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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헌 홍대용이 연행에 의하여 중국 항주杭州의 세 선비들과 천애지기天涯知己
를 맺음으로써 조선과 청조 문인들의 교류

: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알아주는 각별한 친구

연결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홍대용이 맺었던 진지한 인간적 교류의 전통은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으로 이어져 소위 북학파로 불리면서 양국 문인들 간의 문학적
소통의 교류 폭이 한층 더 넓어지게 됩니다.
추사 김정희, 자하 신위는 청조 후기 경학과 금석학의 대가이자 수장가인
옹방강 翁方綱, 1733〜1818 을 비롯해서 청조 학예의 중심부 인물과 교유하면서
19세기 한·중 문화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창출하였습니다.
한편, 조선과 청조 문인들의 주요 만남의 장소는 사행길 도중, 북경
·심양·열하였는데, 특히 북경의 유리창 琉璃廠 은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지금의 서울 인사동처럼 각종 고서적과 골동품을 판매하였던 곳입니다.
- 이 책은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 개최하는 상설기획전 “조선과 청조

淸朝

일러두기

문인의

만남”의 전시 도록이며, 10월 30일 개최하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의 강연록을 수록하였다.
- 본 도록에 수록된 자료는 『철교전집』(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을 제외하고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이다.
- 수록

자료에 대해서는 발행연도, 크기(세로×가로 cm), 책수, 청구기호순으로 표기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과 청, 두 문인들이 동일 문화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한류의 뿌리가 되는 문명 교류사의 한 측면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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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선조 3백년 역사 동안에
중국과 사신의 왕래가 계속되었지만,
명사名士를 한 명도 보지 못하고
돌아왔을 뿐이다.
이제 담헌 홍대용선생이 하루아침에
저 천애하늘끝, 天涯 먼 곳에서
지기知己를 만났다                 
- 박제가 『정유집貞蕤集』 권4 중 여서관헌상수與徐觀軒常修 -

국경을
뛰어넘는
천애지기로서의
교류

1765년 평생소원으로 중국여행을 꿈꾸던 홍대용은 서른다섯
나이에 숙부인 홍억洪檍의 자제군관으로 연행길에 오르게 된다.

홍대용과
엄성

거문고 솜씨가 뛰어난 그는 떠날 때 스승의 책과 함께 거문고를
여행의 상자 속에 넣고 연경을 향했다. 그가 연경에서 유리창에
나갔던 것이 계기가 되어 절강 항주의 선비 엄성을 비롯해서
육비, 반정균 을 만나 아 름다 운 거문고 소리와 함께 국경을
초월한 지기知己의 우정을 맺었으며, 귀국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였다.

담헌서 湛軒書
1939 | 26.0 ×16.7 | 7책 | 위창古3648-93-4

조선 후기 실학 사상가인 홍대용 洪大容, 1731-1783의 문집이다. 홍대용은 호가 홍지 弘之 또는 담헌 湛軒이며 자는 덕보 德保 ,
본관은 남양 南陽이다. 문집은 내집 4권, 외집 10권, 합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외집 권1〜3에는
연경 燕京에서 돌아오자마자 건정동에서 엄성 嚴誠 , 육비 陸飛 , 반정균 潘庭筠 등과 나눈 필담 筆談 , 조봉시말 遭 逢始末 ,
왕복서찰 往復書札 등을 엮어 만든 「건정동회우록 乾淨衕會友錄」과 귀국 이후의 항주 문사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아
놓은 「항전척독 杭傳尺牘」이 실려 있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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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교전집 鐵橋全集
1770 | 27.0×19.5 | 5권5책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 천안박물관 이미지 제공

철교전집은 청나라 엄성의 문집으로 주문조 朱文藻 가 엄성의 유묵을 모아 편찬하였다. 단국대학교 소장본은
주문조가 증보·교정한 재편본으로 1778년 정조

2

엄과 엄성의 형가 홍대용에게 보내 온 것이다. 총 5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책3과 책5가 낙질되어 있다. 책4와 책5는 「일하제금집 日下題襟集 」으로 조선과 교류한 인물들과 그의
문장들이 수록되어 있다. 낙질된 책5에는 홍대용의 초상화와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철교전집은 홍대용이 남긴
『건정동필담』과 『항전척독』 등의 문헌에 빠져 있는 기록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조성과 청나라 문인의 간의
우호적 교류를 상징하는 자료이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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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비록 淸脾錄
연대미상 | 26.0×19.3 | 4권2책 | 일산古3611-2

이덕무 李德懋,

1741-1793

가 편찬한 시화집으로, 책의 서명은 당 唐 관휴 貫休의 시구 “천지 사이의 맑은 기운, 시인의

비장에 스며든다 乾坤有淸氣, 散入詩人脾”에서 따온 것이다. 이덕무는 1778년정조

2

3월 박제가와 더불어 연경을 가게

되었는데, 이 때 『청비록』을 가지고 들어가 중국의 문사들에게 보였다. 반정균에게 산정刪訂을 받고, 축덕린 祝德麟에게
서문을 받았으며, 마침 광동학정 廣東學政에 부임하여 만날 수 없었던 이조원에게도 한 부 보내 주었다. 그리하여
1795년 무렵 『청비록』은 이조원이 편찬한 총서 『속함해 續函海』에 수록되어 중국에서 간행되었다. 특히 이 책은 당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시인과 그들의 대표작 소개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역암 엄성의

자

형님, 서로 작별한 지 벌써 다섯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가지가지 슬펐던 일과 기뻤던 일은 거의 한바탕 꿈속의 일이나 같습니다. 인생이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예부터 어찌 한이 있습니까마는, 다만 그 만났던 상황이
우리와 같이 기이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고, 작별하고 고독하게 지내는 우울도
우리와 같이 괴로운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쌓이고 맺힌
서글픈 심정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짐을 어찌 금할 수 있겠습니까
- 『담헌서』 항전척독 중 여엄철교성서 與嚴鐵橋誠書 -

국제적이며, 병세 幷世: 동시대 위주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엄성 嚴 誠 의 자 는 역암 力 闇 이고 호는
철교 鐵 橋 이며, 절강성 浙 江省의 전당 錢 塘
사 람 으 로 옹 정 雍正 1 0 년 1732에
출생하였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고
문 장 에도 능하였으며, 예서 隸書를
잘 썼 고 그림 도 수 준 급 이었다.
김양허 金 養 虛.

ㆍ홍담헌이

양 허는 金在 行의 호

연경에 갔을 때, 철교가 육소음 陸篠飮,
ㆍ반추루潘秋

소음은 陸飛의 호

, 추루는 潘庭筠의 호

함께 김양허ㆍ홍담헌에게 교의

交誼

와
를

약 속하 였다. 철 교는 자 품 이 매우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 『청비록』 중 엄철교嚴鐵橋 -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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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용은 연행에서 엄성과 함께 육비, 반정균도 함께 만난다. 당시
육비는 48세, 반정균은 25세였다. 홍대용은 「건정록후어」에서

홍대용과
육비, 반정균

육비는 키가 작달막하고 생김새는 우람했으며, 우스갯말을 잘하고
주량도 대단했다고 적었다. 반정균은 가장 어린 만큼 활발한 성격에
자태도 아름다웠다고 하였다.

반정균은 자가 난공 蘭公, 호는 덕원德園이니, 전당현 錢塘縣 사람이다. 거인擧人으로 내각중서內閣中書에 임명되었고, 1778년에
진사가 되어 사림詞林에 들었다. 섬서성 감찰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얼마안가 어버이를 봉양하겠다면서 돌아와 우리 고을
혜남서원惠南書院을 맡았다. 그 운치가 봄날처럼 화창하고 가을날같이 깨끗하였다. 특히 불교에 귀의하여 탁류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기뻐했다. 재계하고서 불경을 외우며 시원스레 물외에서 놀았다. 자기 말로 그림 그리는 일에 대해 전부터 깊이 연구해서
깨달음이 있다고 했다. 나중에는 일체를 버리고, 다만 붓 가는 대로 수묵으로 화훼를 그려 남의 요청에 응할 뿐이었다.
- 『묵향거화지』 권9 반정균 -

묵향거화지 墨香居畫識
1797 | 18.0 × 11.5 | 4책 | 古古9-62-다6

중 국 화가 들의 전기 를 기 록 해 놓 은 책 으 로 ,
풍금백馮金伯이 편찬하였다. 이 책에는 엄성과 육비,
반정균 등 세 사람의 기록이 모두 들어 있다.
사람별로 보면 엄성은 권4, 육비는 권5, 반정균은
권9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육비과
반정균을 차례로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육비는 절강 성시省試에서 당당하게 장원으로 뽑혀 명망
이 자자했지만, 끝내 과거 운이 없었는지 회시에서 낙방
하였다. 육비는 자가 소음筱飮이니, 절강 인화仁和 사람이다.
을유년 과거에 성시에서 장원했다. 문필이 우뚝해서 바
람이 몰아치고 샘물이 속아나는 듯 했다. 마음대로 산수
화나 여러 화훼를 그려도 무리에서 빼어났다. 행서와 해
서도 아울러 능했다. 애석하게도 단 한 번의 장원으로
일생을 마쳤다. 수손은 몹시 쇠락해서, 내가 무림武林 땅
에 갔을 때 찾아가 그의 남은 유묵을 구하려 했지만 마
침내 얻을 수가 없었다.
- 『묵향거화지』 권5 육비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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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거素心居고운 매화는 그윽하여 외로움을 돕고

梅姸助幽獨

고요한 대나무는 비고 푸르름 폈네

竹靜鋪空綠

빈 방 가운데 남은 속기 없으니

虛室無餘氛

이것을 보며 집안의 가족과 같이 여기네

攬玆當眷屬                 

- 『아정유고』권2, 담원澹園의 팔영八詠으로 곽집환郭執桓*을 위하여 지음 -  

문학적
소통을 위한
교류

*곽집환은 중국 청조 문인으로, 호는 집환執桓, 자는 봉규封圭이다. 담헌 홍대용이 연경에 갔을 때
  곽집환을 친하게 사귀어 시를 차운하고는 하였는데, 『담헌집』에는 곽환郭桓으로 되어 있다.

홍대용과 청 문인들과의 만남은 박지원과 그의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청 문인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촉발시켰다.

『한객건연집』의
청비주비靑批朱批

박지원과 사가四家 즉 이덕무·유득공·박제가·이서구 등은 연행을
가기전부터 홍대용을 통해 청조 문인에게 시를 보내기도 하고,
그들의 시를 수집하였다. 마침내 유금 유득공의 숙부은 영조 52년1776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연행 부사인 서호수 徐浩修 를 수행하여
연경에 다녀왔다. 그 때 이 네 사람 이덕무·유득공·박제가·이서구의 시를
선집한 『한객건연집』을 가지고 가서 청의 문인들인 이조원1734-1802과
반정균 1742-? 으로부터 서문과 평어評語를 받아 귀국하였다. 당시 개별
작품마다 상단에 이조원은 푸른색으로, 반정균은 붉은색으로 각각
구분해서 비평을 달았다. 특히 빼어난 구절에는 동그라미[권점]도
따로 찍었다.

