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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云丁) 김춘동(金春東, 1906~1982) 선생은 서울의 유서 깊은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나, 제도권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집안에서 한문을 

매개로 한 우리나라 전통의 사대부문화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한문고전을 

정리하여 민족정신 보존 및 고취에 힘쓰셨고, 해방 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한문고전의 교육과 번역에 

전념하셨습니다. 또한 시인으로서 심금을 울리는 많은 한시

(漢詩)와 국한문 혼용의 정제된 아름다움을 담은 여러 편의 수필

(隨筆)을 남기셨습니다.

선생은 한문고전의 전문가이자 교육자로서, 시인이자 수필가 

로서 꼭 필요한 고서를 수집하여 공부하셨습니다. 선생의 

삶과 손때가 묻은 고문헌은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도 집안에서 

소중하게 보존해 왔고, 2017년 7월 19일 손자이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긍년 교수께서 희귀본 『송간이록(松澗貳錄)』과 

『몽와연보(夢窩年譜)』를 비롯하여 155종 76a0책의 고문헌을 

우리 도서관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기증된 

고문헌의 간행 또는 필사 시기와 책의 양이 「국립중앙도서관 

개인문고 운영규정」의 제5조(심의 기준)에 합당하여 「운정문고

(云丁文庫)」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식 자료를 영구 보존하여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대표도서관이고, 고서는 단순히 지식 자료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의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이에 고문헌과에서는 

후손들의 기증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운정 김춘동 선생의 

고문헌, 기증으로 생명을 얻다’란 이름의 전시회를 기획하여,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생의 저서, 

편집·교정·번역에 참여하신 책, 신문이나 잡지에 쓰신 시와 

논문 등 우리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찾아서 수록한 도록을 

만들어 선생과 기증을 결정해 주신 자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운정 김춘동 선생의

고문헌 기증전을 열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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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정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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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럽고 후덕하셨던 생전의 

운정 김춘동 선생 

사진 1. 월곡동 삼남 성현가(聲顯家)의 운정 선생

사진 2. 문생(門生) 이동환(李東歡) 교수와 함께

사진 3. 운정 선생 부부와 작은 형님 순동(舜東, 오른쪽)

사진 4. 고대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운정 선생(왼쪽)

▼ 사진 1

▲ 사진 3 ▲ 사진 4

▼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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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1세)  9월 21일 경성 양근(楊根)의 연양리(延陽里,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연양마을) 별제(別第, 별채)에서 

태어나다.

1907년(2세) 9월 온 가족이 오현(梧峴[머기고개], 서울시 도봉구 번동)의 병사(丙舍, 본가)로 돌아오다.

1910년(5세) 9월 할아버지 순국하시다.

1919년(14세) 11월 양근군수 정원모(鄭元謨)의 따님과 결혼하다.

1921년(16세) 2월 삼년상을 마치고 고종황제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부묘(祔廟) 행사에 참여하다.

1925년(20세) 9월 할머니 돌아가시다 / 12월 장녀 춘경(春慶) 태어나다.

1926년(21세) 4월 순종의 왕비 순명왕후의 혼전인 의효전(懿孝殿)에 전위(典衛)로 임명되다.

1931년(26세) 3월 회기동으로 분가하다 / 12월 장남 방현(邦顯) 태어나다.

1933년(28세)  4월(이하 양력) 계유출판사(癸酉出版社)에 들어가 『조선야사전집(朝鮮野史全集)』발간에 주를 달아 풀이하다.

1937년(32세)  7월 차남 동현(同顯) 태어나다 / 10월 새조선사(新朝鮮社)에 들어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

                  『담헌서(湛軒書)』 · 『여암전서(旅庵全書)』등의 책을 편집 교정하다 .

1940년(35세)  6월 삼남 성현(聲顯) 태어나다 / 10월 오문출판사(梧文出版社) 편집주간으로 취임하여 『오주연 

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편집 교정하다.

1942년(37세) 12월 차녀 봉경(奉慶) 태어나다.

1945년(40세)  8월 조국 광복 / 9월 사서연역회(史書衍譯會) 편집주간으로 취임하여 『삼국유사(三國遺事)』를 국역하다.

1946년(41세) 10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전임강사로 취임하다.

1947년(42세) 4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조교수로 승진하다.

1949년(44세) 4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부교수로 승진하다.

1950년(45세) 6월 한국전쟁 발발 / 6월(음력) 아버지 돌아가시다 / 12월 대구로 피난하다.

1954년(49세) 이 해부터 1966년(61세)까지 동국대·경희대·이화여대·성균관대·단국대 강사를 역임하다.

1955년(50세) 6월 문교부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교수자격을 인정 받다.

1956년(51세) 6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교 교수로 승진하다.

1957년(52세)  6월 고려대학교 설치 한국고전국역위원회에 참여하여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

                  [재용편](萬機要覽[財用篇])』등의 책을 국역하다.

1960년(55세) 7월(음) 어머니 돌아가시다.

1961년(56세) 아주시단(亞洲詩壇, 본부 홍콩에 있음) 명예사장의 직함을 받다.

1972년(67세) 3월 고려대학교를 정년퇴임 하고 명예 문학박사학위를 받다.

1982년(77세) 6월 1일(음력 윤 4월 10일) 미시(未時, 13~15시)에 서울 성북구 장위동 본가에서 돌아가시다. 

1984년 3월 문하생들이 선생의 묘 앞에 시비(詩碑)를 세우다.

1987년 8월 문하생들이 선생의 글을 모아 『운정산고(云丁散藁)』로 출간하다.

운정 김춘동 선생의 삶1)

1) 『운정산고』의 부록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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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께서 돌아가시고 난 5년 후인 1987년에 간행된 『운정산고(云丁散藁)』의 가장 마지막 글은 

문생(門生) 이동환(李東歡, 1939~)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쓴 ‘운정선생(云丁先生)과 

그 저작(著作)’입니다. 운정 선생의 삶과 저작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운정 선생께서 왜 그 시기에 그런 글을 쓰고 그런 일에 전념하셨는지’, 

‘운정 선생께서 여러 형식의 글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고 싶으셨는지’, 

‘운정 선생의 삶과 인격은 어떠하셨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어 현대의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편입니다. 

이에 한자를 쓰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한자 용어는 한글로, 

한자를 쓰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용어는 한글(한자)로 바꾸어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자(한글)로 표현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자 용어는 

국어사전이나 한자사전을 찾아 주(註)를 달았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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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선생(云丁先生)과 그 저작(著作)

고인(古人)들이 흔히 그러했듯이 운정 김춘동 선생은 글 쓰시기를 매우 중난(重難)2)히 여기시었다.

『필지어서(筆之於書)3)는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게야!』라고 매양 하시던 말씀이 귀에 정녕(丁寧)4)하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글]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과 아울러 자허(自許)5)에는 박하셨던 겸허의 마음가지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선생의 문고(文稿)6)를 편마(編摩)7)하면서 헤아려 보니 선생과 같은 세대의 신구(新舊) 지식인들로서 

선생을 웃도는 양으로 글을 남긴 이도 실은 그리 많지는 않음을 알았다. 선생처럼 신식교육을 받지 

않고 구래(舊來)의 표기수단과 교양을 익힌 같은 세대의 많은 분들에 견주어 보아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역시 같은 세대로 광복 후 초기 대학 강단에 임했던 많은 분들에 견주어 보아서도 그러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생께서 한 민족 한 국가의 문화창성(文化創成)에 참획(參劃)8)하는 지식 으로서 문자를 

다루어야 하는 본분을 결코 소홀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었다.

선생의 저작은 대개 한시문(漢詩文)과 국한혼철(國漢混綴)9)의 수필·논문과 그리고 한문고전의 역주(譯註)로 

분별된다. 이들 저작은 작품 개별(個別)로 공적인 매체를 통해 발표되거나 원고인 채로 흩어져 있었는데 

선생 생전에 필자에 의해 한 차례, 민족문화연구소(民族文化硏究所)에 의해 한 차례 수습되어져 선생께 

품(稟)해졌다10). 선생은 본래 당신의 글을 그때그때 챙기시는 성품이 아니시어서 두 차례에 걸쳐 

수습을 했다고는 하나 끝내 찾아지지 않은 것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선생의 중년이전의 

시고(詩稿, 시 원고)는 6·25동란 때 많이 일실(佚失)11)되고 말았다. 어쨌든 일단 수습된 당신의 글들을 

받아들이시고 손수 존발(存拔)12)을 가해 주시었다. 그래서 한시문으로는 시(詩) 279제(題)―734수(首)

와 문(文) 22편, 국한문으로 된 수필 11편과 논문 7편을 얻어 이 『산고(散藁)』를 엮게 되었다. 존발의 

결과 특히 한시의 상당량이 이 『산고』에의 재록(載錄)13)에서 제외되었는데 우리 후생(後生)들로서는 

아쉬운 일이나 선생의 뜻이신지라 어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대전회통(大典會通)』·『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篇)]』등의 고전역주(古典譯註)는 이미 공간(公刊)되어 행세(行世)하고 있기도 하려니와 책의 

성격·체제로 보아서도 합간(合刊)이 적합치 않아 여기에서 일단 제외하였으니 역시 선생의 뜻이시다.

