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를 열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및 구입뿐만 아니라 ‘책다모아 사업’이라는 기증사업을 통해
국가장서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문헌에 대해서는 ‘기증 및 기탁’을
통한 수집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문헌 연구가인 동혼재(東昏齋)
석한남(石韓男) 선생께서 소장한 장서를 2018년 1월 국립중앙도서관에 기탁해
주셨습니다.

동혼재 선생이 기탁한 고문헌은 조선전기 세 번째로 만든 금속활자인 갑인자(甲寅字)로
찍은 『사기』 등 모두 133종 168점입니다. 기탁된 자료 중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법첩의 한 종류인 『순화각첩』, 낭선군 이우를 비롯해서 이름난
문장가들이 직접 쓴 친필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희귀 자료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책 속에 찍혀 있는 문인들의 장서인(책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해 찍는 인장)도 책의 내용 못지않게 눈길을 끕니다. 장서인을 통해 책의
간행연대를 추적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크기와 형태 그리고 각기 다른 문구를 지닌
장서인은 옛 책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동혼재 선생이 기탁하신 자료를 과학적 보존관리시스템 환경에서
보존·관리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앞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고문헌이 활발하게 기증
및 기탁되어 국민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한 층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0월

국립중앙도서관장 박 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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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혼재의 장서
귀중자료

동혼재 선생의 소장 장서는 한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
고 오랜기간 수집하고 공부해 온 자료이다. 기탁 고서의 규모는
국내 희귀 필사본, 금속활자본 등 133종 168점이다.
동혼재 장서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은 여러 종류의 희귀본이다.
조선전기 임진왜란 이전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법첩, 조선시대 문
장가들의 친필 필사본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귀중 도서를 동혼재
장서에서 만날 수 있다.

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귀중자료

순화각첩
『淳化閣帖』

편자미상│[임진왜란 이전]
1책(결본)│목판본│32.5 x 17.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30)

『순화각첩(淳化閣帖)』은 북송(北宋) 순화 연간에 역대 글씨를
정리한 법첩이다. 서예 전집의 성격인 집첩(集帖)으로 송 태
종(太宗) 순화(淳化) 3년(992)에 최초로 만들어졌다. 모두 10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역대제왕, 제2~제4권은 역
대명신, 제5권은 제가(諸家)고법첩, 제6~8권은 왕희지(王羲
之)321~379, 제9〜10권은 왕헌지(王獻之)의 각첩(各帖)이
수록되어 있다.
책은 10권 중 제5권인 ‘제가고법첩(諸家古法帖)’으로, 우리나
라에서 임진왜란 이전에 목판본으로 찍은 희귀 법첩으로 추
정된다. 특히 첫 면 상단에 찍혀있는 ‘홍문관(弘文館)’ 관인
으로 보아 조선 중앙 관청에서 이용된 장서임을 알 수 있다.
중국 고대 전설적인 제왕이자 문자를 발명했다고 알려진 창
힐(蒼頡)의 글씨부터 진나라 승상인 이사(李斯), 원나라 때
서예가로 이름난 조맹부(趙孟頫, 1254〜1322) 등 중국 역대
별로 이름난 인물들의 글씨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록된
글을 보면, 원래 『순화각첩』에 수록된 것 이외에 다른 글도
포함되어 있어서 송대 때 만들어진 제가고법첩과 동일하다
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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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명현간첩
『名賢簡帖』

[정몽주(鄭夢周) 등 서]│[14-17세기]
1첩│필사본│35.5 x 25.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1)

고려말에서 조선전기 명현들의 편지, 시 등 여러 글이 수록되어 있는 필첩이다. 나열해 보면, 정몽주
(鄭夢周)의 편지 2점, 이색(李穡)의 「둔촌기(遁村記)」, 길재(吉再)의 편지 1점, 「피징상재상계(被徵上宰相
啓)」, 「산가서(山家序)」, 「후산가서(後山家序)」, 김종직(金宗直)의 「답남추강서(答南秋江書)」, 김굉필(金宏
弼)의 편지 1점, 이언적(李彦迪)의 송별시 「송자유걸양남행(送子由乞養南行)」, 김안국(金安國)의 편지 1
점, 김인후(金麟厚)의 「여우인서(與友人書)」, 이원익(李元翼)의 편지 1점이다.
표지에 서명이 없으며, 내용을 통해서 서명을 “명현간첩”으로 명명하였다.
아래 편지는 조선전기 3대 청백리로 손꼽히는 청빈한 재상(宰相)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이 85세
때 쓴 것이다. 받는 사람은 알 수 없다. 이원익은 상대방에게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은 늙어 뵈러
가지 못하지만 아들이 문안드리러 간다고 하기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전하였다.

이원익 편지
[원문]
因人得聞

[번역]
인편을 통해서 당신이 편찮으시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令體不安 證勢彌留 不勝驚念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움과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今春秋不至於衰極 自可痊蘇 賤豚每

그대의 연세가 아직 노쇠할 때가 아니니 저절로 나을 겁니다.

欲進謁 而以我臨年不得遠離 今者撥

제 아이가 늘 가서 뵙고 싶어 하지만 제가 너무 늙어 저를 두고

萬趨

멀리 떠날 처지가 못 됩니다.

候 佇待回來 報喜之音耳 忙遽胡草
不能一一
〇氏曁諸令胤前 未及各狀 只倩消息
謹拜
壬申正月初九日 元翼 拜

지금 만사 제쳐두고 가서 뵙고 문안드린다고 하니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급하게 쓰느라 일일이 다 쓰지 못합니다.

〇씨와 아드님들에게 따로 글을 쓰지 못하고,
대신 소식만 전합니다.
삼가 올립니다.
- 1632년 1월 9일 이원익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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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선조친필
『先祖親筆』

송준길(宋浚吉) 서│[발행년불명]
1첩│필사본│21.7 x 14.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8)

동춘당 송준길이 수옹부군(睡翁府君) 송갑조(宋甲祚)를
위해 친필로 쓴 신도비 내용이다.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55에 수록된 「황고수옹부군신도비(皇考睡翁府君神道
碑)」와 원문을 비교했을 때, 글의 내용이 일부만 남아 있
고 또 글의 순서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붉은 선의
칸에 대자(大字)로 쓰여져 있어서 신도비 비석을 새길 당
시 글씨의 원본으로 추측된다.
송준길(1606〜1672)의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명보(明
甫), 호는 동춘당(同春堂)이다. 송갑조(1574〜1628)는 송
시열(宋時烈)의 부친으로, 자는 원유(元裕), 호는 수옹(睡
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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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회암선생재거감흥시
『晦菴先生齋居感興詩』

권상하(權尙夏) 서│18세기
1첩│필사본│31.4 x 21.5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3)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행초서
로 쓴 주자의 「재거감흥(齋居感興)」 시이다. 도학
(道學) 문학의 한 격조를 이룬 이 시는 도학의 근원
과 심학(心學)의 본질을 천명하는 한편, 이단을 배
척하고 공맹학(孔孟學)에 근거한 도덕 문명을 천명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모두 20수로 되어 있다.
표지는 없으며, 권상하가 마지막면에 ‘右晦菴先生
齋居感興詩’라고 해 놓았기에 이것으로 서명을 명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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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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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첩

書來後 走草寄 濟仲 參奉
편지가 온 다음 급히 써서 제중 참봉에게 보내다.

『詩帖』
君年五十二 그대 쉰둘의 나이에
始得一官名 비로소 관직을 얻었네.
參奉班雖薄 참봉이란 비록 낮은 직위이지만

조정만(趙正萬) 등 서│17〜19세기

園陵地實淸 원릉(園陵) 땅은 실로 맑은 곳.

1첩│필사본│33.5 x 23.5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7)

幽閑閱古史 그윽한 한가로움에 옛 역사를 들춰보며
灑掃盡吾誠 몸을 닦고 깨끗이 하여 정성을 다하면
畢竟雄州牧 마침내 큰 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니
不如上舍生 성균관 유생과는 격이 다르리.
班一作資 반(班; 직위)을 한번 자(資; 품계)로 써본다.

辛巳 四月 初二日 定而
1701년 4월 2일 정이.

조선후기 시와 서예가로 이름이 난 조정만(1656~1739)

坐衙惱擾 聊以言志耳

을 비롯해서 윤이즙(尹爾楫, 1650~?), 윤이즙의 당형,

관아에 앉아 근심하다가

윤이림(尹爾霖, 1642~1701), 윤일규(尹日逵, 1767~?),

애오라지 내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위달(李渭達, 1758∼1833) 등의 시와 편지가 수록된
첩이다. 이 중에서 조정만의 시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
다. 표지에는 서명이 없으며, 내용상 편지보다는 시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임의로 서명을 『시첩』으로 명명
하였다.
조정만의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정이(定而), 호는 오재
(寤齋)이다. 송준길 문하에서 학문을 하였다. 1681년(숙
종 7) 진사시에 장원하여 성균관유생이 된 후, 훗날 지돈
녕부사·한성부판윤 및 공조·형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기로 이름이
있었고, 경(經)·사(史)·백가서(百家書)에 두루 통하였
으며, 시와 서예에도 뛰어났다.
이 시는 『시첩』에 수록된 조정만의 여러 편의 글 가운데
1701년(숙종 27) 4월 2일에 조정만이 제중(濟仲) 참봉(參
奉)에게 지어 준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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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평암집서
『平巖集序』

이가환(李家煥) 서｜정조 22(1798)
1첩(3장)｜필사본｜ 29.7 × 21.7 ㎝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13)

1798년(정조 22) 이가환(李家煥)이 평암(平巖) 정형진(鄭滎振)의

되어 옥사(獄死)한 인물로 역사적으로 잊혀져 왔다. 더욱이 그

문집을 발간할 때 써 준 서문이다. 이 서문에는 한미한 시골에

의 학문적 성취를 알 수 있는 저술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의

서 의와 도를 즐기며 살아왔고, 후세에 본보기를 보여 준 평암

저서로 얼마 안 되는 분량의 시문집과 『금대전책(錦帶殿策)』(국

정공의 학문적 삶에 대한 칭송이 담겨있다.

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성호古1258-15)만이 남아 있다.

이가환(1742〜1801)의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정조(廷藻), 호

따라서 이 글 역시 이가환이 남긴 얼마 안되는 글이라는 점, 그

는 금대(錦帶)·정헌(貞軒)이다. 부친은 이용휴(李用休)이다. 그

의 필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는 당대 다산 정약용(丁若鏞)과 함께 최고의 학자라고 평가받았

정형진(1672〜1728)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여기(汝起), 호

으며, 정조 임금으로부터는 문장을 짓는 솜씨가 출중하다는 칭

는 평암(平巖)이다.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

송을 받았으며, 또한 ‘정학사(貞學士)’라고 호칭될 만큼 대학자

하다가 과거를 단념, 평암(平巖)이라는 바위에 집을 짓고 학문

였다. 특히 천문학과 지리학, 수학 등 자연과학에 남다른 이해

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고 한다. 문집으로는 『평암문집』

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순조 1년에 있었던 신유박해에 연루

5권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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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자료

도리원서
『桃李園序』

정학교(丁學敎) 서｜고종 32(1895)

春夜宴桃李園序

1첩｜필사본｜ 28.8 x 15.8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6)

夫天地者 는 萬物之逆旅 요 光陰者 는 百代之過客 이라 .
而浮生若夢하니 爲歡幾何리오.
古人이 秉燭夜遊는 良有以也로다. 况陽春이 召我以烟
景하고 大塊가 假我以文章이리오.
會桃李之芳園하여 序天倫之樂事하니 群季俊秀하여 皆
爲惠連 이나 吾人詠歌 가 獨慚康樂 이로다 . 幽賞未已 니
高談轉淸이라. 開瓊筵以坐花하고 飛羽觴而醉月하니 不
有佳作이면 何伸雅懷리오. 如詩不成인댄 罰依金谷酒數
하리라.
천지(天地)라는 것은 만물을 맞이하는 여관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

조선 말기 서화가로 유명한 정학교(丁學敎)가 1895년(고종
32)에 당나라 이백(李白)이 지은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
李園序)」를 행서로 쓴 작품이다. 표지 제첨에 “도리원서”라
고 적혀있고, 마지막 면에는 ‘丁學敎’ 장서인이 찍혀있다.
정학교(1832〜1914)의 본관은 나주(羅州), 일명 학교(學喬,
또는 鶴喬), 자는 화경(化景, 또는 花鏡), 호는 향수(香壽)·
몽인(夢人)·몽중몽인(夢中夢人), 사군자와 서예에 능하였던
정학수(丁學秀)의 형이다. 민영익(閔泳翊), 이하응(李昰應),
윤용구(尹用求) 등과 서화로써 교유하였다고 한다.

의) 세월이라는 것은 (영원 가운데) 잠시 지나는 나그네이다. 뜬 인생
이 꿈과 같으니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옛사람들이
촛불을 잡고 밤에 놀았던 것은 진실로 이유가 있었도다. 하물며 따뜻
한 봄날이 안개 낀 경치로 나를 부르고, 대자연이 나에게 아름다운 문
장을 빌려주었음에랴.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핀 향기로운 동산에 모여 천륜(天倫)의 즐거운
일을 펴니, 여러 아우들은 뛰어나 모두 사혜련(謝惠連)이지만 내가 읊
고 노래하는 것만이 홀로 사령운(謝靈運)에게 부끄럽구나. 그윽한 감
상이 아직 끝나지 않으니 고상한 담론은 갈수록 맑아진다. 아름다운
자리를 벌려 꽃밭에 앉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달 아래에서 취하니, 아
름다운 글을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상한 회포를 펴겠는가. 만일 시
(詩)를 짓지 못한다면 벌은 금곡원(金谷園)의 벌주 수에 따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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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첩

석봉(石峰) 한호(韓濩, 1543〜1605)가 쓴 「술회 차운(述懷 次韻)」

『書帖』

호 글씨에 대한 품평을 기록해 놓은 서첩이다. 특히 한호의 필체

의 시에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 1770〜1847)이 1828년에 한
에 대한 품평이 남아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창암의 이러한 한
석봉에 대한 품평의 글은 주목되는 자료로 평가된다.

[한호(韓濩) 서] ; 이삼만(李三晩) 평(評)｜순조 28(1828)

이삼만은 주로 전주에서 작품 활동을 했기에 전라도 지역에 그

1첩｜필사본｜ 28.2 x 15.2 cm

가 쓴 글씨가 많이 남아 있다. 어린 시절에 당대의 명필이었던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21)

이광사(李匡師)의 글씨를 배웠으며, 특히 초서를 잘 썼기 때문에
그의 서체를 창암체라 하였다고 한다.

한호 글씨에 대한 이삼만의 품평은 아래와 같다.