『한객건연집』 유득공 시에 이조원과 반정균이 각각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권점을 찍었음

한객건연집 韓客巾衍集
연대미상 | 28.8× 19.0 | 4권1책 | 한貴古朝90-4

조선 후기 한시사가로 불리는 이덕무 1741-1793, 유득공 柳得恭, 1748-1807, 박제가朴齊家, 1750-1805, 이서구 李書九, 1754-1825의 시를
유금 柳琴, 1741-1788이 선집한 것이다. ‘한객’은 삼한三韓 사람이라는 의미로 저자들이 조선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건연’은 수건 같은 것을 넣는 조그만 상자를 말하는 것으로 ‘건상 巾箱’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한객건연집』이란
조선 사람의 시를 담은 조그만 시집이라는 의미이다. 맨 앞에는 이조원과 반정균의 서문이 붙어 있다.
『한객건연집』은 조선 후기 시집 중 가장 많은 사본寫本이 전하는 책 중 하나이다. 이는 그만큼 사가의 시명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명사의 시평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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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서종 泠齋書種
1796 | 23.5× 15.5 | 4책 | 한貴古朝90-4

유득공의 다양한 저술을 모아놓은 책이다. 제1책의 권1, 2는 “병세집並世集”이라 하여 중국의 육비, 엄성, 이조원
등의 문사를 비롯해서 일본·안남·유구 등 동아시아 4개국 문인들의 시를 수록한 시선집이다. 제2책 권3, 4는
“고운당필기古芸堂筆記”라 하여 역사歷史·명물名物·이문異問 등 국내외 문물에 관하여 고증하며 해설해 놓았다. 제3책은
“연대재유록 燕臺再游錄”인데, 유득공이 1801년순조 1에 두 번째 중국에 갔을 때의 일기와 여러 학자들을 방문한
기록이다. 이어 제4책에는 「발해고渤海考」 4권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20 / 21

홍양호도 두 번의 연행을 통해 연경학단 燕京學團의 신선한 학술

홍양호와
기윤,
이후 3대에
걸친 세교

풍토를 체험하게 되는데, 바로 두 번째 연행에서 예부상서로
있던 기윤을 만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개인을 넘어

『이계집』 권18 「태사씨자서太史氏自序」에는
기윤과의 만남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아들과 손자 대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3대에 걸쳐 해외海外의
세교世交 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 기윤과 그

오문午門에서 상을 수령할 때에 예부상서 기윤이 반상頒賞하기

후예들은 이계와 그 후손들에게 청조 문사들을 소개하였고, 이계와

위해 왔는데, 서로의 거리가 조금 멀어 서로 대화하지는

그 후손들은 이들 인사로부터 당대 청조학예의 새로운 기운과

못하고 이따금 눈을 마주치곤 했다. 물러 나온 뒤에 역관을

동향을 얻을 수 있었다.

보내 정성을 표하고 “오래 전부터 고명을 듣던 차에, 어깨를
마주하고도 그 기회를 잃고 말았으니, 명수命數가 그런 것인가
봅니다. 듣자니 영낭令郎 학사 學士가 따라왔다던데 함께 보고
싶습니다.”라 했다. …… 기공이 중문 밖에까지 나와 맞이하여
윗자리에 앉히고는 “일찍부터 존대인의 성명을 사모해왔는데
이제 멀리서 바라만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으니
한스럽습니다.”라 하였다. 이어 시문을 보기를 청하기에
숙고宿稿 두 권을 주었다. 그러자 기공이 크게 칭송하고 각각
시와 문의 서를 지어 문인 장시蔣詩로 하여금 쓰도록 하여
보내주었다.……또 긴 편지를 보내어 더불어 친교를 할 것을
청했다. 가히 해내지음海內知音이라 이를 만하다.

이계집 耳溪集
1843 | 32.2×19.7 | 38권17책 | 한古朝46-가4-2

이계耳溪 홍양호洪良浩, 1724〜1802의 시문집이다. 서문은 예부상서 기윤 紀昀, 1724〜1805이 썼고, 손자인 홍경모洪敬謨, 1774〜1851가
유고를 모아 편집하여 발간하면서 발문을 썼다. 홍양호는 1782년과 1794년 두 번에 연행 체험을 가진바 있으며,
그 연행을 통해 청조 학술 문화의 근거지였던 연경학단의 신선한 학술적 풍토를 체험하고,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신지식을 섭취하였다. 특히 그는 1794년 두 번째 연행에서 당시 기윤을 만나 교유를 한 이후, 만년에까지 그와 학술
교류를 하게 된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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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문달공유집 紀文達公遺集
1796–1821 | 26.3×17.5 | 16권12책 | 古古5-79-라7

중 국 청나 라 문인 기 윤의 시 문 집이다. 기 윤의 자 는 효람 曉 嵐 혹 은 춘범 春 帆 , 호는 관혁 도인 觀 奕 道 人

기윤은 조선에 있는 홍양호를
그리워하며 시를 지었다.
대궐에서 손 마주잡고 바삐 헤어지면서    金門握別惜匆匆

·고석노인孤石老人·다성 茶星, 만호 晩號 는 석운石云, 시호는 문달 文達이다. 유집에 수록된 시와 변려문은 공덕을 노래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기윤은 홍양호와 교유할 무렵 청의 국가적 사업이었던 『사고전서』의 편찬을 주도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홍양호 이외에도 박제가를 비롯한 조선의 문사들과 폭넓게 사귀었다. 그의 문집에는 조선

우리 두 백발노인 두터운 우정 맺었지    白首論交二老翁
태평성대엔 본래 중외가 구별이 없는 법    聖代原無中外別

문사들의 시문집에 서문을 써준 경우를 비롯해서 주고받은 편지, 시가 수록되어 있다.
노둔한 유자라도 성정이 같음을 기뻐하네    迂儒恰喜性情同
푸른 등불 아래 밤새 시 읽노라니    長吟消夜靑燈下
먼 꿈꾸며 친구 생각하는데    遠夢懷人紫澥東
기러기 돌아갈 때 두 번 만나도 시간이 없었으니    兩遇歸鴻都少暇
못다 한 속마음 오직 시통에 담아두네    緘情惟藉一詩筒
- 『기문달공유집』 권12 기회홍양호寄懷洪良浩 -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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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신교 同文神交
연대미상 | 36.8×26.5 / 26.4×22.5 | 2첩 | 古0231-11

홍양호와 서호수 徐浩修, 1736〜1799가 청나라 문사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놓을 것으로 2개의 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첩에는 홍양호와 청조
문사들간의 오고간 편지가 수록되어 있고, 다른 한 첩에는 서호수와
청조 문사들이 주고받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 편지첩에 수록된 중국
문사는 대구형 戴衢亨, 서소신 徐紹薪, 이미李美, 이조원, 덕보德保 , 박명 博明, 철보鐵保
등이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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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암문집초록 冠巖文集抄錄
연대미상 | 26.4×19.0 | 1책 | 古3649-63

홍경모의 문집인 『관암문집冠巖文集』가운데서 일부를 발췌하여 ‘타락산방서옥駝駱山房書屋’이 인쇄된 원고지에 만년필로
옮겨 적은 잉크사본이다. 홍경모는 1830년 사은부사로, 1834년 진하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두 차례에 걸친
연행으로 인해 기윤의 손자였던 기수유紀樹蕤를 비롯해서 청조 학자들과 친교를 맺었고, 연행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이들과 편지를 왕래하며 각종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예술품을 교환하고 자신의 저술과 시문에 품평을
구하기도 하였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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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득공은 1790년 5월 진하 겸 사은사행의 부사인 서호수의 막료로서

유득공과
기윤

연경에 다녀왔다. 이때 기윤을 방문해 인연을 맺었다. 유득공은

유득공과 기윤은 첫 만남 이후 12년이 지나 더 깊은 교유를 맺게 된다. 1801년 유득공이 두 번째 연행을 다녀와

자신의 저술인 『이십일도회고시』를 기윤에게 증정했다. 유득공과

남긴 『연대재유록』에는 기윤과 나눈 교류의 모습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연경에 들어간 다음 날, 예부상서 기윤을

기윤은 첫 만남 이후 12년이 지나 더 깊은 교유를 맺게 된다. 1801년

방문해 인도를 받아 서실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마신 다음 인사를 나눴다.

유득공이 두 번째 연행을 다녀와 남긴 『연대재유록

燕臺再遊錄

』에는

기윤과 나눈 교류의 흔적이 소상히 담겨 있다.

유득공 “뵌 지가 이미 12년이 지났는데, 선생님께서는 나이와 덕망이 아울러 높으시고 송백松柏처럼 더욱 무성하십니다.
다시 뵈옵게 되어 진실로 영광입니다. 일찍이 저에게 주신 시선詩扇은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기윤 “작별한 이래로 매우 그리웠는데 지난 일들을 들려주시니 또한 세월의 감회를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십일도회고시 二十一都懷古詩
연대미상 | 28.2×19.0 | 1책 | 위창古3643-12

유득공이 고조선 이래 고려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상 국도國都가 됐던 21개 도읍지의 사적史蹟 을 7언절구로
지은 한시 43편을 모아놓은 한시집이다. 본래 1785년정조 9에 전주 箋註를 달아 엮은 이후 1792년정조 16에 이덕무의
교정을 거쳐서 정고定稿된 것을 후일에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이다. 한시집은 각 시의 서序에 그 도읍지의 고사를
적어놓았다. 유득공은 1790년 연경에 갈 때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조선의 문헌과 역사에 관심을 많은 기윤에게
증정하였다. 한편, 이 책은 중국 사람이 판각해 간행했는데, 기윤·옹방강 등 청대 학계를 대표하는 석학들의 손을
거쳐 1877년에 조지겸의 『학재총서學齋叢書』에 수록되었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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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에서 태어난 나는 참으로 비루하여

我生九夷眞可鄙

중원의 선비들과 사귐 맺기가 부끄럽네

多媿結交中原士

누각 앞의 붉은 해는 꿈속에도 밝더니

樓前紅日夢裏明

소재옹방강의 호 문하에서 삼가 제자의 예를 올렸다

蘇齋門下瓣香呈

오백 년이 지난 이날에

後五百年唯是日

천만 사람 다 거치어 선생을 뵈었네

閱千萬人見先生
- 『완당선생전집』 권9 -

학예적
성격의
교류

1809년순조 9 김정희는 동지사 부사로 연행하는 부친 김노경金魯敬 을
수행해서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연경에 들어갔다. 그는 북경에 가서

추사와
옹방강

명사를 만나는 것이 관심사였기에 옹방강의 문인과 만남을 가졌고,
다음해인 1810년에 마침내 석묵서루石墨書樓 를 찾아가 옹방강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완원 등 당대 중국의 명사들과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편지 왕래를 통해 교분을 다지고 확대해 나갔다.
북학파 문인들이 소통의 길을 닦아놓은 기반 위에 김정희는 연행을
통해 청조 학예의 중심부 인물과 교유하면서 19세기 한·중 문화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창출하였다.

완당선생전집 阮堂先生全集
1934 | 27.6× 17.0 | 10권5책 | 한古朝46-가1282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문집으로, 1934년에는 후손 김익환 金翊煥이 『완당집』과 『완당척독』 및 『담연재시고覃揅齋詩藁』를
모두 합하고, 그 외의 글들을 조금 보충하여 영생당 永生堂에서 간행하였다.