2) ‘중대하고도 어렵다’, ‘매우 소중하다’

3) ‘다짐을 하거나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 글로 써 둠’

4) ‘대하는 태도가 친절함’, ‘충고하거나 알리는 태도가 매우 간곡함’

5) ‘자기 힘으로 넉넉히 할 만한 일이라고 여김’, ‘자기의 장점을 스스로 인정함’

6) ‘초고(草稿) 또는 원고(原稿)’

7) ‘원고를 모아 정리하여 책을 만듦’

8) ‘계획에 참여함’

9) ‘한글과 한자 혼용’

10)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어떤 일의 가부나 의견 따위를 글이나 말로 묻다’

11) ‘흩어져 없어지다’

12) ‘어떤 것을 남겨 두거나 빼어 버림’

13) ‘책이나 문서에 기록하여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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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의 저작은 서정의 시에서 고재정서(古財政書)[만기요람(재용편)]의 역주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선생의 해박하심을 말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지식인들의 소양과 학문이 포괄적이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해박(解縛)의 식자(識者)가 옛과 같이 그리 흔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역문화(異域文化)14)가 풍미한 뒤로는 오방구래(吾邦舊來)15)의 문물장고(文物掌故)16)를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었는데 이 가운데서 선생께서 오직 두드러지셨다. 이는 경기구가(京畿舊家)였던 선생 가정의 

전래 학문·문견(聞見)이 당신에게 취회(聚會)17)된 결과이기도 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이족치하(異族治下)18) 

이역문화의 풍미 속에서 성장하시면서 자국 전통문화의 박삭(剝削)19)에 대한 선생의 남다른 상분

(傷憤)20)의 소치인 것이다.

선생의 저작이 함유한 바에 대한 소석(昭析)21)은 타일(他日)22) 따로 그 사람이 있을 터이나 문하(門下)의 

말석(末席)을 더럽힌 사람으로서 한두 췌언(贅言)23)을 부(附)24)해두고 싶다.

먼저 선생의 시(詩)에 대해서다. 시는 당신에게 있어 가장 본령적(本領的)인25) 것으로 십대 초에서부터 

기세(棄世)26) 하시기 직전까지 놓으신 바 없으시되 한 수 한 수를 정갈하게 만지시었고 허튼 유희

(遊戲)27)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선생의 시는 우선 그 짜임이 단정하여 소루(疏漏)28)한 데가 

없고, 소인(騷人)29)들이 흔히들 범하는 부허(浮虛)한30) 객기(客氣)가 없이 소세(瀟洒)하다. 31)서경(敍景)32)이 

소장(所長)33)으로 보이는 선생의 시는 난삽한 용사(用事)34)가 없는 평이한 표현 가운데 정경합일(情景合

一)의 묘경(妙境)35)을 드러내어 당시(唐詩)의 역(域)에 통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의 시의 저변에는 비애와 

고독의 정감이 흐르고 있다. 이는 국권상실, 전통상실이라는 상실의 시대를 사신 선생이 민족의 

비애와 허무를 당신의 서정(抒情)으로 수렴하신 때문이리라. 애이불상(哀而不傷)36)하신 유교적 절제가 그 

정감을 눌러 시의 저변으로 감추이게 했던 것이다.

14) ‘서구문화’

15)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16) ‘문물의 관례’

17) ‘모이다’

18) ‘이민족 치하’란 뜻으로 일제강점기를 가리킴.

19) ‘상처 입히고 해침’

20) ‘몹시 분하고 억울하게 여겨 슬퍼하고 괴로워함’

21) ‘원통한 죄나 억울한 누명 따위를 밝혀 씻음’

22) ‘다른 날’

23)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24) ‘붙이다’, ‘보태다’

25)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

26) ‘돌아가시다’

27) ‘즐겁게 놀며 장난함’

28)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꼼꼼하지 않고 거침’

29) ‘시인과 문사’

30) ‘마음이 들떠 있어 미덥지 못한’

31) ‘맑고 깨끗하다’

32) ‘자연의 경치를 글로 나타냄’

33) ‘자기의 재능이나 장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재주’

34) ‘한시를 지을 때 옛날의 뛰어난 글들에서 표현을 이끌어 쓰는 일’

35) ‘신묘한 경지’

36) ‘슬퍼하되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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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주로 하신 선생은 상대적으로 문(文)에는 그리 많은 작품을 남기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남기신 글들을 어느 것이나 다 영롱하게 다듬어져 있고 참신한 감각을 주고 있다. 간결·단아하면서도 

구사(構思)37)와 표현에 기지(機智)가 은현(隱顯)38)하고 있으니, 고문말류(古文末流)의 용쇄(冗瑣)39)·지리함을 

벗어나시려는 창신(創新)40)에의 의도를 보여주신 것이다.

한편 국한문수필은 대체로 소탈·고박(古樸)41)하면서도 자세한 맛을 가지고 있다. 한철(漢綴)42)의 문

(文, 글)에서 볼 수 없는 다른 국면의 기풍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다 선생의 

안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선생은 『대개 덕(德)의 정화(精華)가 발견하여 말이 된다(盖德之精華, 

發而爲言―滄雲集序)』고 하셨거니와 저 시에 있어서의 단정·소세(瀟洒)의 미(美), 한철(漢綴)의 문(文)에 있어서의 

아결(雅潔)43)·기지(機智)의 미와 함께 모두 선생의 덕(德), 즉 인격 그것의 표현 아닌 것이 없다. 선생의 

글은 선생의 인격 바로 그것이므로 소중한 것이다.

다음 선생의 국학관계 논문에 대해서다. 

먼저 「한국한문학사 상권」은 논제(論題) 그대로 우리나라의 한문학사를 탐구하신 논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상고(上古)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한문학의 사적 전개의 양상을 관련 자료의 광범한 

수라(蒐羅)44)를 바탕으로 체계화 하신 논문으로서 이 분야에서 몇 안 되는 초기 중요업적이다. 유인

(油印)45) 단행본으로 같은 명칭의 강좌의 교재로 써 오시던 것을 여기에 수재(收載)46)한 것이다. 본래 

조선시대의 한문학사를 하권으로 집필하실 전망으로 상권이라 하셨던 것인데 하권의 집필 계획은 

실현되지 못해 우리 후생(後生)으로 하여금 커다란 아쉬움을 가져 마지않게 한다. 미완의 것이었지만, 

민족의 막중한 문화유산인 한문학을 한갓 추구(芻狗)47)로 여기던 때에 선생의 이 저작은 소리 없는 

웅변으로 존재해 왔다.

우리 나라의 한문학사 관계의 탐구논문으로서는 이 밖에 「한국여류시인 소고(韓國女流詩人 小考)」와      

「연암집해설(燕巖集解說)」이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 여류시인 개황을 전제하고 특히 난설헌(蘭雪軒)

을 중점으로 다루신 것으로서, 역사상의 여류시인들을 학문적인 과제로 제기하기로는 선구적인 

위치에 서는 논문이다. 특히 난설헌 작품 일부의 위작·표절 여부에 대해 크게 유익한 성과를 이루어 

놓으시었다. 후자는 박지원(朴趾源)과 그 문학을 소개한 내용의 것으로 박지원 연구의 역시 초기 

이정표의 하나다.

「지치주와(至治主義)와 조정암(趙靜庵)」은 우리나라의 정치사 내지 정치사상사의 영역에 드는 문제를 

다루신 것이고, 「상례고(喪禮考)」는 예학상(禮學上)의 문제를 다루신 것이다. 어느 분야나 다 우리나라 

37) ‘구상(構想)’

38) ‘숨었다 나타났다 하다’

39) ‘쓸데없고 자질구레함’

40)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41) ‘예스럽고 질박하다’

42) ‘한문’

43) ‘단아하며 깨끗하다’

44) ‘널리 수집함’

45) ‘등사기로 찍은 것’

46) ‘잡지나 신문 등에 원고 따위를 모아서 실음’

47) ‘짚으로 만든 개’라는 뜻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 버린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전통문화의 막중한 부면(部面)48)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학문적 진경(進境)49)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나 

이루어져야 할 분야들이다. 역시 선생의 이 논문들이 갖는 선도성을 알게 된다. 

「상용한자제한(常用漢字制限)에 관(關)한 시비(是非)」는 당대 문화의 추이에 대한 선생의 시사적 발언으로서 

일정한 학술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글이며,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취(就)하여」는 우리나라 

중요문헌의 하나에 대한 서지학적 증언에 아울러 한 시대[일제하] 문화현상 일각에 대한 증언이 

곁들여져 있는 글이다.

끝으로 선생의 고전역주(古典譯註)에 대해서다. 선생은 일찌기 이십대말에 계유출판사(癸酉出版社)에서 

『조선야사전집(朝鮮野史全集)』을 주해(註解)하시었고, 광복직후 사서연역회(史書衍譯會)의 편집주간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국역을 주관하시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동안 부설 한국고전 

국역위원회(韓國古典國譯委員會)[현 민족문화연구소의 전신]에 참여하시어 『대전회통』과 『만기 요람

(재용편)』을 국역하시었다. 어느 것이나 다 우리 민족문화의 기본전적(基本典籍) 아닌 것이 없기도 

하려니와 현재 본격화된 고전국역의 선구적인 업적들이어서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후이자(後二者)는 조선왕조시대의 관방용어(官房用語)에 밝지 않고서는 번역할 수 없는 

문헌들이란 점에서 경기구가(京畿舊家)에서 생장하신 선생의 그 방면의 지식이 기여하신 바는 실로 

막중하다.

