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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의 고서와 고문서를 수집·정리하여 보존하고 조사연구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고문헌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28만 점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보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허준의 의서 《동의보감(東醫寶鑑)》과 6백 년 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금속활자 기술을 보여주는 국보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등 963종 

3,475책은 귀중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본 고문헌 컬렉션》은 도서관 소장 자료 중 

문화유산으로서 희귀하고 가치 있는 선본(善本) 자료를 선정하여 사진과 설명을 함께 수록, 

발간함으로써 국민들과 널리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조들의 지식이 

축적된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이 우리의 삶을 위한 지혜의 원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대표할 수 있는 고문헌 자료 60종을 선정하여 고서, 고지도, 

고문서, 고서화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초기 한글의 아름다운 활자가 새겨진 

보물 《석보상절》 등 20종의 옛 책을 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선시대 최고의 지도 

제작자 김정호가 편찬한 《청구도》를 포함한 옛 지도 10종과 우리 도서관 최고(最古)의 관리 

임명장인 《교지》 등 옛 문서 11종을 수록하고, 마지막으로 왕과 명필가의 글씨, 그림 등 19종을 

실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고문헌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해 고문헌과를 설립하여 한층 더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간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본 고문헌 컬렉션》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문헌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소재한 한국의 고문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립중앙도서관장 박주환



일러두기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고문헌 중 자료적 가치와 예술성이 뛰어난 선본(善本) 자료를 주제별로 선별하여 수록한 것이다.

•도판과 관련해서는 자료명, 편저자명, 판사항, 발행사항, 책수와 판식, 크기, 청구기호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자료의 크기는 세로 x 가로 cm 순이다.

•표지는 수록 자료 중 『오륜행실도』와 『고금인장』에서 발췌하여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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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책을 일컫는 말로 고서(古書), 고전적(古典籍), 고적(古籍), 고본(古本), 고간본(古刊本), 고사본(古寫本) 등이 있

다. 근래에는 고서와 고문서, 고지도, 고서화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고문헌(古文獻)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인 《동의보감(東醫寶鑑)》과 국보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

古今通要)》를 비롯하여, 보물 《석보상절(十七史纂古今通要)》 등 10종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조영통상조약(朝英通商

條約)》 등 5종의 서울시유형문화재, 《전보장정(電報章程)》 등 2종의 등록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또한 고문헌 귀중

본 963종 3,475책과 족보, 문집, 소설 등의 한국고서 16만 5천책, 일본고서 및 중국고서 8만 8천책 등 총 28만 책을 

보유하고 있다. 각 주제별로 대표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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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선조의 명을 받아 허준(許浚, 1539-1615)이 저술하고, 광해군 5

년(1613) 내의원(內醫院)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종합 의서이다. 

허준은 동아시아 의서 120여 종을 망라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

게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처방을 기술하였고, 찾아보기 쉽게 내

경편(內景篇), 외형편(外形篇), 잡병편(雜病篇), 탕액편(湯液篇), 

침구편(鍼灸篇)의 5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동의보감은 

일본과 중국에 전래되어 수차례 간행되었고 19세기에 영문 번

역되어 소개되기도 하였다. 동의보감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

정받아 2009년 7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5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되었다.

선왕께서 1596년에 태의(太醫) 허준을 불러 하교하셨다. “요즘 중국의 방서(方書)를 보니 모두 베껴 모은 것들이라 자질구레해 볼 만한 것이 없다. 그대가 여러 학

자의 의술을 두루 모아 하나의 책을 편집하도록 하라. 사람의 질병은 모두 조섭을 잘하지 못한 데서 생기니, 섭생(攝生)이 먼저이고 약석(藥石)은 그 다음이다. 제가

의 의술은 매우 넓고 번잡하니, 모쪼록 긴요한 부분을 가려 모으라. 외진 시골에는 의약이 없어 요절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향약(鄕藥)이 많이 생산되는데

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는 약초를 분류하면서 우리말 이름을 함께 적어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東醫寶鑑 Donguibogam
許浚(朝鮮) 奉敎撰 

木活字本(內醫院字), 漢城 : 內醫院, 光海君 5(1613) 

25卷25冊 : 揷圖, 四周雙邊 半郭 27.6 x 17.9 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 36.6 x 22.0 cm (한貴古朝68-3)

國寶 第148-2號, National Treasure No.148-2

Donguibogam is an encyclopedic bible of eastern 
medical knowledge and treatment techniques 
compiled in Korea in 1613. It is edited by Heo Jun 
under the collective support of medical experts 
and literati according to the royal instruction. 
It stands for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nowledge and skills of medicine in East Asia 
and further reflects the human footprints 
of world medicine and culture. It was 
designated as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 2009 and National Treasure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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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칠사찬고금통요

조선왕조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로 태종 12년(1412) 인쇄

한 금속활자본이다. 내용은 중국 태고로부터 오대(五代)에 이르기까

지의 17정사 중 요점만을 뽑은 역사서이다.

조선왕조는 제3대 왕인 태종에 이르러 정치적 기반이 안정되자 억불

숭유 정책을 국시로 하여 숭문정책을 펴나갔다. 이를 위해 유생들에

게 학문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책의 보급이 절실하였다. 

이에 태종 3년(1403) 고려의 서적원(書籍院) 제도를 본받아 주자소

(鑄字所)를 설치하고 수개월에 걸쳐 큰 자, 작은 자, 특소자 등 수십

만 자를 주조하였다. 당시 중국 책을 많이 수입할 수 없었으므로 분

량과 내용이 적당한 중국의 경전이나 사서(史書), 문물제도에 관한 

책들을 인쇄하였다. 계미년에 동(銅)을 사용하여 주조한 동활자로 

그 해 간지를 따서 계미자(癸未字)라 칭하였다.

태종께서 영락 원년(1403)에 좌우에게 이르기를, “무릇 정치는 반드시 전적(典籍)

을 널리 보아야 하거늘, 천하의 책을 다 새기기 어려우므로 구리를 부어 글자를 

만들어 서적을 찍어내고자 하니 그것을 널리 퍼뜨리면 진실로 무궁한 이익이 될 

것이니라.”

 - 『용재총화』 권7

This book contains summarized history of ancient China. It was printed by 
Gyemija, which is the first movable metal type that was invented in 1403. This is 
the first book to be created with metal types made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was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no.319-1.

十七史纂古今通要 SipchilSachanGogeumTongyo
胡庭芳(元) 纂

金屬活字本(癸未字), 太宗 12(1412)

1冊(32張) : 四周雙邊 半郭 23.2 x 14.6 cm, 

有界, 8行17字, 上下下向黑魚尾 ; 25.5 x 18.8 cm (古貴0237-15)

國寶 第319-1號, National Treasure No.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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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보상절

수양대군이 어머니 소헌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석가

모니 일대기이다. 제목에서 ‘상절(詳節)’은 중요한 부분은 상세하게, 

덜 중요한 부분은 줄여서 쓴 책이라는 의미이다.

조선시대 두 번째로 만든 금속활자인 경자자(庚子字)가 가늘고 빽빽

하여 보기 어려워 좀 더 큰 활자가 필요함에 따라, 세종 16년(1434) 

조선시대 세 번째 동활자인 갑인자(甲寅字)를 주성하였다. 큰 자와 

작은 자의 크기가 고르고 활자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고 판판하며 길

이를 길게 하여 밀랍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활자를 인판에 심어 완전

한 조립식으로 판을 짜는 단계로 발전시켰다. 정교한 주조와 조판에 

의한 인쇄술은 우리나라 활자본의 백미로 일컬으며, 글자체가 명정

(明正)하고 아름다워 조선후기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주(改鑄)되면

서 활용되었다. 

이 책은 갑인자와 세종 29년(1447) 주조한 한글활자를 병용하여 인

출한 금속활자본으로 15세기 한글과 한자음, 어휘, 어법, 표기법 연

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SeokboSangjeol was published by prince Suyang at the bequest of King Sejong to eulogize his mother Queen Shim 
using movable metal type called Gapinja. It is a Korean translation of the life history about Buddha and important 
sermons abstracted from buddist works.

세종이 이천에게 명하여 큰 글자의 주자(鑄字)를 고

쳐 만들어 책을 찍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경연에 

간직한 『논어』 등 책의 자형(字形)을 자본으로 삼아, 

그 부족한 것을 진양대군 유(瑈)에게 쓰도록 하고 주

자 20여 만 자를 만들었다. 이것으로 하루에 인쇄한 

것이 40여 장에 이르니, 글자체가 깨끗하고 바르며, 

일하기의 쉬움이 예전에 비하여 갑절이나 되었다.

- 『세종실록』 1434년 7월 2일

釋譜詳節. 第6, 9, 13, 19 SeokboSangjeol
首陽大君(朝鮮) 撰 

金屬活字本(甲寅字), 世宗 29(1447) 

4冊 : 四周單邊 半郭 22.0 x 15.9 cm, 

無界, 8行15字 註雙行, 黑口, 內向黑魚尾 ; 30.0 x 23.7 cm (한貴古朝21-243)

寶物 第523-1號, Treasure No.523-1



14 15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본 고문헌 컬렉션 옛 책 _ 보물

조선왕조의궤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의궤(儀軌)는 조선 왕실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정리

한 기록이다. 조선왕조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6년 총 573종 2,751책(국립중앙도서관 등 12개 처 

소장본)을 대상으로 일괄 보물 지정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광무 3년(1899) 9월부터 광무 5년(1901) 12월까

지 전주에 조경단(肇慶壇)을 영건(營建)하고 삼척에 준경묘(濬慶墓)

와 영경묘(永慶墓)를 수봉(修封)한 기록인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

청의궤』가 필사본으로 2종 소장되어 있다. 상편과 하편으로 구성되

어 있는 이 책의 상편은 조경단 영건에 관한 기록이고, 하편은 준경

묘와 영경묘의 수봉에 관한 기록이다

The record of constructing the Jogyeong-dan alter at the Jeonju area, 
and the royal tomb sites of Jungyeong-myo and Yeonggyeong-myo 
in the Samcheok area, which began in September 1899 and ended 
in December 1901. Project dates, lists of involved personnels, task-
commencing & forwarded remarks, pictures and schematics, other 
reports, materials, rewards, assignments and protocols are all listed 
inside.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  

JogyeongdanJungyeongmyoYeounggyeongmyoYeounggeoncheongUigwe

筆寫本, 漢城 : 光武 5(1901)

2卷2冊 ; 31.2 x 21.2 cm (한貴古朝29-95/71-5)

寶物 第1901-5號, Treasure No.1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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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통상조약

고종 20년(1883) 조선과 영국 간에 체결한 통상조약이다. 당시 영문

으로 작성된 필사본 원본이다. 조약문의 정리와 문구의 사용은 미국

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재를 모방하여 영국과 조선의 권

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 체결에서의 조선의 불리한 입장은 이후 유럽 국가들과의 통

상조약의 체결에서도 그대로 준수되었다. 

This is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Joseon and Great 
Britain signed in 1883. It comprises the preamble, regulations, import 
and export Tariff, rules and protocol. It is a transcribed in English.

朝英通商條約 JoyeongTongsangJoyak
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 編

筆寫本, 高宗 20(1883)

1冊(63張) ; 33.2 x 20.6 cm (古貴0234-2-10)

서울市 有形文化財 第10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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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통상조약

고종 22년(1885)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통상조약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조

선국 전권 대신 김병시(金炳始, 1832-1898)의 서압과 도장, 러시아 공사 베베르

(1841-1910)의 도장과 사인, 대군주(大君主) 고종의 서압과 옥새가 찍힌 한문본(漢

文本)과 역시 김병시의 서압과 도장 및 베베르의 사인과 도장이 찍힌 러시아어본 

원본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영국 및 독일과 체결한 통상조약과 별로 다름이 없다.

- 양국간의 평화, 우호, 생명과 재산의 보호, 조약당사국과 제삼국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 건 

- 양국의 외교대표 임명 및 주재 등에 관한 건 

- 조선에 머무는 러시아인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재판 관할권을 러시아 재판당국에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된 건 

- 각국이 무역하는 상품의 관세에 대한 건 

- 밀수입 상품에 대한 벌금과 위법행위 처벌에 관한 건 

- 본 조약 실시일로부터 러시아인의 특권, 면제 및 수출입 관세에 관계되는 이권 등에 관한 사항 

이 밖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프랑스, 독일, 청나라와 체결한 통상조약 원본 필

사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미국, 오스트리아와 체결한 통상조약은 활자본으로 보유

하고 있다.

This is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Joseon and Russia signed in 1885. It comprises the preamble, regulations, import and 
export Tariff, rules and protocol. It is a transcribed in Chinese character and Russian.

