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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참고용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기록문화의 발달로 참고용 사전의 편찬과 

이용이 활발하였습니다.     

국가는 통치 및 백성 교화의 정치·사회적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로 

학자를 동원하여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을 

편찬한 후 활자본 등으로 간행하여 보급했습니다.  

민간에서도 과거시험 및 지식인의 지적 소양과 관련된 옛 문헌 속의 유명 

문구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정리한 어휘 사전인 유서類書의 편찬과 간행이 

유행하였습니다.

한자사전과 외교문서·공문서·편지글·시 등과 관련된 참고용 사전은 특히 

수요가 많아 활자본이나 목판본으로 간행 판매되었고, 여성 생활백과사전과 

어류 사전 그리고 현상·사물의 이름 관련 사전도 편찬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통문명국가인 조선에서 실용 사전이 광범위하게 편찬되어 

이용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백과사전·한자사전·생활백과사전·이름사전 등 

다양한 종류의 사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서 개최하는 상설기획전 “조선의 사전”의 전시 도록이며, 

11월 10일 개최한 제24회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의 강연록을 수록하였다.

이 도록에 수록된 전시자료에 대해서는 편저자/판본/발행연도/책수/크기(가로×세로 cm)/청구기호 순서로 표기하였다. 

일러두기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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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양반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참고용 정보는 

무엇이었을까. ‘가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 수요가 많아 상업용으로 편찬된 생활백과사전을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점에서 시기는 

비록 늦은 1871년이지만 세로×가로의 크기가 8.8×3.7cm의 

초소형으로 만들어져 포켓용 생활백과사전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동판수진일용방 銅板袖珍日用方』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동판수진일용방』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첩帖의 형식으로 제작된 

초소형이기는 하지만 면수가 총 160면이나 되어 결코 적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의 표지에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참고용 정보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조선시대 

양반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참고용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서식婚書式			 	 혼례	관련	글의	형식	

조상식吊狀式				 문상과	관련하여	쓰는	글의	형식	

축문식祝文式				 제사	때	쓰는	제문	형식	

통문투通文套				 같은	종류의	기관이나	관계	인사	등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통지하던	문서

노정기路程記				 서울에서	전국	모든	고을에	이르는	길과	그	위의	일정	

지도地圖			 	 8도의	도별	지도		

국계도國系圖				 조선	임금들의	계보

탄일誕日			 	 임금,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왕비의	탄생	연월일	

국기國忌			 	 임금이나	왕비의	제삿날	

관직칭호官職稱號			 영의정부터	찰방에	이르기까지	주요	관직의	이름	

영사칭호營司稱號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청	이름	

선택류選擇類				 혼인	등	여러	기념일에	좋은	날이나	피해야	할	날	

생기법生氣法				 사람의	매일	운수를	보는	방법	

직성법直星法				 사람의	나이	운수를	보는	방법	

삼재출입三災出入			 세	가지	재앙이	들고	나는	것을	아는	방법	

방소법方所法			 	 이사	등을	할	때	길한	방향과	흉한	방향을	가리는	방법	

납갑법納甲法				 침을	시술할	혈穴의	자리를	찾는	방법	

고간지古干支			 	 연도를	가리키는	간지干支의	옛	단어	

십이삭소속十二朔所屬			열두	달에	대한	여러	이름	

단방약單方藥				 한	가지만	가지고	병을	다스리는	약	

잡방雜方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치료법	

앞표지에	
수록된	내용

뒷표지에	
수록된	내용

조선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참고용 
정보

중앙집권국가이자 교화 중심의 유교 국가를 

추구했던 조선은 국가의 통치와 모범적인 

유교 질서의 확립을 위해 수많은 문헌을 

만들어냈습니다. 민간에서도 관리가 되기 

위해, 유교적 소양을 높이고 국가 및 인문·자연 

현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문화를 발달시켜 나갔습니다.

기록문화가 발달한 문명에서 다양한 정보의 

용례 및 출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찬한 

참고용 사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욕구는 

큽니다. 현재 국내외에 330여만 책, 107여만 

문서가 전해질 정도로 기록문화가 발달한 조선 

또한 참고용 사전의 편찬과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에서 국가가 편찬하여 간행한 가장 

방대한 백과사전은 100권 40책의 『동국 

문헌비고』1770입니다. 국가의 통치에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정보를 하늘, 땅, 국가의 행사 

절차, 행사 음악, 군사, 법률, 조세, 국가예산, 

호수와 인구, 시장, 관리선발, 학교, 관직 등 

13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민간에서도 우리나라 관련 옛 문헌에 수록된 

주요 어휘의 용례를 첫째, 중국어 운韻의 

순서에 따라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두 종류의 어휘사전을 편찬하여 간행했습니다. 

또한 지식인의 유교적 소양과 과거시험에 

필요한 경전의 주요 문구만 주제별로 정리한 

참고용 어휘사전도 유행했습니다.

조선 기록문화의 핵심 문자인 한자에 대해서는 

첫째, 중국어 운韻의 순서에 따라 둘째, 한자 

부수의 획수에 따라 찾아볼 수 있는 두 종류의 

사전이 간행되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지식인에게 필수적이었던 편지, 공문서, 

외교문서의 기본 유형을 편집한 참고용 사전, 

일상에 필요한 생활백과사전, 간단한 포켓용 

사전도 간행되어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이밖에 수요가 많지 않아 필사본만 전해졌지만 

오늘 날에는 자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어류 사전인 『자산어보』, 사물과 현상의 

이름을 정리한 사전 등 독특한 사전도 

다양하게 편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사전의 
발달

조선의	사전 조선의	사전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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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조선시대 국가에서 통치를 위해 가장 

필요로 했던 참고용 정보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민간의 양반 사회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가에서 편찬한 대표적인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동국문헌비고』는 1669년에 영조 임금의 명을 받아 

홍봉한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이 동원되어 1770년에 

완성한 100권 40책의 거질 백과사전입니다. 

그 안에 수록된 13개의 항목考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조선시대 국가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참고용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조는 1782년정조 6 이만운 등에게 변경된 법령과 제도 등을 증보 편찬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물이物異 등 7개의 항목考을 첨가하여 146권으로 완성한 후 『증보동국문헌비고』란 이름을 

붙였지만 활자본 또는 목판본으로 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903년광무 7에 고종의 명으로 찬집청을 설치하여 체제와 내용을 정리 보완하고는 16개의 

항목 250권 50책으로 완성하여 1908년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신연활자본으로 

간행하였습니다. 『동국문헌비고』에 없으면서 『증보문헌비고』에 첨가된 3개의 항목考과 

보충된 2개의 내용은 모두 이만운이 편찬한 것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고象緯考	1~5권

상위象緯는	해·달과	지구와	가까운	금성·수성·화성·

목성·토성	다섯	개의	별을	가리키는	용어로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	전체.

	여지고輿地考	6~22권

여지輿地는	땅을	수레에	담는다는	뜻으로	

땅과	관련된	정보

	예고禮考	23~38권

국가적인	제사	및	장례	등의	유교적	형식과	

절차	관련	정보

	악고樂考	39~51권

	 국가	행사에	사용되는	음악	관련	정보

	병고兵考	52~55권

	 국방	및	군사	제도	관련	정보

	형고刑考	56~62권

	 통치	법률	관련	정보

	전부고田賦考	63~66권

	 토지와	그것에	부과하던	조세	관련	정보

	재용고財用考	67~70권

	 국가의	예산과	집행	관련	정보

	호구고戶口考	71권

	 국가의	호수와	인구	관련	정보

	시적고市糴考	72~73권	

	 시장	유통과	빈민	규휼	정책	관련	정보

	선거고選擧考	74~82권

	 관리의	선발	및	임명	관련	정보

	학교고學校考	83~90권

	 학교	교육	및	인재	양성	관련	정보

	직관고職官考	91~100권

	 국가의	관직	제도	관련	정보

	물이物異

	 상위고象緯考의	뒤쪽인	9~12권에	보충되어	있으며,	

	 이상	기후나	벌레	때문에	발생한	재해,	질병	관련	정보

	궁실宮室

	 여지고輿地考의	뒤쪽인	37~39권에	보충되어	있으며,	

	 궁궐	등	임금과	왕실	관련	건축물	정보

	제계고帝系考

	 40~53권에	있으며,	그	중에	임금의	계보	관련	정보인	왕계王系는	

	 40~45권에,	우리나라	성씨	관련	정보인	씨족氏族은	

	 46~53권에	수록

	교빙고交聘考

	 171~183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외교관계	관련	정보

	예문고藝文考

	 242~250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역대	저술,	

	 임금의	제문,	문집류	관련	정보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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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수	편/	투인본	/	1871	/	8.8×3.7cm	/	1첩(160면)	/	古2702-60