이 밖에 일제하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위당(爲堂)과 함께 이룩하신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담헌서

(湛軒書)』·『여 암 전 서 ( 旅 庵 全 書 )』 의  편 교 ( 編 校 ) 5 0 )와  오 문 출 판 사 ( 梧 文 出 版 社 )에 서  진 행 하 시 었 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편교(編校)도 여기에서 빠뜨릴 수 없다. 이러한 중요고전의 정리·

간포(刊布)가 국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당시로서는 항일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특히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생은 다음과 

같이 자술(自述)하신 바가 있다. 『그 당시……식자간(識者間)에 우리 고문헌 정리·간포사업이 오늘에 

못지않았으니 그 이유는 첫째 나라를 잃고 일제에 억압당한 형편에 장래에 있을 독립의 사상적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였고, 다음은 일제의 동화정책 내지 우리 문화 말살정책의 반동으로 쓰러져가는 

고유문화를 지탱하려는 필사의 노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취(就)하여」)』

거듭 아쉬워해 마지않을 일은 이 『운정산고』는 선생의 온포(蘊抱)51)의 십지이삼(十之二三)5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허두(許頭)에서 말했듯이 필지어서(筆之於書)를 중난(重難)히 여기신 탓이다. 선생께 

친자(親炙)53)한 문하인(門下人)들은 그래도 강석(講席)54)을 통해 보다 많은 것에 접할 수 있어 행(幸)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후래자(後來者)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아쉬워해 마지않을 수 없다.

48) ‘어떤 대상을 나누거나 분류하여 이루어진 몇 개의 부분이나 측면 가운데 어느 하나’

49) ‘진보한 경지’

50) ‘편집과 교정’

51) ‘가슴속에 재주나 포부를 깊이 품음, 또는 그 재주나 포부’

52) ‘열 개 중의 두셋’

53) ‘스승에게 가까이하여 몸소 그의 가르침을 받음’

54) ‘강의 또는 강연을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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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뭏든 선생은 계왕개래(繼往開來)55)의 소임을 다하시었다. 주지하다시피 서세동점(西勢東漸)56)을 탄 일제의 

강점 이래 우리의 전통문화는 주체적인 계승·발전을 도모할 겨를도 없이 박삭일로(剝削一路)57)에 있어왔다. 

일제가 물러가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정은 서세(西勢)가 반고착적으로 눌러 앉으면서 전통의 

박삭(剝削)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잉연(仍然)히58) 지속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운이 일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로써 거의 

멸절(滅絶)의 상태에 가까와 가던 민족의 문화전통이 다시 소생하여 새로이 성장해 갈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이는 전혀 저간(這間)59) 소외(疎外)60)의 외로움 가운데 민족의 전통문화를 힘써 담지하여 오늘 

우리 세대에 전수해 주신 선생과 같은 분들의 석과적(碩果的)61) 사명의 수행에 힘입어서다. 선생은 

이 사명을 여기 이 『운정산고』를 위시한 저작을 통해 수행하시었고, 그리고 삼십 여년에 걸치는 

고려대학교에서의 강의를 통해 수행하시었다. 선생과 선생의 저작이 갖는 문화사적 의의 및 위치는 

바로 여기에 정립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선생의 인사(人師)62) 로서의 면모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친자(親炙)63)한 

문하제인(門下諸人)64)들의 마음속에 선생은 원융무결(圓融無缺)65)의 사부상(師父像)66)으로 남아 계신다. 삼가 

두드러진 면모 한둘이나마 상기해 보고자 한다.

선생은 무엇보다 관후(寬厚)67)하시었다. 그래서 두루 인여물(人與物)68)을 포용하시되 특히 소자(少者)69)

들에겐 자부(慈父)70)로 임하시었다. 그러나 의리(義理)에는 준절(峻切)71) 하시어 오예(汚濊)72)를 허용하지 

않으시었다. 바로 화이부동(和而不同)73)이시었던 것이다. 서규(瑞圭)74)처럼 단아하시되 유예(遊藝)75)의 

창활(鬯活)76)함이 있으시었다. 그래서 대인접물(待人接物)77)에 절도를 벗어나지 않으시면서도 문하(門下)

55)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후세의 학자들에게 가르쳐 전함’

56) ‘서양 세력을 점점 동쪽으로 옮김’

57) 박삭(剝削)은 ‘상처 입히고 해침’

58) ‘여전히’

59) ‘요즈음’

60) ‘따돌려 멀리함’

61) 석과(碩果)는 ‘나무에 마지막으로 남아 씨로 쓸 만한 과실’

62) ‘품행이 단정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

63) ‘스승에게 가까이하여 몸소 그의 가르침을 받음’

64) ‘문하생(門下生)’

65) 원융(圓融)은 ‘원만하여 막히는 데가 없음’이고, 무결(無缺)은 ‘결점이 없다’는 뜻이다.

66) ‘스승의 모습’

67) ‘너그럽고 후함’

68) ‘사람과 생물’

69) ‘젊은 사람’

70) ‘자애로운 아버지’

71) ‘매우 위엄이 있고 정중함’

72) ‘지저분하다’

73)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

74) ‘상서로운 구슬’

75) ‘고대 중국 교육의 여섯 가지 과목인 예(禮)·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 등 육예(六藝)를 배움’

76) 창(鬯)은 ‘왕성하다, 울창하다’, 활(活)은 ‘살다, 생기가 있다’는 뜻이다.

77) ‘다른 사람과 교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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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신분이나 지위의 높낮이에 따른 예의’

79) ‘구속으로부터 벗어남’

80) ‘술자리’

81) ‘익살스럽고도 멋이 있는 농담, 유머’

82) ‘풍류와 시’

83) ‘흔들리고 움직이다’

84) ‘즐기기는 하지만 음탕하지는 않다’

85) ‘정밀하고 자상하다’

86) ‘예스럽고 질박하다’

87) ‘경박하고 척박하다’

88) ‘위로하여 어루만짐’

89) ‘겉으로 나타난 문체의 아름다움과 실상의 바탕’

90) ‘어떤 일을 베풀어 이룸’

91) ‘책상 아래라는 뜻으로, 편지에서 상대편의 이름 밑에 써서 존경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92) ‘일이나 날짜 따위를 미루고 지체함’

93) ‘하늘에 계신’

들과 예수(禮數)78)를 파탈(擺脫)79)한 주석(酒席)80)을 즐기시고 회해(詼諧)81)도 아끼지 않으시었다. 이렇듯 

풍아(風雅)82)가 동탕(動盪)83)하시되 결코 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으시었다. 낙이불음(樂而不淫)84)의 절제를 

가지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상(精詳)85)하시면서도 고박(古樸)86)하시었다. 특히 선생의 고박(古樸)

하심은 요박(澆薄)87)해져 가는 세도(世道) 속에서 언제나 신선한 위무(慰撫)88)를 주시었다. 우리는 문질

(文質)89)을 겸해 갖춘 고군자(古君子)의 풍모를 선생에게서 접했던 것이다.

모든 것은 결국 사람에게로 귀결된다. 사람 그것은 한 문화의 특질이나 정수(精粹)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특히 동양적 전통 속에서 학문이란 사람이 보다 더 사람답기 위한 시위(施爲)90)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선생의 인격은 선생의 학문의 가장 궁극의 정수인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적 인격전범(人格典範)의 한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다.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의 계획이 세워지고 난 뒤에 필자가 보다 민첩했더라면 책이 보다 일찍 

나올 수 있었다. 이미 생전에 당신의 이 『산고(散藁)』를 궤하(几下)91)에 바쳐 드리지 못했음이 못내 

송구스러웠는데 불민한 탓으로 간행의 시월(時月)이 이렇게 천연(遷延)92)되게 되어 재천(在天)93)의 선생께 

거듭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서력 1986년 11월

문생(門生) 이동환(李東歡) 근찬(謹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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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산고 

云丁散藁

ㅣ 김춘동 저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1987 / 1책 / 청구기호 : 810.81-김886ㅇ

운정 김춘동 선생이 돌아가신 5년 후인 1987년에 후학들이 선생의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선생의 한문시 279편, 한문 문장 22편, 국한문 혼용 수필 11편과 논문 7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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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김춘동 선생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마음과 희망을 담아 쓰신 작품은 

한시(漢詩)라고 합니다. 10대 초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한시 쓰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래서 『운정산고』에도 가장 앞쪽에 선생의 한시 279편을 수록하였습니다. 

요즘 한문은 물론이고 한자까지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번역되지 않은 한시는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에 ‘운정 김춘동 선생의 『운정산고』시편을 읽고’94)란 논문 속에 

번역된 선생의 한시 여러 편 중에서 8편을 골라 수록하여 

한시에 담긴 선생의 삶과 마음과 희망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95)

94) 韋旭昇, 1992, 「云丁 金春東 先生의 『云丁散藁』 詩篇을 읽고」, 민족문화연구(25권), 291~308쪽.

95)  앞의 논문에서 번역한 한시에는 제목이 빠져 있었다. 이에 고문헌과 이미란 학예연구사의 도움을 받아 한시의 제목을 번역하였고, 논문의 번역 내용 일부도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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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群 홀로 살며 

家在淸凉界 집이 맑고 시원한 곳에 있으니

風塵自不群 세상과 어울리지 않네.

生涯惟有酒 내 평생 술만 있으면 될 뿐

世事等看雲 세상사(世上事) 구름 같다네.  

野色兼天碧 들판은 하늘과 함께 푸르고

蟬聲帶雨聞 매미 소리는 비와 함께 들려오네.

杜門爰得計 집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

靜裏養心君 고요함 속에 마음을 정진하네.  

遣閑 한가한 생활

偶向東郊早定棲 동쪽 교외에 내 살 곳 진작 정하여

琴囊書卷共提携 거문고와 책 함께 끌고 왔네.

箕裘先業堪傳子 선조(先祖)로부터 물려받은 가업(家業) 자식에게 전할 만 하고

粥飯生涯一任妻 가난한 생활 처(妻)에게 맡겼도다.

采藥晩從松下塢 약초 캐느라 해질녘 소나무 아래 언덕을 걷고

荷竿時出柳邊溪 낚싯대 메고 때때로 버들 숲가 시내 나가네.