朝俄通商條約 JoaTongsangJoyak
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 編

筆寫本, 高宗 22(1885) 

1冊(32張) : 四周單邊 半郭 21.0 x 14.6 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花口, 

無魚尾 ; 30.6 x 20.7 cm (古貴0234-2-20,21)

서울市 有形文化財 第10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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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족보

청주한씨 집안의 사적과 계보를 수록해서 광해군 9년(1617) 간행한 『청주한

씨족보(淸州韓氏族譜)』의 초간본이다. 판심제는 『청주한씨세보(淸州韓氏世

譜)』이다. 자녀는 선남후녀(先男後女)의 원칙으로 수록되었는데, 각 인물의 

수록 내용은 자, 호, 생년, 과거급제, 최종관력, 봉작, 시호, 묘소의 위치, 배

우자의 인적사항 등이다. 딸의 경우는 사위의 이름과 관직을 적었고, 외손은 

전혀 수록하지 않았다. 다만 왕후세계는 내외손을 막론하고 별판에 수록하였

는데, 이는 왕실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서자녀는 이름 위에 서자(庶子)나 서

녀(庶女)라 표기하였고, 계후한 경우에는 계자(繼子)라 표기하여 적서와 출계

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족보는 『청주한씨족보』의 초간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고, 왕실관련 

기록에 커다란 비중을 두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This is Jokbo, family tree of Cheongju Han clan. Jokbo is a record which 
family members with the same ancestors write about their family trees from 
the progenitor to the descendents at the time of its publication. It had been 
published to maintain its social class system and hierarchical order in Joseon 
Dynasty.

淸州韓氏世譜 CheongjuHanssiSebo
淸州韓氏世譜所 編 

木板本, 西原 : 淸州韓氏宗中, 光海君 9(1617) 

1冊(68張) : 四周單邊 半郭 28.1 x 24.1 cm, 有界, 世別7段, 

12行19-20字, 內向3葉花紋魚尾 ; 38.2 x 28.2 cm (古貴251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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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오씨족보

한글로 된 동복오씨의 족보이다. 한글 제목으로는 ‘동복오시

족보’라 되어 있다. 한글 족보의 경우 여성들이 쉽게 족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여성들은 이를 통

해 시가는 물론 친가, 외가 등의 계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였다. 

이러한 보학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한글 족보에는 일반 족보

와는 다르게 직계를 중심으로 한 계보, 방계 파악, 조상 숭배

를 위한 묘소 위치와 제사일, 조상의 사적과 업적 등이 기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 가문으로써의 위상을 유지하고 

타 가문과의 연대성 강조, 동족간의 화목과 단결을 추구하고

자 하였다.

This is Jokbo, family tree of Dongbok Oh clan written in Hangeul. Jokbo is a record which family members with the same ancestors write 
about their family trees from the progenitor to the descendents at the time of its publication. It had been published to maintain its social class 
system and hierarchical order in Joseon Dynasty.

同福吳氏族譜 DongbokOssiJokbo
筆寫本

1冊(23張) ; 15.5 x 12.3 cm (한古朝58-가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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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이상국집

고려중기 문신 이규보(李奎報, 1168-1241)의 시문집이다. 전체 

53권 중 국립중앙도서관은 16권 4책(권18-22, 권31-34, 권35-

37, 권38-41)을 소장하고 있다.

초간본은 1241년에 전집(前集) 41권과 후집(後集) 12권을 간행하

였고, 1251년에 칙명으로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교정, 

증보하여 개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분사도감판에 

해당한다. 초간본과 달리 판본 전체의 체재가 가지런하고 판서한 

글자체가 작고 해정하며 새김이 정교하다. 

내용 중 사물을 의인화하여 설화(說話)로 엮어낸 가전체작품이 

특히 주목을 끈다. 「국선생전(麴先生傳)」은 술을 의인화하여 술과 

사람과의 관계를 흥미있게 엮은 설화이고, 「청강사자현부전(淸江

使者玄夫傳)」은 자라를 의인화하여 성인일지라도 사소한 것에까

지 꼼꼼히 살펴 삼가 하도록 엮어 놓은 설화이다. 이렇듯 사물을 

의인한 설화는 임춘(林椿)에 이어 이 전집에서 다루어져 조선조

의 소설로 그 맥락이 이어진 것이다. 이들 가전체문학작품은 우

리나라 소설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때, 설화와 소설을 잇는 교

량적 구실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

되고 있다.

It is the collected works of prime minister Lee Gyubo, who was a literary servant and scholar from the Goryeo Dynasty. This collection was 
published in 1251, and included 2,086 poems and his comments of poetry.

東國李相國全集 DonggukYisanggukJeonjip
李奎報(高麗) 著 

木板本, 南海(慶尙南道) : 高麗國分司大藏都監, 高麗 高宗 38(1251)刻

16卷4冊(全53卷10冊) : 四周單邊 半郭 21.6 x 17.4 cm, 無界, 10行18字 註雙行, 

無魚尾 ; 28.0 x 21.4 cm (한貴古朝46-가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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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유권

선조(宣祖)의 서자(庶子)인 인흥군(仁興君) 이영(李瑛, 1604-1651)

의 시문집으로, 그의 큰아들인 낭선군(朗善君) 이우(李俁, 1637-

1693)가 편집한 것이다. 

제목에서 '선군(先君)'은 낭선군이 자기의 선친(先親) 인흥군을 지칭

한 것으로, ‘선군유권’은 인흥군의 유고(遺稿)라는 의미이다. 인흥군

은 7살이 된 광해군 2년(1610)에 봉군(封君)되었고, 병자호란 시에

는 남한산성으로 임금을 호종(扈從)하였다. 

부록에는 저자의 형인 인성군 공(珙, 1588-1628)의 유고인 「백인당

유권(百忍堂遺卷)」을 실었다. 장서인으로 책의 제일 첫 장에 ‘낭선군

장(朗善君章)’ 및 저자의 자인 ‘석경(碩卿)’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서

적 마지막 부분 여백에 낭선군이 왕손임을 나타내는 인장인 ‘인흥윤

사문단외파(仁興胤嗣文端外派)’가 날인되어 있다. 인흥군(仁興君)의 

맏아들이고 문단공(文端公)의 외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서는 중간 중간에 교정을 위한 주기(註記)가 있고, 중간에 여백을 

남긴 곳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중초본(中

草本)이다. 유려한 필체로 작성된 유일본으로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先君遺卷 SeongunYukwon
仁興君 瑛(朝鮮) 著

筆寫本(稿本), 孝宗-肅宗年間(1650-1693) 

3冊 : 四周單邊 半郭 19.8 x 13.0 cm, 有界, 10行20字, 

內向3葉花紋魚尾 ; 24.0 x 15.9 cm (한貴古朝46-가90)

It is the collected works of prince Inheung of Joseon Dynasty compiled by his son, 
Nangseongun. This is the sole remaining ancient manuscript written in elegant handwriting, 
which constitutes a high-value arti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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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녀춘향수절가

이 책은 전주에서 출판한 한글 방각본 춘향전이다. 방각본(坊刻本)은 상업 출

판업자가 이윤 추구를 위하여 대량 공급의 목적으로 만든 책을 말한다. 18세

기 소설이 발달하고 소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자 이들을 위한 한글 방각본 

소설이 등장하여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현재의 

방각본 소설은 판각된 지역의 이름을 고려하여 전주는 완판본, 서울은 경판

본, 안성은 안성판본 등으로 부르고 있다.

완판본의 특징은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써서 한 장에 적은 분량을 담아 읽기 

쉽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용이나 묘사 또한 자세하다. 특히 문체에서는 판소

리 사설을 거의 그대로 판각한 것이 많아서, 판소리 율문체의 성격을 고스란

히 느낄 수도 있다. 

경판본은 완판본과는 달리 글씨를 작게 하여 한 장에 많은 내용을 담아 한 권

의 분량을 30-40장 정도로 적게 만든 점이다. 이로 인해 소설의 내용이 짧고 

서술이 간략하다. 안성판본은 연구자에 따라서 경판본과 같은 계열로 보기도 

한다. 이 작품들을 보면 줄거리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세부 묘사나 표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열여춘향슈졀가라 YeolyeoChunhyangSujeolgara
木板本, 全州 : 多佳書舖, 1916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9.9 x 16.2 cm, 有界, 13行20字, 內向黑魚尾 ; 25.5 x 18.3 cm 

(한古朝48-61-2)

경판본 춘향전(한古朝48-252-3)

This novel, the story of Chunhyang, is one of the best known love stories and folk tales of Korea. It is based 
on the pansori Chunhyangga. It was also published in woodblock print, Banggakbon editions in Jeonju, Seoul, 
Anseo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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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로역정

영국의 작가 존 버니언이 쓴 종교 우화 소설을 고종 31년(1895)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奇一, James Scarth Gale)이 번역하

고, 김준근(金俊根)이 판화를 그려 원산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

이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처자를 버리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

는 한 권의 성경책을 들고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 도중에 여

러 인물들을 만나며, 천신만고 끝에 ‘하늘의 도시’에 당도하는 여

정을 그렸다. 일부 판화에서는 원근법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등

장인물들도 한국의 독자를 위하여 한복과 갓을 쓰고 있으며, 천

사의 모습은 한국 고전의 선녀를 연상케 하는 등 유불선(儒佛仙)

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근대의 첫 번역소설로 의미가 있는 자료

이다.

天路歷程 CheonroYeokjeong
奇一 譯 

木板本, 元山 : 聖會, 高宗 31(1894) 

2冊 : 四周雙邊 半郭 21.7 cm x 16.1 cm, 有界, 11行20字, 內向3葉花紋魚尾 ; 28.6 x 16.9 cm (古186-1)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christian allegory written by John Bunyan 
was translated into Korean in 1894. It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works of religious literature, and first translated novel in Korea.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부모의 은혜가 막중하다는 내용의 불경을 언해한 책이다. 

10가지 부모의 은혜를 십대은(十大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다. 아이를 품고 보호해준 은혜[懷耽守護恩], 해산에 즈음하여 고

통을 이긴 은혜[臨産受苦恩],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生子

忘憂恩],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아먹인 은혜[咽苦吐甘恩],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인 은혜[廻乾就濕恩], 젖을 먹여서 기른 

은혜[乳哺養育恩],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준 은혜[洗濁不淨

恩],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한 은혜[遠行憶念恩], 자식을 위하

여 나쁜 일까지 하는 은혜[爲造惡業恩], 임종끝까지 불쌍히 여기

고 사랑한 은혜[究意憐愍恩] 등이 그것이다.

인간의 기본 규범이라 할 효도를 불교적인 안목으로 이해하고 가

르친 책으로 조선 중기 이후 언해본이 출판, 유통되었다. 유교사

회에서 불경의 대중화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불셜대보부모은듕경 BulseolDaeboBumoEunjunggeong
鳩摩羅什 譯 

木板本  1冊(56張) : 圖, 四周雙邊, 半郭 22.1 x 16 cm. 10行12字 註雙行, 

上黑魚尾 ; 32.6 x 20.7 cm (古朝21-341) 

It is a sutra of parents’ immense grace. This Buddhist scripture 
teaches how to return parental love. This book tries to understand 
in Buddhist perspective the filial duty which is the most basic ethic 
among all religious teac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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妙法蓮華經 MyobeopYeonhwageong
戒環 解 

木板本, 仁祖 24(1646) 

63張 :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0.4 x 16.3 cm, 有界, 8行13字, 

內向混葉花紋魚尾 ; 32.1 x 21.5 cm (古1743-110) 

묘법연화경

일반적으로 화엄경, 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널리 알려진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은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

종(天台宗)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하여 부르기

도 한다.

변상도(變相圖)에는 위태천(韋駄天)과 약사(藥師), 석가, 아미타의 

삼세불(三世佛)과 각각의 권속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고,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대좌 아래에는 변상간기를 따로 새겨놓았다.

현재 약 150여 종이 필사, 간행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

관에는 목판본, 금속활자번각본 등의 간행본 외에 한글로 쓰여진 사

경도 소장되어 있다.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popular and influential Mahayana 
sutras, and the basis on which the Tiantai, Tendai, Cheontae, and 
Nichiren schools of Buddhism were established. It contains the 
teaching of the Buddha, complete and sufficient for salvation.

한글본 묘법연화경(한貴古朝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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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행실도

설순(偰循) 등이 세종의 명에 의하여 중국과 조선에서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선별하여 만든 책이다. 백성들

의 교육을 위한 조선시대 윤리 도덕서 중 제일 먼저 발간되고 가

장 많이 읽혀진 책이다. 모든 사람이 알기 쉽도록 매 편마다 그림

을 넣어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이 편찬되

고 『이륜행실도(二倫行實圖)』, 『오륜행실도(五倫行實圖)』 등이 이 

책의 체재와 취지를 본받아 간행되었으며, 일본에도 전래되어 이

를 다시 복각한 판화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윤리 및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This picture book is on conducts of the three bonds, loyal subjects, filial sons and virtuous wives with pictures published by Seol Sun by the 
command of King Sejong. Covering most of the Korean characters who are outstanding in their practice of loyalty, filial piety and chastity, 
this book suggests practical ethics of Confucianism as well as provides a history of characters. 