동판수진일용방	
 銅板袖珍日用方

수진袖珍은 ‘옷소매 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소중한 물건’, 일용방日用方은 ‘일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뜻이다. 1871년 구리판銅板에 새겨 찍어낸 포켓용 생활백과사전으로 혼례 관련 글 형식, 

조문 관련 글 형식, 제사의 축문, 통지문, 전국 주요 지점의 거리 정보, 도별 지도, 국가 기념일, 

관직 이름, 관청 이름, 길일 택하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기본 서식을 수록하였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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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

홍봉한	등	편	/	금속활자본	/	1770	/	30.9×19.0cm	/	40책(100권)	/	한古朝31-20

영조의 명을 받아 홍봉한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동원되어 편찬한 100권 40책의 국가 통치 

관련 정보의 백과사전이다. 국가의 통치에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정보를 하늘 象緯考, 땅輿地考, 

국가의 행사절차禮考, 행사음악樂考, 군사 兵考, 법률 刑考, 조세 田賦考, 국가예산 財用考, 호수와 인구 戶口考, 

시장市糴考, 관리선발 選擧考, 학교 學校考, 관직 職官考 등 13개 항목의 순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금속활자로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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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박용대	등	편	/	신연활자본	/	1908	/	26.7×17.7cm	/	50책(250권)	/	한古朝31-5-7

1903년 고종의 명을 받은 박용대 등이 편찬하기 시작하여 1908년에 근대의 연활자로 

간행 보급한 국가 통치 관련 정보의 백과사전이다. 1770년에 완성된 『동국문헌비고』의 내용에 

1782년부터 이만운 등이 증보한 것, 1903년부터 박용대 등이 증보한 것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동국문헌비고』의 13개 항목에 왕족의 계보와 성씨 관련 「제계고 帝系考」, 

외교 관련 「교빙고 交聘考」, 역대문헌 관련 「예문고 藝文考」 등의 항목이 첨가되어 있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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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를	큰	글씨로	쓰고,	두	줄의	작은	글씨로	어휘가	들어가	있는	문장과	출처를	밝힘

	 	 어휘가	고유명사인	경우	지리地理·나라이름國號·성씨姓氏·사람이름人名·효자孝子·열녀烈女·

	 	 지방관守令·신선이름仙名·나무이름木名·꽃이름花名·짐승이름禽名	등	1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

『시경 試經』 등 중국의 다양한 문헌에 대해 운자가 아니라 주제별로 어휘를 배열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중국의 백과사전도 편찬되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이를 수입하여 사용했는데, 수백 권에 

달할 정도로 양이 많아, 조선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양을 대폭 축소하여 편찬한 대표적인 문헌이 

47권 30책의 『유원총보類苑叢寶』입니다. 김육1580~1658이 1646년인조 24에 완성한 후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유행하였는데, 그 주제별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천도문天道門	1~3권	:	하늘과	하늘	관련	여러	현상

•	천시문天時門	4권	:	시간과	관련된	현상

•	지도문地道門	5~7권			:	땅,	바다,	강,	도시	등	하늘	아래의	여러	현상

•	제왕문帝王門	8~10권		:	임금과	관련된	현상

•	관직문官職門	11~24권	:	신하와	관련된	내용으로	관직이	주를	이룸

•	인륜문人倫門	25~27권	: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정치적·사회적·생물학적	관계

•	인도문人道門	28권	: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도리

•	인사문人事門	29~32권	:	인간의	학문적·사회적·도덕적·경제적	지위

•	문학문文學門	33~34권	:	학문	관련	정보

•	필묵문筆墨門·새인문璽印門·진보문珍寶門	34~35권	:	글쓰기	도구,	임금	및	기타의	도장,	보석

•	포백문布帛門·기용문器用門·음식문飮食門·관복문冠服門·미곡문米穀門	

																			35~38권	:	옷감,	도구,	마실	것,	관복,	주요	곡식

•	초목문草木門	39~40권	:	풀과	나무					

•	조수문鳥獸門	41~44권	:	새와	짐승

•	충어문蟲魚門	45~46권	:	벌레와	물고기	

•	부록附錄	47권	:	사방	오랑캐와	귀신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과 조선의 방대한 문헌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각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를 쉽게 찾아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과 관련된 어휘는 원나라 때 

편찬된 『운부군옥韻府群玉』 등을 수입하여 다시 목판본으로 찍어내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관련된 어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권문해1534~1591가 1589년선조 22에 필사본으로 완성한 후 1836년헌종 2에 목판으로 간행한 20권 20책의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이 대표적입니다. 『대동운부군옥』은 『사기史記』 등 중국책 15종, 『삼국유사』 등 

우리나라 책 174종에 수록된 우리나라 관련 어휘를 한자의 중국어 소리에 입각한 운자韻字에 따라 

편집한 것입니다. 한자의 운자에 상대적으로 익숙했던 조선시대의 지식인에게는 운자에 따른 배열이 

쉬운 편이었지만 현대의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워 『대동운부군옥』의 편찬 방식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어에	기초한	한자	소리의	첫	번째	자음	聲母을	뺀	모음의	운자	韻字에	따라	배열

	 사례	_	東동에	속한	운자	:	東동·公공·紅	홍·籠	롱·蒙	몽	등에서	

										 									첫	자음인	‘ㄷ·ㄱ·ㅎ·ㄹ·ㅁ’을	빼면	모음이	모두	‘옹’으로	같음

	 	 같은	운	韻의	한자를	소리의	높낮이와	장단	長短이	다른	

														 상평성	上平聲·하평성下平聲·상성	上聲·거성	去聲·입성	入聲	등	다섯	가지로	묶어서	배열

	 •	평성	平聲		처음부터	끝까지	높이가	같은	소리,	운자	수는	30개

				 		·	상평성	上平聲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소리	

			 		·	하평성	下平聲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소리	

	 •	상성	上聲		처음에는	낮고	끝은	높은	소리,	운자의	수는	29개	

	 •	거성	去聲		처음에는	높고	끝은	낮은	소리,	운자의	수는	30개

	 •	입성	入聲		짧은	소리,	운자의	수는	17개

				 				※	수록	운자의	총수는	106개	 	

어휘	백과사전,	유서類書

1원칙	

2원칙	

3원칙	

4원칙	

사례	1	_	支	지	:	‘헤아리다度’이다.	‘버티다持’이다.	◯	‘나누다	分’이다.	

																			月支월지	:	진한	소속	50여	나라에	月支國	월지국이	있는데,	

																			辰王진왕이	그곳을	다스렸다.	[진수가	쓴	역사책(즉	『삼국지』)에	나온다]

사례	2	_		巵치	:	‘술그릇[酒器]’이다.	◯	둥근	그릇을	옛날에는	觗지라고	썼는데,	

																				뿔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漏巵누치	:	세상	인정은	강과	바다	속의	

																				‘새는	잔漏巵’가운데에서도	‘새는	잔漏巵’이다.	

																				[목은牧隱	(이색이	쓴	파한집)에	나온다]

어휘 백과사전, 
유서類書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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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사회 질서의 구성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제별 어휘 백과사전도 편찬되었는데, 12권 6책의 『만가총옥萬家叢玉』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 유교 경전에서 내용들을 발췌하여 수록했는데, 편찬자의 주관적 견해가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편찬자와 간행연도 등이 모두 미상이기는 하지만 목활자본으로 

간행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주제별 항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도부天道部	1권	:	하늘의	이치와	관련된	내용

•	군도부君道部	2권	: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	

•	신도부臣道部	3권	:	신하들이	지켜야	할	도리

•	정치부政治部	4권	:	통치,	교화	등과	관련된	내용

•	도학부道學部	5권	:	도덕,	예절,	의리	등과	관련된	내용	

•	이부吏部						6권	:	조선에서는	이조吏曹로,	관리	선발과	임용	관련	내용	

•	호부戶部					7권	:	조선에서는	호조戶曹로,	세금	및	예산	운용	관련	내용

•	예부禮部					8권	:	조선에서는	예조禮曹로,	국가	행사	및	제사	관련	내용	

•	병부兵部					9권	:	조선에서는	병조兵曹로,	군사	관련	내용

•	형부刑部					10권	:	조선에서는	형조刑曹로,	법	집행	관련	내용	

•	공부工部					11권	:	조선에서는	공조工曹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

•	잡부雜部					12권	:	인체,	인품,	곡식,	초목,	새,	짐승,	물고기,	곤충	관련	내용	

『유원총보』의 주제별 목록 순서는 하늘-땅-사람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통문명권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순서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유원총보』가 수록 어휘를 상당히 줄였다는 47권 30책 또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에 조선의 과거시험 등에 참조하기 위해 경전經典에 수록된 어휘 또는 문구만을 뽑아서 

주제별로 묶은 백과사전도 편찬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5권 3책의 『경서유초經書類抄』입니다. 