近隣得酒陶然醉 이웃에서 술 얻어 마시고 흥건히 취하니

世事悠揚夢境迷 세상사 유유히 꿈속인 듯 아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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卜居 내가 사는 곳

我本東郊一散人 나는 본디 동대문 밖에 사는 자유로운 이

淸凉山下卜居新 청량산(淸凉山) 아래 새로이 집을 마련했네.

閑雲老石堪爲友 한가로운 구름 오래된 바위 벗으로 삼고

樵弟漁兄好結隣 나무꾼 동생 어부 형 삼아 이웃 맺었어라. 

園果亞枝經小雨 뜰에 드리운 과일 가지 이슬비 지나가고

簷花拂硏駐長春 처마에 걸린 꽃 벼루 스친 봄 머무르네.

燒香擁卷無餘事 향불 살라가며 책 끼고 앉아 다른 일 없으니

自喜茅廬隔世塵 속세와 떨어져 띠집에서 살아가는 것 절로 기뻐라.

 * 운정 김춘동 선생의 친필 ‘卜居’ 한시의 액자 이미지 뒤쪽에 수록

春興 봄날의 흥취

雨過苔徑綠 비 지나니 이끼 낀 길 푸르고

山近石門靑 산 가까우니 돌문도 파랗구나.

好語書中見 좋은 말 책 속에 보이나니

塵聲耳外聽 세속(世俗)의 소문 귀에 들리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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俗離山法住寺示同遊 속리산 법주사에서 친구들에게 보임

隔年重到此 한 해 걸러 다시 이곳에 이르니

景物總相宜 경물(景物)이 다 어울리도다.

鐵幢徵羅代 철당간(鐵幢竿) 신라의 역사를 품고

崖碑記淨師 마애비(磨崖碑) 불계의 하늘을 담았네.

枕流任蘚滑 물소리 베고 이끼에 미끄러지니

踏月愛松欹 달빛 밟으며 비스듬히 누운 소나무를 사랑하네.

自有游巖壑 암학(巖壑)에 노니는 병(病) 있으니

何妨老更癡 늙을수록 더욱 바보스러워진들 무슨 상관이랴.

* 암학(巖壑) : 바위와 골짜기

* 경물(景物) : 경치

頌鄭博士在覺華甲 정재각(1913~2000) 박사의 회갑을 축하하며

從來口不絶吾伊 지금껏 입에 글 읽는 소리 끊이지 않고

架上圖書信手披 손은 제 맘껏 서가의 책 헤집네.

艶羨胸懷涵似海 가슴 속 바다같이 드넓음 부럽나니

三長史料一無遺 사가(史家)의 세 가지 자질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네.

壽樽瀲灩綠生漪 수연(壽宴)의 술잔엔 술 넘실거리고

鐵樹開花粲玉蕤 쇠 나무에 꽃이 피니 꽃술 찬연하네.

多賀北堂春不老 많은 사람 노모(老母)의 장수(長壽) 축하하니

供歡萊服配齊眉 아내와 함께 색동저고리 입고 노모(老母)를 즐겁게 하네.

* 수연(壽宴) : 회갑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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浴沼巖面敬審王考題名 소암면에서 목욕하고  

                              조부 이름 새겨진 곳을 살펴보며

忍說上章歲 차마 경오년(庚午年 1910)을 말할 수 있으리오!

山河付島夷 산하(山河)가 섬 오랑캐에 넘어갔도다.

及到題名處 할아버지 이름 새겨 놓은 곳에 이르니

不禁墮涕洟 떨어지는 눈물 멈추지 못하겠네.

* 1910년 순국하신 할아버지(祖父)를 기리며 쓴 시 

* 경오년(庚午年) : 1910년의 경술국치

踰鳥嶺 새재를 넘으며

深谿峭壁路盤盤 깊은 골짝 가파른 절벽 길은 꼬불꼬불

天險何如蜀道難 천연(天然)의 험난함 촉도(蜀道) 못지않네.

背水徒添千古恨 물 등졌다가 한갓 천고(千古)의 한(恨)만 보탰으니

夕陽回首謾長歎 석양 돌아보며 부질없이 길게 탄식하네.

* 신립 장군의 탄금대전투 패배를 아쉬워하는 시

* 촉도(蜀道) :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로 가는 험난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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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김춘동 선생의 문학적 감성과 재능이 깊게 담긴 작품은

 한시(漢詩)와 국한문 혼용의 수필(隨筆)입니다. 

그 중 한시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번역을 통하지 않고는 

선생의 문학적 감성과 재능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한문 혼용의 수필은 한자를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생의 문학적 감성과 재능을 그래도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고대신문과 월간 「횃불」에 게재된 11편의 수필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어 수록하였고, 

그 중에서 선생의 삶과 문학적 감성을 잘 담아낸 3편을 골라 전문을 다시 입력하여 

읽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어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편입니다. 

이에 한자를 모두 한글(한자)로 바꾸었으며, 

뜻이 어려운 한자 용어의 경우 사전을 참조하여 그 뜻을 적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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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文子의 오서誤書와 오독誤讀

『고대신문, 1954년 5월 17일』 

ㅣ 고대신문 축쇄판 (제1권; 1947~1956) / 고대신문사 편집 / 1985 / 1책 / 청구기호 : 청강377.005-고355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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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貴卿과 궁유窮儒

『고대신문, 1955년 11월 21일』

ㅣ 고대신문 축쇄판 (제1권; 1947~1956) / 고대신문사 편집 / 1985 / 1책 / 청구기호 : 청강377.005-고355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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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호유래雅號由來

『고대신문, 195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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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호유래雅號由來

호(號)를 갖는 것은 대개 그 인물로 보아서 도덕·문학이 일세(一世)에 사표가 될 만하거나 

또는 서화(書畫, 글씨와 그림)의 일예(一藝, 능력)가 남보다 탁월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거주하는 

지명이나 혹은 자경(自警, 스스로 경계함)과 면려(勉勵, 노력)의 의의를 붙여서 쓴다는데 나 같은 

주낭반대(酒囊飯袋, 무능한 사람)로는 호(號)를 갖는 것이 외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호(號)라기보다 별명(別名)을 때에 따라 몇 가지 가져본 일은 있었다. 나의 유시(幼時, 

어릴 적)로 말하면 경술국변(庚戌國變, 1910년 일본의 조선 강제 합병)을 겪은 시대로 우리집은 왜구의 

독특한 미움을 받던 터이라 선인(先人, 돌아가신 아버지)이 처세하는 도리를 훈계하시기 위하여 

팽조(彭祖, 800년이나 살았다고 하는 중국 전설속의 인물)의 관정고사(觀井故事, 항상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의 고사)를 

의거해서 「관정(觀井)」이란 두 글자를 써주셨다. 그러므로 십사·오세 되던 때에 우연히도 

동제(同儕, 또래)의 시회(詩會, 시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졸작을 축말(軸末, 참여자의 시를 적은 두루마리의 끝)

에 쓰게 됨으로부터 친구들 사이에 관정(觀井)으로 불러 주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른들 놀음을 흉내낸 것이 우습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창회(愴懷, 서글픔)를 걷잡을 길이 없는 

바이다. 그 뒤 십여 년 후 어느 해 봄에 선인이 『제자휘함(諸子彙函)』을 읽으시다가 나를 불러 

이 글을 보라 하시고 글 속에 「몽중기려(夢中寄旅)」등의 구어(句語, 구절)를 지적하시며 왜구의 

짓밟힘을 당한 우리 민족으로서는 이런 문자가 자위(自慰)의 자료가 된다 하시어 그 때부터 

별명을 몽려(夢旅)96)로 개칭하였는데 선인 말씀이 전정(前程,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너와 같은 

연소배(年少輩, 젊은이)는 구태여 그런 생각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왜구가 패주한 을유

(1945) 이후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첫째 학문이 멸여(蔑如, 부끄러움)한 데다가 체소력약

(體小力弱, 몸이 작고 약함)하여 남같이 헌헌장부(軒軒丈夫, 풍채가 당당하고 빼어난 남자)는 못되지만 마음만은 

그와 반대로 사내다운 노릇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하여 소위 별명을 다시 변경하여 「운정

(云丁)」이라 하였다. 그러면 그 의의(意義, 뜻)는 「운(云)」은 「언(言, 말하다)」의 의(意, 뜻), 「정(丁)」은 

「장정(壯丁)」의 의(意)로, 「나도 한 장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경인란(庚寅

亂, 6.25전쟁)을 당하고 보매 도로 몽려(夢旅)로 복구할 수밖에 없다는 장탄(長歎, 긴 한숨을 지으며 깊게 

탄식하는 일)을 불금(不禁, 금할 수 없음)한 일도 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운정(云丁)」 

두 글자는 별명보다도 자경(自警, 스스로 경계함)이라고나 할는지……편집자의 독촉에 부대끼어 

되는 대로 대답해 둔다.