三綱行實圖 SamgangHaengsildo
偰循 編

 不分卷1冊 : 圖, 四周雙邊, 半郭 23.4 x 16.7 cm.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35.2 x 21.5 cm  (古朝57-가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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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행실도

정조 21년(1797)에 이병모(李秉模) 등이 왕명에 의하여 『삼강행실도』

와 『이륜행실도』를 합하여 언해한 책이다.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우의 윤리 규범서로 금속활자인 정리자(整理字)로 간행하였다. 내

용별로 그림이 먼저 나오고 한문과 한글 순으로 설명되어 있다. 

구성을 보면, 『삼강행실도』에서 다른 시간에 벌어진 2, 3개의 장면

을 한 화면에 엮는 복합적인 구성에서 탈피하여 한 장면만을 부각하

여 보다 간단하고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아울러 긴장감이 강한 사

선구도를 기본으로 하였고, 주변의 경물과 나무의 종류가 다양해졌

으며, 건물을 위용 있게 그려 보다 풍부하게 화면을 구성하였다.

도판을 먼저 싣고 그 다음에 행적을 붙임으로써 백성들이 그림을 통

하여 흥미를 가지고, 연후에 설명을 읽도록 한 체재상의 특징에서

도 볼 수 있듯이 유교의 기본 윤리 덕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

든 자료이다.

五倫行實圖 OryunHaengsildo
李秉模 等受命編 

金屬活字本(整理字), 正祖 21(1797) 

5卷4冊 : 揷圖, 四周雙邊, 半郭 21.7 x 13.1 cm, 10行20字 註雙行, 

上黑魚尾 ; 31.9 x 18.9 cm (일산古155-17)

This illustration, published in the royal library by King Jeongjo’s order in 1797, is a joint book of «Conducts of the 
Three Bonds with Pictures» and «Illustrated Stories Exemplifying the Two Confucian Virtues». 150 characters are 
listed in the main text, i.e., filial sons, loyal subjects, virtuous wives, families, friends and  teachers and students. For 
each character, illustration comes first and then explanations, poems, praises and Korean translation ar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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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합총서

1809년경 빙허각이씨(憑虛閣 李氏, 1759-1824)가 부녀자들을 위하

여 가정 살림과 일반 교양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여성 생활백과사전

이다.

규합(閨閤)은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규합총서

에는 밥, 반찬 만들기, 장담기, 술 빚기, 누에치기, 소·닭을 기르는 

법, 태교, 육아법, 구급방, 부적과 주술로 마귀를 쫓는 법 등 일상생활

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옷 만들

기, 수선하기, 물들이기, 길쌈, 수 놓기, 누에치기, 다듬이질 및 빨래

하기 등 주로 의복 관련 내용이 수려한 궁서체로 필사되어 있다. 이후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유통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자료이다.

규합총셔 GyuhapChongseo
憑虛閣 李氏(朝鮮) 著

筆寫本

1冊(68張) ; 35.0 x 22.0 cm (한貴古朝29-114)

This book is a hand-written manuscript by Bingheogak Yi in 1809. It is a type of a 
refinement encyclopedia for women and contains information on clothes, knowledge on 
food, pictures, and calligraphy. 

주례의 고공기에서 이르되, 황제가 문채로써 귀천의복지류를 표기하니 푸른 것

과 붉은 것은 문(文)이라 하고, 붉은 것과 흰 것은 장(章)이라 하고, 흰 것과 검은 

것은 보(黼)라 하고, 검은 것과 푸른 것은 불(黻)이라 하고 보불(黼黻)은 제왕의 

옷차림이라, 오체가 가진 것은 수(繡)라 하니 그런즉 문장은 의복류가 아니라 옷 

빛을 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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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주

수백 년 동안 한국사회의 민중들에게 널리 퍼진 운세를 알아보는 사

주책(四柱冊)이다. 이 당사주라는 이름은 한국에서 붙인 이름이다. 

사람의 생년·생월·생일·생시와 천상에 있는 12성의 운행에 따라 

인생의 길흉을 점치는 사주책으로, 일반 사주는 생년월일시에 해당

되는 간지(干支)의 상생, 상극과 오행의 강약, 대운(大運)과 세운(歲

運)의 순환에 따라 길흉이 결정되는 법이지만, 당사주는 오직 12성의 

조우(遭遇)로 길흉을 판단한다.

일생을 초년, 중년, 말년으로 구분하고 인명(人命), 골격(骨格), 유년

행운(流年行運), 심성(心性),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직업, 길흉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빨강, 파랑, 노랑색으

로 채색된 그림만 보아도 자기의 길흉화복을 한눈으로 식별하는 편

리성이 있어 서민생활에 널리 애용되었다.

唐四柱 Dangsaju
筆寫本  

2冊 : 圖 ; 36.1 x 33.2 cm (古朝19-58) 

The Chinese four pillars of destiny is a very old astrological technique which concept involves calculating a person’s destiny using the values 
of the birth year, month, day and hour. It has been in continuous use in China for nearly 1,400 years and has developed throughout the ages, 
specifically since Ta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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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활자견본첩

조선조에 주조된 금속활자의 글자를 나열하여 비교한 견본책이다. 

이 책에서는 갑인자(甲寅字), 실록자(實錄字), 한구자(韓構字), 정리

자(整理字), 철활자(鐵活字), 그리고 한글 활자의 순서로 활자의 견

본을 수록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의 활자를 파악하는 

용도로 만든 것인데, 판심의 활자명과 조선총독부라는 표시는 각각 

그 장에 수록한 활자로 집자(集字)하여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활자의 나열은 각 활자 가운데 특색이 있는 글자들을 뽑아서 같은 글

자를 모두 나열하여 놓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록한 활자의 종류는 

비록 많지 않으나 각 활자본에 나타나는 동일 글자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모두 뽑아 나열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견

본첩은 갑인자와 실록자, 한구자, 정리자, 철활자 등의 여러 판본에 

나타나는 동일자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朝鮮活字見本帖 JoseonHwaljaGyeonboncheop
朝鮮總督府 編 

金屬活字本 1冊(14張) : 四周單邊 半郭 24.7 x 17.0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 35.0 x 22.4 cm (한貴古朝95-1)

It is sample album of movable metal type, Gapinja, Sillokja, Hanguja, 
Jeongrija, Cheolhwalja, Hanguelhwalja made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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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는 총 148종의 한국 고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그 중 상당수는 민간에서 이용하며 소장하고 있던 것

을 구입 또는 기증의 방식으로 수집한 것이다. 

조선후기에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된 ‘동람도식(東覽圖式) 소형 지도책’ 계통이 31종, 현대 우리나라 지도의 모습과 비

슷하면서 조선후기 대형 지도의 수요를 장악했던 정상기(鄭尙驥)의 지도 계통이 24종, 이용하기 편리한 판매용으로 

제작한 김정호(金正浩)의 지도 계통이 12종 소장되어 있다. 또한 전국 그림식 고을지도책 계통으로 4종, 초대형 고지

도를 처음으로 제작한 신경준(申景濬)의 고을지도책 계통도 4종 소장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고지도는 『목장지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해동여지도』, 『청구도』 4종이며, 

이 밖에 필사본 18첩의 『대동여지도』, 『영고탑도』, 『서북강계도』, 『고성연해도』처럼 유일본이거나 희귀본이어서 문화재

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지도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옛
 지
도

   목장지도 

   동아시아지도

   군사지도

   고을지도

   조선전도

   전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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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나라에서 운영하던 국영 목장의 그림식 지도 32장이 수록

되어 있는 지도책이다. 왕실의 가마와 말 및 국영 목장을 담당한 관

청인 사복시(司僕寺)의 최고 책임자 허목(許穆, 1595-1682)이 1678

년에 편찬하였다. 

이 지도책의 통계표에 수록된 전국 국영 목장의 수는 138개소이고, 

실제로 목장이 운영되던 곳은 53개소였다. 목장에서 키우던 말의 총 

수는 20,213마리이며, 소는 895마리이다. 목동의 총수는 5,178명이

며, 이들을 감독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였던 감목관(監牧

官)은 12명이다. 첫 장에서 보이는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色圖)는 

현재 서울 광진구 지역의 살곶이목장(箭串牧場)을 그린 것으로, 왕

에게 바치는 말인 진헌마(進獻馬) 27종과 색깔에 따라 구분된 정색

마(正色馬) 21종의 이름과 특징이 서술되어 있다. 서울에서 가깝고 

가장 중요한 국영 목장의 풍경과 서로 다른 종류의 말 21마리의 모습

이 사실처럼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17세기 조선의 전국적인 국영 목

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당시의 회화적 특징과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

Mokjangjido is a map book in color compiled by Heo Mok in 1678. 
It illustrates ranches and stock farms managed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is the oldest map that includes 
detailed of all government ranches.

牧場地圖 Mokjangjido 
司僕寺 編 

筆寫本, 肅宗 4(1678) 

1冊(22張) : 彩色地圖 ; 44.8 x 30.0 cm (한貴古朝80-3) 寶物 第1595-1號, Treasure No. 1595-1

목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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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으로 된 채색 필사본 동아시아 지도이다. 천하지도(天下地圖)는 

‘세계지도’란 뜻인데 실제로는 세계의 중심이라 여긴 중국과 주변국

인 조선과 일본의 대마도(對馬島), 지금의 오키나와인 유구국(琉球

國)을 그린 지도이다. 

지도의 아래쪽에는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北京)으로부터 13개의 성

(省), 남경(南京), 청나라의 발상지인 영고탑(寧古塔), 조선국(朝鮮

國)까지의 거리(路程)가 표기되어 있으며, 청나라의 가장 높은 지방

행정단위인 성(省) 아래의 정치군사 행정단위의 종류와 수가 기록되

어 있다. 제작 연대는 지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수록된 우리나라

의 지명 변화로 지도 제작의 상한선을 추정할 수 있다. 1683년에 신

설되는 경상도의 영양(英陽)과 복설되는 순흥(順興), 1684년에 신설

되는 함경도의 무산(茂山)이 표기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변화된 지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CheonhaJido is a manuscript colored map of East Asia made 
in 18th century. This map includes China, Korea, Tsushima and 
Ryukyu islands of Japan.

天下地圖 CheonhaJido 
筆寫本, [肅宗 10(1684) 以後]

摺鋪1鋪 : 彩色地圖 ; 128.2 x 156.7 cm (한古朝61-11)

천하지도



54 55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본 고문헌 컬렉션 옛 지도 _ 군사지도

54 55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본 고문헌 컬렉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본 고문헌 컬렉션

조선의 북부 지역, 청나라의 요동과 요서 및 만주 지역을 함께 그린 

대형 군사지도이다. 

지도의 이름에서 서북(西北)은 우리나라의 서쪽과 북쪽, 피아(彼我)

는 청나라와 우리나라, 양계(兩界)는 두 나라의 경계선을 뜻한다. 따

라서 제목은 ‘우리나라의 서쪽과 북쪽에서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경

계선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지도’라는 의미다. 

1600년대 후반부터 조선에서는 청나라가 한족에 의해 중국 대륙으

로부터 밀려나 원래의 근거지인 만주의 영고탑(寧古塔) 지역으로 쫓

겨 가는 과정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 때문에 청나라에서 제작된 요동과 요서 

및 만주 지역의 지도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우리나라 북부 지역의 

지도를 합한 군사지도가 활발하게 만들어졌다. 이 지도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이며, 지도의 제작연대는 적혀 있지 않

지만 1700년대 전반으로 연구되었다. 지도의 서쪽 끝에 중국의 만리

장성 끝 부분이 그려져 있고, 이어진 동쪽의 목책(木柵)은 청나라가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만주 지역에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감

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의 발상지는 압록강 

북쪽의 흥경(興京) 지역이었고, 여진족 전체의 발상지로 여겨진 곳

은 두만강 상류 북쪽에 세 개의 섬이 그려져 있는 호수의 영고탑(寧

古塔) 지역이었다. 지도의 왼쪽 위에는 청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참조할 수 있는 여진족과 몽골족 관련 역사 및 특징을 정리하여 

기록해 놓았다. 

조선 후기 북방 국경지역을 그린 군사지도 중 가장 걸작에 속하는 것

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회화적으로도 매우 수준이 높은 자료

로 평가된다.

This is the hand-painted Korean old map depicting the west-nor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of North-east China around the 
border. This map served as a reference map for national defence from foreign invasion showing the military situation along and the details 
around the Yalu, Tumen river and the area of Manchuria in detail.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SeobukpiaYanggyeMalliillamjido
筆寫本, [18世紀 前半]

1張 : 彩色地圖; 162.2 x 191.4 cm (한貴古朝61-77)

寶物 第1537-1號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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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와 전라도의 해안 상황을 그린 지도’란 뜻의 제목을 붙인 해

안 방어와 관련된 군사지도이다. 현재의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지

역에 있던 경상도의 동해안 최북단 고을인 영해(寧海)로부터 시작

하여 남해안을 거쳐 현재의 전라북도 익산시의 용안면에 있던 전

라도의 서해안 최북단 고을인 용안(龍安)까지 그려져 있다. 59.7×

20.4cm의 1첩 40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펼치면 가로의 

길이가 8m가 넘는 초대형 지도이다. 