활자본·필사본·목판본 등 다양한 판본이 전해질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주제별 항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도부天道部		하늘과	하늘	관련	현상	

지리부地理部		땅,	바다,	강,	도시	등	하늘	아래의	현상

인륜부人倫部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군도부君道部		임금,	제후	등의	도리	

후비부后妃部		후비,	정실	등의	내용		

복서부卜筮部		길흉을	알기	위한	점치기

치화부治化部		교육이나	풍속	교화	

신도부臣道部		신하의	도리

용인부用人部		사람	쓰는	도리								

출처부出處部		벼슬에	나아가는	도리

상형부賞刑部		상과	벌의	도리								

군려부軍旅部		군대,	전쟁	등에	대한	내용

민생부民生部	백성의	삶	

농상부農桑部		농업	

공부부貢賦部	조세	

재화부財貨部	재물,	공업,	상업	등	

주식부酒食部		연회,	술,	음식

황음부荒淫部		음탕,	사치	등	

음악부音樂部		노래	

제사부祭祀部		제사

상권上卷

중권中卷

하권下卷

어휘	백과사전,	유서類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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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해	/	목판본	/	1836(최초본:	1589)	/	32.7×22.7cm	/	20책(20권)	/	한古朝41-31

대동운부군옥
 大東韻府群玉

권문해1534~1591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옛 문헌에 수록된 우리나라大東 관련 어휘를 한자의 중국어 

운자韻字에 따라 찾을 수 있도록 편찬한 백과사전이다. 1589년에 필사본이 완성되었고, 1836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수록 어휘의 양이 방대하지만 상당히 체계적이어서 여러 차례 새로운 

목판본으로 제작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 유행하였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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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육	/	목판본	/	발행년	미상(최초본:	1643)	/	26.7×17.9cm	/	25책(47권)	/	古031-77

유원총보
 類苑叢寶

김육1580~1658이 『시경』 등 중국의 다양한 옛 문헌에 수록된 주요 문구를 하늘 天道·天時·땅地道	등

주제별로 정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찬한 백과사전이다. 수백 권에 달하는 중국의 백과사전보다 

양은 훨씬 적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뽑아서 편찬하였기 때문에 

양반 지식인 사이에 인기가 많아 목판본으로 제작 보급되었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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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목판본	/	발행년	미상	/	21.2×16.0cm	/	3책(5권)	/	古032-115

경서유초
 經書類抄

유교 경전에서 중요한 문구를 발췌하여 주제별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찬한 백과사전이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경전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어 필사본·목판본·활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보급되었다. 여러 경전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 배우는 학자들에게 찾아보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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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목활자본	/	발행년	미상	/	28.5×18.3cm	/	6책(12권)	/	일산古6101-4

만가총옥
 萬家叢玉

『경서유초』처럼 유교적 사회 질서의 구성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전의 문구를 발췌하여 주제별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찬한 백과사전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첫째, 주제별 항목의 구성이 다르고 

둘째, 한 주제에 대해서도 관련 문구를 다양하게 찾아서 수록하였으며 셋째, 부분적으로 편찬자의 

주관적 견해가 기술되어 있다. 목활자본으로 간행 보급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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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목판본	/	발행년	미상	/	19.2×13.7cm	/	1책	/	古313-1

문자유집
 文字類輯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적인 글귀를 여러 책에서 발췌하여 주제별로 엮은 백과사전이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알맞은 글귀를 찾아 쓰는데 편리하게 하였고,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할 때 쓰는 옛 사람들의 말이나 교훈적인 유명한 글귀도 수록하였다. 특히 시를 쓸 때 

적절한 용어를 고르기 쉬운 시어 단어집 역할도 하여 민간에서 목판본으로 제작 보급하였다.

조선의	사전



31

 30

조선은 국내외의 공무,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치·행정적 관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가 일정한 규범이나 규칙 아래 작동하는 신분제 중심의 

전통문명국가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국가가 이러한 규범이나 규칙을 벗어나서 행동한다면 

상대에 대한 실례를 넘어 국가적·정치적·사회적 관계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범이나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했고, 이를 위해 참고용 

사전이나 생활백과사전이 만들어져 이용되었습니다. 

이 계통의 문헌으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것은 1514년중종 9에 임금의 명을 받아 어숙권생몰년 미상 

등이 편찬한 『고사촬요攷事撮要』입니다. 앞쪽은 명나라, 일본, 여진족과의 외교관계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외교문서의 기본 틀을 수록한 참고용 사전의 형식을, 뒤쪽은 관리뿐만 아니라 양반 사회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생활백과사전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12차례 이상 증보되거나 

개정된 판본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는 편지簡札를 보낼 때도 정치적 지위, 사회적 신분, 친족 관계, 남녀에 

따라 주고받는 형식이 엄격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대단한 실례로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편지의 

봉투부터 내용까지 작성하는 순서와 다양한 사례를 기록해 놓은 편지 서식 모음집이 필요했는데, 

5권 3책의 『한훤차록寒暄箚錄』이 대표적인 문헌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만 16종이 소장되어 있고 

다양한 목활자본으로 제작되는 등 상당히 많이 유통되었는데, 각 권에 수록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권			편지봉투의	형식을	비롯하여	편지	한통을	쓰는데	들어가야	할	구성	요소를	21가지로	분류하여	수록

•	2권			답장을	쓰는	형식을	12가지로	분류하여	수록

•	3권			상喪을	당한	당사자의	친족	관계,	정치적	지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적합한	편지	글귀의	사례

•	4권			과거나	벼슬,	출산과	혼인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합한	편지	글귀의	사례

•	5권			문병이나	청탁,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	장마나	가뭄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적합한	편지	글귀의	사례

공문서는 현대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고 종류 또한 많은데, 조선시대에는 더욱 복잡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문서의 종류와 그에 따른 형식만 수록한 참고용 사전이 제작 이용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양반과 서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뜻의 제목을 갖고 있는 『유서필지儒胥必知』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는 1책의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널리 이용되었는데,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공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언上言			 양반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임금에게	지역의	유지나	자손들이				

																			 효자·충신·열녀에게	정문旌門을	설치해	달라거나	효자·충신·학자에게	

		 사망	후	죽기	전의	관직보다	높은	벼슬을	내려달라고	올리는		공문서	(12종)

•	격쟁원정擊錚原情	 개인이	억울한	일,	딱한	사정이	있을	때	임금이나	관청에	호소하는	공문서	(4종)

•	소지所志	 산송山訟,	무덤,	재산	분할	등	개인	사이의	다툼이	있을	때	이의	해결을	위해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는	공문서	(24종)	

•	단자單子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물품이나	어떠한	사실을	조목조목	적어	올리는	공문서	(3종)

•	고목告目			 관청의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에게	공무를	보고하거나	문안을	올릴	때의	공문서	(8종)

•	문권文券			 땅·집·노비	등의	소유권,	매매,	양도,	저당	등을	증명하는	공문서	(6종)

•	통문通文			 민간단체나	개인이	같은	종류의	기관	또는	관계가	있는	인사	등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통지하던	공문서	(1종)

참고용 사전 및 
생활백과사전

조선의	사전

대명기년大明紀年	:	1368년부터	1635년까지	명나라의	연대	표시

명나라의	연대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임금의	재위	연도를	적어	비교하며	볼	수	있게	함