96) 삼남 김성효 선생은 ‘일제강점기는 잠시 있는 꿈일 뿐 언젠가는 독립의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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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수상新綠隨想

『고대신문, 1957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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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册子에 바친 나의 청춘靑春

『고대신문, 1957년 10월 21일』 

ㅣ 고대신문 축쇄판 (제2권; 1957~1960) / 고대신문사 편집 / 1985 / 1책 / 청구기호 : 청강377.005-고355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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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대도 장년시대도 아니고 낭만이 넘쳐흐르는 인생의 꽃 시절 이십대를 회상해 

편집자의 요구가 아무래도 아름다운 청춘을 이야기하라는 모양이나 나에게 그런 것을 

기대했다면 빗맞은 화살임에 틀림없다. 혈기 찬 이십대에는 흔히 솟구치는 격류처럼 

분방한 활동을 하는 것이 보통이요 아름다운 이상을 가지고 하룻밤에도 공중누각을 몇 

번이나 지었다가는 헐고 헐고는 또 짓는 것이 항례(恒例)이겠으며 봉영(鋒穎, 칼 끝)이 발발(勃勃, 

왕성함)하여 모든 일이 제 손아귀에서 좌우되는 듯한 것이 떳떳한 심정일게다. 그러나 본시 

준엄한 가정에 태어난 나는 다섯 살이란 어린 나이에 역사의 변전(變轉, 1910년 일본의 조선 강제 

합병)과 함께 조고(祖考,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순국(殉國)을 당하였으므로 세상과의 인연은 멀어지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선친을 모시고 있으면서 가국(家國, 집안과 나라)의 비운(悲運)으로 오세(五歲)

되는 해 동지날이면 입학하던 가규(家規, 집안의 규범)에 어긋나게 칠세(七歲)에야 책자를 손에 

들게 되었다. 그로부터 책자는 나의 최적의 짝이 되었으며 가훈은 나의 철칙이 되었으나 

어린 시절의 나는 잔병치레로 공부는 십한일폭(十寒一曝, 자주 끊김)이었다. 그러므로 선친은 

늘 내게 십오세(十五歲) 이내에 구장극구(鉤章棘句, 어려운 문장과 난삽한 구절) 같은 글을 해석하는 

문리(文理)가 나야 할 것이며 이십세(二十歲) 이전에 칠서(七書)는 관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어 

더운 날도 참고 겨울밤도 새워서 책자와의 씨름을 하는 듯이 자부(自負, 스스로 자기의 가치나 능력을 

믿음)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理)·예(禮)·경(經)·사(史)를 널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 선친의 

말씀이고 보니 어느 것은 주마간산격(走馬看山格)으로 지나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효빈

(效顰, 분수를 모르고 남의 흉내를 냄)하다 말기도 했으며 또 어느 것은 이름만 들었을 뿐인 것도 

있다. 한때는 백향산(白香山,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과 육검남(陸劍南, 송나라의 시인 육유)의 시(詩)에 

몰두하여 흉내를 내느라고 허송세월을 하기도 하여 꾸중만 들은 적이 있었다. 허나 

남같이 아름다운 낭만도 갖지 못했으면서 책자와 싸웠다는 내가 어느 부분에도 깊은 연찬

(硏鑽 깊이 연구하고 닦음)을 쌓은 곳이 없으니 좋은 때를 다 놓친 이제 와서 궁려(窮廬 허술하게 지은 집)

의 탄(歎 탄식)을 누릴 길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십대 이전에 적어도 나의 학문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독서력(讀書力)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의(奧義 깊은 뜻)의 탐구는 고사하고 

완전한 독서력을 갖지 못해 원서(原書)란 서가의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게 여기고 있는 

요즈음의 일부 학생을 볼 때 나는 한심한 생각을 갖는다. 학문을 하자면 책자를 떠날 수 

없는 것이며 또 책자란 화폭이나 조각품으로 놓고 물끄러미 보고만 있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어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 책자와 맞서려면 무엇보다도 

완전한 독서력이 있어야 한다. 독서력이란 자국어(自國語)로 기술된 것일 경우에는 용이할 

것이나 외국문자인 경우에는 적어도 이·삼년내지 삼·사년의 시련을 겪어야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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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독서력은 기억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 총명한 이십대가 아니면 신체의 억제(抑制)도 

얻기 힘든 것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으나 혹시라도 청춘의 낭만을 모르는 

이 또 있거든 부디 부탁하노니 이 시기에 완전한 독서력을 가지고 깊이 파고 널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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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十字풀이

『고대신문, 1957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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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詩人의 우·불우遇·不遇

『고대신문, 195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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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양쇄화重陽瑣話

『고대신문, 1958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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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고賞春藁

『고대신문, 1963년 3월 23일』 

ㅣ 고대신문 축쇄판 (제3권; 1961~1964) / 고대신문사 편집 / 1985 / 1책 / 청구기호 : 청강377.005-고355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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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고賞春藁

볕바른 창(窓) 앞 서가(書架)에 비치는 햇살은 한결 포근하고 책장(冊張) 위에 아지랑이 

서리어 눈을 현란(眩亂)하게 한다. 따스한 아랫목도 후덥지근한 느낌이 들고 입맛도 제법 

싱그러운 맛을 찾아 식탁에 놓은 달래 접시며 물쑥나물 바라기(작은 사기그릇)가 구미(口味)

를 돋군다. 월력(月曆 달력)을 쳐다보니 바야흐로 삼월도 중순이다. 봄은 정히 붉은 창 앞에 

다가섰나 보다. 봄기운은 피부를 감싸며 몸에 스며들고 있는게 아닌가.

계절의 변화가 없던 들 우리는 정말 살맛을 잃었을지도 모르겠다. 웅크리고 지내던 엄동

(嚴冬)이 엊그제인데 벌써 담에 엉킨 담장이 넝쿨의 눈이 볼록하니……. 겨울은 겨울대로 

추위의 괴로움은 있으나 백설(白雪)이 뒤덮인 천지(天地)에 교교(皎皎 휘영청 밝음)한 달빛의 

차가운 멋이 있어 겨울을 찬미(讚美)했지만 봄은 봄다운 아늑한 기운에 대지(大地)

가 생동하기 시작하는 곰살스런 정경(情景)이 그림같이 펼쳐져 그 아름다움 또한 어느 

계절과도 바꿀 수 없다. 

이렇듯 생동하는 봄은 교외(郊外)에도 산가(山家)에도 물 위에도 화풍(和風, 화창하게 솔솔 부는 바람)

에 불려 오고 있다. 여기에 실려 온 봄기운은 또한 다감(多感)한 이의 마음속에도 스미어 

아련한 꿈과 사무치는 원망을 불러일으킨다. 꽃 없는 봄을 가리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네)』이라 하였듯이 봄은 꽃과 여낭(女娘 색시)의 심사(心思 마음)로 표현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런 온화한 기운의 다감(多感)한 봄은 사색하는 시인(詩人)의 읊조리는바 됨이 

허다(許多)하다. 이제 새 봄을 맞아 내 언제나 읊어 보는 고인(古人 옛 사람)의 봄노래 몇 수(首)

에 졸역(拙譯, 번역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을 붙여 소개하므로써 이 봄을 맞는 즐거움을 더할까 한다. 

  36



소하고銷夏藁

『고대신문, 1964년 7월 11일』 

ㅣ 고대신문 축쇄판 (제3권; 1961~1964) / 고대신문사 편집 / 1985 / 1책 / 청구기호 : 청강377.005-고355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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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주변敎壇周邊

『횃불誌, 1970년 1월』 

ㅣ (월간)횃불 2권 1호 / 한국일보사 소년한국일보 / 1970 / 1책 / 청구기호 : 5408-4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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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생애老蠹生涯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취就하여-

『민족문화연구 제1집 1964년 10월』 

ㅣ 민족문화연구 제1집 /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편]  / 1964 / 1책 / 청구기호 : 2105-90-1 

1906년 서울의 유서 깊은 사대부가문에서 태어난 선생은 일제강점기 제도권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전통적인 사대부 문화의 가학(家學)으로만 공부하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1910년의 경술국치 

때 조부(祖父)께서 순국하신 가문의 후예답게 일제의 동화정책과 우리 문화말살정책에 대한 저항과 

언젠가 이루어질 독립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편집·교정·역주·국역 등을 통한 우리 고전의 

보존 및 보급 사업에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선생의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취(就)하여’란 글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을 수록하여 선생의 목소리로 

선생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습니다. 다만 이 글 또한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어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편입니다. 이에 한자를 쓰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한자 용어는 

한글로, 한자를 쓰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용어는 한글(한자)로 바꾸어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자(한글)로 표현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자 용어는 국어사전이나 한자사전을 찾아 주(註)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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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생애老蠹生涯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취就하여-

《오주연문장전산고》와의 관계가 남다른 바 있긴 하지만 편집자가 그런 연유를 어떻게 

알고서 써 달라는지 모르겠다. 아득한 기억을 더듬어야 할 삼십년 가까운 옛일로, 

삼십대의 나는 「국수망(國雖亡)이나 문자(文字)는 불가망(不可亡)이라97)」는 고인(古人)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으니,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여암전서(旅菴全書)》

(신경준 저)의 편찬을 맡아 보고 있는 중 경진년(서기 1940년) 여름 어느 날이었다. 당시 

신문에 종사하던 소오(小梧) 설의식(薛義植, 1900~1954)이 찾아와 그 때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일과 동일한 성질의 고문헌 출판사업의 포부를 의논하고 자기에게 협력해 줄 것을 

청하므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볼 것을 약속하였다. 그 당시 사회상은 

여기에서 재론하지 않더라도 잘 알려져 있지만, 식자(識者) 간에 우리 고문헌 정리·간포(刊

布)98) 사업이 오늘에 못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첫째 나라를 잃고 일제에 억압당한 형편에 

장래에 있을 독립의 사상적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였고, 다음은 일제의 동화정책 내지 

우리 문화 말살정책의 반동으로, 스러져가는 고유문화를 지탱하려는 필사의 노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경술년(서기 1910년)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이 광문회(光

文會)를 창설하여 이 사업의 선구가 되어,《동국통감(東國通鑑)》·《해동역사(海東繹史)》를 비롯하여 

십 수종의 고문헌을 출판하다가 시운(時運)99)의 소치(所致)100)로 문을 닫고 육당 또한 시대의 

조류를 따라 딴 길로 들어서고 말았으나 그 후에도 뜻있는 인사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 

일은 계속되고 있었으니 위에 언급한 신조선사나 오문출판사(梧文出版社)·대동출판사(大東出版

社) 등이 모두 그 예가 될 것이다.