此 景洪書也
天然雅淳 深得古意 當與唐之數子竝驅
我國人 未能崇尙 可恨
戊子春 完山 李三晩
이는 경홍(한호의 자)의 글이다.
자연스럽고 우아하며 맑음이 옛 필의를
깊이 느낄 수 있다.
당나라 몇 분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숭상하지 못하니 안타깝다.
1828년 봄 완산 이삼만

_ 22

Ⅰ. 동혼재의 장서

귀중자료

述懷 次韻
家貧身老負妻兒
多難時危傷學字
便從師三年多難
時將晩萬事無成
計莫靑雲誤我知
難改白髮欺他不
自爲咄咄幽懷遠離
有舌無謀憐*季子
辭鄕處獨愧禪師
爲想極音容如得
歸遲在耳候門應

운(韻)을 써서 회포를 적다.
가난한 살림 늙은 몸으로 처자를 부양하니
힘들고 위태로운 세월엔 글씨 배우기조차 힘들구나.
선생 찾아 배운 삼년엔 어려움만 많았고
늘그막에 이르러서도 이룬 일 하나 없네.
높은 데에다 나를 잘못 알릴 꾀는 없고
백발(白髮)을 바꾸어 아니라고 속이기도 어려워
스스로 한심하여 깊은 시름 저 멀리 띄운다.
혀가 있어도 계책은 없으니 *계자(季子)가 가련하고
고향 떠난 홀몸은 스님에게 부끄럽네.
끝없이 생각하니 그 음성 그 모습만 떠오르는데
때늦은 귀향을 문 앞에서 맞아 주리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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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진경
『三昧眞境』

유숙(劉淑) 서·화｜19세기
1첩｜필사본｜ 27.0 x 17.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23)

표지 제첨에 “삼매진경”이라고 쓰여 있다.
조선 말기 화원인 유숙(劉淑, 1827~1873)은 중인 출신으
로 벽오사 시사의 회원이었으며 시서화에 뛰어났다. 본
관은 한양(漢陽), 자는 선영(善永) 또는 야군(野君), 호는
혜산(蕙山)이다. 그는 철종 임금과 고종 임금의 어진도사
시 수종화사로 참여했으며 왕실과 관료들을 위해 많은
그림을 제작하였다.
『삼매진경』의 마지막 장면(제4폭)은 계류도(溪流圖)이다.
이 그림은 바위를 휘감아 내려오는 계곡 물결을 그렸다.
유숙은 그림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화법을 구사하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나무와 바위 등을 수묵으로 간략하게 표
현하고 나무 주변과 계곡물에 푸른색으로 담채하여 청량
감을 더했다. 하단에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결을 강조
함으로써 물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시의 내
용을 더욱 부각시켰다. 제시(題詩)의 끝에 ‘혜산(蕙山)’과
‘유숙(劉淑)’ 낙관을 찍었다. 그리고 “慣於聾山 寧不能止
挽市喧(산에서 귀 막고 살았다고 해도 어찌 저잣거리의
시끄러움을 멈추게 할 수는 없겠는가?)”라는 화제가 적
혀있다.
아울러 이 화첩에는 계류도 이외에도 모란, 원추리, 수선
화를 그린 꽃 그림도 함께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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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죽도팔폭병풍
『墨竹圖八幅屛』

[신위(申緯) 화]｜[19세기]
1폭｜필사본｜175.0 x 488.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2)

신위(申緯, 1769~1847)가 그린 8폭 병풍이다. 그는 18-19
세기에 걸쳐 활동한 시서화 삼절의 서화가이다. 이 8폭 병
풍은 1폭부터 7폭까지 묵죽을 그리고, 마지막 8폭은 묵난을
그렸다. 신위는 묵죽화의 연원을 문동(文同, 1018~1079)으
로 생각했고 문동과 소식을 모범으로 삼아 “흉중성죽(胸中成
竹)”의 이론을 따르는 한편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묵
죽화에 영향을 받았다.
신위는 세장(細長)하지만 힘있게 대나무의 줄기를 그리고 죽
간은 곡선적으로 표현했다. 농묵과 담묵을 대비하며 댓잎을
처리해 깊이감과 공간감을 나타냈다. 3폭과 6폭에서는 대나
무와 함께 암석을 배치하였는데 담묵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그 위에 태점을 더해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그림의 구도가 안정적이고 대나무나 바위 등에 불필요한 세
부 묘사를 자제한 점으로 보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의
<묵죽팔폭병>(1817)보다 늦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위의 관서나 낙관은 없지만 절제미가 돋보이는 그의 만년
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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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불설 관무량수경(佛說觀無

『佛說無量壽經』

극락세계를 만들고 부처가 된 경위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量壽經)』과 함께 정토 경전을 대표하는 불경이다. 무량수불이
무량수불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늘 외우면 죽어서 극락세
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항(崔恒) 서]｜[예종 1(1469)]

표지 서명은 “무량수불경(無量壽佛經)”으로, 본문의 불경은

1첩｜필사본｜31.0 x 18.4 cm

비단에 반듯하고 정갈한 해서로 필사되어 있다. 아울러 마지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4)

막면에 “기축모춘 신 최항경서(己丑暮春 臣 崔恒敬書)”라고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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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당보집
『虛白堂補集』

성현(成俔) 저(著) ; 성세창(成世昌) 편집(編集)｜[16세기]
1책(결본, 권3-5 ; 유집 권1)｜목판본｜27.2 x 17.2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46)

조선전기의 인물인 허백당 성현(成俔)의 저술을 아들 세창
(成世昌, 1481〜1548)이 편집한 것이다. 이 책은 전 5권이라
고 알려진 『허백당보집』 중에서 권4-5가 남아있다.
성현(1439〜1504)의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경숙(磬叔), 호
는 용재(慵齋)·부휴자(浮休子)·허백당(虛白堂)·국오(菊
塢)이다. 시호는 문대(文戴)이다. 1462년(세조 8) 23세로 식
년문과에 합격했으며,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시
문에 능하여 형인 성임(成任, 1421〜1484)을 수행하여 연경
을 다녀와 『관광록(觀光錄)』을 지었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악학궤범』을 편찬하는 등 업적을 남겼다. 저서로는 『용재총
화(慵齋叢話)』, 『부휴자담론(浮休子談論)』 등이 있다.
이 자료는 원래 『허백당문집』 35권8책으로 중중(中宗) 연간
에 간행된 내용 중 일부인 보집(補集)에 해당한다. 초간본은
전하지 않고, 이 자료 등을 포함해서 중간본 등이 잔존하고
있는 희귀자료이다.
그리고 마지막 면에 찍혀있는 여러 개의 장서인 중 임진왜란
때 일본과 항전하다가 순사한 송상현(宋象賢, 1551〜1592)
의 장서인인 ‘송상현장(宋象賢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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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수기
『白雲山水記』

[허목(許穆) 서]｜[현종 9(1668)]
1장｜필사본｜ 34.8 × 99.0 ㎝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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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년(현종 9) 8월 15일에 허목이 쓴 백운산수 기문
(記文)이다. ‘기’는 한문 문체의 한 종류로, 사물을 객관
적인 관찰과 함께 기록하여 영구히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글이다. 이 글은 ‘기’의 여러
유형의 글 중 산수풍경을 적은 산수유기(山水遊記)에
해당한다. 『기언』 별집 제9권에 수록되어 있다.
백운계곡은 경기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있다. 글의
내용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빼어난 절경을 보여준다.
허목(1595〜1682)의 본관은 양천, 자는 문보(文甫)·화
보(和甫), 호는 미수(眉叟)이다. 그는 심학·예학·경
서·문학·의학·서예 등 배우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학문을 열심히 닦아 당대 최고의 학자로 평가받
았다. 또한 조선 서예사상 가장 독특한 전서체로 불리
는 ‘미수전(眉叟篆)’으로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의 비
문을 썼으며, 훗날 ‘미수전’으로 불리는 그의 글씨는 후
대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백운계곡 내 선유담 모습(포천시청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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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白雲山水記
龍洲公寄書漣上 爲山水之約 僕無事得書 喜甚
至蓀嶺 從公遊觀於白雲水石
自蓀嶺至社堂四十里 社堂山下佳村 有郊原石川之勝
谷口有臥龍巖
自社堂至白雲寺三十里 川上多白礫深松 往往有嵁巖脩瀨
行川上十五里至石場 盤石甚廣 有蒼松五六株 離立石上
川流石下 深者爲潭 淺者爲灣
從石場東行又十五里 山益深水益淸 間有高壁奇巖
至洞門 潭水綠淨最佳
白雲山中古寺前 樓對巖壁 甚奇 樓壁有東州李學士山樓記
沿溪少上 水流石上甚遠 其上曹溪
白雲東北五里 上禪最在山中高處 石峯環立 山深谷遠
望列岫 浮嵐爲山中絶景
其下古見跡寺 今墟爲墾田 田畔有道詵浮屠 刻鏤物像 奇詭萬狀
殆千年古蹟 石頹泐不可見. 白雲西南五里 普門亦佳寺
公手持魯春秋正義 易六十四卦 爻象卦序 此吾道之大宗
公行年八十有三 能博覽強識 精力不老
僕少於公九年 而倦怠甚矣 得聞微言至論 皆警人敎人者也 識之
上之九年中秋十五日 眉叟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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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용주1)공이 연천으로 편지를 보내어 산수구경을 제안했다.
나는 마침 한가한 터에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뻤다.
그를 좆아 손령(蓀嶺) 으로 가서 백운의 물과 바위를 두루 구경했다.
손령으로 부터 사당까지는 40리인데 사당은 산 아래 아름다운 마을로,
들판과 바위, 냇물이 무척 아름답다. 골짜기 초입에는 와룡암이 있다.
사당으로부터 백운사 까지는 30리 길인데, 개울가에는 흰 자갈과 소나무가 울창하다.
종종 우뚝 솟은 바위와 긴 여울을 만난다.
개울물을 거슬러 15리를 걸어서 마당바위에 도착하면 매우 넓은 바위 옆으로
푸른 소나무 대여섯 그루가 늘어서 있다.
개울물은 바위 밑으로 흘러 깊은 곳은 못이 되고, 얕은 곳은 돌물굽이 된다.
마당바위를 따라 동쪽으로 또 15리를 가면 산은 더욱 깊고 물은 더욱 푸른데
그 사이에 높게 둘러쳐진 아름다운 바위가 있다.
동문에 이르면 못의 물은 맑고 푸르러 가장 아름다웠다.
백운산중에 자리 잡은 옛 절 앞 누각이 암벽과 마주하고 있어 매우 신기하였다.
‘산루기(山樓記)’
가 걸려있다.
그 누각의 벽에는 동주 이학사2)의
계곡 조금 위로 개울물이 바위 위를 타고, 멀리 흘러가는데 그 위에는 조계폭포가 있다.
백운 동북쪽으로 5리를 가면 산 높은 곳에 상선암이 바위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다.
산은 깊고 골짜기는 아득하다.
늘어선 바위를 바라보니 짙은 산안개가 피어올라 절경을 이룬다.
그 아래에 있던 견적사는 지금 그 옛 터만 남아 밭이 되었고 밭 주변에는 도선의 부도가 있다.
기괴하고 다양한 모습의 불상들이 새겨져 있으나 천년 가까운 세월에 돌결이
마모되어 읽을 수는 없다.
백운사 서남쪽 5 리에 있는 보문사 역시 아름다운 절이다.
용주 공은 공자의 춘추정의와 주역 64괘의 효상과 괘서를 지니고 왔다.
이는 우리 도학의 대종(大宗) 이다.
공은 지금 83세의 연세인데도 능히 두루 읽고 잘 기억하며 그 정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나는 공보다 9세나 어린데도 권태롭기 그지없다.
그 은미한 말씀과 지극한 이론을 듣고 보니 모두 사람들을 일깨우고
가르치는 것이라 이렇게 적는다.
1668년 8월 15일

미수 쓰다.

1 용주공은 조경(趙絅, 1586〜1669)을 말한다. 본관은 한양,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 또는 주봉(柱峯)이다.
2 동주 이학사는 이민구(李敏求, 1589〜1670)를 말한다. 본관은 전주,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洲) 또는 관해(觀海)이다. 실학자 이수광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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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서인이야기

1. 장서인의 역사
2. 문인과 그의 장서인

책 속에 찍혀 있는 문인들의 장서인은 책의 내용 못지않게 사람
들의 눈길을 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 각기 다른 문구를 지닌
장서인은 옛 책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또 하나의 재미를 선사
한다.

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1. 장서인의 역사3)

1.1 장서인이란
장서인(藏書印)이란 책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해 찍는 인

3 본 장에 서술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장 그 자체를 말함과 동시에 인장을 책에 찍어 나타나는 인영(印影)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고문헌과에서 주관하는 제20회 고문헌 강

말이다. 즉 인장 자체와 인영을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좌 “조선시대 장서인이야기”(강사 : 박철

한 인장을 가지고 책에 찍으면 장서인, 서화의 감상용으로 찍으면 감상인(鑑賞印), 이를 다
시 서화의 낙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장서인은 그 형태·재료·문자·인주의 색·찍는

상, 고문헌연구가) 자료집을 바탕으로 작
성되었으며, 각 사례는 동혼재 기탁자료
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위치에 따라 대우 다양하다.
인장의 사용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인장은 대부분 봉니(封泥)4)의 형식으로,
다른 사람이 열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종이와 비단의 사용이 보편화되
면서 목간이나 죽간은 점차 사라져 갔고, 인장의 형식과 사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금

4 옛날에는 종이 대신에 죽간(竹簡, 대나
무 조각)이나 목간(木簡, 나무 조각) 위에

속·도자(陶瓷)·죽목(竹木) 등으로 만든 인장에 색깔이 있는 인주를 사용하여 찍게 된 것

글을 썼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이다. 서화가 발달하면서 인장은 공문서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기에

에는 그 위에 판자를 대고 끈으로 묶은 다

이르고, 송나라 때 이르러 출판문화가 꽃을 피우면서 인장은 이제 책 속으로 진출하게 된
다. 장서인은 이렇게 인장이 생겨난 뒤에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등장하게 된다. 더욱

음 끈의 끝부분이나 끈이 교차하는 곳에
진흙으로 밀봉을 하고 그 위에 인장을 찍
었는데 이것을 봉니(封泥)라 한다.

이 개인 장서인의 경우 그 출현 시기는 더욱 늦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장의 역사도 그 출발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고려시대
이전에는 실물로 전존되는 것이 매우 드물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 시기를 확정할 수 있
는 개인의 장서인은 조선시대 초기가 되어야 나타난다.

1.2 장서인의 효용
장서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보통 장서인의 효용은 크게 감상과 고증 두 측면을
언급한다. 감상은 장서인에서 미적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고, 전각(篆刻)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고증’이라는 것은 장서인을 통해 책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첫째, 책의 간행 또는 필사 연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림 1>은 『사기』 중 「회음후열전」(동혼재-44)에 찍혀 있는 장서인이다. 인문을 판독해 보

<그림 1>

면 ‘창녕/세가(昌寧/世家)’·‘조말손인(曺末孫印)’·‘찬보(纘甫)’이다. 일반적으로 책의 간행

『사기』 중 「회음후열전」에 찍혀 있는 장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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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위 ‘간기(刊記 : 간행사실을 기록한 내용)’가 표시
되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의 간행 연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
다. 간기 이외의 방법 즉 책의 활자, 지질, 판심 등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 역시
정확성을 높이기가 어렵고, 그에 대한 감식안이 있는 사람의 경우가 아니면 더더욱 그렇다.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장서인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이 책에는 조선전기에 활동했던 조말
손(생몰년 미상, 1472년(성종 3)에 문과 급제)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그의 본관은 창녕, 자
는 찬보이다. 따라서 이 책이 언제 간행되었는지 모르지만 조말손 장서인이 찍혀있는 것으
로 보아 15세기 후반에서 늦어도 16세기 초반이전에는 간행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둘째, 서적의 전승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
장서인에는 두 사람 이상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 장서인만으
로도 그 책이 누구에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2>는 『송목관집(松穆館集)』
(개인소장) 서문에 찍혀있는 인장들이다. 소장의 순서대로 보자면 아래쪽의 ‘석준(奭準)’·‘점
필재십사세손(佔畢/齋十四/世孫)’이라는 두 방의 인장이 처음 주인의 것이다. 『송목관집』은
역관(譯官) 출신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언진(李彦瑱, 1740~1766)의 시집인데 1860년에
역관 김석준(金奭準, 1831~1915)이 편집하여 북경에서 간행하였다. 따라서 이 인장은 이 책
의 출판자인 김석준이 가지고 있던 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후 이 책은 다시 정학교(丁
學敎, 1832~1914)의 손을 거쳤는데, 맨 위에 있는 인장 ‘향수감정(香壽/鑑定)’이 그것을 말하
고 있다. 향수는 정학교의 호이며, 정학교가 살펴보았다는 의미로 찍은 인장이다. 이 후 이
<그림 2>
『송목관집』 서문에 찍혀있는 장서인 사진

책은 다시 김원근을 거쳐 한문학자였던 이가원(李家源, 1917~2000)에게 돌아갔다. ‘김원근
인(金瑗/根印)’과 ‘이씨가원(李氏/家源)’·‘희담실학(憙譚/實學)’이라는 인장이 그것을 말해주
고 있다. 이들 장서인을 통해 이 책의 전승 과정을 고스란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원본임을 확인 또는 기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점
필사본의 경우 필사시기 뿐만 아니라 필사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더더욱 필사 기록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한 측면에서 필사본에 찍혀 있는 장서인은 그
책의 기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그 책이 원본이거나 원본에 가깝다는 증거
가 된다. <그림 3(동혼재-82)>은 표지에 서명이 없지만 본문 첫면에 “회헌간독(晦軒簡牘)”
이라고 적혀있다. 첫면 하단에 인장 2개가 찍혀있는데 나란히 읽어보면 ‘회명(晦明)/규당
인(圭堂人)’·‘반남인(潘南人)/박태회(朴泰晦)/용장인(用章印)’이다. 이 책에 수록된 편지는
박태회(朴泰晦, 생몰년 미상)의 형 박태은(朴泰殷, 생몰년 미상) 관련이지만 글은 박태회가
필사를 하고 본인의 장서인을 찍어 두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박태회와 박태은이 남
긴 글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박태회 장서인을 통해 이 책이 원본이라는 것을 말

<그림 3>
『회헌간독』 첫면 하단에 찍혀있는 장서인

하고 있고, 자료의 중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45 _

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넷째, 조선 장서문화의 취약점을 보완해준다는 점
중국의 장서가와 달리 조선의 장서가들은 자신의 장서목록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지 않았

5 실례로 조선시대 정조임금의 경우 서울
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선본과 중국본에

다. 이 때문에 유명한 장서가의 경우에도 그가 어떤 서적들을 수장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

압인된 정조 장서인을 통해 정조라는 국

는 방법이 없다. 장서인이 바로 이러한 조선시대 장서문화의 취약점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

왕의 장서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

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된다.5) 물론 한 사람의 장서인이 찍힌 책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지

조의 장서 문화에 대한 중요한 특징이 밝
혀지고 있다.(김영진 외(2014), 『장서인을

만 동일인의 장서인을 통해 그 사람의 장서 현황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활용될 수 있다

통한 조선본 정조 장서의 재구성 및 그 활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 방안』 보고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
단/ 김영진·박철상·백승호(2014), 「정조
의 장서인-규장각 소장 조선본을 중심으

다섯째, 장서가의 감별능력 혹은 심미안을 살필 수 있다는 점

로」, 『규장각』4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

예를 들어,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장서인이 있는 책이라면, 책의 저자

학연구원/김영진·박철상·백승호(2015),

나 내용에 대해 추사가 특별히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추사는 전각 자체

「규장각 소장 중국본에 압인된 정조 장서

의 미적 추구와 함께 책과 장서인을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함으로써 조선시대의 장서인을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렸다. 이밖에도 장서인은 다른 서화 작품에 찍혀 있는 인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료의 보충 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우리가 장서인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장서인의 감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서인을 통
해 장서인이 찍혀 있는 책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한 사회의 장서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는 데에도 있는 것이다.