판서공김노경이 사신으로 연경에 갈 적에 공김정희도 따라 들어갔는데, 이때에 공의 나이는 24세였다. 당시 각로閣老인
완원阮元과 홍려鴻臚인 옹방강 翁方綱 은 모두 당세의 대유大儒로서 명성이 천하에 진동했다. 그들은 지위도 현달하여 선뜻
남들을 접견하지 않은 터였으나, 그들이 공을 한 번 보고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그리하여 경의經義를 변론하면서
그들과 승부를 맞겨루어 조금도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완원이 『경해 經解』를 찬술했으나 중국의 여러 대가들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특별히 공에게 먼저 초본을 부쳐주었다.
- 『완당선생전집』 중 완당김공소전阮堂金公小傳 -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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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계수찰첩 覃溪手札帖
연대미상 | 33.5×21.8 | 1첩 | 古4474-8

85세의 옹방강이 32세의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 놓은 첩이다. 이 편지는 『완당평전』 3권에 전문이 번역,
수록되어 있다. 김정희의 스승 옹방강은 청나라 후기 경학과 금석학의 대가이자 대수장가大收藏家로 알려져 있다.
25세에 중국 연경에 간 김정희는 1810년 1월 29일, 78세의 옹방강을 만났다. 옹방강 서재인 석묵서루石墨書樓에서

복초재시집

만나 필담을 나누었고, 옹방강은 김정희의 학식에 감탄하여 “경술문장해동제일庚戌文章海東第一”로 인정하였다. 김정희

復初齋詩集

또한 귀국 후 자신의 서재를 보담재寶覃齋라고 지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표출하였다.

1878 | 26.0× 15.5 | 96권22책 |
古古5-79-라12

옹방강 翁方綱 ,

17 3 3 -1 8 1 8

그는 순천부 順天府,

의 문집으로,

지금의 北京

대흥大興

사 람으 로 , 자 는 정 삼 正 三 , 호는
담계 覃溪, 만 년에 는 소 식이 쓴
『천제오운첩天際鳥雲帖 』을 얻자 호를
소재蘇齋로 바꾸었다. 그는 86세로
일생을 마칠 때까지 평생을 경학의
연구 에 몰두하였으며 동시에
금석, 서화 등의 분야에 정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망이 높았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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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산방인록

一石山房印錄

연대미상 | 19.8×13.9 | 1책 | 위창古433-32

중국 청나라 전각가 유식 劉栻의 인보집印譜集이다. 추사 김정희가 표지에 “一石山房印錄”이라는 제목과 함께 평을
썼다. 인장에 관심이 많았던 김정희는 유식이 새긴 인장을 최고로 쳤다고 한다.

一 石山房印錄隨有亂搨 勿以紙頁爲恨 亦乞開錄某刻某藏 難字並示釋文
인장의 고금을 따지지 말고 있는 대로 찍되 종이에 제한을 받지는 마십시오.
또한 누가 새겼고 누가 가지고 있던 것인지도 기록하고 어려운 글자는 석문을 알려주십시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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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신위는 주청사 서장관의 신분으로 연경에 들어갔다.
김정희는 입연入燕하는 신위에게 옹방강을 꼭 만나보기를 권하였고,

신위와
옹방강

신위는 추사의 권고에 따라 옹방강의 석묵서루를 찾아가 그와 그의
문인들과 문학적인 만남을 가졌다.

신자하시집 申紫霞詩集
1907 | 25.8× 14.4 | 2책 | 위창古3648-40-3

19세기 조선의 이름난 시인이자 화가, 서예가인 신위 申緯 ,

176 9 -1 8 4 5

의

시집詩集으로 중국에서 간행된 것이다. 본관은 평산 平山, 자는 한수 漢馬, 호는
자하 紫霞 또는 경수당 警修堂이다. 그는 추사에 이어 연경을 방문해 중국의
학문과 문학을 실제 확인하면서 안목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 청조 학자,
문인과 교유를 돈독히 했다. 특히 옹방강과의 만남은 그의 시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묵죽墨竹을 받은 옹방강이 남긴 시
벽옥 같이 깊은 숲에 한 굽이 물줄기라

碧玉林深水一灣

해동의 안개 낀 산 위로 달이 떠오르네

烟橫月出海東山

담묵으로 푸른 난새 꼬리를 그리니

却凭淡墨淸鷰尾

청풍에 오백칸을 깨끗이 쓸리라

淨歸淸風五百間

                                                       - 『복초재시집』 권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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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은 조정에서 파견하는 사행의 역관으로 30여 년간 12차례나
연경을 왕래하였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과 김정희의
인맥을 통해서 만청晩淸 문인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맺었다. 당시

이상적

조선의 대표적 시인으로 북경의 문단에서 이름을 드높혔다.

은송당집 恩誦堂集
1864 이후 | 2 4.3× 15.0 | 4책 | 위창古3648-62-30

조선후기 역관이자 시인인 우선藕船 이상적李尙迪, 1804〜1865의 문집이다. 그는 역관의 신분으로 1829년부터 1864년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연경을 왕래하였다. 이 문집은 그가 나라 안팎의 문인들과 사귀면서 창작했던 시문을
가려뽑아 1847년 제8차 연행으로 북경에 들어갔을 때 유리창에서 목판으로 출판한 것이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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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린척소 海隣尺素
연대미상 | 30.2× 20.5 | 1책 | 古377-36

김정희의 문인 이상적이 자신에게 보내온 청조 문인들의 편지를 모아 놓은
첩이다. 원본 해린척소 10첩은 현재 전하지 않으며, 전사본만 전하고 있다.
본 해린척소에는 의극중 義克中, 정조경程祖 慶 , 섭지선葉志詵 , 공헌이孔憲彛 등
39명의 청조 문인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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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행도폭燕行圖幅』 중 연경도燕京圖 -

한·중
문인들의
교류
장소

조선과 청조 문인들의 교류는 대부분 사행길 도중풍윤현·옥전현·영평부·산해관이
거나  북경·심양·열하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북경과 심양은 청조에서

심양, 열하,
북경

가장 중요한 정치·문화적 중심지였다. 수많은 재능있는 문사들이 이곳
에 모였다. 그래서 청나라 문인들은 북경에 머물고 있는 조선 사신단을
예방하기도 하였다. 열하 또한 조청 문사 교류활동이 발생한 성시 중
하나였는데, 주요 원인은 청나라 건륭황제가 열하에서 두 번 축하연을
벌인 것과 관계가 있다.

통문관지 通文館志
1778 | 34.4× 21.8 | 6책 | 한古朝31-24

사역원司譯院의 연혁과 고대로부터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계 사항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의 권3 「중원진공노정中原進貢路程」조항을 보면, 조선 사신단이
출발하여 북경에 도착하는 노정은 모두 2,049리이다. 압록강에서 북경에
이르는 도중 성경盛京·산해관 山海關·풍윤현 豊潤縣 등 중요한 관문과 역참
38곳을 지나는데 모두 28일이 소요되었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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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집 陶谷集

만정당집 晩靜堂集

1766 | 30.6×18.8 | 32권16책 | 한古朝46-가156

조 선 영 조 때 영의정이며 문필가 이던 도곡 陶 谷 이의현 李 宜 顯 ,

1724~1776 | 30.0×18.3 | 18권9책 | 한古朝46-가1754
1 6 6 9 - 1 74 5

의 시 문집이다. 3 2 권 1 6 책의

만정晩靜 서종태 徐宗泰,

1652〜1719

의 문집이다. 심양은 중국 내 하나의 성시成市지만 청조가 북경으로 천도하기 전

운각인서체자본芸閣印書體字本 으로 저자의 사후 21년 뒤인 1766년에 영의정이던 신회申晦가 편집 발간한 유고 문집이다.

청나라의 도성이었고 후에 제2의 수도가 된 곳이다. 이로 인해 심양은 북경과 함께 매우 번화하였고 청조

이 책의 권30 「경자연행잡지庚子燕行雜識」를 보면, 조선 사신단 사행길 가운데 가장 번화한 성시를 지목한 것이

문사들이 모여 들었다. 1703년 중국으로 사신을 떠난 서종태는 「심양도중瀋陽途中」이라는 시에서 심양은 청나라가

나타나는데, 풍윤豊潤·옥전玉田·영평부永平府·산해관 山海關이 모두 그 안에 속해 있다. 대체로 이 4곳은 비교적 깊은

오랜기간 정성을 들여 경영한 곳이라고 읊었다.

역사와 문화가 온축되어 있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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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집 燕巖集

난양록

灤陽錄

1932 | 23.5×15.7 | 17권6책 | 古3648-25-90

1934 | 24.7×14.8 | 2권1책 | 한古朝64-21

연암 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문집이다. 이 책은 저자의 후손 박영범朴泳範의 필사 보관본을 1932년에 박영철朴榮喆이

1780년정조

연활자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문집에는 열하 견문기인 『열하일기』가 수록되어 있다. 청나라 건륭황제는 열하에서

난양은 보통 연행록에서 열하 熱河라고 일컬어진 청대 열하지방 승덕부 承德府의 별칭이다. 권2를 보면 유득공이

두 번 축하연을 벌였다. 『열하일기』 중 「막북행정록」을 보면 1780년경자, 정조 4에 건륭황제가 70세 생일에 조서를

북경에 머무는 동안 기윤을 만나기 전에 기윤이 먼저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를 예방한 기록이 있다.

14

청나라 건륭황제의 80회 만수절萬壽節 을 진하 進賀하기 위해 북경에 간 노정을 기록한 연행록이다.

내리자 조선 사신단이 축하연에 참석하기 위해 열하에 간 기록이 나온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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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은 북경성 남쪽 정양문 正陽門 과 선무문 宣武門 사이에 있던
유명한 서점 거리요, 쇼핑거리였다. 지금도 서울의 인사동처럼 각종
고서적과 골동품, 미술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즐비하다. 조선

유리창

연행사 일행이 북경에 머물 때면 날마다 이 거리를 왕복하며 책을
사고, 서울에서 부탁받은 각종 물건들을 구입해 갔다.
-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31쪽) 중에서 -

유리창서사기 琉璃廠書肆記
1769 | 24.5×15.2 | 1책 | 古古10-50-나105

청나라 이문조李文藻, 1730〜1778가 지은 유리창 서점의 위치와 주인의 출신 지역, 취급 서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문조는 1769년 5월부터 11월까지 북경에 5개월 정도 머물면서 유리창을 드나들면서 책을 살펴보고,
서점의 이름과 위치 등을 하나하나 기록하였다.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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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록 燕行錄
유리창은 유리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공장이다. 모든 푸르고 누른 잡색 기와며 벽돌들이 유리처럼 번쩍거리므로,
나라에서 쓰는 각색 기와나 벽돌들을 모두 유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대범 공역工役하는 집을 창이라 부른다. 창은
정양문 밖 서남 5리 지점에 있는데, 창에 가까운 길 좌우는 시장점포로 되어 있다. 동서로 여문閭門을 세우고 유리창이란
편액을 붙여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이름으로 되어 버렸다 한다.