해안의 군사정보를 계속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동해-남해-서해

가 실제의 방향과 상관없이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 수록된 정보로는 

통영, 수영, 병영, 진보(鎭堡) 등의 군사기지는 물론이고 고을과 역

(驛), 봉수까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또한 창고, 봉수, 고을과 군

사기지 소속의 전선을 정박시켜놓는 선소(船所), 일반 포구도 자세

하다. 각 선소와 포구에는 접안 가능한 선박의 수, 피해야 할 바람의 

종류, 다른 포구까지의 거리가 적혀 있다. 섬의 정보도 자세한데, 사

람의 거주 여부까지 기록해 놓았다. 땅길은 붉은색의 실선으로, 바

닷길은 분홍색의 실선으로 구분해 놓았으며, 통영과 미륵도의 사이

처럼 물살이 빨라 위험한 곳에서는 ‘물살이 매우 빠르다’는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끝나는 두 부분에는 해

안가 모든 고을의 포구, 봉수, 땅길과 바닷길 관련 정보를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This is manuscript colored map of coastal waters in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 This marine geographical map also served as a 
reference map for coastal defence from foreign invasion.

嶺南湖南沿海形便圖 YeongnamHonamYeonhaeHyeongpyeondo
筆寫本, [英祖 8(1732) 以後] 

1帖(19折40面) : 彩色地圖 ; 59.7 x 20.4 cm (한貴古朝61-29)

영남호남연해형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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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책으로 이루어진 전국 그림식 고을지도책이다. 

최초의 원본은 1720년대 안팎에 편찬되었으며, 지도책의 이름인 여

지도(輿地圖)를 현대의 말로 바꾸면 지도(地圖)라는 일반 명사이다. 

전국 모든 고을과 8도의 지도뿐만 아니라 원형의 세계지도인 천하도

(天下圖)와 중국·유구·일본 및 북경(北京)의 지도, 군사지도인 요

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 등 조선후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 지도의 

대부분이 망라되어 있다. 고을 지도의 대부분은 산과 산줄기 및 물

줄기의 흐름을 고을의 중심지인 읍치(邑治)의 풍수적 명당성을 강

조하기 위해 실제 모습과 상관없이 그려냈다. 풍수가 수도와 읍치

의 권위를 표현하는 핵심 사상이 된 조선후기의 소망공간을 모든 고

을의 지도에 담아낸 대표적인 전국 지도책이다. 비록 실제의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고을에서 직접 그려 올린 지도를 

기초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산과 산줄기 및 물줄기의 주요 흐름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근대의 

측량지도와 유사하게 그려낸 첫 번째의 지도 제작자 정상기(鄭尙驥, 

1678-1752)와 조선 최고의 지도 제작자 김정호(金正浩, 추정:1804-

1866) 등이 정확한 지도를 제작할 때 이 계통의 고을 지도책을 주요 

자료 중의 하나로 참조하였다. 

This is 6 volume atlas of local county and prefecture of Joseon Dynasty, including the world capitals, the Joseon-era Korea, Chinese 
provinces and Japan. It is not known exactly when this atlas was produced but the cartographic techniques and expressions are remarkable. 
The maps are among the earliest detail maps of Korea and are highly valuable materials historically and academically.

輿地圖 Yeojido
筆寫本, [英祖 52(1776) 以後]

6冊 : 彩色地圖 ; 36.5 x 33.7 cm (한貴古朝61-3)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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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으로 된 눈금선식 도별 고을지도책이다. 

영조 임금의 명을 받은 신경준은 영조 46년(1770)에 20리 간격의 가

로세로 눈금선(方眼)을 그어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을 추구한 8책의 

전국 고을지도책을 편찬하였다. 이 지도책은 신경준의 고을지도책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1800년 이후 편집한 필사본이며, 지도의 이름

은 ‘우리나라(海東)의 지도(輿地圖)’라는 보통 명사다. 

신경준의 고을지도책에 비해 이용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개선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준의 고을 지도책이 1개의 고을은 1면 또는 

2면에 그린다는 원칙에 따른 반면 두 면에 최대 9개의 고을을 그림

으로써 지도책의 분량을 혁신적으로 줄였다. 둘째, 두 권의 지도책

에 수록된 고을의 순서와 동일하게 고을의 기본적인 지지(地誌) 정보

를 세 번째의 지리지에 수록하여 고을의 지도와 지지를 비교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해동여지도는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이 뛰어나고 자세한 고을

지도책이며, 조선후기 최고의 지도 제작자인 김정호의 『청구도』 편찬

에 핵심적인 자료로 이용되었다.    

해동여지도

This is 3 volume atlas of county and prefecture of Joseon Dynasty. The first and second volumes contain maps, and the third volume 
gazetteers. The maps are drawn on 20-li grid sheets, small counties on sheets with bigger sections and large counties on sheets with smaller 
sections. A recompilation of an existing book intended for more convenient use, it has high academic value. 

海東輿地圖 HaedongYeojido
筆寫本, [正祖 24(1800) 以後]

3冊 : 彩色地圖 ; 34.0 x 22.3 cm (古貴2107-36)

寶物 第159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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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여덟 개 지역 전체를 그린 지도’란 뜻의 제목인 대형 우리나

라 전도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근대의 측량지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확하게 그

린 최초의 지도 제작자는 양반 출신의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이

다. 그는 1740년대에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그림식 고을지도책

(1720년대), 대중적인 길 안내 책인 정리표(程里標) 등의 위치 정보

를 비교 검토하여 선택한 후 너무 크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을 고려하

여 전국을 여덟 장으로 나누어 지도를 제작하였다. 또한 지도 위의 

실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축척인 백리척(百里尺), 지도의 제작 과

정과 지도의 필사에 중요한 정보를 서술한 설명문을 지도 위에 수록

하여 이용자들을 배려하였다. 이 때문에 1700년대 후반부터 정상기

의 지도 계통은 정확한 대형의 지도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장악하였

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최소 50종 이상이나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편이다.

이 지도는 정상기가 제작한 여덟 장의 지도 계통을 동일한 크기로 모

두 이어서 그린 지도로, 대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불편

하여 많이 제작되지 않았고, 현전하는 정상기의 전도 계통은 5종 안

팎밖에 안 될 정도로 희귀하다. 지도의 제작 연도는 적혀 있지 않은

데, 순조 22년(1822)에 새로 설치된 함경도의 후주(厚州)가 표기되어 

있어 그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고을과 군사기지, 찰방역 위주의 정

보를 수록하였고, 고을의 이름 옆에는 파견된 지방관의 이름 중 한 

글자와 서울로부터의 거리가 적혀 있다. 

조선팔역도

This is a large manuscript colored map of Joseon Dynasty, whose title 
means “a map depicting the entirety of the eight provinces of Joseon.” 
Since it is too large for practical use, not so many were produced. It 
is exceedingly rare, as there are only around five extant specimens of 
the complete maps produced by Jeong Sangki. 朝鮮八域圖 JoseonPalyeokdo

筆寫本, [純祖 22(1822) 以後]

1枚 : 彩色地圖 ; 241.3 x 99.0 cm 

(한貴古朝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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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gudo is the hand painted Korean old atlas with color drawn up by Kim Jeongho and consists of two volumes. In the atlas, the whole 
nation is divided into 22 blocks with 29 layers and odd number layers are included in the first volume and even number layers are included in 
the second volume. It describes important historical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in detail.

靑邱圖  Cheonggudo
金正浩(朝鮮) 撰 

筆寫本, [憲宗 12(1846)~憲宗 15(1849)] 

不分卷2冊 : 彩色地圖 ; 35.2 x 23.2 cm (한貴古朝61-80) 

寶物 第1594-1號

조선시대 지리학자 김정호(金正浩, 추정:1804-1866)가 제작한 지도

책이다. 청색은 해가 뜨는 동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던 이름 중의 하나가 청구(靑丘)다. 

조선후기에는 공자의 이름인 구(丘)를 피하기 위해 청구(靑丘)를 청

구(靑邱)로 바꾸어 썼다. 따라서 청구도(靑邱圖)는 ‘우리나라의 지도’

라는 보통명사인데, 일반적으로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책의 고유명사

로 이해되고 있다. 청구도는 지명, 산줄기와 물줄기, 해안선 등의 기

본 정보에서 앞서 소개한 『해동여지도』 계통을 그대로 따르면서 형식

과 내용의 측면에서 더욱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편집한 대중 지도

책이다. 전국을 동서 70리와 남북 100리의 간격으로 나눈 후 2권의 

지도책으로 묶었으며, 모두 펴서 연결하면 남북 약 7m에 이르는 초

대형 우리나라의 전도가 된다. 『청구도』는 전통시대에 제작된 한중일 

동아시아의 다른 지도책에서 발견되지 않는 근대 대중지도책의 특징

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첫째, 앞쪽에 찾아보기지도(索

引圖)를 배치하고 지도의 각 면마다 찾아보기지도와 연결하여 볼 수 

있는 번호를 써넣었고 둘째, 지도의 각 면마다 지도 위의 실제 거리

를 알 수 있는 10리 간격의 축척을 표시하였으며 셋째, 사람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서울은 더 자세한 축척의 지도를 그려

서 앞쪽에 수록해 주었고 넷째, 지도의 제작 과정과 내용, 필사 방법

을 자세하게 서술한 「청구도범례(靑邱圖凡例)」를 지도책의 가장 앞쪽

에 배치하였다.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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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dongYeojido, 18 folded sheet map, is the achievement of Kim Jeongho, a well known cartographer during Joseon Dynasty. The 
manuscript map was made in 1856, earlier than the generally known woodblock printing of 22 folded sheet map published in 1861. It 
comprises one sheet of content and 17 sheets of map. The complete map of Korea made by laying out all 17 sheets creates an enormous map 
that is 630cm.

大東輿地圖 DaedongYeojido
金正浩(朝鮮) 撰

筆寫本, [哲宗 4(1853)~哲宗 7(1856)]

18帖 : 彩色地圖 ; 41.1 x 25.3 cm (한貴古朝61-1) 

목록 1첩과 지도 17첩 등 18첩으로 이루어진 초대형 우리나라 지도

첩이다. 김정호(金正浩, 추정: 1804-1866)는 1834년부터 1840년대

까지 4차례의 필사본 『청구도』를, 1850년대부터 사망할 때까지 3차

례의 필사본 『대동여지도』와 1차례의 목판본 『대동여지도(大東輿地

圖)』를 편찬하였다. 그 중에서 필사본 18첩의 『대동여지도』는 두 번

째로 편찬된 것이며, 대동여지도란 이름은 ‘동쪽의 큰 나라인 우리

나라(大東)의 지도(輿地圖)’를 가리킨다. 김정호가 『청구도』에서 가

장 정성을 기울인 측면은 근대의 자세한 대중 지도책처럼 찾아보기 

편리하며 각 면마다 10리 간격의 축척을 표시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서 가장 정성을 들인 측면은 동서와 남북으

로 이어보기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선택한 것이 접

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첩(帖)의 형식이었고, 이어보는데 방해가 되는 

여백을 지도 각 면의 외곽에서 없애거나 최소화 시켰다. 현재까지 

유일본인 필사본 18첩의 『대동여지도』는 동서와 남북의 이어보기란 

측면에서 김정호의 과도기적 고민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지도 각 

면의 찾아보기와 축척을 비롯하여 지도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글

로 서술한 1첩의 목록과 2~18첩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을 

동서와 남북 각각 100리와 150리의 사각형으로 나누어 그렸다. 지도

첩 각 면의 크기는 41.1×25.3cm이기 때문에 17개의 지도첩을 상하

로 모두 이으면 남북 7m 안팎에 이르는 거대한 조선전도가 된다. 

대동여지도(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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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dongYeojido, 22 folded sheet map, is a large scale map of Korea produced by Joseon Dynasty cartographer and geologist Kim Jeongho 
in 1861. The map is praised for precise delineations of mountain ridges, waterways, and transportation routes. It also has markings for 
settlements, including villages, as well as notable administrative and cultural areas and sites, such as government offices and military sites, 
government horse ranches, beacon fire mounds, and royal tombs. The map was accompanied by a preface explaining the methodology, and a 
legend, as well as additional statistics, and a separate map for the Korean capital of Seoul.

