禮書類･典章類･文章類･詩家類･字書類･天文類･地誌類･
類聚類･醫書類･兵家類･堪輿類･譯書類･道釋類･方技類･中國文集･勝國文集･國朝
文集･雜類･族譜類･謄書類･江都移來件･內下舊件･奉謨堂移來件
Ⅶ. 奎章閣書目-閱古觀書目(규11670)
經一欌･經二欌･史一欌･史二欌･史三欌･史四欌･圖書集成･一架･二架･･･十七架･
附新內下書目 一架･六架･･･隆文隆武移來冊子 一架･･･五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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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奎章閣書目-西庫書目(규11670)
西北一架･西北二架･西西一架･西西二架･一架･･･十三架･･･二十五架･･･四十架
Ⅸ. 芸閣冊都錄(규11707)

殿講經書秩･冊板都錄
Ⅹ. 春坊藏書摠目(장K2-4669)64)
列朝御製御筆･列朝東宮日記･經書類･史記類･儒家類･諸子類･兵家類･醫家類･文
集類･典故類･類書類･字書類･書法類･雜書類･內下別峙冊錄･落帙類

2) 역대군감･역대신감의 형태적 특징
명에서 목판으로 간인한 내부각본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은 ‘四周雙邊과 10
行 20字’의 판식인데, 조선에서도 내부각본의 판식 그대로 목판으로 간인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판식과 동일한 내용의 서책일 경우에는 명내부각본과 조선본의
구별이 쉽지 않다. 아마도 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에 수록된 조선에서 간인
한 역대군감과 역대신감도 여기에서 비롯된 오류일 것이다.
그러나 명내부각본은 ‘大黑口와 上下內向黑魚尾’의 판심인데 반해 조선본은

‘白口와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의 판심이다. 즉 판심에 있어서는 중국서책과 조
선서책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판본 구별의 단서가 된다.65) 규장각과 장서
각에 현전하는 역대군감･역대신감의 권책과 장황 등의 형태적 특징은 다음
<표 4>, <표 5>와 같다.
<표 4>의 ①･②에는 御製序文과 卷首에 [廣運之寶]가 安寶되어 있다(그림 6).
①･②는 서책의 안쪽을 살펴보면 본래 6침으로 장책하였던 針眼이 그대로 남아
있어 조선에서 5침으로 개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66) ①･②는 책의를 비단으로 하

64) 春坊藏書摠目(장K2-4669)은 春坊藏書總目草本(장K2-4671, 宮內府, 1905년 1월 3일)과
동일한 내용의 서목이다. 다만 春坊藏書總目草本은 분류 체계를 기록한 2면이 없고, 서체
가 春坊藏書摠目에 비해 정갈하지 못하다.

65) 어미 안에 새겨진 서명은 두 본 모두 ‘君鑒･臣鑒’으로 동일하다.
66) 중국서책을 조선서책의 장황으로 개장한 사례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계영, 앞의 논문
(200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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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규장각과 장서각에 현전하는 역대군감의 형태적 특징
번 청구
호 기호

卷冊/크기/판심
50권 10책

①

改粧(6침안→5침안)

奎중 /35.8x22cm
上下內向黑

4111 /大黑口,
魚尾/標點
50권10책

②

奎중 /35.5x21.8cm
上下內向黑

4120 /大黑口,
魚尾/標點

35권 8책(落帙本)
③

奎중 /33x22.3cm
1926 /白口,

上下內向三葉

花紋魚尾
50권 10책
④

奎중 /32.3x21.3cm
1927 /白口,

粧䌙

황색매화문비단/長題目(卷次)
/앞뒤 空隔紙(篇目)
改粧(6침안→5침안)
비취색비단/長題目(冊次)
/橫題目(篇目)/앞 空隔紙
紙衣
/朱墨 懸吐
/御諱付籤 紅方絲紬