연대미상 | 27.5×22.8 | 1책 | 古2817-4

1791년정조 15에 사신을 따라 연경을 다녀와서 김정중金正中이 지은 사행문학 작품이다. 이 책에 수록된 「기유록奇遊錄」
중 12월 28일 기록을 보면 유리창에 있는 서점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중략) 책가게는 일곱이 있다. 3면 벽으로 돌아가며 수십 층의 시렁을 달아매고 상하로 부서별 포시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진열을 해 두었는데 각 권마다 표지가 붙어 있다. 한 점포 안의 책만도 수만 권이나 되어 고개를 들고 한참 있으면 책

먹을 파는 가게가 동서에 벌여 있고, 서점의 깃발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취하게 하고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
다. 진기한 찌와 보배로운 축이 책꽂이에 꽂혀서 천장까지 이어졌고, 푸르고 누런 비단으로 만든 책갑이 책상과

이름을 다 보기도 전에 눈이 먼저 핑돌아 침침해진다.
- 담헌서』 외집 권9 「연기 燕記」 유리창 -

상 위에 가득 쌓여 있었다. 들어가보니 어느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내기 어려울 듯한데, 책면에 흰 종이
쪽지를 붙여 각각 ‘아무 책 몇 질’이라 써놓았다.          
- 『연행록』 중 1791년 12월 28일 기사 -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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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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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편저자명
洪敬謨 著

판  종

발행년

책수

청구기호

轉寫本

[刊寫年未詳]

1

古3649-63

中國活版本

1797

12

古古9-62-다6

木版本(中國)

[1796~1821]

12

古古5-79-라7

1

冠巖文集抄錄

2

國朝畵識 : 並墨香居畵識  馮金伯 編

3

紀文達公遺集

紀昀 著

4

灤陽錄

柳得恭 撰

鉛活字本

1934

1

한古朝64-21

5

泠齋書種

柳得恭 著

筆寫本
(自筆稿本)

正祖 20(1796)

4

한貴古朝90-4

6

覃溪手札帖

翁方綱 書

寫眞版本

[發行年不明]

1

古4474-8

7

湛軒書 : (幷)附錄

洪大容 著

鉛活字本

7

위창古3648-93-4

8

同文神交

[發行者不明]

9

陶谷集

10

1939

筆寫本

[發行年不明]

2

古0231-11

李宜顯 著

芸閣印書體字

英祖 42(1766)

16

한古朝46-가156

晩靜堂集

徐宗泰 著

芸閣印書體字

[1724~1776]

9

한古朝46-가1754

11

復初齋詩集

翁方綱 撰

木版本(中國)

1878

22

古古5-79-라12

12

申紫霞詩集

申緯 著

新鉛活字本(中國)

1907

2

위창古3648-40-3

13

燕行錄

金正中 著

筆寫本

[發行年不明]

1

古2817-4

14

燕巖集

朴趾源 著

鉛活字本

1932

6

古3648-25-90

15

琉璃廠書肆記

李文藻 ; 繆筌孫 著

鉛活字本(中國)

1769

1

古古10-50-나105

16

阮堂先生全集

金正喜 著

鉛活字本

1934

5

한古朝46-가1282

17

恩誦堂集

李尙迪 著

木版本(中國)

[1864 以後]

4

위창古3648-62-30

18

耳溪集

洪良浩 著

金屬活字本
(全史字)

憲宗 9(1843)

17

한古朝46-가4-2

19

二十一都懷古詩

柳得恭 著

木版本

[發行年不明]

1

위창古3643-12

20

一石山房印錄

程遠 編

鈐印本

[發行年不明]

1

위창古433-32

21

淸脾錄

李德懋 著

筆寫本

[發行年不明]

2

일산古3611-2

22

通文館志

金指南 ; 金慶門 共編

木版本

正祖 2(1778)

6

한古朝31-24

23

韓客巾衍集

柳琴 編

筆寫本

[發行年不明]

1

古貴3643-20

24

海隣尺素

李尙迪 編

筆寫本

[發行年不明]

1

古377-36

25

鐵橋全集

嚴誠 著

筆寫本

1770

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 자료에 대한 상세서지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메인화면 > 소통·참여 > 도서관소식 > 전시행사
http://www.nl.go.kr/nl/commu/libnews/exhibition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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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淸
朝

논고

논고

조선시대 장서인(藏書印) 이야기*

박철상
(고문헌연구가)

1. 장서인이란 무엇인가?
필장서인이란 책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해 찍는 인장 그 자체를 말하
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통은 인장을 책에 찍어 나타나는 인영(印影)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
므로 장서인의 의미 역시 장서인 자체와 인영을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장서인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인장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인장의 용도
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 한 인장을 가지고 책에 찍으면 장서인(藏書印), 서화의 감상용으로 찍
으면 감상인(鑑賞印)이 되었으며, 이를 다시 서화의 낙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서인은 그
형태·재료·문자·인주의 색·장서인을 찍는 위치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인장(印章)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중국의 경우 3,0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의 인장은
대부분 봉니(封泥)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옛날에는 종이 대신에 죽간(竹簡, 대나무 조각)이나 목간
(木簡, 나무 조각) 위에 글을 썼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에는 그 위에 판자를 대고 끈으로 묶은
다음 끈의 끝부분이나 끈이 교차하는 곳에 진흙으로 밀봉을 하고 그 위에 인장을 찍었는데 이것을 봉니
(封泥)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열어보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었다. 이는 봉니가 개
인적인 용도라기보다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종이와 비단의 사용이 보편
화되면서 목간이나 죽간은 점차 사라져 갔고, 인장의 형식과 사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봉니가 아니
라 금속·도자(陶瓷)·죽목(竹木) 등으로 만든 인장에 색깔이 있는 인주를 사용하여 찍게 된 것이다. 서화
가 발달하면서 인장은 공문서를 인증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서화
의 소장자나 서화의 작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송나라 때 이르러 출판문화가 꽃을 피우

* 이 글은 필자가 2001년부터 『문헌과 해석』(문헌과해석사)에 11회에 걸쳐 발표한 「장서인 이야기」 및 졸고 「조선후기 문인들의 인장(印章)에 대한 인식
(認識)의 일면(一面)」(『한문교육연구』 35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12.31.)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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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인장은 이제 책 속으로 진출하게 된다. 장서인은 이렇게 인장이 생겨난 뒤에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준(奭準)’·‘점필재십사세손(佔畢/齋十四/世孫)’이라는 두 방의 인

에야 등장하게 된다. 더욱이 개인 장서인의 경우 그 출현 시기는 더욱 늦다고 할 수 있다.

장이 처음 주인의 것이다. 『송목관집』은 역관(譯官) 출신 시인으

중국과 교류가 빈번했던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장서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보지만, 실물이나

로 이름을 날렸던 이언진(李彦瑱, 1740-1766)의 시집인데 1860

문헌을 통해 고증할 길이 없다. 상황은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고려시대의 전적들은 불경을 제외하고

년에 역관 김석준(金奭準, 1831-1915)이 편집하여 북경에서 간

그 전본이 아주 드물고, 장서인이 있는 경우는 더욱 희귀하다. 그나마 전해오고 있는 고려시대의 전적에

행하였다. 따라서 이 인장은 이 책의 출판자인 김석준이 가지고

장서인이 찍혀있다고 해도, 그 당시에 찍은 장서인인지 후대에 찍은 장서인인지 확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

있던 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후 이 책은 다시 정학교(丁

이 아니다. 고려 숙종 때 왕실에서 사용된 장서인만이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객관적으로 그

學敎, 1832-1914)의 손을 거쳤는데, 맨 위에 있는 인장 ‘향수감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장서인은 조선시대 초기가 되어야 나타난다.

정(香壽/鑑定)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향수는 정학교의 호이며,
정학교가 살펴보았다는 의미로 찍은 인장이다. 이 후 이 책은 다

2. 장서인의 효용

시 김원근을 거쳐 한문학자였던 이가원(李家源, 1917-2000)에게
돌아갔다. ‘김원근인(金瑗/根印)’과 ‘이씨가원(李氏/家源)’·‘희담실
장서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장서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장서인의 효용은 크게 감상(鑑賞)과 고증(考證)이라는 측면에

학(憙譚/實學)’이라는 인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 장서인
을 통해 이 책의 전승 과정을 고스란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서 살펴볼 수 있다. 감상이란 그림을 감상하듯 장서인 자체에서 미적 요소

다음으로 장서인은 어떤 책이 원본임을 확인시켜주기도 하고,

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전각(篆刻)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

어떤 책의 기록에 대해 신뢰도를 높여주기도 한다. 특히, 출판되

으므로 일단 접어두자. 고증은 장서인을 통해 책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 정

지 않은 채 필사본으로만 유통되는 서적의 경우, 원저자 또는 그와 교우관계에 있던 사람의 장서인이 있

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는 책이라면 이는 그 책이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에 가깝다는 증거가 된다. <사진3>은 『경수당전고(警修堂

<사진 2> 『송목관집』의 구장자들

장서인에 나타나는 성명과 자호, 인장의 전법(篆法), 인주의 재료, 인주의

全藁)』에 찍혀 있는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7)의 인장이다.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유소입두(由蘇/

신구에 따라 대략 그 수장자의 시대를 추측하기도 하고, 판각의 연대를 파

入杜)’·‘자하(紫霞)’·‘신신위인(臣申/緯印)’이다. 이 책은 자하 문집의 일부인데 간행되지 않은 책이다. 자하

악하는 데 도움을 얻기도 한다. <사진1>은 정통(正統, 1435-67) 연간에 명

는 말년에 자신의 저작을 정리한 다음 아들인 신명연(申命衍)에게

나라에서 간행된 『후한서』에 찍혀 있는 장서인이다. 인문을 판독해보면 ‘창

글씨를 쓰도록 하고 자신의 인장을 찍어두었던 것이다. 자하의 장

녕조씨(昌寧/曹氏)’·‘치우순경(致虞/舜卿)’이다. 이 두 방의 인장은 이 책이

서인은 이 책이 자하 문집의 원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조선으로 수입되어 조치우(曹致虞, 1459-1529)가 소장했으며, 조치우는 창

중국의 장서가와는 달리 조선의 장서가들은 자신의 장서목록을

녕(昌寧) 조(曹)씨로 자(字)가 순경(舜卿)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인주의

남겨두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명한 장서가의 경우에

상태나 빛깔 역시 16세기에 사용되었던 것이 분명하며, 성을 제외한 이름과

도 그가 어떤 서적들을 수장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

자를 한 인장에 새기는 형식도 16세기 조선에서 사용되던 전형적인 법식이다. 조치우는 중종 때 문신이며

다. 장서인은 바로 이러한 조선 장서문화의 취약점을 보완해주는

청백리로 이름이 있었다. 성리학자로 유명한 조호익(曹好益, 1545-1609)은 바로 그의 증손이다.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장서인을 통해 장서가의 장서현황을 확인할

<사진 1> 조치우의 장서인

장서인은 장서가의 개인적인 독서편력은 물론 서적의 전승과정을 알아내기도 한다. 장서인에는 두 사람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서가의 장서목록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

이상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서인만으로도 그 책이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를 알 수 있

다. 현전하는 서적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장서인을

다. <사진2>는 『송목관집(松穆館集)』 서문에 찍혀있는 인장들이다. 소장의 순서대로 보자면 아래쪽의 ‘석

<사진 3> 신위의 장서인

통해 장서가의 장서 현황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64 / 65

의미가 있다.

(藥泉)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인장이다. 위에서부터 ‘의령(宜寧)’·‘남구만(南九萬)’·‘운로보(雲路父)’

또한 장서인은 책을 소장했던 장서가의 감별능력을 반영하기도 하

를 차례로 찍었는데, 적관인·성명인·표자인(表字印, 자를 새긴 인장)을 따로 만들어 사용했다. 그러나 남

고, 장서가의 심미안을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

구만은 자신의 적관인·성명인·표자인을 하나로 합쳐 ‘의령남구만운로장(宜寧/南九/萬雲/路章)’이라 새긴

어,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장서인이 있는 책이라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명인과 자호인은 가장 많이 사용되던 장서인이었다.