초대형 우리나라 지도란 측면에서 김정호가 철종 12년(1861) 마지막

으로 편찬한 목판본 22첩의 지도첩이다. 표지의 제목은 소장자 또

는 제작자가 필사로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라 적은 것이며, 1

첩의 안쪽에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가 인쇄되어 있다. 김정호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많은 지리지와 지도를 최대한 수집하여 꼼꼼하게 

비교 검토해 나간 후 전국지리지를 다수 편찬하였다. 또한 그 성과

를 필사본 14첩의 첫 번째 『대동여지도』에서부터 반영하기 시작하여 

네 번째인 목판본 22첩의 『대동여지도』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

인 모습에서는 『청구도』와 비슷하지만 지명의 위치와 종류, 산줄기와 

물줄기의 흐름 및 해안선이란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바뀌었다. 

그는 각 면의 외곽에 여백을 전혀 만들지 않아 이어보기 편리한 지도

첩의 특징을 완성하였고, 이 때문에 나타난 축척과 찾아보기 방식의 

단점을 최소화시켰다. 축척은 10리 간격의 눈금선을 동서와 남북으로 

그어 만든 80리와 120리의 눈금선표(方眼標)를 1첩의 가장 앞쪽에 그

려 넣었고, 지도의 각 면에는 실선의 길 위에 10리 간격의 짧은 빗금

을 표시하여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1첩에는 이밖에도 

근대 지도의 범례 못지않게 자세한 14개 정보의 24개 기호를 정리한 

지도표(地圖標), 지도의 각 면보다 크고 자세하게 그린 서울 지도인 

「도성도(都城圖)」 와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가 수록되어 있다. 지도

첩 각 면의 크기는 30.4×20.0cm이기 때문에 22첩을 상하로 모두 이

으면 남북 약 6.6m에 이르는 거대한 우리나라 전도가 된다. 

대동여지도(목판본)

大東輿地全圖 DaedongYeojijeondo
金正浩(朝鮮) 撰 

木板本, 哲宗 12(1861) 

22帖 : 地圖 ; 30.4 x 20.0 cm (古朝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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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고문서는 기증과 구입을 통해서 입수되었다.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수집되어 온 수

량이 현재 약 24,000점에 이른다. 고문서 종류는 왕명문서, 관청문서, 매매문서, 소송문서, 증빙문서, 과거관련문서, 

재산상속문서, 관혼상제 관련문서, 간찰 등이 있다. 

소장 고문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세조 12년(1466) 1월에 오응(吳凝, 1422∼1470)을 가선대부 함길도관찰사로, 같

은 해 2월 21일에 오응을 가선대부 함길도관찰사 겸 함흥부윤으로 임명하는 왕명문서이다. 그리고 영조의 대리정무를 

보던 사도세자가 이성중(李成中, 생몰년 미상)을 경상도관찰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영서(令書), 숙종이 후궁 명빈박씨

(䄙嬪朴氏, ?∼1703)의 빈소에 바친 치제문(致祭文), 중국 청나라 황제 명의로 발급된 ‘청태종조유(淸太宗詔諭)’와, 청

나라 예부(禮部)에서 조선으로 보낸 ‘자문(咨文)’이라고 하는 외교문서 등도 소장 고문서 중 주목되는 고문서이다.

옛
 문
서

   왕명문서ㆍ명령서

   인수인계서

   증빙문서

   상속문서

   통지문서

   증명문서

   외국문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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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응 교지

세조 12년(1466) 1월에 왕이 오응(吳凝, 1422-1470)을 가선대부(嘉

善大夫)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국립중

앙도서관 소장 교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시명(施命)’이라는 조선초기 어보가 찍혀있다. ‘施命’은 군주가 두루 

관찰하여 명령을 베풀어 교화한다는 의미로 『주역』에서 따온 말이

다. 시명보는 세조 12년(1466)에서 성종 24년(1493)까지 사용된 어

보로 간명한 소전체(小篆體)에 옥(玉)으로 제작되어, 복잡한 구첩전

(九疊篆)의 한문서체를 사용하는 기존의 어보와는 다른 특징이 있

다. 이후 시명지보(施命之寶)로 바뀌어 교지, 교서 등 조선시대 국왕

문서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This is office warrant appointing Oh Eung as a hamgil provincial 
governor in 1466. It has the Royal Seal, Simyeong on the line of date. 
This is the oldest office warrant in National Library of Korea.

敎旨 Kyoji
吳凝 受取 ; 世祖 發給

筆寫, 漢城 : 世祖 發給, 世祖 12(1466)

1張 ; 43.0 x 54.0 cm (우촌貴 2102.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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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보 교지

중종 11년(1516) 9월 9일에 왕이 이현보(李賢輔, 1467-1555)를 중직

대부(中直大夫) 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선시대 국왕문서에 가장 많이 사용한 어보인 시명지보(施命之寶)

가 날인되어 있다.

This is office warrant appointing Lee Hyunbo as a seongonggambu-
jeong in 1516. It has the Royal Seal, Simyeongjibo on the line of date.
 

敎旨 Kyoji
李賢輔 受取 ; 中宗 發給 

筆寫, 漢城 : 中宗 發給, 中宗 11(1516) 

1張 ; 48.4 x 80.0 cm (古文貴21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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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패

홍패(紅牌)는 교지(敎旨)의 일종으로, 국가에서 과거에 급제한 자에

게 발급한 합격증서이다. 문·무과 합격자에는 홍패를 주었는데, ‘홍

패’라는 말은 합격증서의 색깔에서 유래한 것이다.

선조 27년(1594) 1월 25일에 교생(校生) 오흥조(吳興祖)에게 발급한 

합격증으로, 오흥조는 무과(武科)에서 병과(丙科) 제893인으로 급제

하였다. 

참고로 백패(白牌)는 조선시대 과거의 생원·진사과 복시(覆試) 합격

자인 생원·진사에게 발급한 합격증서를 말한다.

It is a certificate for a government recruiting examination. On January 
of the 27th year of King Seonjo, this message was written to certify 
passing the military examination of Oh Heungjo.

紅牌 Hongpae 
吳興祖 受取 ; 宣祖 發給

筆寫, 漢城 : 宣祖 發給, 宣祖 27(1594) 

1張 ; 88.0 x 38.0 cm (우촌貴2102.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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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영조 27년(1751) 1월 22일에 영조의 대리정무를 보던 사도세자(思悼

世子)가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전주부윤(全羅道觀

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 이성중(李成中)에게 내리는 

영서(令書)이다. 

영서는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할 때에 내리던 공식문서로 왕

이 내리는 교서와 위상이 같다. 대리청정을 한 왕세자만이 영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서는 남아 있는 자료가 드물며, 사도세자

의 ‘왕세자인(王世子印)’을 확인할 수 있는 희귀한 자료이다.

This is an official document to Lee Seongjung granted by a crown 
prince Sado when ruling as regent on behalf of the king, and carries 
the same status as the king’s letter of instruction, as the crown prince 
regent alone was able to grant this letter. There remain only a few 
letters of instruction by the crown prince, and this is a rare artifact 
that bears prince Sado’s seal.

令書 Yoengseo
李成中 受取 ; 思悼世子 發給

筆寫, 漢城 : 思悼世子 發給, 英祖 27(1751) 

1張 ; 59.0 x 166.0 cm (古文貴古朝51-다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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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5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본 고문헌 컬렉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본 고문헌 컬렉션

해유서

정조 9년(1785) 함경북도(咸鏡北道) 길주목(吉州牧) 소속 서북진병마

첨절제사(西北鎭兵馬僉節制使)를 지낸 윤빈(尹鑌)의 해유서(解由書)

로, 문서의 길이가 거의 7미터에 달한다. 

해유서는 조선시대 관리가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면서 

작성하는 인수인계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함경북도 길주목 서북진 진영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무

기류 및 병서류, 군량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350여 항목에 이르는 내

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300여종에 이르는 무기류를 살

펴보면 각종 활과 화살을 비롯하여 총통·조총·화약·탄환·폭

탄·화약심지 등의 화학병기류와 창·칼 등의 사살무기, 징·북·취

라·깃발 등의 각종 신호장비, 방패·마름쇠와 같은 방어장비 등으

로 상세히 구분하고 있다. 

이 고문서를 통하여 18세기 북방지역의 군기 현황과 규모, 군비실태

를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It is a document of handover between a preceding official and a 
succeeding official in time of replacement in 1785. This is an almost 
seven-meter-long job succession document, which records 350 
items covering from weaponry, tactics, and military provisions. 
This valuable document shows the current state and size of military 
equipment, and the condition of armaments in the northern region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解由書 Haeyuseo
兵曹 受取 ; 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發給 發給

筆寫, 吉州 : 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 發給, 正祖 9(1785)

1張 ; 80.0 x 689.5 cm (古文2102.1-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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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영조가 열 번째 딸인 화유옹주(和柔翁主, 1710-1777)에

게 내려준 궁 소속 노비에 대해 영조 35(1759) 내수사

(內需司)에서 확인하고 내려준 입안(立案)이다.

입안(立案)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발급하던 공증서(公證

書)이다. 조선시대에는 가옥이나 토지 및 노비 등을 매

매하거나 양자(養子)를 들일 때 원칙상 관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아야 했는데, 이때 관에서 발급한 공증서가 

바로 입안이다. 

It is a document of the King Yeongjo’s grant to princess 
Hwayu certificated by the office of Royal Financial 
Affairs. For transactions involving housing, land and 
slaves, or adopting a son in the Joseon Dynasty, it was 
mandatory to register at a government office to have 
the deal certified. Thi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was 
issued by the authorities for such a transaction.

立案 Ipan
和柔翁主 受取 ; 內需司 發給  

筆寫, 漢城 : 內需司 發給, 英祖 35(1759) 

1張 ; 146.0 x 275.0 cm (古文貴古朝57-가4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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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기

선조 17년(1584)에 상속자 즉 재주(財主) 임언수(任彦秀)가 병환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자녀 다섯 남매(2남

3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재산 상속 문서[分財記]이다. 

대체로 18세기 전반 이전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그리고 출생 순서에 

차등 없이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아

들을, 그 중에서도 특히 장자(長子)를 우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his is a document produced when a living person bequeaths his 
possessions to 2 sons and 3 daughters In general, inherited property 
was distributed evenly regardless of the children’s sex and order of 
birth until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but subsequent periods saw 
a marked tendency of favoring sons, especially the eldest son.

分財記 Bunjaeki
五男妹 受取 ; 任彦秀 發給 

筆寫, 任彦秀 發給, 宣祖 17(1584) 

1張 ; 94.5 x 72.5 cm (古文貴2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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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

계해년(癸亥年) 12월 1일에 석제(錫濟) 등 3명이 문장댁(門長宅) 등 

여러 종중에 보낸 한글 통문이다. 종속댁에서 위토전(位土田 :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을 사들이면서 전후 비용 700원이 모자라므로 종중 소유 전답

과 산록(山麓)을 파는 문제에 대해 이달 7일에 모여 상의하기를 바란

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통문이란 서원, 향교, 문중, 동중(洞中) 등에서 동류(同類)의 기관이

나 단체 혹은 개인에게 보내는 통지문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통고하

거나 촉구하는 사항이 주로 수록된다.  

通文 Tongmun
筆寫  9枚 ; 55.0-35.0 x 58.0-63.0 cm (한古文古朝51-다121) 

文1, 종회통문(한글)金錫濟 等著(癸亥). - 文2, 筆里秋公會大洞稧通文(戊午). - 文3, 竹里大洞春  

A circular letter refers to a written notice sent from private academies, 
local public schools, and paternalistic lineage organizations to similar 
organizations, groups or individuals. It generally raises issues of 
common interest or calls fo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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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조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의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 지금의 여권과 같다. 이 여권은 고

종 32년(1895) 7월 29일(양력 9월 17일) 

왕태자궁(王太子宮) 부첨사(副詹事) 윤헌

(尹 )이 일본과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

에 가기 위하여 조선의 외부(外部)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왼쪽에는 영문과 불문으

로, 오른쪽에는 한문으로 기입되어 있다. 

This is a document to certificate the status 
and nationality of a person who wishes to 
travel overseas and requests the protection 
of the bearer, which is equivalent to 
the role of passports today. This kind 
of passport was issu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Korean Empire in 
1895 for Yoon Heon to travel to Japan, the 
United States, and a number of countries 
in Europe. The information was filled out 
in English and French on the left and in 
Chinese on the right. 

執照 Jipjo

尹  受取 ; 外部 發給 

石版本, 高宗 32(1895) 

1張 ; 40.0 x 51.8 cm (古貴2102-7)



94 95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본 고문헌 컬렉션 옛 문서 _ 외국문서

중국 강희제의 조유

중국 청나라 성조(聖祖) 15년(1676) 1월 12일에 강희제(康熙帝)가 황

태자 책립을 기념하여 그의 할머니인 태황태후(孝莊皇太后)와 어머

니인 황태후(皇太后)에게 존호(尊號)를 바친다는 사실을 알리는 조유

(詔諭)이다. 인장은 ‘황제지보(黃帝之寶)’가 찍혀있다. 