奎중 /35.7x23.3cm
2481 /白口,

/[廣運之寶]: 御製序文･
卷首
/書根題
｢御製歷代君鑑序｣
/[廣運之寶]: 御製序文･
卷首
/書根題
｢御製歷代君鑑序｣
/｢御製歷代君鑑小識｣
/[弘文館]･[弘齋]･[承華
章]:卷首/書根題
｢御製歷代君鑑序｣

/墨書 懸吐

/｢御製歷代君鑑小識｣

花紋魚尾

⑤

｢御製歷代君鑑序｣

紙衣

上下內向三葉 /御諱付籤 被諱紙

4권 1책(零本)

序文/[藏書印]/書根題

/[弘文館]･[校書館]:卷首
/書根題

紙衣
/墨書 懸吐

上下內向三葉 /권19-권24

[承政院]

花紋魚尾
⑥

奎
26669
장

⑦

K2328

落張 25장을 묶음

-

-

50권 10책

紙衣/長題目(冊次)

｢御製歷代君鑑序｣

/35.4x22.8cm

/橫題目(篇目)

/[宣賜之記][金履禕印]

/白口,

上下內向三葉

花紋魚尾

고 空隔紙를 두어 당시 왕실서책의 봉안건과 진상건에 비견하는 장황을 하였다.
이는 당시 ①･②가 귀중본 중국서책으로서의 위격을 짐작케 한다.
앞서 2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숙종이 內下한 중국본 책의에 御筆이 있다고
하였다. <표 4>의 역대군감에서 이러한 특징을 지닌 중국서책은 ② 역대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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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중4120)이다(그림 5). ②는 별도의 제목감을 사용하지 않고, 비취색 비단 책의
에 바로 장제목과 횡제목을 썼다.67) 제목을 쓴 서체는 소박한 절제미가 있는데,
우측 하단의 총책수인 ‘共十’의 서체와는 다르다. 또한 숙종은 송광정에게 역대
군감 10책에 직접 篇目을 써주어 반사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② 역대군감(규중4120)의 책의에 쓴 글씨는 숙종의 어필일 가능성이 높다.

[廣運之寶]는 명나라의 황제들이 사용한 御寶로서, 명의 문서와 서책에 안보하
였던 사실은 실록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正言 權柱는 1485년에 서장관으로 북경
에 갔을 때 앞뒤의 정황을 미루어 명나라 내관인 谷淸이 ‘別進獻’을 사사로이 요
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성종은 聖旨에 [廣運之寶]가 있으니 憲宗皇帝

(1464-1487년 재위)의 명이 분명하다고 하였다.68) 1603년에는 宣祖의 繼妃인 仁穆
王后를 책봉하는 神宗皇帝(1572-1620년 재위)의 칙서에 [廣運之寶]가 안보되었
다.69)
영조 연간에 [廣運之寶]가 안보된 서책들을 열람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1741
년에 검토관 李成中이 홍문관에 수장되어 있던 歷代通鑑纂要를 영조에게 올렸
다.70) 영조는 권수에 안보되어 있는 [廣運之寶]가 어느 대의 것인가를 묻자 기사
관 黃景源은 ‘[廣運之寶] 皇朝之寶也’라고 아뢰었다.71) 영조는 1746년에 金玏家에
소장된 大學衍義를 그 자손에게 가져오게 하여 열람하였다.72) 이 대학연의는

1602년(선조 36) 金玏이 동지사행으로 明에 갔을 때 신종황제가 御賜한 것이다.
이 책은 序文의 연호가 있는 행에 [欽文之璽]가, 각 권의 卷首에 [廣運之寶]가 안
보되었다. 영조는 김륵의 자손에게 常本의 대학연의를 하사하였는데, 대학연
의의 권수에 特旨를 쓰고, 각 권에 어보와 [春宮]의 관인을 찍었다.73)

67) 이러한 특징은 ①이 앞 공격지에 편목이 필사되어 있는 것과 대별된다. ①의 유려한 필체의
서명과 편목은 寫字官이나 당대의 繕寫者가 필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①의 전반적인 특징은
책의가 비단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개장한 고금도서집성과 같다. 고금도서집성의 개장
과 그 특징에 대해서는 조계영, 앞의 논문(2009) 29-33면 참조.