해당	연도에	있었던	주요	사건을	짧게	기술

명나라와의	외교관계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	수록됨

명나라의	기념일中朝忌辰,	황제의	탄생일,	외교문서의	기본	양식,	관직제도	등	총	13항목

일본倭,	여진족野人과의	외교	관계에서	필요한	정보가	수록됨

우리나라의	관직,	복식,	혼례	서식	및	민간	처방법	등	일상생활지식이	수록됨

우리나라의	기념일本朝忌辰,	간지의	옛	이름,	계산법,	팔도의	관직	총수	등	

55개	항목에	걸쳐	조선의	지식인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수록	

상권上卷

중권中卷

하권下卷

부록附錄

참고용	사전	및	생활백과사전



33

 32

조선시대의 공문서는 한자로 기록되었지만 한문이 아니라 고대부터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배열하면서 한자의 뜻과 소리를 따서 우리말을 기록한 이두吏讀가 사용되었습니다. 공문서를 다루던 

양반과 서리들에게는 익숙한 글투였지만 현대인에게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서필지』에 수록되어 

있는 이두의 세 글자 사례 일곱 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서필지』	수록 한자소리 현재	뜻

爲去乎	 거온 위거호 ~하므로,	하기에	

是如乎	이다온 시여호 ~이라고	하는

爲白齊	하 져 위백제 ~하십시오

是在果	이견과 시재과 ~이거니와,	~인	것과

爲乎 오며 위호며 ~하며

是良置	이라드 시량치 ~이어도,	~이라도

爲白遣	 고 위백견 ~하시옵고

1809년경 실학자 집안 출신의 빙허각 이씨1759~1824가 지은 후 주제별로 나누어 필사되거나 

목판본으로 만들어져 유통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규합총서』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 

서화 필묵 등을 담고 있는 여성용 한글 교양백과사전이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목판본과 필사본 

두 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목판본에는 여러 가지 음식과 술 만드는 법이 수록되어 있고, 필사본에는 

옷 마름법, 직조법, 수 놓는 법, 염색법, 다듬이질하는 법 등 의복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규합총서』는 한글로 써서 쉬울 것 같지만 요즘에 익숙하지 않은 옛 말투를 띄어쓰기 없이 써서, 

그리고 한자어를 한자 없이 한글로만 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현재의 우리말로 번역한 

사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은 도록 43, 45쪽의 이미지 참조)

물을	특별히	가려야	장의	맛이	좋으니,	여름에	비가	갓	갠	우물의	물을	

쓰지	말고,	좋은	물을	길어	큰	시루에	독을	안치고	간수가	다	빠진	

좋은	소금	한	말을	시루에	붓는데,	물은	큰	동이로	가득히	부으면	티와	

검불이	모두	시루	속에	걸릴	것이니,	차차	소금과	물을	그대로	떠서	

메주의	양과	독의	크기를	짐작하여	소금을	푼다.	큰	막대기로	여러	번	

저어	며칠	동안	덮어	두면	소금이	맑게	가라앉아	냉수와	같이	된다.	장	

담그는	독은	볕이	잘	들고	서늘한	곳에	놓는	것이	좋으나	여름	땅에	괸	

빗물에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	놓을	자리를	가려서	잡아야	한다.	독이	

기울면	물이	빈	쪽으로	흰	곰팡이가	끼는	것이니	반듯하게	놓아야	한다.		

『주례』의	「고공기」에	이르기를	황제가	문장文章을	가지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의	의복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는데,	푸르고	붉은	색이	있으면	문文이라	하고,	

붉고	흰	색이	있으면	장章이라	하며,	희고	검은	색이	

있으면	보黼라	하고,	검고	푸른	색이	있으면	불黻이라	

하며[보불黼黻은	제왕의	옷	색깔이다],	다섯	가지의	색이	

있는	것은	수繡라	했다[수繡는	무늬란	말].	그렇다면	

문장文章이란	옷의	종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옷의	

빛깔을	이른	것이다.			

목판본의	
‘장	담그는	법’

필사본의	‘봉임측縫紝則

(옷과	관련된	전반적인	
생활을	담음)’

참고용	사전	및	생활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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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편(최초본:	어숙권)	/	금속활자본	/	1675	(최초본:	1554)	/	30.5×20.8cm	/	3책(4권)	/	일산古031-20

고사촬요
 攷事撮要

중종 임금의 명을 받은 어숙권이 1554년에 중국·일본·만주와의 외교관계 관련 지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다한 서식과 약방 등을 수록하여 편찬 간행한 참고용 사전이다. 도록에 수록된 『고사촬요』는 

이식1584~1647이 우리나라에 관한 부분만 따로 부록으로 엮어 4권 3책으로 재편집한 것이다. 1675년에 

금속활자본으로 간행 보급되었는데, 이외에도 총 11차례나 증보 간행될 정도로 인기 있는 필수 사전이었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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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	목활자본	/	미상	/	29.6×19.9cm	/	3책(5권)	/	동곡古367-145

한훤차록
 寒暄箚錄

봉투의 겉표지부터 안쪽의 내용까지 편지를 작성하는 순서와 다양한 사례 형식을 수록한 참고용 사전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은 정치적·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적·공적 관계에 따라, 문상·안부 

등의 목적에 따라 상당히 다양했다. 따라서 지식인 사이에 편지를 쓰는 형식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었고, 

다양한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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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	목판본	/	[1800년대	초]	/	27.3×18.0cm	/	1책	/	의산古5304-1,	무구재古5304-7

유서필지
 儒胥必知

관청과 민간에서 사용된 공문서의 다양한 형식을 수록한 참고용 사전이다. 유서필지儒胥必知는 

‘양반 출신의 선비儒와 중인 출신의 하급관리胥가 꼭 알아야 할 정보’라는 뜻으로 수요가 많아 

목판본으로 제작 보급되었다. 공문서는 우리말을 한자의 뜻과 소리로 표현한 이두吏讀로 쓴 것이 

대부분으로 신라 때부터 사용되었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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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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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최초본:	빙허각이씨)	/	목판본	/	미상	(최초본:	1809년경)	/	25.2×16.0cm	/	1책	/	古536-1

규합총서

규합閨閤은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을 가리키는 용어로, ‘규합총서’는 부녀자들이 알아야 할 가정살림과 

일반교양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 놓은 여성 생활백과사전이다. 1809년경 빙허각 이씨1759~1824가 

지은 후 주제별로 나누어 만들어져 유통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 목판본에는 여러 가지 음식과 

술 만드는 법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의	사전



45

 44

미상	(최초본:	빙허각이씨)	/	필사본	/	미상	(최초본:	1809년경)	/	35.0×22.0cm	/	1책	/	한貴古朝29-114

규합총서

규합閨閤은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을 가리키는 용어로, ‘규합총서’는 부녀자들이 알아야 할 가정살림과 

일반교양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 놓은 여성 생활백과사전이다. 1809년경 빙허각 이씨1759~1824가 

지은 후 주제별로 나누어 만들어져 유통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 필사본에는 옷 마름법, 

직조법, 수 놓는 법, 염색법, 다듬이질하는 법 등 의복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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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공적·사적 글의 거의 대부분을 한자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한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이 당연히 필요했고, 조선에서도 한자 사전이 제작 인쇄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지식인들의 필수 교양 중의 하나로 여겨졌던 한시漢詩가 한자의 중국에 소리에 입각한 

운자韻字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한자의 운자韻字에 대한 지식은 한자의 소리와 뜻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가장 완성된 한자 사전으로 알려진 『규장전운奎章全韻』의 한자 배열이 

바로 운자韻字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자 사전과 
현상·사물의 
이름 사전

조선의	사전

한자의	중국어	소리의	높낮이와	장단長短에	따라	평성平聲·상성上聲거성去聲·입성入聲	등	

네	가지로	묶어서	배열

•	평성平聲	:	처음부터	끝까지	높이가	같은	소리

•	상성上聲	:	처음에는	낮고	끝은	높은	소리	

•	거성去聲	:	처음에는	높고	끝은	낮은	소리

•	입성入聲	:	짧은	소리

				※	수록	한자	:	10,964(원래	글자)+2,102(증가	글자)+279(통용운자)=13,345	

빛깔은	검은색이고,	비늘이	없다.	길이는	10여	장丈	또는	20~30여	장이고,	

흑산도의	바다에도	있다.	[원본에	빠져	있어	이번에	보충해	넣었다]	살피건대,	

옥편에	따르면	고래는	물고기의	임금이라고	했다.	(중국	진나라	최표의)	「고금주古今注」에	

이르기를	고래	중	큰	것은	길이가	1,000리이고,	작은	것은	수십	장丈이라고	했다.	