면, 책의 저자나 내용에 대해 추사가 특별히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고 볼 수 있다.(사진4) 추사는 전각 자체의 미적 추구와 함께 책

(3) 향관인(鄕貫印) 또는 적관인(籍貫印)

과 장서인을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함으로써 조선시대의 장서인을

<사진 4> 추사 김정희의 장서인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렸다. 이밖에도 장서인은 다른 서화 작품에

향관인 또는 적관인은 본관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적관인 역시 성명인, 자호인과 더불어 우리 선인들이

찍혀 있는 인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

가장 많이 사용한 인장 중의 하나인데, 가문을 중시했던 당시의 풍조를 엿볼 수 있는 인장이다. 본관만

고, 사료의 보충 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결국 우리가 장서인을 이

새기기도 하지만 본관 다음에 ‘후인(後人)’, ‘세가(世家)’ 등의 말을 붙여 새기는 경우도 많았다. 또 성명이

해해야 하는 이유는 장서인의 감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서인을

나 표자와 함께 새기기도 하였지만, 아예 ‘동래정씨(東萊鄭氏)’처럼 본관과 성을 붙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통해 장서인이 찍혀 있는 책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한 사회의 장서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는 데에
도 있는 것이다.

3. 장서인의 종류
우리 선조들은 어떤 장서인을 사용했을까? 장서인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인장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지만
성명이나 자호(字號), 본관 등을 새긴 인장을 장서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분류해 보면 다
음과 같다.

(1) 성명인(姓名印)
성명인은 성과 이름을 새긴 인장을 말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서인이다. 성명의 끝에 ‘인(印)’이나

<사진 5> 남구만의 장서인

(4) 당호인(堂號印) 또는 재관인(齋館印)

‘장(章)’ 등의 글자를 함께 새기기도 하고 그냥 성명만 새겨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은 자호인, 당호인 및 적
관인과 함께 사용하지만, 성명인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당호(堂號)는 집의 이름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
리 선인들은 자신이 사는 집에 의미를 부여한 이름을 붙이고 이를 자신과 동일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2) 자호인(字號印)

‘당(堂)’·‘재(齋)’·‘관(館)’·‘실(室)’ 등을 붙인 당호를 별호(別號)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그리고 이
를 장서인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이름 이외에도 자(字)나 호(號)를 지어 사용했는데, 이는 장서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
다. 자나 호를 따로 새겨 사용하기도 했으며 성명과 같은 인장에 새겨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진5>는 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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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년인(紀年印)

(7) 한문인(閑文印)

자신의 일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만한 일자를 인장에 새긴 인장이다. 여기

한문인은 한장(閑章)이라고도 부르는데 장서가의 취미나 지향점을 표현하는 문구 또는 감상할만한 문구

에는 자신의 생년이나 과거시험에 합격한 해를 새긴 인장 등이 있다. <사진6>은 ‘기

를 새긴 인장을 말한다. 특히 후대로 갈수록 한문인의 사용 빈도가 잦아짐을 볼 수 있다. 앞서 보았던 자

미사마정축정시(己未司馬/丁丑庭試)’라 새긴 인장이다. 인조 때 문신 여이재(呂爾

하 신위의 ‘유소입두(由蘇/入杜, 소동파를 경유하여 두보에 들어간다)’은 신위의 대표적인 한문인인데 여기

載, 1600-1665)의 인장인데, 그는 기미년(1619)에 사마시(소과)에 합격하고, 정축년

에는 신위의 시론(詩論)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 자하 시론의 지향점을 나타낸 인장이라 할 수 있다. 한

(1637)에 정시문과(대과)에 급제했기 때문에 이런 인장을 새겼던 것이다. 여이재는

문인의 등장은 장서인을 보다 풍부하게 해주었고, 장서인을 예술적 경지로 끌어 올리는데 일조를 하였다.

기년인 아래에 적관인·성명인·호인을 차례로 찍어놓았다.
이 밖에도 관직명을 새긴 관직인(官職印), 각종 도상을 새긴 초형인(肖形印), 수결(手決)을 새긴 화압인(

(6) 수장인(收藏印), 감상인(鑑賞印), 교정인(校定印)

花押印),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인(身分印) 등 그 종류 역시 아주 다양하게 전하고 있다.
<사진 6> 여이재의 장서인

수장인은 성명이나 자호, 당호 다음에 수장(收藏), 진장(珍藏), 장서(藏書), 장(藏), 도서(圖書), 비급(秘

4. 조선시대 문인 전각가

笈) 등의 글자를 추가하여 수장의 의미로 찍는다.
감상인은 성명이나 자호, 당호에 감상(鑑賞), 진상(珍賞), 과안(過眼), 경안(經眼) 등의 글자를 함께 새겨

현전각이 장인(匠人)의 손에서 문인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원대(元代)로 보인다. 그렇다

감상을 표시하는 인장이다. <사진7>은 추사 김정희가 소장했던 책에 오세창이 찍어 놓은 감상인이다. 오

고 문인들이 처음부터 칼을 잡고 인장을 새긴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전문(篆文)만 디자인하여 장인에

세창은 ‘증경오세창안(曾經吳/世昌眼)’(오세창의 눈을 거쳤다)이라는 인장을 찍어 자신이 감상한 책임을

게 새기도록 하다가, 점차 새김까지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석재(石材)가 인재(印材)로 등장한 점

표시해 놓았다.

이 큰 영향을 주었다. 명대 문팽(文彭, 1498〜1573)에서부터 본격화된 문인들의 전각은 임진왜란을 전후

교정인은 성명이나 자호 다음에 고정(考定), 심정(審定), 감정(鑑定) 등의 글자를 새겨 소장자가 그 책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의미는 찍는 인장이다. 앞에서 본 정학교의 ‘향수감정’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여 조선에 큰 영향을 주었고, 조선으로 유입된 명대풍의 인장문화는 조선조 문인들에 의해 해석되고 수
용되었다. 하지만 조선조 인장에서는 변관(邊款)을 찾아보기 어렵다. 변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전각을 했
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남아 있는 경우도 대부분 후대의 것이기 때문에 변관을 통해 초기의 전각가를 확
인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근역인수』에 남아 있는 인영(印影)을 통해 인장에 관심이 있었던 인물들
을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인데, 선원(仙源) 김상용(金尙容, 1561〜1637), 청음(淸陰) 김상헌(金尙憲, 1570〜
1652) 형제와 석문(石門) 이경직(李景稷, 1577〜1640),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등이 대표적이
다. 이 중에서 김상헌은 허목이 「제낭선군도서첩후(題朗善君圖書帖後)」에서 조선 최고의 대가로 들었을
정도였다.1) 이들에 의해 명대풍의 인장이 해석되고 수용되어 정착되었던 것이다.

1) 許穆, 『記言』 別集 권10, 「題朗善君圖書帖後」.

<사진 7> 오세창의 감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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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헌의 「군옥소기(群玉所記)」2)

‘청음(淸陰)’은 거사의 호(號)다. 방형(方形)에 옥저전(玉筯篆)을 사용했으며 양문(陽文)이다. 그 형상은 마
치 두 동자가 나란히 서서 사이에 옥척(玉戚)을 세워두고, 주나라 태학〔周庠〕에서 ‘작(勺)’을 춤추고 있는

하지만 문인들이 직접 칼을 잡고 돌에 글자를 새기는 일이 선비들 사이에 쉽게 수용될 리 없었다. 장
인들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더 큰 장애는 완물상지(玩物喪志)3), 즉 뭔가 좋아하는 물건

것 같으니 그 아이들의 거동이 볼만하다.
‘양조경연근신(兩朝經筵近臣)’은 위아래로 길쭉한 방형이며, 옥저전에 양문이다. 바탕과 형상이 단정하

에 푹 빠져 원대한 이상을 상실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유가(儒家)로서

다. 곽광(霍光, 자는 子孟)이 나아가고 물러남에 떳떳하여 조금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던 것과 같다.

의 덕목에는 치명적이었다. 서법(書法)에 대해서조차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경계하였고, 서가(書家)라는

‘명철보신(明哲保身)’은 도해전(倒薤篆)의 변체를 방형에 양문으로 새겼다. 그윽한 자태는 이슬을 머금었는

말을 듣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들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완물상지(玩物喪

데, 마치 교녀(鮫女)가 울면서 이별하다가 뚝뚝 떨어진 눈물이 구슬로 맺힌 듯하다.…(중략)…이밖에도 몇

志)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 던졌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먼저 김상헌의 「군옥소

개는 매우 정밀하여 마치 고문(高門) 세족(世族)의 집에 들어간 듯하다. 뜰에 보이는 것마다 지란(芝蘭)과

기(群玉所記)」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옥수(玉樹)가 아닌 것이 없으니 이루 다 형용할 수 없다. 아! 인장의 오묘함을 모두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부족하나마 여기에 기록하여 동호인(同好人)들과 함께 하노라.4)

청음거사(淸陰居士)는 인장 수 십매(枚)를 가지고 있다. 칼로 옥을 다듬어 상자에 가득한데 눈부시게 빛
이 난다. 잘 포장하여 금대산(金臺山) 석실(石室)에 갈무리하고 ‘군옥지소(群玉之所)’라 하였다. 거사는 성

김상헌은 다른 사람이 새긴 인장을 수집하거나 남에게 새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새겼음을

품이 졸박하다. 평소에 좋아하여 가지고 노는 것도 없고 수장한 것도 없다. 다만 인장에 대해서만은 호

알 수 있다. 그것도 재질에 따라 형태를 다르게 하였고, 형태에 따라 전문(篆文)을 달리 했으며, 전문(篆

색한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듯 즐겨하였다. 비록 다른 좋은 것이 있더라도 이것과 바꾸지 않았다. 인장마

文)에 따라 필세(筆勢)를 달리하여 새겼다. 그리고는 자신이 새긴 인장들에 대해 품평까지 하였다. 자신이

다 재질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고, 형태에 따라 전문(篆文)을 달리 했으며, 전문(篆文)에 따라 필세(筆勢)

새긴 인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쾌청한 날이면 궤안에 인장을 늘어놓고 어린 아이처

를 달리 했다.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은 점이 있고,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점이 있었다. 네모난 것은 구(矩)

럼 좋아했던 청음, 호색한이 여인을 좋아하는 것보다 인장을 사랑했다던 청음은 누구보다도 완물상지(玩

에 다 맞았으며, 둥근 것은 규(規)에 다 맞았다. 긴 것은 좁으면서도 가늘게 했으며, 큰 것은 웅장하면서

物喪志)의 기롱(譏弄)을 받았을 법하다. 그렇다면 청음은 완물상지의 기롱을 어떻게 벗어났을까?