1.3 장서인의 종류
① 성명인(姓名印)
성명인은 성과 이름을 새긴 인장을 말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서인이다. 성명의 끝에 ‘인
(印)’이나 ‘장(章)’ 등의 글자를 함께 새기기도 하고 그냥 성명만 새겨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은
자호인, 당호인 및 적관인과 함께 사용하지만, 성명인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림

<그림 4> 김명국의 성명인 ‘김명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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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권상하의 성명인 ‘권상하인’

인 고찰」, 『한국한문학연구』60, 한국한문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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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소장)는 김명국(金明國, 1600〜미상)의 성명인 ‘김명국씨(金明國氏)’이고, <그림 5>는
『성리대전서』(동혼재-54)에 권상하(權尙夏, 1641〜1721) 성명인 ‘권상하인(權尙夏印)’이다.
② 자호인(字號印)
옛날 사람들은 이름 이외에도 자(字)나 호(號)를 지어 사용했는데, 이는 장서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자나 호를 따로 새겨 사용하기도 했으며 성명과 함께 인장에 새겨 사용하
기도 하였다. 성명인과 자호인은 가장 많이 사용되던 장서인이었다.
<그림 6>은 조영석(趙榮祏, 1686〜1761)의 ‘종보(宗甫)’라는 자를 새긴 인장이다. <그림 7>
은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광지(光之)’라는 자를 새긴 인장이다. <그림 8>은 김수항
(金壽恒, 1629〜1689)의 자를 새긴 인장이다. 『성리대전』(동혼재-52) 권26에는 ‘김수항(金
壽恒)’, 마지막 면에는 ‘구지씨(久之氏)’가 찍혀있는데, 김수황은 성명인·자호인을 따로 만
들어 사용하였다.

<그림 6> 조영석의 자호인 ‘종보’

<그림 7> 강세황의 자호인 ‘광지’

<그림 8> 김수황의 자호인 ‘구지씨’

③ 향관인(鄕貫印)
향관인은 본관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향관인 역시 성명인, 자호인과 더불어 우리 선조들
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인장 중의 하나이다. 본관만 새기기도 하지만 본관 다음에 ‘후인(後
人)’, ‘세가(世家)’ 등의 말을 붙여 새기는 경우도 많았다. 또 성명이나 표자인(表字印 ; 자를
새긴 인장)과 함께 새기기도 하였지만, 아예 ‘동래정씨(東萊鄭氏)’처럼 본관과 성을 붙여 사
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9>는 『문선찬주평원(文選纂註評苑)』(동혼재-61)에 찍혀있는 홍방(洪霶, 1573〜
1638)의 장서인이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풍산(豐山)’·‘홍방(洪霶)’·‘경망(景望)’이 찍혀있
는데, 향관인·성명인·자호인 순이다.

<그림 9> 홍방의 향관인·성명인·자호인 ; 왼쪽부터 ‘풍산’·‘홍방’·‘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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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호인(堂號印)
당호(堂號)는 집의 이름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다. 그러나 우리 선인들은 자신이 사는 집에 의미를 부여한 이름을 붙이고 이를 자신과 동
일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堂)’·‘재(齋)’·‘관(館)’·‘실(室)’ 등을 붙인 당호를 별호(別
號)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그리고 이를 장서인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⑤ 기년인(紀年印)
자신의 일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만한 일자를 인장에 새긴 인장이다. 여기에는 자
신의 생년이나 과거시험에 합격한 해를 새긴 인장 등이 있다. <그림 10>은 ‘을사진사기
유증광(乙巳進士己酉增廣)’이라 새긴 인장이다. 광해군과 인조 때 문신 민성휘(閔聖徽,
1582~1647)의 인장인데, 『신증설문운부군옥(新增說文韻府羣玉)』(동혼재-70)에 찍혀있다.
그는 을사년(1605)에 진사에 합격하고, 기유년(1609)에 증광 문과(병과)에 급제했기 때문
에 이런 인장을 새겼던 것이다. 민성휘는 기년인 아래에 적관인·성명인·자인·호인을
차례로 찍어놓았다.

<그림 10> 민성휘의 기년인 ‘을사진사기유증광’

⑥ 수장인(收藏印), 감상인(鑑賞印), 교정인(校定印)
수장인은 성명이나 자호, 당호 다음에 수장(收藏), 진장(珍藏), 장서(藏書), 장(藏), 도서(圖
書), 비급(秘笈) 등의 글자를 추가하여 수장의 의미로 찍는다. <그림 11>은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예림품휘(藝林品彙)』(국립중앙도서관 위창古37134) 마지막장 하단에 본인의 수장인 ‘위창/장서(葦滄/藏書)’를 찍었다.
한편, 감상인은 성명이나 자호, 당호에 감상(鑑賞), 진상(珍賞), 과안(過眼), 경안(經眼) 등
의 글자를 함께 새겨 감상을 표시하는 인장이다. 교정인은 성명이나 자호 다음에 고정(考
定), 심정(審定), 감정(鑑定) 등의 글자를 새겨 소장자가 그 책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의미
로 찍는 인장이다. 앞에서 본 정학교의 ‘향수감정’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⑦ 한문인(閑文印)
한문인은 한장(閑章)이라고도 부르는데 장서가의 취미나 지향점을 표현하는 문구 또는 감
상할만한 문구를 새긴 인장을 말한다. 특히 후대로 갈수록 한문인의 사용 빈도가 잦아짐을
볼 수 있다. 한문인의 등장은 장서인을 보다 풍부하게 해주었고, 장서인을 예술적 경지로
끌어 올리는데 일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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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오세창의 수장인 ‘위창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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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표적 문인 전각가
문인들이 직접 인장을 새기는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전각이 장
인(匠人)의 손에서 문인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원대(元代)이며, 처음에는 전
문(篆文)만 디자인하여 장인에게 새기도록 하다가, 점차 새김까지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여
기에는 석재(石材)가 인재(印材)로 등장한 점이 큰 영향을 주었다. 명대 문팽(文彭, 1498〜
1573)에서부터 본격화된 문인들의 전각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조선에 큰 영향을 주었고, 조
선으로 유입된 명대풍의 인장문화는 조선조 문인들에 의해 해석되고 수용되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인 전각가는 『근역인수(槿域印藪)』에 남아 있는 인영을 통해 인장
에 관심이 있었던 인물들을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인데, 선원(仙源) 김상용(金尙容, 1561〜
1637), 청음(淸陰) 김상헌(金尙憲, 1570〜1652) 형제와 석문(石門) 이경직(李景稷, 1577〜
1640),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서도 청음과 미수
풍의 인장은 후대까지 영향을 많이 끼쳤다.
특히 남양홍씨 종중에서 홍석귀(洪錫龜, 1621〜1679)의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98점의
인장이 출토됨으로써 그가 전각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홍석귀는 평생 자신이 새겼던 인
장들을 고스란히 무덤에 가지고 갔던 것이다. 현재 이 인장들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되어 있다.

<그림 11> 『근역인수』에 수록된 김상헌의 장서인 인영, 좌측부터 ‘경인사마병신문과(庚寅司馬丙申文科)’, ‘청음(淸陰)’

<그림 12> 『근역인수』에 수록된 허목의 장서인 인영, 좌측부터 ‘미수(眉叟)’, ‘태령노인(台嶺老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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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홍석귀 장서인의 소장 모습(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13-2> 홍석귀 장서인의 소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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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홍석귀 장서인 중 ‘홍석귀국보기(洪錫龜國寶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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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홍석귀 장서인 중 ‘병술사마경인문과(丙戌司馬庚寅文科)’

<그림 16> 홍석귀 장서인 중 ‘호옹(湖翁)’

<그림 17> 홍석귀 장서인 중 ‘은석지장(隱 )之章)’(개인소장)과 『근역인수』에 수록된 홍석귀 장서인 ‘은석지장’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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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보소당인존 병풍(寶蘇堂印存屛)』(동혼재-3) : ‘보소당(寶蘇堂)’은 조선 24대 임금인 헌종(憲宗, 재위 1834~1849)의 당호(堂號)이다.
헌종은 태조 이래 역대 임금들이 사용한 인장과 자신이 수집한 인장을 모아 조두순(趙斗淳, 1796~1870), 신위(申緯, 1769~1847) 등에게 인보(印譜)를 만들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보소당인존』으로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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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인과 그의 장서인

낭선군 이우
논어대문
『論語大文』

이우(李俁) 서｜17세기

선조의 서자인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 1604〜1651)의 큰

1책｜필사본｜27.5 x 18.6 cm

아들인 낭선군(朗善君) 이우(李俁, 1637〜1693)가 쓰고 소장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36)

하였던 『논어대문』이다. 내용은 논어 ‘학이(學而)’ 제1장부터
‘요왈(堯曰)’ 제20장까지 대문만 유려한 필체로 필사가 되어
있다. 책의 중간중간에 붉은색 선이 그어진 곳이 있다.
책의 첫 면 하단에 위에서 차례로 ‘낭선군장(朗善君章)’과 ‘석
경(碩卿)’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석경은 이우의 자이다. 또한
마지막 면 하단에 낭선군이 왕손임을 나타내는 장서인인 ‘인
흥윤사문단외파(仁興胤嗣文端外派)’가 찍혀있다. 이 인장은
인흥군의 맏아들이고 문단공(文端公) 이암(頤菴) 송인(宋寅,
1516~1584)의 외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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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선군 이우의 동일한 장서인이 찍힌 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선군유권(先君遺卷)』(한귀고조46-가90)으로, 낭선군이 부친의 시문집을 편집한 책이다.
이 책 역시 대단히 정갈한 필체로 작성된 유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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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말손
사기
『史記』

사마천(司馬遷) 찬｜15세기 중후기
1책(결본, 전92~97)｜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32.0 x 20.8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44)

전한(前漢)의 사마천(司馬遷, BC.145~BC.86)이 편찬한 역
사서를 조선초기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이
책에는 권92에서 97까지 중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 제32
에서 37까지 내용이 담겨있다. 책의 첫 면 하단에 다소 붉은
인주의 색깔이 바래기는 했지만 위에서 차례로 ‘창녕세가(昌
寧世家)’·‘조말손인(曺末孫印)’·‘찬보(纘甫)’의 장서인이 찍
혀있다. 즉 조말손은 향관인·성명인·표자인을 따로 만들
어 사용했다. 조말손은 조선전기 문신으로 1472년에 문과
급제를 하였으며, 본관은 창녕, 자는 찬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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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방
문선찬주평원
『文選纂註評苑』

소통(簫統) 편 ; 왕세무(王世懋) 산정(刪定) ; 장복익(張鳳翼) 찬주(簒註) ;
육홍조(陸弘祚) 집정(輯訂)｜발행년불명
1책(전집, 권12)｜목판본(중국)｜27.4 x 17.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61)

양(梁)나라의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簫統)이 이름난 문장
가들의 시문을 모아 엮은 『문선』의 주석서로, 중국 명대에 간
행된 목판본이다. 이 책은 전집(前集) 권12 한 책만 남아있어
서 전체 책 수는 알 수 없다. 서명은 『문선찬주평원』이며, 표
제는 『문선』이다.
한편, 권12 첫 면 하단에 위에서 차례로 ‘풍산(豊山)’·‘홍방
(洪霶)’·‘경망(景望)’이 찍혀있다. 즉 홍방(1573~1638)은 향
관인·성명인·자호인 등의 장서인을 따로 만들어 사용했
다. 이 중에서 향관인 즉 ‘풍산’이라는 글자 중 ‘풍’은 끝이 칼
처럼 뽀족하게 전도전(剪刀篆) 기법으로 멋을 부리고, ‘산’자
는 끝이 둥굴게 이슬이 맺힌 것처럼 수로전(垂露篆) 기법으
로 멋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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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휘
신증설문운부군옥
『新增說文韻府羣玉』

음시부(陰時夫) 편집 ; 음중부(陰中夫) 편주 ; 왕원정(王元貞) 교정｜[발행년불명]
1책(결본 권7-8)｜목판본(중국)｜25.2 x 15.8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70)

원대(元代)의 학자 음유우(陰幼遇, 1250~?, 자 시부)와 음유달(陰幼
達, 자 중부)이 편찬하고 명대(明代)에 증수한 『운부군옥(韻府群玉)』
에 글자 해설인 『설문(說文)』을 추가하여 명대 왕맹기(王孟起)가 다
시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1책만이 남아 있어서 수입된 판본
의 정확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판본의 서명은 『신증설
문운부군옥』이며, 표제는 훼손으로 알 수 없다.
이 책은 권7-8만 남아있다. 권7 첫 면 하단에 찍힌 장서인이 다
소 훼손되어 장서인의 인문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위에서
차례로 ‘을사진사기유증광(乙巳進士己酉增廣)’·‘여흥후인(驪興後
人)’·‘민성휘(閔聖徽)’·‘사상(士尙)’·‘용졸당장(用拙堂藏)’이 기년
인·향관인·성명인·표자인·당호인 순으로 따로 새겨서 찍혀있
다. 즉 장서인을 통해 민성휘의 수택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이 책이 중국에서부터 17세기 중반 이전에는 수입되었을 것
으로 추측된다. 민성휘(1582〜1647)의 본관은 여흥(驪興), 자는 사
상(士尙), 호는 졸당(拙堂)·용졸(用拙)이다.

_ 66

Ⅱ. 장서인이야기

2. 문인과 그의 장서인

67 _

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윤순거
의례경전통해
『儀禮經傳通解』

주희(朱熹) 해(解)｜[발행년불명]
1책(권9-13)｜목판본(갑인자 번각)｜32.7 x 20.7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34)

중국 송나라의 학자 주희(朱熹)가 주공(周公)이 지었다는 『의
례』를 경(經)으로 삼고, 『예기』를 비롯한 여러 경사잡서(經史雜
書)에 나오는 예와 관련된 문장과 주소 및 여러 학자의 학설을
모아 편찬한 예서(禮書)이다. 『가례(家禮)』와 더불어 주자의 대
표적인 예학서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기존 연
구에 의하면 『의례경전통해』의 초간본은 1570년, 『의례경전통
해속』은 1571년에 각각 갑인자(甲寅字)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이황(李滉)의 요청으로 1570년에 중앙에서 갑인자로 인출된
이후 1740년 이전에 대구(大邱)와 전주(全州)에서 각각 판각
이 이루어졌는데, 갑인자(甲寅字)의 번각본이 전하고 있다.
권9 첫 면 하단에 장서인 ‘파평윤순거노직장(坡平尹淳擧老直
章)’이 찍혀있다. 즉 윤순거는 향관인·성명인·표자인을 하
나로 합쳐 사용하였다.
윤순거(尹舜擧, 1596〜1668)의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노직
(魯直), 호는 동토(童土)이다. 아버지는 대사간 황(煌)이며, 어
머니는 당대의 명유(名儒)인 성혼(成渾)의 딸이다. 그는 조선
중기 문장과 글씨에 뛰어난 학자로 알려져 있다.