경진년(1940년) 10월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모아 남대문통 지금 한일은행 광교지점 

월편(越便)101)건물 2층에 오문출판사란 간판을 걸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으니 재정 

일체는 소오의 자부담(自負擔)이요, 출판 관계는 이여성(李如星, 1901~?)·임화(林和, 1908~1953) 

등이 합력(合力)하고, 필자는 편집주간의 직을 맡아 유용하(柳庸夏) 등 수인(數人)을 데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선 어느 문헌에서부터 착수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끝에 

여기에 논급하려는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오주연문장전산고》는 필자와 기이한 인연을 맺게 되었는 바 그 이전까지는 들어 알았을 

뿐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정하기까지에 혹자는 체계가 서 있지 못하다 하여 

97) ‘나라는 망해도 문자는 망하지 않는다.’

98) ‘간행하여 널리 폄’

99) ‘시기의 운수’

100) ‘어떤 까닭으로 생긴 바’

101)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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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였고, 혹자는 내용의 박잡(駁雜)102)함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고 판본(版本)이 없어 단본진서(單本珍書)103)이며 특히 이 방면의 독보적 존재임을 들어 

선택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책의 발견경위와 내용 등을 잠간 알아보기로 하자.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사십여 년 전 우리가 출판을 결정하기 십 수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 책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이니 이 책은 이렇게 발견된 

것이다. 광문회가 고서간포(古書刊布)를 하며 한편으로 고문헌 수집에 힘쓰고 있던 어느 

겨울날이다. 육당과 교유하던 권보상(權輔相)이라는 분이 밤 늦게 광교(廣橋) 근처를 지나다 

군밤을 사려는데 불빛에 비친 그 군밤 싸는 종이가 그의 눈에 심상(尋常)히 여겨지지 않아

104) 자세히 살펴보니 때 묻은 박지(薄紙)105)에 붓으로 쓴 것이 필시 고본(古本)임에 틀림없을 

것 같아 억가(臆價)를 주고 그 장수에게 있는 종이를 다 사서 싸들고 온 것이다. 익일(翌

日)106) 이것을 들고 광문회에 나와 거기 모인 여러 사람에게 평을 받았으니 그 때 그곳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문헌관계의 회합이므로 유수한 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 즉시 이 

책이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진본(珍本)으로 헌종시인(憲宗時人) 이씨규경(李氏圭景)107)의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아깝게도 이미 그 군밤장수의 손으로 얼마가 

유실된 것까지도 알았다.

저자는 정조 시(時) 문학의 대가로 굴지(屈指)108)하는 아정(雅亭, 李德懋)109)의 손(孫)으로 자

(字)는 백규(百揆)요 호(號)는 오주(五洲) 또는 소운(嘯雲)이라고도 한다. 그는 동협(東峽)110)에서 

빈궁한 선비로 지내며 조부(祖父)를 계승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에 심혈을 기울여 

이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저술하였다. 아직까지 그의 또 다른 저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미루어 이것을 필생의 사업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연문장전산고》의 

필치로 보아 그의 문장은 조부인 아정에게 비길 수 없으나 방대한 저술이 내용과 

학문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정에게 지날지도 모르겠다.111)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60책으로 오주가 일생 동안 읽은 책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기타 외국의 

고금사물(古今事物)에 대하여, 천문·지리·시령(時令)112)·풍속·관직·문학·기예 (技藝)113)로부터 

102) ‘이것저것 뒤섞여서 순수하지 못함’

103) ‘하나밖에 없는 유일본의 진귀한 책’

104) ‘심상치 않게 여겨져’

105) ‘얇은 종이’

106) ‘다음날’

107) ‘헌종 때의 사람인 이규경(李圭景, 1788~?)’

108) ‘매우 뛰어나 수많은 가운데서 손꼽힘’

109) ‘이덕무(李德懋, 1741~1793)’

110) ‘경기도 동쪽 지방과 강원도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111) ‘아정을 능가할지도 모르겠다.’

112) ‘기후’

113)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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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실(宮室)·기용(器用)114)·음식·금수(禽獸)115)등에 이르기까지의 크고 작은 것과 아름답고 

속된 것을 가리지 않고 취하여 고증하고, 의점(疑點)116)을 논란(論難)117)하고, 오처(誤處)118)

는 정정(訂正)하였으니 오늘날의 백과사전류의 것이다. 방대한 내용에 비하여 소루(疏漏)함

119)을 면치 못하고, 풍부한 인용에 비하여 체계의 빈약을 탓하나,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새로운 방면의 개척이라는 점과 당시의 문물을 고거(考據)120)할 수 있는 시대성을 비추어 높이 

평가할 만하며, 더우기 저자가 넉넉지 못한 살림에 궁벽한 산골에서 어떻게 그 많은 서책을 

구하여 읽었으며, 여전히 미만(彌漫)121)한 사장(詞章)122)과 공리(空理)123) 학풍의 세(勢)를 벗어나 

외로운 실학의 흐름을 따라―아무리 아정(雅亭)의 손(孫)이라 한들― 일생을 바쳤는가에 상도

(想到)124) 할 때 이 책은 우리의 고문헌 중에서도 손꼽아 과시할 만하다 할 것이다. 이렇듯 

희귀한 진본이 발견되었으나 이것은 즉시 세상에 알려지지도 간포(刊布)되지도 않은 채, 

광문회에 보관되다가 광문회의 폐회(廢會)와 동시에 육당 개인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으며 

다만 이 내용을 안 경성제대 도서관(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수사(手寫)125) 할 것을 청하여 일질

(一秩) 사본(寫本)이 더 있게 되었을 뿐이다.

이럴 즈음에 세상은 날로 험악하여졌으니 필자가 신조선사에서 편교(編校)126)에 종사하던 

병자년(서기 1936년)부터 수년간 일제의 탄압상을 일별하면 손기정 선수 일장기사건(日章旗事件)

이 병자년이고, 다음해 정축년(서기 1937년)에 중·일전쟁이 노구교사건(蘆溝橋事件)으로 전단(戰

端)127)을 일으키면서 국내에서는 소위 황국신민경사(皇國臣民誓詞)128)라는 주문을 조작·강송(强

誦)129) 시키기 시작했다. 다음 무인년(서기 1938년)부터 조선어 사용금지와 아울러 일본어 상용

(常用)을 강요하면서 학교명까지도 왜식으로 개칭시키고 한편으로는 조선인 지원병제도라는 

것을 실시하였으니, 이제 소오와 오문출판사를 창설하려는 경인년에는 전년에 시행한 

창씨제도(創氏制度)를 강요하더니 팔월에 언론의 악랄한 억압으로 동아·조선의 양대 신문을 

폐간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숨 막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급무와 활동이 무엇이며, 우리의 

114) ‘생활도구’

115) ‘날짐승과 길짐승이라는 뜻으로, 모든 짐승을 이르는 말’

116) ‘의심되는 점’

117) ‘비(是非) 따져 논하는 것’

118) ‘오류가 있는 곳’

119)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꼼꼼하지 않고 거침’

120) ‘자세히 살피고 검토하여 증거로 삼음’

121) ‘널리 가득 찬 상태’

122) ‘문장(文章)과 시가(詩歌)’

123)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론’

124) ‘생각이 미침’

125) ‘손으로 직접 베껴 씀’

126) ‘편집 교정’

127) ‘전쟁의 꼬투리’

128) ‘일본 천황의 나라 신하와 백성이라는 맹서의 말’

129) ‘강제로 암송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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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신이 어떠해야 했겠는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언론의 제일선에 종사해 오던 소오가 붓을 

꺾고 오래전부터 의도한 우리 문화 정리·보급 사업에 나서서 뜻있는 식자(識者)들과 손을 

잡았으니, 이는 그의 백씨(伯氏)130) 설원식(薛元植)의 재정적 후원이 있었음과 또 평소에 지녀 온 

그의 국가·민족에 대한 높은 뜻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본디, 이런 사업은 시류에 저항하여 

배일(排日)하는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라 닥쳐올 많은 고통을 각오한 것은 물론이나 더우기 

필자로 말하면 경술(1910) 이후에 일제의 특별한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가정이요, 따라서 

필자 개인뿐 아니라 전 가족이 소위 창씨(創氏)란 것에 대항하고 있었던 터이다. 