암놈은	鯢예라	하는데,	큰	것은	또한	길이가	1,000리이고,	눈이	명월주明月珠	밤에	광채를	내는	구슬와	

같다고	했다.	요즘도	우리나라의	서남쪽	바다에	고래가	있는데,	

아직	그	길이가	1,000리가	되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	(1,000리가	된다는)	최표의	

설은	과장된	것이다.	요즘	일본	사람들은	고래	고기를	매우	좋아하는데,	

화살에	약을	발라	쏴서	잡는다고	한다.	

중국어에	기초한	한자	소리의	첫	번째	자음聲母을	뺀	모음의	운자韻字에	따라	배열

배열	1원칙

배열	2원칙

鯨魚경어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고래	물고기高來魚다.

참고용	사전	및	생활백과사전

그런데 『규장전운』은 운자韻字를 알고 있어야 한자를 찾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자의 운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한자의 뜻이나 운자를 찾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는 

한자사전이 또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운옥편全韻玉篇』입니다. 여기서의 ‘전운’은 ‘규장전운’을 

가리키기 때문에 『규장전운』 속의 한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도 많이 사용된 한자 부수의 획순에 따라 배열한 사전으로, 한자의 뜻이나 

소리뿐만 아니라 운자韻字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글자마다 한자의 우리말 소리를  

속에 표기하고, 다음으로 한자의 뜻을 쓴 후 ◯ 속에 『규장전운』 속의 운자韻字를 적어놓았습니다.

조선후기에는 특수 주제의 사전도 편찬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라남도 신안군의 흑산도에 귀양 

갔다가 그곳에서 관찰한 물고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다생물을 종류별로 자세하게 관찰하여 

기록한 정약전1758~1816의 『자산어보玆山魚譜』입니다. 바다생물이란 특수 주제의 사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문헌은 아니었기 때문에 필사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바다생물 사전으로는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주목받는 역사 자료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생물을 분류하여 서술한 방법은 근현대의 생물학과는 좀 다른데, 인류鱗類 비늘 달린 물고기 20종, 

무인류無鱗類 비늘 없는 물고기 19종, 개류介類 껍질이 딱딱한 바다생물 12종, 잡류雜類 기타 바다생물 4종 등 총 55종의 

바다생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래에 대한 서술만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_		東동에	속한	운자	:	東동·公공·紅홍·籠롱·蒙몽	등에서	

												첫	자음인‘ㄷ·ㄱ·ㅎ·ㄹ·ㅁ’을	빼면	모음이	모두	‘옹’으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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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주제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인간과 관련된 자연·인문 현상과 사물의 이름 및 뜻을 

정리한 단어 사전도 편찬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만영생몰년 미상이 1798년에 편찬한 

『재물보才物譜』입니다. 일종의 단어 사전이기는 하지만 수록된 항목의 내용과 체계 및 각주의 설명 

등이 자세하여 당시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백과사전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는 

한자로 각주와 더불어 한자 이름과 별칭, 속칭, 서역어 이름, 불교 이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한글 표기가 붙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현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습니다. 

순수하게 사물의 이름과 관련된 사전도 편찬되었습니다. 유희1773~1837가 편찬한 5권 2책의 

『물명고物名攷』, 이철환1722~1779이 편찬한 1책의 『물보物譜』가 대표적입니다. 『물명고』와 『물보』에는 한자 

표기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말 이름이 한글로 풍부하게 담겨 있어 조선후기 우리말 연구에 중요한 

역사 자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필사본으로만 전해지고 있어 편찬 당시에는 일부 관심 

있는 학자들에게만 읽혀진 문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명고』와 『물고』에 수록된 내용의 항목을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기관에 다양한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지만 목판본으로 대량 보급된 것은 아닙니다. 8권 8책의 

항목 순서는 전통시대 자연·인문의 현상과 사물을 이해하는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音음	:	그늘	/	影영	:	그림 	/	野馬야마	:	아즐앙이아지랑이	/	日暈일훈	:	해무리	/	晨신	:	새벽	:	晝주	:	낫낮	

태극太極,	천보天譜	하늘	관련	단어,	지보地譜	땅	관련	단어

	 ※	태극	:	음양,	오행,	남녀男女,	이기理氣	

	 ※	천보	:	하늘天,	땅地,	해달별日月星辰,	시간時,	바람風,	구름雲,	비雨,	이슬露,											

																연도甲子,	봄여름가을겨울春夏秋冬

	 ※	지보	:	우리나라	각	지역의	이름,	행정구역,	주변	나라의	이름,	자연물의	이름	등

풀

나무

인보人譜	사람	관련	단어

	 ※	인륜	:	육친六親,	구족九族,	성姓,	이름名,	임금君,	신하臣,	스승師,	친구朋友

	 ※	민民	:	신분士農工賈,	인사人事,	인품,	예악穢惡,	군사제도兵,법률刑	등

『재물보』에	수록된	우리말	한글	이름의	사례

1권

무정류無情類	생명은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식물 3권

4권

2~5권

6~8권

우충羽蟲	날짐승,	수족獸族	들짐승

수족水族	물속에	사는	생명체

유정류有情類	생명이	있으며	움직이는	동물 1권

2권

초목草木	풀과	나무,	충어蟲魚	벌레와	물고기,	

충치蟲豸	곤충,	조수鳥獸	날짐승과	들짐승

신체身體	몸,	인도人道	사람의	도리,	기계器械,	기용器用

상편	천생만물天生萬物	하늘이	만들어낸	생명체

하편	인위만물人爲萬物

부동류不動類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로	돌과	쇠	등

부정류不情類	생명이	없으나	움직이는	물과	불	등

모두	5권

『재물보』에	수록된	항목의	차례

『물명고』에	수록된	항목의	차례

『물보』에	수록된	항목의	차례

참고용	사전	및	생활백과사전

물보物譜	물건	관련	단어

	 ※	물체物體,	물용勿用,	용물用物,	소리聲,	색깔色,	냄새臭,	의복衣服,	음식食飮,	동식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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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무	등	/	목판본	/	미상	(최초본:	1796)	/	31.3×20.5cm	/	1책(2권)	/	승계古3111-39

규장전운
 奎章全韻

정조의 명을 받은 이덕무 등의 규장각 여러 신하들이 편찬한 한자 사전이다. 한자를 첫째, 운자韻字에 

따라 둘째, 중국어 소리의 높낮이와 장단長短에 따른 평성平聲·상성上聲·거성去聲·입성入聲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조선의 모든 경험을 집대성하여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여러 판본으로 제작 판매되었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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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	목판본	/	미상	(최초본:	1796년경)	/	29.4×19.4cm	/	2책(2권)	/	동곡古3134-9

전운옥편
 全韻玉篇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한 한자 부수의 획순에 따라 찾아볼 수 있게 만든 

한자사전이다. 중국어 소리의 운자韻字에 따라 편찬된 한자사전인 『규장전운』은 운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자 부수의 획순에 따른 『전운옥편』을 

편찬하여 한자의 운韻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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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섭	필사	(최초본:	정약전)	/	필사본	/	1946	(최초본:	1814)	/	31.7×21.5cm	/	1책	/	古753-1

자산어보
 玆山魚譜

1801년 천주교인들을 박해했던 신유사옥에 연류되어 전라도의 흑산도로 유배 간 정약용의 

형 정약전1758~1816이 그곳에서 관찰한 물고기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어류 백과사전이다. 

비늘 있는 물고기鱗魚 20항목, 비늘 없는 물고기無鱗魚 19항목,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바다생물介類 12항목, 기타 잡다한 바다생물雜類 4항목 등 4종류 55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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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	필사본	/	[1798]	/	32.3×20.7cm	/	8책(8권)	/	한古朝91-23

재물보
 才物譜

1798년경 이만영이 주제별로 편찬한 한자 단어 백과사전으로 편찬자의 생몰연대나 집안내력 어느 것도 

밝혀진 바가 없다. 많은 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내용을 약간 다르게 베껴 쓴 여러 이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내용이 자세하여 생활문화 백과사전의 역할도 한다. 각 한자 단어에는 설명과 더불어 한자 명칭과 

별칭뿐만 아니라 한글로 쓴 우리말 이름, 서역어 이름, 불교 이름 등도 일부 제시되어 있다.  