_ 68

Ⅱ. 장서인이야기

2. 문인과 그의 장서인

69 _

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_ 70

Ⅱ. 장서인이야기

2. 문인과 그의 장서인

이시현
노사영언
『魯史零言』

이항복(李恒福) 편｜[현종 14(1673)]
1책(권30)｜목판본｜32.0 x 20.1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69)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이 『춘추(春秋)』의 경
문(經文)과 『좌씨전(左氏傳)』을 연구하고 『국어(國語)』 등의
외전(外傳)을 참고하여 노(魯)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현존본이 다수 남아있으며, 현종 14년(1673)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이며, 이 책은 전 30권 15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열다섯 번 째 책으로, 권30이 수록되어 있다.
권30의 첫 면에 차례로 ‘염덕재(念德齋)’·‘월성세가(月城世
家)’·‘이시현인(李時顯印)’·‘사영(士榮)’의 장서인이 찍혀있
다. 즉 이시현은 자호인·향관인·성명인·표자인을 따로
만들어 사용했다. 이시현(李時顯, 1622〜1678)의 본관은 월
성(月城), 자는 사영(士榮)이다. 영의정 이항복(李恒福)의 후
손이며, 참판 이몽양(李夢亮)의 증손이다. 기존의 인물 정보
자료에 의하면 그의 호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장서인을
통해 그의 호가 ‘염덕재’임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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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만
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

주희(朱熹) 찬 ; 사정전(思政殿) 훈의(訓義) ｜[발행년불명]
8책(권9, 권11, 권30-32, 권36-38)｜목판본｜34.2 x 22.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32)

송대의 주희(朱熹, 1130~1200)가 사마광(司馬光, 1019~1086)
의 『자치통감(資治通鑑)』 294권을 강목체(綱目體)로 재편집하
고 사정전에서 훈의한 책이다. 『자치통감』은 주(周) 위열왕(威
烈王)부터 송 건국 직전까지 1362년 역사를 하나로 관통하는
편년체 역사서이다. 『자치통감강목』은 조선시대에 군왕들의
제왕학 교재와 사대부들의 역사공부에 필독서로 사용되었다.
이 책은 76책 중 8책으로 표지서명은 『강목(綱目)』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자치통감강목』은 세종 4년(1422) 간행기록을
시작으로 19세기까지 15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남구만의 생
몰년과 간행기록을 비교해 볼 때 남구만 장서인이 찍혀있는
이 『자치통감강목』은 적어도 1698년(숙종 24) 이전에 인출된
책으로 추정된다.
매 책마다 첫 면 하단에 장서인 ‘남구만(南九萬)’·‘운로보(雲
路父)’ 순으로 성명인·표자인이 따로 찍혀있다. 남구만(南九
萬, 1629〜1711)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운로(雲路), 호는
약천(藥泉) 또는 미재(美齋)이다. 문장에 뛰어나 책문(冊文)·
반교문(頒敎文)·묘지명 등을 많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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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중
자휘
『字彙』

매응조(梅膺祚) 음석(音釋)｜[만력 43(1615) 서(序)]
1책(수권)｜목판본(중국)｜ 26.5 x 16.8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71)

중국 명나라 매응조가 편찬한 중국의 자전(字典)이다. 이 책
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1책만이 남아 있어서 수입된 판
본의 정확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판본의 서명
은 『자휘』이며, 표제 역시 서명과 동일하다.
서문과 권수제 하단에 ‘여흥인민정중대수기(驪興人閔鼎重大
受記)’ 장서인이 찍혀있다. 민정중은 향관인·성명인·표자
인을 하나로 합쳐 사용하였다. 민정중(1628〜1692)의 본관
은 여흥(驪興), 자는 대수(大受), 호는 노봉(老峯)이다. 1649
년(인조 27)에 정시 문과에 장원을 했으며, 직언(直言)으로
뛰어났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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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항
성리대전
『性理大全』

호광(胡廣) 등 찬 ｜[발행년불명]
1책(권26-30)｜목판본(중국)｜24.0 x 14.1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52)

명나라 1415년에 영락제(永樂帝)인 성조(成祖)의 명을 받아 호광(胡廣)
등 42명의 학자가 참여하여 송나라 때 성리학자의 다양한 학술과 성리
학의 요체를 담아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은 『사서대전(四書大全)』·『오
경대전(五經大全)』 과 함께 ‘영락삼전(永樂三典)’이라고 일컬어진다. 명
나라 때 간행된 『성리대전』은 간행된 지 불과 4년만 인 1419년(세조 1)에
『사서·오경대전』과 함께 명나라로부터 조선에 전래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조선에서도 명판본을 가지고 번각하거나 활
자본 등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은 중국에서 간행된 『성리대전』이 수입된 것으로, 1책만이 남아 있
어서 수입된 판본의 정확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판본의
서명은 『성리대전』이며, 표제 역시 권수제와 동일하게 『성리대전』이다.
권26 첫 면 하단에 ‘김수항(金壽恒)’, 마지막 면 하단에 ‘구지씨(久之氏)’
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즉 김수항의 장서인을 통해 적어도 이 책이 중
국에서부터 17세기 후반 이전에는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수항
(金壽恒, 1629〜1689)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구지(久之), 호는 문곡
(文谷)이다. 그는 시문에 뛰어났고, 변려문(騈儷文)에서는 당대의 제일
인자로 손꼽힐 만큼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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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하
성리대전서
『性理大全書』

호광(胡廣) 등 찬 ｜[발행년불명]
1책(권59-62)｜목판본｜ 33.3 x 21.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54)

명나라 1415년에 영락제(永樂帝)인 성조(成祖)의 명을 받아 호
광(胡廣) 등 42명의 학자가 참여하여 송나라 때 성리학자의 다
양한 학술과 성리학의 요체를 담아 집대성한 책이다. 명나라
때 간행된 『성리대전』은 간행된 지 불과 4년만 인 1419년(세종
1)에 『사서·오경대전』과 함께 명나라로부터 조선에 전래되었
다. 이후 여러 차례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조선에서도 명판본
을 가지고 번각을 하거나 활자본 등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의 서명은 『성리대전서』이며, 표제는 『성리대전』이다. 책
의 형태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세종 1년(1419)에 수입된 명 목
판본의 번각본 계열로 추정된다.
권59 첫면 하단에 ‘권상하인(權尙夏印)’ 장서인이 찍혀있다. 즉
권상하 장서인을 통해 이 책이 적어도 18세기 초반 이전에 간
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본
관은 안동(安東),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한수재
(寒水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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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
문헌통고
『文獻通考』

마단림(馬端臨) 저 ｜[발행년불명]
1책(권265-267)｜목판본(중국)｜25.7 x 16.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59)

송말(宋末) 원초(元初) 사람 마단림(馬端臨, 1254〜?)이 중국 고
대(古代)로부터 송나라까지의 제도를 정리하여 348권으로 엮은
책이다. 당나라의 두우(杜佑) 저작인 『통전(通典)』, 송나라의 정초
(鄭樵) 저작인 『통지(通志)』와 함께 ‘삼통(三通)’이라 불린다.
이 책은 중국에서 간행된 목판본이다. 1책만이 남아 있어서 수입
된 판본의 정확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판본의 서명
은 『문헌통고』이며, 표제 역시 권수제와 동일하다.
권265 첫 면 하단에 차례로 ‘덕수(德水)’·‘이집(李㙫)’·‘노천(老
泉)’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즉 이집은 향관인·성명인·표자인을
따로 만들어 사용했다. 즉 장서인을 통해 중국에서 조선으로 18
세기 초반 이전에는 입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집(李㙫, 1664〜
1733)의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노천(老泉), 호는 취촌(醉村)으
로 영조 때 우의정을 지냈으며, 글씨에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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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신편고금사문유취
『新編古今事文類聚』

축목(祝穆) 편(編) ; 당부춘(唐富春) 간(刊) ｜[만력 32(1604)]
1책(전집, 권21-23)｜목판본(중국)｜ 25.7 x 15.6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60)

중국 남송(南宋) 때 축목(祝穆)이 편찬한 『사문유취(事文類聚)』
에 원대(元代)의 부대용(富大用)과 축연(祝淵)이 내용을 보충
하고 명대의 당부춘(唐富春)이 교정과 보유(補遺)하여 간행한
총 70책의 방대한 유서(類書)이다.
『사문유취』가 원래 주자 문하의 축목에 의해 성리학의 입장에
서 쓰여진 유서이므로 주자학을 숭상하던 조선에서는 가장 기
본이 되는 유서였다. 『사문유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성
종(成宗) 12년(1481) 12월에 명나라 황실이 『자치통감(自治通
鑑)』, 『정씨유서(程氏遺書)』 등과 함께 『사문유취』를 반사할 때
의 일이다. 조선에 들어온 이후 성종 24년(1493)에 번각본이
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초간본은 영본이긴 하지만
여러 종이 전하고 있다. 그 후 명나라 만력 갑진년(1604)에 당
부춘이 교정하고 보유하여 중각본(重刻本)을 간행한 것이 조
선에 도입되었는데, 이 책은 바로 이때 도입된 중국본이다. 물
론 이때 도입된 중국본 역시 조선에서 번각되었다.
서명은 『신편고금사문유취』이며, 표제는 『사문유취』이다. 권21
첫면 하단에 위에서 차례로 ‘고령(高靈)’·‘박문수(朴文秀)’·‘성
보(成甫)’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즉 박문수는 향관인·성명
인·표자인을 따로 만들어 사용했다.
박문수(朴文秀, 1691〜1756)의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성보
(成甫), 호는 기은(耆隱)이다. 4차례에 걸쳐 어사로 파견되었
던 행적이 허구로 각색되며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가 많이 전
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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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진
논어
『論語』

주희(朱熹) 집주 ｜[발행년불명]
1책(권6-10)｜목판본(중국)｜ 22.6 x 15.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57)

공자(孔子, BC552~BC479)와 그 제자들의 어록인 『논어(論
語)』를 주희(朱熹, 1130~1200)가 집주한 책이다. 「학이편(學
而篇)」에서 「요왈편(堯曰篇)」에 이르기까지 모두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편의 맨 앞 두 세 글자를 따서 그 편명
(篇名)으로 삼았다. 『논어』에 대한 수많은 주석 가운데 가장
정평 있는 것이 바로 주희의 『논어집주』이다.
『논어』는 이미 삼국시대에 전래되었으며, 고려를 거쳐 조선
조에 이르러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시대의 경우 유학의 기본
경서이며 과거시험의 핵심과목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물론 국내에서도 간행이 번번이 이루어져 수많은 판
본이 유통되었다.
이 책은 중국에서 간행된 목판본이다. 1책만이 남아 있어서
수입된 판본의 정확한 서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판
본의 서명은 『논어』이며, 표제 역시 권수제와 동일하게 『논
어』이다.
권6 첫면 하단에 ‘덕소보(悳昭父)’ 표자인이 찍혀 있다. 장서
인을 통해 이 책이 한원진의 수택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
며, 중국에서 조선으로 적어도 18세기 중반이전에는 입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원진(韓元震, 1682〜1752)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덕
소(德昭), 호는 남당(南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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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필사의 세계

1. 호분(석회)으로 필사
2. 다양한 서체와의 만남
3. 세필의 묘미

흰색 안료인 호분으로 쓴 글씨를 만나보고, 전서에서부터 해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체별 글자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세필로 깨
알같이 적어 놓은 것을 통해 열심히 공부한 선조들의 마음을 느
낄 수 있다.

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1. 호분으로 필사

임왕우군서
『臨王右軍書』

[백광훈(白光勳) 서]｜[발행년불명]
1첩｜필사본｜ 24.8 x 14.8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9)

검은 먹지에 호분(胡粉)으로 왕희지의 「십칠첩(十七帖)」 , 「비
백첩(飛白帖)」 등 여러 첩에 있는 글을 임서(臨書)한 필첩이
다. 호분은 흰색 안료로,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는 풍화된 대
합(大蛤), 굴 등의 조개껍질을 빻아 만들기 때문에 합분(蛤
粉)이라고도 한다.
필사자는 백광훈(白光勳, 1537∼1582)이 쓴 것으로 추정된
다. 마지막면에 “경신년 윤6월에 내가 표질에게 써서 준다.
눈이 어둡고 손이 떨려 글자가 단정하지 못하니 보는 사람들
에게 용서를 바란다.(歲庚申閏六月伯舅書與表姪 眼昏手澁
字畫不端 觀者恕之)”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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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서체와의 만남

서체의 종류
대표적인 한자 서체에는 전서(篆書), 예서(隸書), 해서(楷書),
행서(行書), 초서(草書)가 있다.
전서 :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으로 구분된다. 대전은 중국 전
국시대 고대문자로 진(秦)의 중국 통일 이전 글씨를 말한다. 주
문(籒文)이라고도 부른다. 국가마다 사용하던 글자가 달라 글
자 모양이 다양하며 변화가 크다. 반면, 소전은 진의 중국 통일
후 문자개혁으로 정리된 글씨로 대전과 구분하여 소전이라 한
다. 전국시대의 진에서 사용한 대전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예서 : 전서체에서 정리된 서체로, 오늘날 한자 형태를 띤다.
전한(前漢) 때 많이 쓴 예서[고예]는 정사각형에 가깝고 전서의
필획으로 썼으며, 모양이 납작하고 가로획이 물결 모양의 특징
을 갖는 것은 후한(後漢) 때 많이 쓰였다.
해서 : 예서를 정리한 것으로 한자의 표준이며 본보기가 되는
모범 서체이다. 획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읽고 쓰기 좋다.
행서 : 해서를 약간 흘려 쓴 흘림체로 해서와 초서의 장점을 지
녔다. 해서의 자형을 유지하며 초서의 필획으로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초서와 같은 생동감
이 있다.
초서 : 행서와 달리 예서의 획을 최대한 간략하게 줄인 흘림체
이다. 속도감과 필선 변화로써 흥취와 예술적인 서예 표현에 가
장 좋지만 특별히 익히지 않으면 읽고 쓰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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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

전서각체첩
『篆書各體帖』

[유한지(兪漢芝) 서] ｜[발행년불명]
1첩｜필사본｜ 29.2 x 17.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22)

유한지(兪漢芝, 1760〜미상)가 필사한 『전서각체첩(篆書各體
帖)』이다. 유한지의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덕휘(德輝), 호
는 기원(綺園)이다. 전서와 예서를 잘 써서 이름이 높았으며,
신위(申緯, 1769〜1845)나 김정희(金正喜, 1786〜1856) 등이
칭송하기도 했다.
표지는 남색 비단이며, 표지 서명은 없다. 권수제도 따로 있
지 않기 때문에 서명은 내용을 참고해서 붙였다.
전자(篆字) 38체 즉 조전(鳥篆)·상방대전(上方大篆)·구서
(龜書)·수서(穗書)·기자전(奇字篆)·지영전(芝英篆)·벽락
전(碧落篆)·대전(大篆)·비백전(飛白篆)·과두서(科斗書)·
금착서(金錯書)·조적서(鳥跡書)·고전(古篆)·유엽전(柳葉
篆)·수서(殳書)·현철서(懸銕書)·전숙전(轉宿篆)·옥근전
(玉筋篆)·도해전(倒薤篆)·인서(麟書)·종정서(鍾鼎書)·
용서(龍書)·혹두서(鵠頭書)·정소전(鼎小篆)·진새전(秦璽
篆)·고정서(古鼎書)·현침전(懸針篆)·봉미서(鳳尾書)·용
조전(龍爪篆)·수운서(垂雲書)·각부서(刻符書)·전도전(剪
刀篆)·소전(小篆)·수로전(垂露篆)·영락전(纓絡篆)·태극
전(太極篆)·분서(墳書)·조충전(雕蟲篆)에 대해서 각각 서
체별로 예시 해 놓았다. 그리고 각 전자 서체별 글자마다 해당
글자의 해서를 적어 놓아 쉽게 글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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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 38체 중 지영전(芝英篆)

전서 38체 중 수운전(垂雲篆)

전서 38체 중 전도전(剪刀篆)

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전해심경
『篆海心境』

김진흥(金振興) 저 ｜숙종 1(1675) 序
1첩(권1-3)｜목판본｜ 33.2 x 20.7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78)

김진흥(金振興) 저 ｜[발행년불명]
1첩(23장)｜필사본｜ 46.0 x 26.7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79)

김진흥(金振興, 1621~?)이 운자(韻字) 및 각 운(韻)에 해
당하는 글자들을 전서(篆書)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 동혼
재-78은 목판본이고, 동혼재-79는 필사본이다. 목판본의
경우 서문과 권수제 하단에 한배의(韓配義, 1660~?)의 장서
인 ‘한배의의백기(韓配義宜伯記)’가 찍혀있다. 필사본의 경
우는 필사자는 알 수 없고, 목판본(5권2책)과 비교를 해 봤
을 때 서문도 없으며, 수록된 내용도 권의 구별이 없다.
김진흥은 자가 흥지(興之)·대이(待而), 호는 송계(松溪), 본
관은 선산(善山)이다. 효종(孝宗) 5년(1654)에 역과에 급제하
여, 전문학관(篆文學官)과 호군(護軍)을 지냈다. 어려서부터
명나라 여이징(呂爾徵)을 따라 전서(篆書)와 해서(楷書)를 배
우고 명나라 주지번(朱之蕃)이 남기고 간 『전결(篆訣)』을 연
구하여 전서가(篆書家)로 이름을 떨쳤다. 저서는 『전대학(篆
大學)』, 『전해심경(篆海心鏡)』이 있다. 또한 그의 저서로 『송
계각체전첩(松溪各體篆帖)』이 있다고 전해진다.