한편 우리의 이러한 사업과 같은 취지의 대동출판사가 있었다. 여기에는 여천(黎泉) 이원조

(李源朝, 1909~1955)가 편집을 주간하고 있으면서 우리보다 먼저 《연문장전산고》에 뜻을 두고 

발간하려 하여 성대(城大)131) 도서관 사본을 전질 수사(手寫)하였으나 워낙 거질에 비용이 

막대하므로 착수치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필자가 여천과 수차 상의하여 수사료(手寫

料)132)만을 주기로 하고 그 원고를 인수한 우리는 다시 의논하여 그대로 출간하면 한문의 

독해력이 날로 저하되는 이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니 차제에 구두점(句讀點)을 찍어 

편의를 도모하기로 결정하였다. 허나 이것을 누가 예상했으랴. 원고를 펴보니 난해

(難解)·난독처(難讀處)가 부지기수(不知其數)요 전혀 어불성설(語不成說)의 곳이 장장(長長)133)이 있지 

않은가? 한때 망연자실한 우리는 이 원고가 복사시(複寫時)134)에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여 성대(城大) 도서관 사본을 교섭 대출하여 대조하였으나 성대본(城大本)이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여기서 편집을 책임 맡은 필자는 차제(次第)의 전도(顚倒)135)와 오자(誤字) 

낙구(落句)136)가 있음이 분명함을 알고 그 이유를 구명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즉 

저자가 넉넉한 환경에서 체계 있는 집필을 한 것이 못되고 본대로 수시(隨時)하여137) 기록한 

것에다가 집안이 빈한(貧寒)하니 책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한쪽 백지에 쓰다가 모자라면 

혹은 위의 공란에도 쓰고 혹은 아래의 여백에도 채웠으며, 또 부족되면 쪽지에 적어 

적당한 곳에 붙이기도 하였던 것을 오랜 세월에 풀기가 없어져 쪽지가 떨어지니, 이것을 

보관하던 자손으로는 선조의 필적이요 저술이라 오직 소중함만 알고 아무 곳에고 떨어진 

쪽지를 붙인 것이 틀림없을 것이고, 성대(城大) 사본을 만들 때에는 사자생(寫字生)138)이 이 글의 

내용을 알고 복사(複寫)한 것이 아니고 글자 있는 대로 그대로 베껴낸 것이 틀림없으리라는 

130) ‘맏형’

131) ‘경성제대(京城帝大)의 줄임말’

132) ‘손으로 직접 베껴 쓴 비용’

133) ‘분량이나 시간상의 길이 따위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거나 긺을 나타내는 말’

134) ‘손으로 다시 베낄 때’

135) ‘차례의 뒤바뀜’

136) ‘글자가 틀리거나 문구가 없어진 것’

137) ‘그때그때’

138) ‘손으로 베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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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었다. 백여 년을 잃었다가 찾은 것이 이 꼴이니 얼마나 가석(可惜)139)한가? 그리하여 

원본으로 알고 있는 육당 소장의 것을 빌릴 것을 수차 교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학자들의 일반적 통폐(通弊)140)이기도 하겠지만 육당은 진본을 찾으면 널리 알리거나 

동학(同學)과 더불어 함께 보기를 꺼려하는 성벽(性癖)141)이 있는 듯했다.― 광문회에 보관 

중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끝내 원본을 얻어 볼 수 없게 된 우리는 참으로 

난경(難境)142)에 봉착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일을 위하여 쓰인 경비나 노고도 아깝지만 

이런 희귀한 문헌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버리기 애석하고, 또 이대로 우리가 포기하면 

다음날 어느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막중한 의무감에서 우리는 눈물 나는 고생을 

각오하고 저자 오주가 인증(引證)143)한 서적을 직접 대조하면서 원고를 대부분 정정·정리한 

연후에 구두점을 찍기로 슬픈 결심을 하였다. 허나 오주가 인용한 그 수많은 서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할 수 있다고 그 누가 확언하며, 또 벌써 1세기 반 이전 오주 저술 

당시의 그 책들이 다 세상에 있으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엄청난 

결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때는 한창 열혈의 장년(壯年)이었으니 지금은 꿈도 못 꿀 

그 일을 해냈으리라 회억(回憶)144) 할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우리는 경(經)·사(史)·자

(子)·집(集)145)과 우리 고전을 비롯한 수많은 책을 주로 성대(城大)와 보전(普專)146)·연전(延專)147) 

도서관을 이용하여 빌리면서 대조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천박(淺薄)한 필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담원(薝園) 정인보(鄭寅普, 1893~)에게 간청하여 그와 함께 폭서

(暴暑)와 혹한(酷寒)을 무릅쓰며 십여 책의 원고를 대개 정리하였다. 완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찾을 길 없는 문헌을 인증(引證)한 곳의 의점(疑點)148)도 불소(不少)149)

하였다.

이렇게 원고와 씨름하면서 다음해 봄이 되었다. 재관(再觀) 이빈승(李斌承)이 수차 방문하는 

사이에 필자의 하는 일의 내용을 짐작하게 되었던 바, 어느 날 삼십여 세 됨직한 한 시골 

선비 차림의 이모(李某)라는 자를 소개하며 궐자(厥者)150)가 원고의 정본(正本)을 가지고 있는 

139) ‘몹시 아까움’

140) ‘일반에 두루 있는 폐단’

141)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

142) ‘어려운 경우나 처지’

143) ‘인용하여 증거로 삼음’

144) ‘돌이켜 추억함’

145)  ‘중국 육조시대(六朝時代)에 비롯된 서적 분류법으로 경(經)은 유교 경전, 사(史)는 역사책, 자(子)는 맹자(孟子)·노자(老子)처럼 자(子)가 

붙은 인물의 자서(子書), 집(集)은 시(詩)·부(賦) 등의 문집(文集)을 가리킴’ 

146) ‘보성전문학교로 고려대학교가 됨’

147) ‘연희전문학교로 연세대학교가 됨’

148) ‘의심되는 점’

149) ‘적지 아니함’

150) ‘그 사람의 낮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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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의 한 원족(遠族)151)의 거주(居住)를 안다고 한다. 얼마나 흔희작약(欣喜雀躍)152)했겠는가? 

알아본 즉 육당 소장의 원고는 저자의 초고이며 오주의 원족이 경북 문경에 우거(寓居)153)

하고 있어 그 정본(淨本)을 그가 보관하고 있는바 빌려 내기는 심히 어려울 것이니 그곳에 

찾아가 유연(留連)154)하며 대조를 할 수는 있을 듯하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고생 

않고 일의 완성을 보리라는 큰 기대를 가지게 되어 후사(厚謝)155)를 박사(薄謝)156)로 여기며 

그에게 거금(巨金)을 주고 한번 찾아가 교섭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십 

책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양장(洋裝) 1책의 무게 있는 책이 될 수 있다 하여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 중 궐자(厥者)는 약속한 기일이 넘어도 소식이 없고 한 달 두 달 기다린 것이 여름도 

이울게157)되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노고를 이용하여 금전을 사취한 무뢰한임을 깨닫고 

크게 실망하였으나 워낙 기대가 컸고 이때까지의 노고가 심하였으므로 궐자(厥者)

는 찾을 수 없더라도 일루(一縷)158)의 희망을 버리지 못하여 일찌기 궐자(厥者)에게서 들은 

문경 주소로 편지를 보내보기로 하였다. 담원의 문망(文望)159)을 자중(藉重)160)하여 장서(長

書)161)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受取人) 불명(不明)」이란 부전지가 붙은 채 반송되고 말았다. 

추후 재관에게 궐자(厥者)의 내력을 탐문하였더니 자기도 교천(交淺)162)하여 잘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되고 보니 「군자가사이기방(君子可欺以其方)」163)이란 어구가 과연 틀림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사이 세상은 더욱 어지럽고 험난하게 되었으니 신사년(서기 1941년)에 일제는 미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여 이른바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니 전국이 전면전쟁으로 바뀌어 

경제의 혼란, 탄압의 극심으로 이듬해 임오년(서기 1942년)에는 노무동원령(勞務動員令)을 내려 

소위 보국대(報國隊)라 징용(徵用)이라 이름하여 사람들을 휩쓸어 가니 더욱 처신은 힘들게 

되며, 국학에 대한 박해가 날로 더하여 공기가 심상치 않으니 우리가 어찌 안연(晏然)164)히 

남대문통 네거리 한복판에서 「불온서적(不穩書籍)」(?)을 펼치고 있을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151) ‘촌수가 먼 친척’

152) ‘참새가 날아오르듯이 춤춘다는 뜻으로, 크게 기뻐함을 이르는 말’

153) ‘완전히 정착하지 않고 임시로 삶’

154) ‘객지에 묵음’

155) ‘후하게 사례함’

156) ‘사례로 주는 얼마 안 되는 돈이나 물품’

157) ‘1. 꽃이나 잎이 시들다. 2. 점점 쇠약하여지다. 3. 해나 달의 빛이 약해지거나 스러지다.’

158) ‘가능성이 극히 적으나 그나마 간신히 있음을 나타내는 말’

159) ‘학문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과 신망’

160) ‘중요한 것이나 권위 있는 것에 의거함’

161) ‘사연을 길게 적은 편지’

162) ‘만남이 적음’

163)  ‘《맹자》 〈만장 상(萬章上)〉에 “군자는 그 도로써 속일 수는 있어도 도가 아닌 것으로 터무니없이 속이기는 어려운 것이다.〔君子可欺以其方 

難罔以非其道〕”라고 하였다.’

164) ‘마음이 편안하고 침착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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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닥쳐올 것 같은 예감에서 자리를 옮기기로 정하여 간판을 떼어 짊어지고 

봇짐을 싼 우리는 통의동 백송나무 앞 소오의 사랑으로 옮겨 그곳에서 일을 계속하였다. 

그 해 시월 일제는 드디어 저 유명한 「조선어학회사건」을 일으켜 조선어를 연구하던 이 

수십 명을 투옥시키고 말았다. 이 일을 대안(對岸)의 화재165)로 방관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절박한 위기를 느끼며 지금까지 정리된 원고를 이 판국에 출판할 수 없다는 결정을 보아 

인쇄소에 보내어 지형(紙型)166)만 떠서 깊이 보관하게 하였다. 이렇게 천신만고 속에 원문 

이십 책까지를 겨우 정리하여 대동인쇄소에서 지형까지만 완성하였다. 그 동안 원고 일매

(一枚)를 온종일 씨름하기 몇 번이며 한 곳을 바로 잡기에 며칠씩 소비하기 얼마였던고? 