조선의	사전



59

 58

유희	/	필사본	/	[1820년대]	/	24.5×23.5cm	/	1책(5권)	/	위창古740-2				

물명고
 物名攷

유희1773~1837가 편찬한 사물의 이름에 대한 주제별 단어 사전이다. 원래는 5권 2책으로 편찬되었지만 

전시된 자료는 합해서 5권 1책으로 필사한 것이다. 유정류有情類 동물, 무정류無情類 식물, 부동류不動類

생명 없이 움직이지 않는 돌이나 쇠 같은 것, 부정류不情類 움직이지만 생명이 없는 물과 불 같은 것 4종류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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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	필사본	/	[1802]	/	12.0×13.1cm	/	1책	/	성호古740-7

물보
 物譜

이철환1722~1779이 우리나라의 사물에 대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을 그의 아들인 이재위1745~1826가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편찬한 사물의 이름에 대한 주제별 단어 사전이다. 상편의 천생만물天生萬物에는 

풀과 나무草木, 바다 곤충과 물고기蟲魚, 육지 곤충蟲豸, 새와 짐승鳥獸 5개의 부분으로, 하편의 인위만물人爲萬物에는 

신체身體, 인도人道, 기계器械, 기용器用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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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자료명 편저자명 판종
최초본/
발행년

책(권) 청구기호

1 經書類抄 미상 목판본 미상 3(5) 古032-115	

2 攷事撮要 어숙권 금속활자본 [1554]/1675 3(4) 일산古031-20

3 奎章全韻 규장각 목판본 1796/미상 1(2) 승계古3111-39

4 규합총서 빙허각이씨 목판본 1809/미상 1 古536-1	

5 규합총서 빙허각이씨 필사본 1809/미상 1 한貴古朝29-114	

6 大東韻府群玉 권문해 목판본 1589/1836 20(20) 한古朝41-31

7 東國文獻備考 봉홍한	등 금속활자본 1770 40(100) 한古朝31-20	

8 銅板袖珍日用方 황필수 목판본 1871 1 古2702-60

9 類苑叢寶 김육 목판본 1643/미상 25(47) 古031-77	

10 萬家叢玉 미상 목활자본 미상 6(12) 일산古6101-4

11 文字類輯 미상 목판본 미상 1 古313-1	

12 物名攷 유희 필사본 [1820년대]/미상 1(5) 위창古740-2	

13 物譜 이운포 필사본 [18세기	후반]/[1802] 1 성호古740-7

14 儒胥必知 미상 목판본 [1800년대	초] 1 무구재古5304-7	

15 儒胥必知 미상 목판본 [1800년대	초] 1 의산古5304-4	

16 玆山魚譜 정약전 필사본 1814/1946 1(3) 古753-1	

17 才物譜 이만영 필사본 [1798] 8(8) 한古朝91-23	

18 全韻玉篇 미상 목판본 [1796]/미상 2(2) 동곡古3134-9

19 增補文獻備考 박용대	등 신연활자본 1908 50(250) 한古朝31-5-7

20 寒暄箚錄 미상 목활자본 미상 3(5) 동곡古367-145

도록 수록 자료목록

조선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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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강좌	강연록

조선의 인쇄기술과 
서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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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인쇄기술과 서적문화

고문헌강좌	강연록

강명관(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머리말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언어화 될 때 비로소 유의미해진다. 하지만 언어는 증발한다. 언어의 증발을 막기 

위해 지식을 물질적 형태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고정물은 나무일 수도, 돌일 수도, 금속일 수도 있다. 그리

고 컴퓨터의 디스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유연하고 편리한 물질적 형태의 지식 고정물은 종

이책이다. 전자책이 종이책을 흉내 내지만 종이책의 편리성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종이책의 발명은 지식을 고정하여 물질화 되면서 유통의 편리성을 얻었다. 책의 발명 이후 지식은 거의 대부

분 종이책을 통해 유통되었다. 종이책은 자신이 담고 있는 지식을 인간의 머릿속에 복제하면서 동일한 지식을 

갖는 인간을 만들어내었다. 전근대사회에서 책이야말로 인간을 의식화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제 조선시대의 종이책의 제작과 지식의 유통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시대에 상용화된 

금속활자를 실마리로 삼아 출발해 보자.

2.	금속활자와	사족(士族)	

금속활자는 고려 때 이미 발명되었다.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증거로는 금속활자의 사용이 어느 정도 확산

되었는지 어떤 책을 찍어내었는지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금속활자가 상용화된 것은 조선시대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속활자는 동일한 대량의 복제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도리

어 금속활자는 소량의 인쇄물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대량의 인쇄물을 

얻기 위한 인쇄술은 뜻밖에도 목판이었다.

1234-1241년 사이에 인쇄된 최초의 금속활자인쇄본인 『고금상정예문(古今詳定禮文)』이 겨우 28부만 인쇄되

었다는 사실은 금속활자가 애초 대량의 인쇄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한다. 현재 남아 있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경(直指心經)』(1377년 청주목 흥덕사에서 찍음) 역시 사찰에서 소량의 

부수를 얻기 위해 제작한 활자로 인쇄된 것일 터이다. 『고금상정예문』과 『직지심경』의 예에서 보듯 금속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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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국가나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금속활자를 민간에서 보유하는 경우란 극히 

드물었다. 거의 금속활자는 국가나 관청에서 제작하고 보유하고 있었다.  

고려 때 만들어진 금속활자는 여말선초(麗末鮮初)의 혁명가 정도전(鄭道傳)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서적포시

(書籍舖詩)」에서 금속활자로 많은 유학 서적을 인쇄해 불교와의 사상 투쟁에서 승리하자고 다짐했다. 그의 제

안은 이내 사대부들 사이에 공감을 얻었다. 태종 때 계미자가 만들어졌고, 이어 세종 때 그것을 개량하여 갑인

자 경자자 등의 활자가 만들어졌다. 성종 때까지 활자는 여러 종류가 추가되었고, 조판술이 개선되면서 조선전

기의 활자는 막대한 종류의 책을 토해 내었다. 그 활자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태종―계미자(1403)

세종―경자자(1420),	갑인자(1434),	병진자(1436)		

문종―경오자(1450)

세조―을해자(1455),	정축자(1457),	무인자(1458),	을유자(1465)

성종―갑진자(1484),	계축자(1494)	

중종―병자자(1516·1519)

선조―경서자(1588)

성종 때까지의 활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골라 인쇄한 책의 종수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계미자(1403)―12종.

경자자(1420)―31종.	

갑인자(1434)―76종.	

을해자(1455)―172종.	

을유자(1465)―12종.

갑진자(1484)―24종	

이것은 물론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서적을 여기에 더한다면, 그 수

는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어쨌든 위의 5종의 활자본만으로도 서적의 발행 종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

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정력적으로 활자를 만들고 그 활자로 책을 쏟아냈던 것은, 고려와 확실히 다른 현상이다. 이 

현상은 조선의 건국 세력인 사족과 관련이 있다. 1392년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이데올로기로 삼아 건국되었다. 

성리학은 지식인의 국가/사회 지배를 원칙으로 삼았다. ‘글을 읽으면 사(士)라고 하고, 정치에 종사하면 대부(大

夫)라 한다.’(讀書曰士, 從政曰大夫)란 말이 있듯, 사대부는 기본적으로 독서인이었고, 이 독서인이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어 행정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생래적 특권을 갖는 귀족과 달리 사족, 곧 사대부는 성리학과 문학에 대한 교양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만 

하였다. 하지만 조선이 건국되었다 해서 사대부 계급이 금방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유가적 교양을 갖

춘 사대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책의 공급

이 이루어져야만 하였다. 그리고 그 조짐은 조선이 건국되기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즉 고려 말 사대부들에 

의해 다수의 책이 인쇄되었던 바, 그것은 확실히 불교국가 고려에서 기대하는 책들이 아니었다. 예컨대 『근사록

(近思錄)』 『사서집주(四書集注)』 등의 책이 인쇄되었으니, 그것은 성리학을 진리로 수용한 사대부의 생각과 행위

를 형성하는 책들이었다. 조선이 건국되자 국가는 금속활자를 만들고 이런 책들을 재빨리 찍어내기 시작하였

다. 이렇게 인쇄된 책이 읽히면서 사대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3.	국가와	책의	인쇄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책이 인쇄되고 보급되었지만, 그 책을 만들고 보급하는 주체는 국가였다. 민간에서 책

을 상업적으로 인쇄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조선후기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출판의 압도적 주류가 된 적

은 없었다. 방각본(坊刻本)이란 것이 민간의 상업적 출판물인데, 그것은 아무리 빨라도 18세기 후반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민간의 출판이 아주 더디게 소규모로 출현한 것처럼 민간에서 책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공

간, 곧 서점은 아무리 빨라도 18세기의 끝 무렵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책은 주로 서쾌(書儈, 책거간)를 통해 

소규모로 유통되었다. 서쾌는 조선 중기부터 출현했고, 후기로 올수록 그 활동이 활발해졌다. 