68) 성종실록 권204, 성종 18년 6월 14일 壬午.
69) 선조실록 권163, 선조 36년 6월 19일 甲辰.
70) 영조실록 권53, 영조 17년 4월 4일 戊戌.
71) 당시 홍문관과 강화부 행궁에는 명에서 하사한 중국서책이 수장되어 있었다.
72) 영조실록 권64, 영조 22년 8월 22일 乙酉. 영조와 정조는 특별한 緣起와 내력을 지닌 古家
의 문적이 있으면 그 자손에게 가져오게 하여 열람한 후, 御製를 내려주거나 서책을 하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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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冊衣 御筆(규중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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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廣運之寶](규중4111)

③･④･⑤는 조선에서 목판으로 간인한 동일한 판본이다. ③④는 ｢御製歷代君鑑
序｣ 다음에 영조가 지은 ｢御製歷代君鑑小識｣가 수록되어 있다. ③은 [弘文館]･[弘
齋]･[承華章]의 장서인이 있고, 朱墨으로 吐가 달려 있다. 또한 35권 14장에 있는
御諱를 가리는 紅方絲紬가 붙여 있어 어람용 서책임을 알 수 있다.74) ④는 墨書의
口訣과 35권 14장에 있는 御諱를 가리는 被諱紙가 있다. ⑦은 장서각에 현전하는

역대군감으로 ｢御製歷代君鑑序｣에 [宣賜之記]가 있으며, 권1의 우측 하단에 [金
履禕印]이 날인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이 책은 역대군감의 국용건에서 하사받은
것이다. <표 4>에서 명에서 간인한 역대군감은 ①･②이고, 조선에서 간인한 것
은 ③에서 ⑦까지이다. 따라서 규장각에 현전하는 ③･④･⑤는 중국본이 아니라
한국본 역대군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표 5>는 규장각과 장서각에 현전하는 역대신감의 형태적 특징이다. ①･②･
③･④는 책수가 10책･8책･6책으로 각기 다르게 장책되었지만 모두 37권 완질본
이다.75) ①은 본래 6침의 중국서책을 5침의 조선서책으로 개장하였다. 비록 紙衣

73) 정조실록 권40, 정조 18년 8월 30일 甲申.
74) 본 논문의 2장 1절의 5면에 있는 <그림 1>과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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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刊印:左-補寫:右(규중3173)

<그림 8> 序文(규중2016)

로 개장하였으나, 앞뒤 공격지를 넣은 왕실서책의 봉안건과 진상건에 비견하는
장황을 하였다.
앞서 2장 1절에서 언급했듯이 숙종이 내하한 당본에 落張이 있다고 하였다. <표

5>의 역대신감에서 이러한 특징을 지닌 중국서책은 ① 역대신감(규중3173)이
다. ①에서 낙장되어 補寫한 부분은 ‘권1: 1장, 권25: 10-13장, 권26: 1-7장, 권27-권

29’이다(그림 7). 따라서 ①은 숙종이 내하한 역대신감으로 추정된다.
②･③･④는 조선에서 동일한 목판으로 인출한 역대신감이다. ②･③은 다른
서책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秩別 표시가 書根題에 ‘天’과 ‘地’로 되어 있다. ②･③
에는 [侍講院]의 장서인이 있어 춘방장서총목(장K2-4669)에 수록된 8책 2질의

역대신감에 해당된다(그림 8). 따라서 규장각에 현전하는 ②･③은 중국본이 아
니라 한국본 역대신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75) 현전하는 역대신감은 <부록 2>의 冊次 ①･②･③으로 粧冊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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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규장각과 장서각에 현전하는 역대신감의 형태적 특징
순

청구

번

기호

①

②

③

④

奎중
3173

奎중
2016

奎중
2017

장K2644

卷冊/크기/판심

粧䌙

序文/藏書印/書根題(秩別)

紙衣:改粧((6침안 ｢御製歷代臣鑑序｣

37권 10책(冊次①)