『전해심경』 목판본

_ 96

Ⅲ. 필사의 세계

2. 다양한 서체와의 만남

전서

『전해심경』 필사본

97 _

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전서팔폭병
『篆書八幅屛』

영계(瀯溪) 신희남(愼喜男)이 쓴 전서 8폭 병풍이다. 신희남(1517〜1591)의 본관은 거
창(居昌), 자는 길원(吉遠), 호는 영계(瀯溪)이다.
도안적 성격이 강한 장식적인 전서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전서체는 소전
(小篆)으로 형태는 대략 직사각형이 연상되는 안정된 형태에, 변화가 거의 일정하며,
끝을 둥글게 마무리한 필획으로 쓴다. 이에 비해, 이 전서체는 필획 끝을 뽀족하게 빼

[신희남(愼喜男) 서]｜[발행년불명]
8폭｜필사본｜ 124.5 x 336.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

서 마치 해서 필획을 보는 듯한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장식적인 전서는 소전보다 더 이
전부터 나왔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고전체(古篆體)의 한 종류로, 기자전(奇字篆)이라는
전서로 볼 수 있다. 기자전은 고전체 중 대표적인 38체 중 하나이다. 이 전서 병풍을
통해 조선시대의 고전(古篆) 서체에 대한 관심의 일면을 볼 수 있다.

_ 98

Ⅲ. 필사의 세계

2. 다양한 서체와의 만남

전서

99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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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백수문
『白首文』

편자미상 ｜[발행년불명]
1첩(33장)｜필사본｜ 25.0 x 24.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05)

예서로 쓴 천자문(千字文)이다. 천자문을
다른 말로, 하룻밤 사이에 이 글을 만들고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고 하여 ‘백수문(白
首文)’이라고도 한다. 1구 4자 250구, 모두
1,000자로 된 고시(古詩)이다. 마지막 장
에 “세재정미류하옥봉서(歲在丁未流夏玉峯
書)”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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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해서

대명율시
『大明律詩』

편자미상 ｜[발행년불명]
1책(권1-2)｜필사본｜19.8 x 12.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00)

명나라 시인들의 칠언율시만을 뽑아 놓은 책이다. 표
제는 『명율(明律)』로 되어 있으며, 권1-2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70장이다. 장서인은 찍혀있지 않다.
전체가 매우 깨끗하고 또박또박 반듯한 해서로 필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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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맹자집주대전
『孟子集註大全』

주희 집주 ; 호광(胡廣) 등 봉칙찬 ｜[발행년불명]
1책(권9-10)｜필사본｜32.5 x 20.3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01)

맹자와 그의 제자 또는 당시 사람들과 문답한 것
을 제자들이 기록한 『맹자(孟子)』에 송대의 주자(朱
子)가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표제는 『맹자』이
며, 『맹자장구(孟子章句)』 14편 중에서 만장장(萬章
章) 상·하가 필사되어 있다.
필사자는 알 수 없으나 권9 하단에 장서인이 2개
찍혀있다. 책의 상단에 만장장 대문(大文)에 대한
한글 번역이 필사되어 있다. 글자의 끝이 둥글둥글
한 모양의 반듯한 해서로 정갈하게 필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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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중용장구대전
『中庸章句大全』

주희(朱熹) 편 ｜[발행년불명]
1책｜필사본｜ 28.2 x 15.2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41)

송나라 주희가 편찬한 『중용장구』와 『대학장구』에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모아 편찬된 책으로, 『중용
장구대전』과 『대학장구대전』 이 합본으로 필사되
어 있다. 표제는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라고 되
어 있다. 경전의 대문과 주석이 매우 반듯한 해서
로 필사되어 있고 각 장마다 홍점(紅點)이 표시되
어 있으며, 파란색 또는 초록색으로 현토를 해 놓
았다. 또한 본문 행간과 상단에 추가 내용이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필사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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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초서

귀거래사
『歸去來辭』

[서성(徐渻) 서]｜[선조 39(1606)]
8장｜필사본｜34.5 x 20.5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5)
1

『귀거래사』는 중국의 대표적인 시인인 도잠(陶潛, 365〜427, 호
는 淵明 또는 元亮)의 시로, 그가 마지막 관직인 팽택현(彭澤縣)
의 지사(知事) 자리를 버리고 고향인 시골로 돌아오는 심경을
읊은 것이다. 8장 하단에 “병오중추 약봉서성(丙午仲秋 藥峯徐
渻)”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歸去來兮 田園將蕪胡不歸 旣自以心爲形役 奚惆悵而獨悲 悟已
往之不諫 知來者之可追 實迷塗其未遠 覺今是而昨非 舟遙遙以
輕 風飄飄而吹衣 問征夫以前路 恨晨光之熹微 乃瞻衡宇 載欣載

2

奔 僮僕歡迎 稚子候門 三徑就荒 松菊猶存 携幼入室 有酒盈樽
引壺觴以自酌 眄庭柯以怡顔

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易安 園

日涉以成趣 門雖設而常關 策扶老以流憩 時矯首而遐觀 雲無心
以出岫 鳥倦飛而知還 影翳翳以將入 撫孤松而盤桓
돌아가자! 전원이 장차 황폐하려 하니,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미 스
스로 마음을 형체(形體)의 사역(使役)으로 삼았으니, 어찌 실심하여 홀로
슬퍼하기만 하겠는가. 이미 지나간 날은 따질 수 없음을 깨닫고 앞으로 올
것은 바른 길을 따를 수 있음을 알았노라. 실로 길을 잃었으나 아직 멀리
가지 않았으니, 지금이 옳고 어제는 잘못이었음을 알았노라. 배는 흔들흔
들 가벼이 날리고 바람은 살랑살랑 옷자락에 붙도다. 길가는 나그네에게
앞 길을 물으니, 새벽빛이 희미함을 한탄하도다. 마침내 조그마한 집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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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기뻐 달려가니, 동복(僮僕)들은 환영하고 어린아이는 문
에서 기다린다. 세 오솔길은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
로 남아있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방에 들어가니, 술이 술동이에 가
득히 있기에 술병과 술잔을 이끌어 스스로 따라 마시고 뜰의 나뭇
가지를 보면서 얼굴을 펴노라. 남쪽 창가에 기대어 오만함(자유스
러움)을 부치니, 무릎을 용납할 만한 곳이 편안하기 쉬음을 알았노
라. 전원을 날마다 거닐어 취미를 이루고, 문은 비로 설치되어 있으
나 항상 닫혀있다. 지팡이를 짚고서 가며 쉬며 하다가 때로는 머리
를 들어 멀리 바라보니, 구름은 무심히 산골짝에서 나오고 새는 느
릿느릿 날아 돌아올 줄 아누나. 햇볕이 뉘엿뉘엿 장차 지려 하는데,
4

5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대도다.

歸去來兮 請息交以絶遊 世與我而相違 復駕言兮焉求 悅親
戚之情話 樂琴書以消憂 農人告余以春及 將有事於西疇 或
命巾車 或棹孤舟 旣窈窕以尋壑 亦崎嶇而經丘 木欣欣以向
榮 泉涓涓而始流 善萬物之得時 感吾生之行休 已矣乎 寓
形宇內復幾時 曷不委心任去留 胡爲乎遑遑欲何之 富貴非
吾願 帝鄕不可期 懷良辰以孤往 或植杖而耘 登東皐以舒嘯
臨淸流而賦詩 聊乘化以歸盡 樂夫天命復奚疑
돌아가자! 교제를 그만두고 교유를 끊어야겠다. 세상이 나와 서로
맞지 않으니, 다시 수레를 타고 무엇을 구하겠는가. 친척들의 정담
(情談)을 기뻐하고 거문고와 서책을 즐기며 근심을 잊으리라. 농부
6

7

가 나에게 봄이 왔음을 알려주니, 장차 서쪽 밭두둑에 농사 일이 있
게 되었구나. 혹은 건차(巾車, 휘장을 친 작은 수레)를 준비하라고
명하고 혹은 외로운 배를 노질하여 이미 깊숙하게 골짝을 찾고 또
한 꼬불꼬불한 험한 길로 언덕을 지나니, 나무들은 기쁘게 꽃 피려
하고 샘물은 졸졸졸 비로소 흐르누나. 만물이 제 때를 얻음을 부러
워하고 우리 인생이 장차 끝남을 느끼노라. 그만두어라. 형제를 우
주 안에 붙이고 살기를 다시 얼마를 하겠는가. 어이하여 마음에 맡
겨 떠나고 머무름을 임의대로 하지 않고 어찌하여 다급하게 어디
로 가고자 하는가. 부귀는 나의 소원이 아니요, 하느님의 고향은 기
약할 수가 없도다. 좋은 철을 생각하여 외로이 가고 혹은 지팡이를
꽂아놓고 김매노라. 동쪽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고 맑은 물가에
임하여 시를 짓노라. 애오라지 조화를 타고 일생을 마치려 하니, 천

8

명을 즐기니,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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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詩稿』

이동표(李東標) 서｜[발행년불명]
1장｜필사본｜ 32.3 × 167.5 ㎝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131)

조선 중기 때 문인 이동표(李東標)가 초서로 쓴 시이다.
이동표(1644〜1700)의 본관은 진보(眞寶), 자는 군칙(君則)·자강(子剛), 호는 나
은(懶隱)이다. 출사(出仕) 이후에 번번히 사직을 하고 귀향하였기에 ‘소퇴계(小退
溪)’로 불리었다. 저서로는 『나은문집』이 있다.

玉堂二詞伯韻 却寄謹次 옥당(玉堂) 이사백(二詞伯) 운(韻)으로 차운시를 지어 올리다.
道中逢大霧偶吟 길에서 짙은 안개를 만나 우연히 짓다.
羸驂十日到重關 야윈 말로 열흘을 달려 중관(重關)에 도착하니
爲說黎元抵死乾 백성을 기쁘게 하려다가 거의 말라 죽을 뻔하였네.
明主尙聞中夜禱 밝은 임금님은 더욱이 한 밤중 기도를 들으시니
小臣那敢暫時安 보잘것없는 신하가 어찌 잠시라도 편할 수 있을 건가.
蒼生恨入西江水 백성들의 한(恨)은 *서강(西江) 물에 잠겼고
紫極恩深北海瀾 *임금님의 은혜는 북쪽 바다보다 깊은데
安得盡收雲霧去 어찌 운무(雲霧)가 다 걷혀야 갈 것인가.
化爲霖雨滿湖山 임우(霖雨)가 되어 호수와 산을 흠뻑 적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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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서체와의 만남

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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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필의 묘미

두율우주
『杜律虞註』

두보(杜甫) 저 ｜[발행년불명]
1책｜필사본｜ 23.3 x 15.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84)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작품 중에서 근체시 7언율
시[두율]와 당나라 시문 가운데 7언율시[당율]를 모아 필
사해 놓은 책이다. 필사자는 알 수 없다. 표지에는 서명이
없으며, 본 책의 서명은 서문에 있는 것으로 따랐다.
본문도 반듯하고 정갈하게 해서로 깨끗하게 필사되어 있
지만 시에 대한 주석 역시 반듯한 해서로 본문 여백에 대
단히 작은 글씨로 필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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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필의 묘미

청련시
『靑蓮詩』

이백(李白) 저 ｜[발행년불명]
1책｜필사본｜ 25.3 x 16.5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29)

중국 성당기(盛唐期)의 시인 이백(李白, 701~762)의
시를 필사해 놓은 책이다. 흔히 이태백으로 불리는 이
백은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대의 시인이다. 그리고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호
는 청련거사(靑蓮居士)로 이 책의 표제(表題) 『청련시』
는 그의 호를 딴 것이다. 서명은 표제를 따랐다.
시가 적힌 여백 공간에 돋보기로 확대해야 볼 수 있을
만큼 해서와 행서가 섞인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주석
이 필사되어 있다.
첫면과 마지막면 하단에 장서인이 각각 찍혀있다. 첫
면에는 ‘김정희인(金正喜印)’·‘안동김익순중익인(安東
金翊淳仲翼印)’, 마지막면에는 ‘김정희인’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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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물시선
『詠物詩選』

편자미상 ｜[발행년불명]
1책(乾)｜필사본｜ 30.4 x 19.8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72)

중국인들의 한시 작품들 중에서 사물을 노래한 것들을 모
아 놓은 시 선집이다. 표지에 ‘건(乾)’이라고 표기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건·곤 두 책이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문에 홍색과 흑색 권점이 찍혀 있기도 하며, 해당
시를 지은 시인의 이름에는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표시
해서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시와 시 사이 또는 상
단 여백에 아주 작은 글씨로 추가 설명이 필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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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에 담긴 이야기

1. 해평윤씨가 4대의 일상 이야기
2. 시전지에 쓰인 아버지의
지극한 자식 사랑

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1. 해평윤씨가 4대의 일상 이야기

해평윤씨가간찰첩
『海平尹氏家簡札帖』

윤방(尹昉) 등 서｜17세기
1첩｜필사본｜ 35.8 x 25.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8)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의 아들 윤방(尹昉), 윤방의 아들 이지(履
之)와 신지(新之), 이지의 아들 기(垍)와 강(堈), 기의 아들 세휴(世休) 즉 4대에 걸쳐 쓰여
진 16통의 해평윤씨가의 편지가 고스란히 이 간찰첩에 담겨 있다. 특히 윤방이 인조 때 영
의정을 지냄으로써 부친과 함께 ‘부자 영상’으로 이름을 떨쳤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올린
편지 여백에 아버지가 답장을 쓴 것도 볼 수 있다.
표지에 서명은 없으며, 내용을 통해 간찰첩의 서명을 명명했음을 밝혀둔다. 편지 속에 일
상사 사소한 일에서부터 조정의 정사와 관련된 소식까지 간단하면서 다양하게 전달이 되
고 있다. 그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힘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토로하기도 하고, 손
자가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입맛을 돋게하는 음식을 보내는 정성도 느낄 수 있다.