도 엄숙하게 하였다. 파리하되 성기게 하지는 않았으며, 풍석(豊碩)하되 빽빽하게 하지는 않았다. 곡선으

청청음은 이 글에서 25방의 인장에 대해 품평을 하였다. 먼저 인문(印文)을 밝

로 하되 직선에 배치되지 않게 하였으며, 기이하더라도 정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모두 법에 맞도

힌 다음 인장의 형태, 전문의 종류, 주백문(朱白文)의 구분에 대해 설명하였으

록 하였다. 형태와 모양에 따라 각각 품제(品題)를 하여 흠결과 아름다움을 모두 나타냈지만 그 훌륭함을

며, 끝에는 그 인장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각 인장의 마지막 부

가리지는 못했다. 언제나 맑고 쾌청한 날이 되면 자리와 궤안(几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좌우에 진열해

분에 설명하고 있는 인장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문의 형태에 대해서

놓고 만지작거리며 가지고 놀았다. 참으로 예원(藝苑)의 청완(淸玩)이요, 문방(文房)의 비진(秘珍)이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언사들로

‘모인(某印)’은 거사의 성명(姓名)이다. 그 형태는 방형이고, 전문은 착문(錯文)이며 그 획은 양문(陽文,

<사진 8> 청음

수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장마다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처

즉 朱文)이다. 네 글자 중에서 세 글자는 크고 한 글자는 가늘다. 여기에는 땅의 법칙(地道)이 가득 찬 것
을 변화시키고 겸허한 것을 채우는 상(象)이 있는 것 같다.

4) 金尙憲, 『淸陰先生集』권38, 「群玉所記」. “淸陰居士有章數十枚, 欹劂次玉, 纍纍滿函, 燦然爛然, 巾之襲之, 閣之于金臺之山石室之內,

‘숙도(叔度)’는 거사의 자(字)다. 그 형태는 위와 같고 서체는 대전(大篆), 획은 음문(陰文, 즉 白文)이다.

命曰群玉之所. 居士性樸拙, 平生無玩好, 無藏畜, 獨於此嗜之, 若淫者之好好色, 雖有他好, 不與易也. 每章隨質異形, 隨形異篆, 隨篆異勢,

예스러우면서도 화려하지 않다. 마치 동중서(董仲舒, 江都相을 역임함)의 학문이 순정치 않은 것은 아니지

依形肖貌, 各有題品, 疵美具著, 瑕瑜不掩. 常遇晴檐暖日, 掃席拂几 陳列左右, 摩挲手弄, 眞藝苑之淸玩, 文房之祕珍也. 其一曰某印者,

만 정채(精彩)가 적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異有不異, 同有不同. 方以盡矩, 員以盡規, 長者欲其狹而細, 大者欲其莊而儼, 瘦不失之疏, 豐不失之密, 曲而不畔於直, 奇而不害於正, 皆法也.
居士姓名也. 厥形方, 厥篆錯, 厥畫陽, 四字之中, 三字大一字細, 而狀類之玄有地道變盈流謙之象. 次曰叔度者, 居士字也. 厥形同上, 厥書大篆,
厥畫陰, 古而不華, 如董江都學問, 非不純正, 而少精采. 曰淸陰者, 居士號也. 方形也, 玉筯也, 陽畫也, 其象如二童子綴耦, 間植玉戚, 周庠舞勺,
幼儀可觀. 曰兩朝經筵近臣者, 其形方而袤與上同. 篆也, 陽也, 資狀端正, 如霍子孟進止有常, 不失尺寸. 曰明哲保身者, 變倒薤法也, 方也, 陽也,

2) 이 부분은 필자의 「文人 篆刻家의 등장과 藏書印」(『문헌과해석』 25호, 2003년 겨울)을 기초로 한 것이다.

幽姿帶露, 如鮫女泣別, 點點成珠.…(中略)…此外若干枚, 箇箇精好, 如入王謝家, 階庭所見, 無非芝蘭玉樹, 不可殫狀. 嗚呼! 非盡圖書之妙者,

3) 유가(儒家)의 중요 경전 중의 하나인 『서경(書經)』 「여오(旅獒)」에서 유래하였다.

其孰能與論於此乎? 聊記之, 與同好者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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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각법(刻法)이나 장법(章法)에는 관심이 없다. 주역의 괘사를 인용하기도

택당(澤堂) 이식(李植)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혼천의(渾天儀)를 직접 만들 정도로 역법(曆法)에 밝고 손

하고, 고전의 인물들을 끌어다가 설명하기도 한다. 현재 청음이 새긴 인장들이

재주가 뛰어났다. 또 전서(篆書)를 잘 쓰기로 현종(顯宗)에까지 알려진 인물이다. 문곡(文谷) 김수항(金壽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근역인수』에 실려 있는 인영을 통해 부족하나마 그

恒, 1629∼1689)과는 일찍부터 친분이 있었고 삼연(三淵) 김창흡(金昌翕, 1653〜1722)은 그가 죽자 만시(

의 품평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상헌의 호를 새긴 ‘청음(淸陰)’인은 주문 방형

挽詩)를 지었다. 장동 김문(金門)과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에 옥저전(玉筯篆)을 사용했다. 청음의 설명에 따르면 두 동자가 나란히 서서 사
<사진 9> 명철보신

이에 옥척(玉戚)을 세워두고, 주나라 태학에서 주공(周公)이 만들었다는 ‘작(勺)’

육예(六藝)의 숲에서 유희하며 역법(曆法)에도 노닐었는데,

을 춤추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듯한 형상을 보고 주공이 만든 춤을 추고 있다

정묘한 뜻은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고 혼천의와 그림에도 박식하였네.

고 유추하는 발상이 기발하다. 과연 이 인장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청

집에는 석고문(石鼓文)을 걸어 놓고 궤안(几案)에는 화산(華山)의 옥돌을 쌓아 놓고서

음은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명철보신(明哲保身)’인은 주문 방형에 도해전(倒薤篆)의 변체를 새겼다.

낭낭한 제례(祭禮)의 악기(樂器)처럼 그대로 담박하게 머물다간 나그네라네.5)

각 획의 마지막 부분을 눈물방울처럼 형상화하였다. 청음은 이를 보고 교녀(鮫女)가 울면서 이별하다가
뚝뚝 떨어뜨린 눈물이 구슬로 맺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쩌면 사리에 밝아 욕된 곳에 자신을 빠뜨

그의 생평(生平)을 그대로 드러낸 만시의 일부이다. 일찍이 그의 인장은 『근역인수』에 수 십방이 올라 있

리지 않고 보전했던 청음의 눈물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청음은 단순히 인장 자체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

어 전각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던 중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로 경기도 화성

는 것이 아니라, 각 인장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들은 바로 청음 자신에 대한 다짐이자, 청

군 오산에 있던 그의 무덤을 이장하게 되었는데, 83방의 인장이 백자 항아리 속에 담겨 출토됨으로써 전

음이 추구하는 세계의 모습들이다. 또한 그 너머로 일렁이는 청음의 상고(尙古) 정신을 쉽게 감지할 수 있

각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났다.6) 아울러 그의 장자인 홍진종(洪鎭宗, 1649∼?)의 무덤에서도 10방의 인장

다. 청음에게 있어 인장은 단순한 완상(玩賞)의 물건이 아니었다. 인장은 고인을 만나는 곳이자, 고인에 대

이 출토되었다. 홍석귀는 평생 자신이 새겼던 인장들을 고스란히 무덤에 가지고 갔던 것이다. 이 인장들

한 자신의 느낌을 형상화하는 수단이었다. 그것은 각 인장에 청음이 부여한 의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장동(壯洞) 김문(金門) 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짐작할

따라서 유가들이 그토록 꺼렸던 완물상지란 언사도 이런 청음의 발언 속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

수 있듯이 홍석귀가 남긴 인장에서 청음풍 인장의 영향을 살필 수 있다. 옥저전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회

었다. 완물상지를 무력화시킨 청음의 해석이야말로 조선의 문인들이 칼을 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을

화성을 강조하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점들이 그러하다. 청음의 손자인 문곡(文谷) 김수항(金壽恒)

것이다. 또한 동호인(同好人)들을 향한 청음의 발언은 이후 안동 김씨 가문은 물론 전각을 좋아했던 문인

도 「제이생송제전장첩(題李生松齊篆章帖)」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전각(篆刻)은 본디 자잘한 재주〔小技〕이다. 공자의 “장기와 바둑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

(2) 홍현보의 「수재도서기(守齋圖書記)」

아무 것도 하지 않느니만 나은 것이다.”라는 말은 아무데도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을 심하게 질책한 말이
다. 이제 창주(倉籒)의 유법이 오히려 이에 힘입어 남아있음을 볼 수 있으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

「군옥소기」의 영향은 컸다. 청음 이후 수많은 문인들이 인장에 관심을 가졌고, 그의 자손과 문인들을

는가? 나는 본디 전서(篆書)를 잘 알지 못하지만 좋아하기는 거의 벽(癖)이라 할만하다. 사람들이 장기나

중심으로 직접 전각을 한 문인들이 증가하였다. 청음의 현손인 김익겸(金益謙, 1701〜1747)도 전각에 뛰

바둑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전각(篆刻)에 대해서는 도리어 대수롭지 않게 여김을

어났다. 그는 자가 일진(日進), 호는 잠재(潛齋)로 김수증(金壽增)의 손자이자 김창국(金昌國)의 서자(庶子)

나는 이상히 생각했었다.7)

다. 이덕무는 『청비록(淸脾錄)』에서 그가 도장을 잘 새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청음 이후 안동(安東) 김문(金
門), 특히 장동(壯洞) 김문에는 전각을 잘했던 인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7〜18세기에 걸쳐 명
문으로 성장하면서 청음풍의 인장은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 인물이 홍석귀(洪錫
龜, 1621〜1679)이다. 그는 남양(南陽) 홍씨로 자가 국보(國寶), 호는 동호(東湖), 구곡산인(九曲山人)이며

5) 金昌翕, 『三淵集』권1, 「洪海州錫龜挽」. “游戱六藝林, 蔚然游夏學, 精意妙入神, 圭臬丹靑傳. 堂掛石鼓文, 几積華山璞, 琅琅禮樂器, 聊以澹留客.”
6) 남양홍씨 종중에서는 이 때 출토된 인장의 인영에 설명을 첨부하여 족자로 만들었다.
7) 金壽恒, 『文谷集 』권26, 「題李生松 齊篆章帖」. “篆刻固小技也. 然孔子曰:‘不有博奕者乎? 爲之猶賢乎己.’ 此甚責其無所用心者也.
況於今得睹倉籕遺法, 尙賴有此, 則又曷可少哉! 余素不嫺篆書, 而其好之幾乎癖. 嘗竊怪世之人於博奕多好之, 而視此反有不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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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배불리 먹고 마음 쓰는 데가 없다면 딱한 노릇이다. 장기나 바둑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
거라도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던 공자의 말(『논어』「양화편」)을 인용하여 전각에

엄정하다. 마치 양진(楊震, ?〜124, 자는 伯起)이 여러 임금을 거치면서 재상이 되었지만 직도(直道)로 임
금을 섬긴 것과 같다.