민간에서 책의 인쇄와 유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시장이라 할 만한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또 국가가 주도하는 책의 인쇄, 보급이 상대적으로 활발했기 때문이었다. 책의 인쇄와 유통을 맡은 기

관은, 서울은 주자소(鑄字所)와 교서관(校書館)이었고,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소재하는 감영(監營)과 군(郡), 현

(縣) 등 지방 행정단위가 모두 책을 인쇄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 제작한 책의 목판은 해당 지방 행정단위가 간

직하였다. 서울의 출판기관인 주자소와 교서관은 금속활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목판도 제작하였다. 하지

만 보다 많은 종수의 책을 인쇄하는 데는 금속활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주로 금속활자

를 이용하여 책을 인쇄하였다. 이렇게 하여 인쇄한 책은 대개 왕실과 관청, 그리고 고급 관료들에게 하사되었

다. 만약 그 중 수요가 많은 책은 금속활자 인쇄본을 가지고 다시 목판을 만들었고, 그 목판은 교서관에서 간

직하였다. 어숙권(魚叔權)의 『고사촬요(故事撮要)』에 실린 ‘서책시준(書冊市準)’[서적의 市價]을 보면, 교서관에

서 인출해 준 책의 종류와 종이, 비용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책이 필요한 사람은 책의 인쇄에 드는 종이와 

비용을 가지고 교서관으로 가서 책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찍어준 책은 사서오경(四書五經)[『논어』 『맹자』 『중

용』 『대학』)와 오경(『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와 같은 경전, 『고문진보(古文眞寶)』와 같은 문장 학습서, 『소

학(小學)』과 같은 수신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같은 의서(醫書)가 주류를 이루었다. 곧 사대부들의 지식과 

교양의 근저를 이루는 책이었다.

금속활자는 서울의 주자소와 교서관에만 있는 것이었다. 국가의 공용문어가 한문이었으므로 책도 당연히 한

문으로 쓰인 것이었고, 따라서 금속활자도 ‘한자 활자’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금속활자는 한 번에 10만 자를 

넘게 주조해야만 하였으니, 그것의 제작과 관리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 지방의 경우 많지 않은 수요를 

위해 굳이 금속 활자를 제작할 필요가 없었다. 지방 관아에서는 목판인쇄를 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지방에서는 주로 현감이나 군수, 감사 등 지방관이 각급의 행정단위에서 인쇄할 책을 선정하였고, 때로는 중

앙 정부의 명령에 따라 요구하는 목판을 제작하여 책을 인쇄하기도 하였다. 중앙 정부는 수요가 많은 책이거나 

특별히 전국에 보급해야 할 책은 각 지방에 명하여 목판을 제작해 인쇄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앙에서 찍

은 금속활자 인쇄본을 내려 복각하여 책을 인쇄하게 하였다. 때로는 지방관이 자신과 혹은 자신의 동료들의 필

요에 의해 목판을 제작하기도 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지방 행정단위에서 제작한 책판은 그 행정단위에서 보관하였다. 앞서 잠시 인용했던 『고사촬요』의 팔도 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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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八道冊版目錄)을 보면, 16세기까지 지방에서 찍은 책의 종류와 총량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대개 수요가 

많은 책으로 이 목록을 분석하면 조선전기 사대부 사회에 공급되었던 지식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다.

지방행정 단위는 목판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개인의 인출(印出) 요구에 부응하였다. 물론 그 구체적인 사례는 

흔치 않지만, 드문 것을 결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6세기 말의 저명한 학자이자 장서가였던 유희춘

(柳希春)의 사례를 보자. 유희춘은 어떤 지방관아에 목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친분관계에 있는 지방관에

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이 필요한 책의 인쇄를 부탁했다. 이런 방식은 아마도 당시 양반들 사이에 널리 유행하던 

방법으로 보인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쇄본을 통해 지식이 유통되는 방식이었다. 미려(美麗)한 인쇄본을 얻는 

것이 지식을 획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인쇄본은 매우 희귀한 것이었다. 인쇄본을 구할 수 없다면, 가

난하거나 아니거나, 사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책을 필사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지만(그는 필사하는 동안 텍스트를 공부할 수 있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은 비용을 지불하고 글씨를 잘 쓰

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아름답고 정교한 사본을 만들게 하였다. 유희춘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책을 소유

할 수 있었다.

4.	비싼	책값

조선시대의 책은 매우 비쌌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목판은 한 번 새겨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인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대량의 인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목판인쇄는 일정한 수효 이상의 인쇄

를 거치면 글자가 이지러지고 나무의 결이 드러나는 등 인쇄결과가 불량하게 된다. 수요가 많은 서적은 목판을 

다시 제작해야 하고 거기에는 다시 비용이 들기 마련인 것이다. 목판은 결코 저렴한 인쇄 방식이 아닌 것이다. 

금속활자를 사용하게 되면, 책값은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금속활자의 사용은 제한적이었다. 금속활자는 

국가만이 소유하고 있었고 또 그것은 소량의 부수만을 찍었다. 금속활자가 민간에 널리 퍼질 수 없었던 것은, 

조선의 금속활자가 서양의 라틴자모와는 달리 10만 자에서 30만 자까지 주조해야 하는 한자활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한 벌의 활자를 구비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던 것이다. 아울러 활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구리

는 매우 귀한 금속이었다. 사실 구리의 부족은 만성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결국 조선전기 금속활자가 국가의 독

점물이 되고 민간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이유였다. 인쇄는 목판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것이 곧 책의 값을 높이게 

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종이의 값이었다. 조선시대, 특히 조선전기 종이의 제작을 맡았던 것은 지방의 농민과 승

려들이었다. 물론 서울의 조지서(造紙署)에서 종이를 전문적으로 제작했지만, 방대한 서적의 인쇄에 필요한 종

이, 곧 책지(冊紙)는 지방의 제작물이었다. 책지의 제작을 맡은 것은 지방 사찰의 승려와 농민이었다. 하지만 그

들의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었다. 종이 제조는 일종의 강제 노동이었다. 기계화된 현대의 제지업이라면 몰

라도 한 장 한 장을 수공업적 방식으로 제조하는 상황에서는 종이의 제조는 엄청난 노동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종이를 만드는 어려움은 다른 부역보다 배나 심하다.”는 것이 당대의 제지노동에 대한 인식이었다. 종이의 제

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무가(無價)라는 것이 종이의 생산량을 늘릴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도리어 노동의 

질을 떨어트리고 마침내는 종이의 생산량을 제한했다. 결국 종이의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책값이 

비쌌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5.	가장	중요한	지식,	『사서오경대전』과	『주자대전』

조선시대 책의 인쇄와 유통은 국가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국가 외에도 서원이나 사찰이 있었지만, 서원의 

운영자는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사대부였기 때문에 서원의 인쇄, 출판은 국가의 인쇄, 출판과 다를 것이 없었

다. 사찰은 물론 불경을 인쇄하였지만, 불교가 이미  영향력은 상실한 터라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는 수많은 책을 인쇄하여 보급하였다. 하지만 가장 힘써 보급하고자 한 책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 책으

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이었다. ‘대전’들

은 명나라 영락제(永樂帝) 때 편찬한 것으로, 유가(儒家) 경전에 대한 정통적 해석으로 공인되었다. 따라서 명

대의 과거 문제는 모두 『사서대전』에서 출제되었다. 명나라 황제 영락제는 조선 세종 때 두 차례에 걸쳐 ‘대전’을 

하사했고, 세종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 명령하여 즉각 ‘대전’을 인쇄하였다. ‘대전’은 조선조가 끝날 때까지 

사서와 오경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였고, 유일한 교과서가 되었다. 갑인자로 인쇄된 대전은 영조 때까지 여러 차

례 인쇄되었다. 지금도 한문을 배울 때면 영조 말년에 인쇄된 대전본 사서로 배운다. 