<해평윤씨 장원공파(掌苑公派) 가계도>
始祖

12세

13세

14세

尹君正

尹斗壽

昉

履之

1533〜1601

1563〜1640
字 可晦, 號 稚川
昕(초명: 晹)
暉
暄

1582∼1657
字 仲素, 號 秋峯

旰(庶子)
庶女
庶女
庶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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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之
1582∼1657
字 仲又, 號 燕超齋

15세
(초명:坦)
1596~1674
字 鎭長
堈(出)
埴
堣
坫
塏
城
㙉
女(宋時吉)
塾(庶子)
奎(庶子)
陞(庶子)
庶女(具文濟)

16세
世喬
世体
世弘
女(李慶徽)

Ⅳ. 편지에 담긴 이야기

1. 해평윤씨가 4대의 일상 이야기

첫 번째 :
아들과 아버지의 편지가

2

다정하게 하나의 종이에
12월 1일에 아들 윤이지가 아버지께
편지를 올리자, 윤방이 그 다음날 아들에게
아들의 편지 위 여백에 답장을 써서 보냈다.
한 종이에 아들과 아버지의 편지가
함께 담겨있다.

1

1

윤이지가 부친에게 올린 편지

날씨가 매우 차가운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그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日氣極寒 未委氣候如何 伏慕不已 勅行昨宿高陽
今日過坡州 直向梧村 盖爲要持銀子之計 極爲悶慮
且聞今番屬兒 亦不得贖來 此心無以爲懷 直欲死
而不知數日燕路 有後消息耶 伏惟下鑑 上白是
十二月 初一日 子 履之

칙사의 행렬은 어제 고양에서 일박하고 오늘 파주를 거쳐 오촌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은자(銀子)를 챙기려는 속셈이겠지요.
근심 걱정이 매우 심합니다.
또 듣자니 속아(屬兒)6)도 역시 속신(贖身)하여 데려오지 못했다고 하니
제 마음이 편치 않아 바로 죽고 싶기만 합니다.
며칠간 연경 길에 그 이후 소식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펴주십시오. 삼가 올립니다.
12월 1일 아들 이지 올림.

2

윤방이 아들에게 쓴 답장
數日又極寒 何以堪苦 戀戀
書來知姑免恙慰慰
我擁衾伏枕 呻吟度日 好況又不得出來 痛恨何言
洛下消息 勅使纔回 姑無他言 未知今日有何事也
吾疏今送政院耳
十二月 二日 (아버지 尹昉의 답장)

며칠간 또 혹심한 추위가 몰아쳤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구나.
편지를 받고 그런대로 병은 안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니 위로가 되는구나.
나는 이불만 껴안고 엎드려 누운 채 앓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좋은 일이 다시없으니 통탄할 뿐이다.
서울 소식으로 칙사가 막 돌아왔다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은 없고,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내 상소문을 지금 승정원으로 보냈다.
12월 2일. (아버지 尹昉의 답장)

6 속아(屬我): 데리고 있는 아이, 또는 집안 아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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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
수탉 한 마리를 받기는 했는데...
윤이지는 아들에게 어떤 사람이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으라고 수탉 한 마리를
보냈다고 하면서 수탉만 있으면 아무래도
도망갈 듯하니 암탉 한 마리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朝送二書矣 我粗遣 只以旱熱 苦苦度日
人有送我雄鷄一隻 俾聽曉唱 數日來始聞鷄聲
老人憂時無眠時 聽之頗發深省 可喜
獨以單雄無雌 未免逸走他家 可慮
若得一雌 同放餘禽庭除 則見之可愛 而得之無路
人言島中小島 或有餘種云 若求得送之則何幸何幸
但慮索之無路 以是爲慮 亦不必强取也 閏月 卄日

아침에 편지 두 통을 보냈다. 나는 그런대로 잘 지낸다.
단지 가뭄더위에 고생하며 지낼 뿐이다. 어떤 사람이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으라고 나에게 수탉 한 마리를 보내었다. 며칠 내로 닭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늙은이가 근심이 있을 때나 잠이 안 올 때 이 소리를 듣게 되면
깊은 성찰을 하게 될 것이니 기쁜 일이다.
단지 암놈이 없이 수컷만 있어 다른 집으로 도망쳐 달아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만약에 암탉 한 마리를 얻어 다른 놈들과 함께 뜨락에 풀어 놓으면
보기 좋을 것 같다만 얻을 길이 없구나. 사람들 말이 섬들 중 작은 섬에 혹시
다른 놈이 있을지도 모른다하니 만일 구해서 보내줄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다만 찾을 길이 없는 것을 찾는다고 고민하지는 말거라.
억지로 구할 필요는 없단다.
윤달 2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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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

2

보내준 웅어는7) 그날로 회를 쳐서 먹었다
윤기가 아버지에게 사연을 보내면서 아울러
1

생 웅어 몇 마리를 얼음에 재워서 보냈다고
하니, 윤이지는 아들이 보내 준 웅어는
그날로 회를 쳐서 먹었다고 답장을 하였다.

1

윤기가 아버지에게 올린 편지

요즈음 평안히 잘 지내시는지 그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伏問 昨今來 氣候如何 仰慕不已
子 今又呈狀乞遞 必見聽許 卽爲卷歸是計 狀草書上
幸下覽可改之處 書示伏望 只此不宣 伏惟下鑑 上白是
四月 初四日 子 垍
生葦魚數介8) 照氷9)送上

이 아들은 지금 체직을 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見參議之書 則累呈不許聽 莫必耶
姑停之爲可云 而機會不可失 今欲更呈耳

반드시 허락 받아 바로 귀향할 계획입니다. 장초(장계의 초고)를 올려 보내니
보시고 고칠 곳이 있으면 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살펴 주시기 바라며 삼가 올립니다.
4월 4일 아들 기(垍: 게 또는 기로 읽으나 여기서는 기로 읽는다.)
생 웅어 몇 마리 얼음에 재워서 보냅니다.
참의의 글을 보니 몇 차례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으셨으니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멈춰 있으라고 하였습니다만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지금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2

윤이지가 아들 기에게 쓴 답장

편지가 와서 무척 위로가 되었다.

書來甚慰 送來葦魚 卽日作膾以食矣
汝上來何必急急爲之
參議之言 汝乞狀草 略加點化以送耳
父

보내준 웅어는 그날로 회를 쳐서 먹었다.
너는 왜 그리 급하게 올라오려고 하느냐?
참의의 말은 네가 청한 장초를 약간 수정해서 보낸다고 했다.
아버지가.

 어는 맛이 좋아 조선시대부터 임금님이 드시던 귀한 물고기로 수라상에 올랐다고 한다. 회로 먹으면 살이 연하면서도 씹는 맛이 독특하고
7 웅
지방질이 풍부하여 고소하다고 전해진다.
8 수개(數介)는 파개(把介)로 읽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한 두름’의 뜻이다.
9 조빙(照氷)은 “일성록”의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얼음에 재우는 일, 또는 그 용도로 쓸 얼음을 살펴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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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전지에 쓰인 아버지의 지극한 자식 사랑

조씨가장
『曺氏家藏』

조문수(曺文秀) 서｜17세기
1첩｜필사본｜ 30.7 x 27.0 cm
석한남 기탁자료(동혼재-6)

조문수가 아들 한영에게 보낸 28통, 조한영의 편지
12통, 조한상의 편지 1통이 수록된 간찰첩이다. 서
명은 표제를 따랐다.
조문수(曺文秀, 1590∼1647)의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자실(子實), 호는 설정(雪汀)이다. 조한영(曺漢
英, 1608〜1670)은 조문수의 장남으로, 자는 수이
(守而), 호는 회곡(晦谷)이다. 조한상(趙漢相)은 조
문수의 둘째 아들이다.
조문수의 편지 28통 중 6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전지(詩箋紙)에 쓰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전지는 시나 편지를 쓰기 위해 특별히 만든 예쁜
종이를 말한다. 조문수가 쓴 편지를 보면, 여러 유
형의 시전지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죽책
(竹冊) 문양 형태에 쓴 것이 있다. 둘째는 죽책 문양
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인장을 찍거나 인장과 함께
문양이 찍혀있거나 때로는 문양만 찍혀 있는 것이
있다. 인장은 ‘사무사(思無邪)’10)가 찍혀있다. 문양
은 연꽃, 매화, 난초, 화병에 담긴 연꽃 등이 있다.

‘사무사’가 찍힌 연꽃문양 시전지

편지를 뜻하는 ‘고간(古柬)’과 매화문양 시전지

10 사무사는 『논어(論語)·위정(爲政)』편에서 '시경 삼백편은 한마디로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詩三百, 一言而蔽之曰 思無邪)라는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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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 “그리운 마음에 먹고 자는 일이 편치 않구나” 아들의 안부에 애가 타는 아버지의 마음
조문수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미 장성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 잠시라도 잘 지낸다는 안부 소식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이는지, 자식에 대한 마음 졸이고 걱정되는 심정을 숨김없이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 여섯 번째 편지 중 (1639년 12월, 조한영 32세)

[원문]

[번역]

嶺外去留之情 更何言哉
在蔚珍時 裁封一書 卽爲看得 厥後消息 無憑可聞
想此時已到江野 氷雪脩程 其無恙作行 而得達耶
懸懸之情 殆不能甘寢與食也

산 너머 저쪽으로 떠나고 머무는 정을 어떤 말로 다할 수 있겠느냐.
울진(蔚珍)에 있을 때 써 보낸 편지는 바로 보았는데
그 후의 소식은 들을 길이 없구나.
지금쯤 이미 강변들녘에 이르렀으리라 생각되는데,
얼음과 눈이 덮인 길고 긴 노정(路程)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도착하였느냐.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에 먹고 자는 일이 편치 않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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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두 번째 편지 중 (연대 미상)

[원문]

[번역]

續開封書 足慰離情
第審感冒不離 深用驚慮
非但移寓而已 遠行期迫 恐有大加傷之患 此有煎憂復如何
須十分善調 速得收效 是日夜之望也

계속 이어서 편지를 받으니 헤어져 있는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감기가 낫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무척 놀랍고 걱정이 되는구나.
단지 집을 옮겨야할 뿐만 아니라 먼 길을 가야할 날이 임박하여 몸이 크게 상하지
나 않을지 두렵기만 하다. 여기서는 가슴앓이만 할 뿐 더 어쩔 도리가 없구나.
반드시 몸조리를 잘해서 하루 속히 낫기를 밤낮으로 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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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세 번째 편지 중 (1646년 1월경, 조한영 39세)

[원문]

[번역]

不見汝書 已閱一旬矣
此間悵想之情 不可盡言
頃者公億之來 亦未得見書 尤可歎也

네 편지를 보지 않은지 벌써 10일이 지났다.
서운한 마음을 말로 다할 수 없구나.
접때 공억(公億 : 조문수 누이의 아들)이 왔지만
역시 편지를 가져오지 않아 더욱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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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편지 중 (연대 미상, 7월 20일)

[원문]

[번역]

近來久不見 平安字 懸想之懷 良覺十分
立秋後 炎暑尙酷 何以供仕 而眠食能得如常耶

근래 오랫동안 안부 편지를 받지 못하여 더욱 더 그립고 궁금하구나.
입추 후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공직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먹고 자는 것은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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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 “事貴無跡 : 일을 할 때는 자취가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다” 아들 벼슬살이에 대한 충고와 걱정
아들 한영은 1637년 문과에 장원 급제한 이후 여러 벼슬에 재직하였다. 조문수는 아들이 관직[특히 언관(言官)]에 재직하고 있을 때
관직자로서의 자세 즉 공적을 자신의 것으로 내세우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또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애가 타고 걱정되는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 스물다섯 번째 편지 중 (작성시기 미상) -

[원문]

[번역]

卽今言責之地者 豈可謂無憂 唯當相時知幾 而善處之 得免其憂而已
前頭如有可虞之機 則重如早爲之所
或呈辭 或上疏 而圖遞 豈無餘裕之地乎
但事貴無跡 十分思之 幸甚

지금 언관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근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때를 살피고 기미를 알아서
잘 처리해나간다면 걱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이전에 걱정될 만한 징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리 딴 방도를
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혹 정사(呈辭)를 하던지, 아니면 상소를 올려
체직(遞職)을 도모한다면, 어찌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다만 자신이 일을 한 티를 내지 않도록(일을 할 때는 자취가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깊이 생각해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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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세 번째 편지 중 (1646년 1월경)

[원문]

[번역]

昨見邸報 知汝已得遞職
常以久在言地 爲慮矣 今幸遞免 自此庶得安寢 殊可幸也

어제 저보(邸報)를 보고 네가 이미 체직(遞職)된 것을 알게 되었다.
언관의 직책에 있는 것이 늘 걱정거리였는데, 지금 요행히 관직이 교체 되었으니
이제야 편히 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무척 다행스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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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여섯 번째 편지 중 (연대 알 수 없음)

[원문]

[번역]

汝之得謗非細 必因汝之不謹處身 痛歎奈何

네가 받고 있는 비방이 적지 않으나, 이는 반드시 네가 처신을
신중히 하지 않은 탓이니 통탄해본들 어찌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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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일곱 번째 편지 중 (연대 미상)

[원문]

[번역]

側聞汝遞職之奇 苦待之情 日增一倍 今番之書
亦無遞職之報 近來無一可慰之事
唯添可駭可愕之擧 寧欲溘然 無聞而不可得
豈但私憂汝身而已乎

언뜻 너의 체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기다리는 마음은
나날이 더욱 간절해지는데
이번 글에도 역시 체직의 소식이 없으니 요즈음은 한 가지도 기쁠 일이 없구나.
다만 놀랍고 놀라운 일만 더하니, 차라리 죽어버려서 듣지 않았으면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사사로이 네 몸만을 걱정해서 하는 것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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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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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 목록
분류번호

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동혼재-1

篆書八幅屛

[愼喜男(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동혼재-2

墨竹圖八幅屛

[申緯(朝鮮) 畵]

手畵本

[發行地不明] :
8幅 ; 175.0 x 488.0 cm
[發行處不明], [19세기]

동혼재-3

寶蘇堂印存屛

編著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20세기 초]

동혼재-4

行草書十幅屛

[李瑢(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10幅 ; 178.0 x 450.0 cm
[發行處不明], [15세기]

동혼재-5

李源命 簡札帖

李源命(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1帖(78종) ; 43.5 x 33.0 cm
[發行處不明], [19세기]

동혼재-6

曺氏家藏

曺文秀(朝鮮) 等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1帖(37張) ; 30.7 x 27.0 cm
[發行處不明], [17세기]

서명은 표제에 의함

동혼재-7

[詩帖]

趙正萬(朝鮮) 等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1帖(20張) ; 33.5 x 23.5 cm
[發行處不明], [18세기]

表題: 서명 없음

동혼재-8

[海平尹氏家簡札帖] 尹履之(朝鮮) 等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1帖(13張) ; 35.8 x 25.0 cm
[發行處不明], [17세기]

表題: 서명 없음

동혼재-9

[名賢簡帖]

金羲淳(朝鮮) 等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1帖(11張) ; 46.3 x 29.0 cm
[發行處不明], [19세기]

表題: 서명 없음

동혼재-10

名公眞蹟

申鐔(朝鮮) 等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7∼18세기

서명은 표제에 의함

동혼재-11

[名賢簡札]

[鄭夢周(高麗) 等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4∼17세기

동혼재-12

學問餘事

[尹淳(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英祖 16(1740)]

동혼재-13

[晦菴先生齋居
感興詩]

權尙夏(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8세기

동혼재-14

佛說無量壽經

[崔恒(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睿宗
1(1469)

동혼재-15

歸去來辭

[徐渻(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宣祖
39(1606)]

동혼재-16

桃李園序

丁學敎(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宗
32(1895)

동혼재-17

[書帖]

閔泳翊(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光武
8(1904)

동혼재-18

先祖親筆

宋浚吉(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동혼재-19

[臨王右軍書]

[白光勳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成守琛(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6세기]

동혼재-20 [書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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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幅 ; 124.5 x 336.0 cm

10幅 ; 163.5 x 370.0 cm

1帖(6張) ; 39.5 x 27.0 cm

1帖(14張) ; 35.5 x 25.0 cm

1帖(26張) ; 30.0 x 27.5 cm

1帖(19張) ; 31.4 x 21.5 cm

1帖(9張) ; 31.0 x 18.4 cm

1帖(8張) ; 34.5 x 20.5 cm

1帖(4張) ; 28.8 x 15.8 cm

1帖(8張) ; 28.6 x 15.8 cm

印文: 只可自怡悅 不堪持贈君(頭印),
閉門卽是深山 讀書隨處淨土,
朝鮮國全州李瑢字淸之號匪懈堂之章,
梅竹軒圖書記

表題: 서명 없음
서명은 표제에 의함
表紙墨書: 白猿(庚申, 1740)流火旣望深寫
印文: 白下尹淳之章
표지 없음
題簽: 無量壽佛經
筆寫刊記:
己丑(1469)暮春臣崔恒(1409∼1474)敬書
표지 없음
筆寫刊記: 丙午(1606)仲秋藥峯徐渻(1558∼1631)
草書
서명은 표제에 의함
筆寫刊記: 時乙巳(1895)孟夏梅雨牕下
印文: 丁學敎
表題: 서명 없음
筆寫刊記: 甲辰(1904)春日千尋竹齋主人
印文: 園丁, 泳翊長壽, 千尋竹齋