→5침안)/長題目 /補寫; 권1: 1장, 권25: 10-13

/32x19.3cm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標點

(卷次)/앞뒤 空隔 장, 권26: 1-7장, 권27-권29.
紙

/書根題

紙衣

[侍講院]/書根題(天)

紙衣

[侍講院]/書根題(地)

37권 8책(冊次②)
/35.3x22.6cm
/白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7권 8책(冊次②)
/35.3x22.6cm
/白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7권 6책(冊次③)

紙衣

/24.5x17cm
/白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長題目(冊次)

장 貴 3권 1책(권4-권7)
⑤ B9FC
4

零本/35.2x22.5cm

紙衣

[安東權修永叔][內賜]

/白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4. 맺음말
본 논문은 명에서 편찬한 역대군감･역대신감이 조선에 수용되는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역대군감･역대신감은 ‘善可爲法’과 ‘惡可爲戒’로 분류하
여 임금과 신하의 사적을 기록하였다. 역대신감은 37권 10책으로 1426년에, 역
대군감은 50권 10책으로 1453년에 편찬되었다.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이 몇
차례에 걸쳐 조선에 수용된 계기는 사행으로 북경에 갔을 때 황제에게서 받은 것
이다. 조선에 들어온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은 명의 官刻本 중에서 ‘內府刻本’
이다.
조선에서 역대군감･역대신감을 교정하거나 간인한 것은 세조･성종･숙종
연간이다. 성종 때에는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에 선유들의 평론을 첨입하고, 내
신훈을 선악으로 분류하여 역대신감에 붙여 새롭게 편집하였다. 숙종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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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역대신감을 교정청에서 교정한 후, 역대군감은 경상도에서 역
대신감은 전라도에서 간인하였다.
조선에 수용된 역대군감･역대신감은 경연･서연에서 제왕학의 교재로서 활
용되었다. 특히 영조는 1763년 7월 12일 ｢어제역대군감소지｣를 짓고 한 달 동안
소대에서 역대군감을 강하였다. 영조는 역대군감을 진강하는 것이 실효를 얻
기 위함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진강 후에 ‘節用愛民’을 실천했다. 역대명감･역
대감계초략･해동신감은 역대군감･역대신감의 체재를 따라 편찬된 감계
류 서책이다.
조선후기 왕실서목에서는 역대군감과 역대신감은 사부에 분류하고 있다.
사부의 아래 항목에서는 正史를 보완할 수 있는 ‘別史類’로 분류하거나, 인물의
사적을 기술한 ‘傳記･史記類’로 분류하고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고
있는 역대군감 6건 중 중국본은 ①･②이고, ③에서 ⑥까지는 조선에서 간인한
것이다. ‘규중4111･규중4120’은 [廣運之寶]가 안보되어 있는데, 이는 명나라 황실
에서 수장하였던 본으로 조선으로 들어온 후 비단으로 개장하여 귀중본으로 관리
하였던 것으로 그 가치가 높다. 역대신감의 경우 ①은 중국본이고, ②와 ③은
시강원에 수장하였던 서책이다.
본 논문은 역대군감･역대신감의 문헌 기록과 현전본을 비교 고찰하여 중
국본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그 가치를 조명하였다. 앞으로 규장각도서중국본
종합목록에 수록된 중국본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어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과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2011. 4. 25), 심사일(1차: 2011. 5. 27), 게재확정일(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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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역대군감의 卷冊과 체재
卷次

시대

인물

권1

三皇

伏羲･神農･黃帝

권2

五帝

少昊･顓頊･高辛･堯･舜

권3

夏

禹･啓･少康

권4

商

湯･太甲･太戊･盤庚･武丁

권5

周

文王･武王･成王･康王･宣王

권6
권7
권8

권11
권12
권13

1책

高帝
西漢

권9
권10

冊次

文帝･景帝
武帝
昭帝･宣帝

東漢

2책

光武
明帝･章帝

蜀漢

昭烈帝

西晉

武帝

東晉

元帝･明帝

善可爲法 권14

南朝

宋文帝

권15

北朝

魏孝文帝･周武帝

권16

唐

太宗

권17

唐

憲宗

권18

唐

宣宗

권19

五代

周世宗

권20

宋

太祖

권21

宋

太宗

권22

宋

眞宗

권23

宋

仁宗

권24

宋

英宗･神宗 英宗

권25

宋

孝宗

권26

宋

理宗

권27

金

世宗

3책

4책

5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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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次
권28