하지만 대전 시리즈 중 성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담고 있는 책인 『성리대전』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이 책

은 성종 때 극히 일부가 경연의 텍스트가 되었지만, 연산군을 거쳐 중종조에 와서 다시 경연(經筵)의 텍스트로 

채택하려고 하자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 즉 중종 때까지 성리학

의 오의(奧義)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성리학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종 때 와서 명나라에서 성리학 관계 서적을 대량 수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주자(朱子)의 저술에 있었다. 『사서대전』의 근간을 이루는 『사서집주(四書

集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려면 『사서집주』가 탄생한 배경, 즉 주자의 저술을 알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주

자의 문집 곧 『주자대전』이 조선에서 간행된 것은 1543년이었다. 이황(李滉)은 이 책을 가지고 고향 퇴계(退溪)

로 들어가서 골똘하게 파고든다. 이황이 조선 성리학의 상징적 존재가 된 것은 처음으로 『주자대전』을 완독하

고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자대전』에서 학문적으로 각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주자의 편지라 생각했고, 

중요한 편지를 추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로 엮었다. 『주자서절요』를 지방관에게 부탁해서 목판을 제작하고 

인쇄하였다. 아울러 그는 당시 주자학 이해에 절실하지만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성리학 관계 서적 여럿을 

인쇄, 출판하였다. 이것은 성리학 이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주자대전』과 주자의 어록집인 『주자어

류(朱子語類)』를 읽고 재편집하면서 주자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다. 이것은 18세기까지 지속되었다. 그것은 말

하자면 1543년 『주자대전』의 간행이 불러온 효과였던 것이다. 18세기 말이면 주자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사서대전』 『오경대전』 그리고 『주자대전』은 사대부들의 세계관을 만들어내었다. 이 책은 가장 중요한, 모든 

지식의 중심이었다. 여타의 모든 지식은 이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이 책들의 영향력에

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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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에서	들어온	충격,	북경에서	들어온	새로운	책들

조선은 국가가 인쇄와 출판을 독점했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을 생전에 출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마 있

다면 그것은 아주 드문 예외일 것이다. 민간의 출판업이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 출판을 통해 자신의 문학과 사

상을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것이 지식 생산에 일정한 제약을 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기에 새로운 지식의 충격은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로 외부에서 가해진 것이었다. 그 외부란 

곧 중국이었고, 북경이었다. 조선의 필요한 책이 있을 경우 북경에서 구입하였다. 때로는 예부에 글을 올려 정

식 외교 통로를 통해 책을 구입했지만, 대부분은 1년에 몇 차례 파견되는 사신단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오는 것

이 대부분이었다. 사신단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은 사신단에 자신이 필요한 서적을 사올 것을 부탁하였다. 이

런 사례는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예컨대 『미암일기(眉巖日記)』를 보면, 유희춘은 북경으로 가는 사신에게 자신

이 필요한 서적을 사올 것을 부탁하고 사신이 돌아올 날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북경에서 사신단이 직접 서점가에 가서 책을 구입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신단 중에서 책을 구입할 

만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정사, 부사, 서장관(書狀官) 등 세 사람이었다. 이들은 주로 예부(禮部)가 정해주는 

사신의 숙소에서 머물렀다. 예부에서는 서반(序盤)이라는 하급관원을 파견해 조선 사신단의 자질구레한 일을 

돕게 했는데, 이 서반이 사신단이 구입하는 서적과 서화 등의 판매를 전담하고 있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신단의 일행이 북경 시내의 서점가를 방문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신단이 북경에서 서

적을 구입하는 상황을 전하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에 무어라 말할 수는 없다.

임진왜란에 이어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명(明) 대신 청(淸)을 섬겨야만 하였다. 청은 중국 남부 지방의 

반란(三藩의 亂)이 진압되어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조선을 불신했고, 따라서 조선 사신단이 북경에 도착하면 

숙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초반이면 특정한 임무 없이 오직 유관(遊觀)을 위해 사

신단을 따라갔던 삼사의 자제나 친지(子弟軍官이란 이름으로 수행한다)들은 북경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이들이 서적을 구입해 왔던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북경에서는 명대부터 유리창(琉璃廠)에 서적과 서화, 

골동을 판매하는 상점가가 형성되었는데, 청대에 와서 체제가 안정되자 유리창 상점가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

어 강남 일대의 고증학자들이 북경으로 올라가 사고전서관(四庫全書館)을 개설하여 『사고전서』를 편찬하게 되

자, 중국 전역에서 서적들이 북경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에 유리창의 서점가는 18세기 후반에 와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삼사(三使)는 숙소를 거의 벗어날 수 없었지만, 역관과 수행원들은 유리창을 드나들며 서적을 구입하고, 중

국의 지식인들을 사귈 수 있었다. 1765년 북경에 갔던 홍대용(洪大容)을 시작으로 하여 박제가(朴齊家)·이덕무

(李德懋)·박지원(朴趾源)·홍양호(洪良浩) 등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조선의 지성들은 북경으로 갔고, 유리창

을 찾았다. 그리고 서적을 구입했다. 이로부터 북경에서 막대한 양의 서적이 서울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 책들의 주인은 경화세족(京華世族)이었다. 당시 조선은 당쟁의 누적적(累積的) 결과로 양반은 서울의 경화

세족과 지방의 향반(鄕班)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경화세족은 서울에 세거하면서 사환(仕宦)의 가능성이 높은 

가문을 말한다. 이들은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세련되고 사치스런 문화를 향유했던 바, 북경에서 

사치품과 골동품, 서화, 그리고 막대한 서적을 구입하였다. 이들은 곧 거대한 예술품 컬렉터이자, 장서가였다.

북경에서 공급된 서적들은 확실히 전과 달랐다. 사대기서(四大奇書)를 비롯한 장편소설은 물론이거니와 가볍

고 짧은 에세이(小品文)는 경화세족이 선호하는 오락적 독서물이 되었다. 한편 주자의 경전 해석을 고증학적 방

법으로 비판하는 고염무(顧炎武)·염약거(閻若璩)·모기령(毛奇齡)의 경학(經學), 그리고 양명좌파의 사상에 기

반한 공안파(公安派)의 문학비평이 대거 유행하였다. 거기에 이제까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서학(西學), 곧 천

주교와 서양의 과학 서적과 지리서(地理書) 등이 범람하였다. 이 새로운 서적들은 모두 국가이데올로기인 성리

학의 진리 독점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위기를 감지한 정조(正祖)는 북경으로부터의 서적의 수입을 금지하고, 신

하들의 독서와 창작을 검열하여 이단적 사유를 추방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곧 문체반정(文體反正)이다. 한편 

그는 규장각(奎章閣)을 설립하고, 교서관을 거기에 소속시켜 순정(純正)한 성리학적 사유를 담은 서적들을 인

쇄하여 보급하고자 하였다. 그의 의도는 부분적으로 성공했고, 또 부분적으로 실패하였다.

7.	맺음

조선시대의 책과 지식은 오직 사대부를 위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금속활자를 제작하거나 목판을 새기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민중 대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책을 구매할 능력이 없었다. 오직 사

대부만이 책을 구입할 현실적 필요와 능력이 있었다. 

민중들은 쉽게 책을 가질 수 없었다. 사실상 지식의 유통에서 배제된 것이다. 훈민정음은 비록 민중을 위해

서 탄생한 것이지만, 그것이 민중을 위해서 활자로 혹은 목판으로 책을 인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고 금속활자를 개량했지만, 그 둘을 결합시켜 민중을 위한 금속활자, 그리고 민중을 위한 한글책

은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민중은 18세기 끝머리의 방각본 소설 출판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책

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면 대부분 조잡한 필사본이었다.

조선은 지식인이 사회의 지배층이 된 희귀한 국가였다. 지식인, 곧 사대부들은 유학을 자기 지식과 교양의 원

천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와 국가에 실현시켰다. 아마도 유교가 이렇게 완벽하게 적용된 사회와 국가

는 세계에서 흔치 않을 것이다. 일본과 베트남은 물론 유교의 본고장인 중국도 조선처럼 유교화 하지는 않았

다. 그 이유는 여럿일 것이다. 다만 서적의 출판과 유통,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오직 사대부

와 그들이 만든 국가가 독점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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