1帖(3張) ; 21.7 x 14.0 cm

서명은 표제에 의함
내용: 睡翁宋甲祚(1574∼1628)碑銘임

1帖(17張) ; 24.8 x 14.8 cm

表題: 서명 없음
筆寫刊記: 歲庚申(1560)閏六月…

1帖(9張) ; 31.2 x 17.2 cm

表題 : 서명 없음
배접지: 大淸乾隆二年歲次丁巳時憲書
印文: 聽松, 坡山淸隱

부록

분류번호

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기탁 목록

주기사항

[韓濩(朝鮮) 書] ;
李三晩(朝鮮) 評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純祖 28(1828)

1帖(3張) ; 28.2 x 15.2 cm

동혼재-22 [篆書各體帖]

[兪漢芝(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帖(79張) ; 29.2 x 17.0 cm

동혼재-23 三昧眞境

劉淑(朝鮮) 書·畵

筆寫本

[發行地不明] :
1帖(8張) ; 27.0 x 17.0 cm
[發行處不明], [19世紀]

서명은 표제에 의함
印文: 惠山, 劉淑

동혼재-24 草體

草衣禪師(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哲宗 6(1855)

서명은 표제에 의함
筆寫刊記: 乙卯(1855)冬十一月…海上大樵○
表紙墨書: 海上大樵○
印文: 草衣, 頭輪山人字中孚

동혼재-25 [書帖]

鄭逑(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光海君 4(1612)

동혼재-26 野隱堂出刊集

編者未詳

木板本
(陰刻)

[發行地不明] : 野隱堂,
1帖24折(50面) ; 28.2 x 18.8 cm
正祖 24(1800)

서명은 표제에 의함
刊記: 嘉慶五年(1800)野隱堂開刊
표지묵서: 乙亥年仲秋加衣 春圃李秉星

동혼재-27

李匡師(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1帖(16張) ; 33.2 x 19.3 cm
[發行處不明], [18세기]

서명은 표제에 의함
뒷표제: 洗眼帖
印文: 道甫圓嶠

동혼재-28 圓嶠法帖

李匡師(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1帖(6張) ; 35.6 x 15.3 cm
[發行處不明], [18세기]

서명은 표제에 의함
印文: 朝鮮國完山李匡師字道甫圓嶠老者印

동혼재-29 靑蓮詩

李白(唐)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80張) ; 25.3 x 16.5 cm

서명은 표제에 의함
印文: 金正喜印, 安東金翊淳仲翼印

동혼재-30 淳化閣帖

編者未詳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38張) : 四周雙邊 半郭 25.9
x 12.1 cm, 有界, 行字數不定,
표지 없음
大黑口, 內向黑魚尾 ; 32.5 x 17.0
cm

木板本

全州 : 河慶龍,
純祖 10(1810)

25卷14冊 : 揷圖, 四周雙邊 半郭
表題: 周易
20.7 x 18.3 cm, 有界, 10行22字
刊記: 歲庚午(1810)仲春開刊 全州府河慶龍藏板
註雙行, 上下二葉花紋魚尾 ; 34.4
국한문 두주 있음
x 23.2 cm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8冊(零本) : 四周單邊 半郭 23.3
x 16.8 cm, 有界, 中字 10行18字
註雙行, 上下2-3混葉花紋魚尾 ;
34.2 x 22.0 cm

동혼재-21

동혼재-31

[書帖]

圓嶠帖

周易傳義大全. 卷首,
胡廣(明)...等受命編
卷1-24

資治通鑑綱目. 卷9,
동혼재-32 卷11, 卷30-32,
朱熹(宋) 撰; 思政殿 訓義
卷36-38

1帖(28張) ; 29.0 x 20.0 cm

1帖4折(10面) ; 19.5 x 20.0 cm

表題: 蘭毫
跋: 戊子(1828)春完山李三晩(1770∼1847)
表題: 서명 없음
序: 時崇禎癸卯(1663)…宋時烈

表題: 서명 없음
表紙墨書: 寒崗書
筆寫刊記: 歲壬子(1612)仲春…
鄭逑(1543∼1620)謹稿

表題: 綱目
版心題: 綱目
印文: 南九萬, 雲路父

동혼재-33

資治通鑑綱目.
第17上,下

朱熹(宋) 撰; 思政殿 訓義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零本) : 四周雙邊 半郭 23.5
表題: 綱目
x 16.4 cm, 有界, 中字 10行18字
版心題: 綱目
註雙行, 上下混葉花紋魚尾 ; 33.8
印文: 朝鮮總督府中樞院圖書之章
x 21.8 cm

동혼재-34

儀禮經傳通解.
卷9-13

朱熹(宋) 解

木板本
(甲寅字
飜刻)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5卷1冊(零本) : 四周雙邊 半郭
23.6 x 17.2 cm, 有界, 10行17字
印文: 坡平尹舜擧老直章
註雙行, 上下混葉花紋魚尾 ; 32.7
x 20.7 cm

동혼재-35

帶方世稿. 卷10-13 : 崔徽之 著 ; 崔翊孝(朝鮮)
鰲洲先生集. 卷1-4 編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4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3.0 x
表題: 鰲洲集
15.3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版心題: 帶方世稿, 鰲洲集
上白魚尾 ; 31.2 x 20.0 cm

동혼재-36 論語大文

李俁(朝鮮) 書

筆寫本

1冊(65張) : 四周單邊 半郭
서명은 표제에 의함
[發行地不明] :
20.5 x 14.5 cm, 有界, 9行18字,
[發行處不明], [17世紀]
印文: 朗善君章, 碩卿, 仁興胤嗣文端外派
上下2葉花紋魚尾 ; 27.5 x 18.6 cm

동혼재-37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詩傳

2冊 : 四周單邊 半郭 23.5 x 15.8
cm, 有界, 12行25字, 無魚尾 ;
33.3 x 19.5 cm

表紙墨書: 庚辰記 戊戌三月日更加衣 松溪
국문 두주 있음
空冊印札紙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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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혼재의 고문헌 사랑, 기탁으로 빛나다

분류번호

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跋: 崇禎丙寅(1686)三月…
潘南朴世采(1631∼1695謹書
跋: 予卽阼十二年戊申(1788)…
李秉模(1742∼1806)書之
跋: 時己未(1679)七月…朴世采識
두주 있음
空冊印札紙 사용

동혼재-38 童蒙須知

朱熹(宋) 撰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46張) : 揷圖, 四周雙邊 半郭
18.5 x 14.8 cm, 有界, 9行18字
註雙行, 上下1葉花紋魚尾 ;
31.0 x 19.7 cm

동혼재-39 詩藪. 卷4-6

胡應麟(明) 著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全 20卷6冊) : 四周雙邊 半郭
印文: 蒼雪齋, 權斗經
18.4 x 13.2 cm, 有界, 10行20字,
두주 있음
上下2葉花紋魚尾 ; 25.2 x 17.8 cm

筆寫本

表題: 서명 없음(현 제첨지는 수탁자가 만든
것임)
標題紙: 資治總論
1冊(31張) : 四周單邊 半郭 20.8 x 筆寫記(마지막면): 歲在崇禎甲申(1644)冬
[順天] : [發行處不明],
大家火災之後 無所依處 翌年乙酉(1445)
12.2 cm, 有界, 8行16字 註雙行,
[仁祖 23(1645)]
寓居順天北門外 高掌務舍廊 喫苦者 累月
無魚尾 ; 28.0 x 16.5 cm
與金百鍊金就成 與諸人 借手 謄出此冊
是時則菊月望畢書
空冊印札紙 사용

朱熹(宋) 編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38張) ; 28.2 x 15.2 cm

表題: 中庸章句序
表紙墨書: 丙戌十一月二十日始作
中庸章句序: 淳熙己酉(1189)春三月…朱熹序
大學章句序: 淳熙己酉(1189)二月…朱熹序
두주 및 현토 있음

동혼재-42 四經彙題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68張) ; 28.5 x 18.5 cm

서명은 표제에 의함

동혼재-43 詩. 卷5

朱熹(宋) 集傳

[發行地不明] :
木板本(中國)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零本) :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8.2 x 12.1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無魚尾 ;
24.0 x 15.7 cm

表題: 詩傳
印文: 晉山蘇氏門中之三男

史記. 卷92-97 ;
동혼재-44 淮陰侯列傳
(第32-37)

司馬遷(漢) 撰

[發行地不明] :
金屬活字本
[發行處不明],
(初鑄甲寅字)
[15世紀 中後期]

1冊(零本) : 四周單邊 半郭 24.8 x
17.0 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印文: 昌寧世家, 曺末孫印, 纘甫
內向黑魚尾 ; 32.0 x 20.8 cm

李彦迪(朝鮮) 著

木板本
(乙亥字
飜刻)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3卷1冊(全 本集 17卷5冊,
別集12卷4冊, 共9冊) :
四周雙邊 半郭 23.0 x 16.2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3葉花紋魚尾 ;
32.6 x 21.0 cm

동혼재-40 資治通鑑總要論

동혼재-41

中庸章句大全 ;
大學章句大全

[潘榮(元) 撰] ; 陳孟稠
集釋校讎 ; 胡雷 訂正

表題: 九經衍義
版心題: 九經衍義別集
印文: 福州後人, 吳始大大而印

동혼재-45

中庸九經衍義.
別集 卷7-9

동혼재-46

虛白堂補集. 卷4-5 ; 成俔(朝鮮) 著 ;
遺集. 卷1
成世昌(朝鮮) 編集

木板本

1冊(零本) : 四周雙邊 半郭 18.5 x 표지 개장
[發行地不明] :
13.2 cm, 有界, 11行20字, 大黑口, 印文: 山木居士, 畊讀, 淸隱山○(첫면)/礪山人,
[發行處不明], [16세기]
內向黑魚尾 ; 27.2 x 17.2 cm
○庵, 漁海樵山, 宋象賢章(마지막면)

동혼재-47

大家文會. 第5-6

柳夢寅(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2卷1冊(零本) : 四周單邊 半郭
25.4 x 18.4 cm, 有界, 11行22字
註雙行, 上下2葉花紋魚尾 ;
34.0 x 23.2 cm

동혼재-48 童蒙須知

朱熹(宋) 撰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6세기후-17세기초]

1冊(張) : 四周雙邊 半郭 21.4 x
跋: 柳成龍(1542∼1607)奉敎謹跋
14.5 cm, 有界, 10行10字, 無魚尾 ;
현토 및 두주 있음
29.5 x 19.3 cm

동혼재-49 陶山記

李滉(朝鮮) 著 ; 傳
奇大升(朝鮮) 書

筆寫本

[漢城(서울)] :
[發行處不明],
[宣祖 5(1572)]

1冊(16張) ; 28.2 x 15.2 cm

筆寫記:
壬申(1572)五月日大升書于漢城終南之寓舍
印文: 東湖堂藏

동혼재-50 蘇文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29張) ; 33.7 x 22.3 cm

서명은 표제에 의함
현토 있음
印文: 萬川明月主人翁

동혼재-51

編者未詳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全 2冊) : 四周雙邊 半郭 18.9
表題: 書傳正文. 坤
x 14.4 cm, 有界, 9行19字 註雙行,
두주 있음
上下內向混葉魚尾 ;
印文: 達城, 徐文重父
26.8 x 19.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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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傳正文. 下

印文: 聽心養性, ○潭, 松○居士, 竹葉,
山雨亭主人, 慶州世家金仁龍子雲

부록

분류번호

서명

저자

동혼재-52 性理大全. 卷26-30 胡廣(明)...等奉勅纂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木板本
(明)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零本) : 四周雙邊 半郭 19.7 x
12.1 cm, 無界, 11行26字 註雙行,
上黑魚尾 ; 24.0 x 14.0 cm

印文: 金壽恒, 久之氏

表題: 性理大全
印文: 鷄林盧氏, 命寶藏印

동혼재-53

新刊憲臺釐正性理
大全. 卷12-13

編者未詳

木板本
(明)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零本) : 四周雙邊 半郭 19.7 x
12.1 cm, 有界, 11行25字 註雙行,
上下下向無葉魚尾 ;
24.0 x 14.1 cm

동혼재-54

性理大全書.
卷59-62

胡廣(明)...等奉勅纂

木板本
(飜刻)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零本) : 四周雙邊 半郭 25.3 x
16.8 cm, 有界, 10行22字, 大黑口, 表題: 性理大全
註雙行, 上下黑魚尾 ;
印文: 權尙夏印
33.3 x 21.0 cm

동혼재-55

性理大全書.
卷67-68

胡廣(明)...等奉勅纂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零本) : 四周雙邊 半郭 25.3 x
16.8 cm, 有界, 10行22字, 大黑口, 表題: 性理大全
印文: 咸陽, 朴銑, 義淑, 雪湖居士記
註雙行, 上下黑魚尾 ;
35.3 x 22.2 cm

동혼재-56 書. 卷1-4

蔡沈(宋) 集傳

木板本
(中國, 明)

[金陵] : [奎壁齋],
[發行年不明]

4卷3冊(零本) :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8.5 x 12.2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無魚尾 ;
22.8 x 15.0 cm

동혼재-57

朱熹(宋) 集註

木板本
(中國, 明)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5卷1冊(零本) :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7.8 x 12.2 cm, 有界,
印文: 悳昭父
9行17字 註雙行, 無魚尾 ;
22.6 x 15.0 cm

論語. 권6-10

기탁 목록

表題: 書經
표제지: 奎壁書經
印文: 奎壁齋藏, 悳昭父

동혼재-58

增刪濂洛風雅.
卷4-5

金履祥(元) 編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全 2冊) ; 27.8 x 17.0 cm

表題: 雅誦
筆寫記:
赤虎(丙寅)四月日改裝于魯嵒精舍(배지)/
魯窩所藏(着名)(마지막면)/乙巳初冬始
赤虎四月日裝于魯窩(마지막면 배지)
筆寫刊記: 田以采梓
印文: 石湖安東權大卨舜翊

동혼재-59

文獻通考.
卷265-267

馬端臨(元) 著

木板本
(中國)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3卷1冊(零本) : 四周單邊 半郭
20.8 x 13.9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黑魚尾 ;
25.7 x 16.0 cm

印文: 德水, 李㙫, 老泉

동혼재-60

新編古今事文類聚.
前集. 卷21-23

祝穆(宋) 編 ;
唐富春(明) 刊

木板本
(中國, 明)

[中國] : [德壽堂],
[萬曆 32(1604)]

3卷 1冊(零本) : 四周單邊 半郭
21.0 x 13.8 cm, 有界, 11行24字
註雙行, 上黑魚尾 ;
25.7 x 15.6 cm

表題: 事文類聚
版心題: 事文類聚前集/ 德壽堂梓
印文: 高靈, 朴文秀, 成甫

동혼재-61

文選纂註評苑.
前集. 卷12

簫統(昭明太子) 編 ;
王世懋(明) 刪定 ;
張鳳翼(明) 簒註 ;
陸弘祚 輯訂

木板本
(中國, 明)

1卷 1冊(零本) : 四周單邊 半郭
[中國] : [發行處不明], 22.2 x 13.2 cm, 有界, 9行18字
[發行年不明]
註雙行, 上黑魚尾 ;
27.4 x 17.0 cm

동혼재-62 文選. 卷48-49

昭明太子(梁) 撰 ;
李善(唐) 注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
(甲寅字體訓 [發行處不明],
鍊都監字)
[發行年不明]

1冊(零本) : 四周雙邊 半郭 25.0 x
17.2 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印文: 箕城世家, 趙景禛印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3.7 x 21.8 cm

동혼재-63 詩選. 卷1-3

金萬基(朝鮮) 選 ;
金萬重(朝鮮) 編

金屬活字本
(芸閣筆書
體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肅宗 36(1710)]

1冊(全 11卷4冊) : 四周單邊 半郭
21.0 x 13.1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8.6 x 17.4 cm