시대
元

인물

冊次

世祖･仁宗

권29

太祖 高皇帝 上

권30

太祖 高皇帝 下

권31

太宗 文皇帝 上

6책

7책
권32

太宗 文皇帝 下

권33

仁宗 昭皇帝

권34

宣宗 章皇帝 上

권35

宣宗 章皇帝 下
夏

太康･孔甲･桀

商

武乙･紂

周

厲王･幽王

권37

秦

始皇帝

권38

西漢

元帝･成帝

권39

東漢

安帝･桓帝

西晉

惠帝

東晉

孝武帝

권41

南朝

宋少帝･宋孝武帝

권42

南朝

齊鬱林王･齊明帝･陳後主

권43

北朝

齊文宣･齊武成

권44

北朝

齊後主･周宣帝

권45

隋

煬帝

권46

唐

高宗

권47

唐

中宗

권48

五代

唐莊宗

권49

宋

徽宗

遼

天祚

金

海陵

元

順帝

권36

권40

惡可爲戒

明

권50

8책

9책

10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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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역대신감의 卷冊과 체재
卷次

시대
列國

권1

漢

인물
鄭子産･晏平仲･叔向
蕭何･曹參･王陵･陳平･周勃･張釋之･石
奮･文翁･汲黯･衛靑
霍去病･霍光･金日磾･張安世･黃覇･雋不

권2

漢

冊次① 冊次② 冊次③

疑･韓延壽･魏相･丙吉･朱邑･龔遂･召信

1책

1책

臣･于定國･蓋寛饒･趙廣漢･趙充國
권3

漢

1책

鄧禹･寇恂･任延･馮異･岑彭･賈復･吳漢･
耿弇･王霸･祭遵･馬援･卓茂･桓譚･郭伋
杜詩･張堪･耿恭･魯恭･第五倫･龐參･秦

권4

漢

彭･孟嘗･劉龐･仇覽･廉范･楊震･蘇章･虞
詡･劉寬･羊續･賈琮

善
可
爲

諸葛亮･關羽･張飛･蔣琬･費禕･張遼･張

권5

三國

권6

三國

周瑜･魯肅･呂蒙･步隲･張昭･陸遜

권7

晉

羊祜･杜預･祖逖･王導･劉弘･陶侃･卞壺

권8

南北朝

권9

南北朝

권10

南北朝

권11

唐

法

郃･毛玠･辛毗

2책
2책

檀道濟･袁粲･馮道根･鄭紹叔･呂僧珍･韋
叡 放粲･江革･徐勉･羊侃･章昭達
于栗磾 烈謹･叔孫建 俊･源賀 懷･高允･

2책

楊橎 椿津･李崇･傅竪眼･高道穆
殷韶･趙隱･辛術･李弼･尉遲逈･蘇綽･申
徽･趙綽
房玄齡･杜如晦･李靖･魏徵･王珪･尉遲敬
3책

德･張允濟
3책

권12

唐

권13

唐

권14
권15

李綱･載冑･馬周･徐有功･狄仁傑･姚崇･
宋璟
張九齡･韓休･郭子儀･王忠嗣･顔眞卿･顔
杲卿･殷秀實

唐

李晟･馬燧･渾瑊･陸贄･裵度

唐

張巡･李絳･韋丹･韋景駿

五代

王彦章

3책

4책

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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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次