대한 문곡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도 완물상지의 기롱(譏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고

‘체주현족상보군자이거이조(體主鉉足象輔君子以擧而措)’는 고정(古鼎)의 형상이다. 그 의미를 따져보면

(尙古)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전각이 비록 자잘한 재주이지만 이를 통해 고대 창주(倉籒)의 유법(遺法)을

이름과 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데, 이름과 자(字) 네 글자는 원형의 음각으로 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살펴볼 수 있으니 어찌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특히 이 글은 김수항이 이송제(李松齊, 1645〜1763)

그 글씨는 소전(小篆)이고 그 문은 주백(朱白)을 섞었다. 의연히 태평(太平) 재상(宰相)의 기상으로 고문(高

에게 써준 것인데, 이송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당대 최고의 전각가 중 한사람이었다. 김수항

門) 세족(世族)의 풍류를 볼 수 있다.…(중략)…‘낙차유거(樂此幽居)’의 위쪽 두 글자는 잡체(雜體)의 주문

이 전라도 영암(靈巖)에 유배되었을 때 그 곳에서 김수항의 문하에 드나들었다. 특히 홍석귀(洪錫龜), 홍

(朱文)이고, 아래쪽 두 글자는 옥저전(玉筯篆)의 백문(白文)이다. 위쪽은 양이고 아래쪽은 음이며, 혹은 기

진종(洪鎭宗) 부자와 교유하였고, 당대 최고의 문사들에게 많은 인장을 새겨 주었다.

이하기도 하고 혹은 바르기도 하다. 이것은 태공망(太公望)의 종횡(縱橫) 진법(陣法)이다.…(중략)…‘규점상
가마언점불가위(圭玷尙可磨言玷不可爲)’의 ‘점(玷)’자와 ‘가(可)’자는 한 글자를 건너뛰어 중첩시켰다. 그러

홍현보(洪鉉輔, 1680〜1740)는 청음풍(淸陰風) 인장의 대표적인 추종자였다. 홍현보는 본관이 풍산(豊

므로 각각 한 글자를 제거하여 함께 보도록 하였다. 전문은 각각 다르며 양각이다. 굵게도 하고 가늘게도

山), 자는 군거(君擧), 호는 수재(守齋)이다.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1606∼1672)의 현손(玄孫)이

하여 각각 그 오묘함을 다하였다. 제갈량(諸葛亮)의 팔진도(八陣圖)가 풍운처럼 변화가 무궁한 것과 다름

며, 아버지는 홍중기(洪重箕), 아들은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이다. 그는 숙종 44년(1718) 정시문과

이 없다.…(중략)…‘인우기락(人憂己樂)’의 전문은 기법(奇法)에 가까우면서도 예스럽고 양각이다. 그 체(體)

(庭試文科)에 장원하였고, 영조 16년(1740)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평양에 있는 광법사사적비(廣法寺事蹟

는 큰 고목나무처럼 속되지 않다. 마치 안연(顔淵)이 누항(陋巷)에 살면서 단사표음(簞食瓢飮)마저 자주 비

碑)의 두전(頭篆)을 썼을 정도로 전서에도 뛰어났다. 흥미로운 점은 홍현보가 김상헌의 「군옥소기」를 모방

는데도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중략)…대개 이 크고 작은 것들은 각각 그 법식을

하여 「수재도서기(守齋圖書記)」를 남겼다는 점이다.

따랐기 때문에 모습이 같지 않지만 문방(文房)의 보배로 삼을만하다. 맑게 개인 창가에는 햇볕이 따사롭
고 조용한 서재에 할 일이 별로 없을 때 책상 위에 꺼내 놓고 차례로 만지작거리며 마음 가는대로 완상(玩

거사(居士)는 본래 성품이 담박하여 모든 사물에 대해 즐기는 것이 없었다. 다만, 고인(古人)들의 서법

賞)을 하고 있으면 세상일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서는 아취(雅趣)가 생겨난다. 비록 뛰어난 미인이

(書法)을 아주 좋아하였고, 그 중에서도 전가(篆家)의 여러 법을 더욱 좋아하여 도장(圖章)의 법에 대해

나 훌륭한 음악이 있어도 이와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오히려 완물상지(玩物喪志)의 경계함

대략이나마 알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여기에 뜻을 두었지만 서사(書史)의 공부에 방해될까 염려되고, 또

이 있었다. 우연히 청음(淸陰) 선생의 유집(遺集)을 읽다가 「군옥소기」를 보게 되었는데 선생께서 인장을

이 때문에 눈병이 생길까 걱정되어 수 십번을 그만두고 시험하지 않았다. 칩거한 뒤로는 한가하게 지내면

아끼심은 나보다 지나치셨다. 참으로 옛 사람이 내 마음을 먼저 얻었다 할만하였으며, 글 끝의 동호인들에

서 소일할 것이 없어졌는데, 옛 습벽은 여러 해 동안 스스로 그만 둘 수는 없는 것이었다. 옥(玉)이나 돌을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더욱 느끼는 점이 있었다. 아! 선생께서는 만고의 강상(綱常)을 잡으셨으며, 밝게 빛

갈고 다듬어서 성명(姓名), 성관(姓貫), 자(字), 당호(堂號), 거지(居地), 그 밖의 나 자신에게 절실한 문자

나는 의절(義節)은 일월(日月)과 그 빛을 다투셨으니 속물(俗物)에 매이는 바가 없으셨는데, 단지 인장을 아

들을 각 체의 전법(篆法)으로 썼다. 이 모든 일은 내 손수 하였으며, 간혹 몇 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

끼심이 너무 돈독하여 호색한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듯하다는 비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어찌 선생께

였는데, 또한 솜씨 좋은 사람〔善手〕들이었다. 그 수가 십여 매(枚)나 되었지만 이들이 한갓 완호(玩好)에서

서 여기에 벽(癖)이 있어서 그랬겠는가? 참으로 아끼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아끼게 되었기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상고(尙古)의 뜻이 담겨 있다.

문일 것이지만, 오히려 ‘인장의 아름다움을 모두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

가장 큰 인장의 바깥쪽에는 원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고, 안쪽에는 운룡(雲龍)을 새겼는데 용 머리에
는 ‘선(選)’자를 새겼다. 이것은 ‘채제총극용두선(蔡齊寵極龍頭選)’이라는 시어(詩語)에서 취한 것이다. 그

는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후생으로서 세대는 비록 선생과 멀지만 기문(記文)을 통해 선생의 뜻을 거의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게다가 내 ‘완물상지’의 우려 역시 그 글을 통해 깨뜨릴 수 있었다.8)…(하략)

획은 가는 양획이며, ‘비룡재천(飛龍在天), 이현대인(利見大人)’을 상징한다. 표면에 이것을 써서 임금에게
서 받은 영화를 자랑하는 의미를 담았다.
‘삼세정시장원(三世庭試壯元)’의 전문은 모인전(摸印篆), 그 획은 방형의 양각, 그 체(體)는 굴곡이 없이

8) 金洪鉉輔, 『先稿』, 「守齋圖書記」, 필사본, 개인소장. “居士性本淡泊於萬物, 無所嗜, 獨古人書法最好, 而其中篆家諸法尤益好. 粗識圖章之法,
自少時留意於斯, 或慮有妨於書史之工, 且恐祟爲阿賭之疾, 數十廢而不試矣. 屛蟄以來, 閒居無事, 舊癖終有年所不能自已, 或玉或石, 磨而治之,
姓名與姓貫與字與堂號與居地與其他文字之切於己者, 書以各體篆法, 此皆手自爲者, 或數箇有所 倩 於他人者, 亦是善手. 盖其數十餘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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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에 사용된 문자에 수준 높은 예술적 흥취가 드러나게 된다. 이 중에서도 전법은 인장에 새길 전서의
홍현보는 어려서부터 전서를 좋아하였고, 자연스럽게 전각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부에 방해될까 걱정

선택에 관한 문제로서 전각예술 특유의 표현 수단인 도법(刀法), 인면(印面)의 결구(結構)와 포국(布局)의

되어 여러 번 중도에 그만두었지만, 한가해지면서 옛 습벽이 돌아왔다고 하였다. 홍현보 역시 자신이 직접

문제인 장법(章法)과 함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인장에 어떤 문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서의 결

새김까지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자신의 작품임을 밝

구 규범에 부합하기도 하고 인면의 표현 형식에 알맞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학을 연구하는 것은 괴

히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습벽이 단순한 완호(玩好)의 차원이 아닌 상고(尙古) 정신의 발현임을 주장하고

이한 일로 여겨졌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기에 내놓고 연구할 수도 없었으며, 연구한다 해도 남에게 보일

있다. 그의 마음속 한쪽에 자리잡고 있는 ‘완물상지’란 단어에 대한 떨떠름한 심사를 읽어낼 수 있다. 홍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전각 열풍으로 촉발된 전서에 대한 관심은 전서 연구가들을 탄생시켰

현보가 자신의 인장을 품평한 내용을 보면 품평하는 방식이 김상헌의 「군옥소기」와 동일하다. 모두 18방

다. 그 대표적 인물이 김진흥과 허목이다. 이들이 남긴 연구 성과는 후대의 전서 연구가들에게 지대한 영

의 인장에 대한 품평을 하고 있는데, 인장 자체에 대한 기술보다는 각각의 인장이 상징하는 의미를 설명

향을 주었다.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 역시 청음의 품평 방식과 같다. 청음과 마찬가지로 고서 속의 옛 사람들을
끌어들여 인장에 의미를 부여한다. 각법(刻法)이나 전법(篆法)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형태미와 장식성을 추

김진흥(金振興, 1621〜?)은 조선에 사신으로 왔던 주지번(朱之蕃)이 남기고 간 『전결(篆訣)』을 연구하여

구하며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홍현보는 자신의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던 ‘완물상지’의 우려를

전서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한다. 그는 성리학 입문서라 할 수 있는 주자(朱子)의 『대학장구(大學章句)』를

「군옥소기」를 통해 깨끗이 씻어버렸다. 인장에 대한 청음의 해석을 수용함으로써 그 굴레로부터 벗어난

38종의 전서체로 쓴 『전대학(篆大學)』을 출간했는데, 당시 유림의 종장(宗長)격인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

것이다.

烈, 1607〜1689)이 서문을 썼기 때문에(1663년) 후대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전대학』의 출간은 이 시
기에 일었던 전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전대학』에 붙인 우암의 서문을 보자.
9)

(3) 미수전(眉叟篆)과 그 추종자들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것만 따르기를 좋아한다. 글씨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여 중국 고대의
명나라에 일고 있던 전각 열풍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으로 유입됨에 따라 전서(篆書)에 대한 관심

창힐(蒼頡)이나 사주(史籒)가 글자를 만들었던 유법(遺法)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풍속의 교화가 예스럽

이 증가하였다. 전각(篆刻)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장을 창작할 때 사용하는 한자(漢字)는 대부

지 못한 것만이 아니다.…(중략)…요즘엔 우리나라의 고서(古書)가 별로 없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문헌

분 전서로 되어 있다. 한자는 도형(圖形), 선(線), 필획(筆劃)의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는데, 전서는 가장

들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당대의 선비들은 이 책에서 사용한 글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먼저 형성된 서체로 도형에서 선으로 발전하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전각예술에는 중요

는 점을 생각하고 잘 완미(玩味)한다면 쇠락해가는 시대에 옛것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스스로 그

한 개념 세 가지가 있는데, 전법(篆法), 도법(刀法), 장법(章法)이 이들이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만둘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전(經傳) 장구(章句)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 풍속의 교화가 상고(上
古)로 회복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10)