이 조유는 ‘청태종조유’라는 표제로 된 자료의 하나로, ‘청태종조유’

에는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보낸 8건의 외교문서(10장)가 포함되어 

있다. 

청조 황제 명의로 발급된 공식 외교 문서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몇 

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It is a group of documents sent to Joseon by Qing, and they are called 
‘Qingtaizongzhaoyu’ which were 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issued in the name 
of Emperor of Qing. Those documents hold significant values as part of the few 
remaining documents in South Korea today. 

淸太宗詔諭 CheongtaejonJoyu
太宗(淸) 發給

寫本, 太宗 10(1637)

10張 ; 80.4-50.5 x 186.7-101.2 cm (한貴古朝51-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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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임명 고명

중국 청나라 성조 52년(1713) 강희제(康熙帝, 1654-1722)가 관료의 품계 승급을 

명한 고명(誥命)이다. 고명은 청조에서 5품 이상의 관원에게 황제의 명의로 발급

하는 관료 임명 문서이다. 

좌령(左領) 뇌도(賴都, 라이두)를 통의대부(通議大夫)의 품계로 올려주고, 남편의 

승급에 따라 그의 처 서목노(舒木魯, 슈무루)와 계처(繼妻) 특극특씨(忒克特, 삭

다)를 숙인(淑人)에 봉하는 총 3건의 고명을 하나의 두루마리에 서사하여 발급하

였다. 

왼쪽 부분은 만주어로, 오른쪽 부분은 한문으로 작성되었고, 좌우로 동일한 내용

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오색의 비단에 흰 구름이 직조되어 있고, 용 문양 사이

에 한문과 만주어로 쓰여진 ‘봉천고명(奉天誥命)’은 백사(白絲)로 직조되어 있다. 

이러한 고명은 조선에서 국왕이 왕비, 왕세자·왕세손 및 그들의 빈을 책봉할 때 

제작되는 교명(敎命)의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This is an emperor’s official warrant granted by the Kangxi Emperor of the Qing 
Dynasty to command the promotion of officials. It was a document of bureaucratic 
appointment issued to an official of grade 5 or higher in the name of the emperor. 
The emperor’s order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in Joseon, especially regarding 
the form of the king’s warrant to appoint the queen, the crown prince,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and their wives. 

奉天誥命 BongcheonGomyung
康熙帝 發給

原本 1軸 ; 30.5 x 325.2 cm (古貴古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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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는 고서, 고지도, 고문서 외에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고서화(古書畵), 즉 옛 선인들의 글씨와 그림도 

소장되어 있다. 

역대 국왕 및 왕세자, 명필로 알려진 문인들의 글씨와 필첩(筆帖), 서화첩(書畫帖), 탁본류와 더불어 화가들의 그림, 

각종 행사와 관련된 기록화, 연회도, 계회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고서화는 아니지만 역대 인장들을 모아 놓은 인보와 

묘지 부장품인 명기, 묘지명 등의 기타 자료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옛
 서
화

   글씨

   그림

   기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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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어필 

조선 제21대 왕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1776)가 친필로 

쓴 글씨이다.

영조 25년(1749)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 1691-1756)가 왕실의 재

정 용도를 규정한 『탁지정례(度支定例)』를 간행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접 영조가 그 취지를 쓴 것이다.

제1면에 대자(大字)로 쓴 ‘철권으로 남겨 두고 영구히 준행하라(鐵券

留置 永久遵行)’는 8자로 시작하여, 박문수 등이 『탁지정례』를 간행

한 사실과 공덕을 치하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이 글씨는 

목판으로 새겨 탁지정례 서문에 실렸다. 국가의 재용을 헛되이 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 영조의 국가경영 방침을 확인하고, 당대에 

유행하던 서체인 조맹부체(趙孟頫體)를 따라 작성한 것을 엿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Handwriting of King Yeongjo containing king’s instruction to the editor of TakjiJeongrye, regulations of the national finance.
This is a useful material that confirms the 21st King Yeongjo’s policy on national governance under the principle of preventing the waste of 
national funds. It was written in emulation of the style of Zhao Mengfu, a style of handwriting that was popular at that time.

御筆 Eopil
英祖(朝鮮) 書 

筆寫本(自筆本), 英祖 25(1749) 

1冊(5張) ; 47.3 x 31.3 cm (한貴古朝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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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어필

조선 제 22대 왕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의 예필

(睿筆)을 모은 필첩이다. 

예필은 임금이 되기 이전 세손 또는 세자 시절의 글씨를 의미한다. 

주로 해서(楷書) 대자(大字)로 쓰여 있는 이 글씨는 아직 원숙하지 못

한 필체로 보아 정조의 원손 시절인 1759년 8세 이전의 글씨로 여겨

진다. 내용은 「동몽선습(童蒙先習)」이나 송나라 장사숙(張思叔)의 「좌

우명(座右銘)」 등 명구(名句)와 당시(唐詩) 등을 옮긴 것으로 총 10건

이다. 

‘사친이효(事親以孝)’, ‘사군이충(事君以忠)’, ‘장유유서(長幼有序)’ 등

을 쓰며 글씨 공부와 더불어 내용을 익혔으며, 마지막에는 ‘임오년에 

「중용(中庸)」 1부를 홍수영(洪守榮)에게 하사한다’는 내용의 글씨가 

덧붙어 있다. 

정조와 외사촌 홍수영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으며, ‘마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게 된다’는 말을 자주 인용한 정조의 순후한 성정 기질이 

글씨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This is a specimen of handwriting written by King Jeongjo, the 22nd King of Joseon Dynasty, in his childhood before his 
inauguration. His immature handwriting style indicates that this was written before 1759, when Jeongjo was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at the age of eight.  

正宗御筆 JeongjongEopil
正祖(朝鮮) 書 

筆寫本(自筆本)

1冊(30張) ; 44.5 x 31.2 cm (한貴古朝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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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어찰첩

조선 제22대 왕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가 세손(世

孫) 시절 외할아버지인 홍봉한(洪鳳漢, 1713-1778)에게 보낸 39통의 

편지를 엮은 어찰첩(御札帖)이다. 편지를 보낸 시기는 스무 살이던 

1772년 6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다. 대략 한 달에 6~7통의 편지

를 보냈고, 일주일 정도 편지를 보내지 못하면 ‘오랫동안 안부를 여쭙

지 못했다’고 밝혀서 정기적으로 문안편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수록된 정조의 글씨는 다른 친척이나 신료들에게 보낸 글씨와는 완

전히 다르다. 정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달필의 초서(草書)로 써

서 편지를 보냈었던 것과는 달리, 외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는 상대

방을 높이고자 하여 모두 해서(楷書)로 썼다. 어린 시절 외가에 보냈

던 미숙하고 졸(拙)한 글씨와는 또 다른 20대 초반의 아직 숙련되지 

않은 글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편지를 전달해 달라는 정조의 부탁을 잊어 늦게 보냈다는 내

용1)의 혜경궁 홍씨 글씨도 확인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안부 외에도 세손시절의 정치행위와 저술과정, 학습의 내

용, 그리고 외가와의 관계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어 궁중 생활의 

일단을 엿볼 수 있고, 외조부와의 관계를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의

의를 가지는 자료이다. 

This is a collection of 39 letters that King Jeongjo sent to 
Hong Bonghan, his maternal grandfather, when he was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at the age of 20. The letters 
cover not only ordinary personal conversation, but also his 
political activities, writing processes, contents of academic 
learning, and the relationship with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which demonstrates an aspect of life in the 
royal court. It is a deeply meaningful document that offers 
insight into King Jeongjo’s relationship with his maternal 
grandfather.

正宗大王御筆簡帖 JeongjongdaewangEopilgancheop
正祖(朝鮮) 書

筆寫本(自筆本), 英祖 48(1772) 

1冊 ; 44.5 x 31.5 cm (古貴0231-6)

지난번에 편지를 보내주셔서 삼가 잘 보고 삼가 위로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바쁜 

관계로 아직 답장을 올리지 못하였으니, 송구한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하겠습니까.

요사이 눈 내리는 차가운 날씨에 체후 동지(動止) 만강하시겠지요. 못난 저는 우러러 

위로되고 그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지

내고 있습니다. 이밖에 달리 무엇을 번거롭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번 대향(大享) 때에 초헌례(初獻禮)를 섭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해

보는 일이라 생소하여 제대로 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초록한 역사책 몇 책은 보내 

주신대로 잘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바빠서 예를 갖추지 못하고 편지를 올립니다.1)  “                                                                                       ”

  (이 봉서를 보내라 한 말씀을 받들고도 못 보내었으니 죄송한 마음 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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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예필첩

조선 제24대 왕 헌종(憲宗, 1827-1849, 재위 1834-1849)이 세손이

었을 때 쓴 글씨를 모은 필첩이다.

세 폭의 글씨에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홍석모(洪錫謨, 1781-1850)

가 3수의 기념시를 덧붙여 엮었다. 예필(睿筆)은 왕세손(王世孫) 또

는 왕세자(王世子)가 쓴 글씨를 말한다. 홍석모는 마지막의 발문(跋

文)에서 이 필첩을 만들게 된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세손을 모시기 

위해 세손이 6세 되던 순조 32년(1832) 중광원(重光院)에 입시하였

는데, 당시 사서(司書) 홍희석(洪羲錫)의 요청으로 세손이 홍석모에

게 천자문의 구절 ‘日月辰宿’ 과 ‘忠孝善行’, ‘見日月玉出’ 등 세 차례

에 걸쳐 하사한 사연과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필첩을 꾸민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헌종의 유필(幼筆)과 함께 신료들과의 교류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This is a specimen of handwriting written by King Heonjong, the 24th King of Joseon Dynasty, in his childhood before his inauguration. 
This document shows excerpts of his childhood handwritings from the Thousand-Character Classic and correspondences with his 
retainers. 

世孫宮睿筆帖 Sesongung Yepilcheop
憲宗(朝鮮) 書  

筆寫本  

1帖(9張) ; 34.5 x 21.2 cm (한貴古朝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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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 김정희 서축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쓴 행서 대련(對聯) 글씨이

며, 완당(阮堂)은 그의 또 다른 호이다. 붉은 색 중국 종이에 먹을 되

게 갈아 힘차게 썼다. 완당이라는 서명 아래 ‘金正喜印’과 ‘阮堂’의 낙

관이 찍혀 있으나 종이 색깔과 인주의 빛깔이 비슷해서 잘 보이지 않

는다. 

서축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요히 앉은 곳, 차 마시다 향 사르고, 묘

한 작용이 일 때, 물 흐르고 꽃이 피네(靜坐處茶半香初, 妙用時水流

花開)”이다. 차와 향이 만나 선(禪)과 하나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내

면 깊은 곳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

고, 그 느낌을 ‘수류화개(水流花開)’에 담았다. 즉 있는 그대로의 자

연이 있을 뿐이다. 

추사의 글씨 중에서도 걸작에 속하는 작품이다.

This is a tui-lien written in the semi-cursive style of writing by Kim 
Jeonghui, whose alternate penname is Wandang. This is one of his 
masterpiece calligraphy works, which was powerfully written on 
Chinese red paper with thick ink. 

阮堂對聯書軸 WandangDaeryunSeochuk
金正喜(朝鮮) 著 

自筆本, [高宗年間(1863-1907)] 

2軸 ; 200.8 x 57.5 cm (古貴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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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궁전도

경기도 강화부의 궁전·묘전(廟殿) 등을 그린 채색도 중 외규장각을 

그린 그림이다. 

인조 이래 강화도에 행궁(行宮)과 전각들이 지어졌고, 정조 6년

(1782) 강화도 행궁 옆에 외규장각을 설치하여 왕실 관련 자료를 보

관하였다. 규장각에 보관하던 국왕이 보던 어람용 의궤(儀軌)가 강

화도로 옮겨진 것도 바로 이때이다. 이로써 외규장각은 규장각의 분

소와 같은 성격을 띄게 되어 이곳을 ‘규장외각(奎章外閣)’, 또는 ‘외규

장각(外奎章閣)’이라 부르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외규장각은 6칸 

크기의 규모로 행궁의 동쪽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외규장각에는 의

궤, 어제(御製), 어필(御筆), 교명(敎命), 옥책(玉冊) 등의 왕실 자료

들과 더불어 금보(金寶), 옥인(玉印) 등의 어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밖에 봉선전과 만녕전(萬寧殿) 등을 그린 「봉선전도(奉先殿圖)」 

와 장녕전 및 재실(齋室)을 그린 「장녕전도(長寧殿圖)」 , 행궁을 그

린 「행궁도(行宮圖)」  가 수록되어 있다.





 

This is paintings of the Royal Palaces in Ganghwa Prefecture. It is a colored four 
fold painting and depicts the king’s temporary palace, library and surroundings 
around Ganghwa fortress. This painting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works of the 
19th century palaces.