시대

인물
趙普･曹彬･呂蒙正･李昉･張齊賢･楊業･

권16

宋

권17

宋

寇準･王旦･魯宗道･蔡齊･狄靑･張詠

권18

宋

韓琦･范仲淹･富弼･文彦博･王曾･杜衍

권19

宋

冊次① 冊次② 冊次③

李沆

5책

歐陽脩･趙抃･包拯･司馬光･呂公著･范純
仁･唐介･蘇軾

권20

宋

鮮于侁･李綱･宗澤･張浚

권21

宋

趙鼎･韓世忠･岳飛

권22

宋

劉錡･吳玠･張俊･劉光世･胡銓･楊存中

권23

宋

虞允文･王十朋･周必大･眞德秀･文天祥

遼

高模翰･耶律屋質･張儉･馬得臣

金

徒單克寧･張萬公･韓企先･石琚

권25

元

木華黎･史天澤･伯顔

권26

元

阿里海牙･完澤･不忽木･耶律楚材

권27

元

劉秉忠･廉希憲･安童･

권28

元

張文謙･竇黙･許衡･徐世隆･董文用

권29

元

拜住･張珪･李孟･張養浩･余闕

권30

漢

公孫敬聲･上官桀･霍禹･淳于長･王鳳･息

5책
4책
6책

권24

6책
7책
5책

8책

田蚡･寗成･周陽由･張湯･王溫舒･江充･
7책

夫躬･王莽

권31
惡

漢

彭寵･竇憲･梁冀･董卓･曹操･袁術

三國

魏延･司馬懿･鍾會･孫綝･步闡

晉

王敦･蘇峻･桓溫･桓玄

可
爲
戒

권32

南北朝

9책

沈攸之･范曄･侯景･王偉･司馬申･沈客

6책

卿･孔範･爾朱榮･馮子琮

隋

楊玄感･賀若弼･宇文述･王世充

권33

唐

來俊臣･周興･李林甫･安祿山

권34

唐

史思明･盧杞･李希烈･朱泚･溫韜

권35

宋

曺翰･丁謂･蔡確･呂惠卿･蔡京･章惇･蔡 10책
卞･蔡攸･黃潛善･苗傅

8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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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次
권36

권37

시대

인물

宋

秦檜･趙野･韓伲冑･吳曦･賈似道

遼

李處溫･察割

金

赤盞合喜

元

阿合馬･桑哥･鐵木迭兒･搠思監･孛羅帖
木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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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pects and Features Found in the Acception of
Yeok･dai･gun･gam (歷代君鑑) and Yeok･dai･sin･gam
(歷代臣鑑) in Joseon

Jo Gye-young

The task that must be prioritized to overview ‘the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East
Asia’ is to understand the actual facts of ‘the literature interchange in East Asia’ which
had been done at national level in the Joseon period. The Joseon’s books and Ming’s
books are collected in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very precious documentary cultural heritage that can show the routes
and trend in which Ming’s books were accepted in Joseon.
This article examined the aspects and features of acception of Yeok･dai･gun･gam
(歷代君鑑) and Yeok･dai･sin･gam (歷代臣鑑) that were compiled in Ming.
Yeok･dai･gun･gam and Yeok･dai･sin･gam were given to Joseon’s envoys by Ming’s
Emperor in Beijing and brought in Joseon over several times. Those carried into
Joseon are the ‘Nae･bu･gak･bon (內府刻本),’ one of the government published
editions.
Yeok･dai･gun･gam and Yeok･dai･sin･gam were corrected and printed during King
Sejo, Seongjong and Sukjong periods. Those books being brought in Joseon were used
as the course material for the lectures through which kings and crown princes learned
how to govern the nations. The books had influenced on the compilation of exemplary
books which followed the format of Yeok･dai･gun･gam and Yeok･dai･sin･gam. The
Imperial Seal of [Gwangunchibo (廣運之寶)] was sealed on the Yeok･dai･gun･gam of
‘Gyujung 4111 and Gyujung 4120’ which are collected by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ose two editions were originally possessed by the imperial family
of Ming. After being brought in Joseon, they were newly bound in silk and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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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valuable edition because they are of great value.
Keywords: the literature interchange in East Asia, Yeok･dai･gun･gam, Yeok･dai･sin･
gam, acception, use, compilation, printing, Imperial Seal of [Gwangunchibo (廣運之
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