此非徒出於玩好, 亦有尙古之意矣. 其最大者, 外畵象圓, 內刻雲龍, 龍頭刻壹選字, 盖取蔡齊寵極龍頭選之詩語, 其畫細, 陽畫, 其象飛龍在天,
利見大人, 表以書之以寓誇 君榮之意. 其次曰三世庭試壯元, 其篆摸印, 其 畫 方, 陽刻, 其體無屈曲而嚴正, 髣髴 若楊伯起累世作相,
以直道事君. 其曰體主鉉足象輔君子以擧而措者, 象古鼎而取其義則名與字, 自可推知而名與字四字, 圓而陰刻, 以便尋看. 其書小篆,
其文或朱或白, 依然太平宰相氣像, 可見王謝之風流.…(中略)…其曰樂此幽居, 上二字篆法 襍 體, 朱文, 下二字篆字玉箸, 白文, 上陽下陰,
或奇或正, 此太公縱橫陣 灋.…(中略)…其曰圭玷尙可磨言玷不可爲者, 玷字與可者, 間一字爲疊, 故各除其壹, 俾爲兼看, 其篆各法, 陽刻,
其畫或大或細, 各臻其妙, 無異於諸葛亮八陣圖, 風雲變化無窮.…(中略)…其曰人憂己樂, 其篆近於奇法而古, 陽刻, 其體高枯不俗, 與顔淵在陋巷,
簞瓢屢空, 不改其樂一般.…(中略)…凡此大小, 各隨其法, 面面不同, 要可爲文房之珍寶. 晴窓日靜, 幽齋少事, 出置案上, 次第摩挲, 隨意愛玩,

사람들이 편하고 쉬운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풍속이 옛날만 못한 것처럼 전서(篆書)에 있어서도 배우기
쉬운 소전체(小篆體)나 진나라 이후에 형성된 전서만을 사용하다보니 삼대(三代, 夏·殷·周)의 고문(古文)
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우암은 생각했다. 따라서 『전대학』처럼 상고(上古)의 글자체로 된
책을 읽게 되면 자연히 순수한 고대인의 마음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풍속의 교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俗事不入於耳, 雅意自生於心, 雖美色淸響, 不易此矣. 然余以此反有玩物喪志之戒, 偶閱淸陰先生遺集, 及見群玉如藪記, 先生之愛此,
殆過於余, 誠可謂古人先獲我心, 而尤有感於篇末相好者之言. 噫! 先生不得萬古綱常, 炳炳義節, 與日月爭光, 無所累於俗物, 只愛此甚篤,
至比於淫者之好好色, 豈先生有癖於此而然哉! 誠不期愛而自愛故也. 然猶曰非盡圖書之美者, 孰能與論於此. 余以後生, 世雖遠於先生,
因記文先生之志, 庶可以思得矣. 且余喪志之慮, 亦以此破却,…(下略)”
9) 이 부분은 필자의 「眉叟篆과 朗善君의 藏書印」(『문헌과해석』 19호, 2002년 여름)을 기초로 한 것이다.

10) 宋時烈, 『宋子大全』137권, 「篆大學序」. “世人喜趨便省, 於書爲甚, 故蒼籒遺法, 隱晦久矣. 非獨風化之不古也.…(中略)…今日不惟古書之罕有,
中朝文獻, 亦不可復見矣. 今世之士, 於此苟思其所自之不易, 愛玩無 斁 , 則其於漑 鬵 膏黍之感, 自不能已, 而因以了其經傳章句之指,
則其風化之復於古也, 亦庶幾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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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다. 결국 고문(古文)을 익히고 연구하는 목적이 문자학적인 측면에 있었다기보다는 현실 정치의 한 방

(古文)들이 인장(印章)에 사용되면서 조선 인장의 큰 줄기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특히, ‘미수전(眉叟篆)’으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진흥이 『전대학』을 썼던 바로 그 해(1661년), 송시열과의 예송(禮訟)에서 패배한

로 불리는 허목의 고문(古文)은 그의 당여(黨與)인 남인(南人)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그들의 글

후 삼척부사로 좌천되어 있던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은 조선 서예사상 가장 독특한 전서체로

씨는 물론 인장에 미수전의 영향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불리는 미수전(眉叟篆)으로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의 비문을 쓴다. 그러나 허목의 경우에는 고문으로
쓰여진 책을 읽음으로써 상고의 풍속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여겼던 우암과는 달리 고문을 직접 수집하고 연

5. 맺음말

구함으로써 상고(上古) 문화를 체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의 이런 생각들은 그
가 남긴 『기언(記言)』의 곳곳에 나타나 있다. 특히 임금께 올린 차자(箚子)를 보면 그가 고문을 연구하고
익히는 목적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서경(書經)』의 한 편인 「고요모(皐陶謨)」를 고문으로 써 올리면서 지

유득공(柳得恭1748〜1807)의 아들 유본예(柳本藝, 1777〜1842)는 「해동인보서(海東印譜序)」에서 당시
조선 문인들의 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은 「서진고요모차(書進皐陶謨箚)」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중고(中古)의 서적을 보았더니 사용한 인장들이 대전(大篆)과 기자(奇字)를 섞어 썼으며, 목각(木
신(臣)이 꼭 고문(古文)으로 글을 써서 올리는 것은 그 말씀이 순(舜)임금과 우(禹)임금께서 사용하신 말

刻)이 많고 성(姓)과 본관(本貫)을 나누어 썼다. 매권 첫 장에 인장을 탑처럼 쌓아 찍었는데 두 인장의 간

씀이고, 그 글이 순임금과 우임금께서 쓰신 글이고, 그 글자가 순임금과 우임금께서 사용하셨던 글자이니,

격이 머리카락도 허용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책을 파는 사람은 다시 잘라내 버렸으니 서사(書史)의 곤액

이를 통해 순임금과 우임금의 시절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도 이대로 따라 행동하신다

(困厄) 또한 심하다 할 것이다. 서화의 관지(款識)에 이르러서는 크기와 위치가 타당하지 않으니 이것은 미

면 순임금과 우임금의 치세를 이루실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더욱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

인이 연분(鉛粉)을 아무렇게나 찍어 발라 화장에 아무런 법식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비록 남위

11)

라옵니다.

(南委)와 서시(西施) 같은 미인이라 해도 사람들이 바라보고 비웃을 것이다. 인장(印章)이 비록 소기(小技)
라 해도 그 도에서 벗어나면 대가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다.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12)

그는 평생 고문(古文)을 좋아했지만 선진(先秦) 이전의 글자, 즉 삼대(三代)의 문자만을 고문
으로 인정하였다. 문장에 있어서도 선진 이전의 문장들만 주로 읽었고, 경전을 공부함에 있어

북학의 영향 속에서 청대 인장 예술에 눈을 떴던 유본예로서는 당시 조선의 인장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

서도 사서(四書)보다는 육경(六經)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훈고학(訓 詁學)이나 고증학(考證

졌던 게 당연한 일이다. 북학파 지식인들은 이미 조선의 인장문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인장문화

學)에 빠져들지는 않았다. 그에게 있어 고문(古文)은 문자(文字)이기 이전에 상고(上古) 문화

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인장에 담긴 상고(尙古) 정신을 추구

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문자학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진나라 때 만들어진 소

하지도 않았고, 완물상지의 경계에 귀기울이지도 않았다. 오직 예술적 측면에서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전체(小篆體)를 고문(古文)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설문해자(說文解字)』 역시 수 용하지 않았

다. 하지만 임란 이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조선 문인들의 인장에 대한 인식의 초점은 다른 데 있었다. 그

다. 그가 평생 고문의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결실은 『금석

것은 인장에 교육적 의미와 함께 상고(尙古) 정신의 회복을 꾀한 것이다. 또한 완물상지(玩物喪志)의 비판

운 부(金石韻 府)』, 『고문 운 율(古文韻律)』, 『고문 운 부(古文韻部)』라는 방대한 분량의 고문자전

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그 틀은 김상헌과 허목에 의해 만들어졌다. 김상헌은 인장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

(古文字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작업은 문자학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문(古文)을 통한 상

하고 다시 상고 정신을 불어넣음으로써 ‘완물상지’라는 유가적 사유의 굴레를 벗어났다. 허목은 미수전이

고문화의 회복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자학적인 측면보다는 서법을 통한 상고(上古) 문화의 회복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허목의 이 업적은 후학들에게 의해 계속 이어졌고, 이들이 연구한 고문

12) 柳本藝, 『樹軒集』,「海東印譜序」, 필사본, 개인소장. “印章權輿於古之符節, 而漢官儀有古印式, 則此其譜始也. 夫印章莫美乎兩漢,
書之者非盡良史, 刻之者未必巧工, 而方硬古拙, 縱橫疎密, 各得其宜者, 何也? 以其時代之近古也. 至於後世, 行書出而小篆廢, 獨於印文,
摹擬古法. 譬之古樂, 鐘磬簫管塤篪祝敔, 其制雖存, 其妙不可得而究也. 此所以今之印不及古也. 且古印大不過方寸, 皆用白文, 自唐以後,
公私印始用朱文, 則古法亦廢矣. 然善手名刻, 繼武而起, 雖不如漢代之美, 決非吾東之所可及者也. 余見中古書籍, 所用圖章, 混書大篆奇字,

11) 許穆, 『記言別集』권3, 「書進皐陶謨箚」. “臣必以古文書進者, 其言虞夏之言, 其書虞夏之書, 而其文虞夏之文, 虞夏之際, 可想也, 殿下遵而行之,
亦虞夏之治也. 伏乞聖明深思而加勉焉.”

又多木刻, 分書姓貫, 每卷第一葉, 累印如塔, 兩印相去, 間不容髮, 鬻書者, 又輒割去之, 書史之厄, 吁亦甚矣. 至於書畵款識, 大小位置失其宜,
則此何異於美人雜施鉛粉, 畵暈無法, 雖南威西子, 人必望而笑之也. 印章雖小技乎, 苟失其道, 亦足以見棄於大方, 可不愼哉!”
조선과 청조 문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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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고전(古篆)을 통해 상고정신의 회복을 제창하여 ‘완물상지’의 기롱(譏弄)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당시
의 인장이 형태미나 장식성에 치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고정신의 회복을 제창하거나 철학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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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지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점들이 조선조 인장의 한
계로 작용하기도 했다. 후대에 각법(刻法)이나 전법(篆法)을 무시했다는 비평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도 여
기에 있었다.

중국의 장서가(藏書家)들은 저술가(著述家)·수장가(收藏家)·출판가(出版家)의 모습으로 중국문화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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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국의 전적들은 보존될 수 있었고, 인쇄문화도 더불어 발달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명말청
초(明末淸初)의 장서가이자 출판가인 모진(毛晉)을 들 수 있다. 모진(毛晉, 1599-1659)은 송원(宋元)의 고
판본을 주로 수장하였다. 다른 사람보다 비싼 가격에 서적을 구입했기 때문에 당시의 서상(書商)들이 그
에게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세상의 어떤 장사도 모씨(毛氏)에게 책을 파는 것만 못하다(三百
六十行生意, 不如鬻書于毛氏)’는 유행어까지 생겨났을까? 장서가 8만 4천 책에 이르게 되자 ‘급고각(汲古
閣)’과 ‘목경루(目耕樓)’를 세워 수장하였다. 목경루에는 보통 판본, 급고각에는 선본을 수장했는데, 송원
(宋元)의 판본이 아니면 여기에 끼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는 장서만 좋아한 것이 아니었다. 서적의 출판을
좋아하여 명나라 만력(萬曆) 말기부터 청나라 순치(順治) 연간에 이르기까지 3대(代)에 걸쳐 40여 년 동
안 600여 종의 서적을 출간하였다. 전겸익(錢謙益)의 말대로 모씨(毛氏)의 서적들이 천하를 활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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