江華府宮殿圖 Ganghwabu Gungjeondo
筆寫本, [高宗 18(1881)]

1帖 : 地圖(色彩) ; 36.8 x 25.7 cm (한貴古朝6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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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재화첩 

조선후기 화가인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 1668-1715),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1710-1760)의 

그림을 모아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이 편집한 화첩

이다. 제목을 ‘삼재화첩’이라 한 것은 수록된 화가들의 아호(雅號)에 

공통적으로 ‘재(齋)’가 들어 있어 ‘삼재(三齋)’라고 불린 데서 연유한 

것이다. 화가별로 그림 3폭씩 총 9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두서의 ‘기마인물도(騎馬人物圖)’는 겨울날 말을 타고 산비탈을 지

나가는 인물을 그린 것으로, 비단에 수묵(水墨)으로 표현하였다. 윤

곽선으로만 표현한 먼 산과 화면의 한쪽에 경치를 배치한 변각구도, 

갈필로 그린 나무 표현에서 조선중기 화가들이 구사한 명대 절파화

풍(浙派畵風)을 보여주고 있다. 

정선의 ‘산수화’는 비단 위에 수묵담채로 그린 것이다. 멀리 산등성이 

사이로 산성(山城)이 보이고 오솔길을 따라 가는 여행자들이 보이며, 

가까이는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노인과 동

자를 배치하여 한가로운 초여름 풍경을 담담하게 묘사하였다. 

심사정의 ‘화조도(花鳥圖)’는 한참 피고 시기가 지난 듯, 연잎은 시들

었고 연꽃 또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곽선 없이 담백한 수묵채색

을 사용하여 그린 기법이 마치 한 폭의 수채와 같은 청신한 느낌을 

전해준다. 

三齋畵帖 SamjaeHwacheop
尹斗緖,鄭敾,沈師正(朝鮮) 畵; 吳世昌 編 

筆寫本, 19世紀

1帖(11折20面); 41.7 x 26.0 cm (한貴古朝82-97) 



SamjaeHwacheop is a collection of paintings by 3 artists, Yoon 
Duseo, Jeong Seon, Sim Sajeong in the mid-Joseon Dynasty. This 
is comprised of 3 piece paintings by each artist. The title comes 
from the pen names of the 3 painters which all ends in ‘jae’ and the 
descendants called the 3 painters ‘Sam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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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사마도

조선 제21대 왕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1776)가 영조 46

년(1770) 사옹원(司饔院)을 방문하여 어제친서(御製親書)와 구마(廐

馬)를 하사하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옹원의 관료들이 이를 기념하여 

만든 그림이다. 

사옹원은 왕의 식사와 궁중 안의 음식물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이다. 영조는 16세 때 사옹원의 제거(提擧)로 임명되어 몸담은 

바 있었고, 이로부터 61년의 세월이 지난 당시의 시점에서 옛 사옹원 

시절의 회상과 감회를 표현하고자 사옹원을 방문하였다. 

왕의 어좌(御座)를 묘사하여 왕이 친임(親臨)한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앙의 건물에 차일(遮日)을 친 것은 연회의 현장임

을 시사한다. 건물의 주변에는 수행원들과 임금이 타는 여(輿)가 놓

여져 있어 현장감의 표현이 한층 돋보이며, 아래쪽에는 말 4마리가 

겹쳐서 그려져 있고 관원들이 고삐 끈을 붙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마(廐馬)가 내려졌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그림은 사옹원의 관료들이 주체가 되어 제작한 계회도로서 사은

(謝恩)의 의미가 담긴 기록과 그림의 표현 역량 및 제작 수준이 가장 

높았던 영조대(英祖代) 기록화의 특징을 잘 예시해 주는 대표적인 자

료이다.

This is a painting to commemorate the moment when King Yeongjo 
visited Saongwon, the Royal Cuisine Office and bestowed his 
letter and horses on the officials. Saongwon was responsible for the 
king’s meals and the supply of food in the royal court. This painting 
illu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 painting as a genre, which 
reached its peak in terms of the standard of expression and produc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英宗賜馬圖 YeongjongSamado
金尙喆(朝鮮) 編 

筆寫 1幅 : 色彩 ; 190.0 x 105.0cm (한貴古朝51-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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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궁강학도

순조 연간(1800-1834)에 순조의 맏아들인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의 입학례 행사장면을 6폭의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춘

궁(春宮)’은 세자궁(世子宮)을 달리 이르던 말이며, 입학례는 왕세자

가 성균관을 방문하여 공자를 모신 대성전에 참배하고, 명륜당에서 

성균관 박사에게 제자로서의 예를 행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림은 전체 출궁도(出宮圖), 작헌도(酌獻圖), 왕복도, 수폐도(授幣

圖), 입학도(入學圖), 수하도(受賀圖) 순으로 그려졌다. 출궁도는 왕

세자가 창경궁 홍화문을 나와 성균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며, 작헌도는 왕세자가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 있는 공자와 네 

성인의 신위에 잔을 올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왕복도는 왕세자가 

박사에게 수업을 청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며, 수폐도

는 왕세자가 스승에게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입학도는 

왕세자가 박사에게 교육을 받는 모습이며, 수하도 왕세자가 입학

례를 마치고 궁으로 들어와 2품 이상의 문무관원들과 종친들의 하례

를 받는 장면이다.

이어 세자시강원에서 세자에게 경사(經史)와 도의를 가르쳤던 중신

들이 왕세자의 입학을 축하하는 글을 수록하고 있다. 



春宮講學圖 ChungungGanghakdo
筆寫本, 純祖年間(1800-1834) 

1冊(11折2面) : 圖(色彩) ; 37.8 x 24.9 cm (古貴0230-1) 





This is a six-panel painting depicting the crown prince’s entrance into a school enrollment ceremony during a year in the reign 
of King Sunjo. ‘Chungung’ refers to the palace of the crown prince, and in the school enrollment ceremony, the crown prince 
visited Seongkyungwan to pay his tribute at the Daeseongjeon Shrine dedicated to Confucius, and he observed courtesies as a 
disciple and learned from the scholars of Seongkyungwan in Myeongryundang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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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간공 연시장

서곡(西谷) 이정영(李正英, 1616~1686)이 사후에 ‘효간(孝簡)’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은 연시 행사를 기념하여 제작한 첩이다. 연시(延諡)

란 명망 있는 신료의 사후에 증정되는 시호를 본가에서 후손들이 맞

아들이는 행사를 말한다. 시호는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내고 학식

과 덕망을 갖춘 문무관(文武官)이 대상이 되었으며, 시호를 받는 것

은 신하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연시의 의례는 교서의 전달

과 낭독 등의 절차가 있고, 의식이 끝나면 연시연(延諡宴)을 베푸는 

것이 상례였다. 

교지를 실은 행렬이 집 앞에 도착하는 장면,  왕이 내린 교지를 읽

는 장면과  의례를 마친 뒤에 열린 연시연(延諡宴)을 그린  3장

의 그림과 연회객 27명의 좌목, 20명의 경하시(慶賀詩)가 적힌 수창

록(酬唱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This is a painting to commemorate the ceremony called yeonsi, where 
the posthumous epithet of ‘Hyogan’ was granted to Lee Jeongyeong. 
Yeonsi refers to a ceremony where the descendants of a renowned 
retainer received the penname given after his death in the head 
family’s household. The ritual of yeonsi includes the procedures of 
delivering and reading the royal letter, commonly followed by a feast 
after the completion of all rituals. 

孝簡公延諡帳 HyogangongYeonsijang
筆寫本

1冊(11張) : 圖 ; 41.6 x 29.7 cm (한貴古朝56-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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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회도

70세 이상의 원로 사대부로 구성된 기로회(耆老會) 회원들 12명이 

풍류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 광경을 그린 것이다. 인

조 7년(1629) 도화서 화가인 이기룡(李起龍, 1600-?)이 그리고 이경

직(李景稷, 1577-1640)과 장유(張維, 1587-1638)가 글을 썼다. 좌

우와 아랫부분에는 참석인원들의 관직·성명·본관 등의 내용과 모

임의 성격을 기록하였다.

오른쪽에서부터 나이순으로 반원을 그리며 앉아 있는 참석자들의 모

습과 제2석의 윤동로와 말석의 심유가 자리를 비우고 나와 서로 마

주하고 있는 광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좌우의 앞에 버드나무 한 쌍이 그려진 짜임새 있는 

구도이다.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기로회도로서는 드물게 작가가 밝혀져 있어 자

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This is a painting depicting a social gathering where 12 elder 
noblemen aged 70 or more enjoyed the arts and built their friendship. 
Information on the attendance list, including the attendees’ public 
post, name and family clan, and the purpose of the gathering were 
described on the left, right and lower sections of the painting.

耆老會圖幅 GirohoeDopok
李起龍(朝鮮) 畵, 李景稷, 張維(朝鮮) 書 

筆寫, 仁祖 7(1629) 

簇子1幅 ; 137.2 x 77.0 cm (한貴古朝57-가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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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 난족자
  

고종(高宗)의 아버지이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으로 알려진 이하

응(李昰應, 1820-1898)이 그린 그림이다. 호(號)는 석파(石坡)이다. 

그는 정치적 시련기를 맞을 때마다 난을 치며 개성적인 묵란화풍을 

구축해간 예술가이기도 하다. 

그림의 관서(款署)에는 ‘을해년 음력 2월에 영어 상공을 위해 그리노

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제 석파(書爲潁漁相公仁兄法鑒 乙亥仲春 

愚弟 石坡)’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潁漁)는 당시 우의정이었던 김병

국(金炳國, 1825-1909)의 호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당시 우의정이

었던 김병국에게 그려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종축(縱軸)의 화면에 자연 상태에서 난이 무리 지어 피어 있는 정경

을 표현한 총란화(叢蘭畵) 기법으로 난엽은 전반적으로 빠르고 거친 

필치로 되어 있고, 상단의 난은 담묵으로 하단의 난은 농묵으로 처

리하여 거리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검은 점(點)을 뿌려 놓은 듯한 꽃

술의 표현만으로도 무수히 많은 꽃의 존재가 암시되는 듯 그렸다. 

화면의 구도나 난의 묘사, 묵법의 사용, 관서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흥선대원군의 창안이 돋보이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This is a painting by Lee Haeung, father of King Gojong and also 
known as HeungseonDaewongun. He was an artist who established 
his own style of ink-and-wash paintings of orchids, as he indulged 
himself in painting orchids at times of facing political difficulties. 
This is a meaningful artwork showing his creativity, notable for 
its composition, depiction of orchids, use of ink, and the format of 
writing his signature and production notes.

興宣大院君蘭簇子

李昰應(朝鮮) 筆 

筆寫本, 高宗 12(1875)

1幅 ; 206 x 44.2 cm (한貴古朝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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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명화집

다양한 화풍의 그림을 두 폭의 병풍에 모은 것이다. 

조선후기 유행한 백납도(百衲圖)로 표구한 것으로, 여러 종류의 그

림을 한 화폭에서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표구양식이다. 신선도, 화

조화, 선면산수화, 어초도, 산수인물도 등 총 16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신선도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신선인 수노인(壽老人)을 그렸다. 머리

가 전신의 절반에 이를 만큼 긴 것이 특징으로 손에는 지팡이나 부

채를 들고 검은 사슴이 따르는 것이 특징이다.  화조화에는 조선 

중기의 절파화풍을 반영한 매화절지화조화와 비교적 사실적 공필로 

두 마리의 참새를 그린 작품이 대조를 이룬다.   부채에 그린 선

면(扇面) 산수화는 남종산수화풍을 반영하고 있으며, 백랍병풍에 한 

폭씩 나눠 배치하여 부분적 변화를 주고 있다.   병풍에서 비교

적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수초사이의 송사리떼의 묘사에는 

입체화법을 가미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는데, 물 속에서 자

유롭게 노니는 고기떼 위에 맑게 뜬 연분홍 꽃잎이 계절감각을 두드

러지게 한다.  한강에서 뱃놀이 하는 장면을 그린 회도한강(回棹

漢江)은 한강가에 배를 띄워 유람을 즐기는 선비들의 모습을 묘사하

고 있다. 

This is collection of 16 various styles 
of paintings on 2 folding screens in late 
Joseon Dynasty. This was produced 
using the method of picture mounting, 
which allows several types of paintings 
to be appreciated in a single scroll. It 
includes a Taoist immortal painting, a 
flower-and-bird painting, a landscape 
on a fan, a fishing-scene painting, and a 
landscape with figures.

朝鮮名畵集幅 JoseonMyeonghwaJippok
鄭敾(朝鮮) 外 筆寫 2幅 ; 155.6 x 150 cm (古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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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훈장도

대한제국의 훈장을 모사하여 그린 그림이다. 

대한제국의 훈장제도는 광무 4년(1900)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

장조례’를 공포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금척대수정장

(金尺大綬正章), 이화대수정장(李花大綬正章), 태극장(太極章), 자응

장(紫鷹章) 등이 있었고, 이후 1901년 팔괘장(八卦章), 1902년 서성

대수정장(瑞星大綬正章), 1907년 서봉장(瑞鳳章)이 추가되었다. 