동혼재-64 韓文抄. 下

韓愈(唐) 著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零本) : 四周單邊 半郭 18.8 x
14.7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表題: 韓文抄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印文: 溫城, 鄭基安, 安世
27.2 x 18.8 cm

동혼재-65 韓文

韓愈(唐)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英祖
18(1742)]

1冊(58張) ; 27.3 x 19.0 cm

表題: 文選
版心題: 文選纂註評苑
印文: 豊山, 洪霶, 景望

表題: 서명 없음
詩選諸家總論
印文: 光山金仲行, 光山世家, 金氏雲澤, 仲行

서명은 표제에 의함
筆寫刊記: 黑狗(壬戌)夏…公山病翁書
印文: 安東, 權緻, 孟堅(첫면)/ 病居東湖,
公居士印(마지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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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동혼재-66

宋大家歐陽文
忠公文抄. 卷21-24

歐陽修(宋) 著 ; 茅坤(明)
批評 ; 茅闇叔(明) 重訂

[發行地不明] :
金屬活字本
[發行處不明],
(顯宗實錄字)
[發行年不明]

1冊(零本) : 四周雙邊 半郭 23.4 x
15.4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2.3 x 20.7 cm

表題: 八大家文抄
版心題: 歐文
印文: 新昌, 孟淑輿印, 子敬, ○○○○,
茂松(첫면)/ 新昌孟淑輿子敬記

동혼재-67

存在先生文集.
권1-3

李徽逸(朝鮮)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零本) : 四周雙邊 半郭 20.7 x
17.0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0.7 x 22.2 cm

表題: 存在先生文集
序: 上之二十年(1694)仲春…
安東權瑎(1639∼1704)叙
空冊印札紙 사용

서명은 판심제에 의함
1冊 : 四周單邊 半郭 19.0 x 14.7
題簽題: 睡隱集附錄別集(개장)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書根題: 睡隱別集
上下內向黑魚尾 ; 29.5 x 19.0 cm 印文: 三世看養之家, 守拙齋藏, 晋州姜氏彛福,
酒(?)隱, 守拙齋姜氏孫景勳
1冊(全 30卷15冊) : 四周雙邊 半郭
21.7 x 15.2 cm, 有界, 9行18字
印文: 念德齋, 月城世家, 李時顯印, 士榮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2.0 x 20.1 cm

동혼재-68 睡隱附錄. 別集. 單

姜沆(朝鮮) 著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동혼재-69 魯史零言. 卷30

李恒福(朝鮮) 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顯宗
14(1673)]

新增說文韻府羣玉.
동혼재-70
卷7-8

陰時夫(元) 編輯 ;
陰中夫(元) 編註 ;
王元貞(明) 校正

木板本
(中國)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동혼재-71

字彙. 首卷

梅膺祚(明) 音釋

木板本
(中國)

1冊(全14卷14冊) : 上下單邊
[中國] : [發行處不明], 左右雙邊 半郭 21.1 x 13.8 cm,
[萬曆 43(1615) 序]
有界, 8行字數不定 註雙行,
內向白魚尾 ; 26.5 x 16.8 cm

동혼재-72

詠物詩選. 乾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54張) ; 30.4 x 19.8 cm

서명은 표제에 의함
두주 있음

동혼재-73

陶靖節集. 卷1-2

陶潛(晋)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65張) ; 31.3 x 21.0 cm

서명은 표제에 의함
表紙墨書: 戊寅九月

동혼재-74

楚辭

屈原(楚)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57張) ; 24.8 x 19.5 cm

題簽題: 楚辭(개장)

동혼재-75

南華經. 坤

莊周(周)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零本) : 四周單邊 半郭 22.2 x 表題: 南華經
14.8 cm, 有界, 10行20字, 無魚尾 書根題: 南華經
; 28.0 x 18.5 cm
印文: 豊城趙載一得而之章
4卷2冊(全10卷5冊) :
四周雙邊 半郭 21.6 x 17.0
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 ;
30.5 x 21.3 cm

2卷1冊(零本) :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1.2 x 13.5 cm, 有界,
版心題: 韻府羣玉
11行22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印文: 乙巳進士己酉增廣, 驪興後人, 閔聖徽,
25.2 x 15.8 cm
士尙, 用拙堂藏

序: 萬曆乙卯(1615)...江東梅鼎祚(明)撰
印文: 驪興人閔鼎重大受記

表題: 南華經
版心題: 莊子
한글 懸吐本임
印文: 德水世家, 李㙫, 老泉

句解南華眞經.
동혼재-76
卷3-4. 卷7-8

莊周(周) 著 ; 林希逸(宋)
句解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동혼재-77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30張) ; : 四周單邊 半郭 22.3
表題: 篆字彙
x 16.0 cm, 有界, 10行字數不定
印文: 溫城, 鄭澤孚章, 汝信, 慕五齋
註雙行, 無魚尾 ; 30.2 x 19.8 cm

동혼재-78 篆海心境. 卷1-3

金振興(朝鮮) 著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肅宗
1(1675) 序

3卷1冊(全5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5.1 x 16.8 cm, 有界, 6行1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3.2 x 20.7 cm

서명 없음
序: 歲在乙卯(1675)…光山金萬基(16331687)書于靜觀軒
印文: 韓配義宜伯記

동혼재-79 篆海心境

金振興(朝鮮)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23張) ; 46.0 x 26.7 cm

서명 없음

동혼재-80 [韓文]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華藏菴], [純祖
28(1828)]

1冊(30張) ; 35.2 x 30.3 cm

표지 개장
道光八年戊子(1828)臘月二十日華藏菴謄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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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분류번호

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기탁 목록

주기사항

金嘉鎭(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1冊(183張) ; 18.0 x 12.2 cm
[發行處不明], [17世紀]

印文: 晦明, 圭堂人, 潘南人朴泰晦用章印

杜少陵五言律詩.
卷2

杜甫(唐) 著

木板本

1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發行地不明] :
18.7 x 13.2 cm, 有界, 10行21字,
[發行處不明], [17後半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以前]
27.5 x 17.5 cm

表題: 杜律
版心題: 杜律
印文: 洪柱三鼎卿印
표지 뒷면에 5언율시가 필사되어 있음

동혼재-84 杜律虞註 ; 唐律

杜甫(唐)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85張) ; 23.3 x 15.0 cm

表題: 서명없음
印文: 奎岡, 欽菴野叟, ??, 聖兪, 崔相堯印,
全州崔氏相堯聖兪章

동혼재-85 杜律虞註. 卷1-2

杜甫(唐)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96張) ; 29.0 x 17.5 cm

서명은 표제에 의함
標題紙: 杜律虞註合部
印文: 英陽后南文煥, 南文煥信(마지막면)

杜甫(唐)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7世紀中半以前]

1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18.0
表題: 杜詩
x 13.5 cm, 有界, 10行字數不定
印文: 草溪後人, 卞時益虞卿印, 一齋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空冊印札紙 사용
25.7 x 17.0 cm

동혼재-87 分類杜工部詩 : 諺解 杜甫(唐)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63張) ; 23.8 x 14.8 cm

表題: 杜詩
表紙墨書: 歲次甲戌正月初六日

동혼재-88 海山僊館藏眞續刻

拓本

[中國] : 海山仙館,
憲宗 15(1849)

4冊 ; 30.3 x 16.8 cm

刊記: 道光二十九年歲在己酉(1849)
潘氏海山仙館模勒上石

4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19.5 x 14.5 cm, 有界, 10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28.8 x 19.2 cm

表題: 河西集
版心題: 河西集
序: 崇禎柔兆攝提格(丙寅, 1686)...宋時烈(16071689)謹序
印文: 永嘉, 權성(忄+省), 敬仲

동혼재-81

東農金嘉鎭書

동혼재-82 晦軒簡牘

동혼재-83

동혼재-86

分類杜工部詩 :
諺解 卷13

編者未詳

1冊(19張) ; 35.0 x 30.0 cm

서명은 표제에 의함
印文: 從吾所好, 金嘉鎭印, 東農

동혼재-89 河西先生集. 卷1-4

金麟厚(朝鮮) 著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肅宗 12(1686) 序

동혼재-90 書傳大全. 卷8

胡廣(明) 等編

木版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19.8 x 17.0 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2.5 x 20.8 cm

표제: 書傳
한글 언해 두주 있음
인문: 安東, 權尙矩印, 至叔,
乙卯司馬壬辰文科章

동혼재-91

中庸集略

朱熹(宋)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91張) ; 31.4 x 21.5 cm

序: 癸巳(1173)…新安朱熹謹書

동혼재-92

周易傳義大全.
卷1-21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2冊 : 四周雙邊 半郭 24.1 x 19.3
cm, 有界, 13行22字 註雙行,
無魚尾 ; 33.8 x 24.0 cm

表題: 주역
한글 두주 있음

동혼재-93 精選目耕齋小題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60張) ; 15.7 x 9.8 cm

동혼재-94 精選四書新義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45張) ; 15.7 x 11.2 cm

동혼재-95 賦東人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73張) ; 12.4 x 8.5 cm

동혼재-96 般若波羅蜜多心經

玄奘(唐) 譯

木板本

江華 : 大藏都監,
[高麗 高宗 25(1238)]

1張 : 四周單邊 半郭 4.2 x 9.1 cm,
無界, 全葉 25行14字 ;
刊記: 戊戌歲(1238)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6.8 x 12.0 cm

동혼재-97 金剛般若波羅密經

鳩摩羅什(印) 譯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麗
[忠宣王 3(1311)]

1張 : 上下單邊 無界 ;
7.0 x 438.0 cm

서명은 표제에 의함

刊記: 時至大四年(1311)五月日誌
印文: 圓覺發願開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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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23.8 x 16.4 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5.0 x
22.5 cm

表題: 八大家
版心題: 歐文
書眉: 八九
抄引: 歸安鹿門茅坤題
印文: 完山世家, 李載仁印, 善長/崔昌鏞印

歐陽脩(宋) 著

木版本
(飜刻 後刷)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동혼재-99 儒胥必知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27張) ; 20.3 x 19.0 cm

印文: 玩樹寶藏, 玩樹李炳麒章

동혼재-100 大明律詩. 卷1-2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70張) ; 19.8 x 12.0 cm

表題: 明律

朱熹(宋) 集註 ; 胡廣(明)
等奉勅纂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零本) : 四周雙邊 半郭 21.0 x
16.7 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無魚尾 ; 32.5 x 20.3 cm

表題: 孟子
두주(한글) 있음
空冊印札紙 사용
印文: ○○

동혼재-102 愚溪集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80張) ; 27.5 x 18.0 cm

서명은 표제에 따름
印文: 海齋居士

동혼재-103 大明律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23張) : 四周單邊 半郭 21.3 x
서명은 표제에 따름
18.0 cm, 有界, 12行20字, 無魚尾;
표제: 大明律
28.6 x 22.4 cm

동혼재-104 詩傳. 卷1-19

朱熹(宋) 集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 ; 30.2 x 22.0 cm

표제 : 서명 없음
두주(한글) 있음
본문에 한글주 있음

동혼재-105 白首文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33張) ; 25.0 x 24.0 cm

서명은 표제에 따름
표제: 白首文

동혼재-106 周禮

編者未詳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75張) : 四周單邊 半郭 16.2 x 서명은 표제에 따름
13.2 cm, 無界, 13行26字, 無魚尾; 표제: 周禮
20.0 x 15.2 cm
두주 있음

동혼재-107 感時漫語

李始榮 著 ; 朴昌和 譯

筆寫本

서울 : [發行處不明],
1953 跋

1冊(116張) ; 27.2 x 19.7 cm

序: 十二月十四日 後生張道斌謹稿
跋: 檀紀四二八八年乙未(1953)…[李]圭昶謹跋

동혼재-108 感時漫語

李始榮 著

동혼재-109 感時漫語

李始榮 著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53張) ; 21.3 x 15.5 cm

서명 없음
국한문 혼용

동혼재-110 覺軒記

金尙鉉(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哲宗 14(1863)

1帖(7面) : 36.0 × 20.2 cm

刊記: 癸亥(1863)榴夏經臺居士(金尙鉉)書
印文: ○○, 尙鉉印

兪漢芝(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哲宗 14(1864)

1帖(9張) : 25.7 × 15.1 cm

표지: 제목 없음
가철본임
刊記: 崇禎紀元後四癸酉(1813)四月日/
永和十二年(?)書
印文: 兪漢芝印

동혼재-112 [尹趾善筆八幅屛風] 尹趾善(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發行年不明]

8張 : 48.8 × 30.5 cm

印文: 坡平世家, 尹趾善印

동혼재-113 平巖集序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正祖 22(1798)

1帖(3張) : 29.7 × 21.7 cm

표지: 제목 없음
가철본임
刊記: 上之二十二年(1798)九月…
李家煥(1742∼1801)撰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純祖 8(1808)

1張 : 39.0 × 108.8 cm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純祖 13(1813)

1張 : 39.2 × 198.0 cm

동혼재-98

동혼재-101

宋大家歐陽
文忠公文抄. 卷1-4

孟子集註大全.
권9-10

永禧殿殿?劉
동혼재-111
君匡鎭墓誌銘

동혼재-114

嘉善大夫同知中
金㙆(朝鮮) 發給;
樞府事柳先生墓誌銘 柳崇祖(朝鮮) 受取

동혼재-115 司諫李公行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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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家煥(朝鮮) 書

金㙆(朝鮮) 發給;
[受取者不明]

서울 : 일조각, 1983

부록

분류번호

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李恒福(朝鮮) 發給]
朴淳(朝鮮) 受取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發行年不明]

1張 : 32.5 × 205.0 cm

宋秉璿(朝鮮) 發給;
金億(朝鮮) 受取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高宗 18(1881)

1帖(4張) : 31.9 × 20.8 cm

동혼재-118 輓詞

黃欽(朝鮮) 發給;
[受取者不明]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發行年不明]

1張 : 150.4 × 32.5 cm

동혼재-119 穩睡堂魚公行狀

魚有鳳(朝鮮) 發給;
魚夢濂(朝鮮) 受取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發行年不明]

1帖(3張) : 30.7 × 22.4 cm

동혼재-120 淸如許亭異夢記

鄭澔(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肅宗 28(1702)

1張 : 27.4 × 88.2 cm

동혼재-121 詩文

李畬(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發行年不明]

1張 : 33.3 × 56.2 cm

동혼재-122 誄文

柳晦文(朝鮮) 發給;
金熙洛(朝鮮) 受取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發行年不明]

1張 : 56.2 × 63.2 cm

동혼재-123 孝悌於家

李翊臣(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發行年不明]

1張 : 24.7 × 117.3 cm

동혼재-124 寫照銘

金逌根(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發行年不明]

1張 : 35.4 × 83.3 cm

동혼재-125 題保有錄後

[李景奭(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仁祖 24(1646)

1張 : 24.2 × 75.2 cm

동혼재-126 詩文

趙榮祏(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英祖 32(1756)

1張 : 101.0 × 33.0 cm

동혼재-127 白雲山水記

[許穆(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顯宗 9(1668)

1張 : 34.8 × 99.0 cm

동혼재-128 輓詩

洪柱元(朝鮮) 發給;
洪柱一(朝鮮) 受取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顯宗 4(1663)

1張 : 37.0 × 121.0 cm

동혼재-129 三學傳

著者未詳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發行年不明]

1張 : 33.8 × 383.2 cm

동혼재-130 苔川金公諡狀

尹定鉉(朝鮮) 發給;
金地粹(朝鮮) 受取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發行年不明]

1張 : 32.5 × 114.2 cm

동혼재-131 詩稿

李東標(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發行年不明]

1張 : 32.3 × 167.5 cm

동혼재-132 秋史簡札

金正喜(朝鮮) 發給;
南秉哲(朝鮮) 受取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發行年不明]

1張 : 28.2 × 57.1 cm

동혼재-133 詩稿

[金時習(朝鮮) 書]

筆寫本

[發行地不明] :
[發行處不明],
成宗 9(1478)

1張 : 25.3 × 54.3 cm

동혼재-116 思菴文忠公行狀

동혼재-117

兵曺判書金
公神道碑銘

기탁 목록

주기사항

印文: 金逌根印, 方形, 2.5 x 2.5 cm, 赤色, 1개
/黃山, 方形, 2.5 x 2.5 cm, 赤色, 1개

印文: 趙榮祏印, 方形, 1.7 x 1.7 cm, 赤色,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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