본 자료에는 대한제국의 최고 훈장인 금척대수훈장(金尺大綬勳章)과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군공일등장(軍功一等章) 및 기념장(紀念章) 

등 30여 종의 정·부 훈장이 수록되어 있다. 

정밀하게 그려놓은 채색 훈장도를 통해 대한제국 시기의 훈장의 실

제 모습을 볼 수 있어 초기의 훈장 연구에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This is a precisely colored painting of the Korean Empire’s medals of merit, which offers 
insight into historical medals. 

舊韓國勳章圖 GuhankukHunjangdo
模畵本, [1910 - 1945] 

1冊(20張) ; 34.1 x 26.4 cm (한貴古朝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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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년 조선통신사 행렬도

인조 2년(1624) 제3차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에 사행(使行)한 장면

을 그린 기록화이다. 현존하는 조선통신사 행렬도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의 그림으로, 조선인, 일본인 합쳐 모두 231명을 묘사하였다. 이 

기록화의 서명은 ‘관영조선인내조권(寬永朝鮮人來朝卷)’이다. 관영

(寬永)은 인조 2년(1624)부터 인조 21년(1643)까지에 해당하는 일본

의 연호(年號)이다. 일본인 화가가 그려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한 것

이다.  

7개월에 걸친 사행의 목적은 에도막부(江戶幕府) 장군 습직(襲職)의 

축하 및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의 쇄환(刷還)이었다. 목

적지는 에도이며, 사행인원은 모두 300여명이었다.

17세기 전반기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의 구성과 접대방식, 행렬의 

모습, 그리고 대일 외교와 관련 사실들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

료이다.

This is the earliest remaining painting of the parade of the diplomatic 
delegation of Joseon to Japan in 1624. It depicts a total sum of 231 
Joseon and Japanese figures. This painting constitutes an important 
historical record that shows the configuration of the delegation 
dispatched to Japan in the early 17th century, as well as their method 
of reception, the format of the parade, and relevant facts regarding 
diplomacy toward Japan.  

寬永朝鮮人來朝卷 KwanyeongJoseoninRaejokwon
筆寫, 仁祖 2(1624) 1軸 ; 31.8 x 984.2 cm (한貴古朝51-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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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도

천문학과 관련된 여러 그림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중국 청(淸)대에 벨기에 선교사였던 남회인(南懷仁, Ferdinand 

Verbiest, 1623-1688)이 지은 천문학서인 『영대의상지(靈臺儀象志)』

에서 발췌한 그림이다. 

권두에는 북경 관상대(觀象臺)가 설치된 의의와 의상도가 필요한 이

유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만고불변의 우주의 운행법칙을 통해 인간

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을 들어 천문학 연구의 이유가 단지 호

기심이나 과학적 탐구심뿐만 아니라 인문적 측면에 있었던 점을 밝

히고 있다. 

제일 앞에 관상대도(觀象臺圖)에서 저자가 제작한 각종 천체 관측 기

구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제1도 황도의(黃道儀), 제2도 적

도의(赤道儀), 제3도 지평경의(地平經儀)를 비롯해 모두 117개의 그

림이 실려 있다. 제11도에는 천체 위치 측정 기구로 사용한 대각눈금

과 갈릴레오의 비례자와 콤파스를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동아시아에 전파된 유럽의 과학 기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희귀한 도서이다.

This painting of astronomical instruments is an excerpt from a book on astronomy written by a 
Belgian missionary, Ferdinand Verbiest in the Qing Dynasty. This is a rare book showing the spread of 
European science and technology across East Asia in the 17th century.

儀象圖 Uisangdo
南懷仁(白耳義) 著 

筆寫本, 顯宗 15(1674)

2冊 : 圖 ; 37.8 x 28.8 cm (한貴古朝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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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량] 백자명기

조선중기 문신 안홍량(安弘量, 1590-1616)의 묘역을 이장할 때 발견

된 기물이다. 후손인 안형주(安炯柱)에 의해 기증된 자료이다. 안홍

량의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몽부(夢孚), 호는 취봉(醉峰)이다. 선

조 39년(1606)에 병오식년사마시(丙午式年司馬試)에 진사(進士) 3등

으로 합격하고, 광해군 4년(1612)에 통사랑(通仕郞)으로 임자증광문

과(壬子增廣文科) 병과에 급제하였다. 성균관(成均館)의 전적(典籍)

을 거쳐 삼사(三司)를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능하였고 통

정대부(通政大夫) 도승지(都承旨)에 증직되었다. 

이 백자명기는 모두 12점으로, 술병과 술잔·향로·그릇·접시 등 

제기의 모양을 본떠 5cm 이하로 작게 만든 부장품으로 기물의 제작 

시기는 16세기말에서 17세기 초로 추정된다. 

It is white porcelain burial objects from the tomb of Ahn Hongryang. These vessels were donated by descendants Ahn Hyungju. The 
collection consists of 12 pieces of white porcelain vessels, and were produced as burial goods based on the model of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such as a wine glass, an incense burner, and a bowl and saucer, with sizes of 5 centimeters or less. The production date is assumed to be 
between the late 16th century and the early 17th century.

[安弘量]白磁明器 Ahnhongryang Baekjamyeongki
安炯柱 寄贈

12點 (古251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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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이상성 묘지석

영조 1년(1725) 이상성(李相成, 1663-1723)의 묘에 묻었던 백자 묘

지석이다. 묘지(墓誌)는 죽은 이의 행적 등을 돌이나 자기 등에 새긴 

글을 말하며 보통 정방형으로 만들어진다. 이상성의 자는 원경(元

卿), 호는 영은(穎隱)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아들 이광원(李光

遠)이 작성한 것으로 이상성의 가계와 생애, 자손을 기록하고 뒤에 

애도를 표현하였다. 묘지석을 통해 기록된 인물의 집안이나 신분 등 

개인 신상은 물론 그 당시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자

료가 되고 있다. 

It is 10 white porcelain epitaph from the tomb of Lee Sangsung. The 
personal history of the epitaph’s owner, Lee Sangsung is inscribed on 
the epitaph, including the year of his life, his family lineage, social 
status. The inscription is in itself of historical value as it provides 
insight into the various aspects of society of Joseon Dynasty. 

穎隱李公諱相成墓誌銘 YeongeunYigonghwisangsung Myojimyeong
李光遠 著

其他(磁器), 廣州 : 李光遠, 英祖 1(1725)  

10點 ; 20.6 x 13.8 cm (무구재古2511-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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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인장 및 화각인보

역대 문인, 서화가, 전각가의 인장을 모아 성책한 인보(印譜)이다. 

순조 25년(1825) 정육(鄭堉)이 편집한 것으로, 조선시대 문인 및 서

화가의 인장과 중국 황실, 명·청대 전각가의 인장을 모은 『고금인장

(古今印章)』 9권과 청나라 인사들의 인장을 수록한 『화각인보(華刻印

譜)』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허목(許穆), 신위(申緯), 박문수(朴

文秀), 이긍익(李肯翊), 윤두서(尹斗緖), 김정희(金正喜), 정선(鄭歚), 

심사정(沈師正), 김홍도(金弘道) 등 조선시대 문인, 묵객, 화가 등 유

명 인사들의 인장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book is a collection of ancient seals of writers, painters, 
calligraphers, and seal engravers across many generations. Compiled 
by Jeong Yuk, the collection consists of nine volumes of “Seals 
of Ancient,” which contains seals of Joseon writers, painters and 
calligraphers, as well as those of the Chinese Imperial Household 
and seal engraver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long with one 
volume of “The Collection of Seals” which includes the seals of 
public figures of the Qing Dynasty.  

古今印章及華刻印譜 Gogeuminjang geup Hwagakinbo
鄭堉 編集 

純祖 25(1825)

10冊 ; 17.8-23.0 x 12.8-15.6 cm (한貴古朝81-19)

朴彭年印 (박팽년)

申緯私印, 紫翁手臨 (신위)

謙齋, 元伯, 鄭敾 (정선)

金弘道印, 金弘道士能章 (김홍도) 姜世晃, 豹翁 (강세황)

成三問謹甫氏 (성삼문)

爲善最樂 (낭선군)

金正喜印, 華之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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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서 명 청구기호 책수 비 고

옛 책

국보
동의보감 古貴0237-15 1 국보 제148-2호

십칠사찬고금통요 한貴古朝68-3 25 국보 제319-1호

보물
석보상절 한貴古朝21-243 4 보물 제523-1호

조선왕조의궤 한貴古朝29-95 2 보물 제1901-5호

지정문화재
조영통상조약 古貴0234-2-10 1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09호

조아통상조약 古貴0234-2-21,22 2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08호

족보
청주한씨족보 古貴2518-89-58 1 초기 족보(1617년)

동복오씨족보 古朝58-가7-43 1 한글 족보

문집
동국이상국전집 한貴古朝46-가1850 4 最古 문집(1251년)

선군유권 한貴古朝46-가90 3 왕자의 문집

소설
열여춘향슈졀가라 古朝48-61-2 1 한글 소설

천로역정 古186-1 2 서양소설번역본

불경
불셜대보부모은듕경 古朝21-341 1 부모의 은혜. 한글불경

묘법연화경 古1743-110 1 천태종 대승불교 경전

유교윤리
삼강행실도 古朝57-가931 1 충신,효자,열녀의 행실도

오륜행실도 일산古155-17 4 삼강과 이륜의 행실도

백과사전 규합총셔 한貴古朝29-114 1 궁서체 한글자료 

점술서 당사주 古朝19-58 2 운세풀이 점술서

기타 활자견본첩 한貴古朝95-1 1 한글활자 견본

옛 지도

목장지도 목장지도 한貴古朝80-32 1 보물 제1595-1호

동아시아
지도

천하지도 古朝61-11 1 한중일 및 유구국 지도

군사지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한貴古朝61-77 1 보물 제1537-1호

영남호남연해형편도 한貴古朝61-29 1 경상도, 전라도 해안 군사지도

고을지도
여지도 한貴古朝61-3 6 한중일, 도별, 군현별 지도책

해동여지도 古貴2107-36 3 보물 제1593호

조선지도
조선팔역도 古朝61-7 1 조선 전도

청구도 한貴古朝61-80 2 보물 제1594-1호

전국지도
대동여지도 한貴古朝61-1 18 필사본 18첩 김정호 지도

대동여지전도 한古朝61-2 22 목판본 22첩 김정호 지도

구분 분류 서 명 청구기호 책수 비 고

옛 문서

왕명문서

교지 우촌貴2102.2-892 1 最古 임명장(1466년)

교지 古文貴2102.2-1228 1 이현보 임명장

홍패 우촌貴2102.2-894 1 과거 합격증

명령서 영서 한貴古朝51-다202-4 1 사도세자가 내린 명령문서

인수인계서 해유서 古文2102.1-1397 1 관직 인수인계서

증빙문서 입안 古文貴古朝57-가470-9 1 화유옹주 입안

상속문서 분재기 古文貴2102.7-28 1 상속문서

통지문서 통문 古文古朝51-다121 9 한글 통문

증명문서 집조 古貴2102-7 1 대한제국 여권

외국문서
청태종조유 한貴古朝51-다23 10 중국문서

봉천고명 古貴3-73-2 1 중국문서. 청나라 임명장

옛 서화

글씨

어필 한貴古朝82-43 1 영조 글씨

정종대왕어필간첩 古貴0231-6 1 정조 및 혜경궁홍씨 글씨

정종어필 한貴古朝82-41 1 정조 유년기 글씨

세손궁예필첩 한貴古朝82-47 1 헌종 유년기 글씨

완당대련서축 古貴0231-4 2 김정희 글씨

그림

강화부궁전도 한貴古朝62-178 1 강화부 외규장각 그림

삼재화첩 한貴古朝82-97 1 윤두서,정선,심사정  그림

영종사마도 한貴古朝51-나67 1 영조의 구마 하사 그림

춘궁강학도 古貴0230-1 1 왕세자 입학도

효간공연시장 한貴古朝56-나27 1 시호 받는 행사 그림

기로회도폭 한貴古朝57-가783 1 원로문인들의 모임

흥선대원군난족자 한貴古朝82-80 1 흥선대원군 그림

조선명화집폭 古0232-5 2 화조,산수,인물 등 명화 모음

구한국훈장도 한貴古朝32-3 1 대한제국 훈장그림

관영조선인내조권 한貴古朝51-나107 1 통신사 행렬도

의상도 한貴古朝66-23 2 천문학 관련 그림

기타

안홍량 백자명기 古2511-45-36 12 백자 명기

영은이공휘상성묘지명 무구재古2511-62-243 10 도자기에 쓴 묘지명

고금인장 및 화각인보 한貴古朝81-19 10 인장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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