그러니 전체의 삼분지일의 정리를 끝낸 셈이 된다. 이 때 전세는 날로 일제에 불리하게 

되고, 따라서 국내사정이 각일각(刻一刻)167) 어렵게 되며, 소개(疏開)168)라는 소동이 일어나 

서로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언제던 떳떳한 자세로 

이것을 기필코 완성할 것을 약속하며, 일의 중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계미년(서기 1943년)의 일이다.

기대하던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이 땅에는 이른바 「을유해방(乙酉解放)」(서기 1945년)이라는 

일시적 감격과 함께 사회의 혼란이 닥쳐왔다. 필자는 그 전해 일제의 패망을 예견한 

몇몇 동지와 고전국역의 뜻을 정한 바 있어 「팔·일오」169)가 오자 즉시 「사서연역회

(史書衍譯會)」일에 착수하였으니 필자가 주간의 자리에 앉아 《삼국유사》·《삼국사기》

등을 번역하기에 몰두하며, 한편 소오와는 그 간 중지되었던 역사(役事)를 다시 계속할 

것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소오는 소오대로 언론계 일선에 나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오문출판사의 간판만 새한신보사에 붙여 놓았을 뿐― 기외(其外)의 몇 사람은 정치의 

바람을 타고 자기도취에 빠져 날뛰는 속에 사상의 분열이 가져 온 비극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사상의 갈등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 난동하던 자들은 다 북으로 가고 사회의 

안정으로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가자 필자 고대(高大)170)로 오니 《오주연문장전산고》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만 갔다.

경인년(서기 1950년) 동란으로 남으로 쫓겨 간 필자는 대구에서 고대의 임시 개교를 만나게 

되었다. 임진년(서기 1952년) 가을날이었다. 강의를 끝내고 교수실에 들어오니 소오가 

와 있지 않은가? 그 간난(艱難)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던 유용하군과 함께…… 얼마나 

165) 대안(對岸)은 ‘건너편에 있는 언덕’으로, ‘대안의 화재’는 ‘내 일이 아니다’는 뜻

166)  ‘인쇄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연판(鉛版, 인쇄판)을 뜨기 위하여 식자판(植字版, 활자를 배열하는 틀) 위에 축축한 종이를 올려놓고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 그 종이 위에 활자의 자국이 나타나게 한 것’

167)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욱더’

168)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함’

169) ‘1945년 8·15 해방’

170)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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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개 깊은 해후였는지 모른다. 그 동안 소오는 필자와 마찬가지 신세로 부산에 피난해 

있고 유군도 부가범택(浮家泛宅)171)의 꼴이 되어 대구에 있다는 것이다. 여사(旅舍)172)로 와 

좌정하자 소오는 필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선생의 노고도, 이 

소오의 사업도 다 귀어허지(歸於虛地)173)가 되고 말았습니다」「오주연문이……?」이것이 

우리의 첫 대화였다. 들으니 이번 동란으로 원고도 지형(紙型)도 회신(灰燼)174)되고 오직 

여기 앉은 세 사람만이 있다는 것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175)이란 바로 이런 것인가? 폐부

(肺腑)176)를 찌르는 듯한 느낌, 이것이 공허감이란 것인가? 눈시울을 덮어 오는 뜨거운 

것을 느끼고 다시 한 번 소오의 손을 잡았었다. 회신화(灰燼化)한 《연문장전산고》의 옛일을 

더듬으며 회포를 푸는 속에 밤은 깊었고 우리는 미구(未久)177)에 서울에 천도(遷都)할 것이니 

다시 한 번 그 일을 착수하자고 굳게굳게 맹서하였다. 그 후 천도하였으나 새로운 일을 

계획도 해 보지 못한 채 필자, 어느 여름날 우중(雨中)에 소오의 부음(訃音)을 접하고 달려가니 

이제 참으로 소오는 아주 가고 말았다. 영전(靈前)에 고개를 숙이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

(走馬燈)처럼 머리를 스치고, 더우기 얼마 전 대구에서의 그 밤 그 정화(情話)178)가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게 한다. 《오주연문장전사고》를 생각하면 눈앞에 떠오르는 담원·소오 그리고 

몇몇의 지구(知舊)179)들, 다 이제는 먼 곳에 있으니 오직 비감(悲感)에 사로잡힐 뿐이다. 연전

(年前) 동국문화사(東國文化社)에서 이 책을 영인본으로 낸다 하여 보니 이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그 오류투성이의 박잡(駁雜)한 사본의 영인임을 알고 다시금 

장탄식(長嘆息)을 하였다. 그렇게 고집하고 비장(秘藏)하여 내 놓지 않던 육당의 장본(藏本)

은 육당 간 후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하나 그것마저 없어지고 이제《오주연문장전산고》

란 이것뿐이라면 오주는 더 말할 나위 없고 소오의 혼령은 얼마나 명인(鳴咽)180)

하며, 존몰(存沒)181)조차 알 길 없는 담원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허희(噓唏)182)할까? 

우리의 노고가 이렇게 험하게 된 것처럼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운명은 여기에 그치고 말 

것인가? 국학에 종사하는 젊은이들 중에 이 일을 해주는 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고맙겠다.

171) ‘배를 집으로 삼아 유랑하는 것’

172) ‘여관’

173) ‘헛되이 돌아감’

174) ‘흔적 없이 아주 타 없어짐’

175) ‘인생의 덧없음’

176) ‘마음의 깊은 속’

177) ‘얼마 오래지 아니함’

178) ‘정답게 주고받는 이야기’

179) ‘사귄 지 오래된 친구’

180) ‘목이 메다’

181) ‘죽었는지 살았는지’

182) ‘흐느껴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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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신변잡기(身邊雜記)에 지나지 않는다. 허나 나는 이런 류(類)의 것을 언제고 한번쯤 

초 (草)해야183)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왜냐하면 현재 세상에 돌고 있는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대하여 몇 마디 할 필요도 있고, 또한 그간 필자와 더불어 그 지옥 

같은 시절에 자신을 잊고 만난(萬難)184)을 무릅썼으나 보람 없이 도로(徒勞)185)가 되었지만 

그들의 열혈의 노고·그들은 혹은 병몰(病歿)186) 했거나 혹은 사상분열의 와중에 저편으로 

갔거나, 혹은 납치라는 굴레 속에 신음하고 있거나 하니―를 이제 이 땅에 남은 오직 

하나뿐인 내가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차 쓸 것을 의도했으나 엊그제 

일이 아니요, 기십 년 전 일이라 소상히 회상할 수 있을지 주저되어 차일피일(此日彼日)187) 한 

것을 요지음 구찰일속(舊札一束)188)을 정리하던 중 위에 말한 오주의 원족(遠族)에게 보냈다가 

반환된 담원의 간독(簡牘)189)을 오래간만에 찾아 이것을 보면서 대강을 초(草)한다. 

[민족문화연구 제1집 1964년 10월]

183) ‘초(草)하다’는 ‘글의 초안을 잡다’는 뜻

184) ‘온갖 어려움’

185) ‘보람없이 애씀, 헛되이 수고함’

186) ‘병으로 죽음’

187) ‘오늘 내일 하며 자꾸 기한을 늦춤’

188) ‘옛 편지 한 묶음’

189)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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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ㅣ 李圭景 著 / 古典刊行會 編 / 東國文化社 / 2책 / 1959 / 청구기호 : 031-8-1-2

운정 김춘동 선생이 자신의 글 〈노두생애(老蠹生涯)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취(就)하여―〉

에서 ‘연전(年前) 동국문화사(東國文化社)에서 이 책을 영인본으로 낸다 하여 보니 이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그 오류투성이의 박잡(駁雜)한 사본의 영인임을 알고 다시금 장탄식(長嘆息)을 

하였다.’고 아쉬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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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선생과 ‘오주연문장전산고’ 

『경향신문 2015년 10월 22일』 

ㅣ 경향신문 / 청구기호 : 071.1-경252-2015(10.16)-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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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류시인소고(韓國女流詩人小考)

-특(特)히 난설헌(蘭雪軒) 허씨(許氏)를 중심으로-

『고대신문 1956년 11월 12일』 

ㅣ 고대신문 축쇄판 (제1권; 1947~1956) / 고대신문사 편집 / 1985 / 1책 / 청구기호 : 청강377.005-고355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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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한자제한(常用漢字制限)에 관(關)한 시비(是非)

『고대신문 1957년 12월 2일』 

ㅣ 고대신문 축쇄판 (제2권; 1957~1960) / 고대신문사 편집 / 1985 / 1책 / 청구기호 : 청강377.005-고355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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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고(喪禮考) 

『고려대학교, 文理論集 제1집, 1955』 

ㅣ 문리논집 제1집 / 고려대학교 문리논집 편집위원회 / 1955 / 1책 / 청구기호 : 0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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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ㅣ 丁若鏞 著 / 新朝鮮社 / 1938 / 72책 / 청구기호 : 古3648-69-2

운정 김춘동 선생이 1937년 10월 신조선사(新朝鮮社)에 들어가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선생과 함께 

편집과 교정을 하여 간행한 책이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여유당(與猶堂)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저술을 

정리한 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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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헌서 湛軒書

ㅣ 洪大容 著 / 新朝鮮社 / 1939 / 7책 / 청구기호 : 운정古3648-93-100

운정 김춘동 선생이 1937년 10월 신조선사(新朝鮮社)에 들어가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선생과 함께 

편집과 교정을 하여 간행한 책이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저술을 

정리한 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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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암전서 旅菴全書

ㅣ 申景濬 著 / 新朝鮮社 / 1939 / 6책 / 청구기호 : 운정古3648-40-124

운정 김춘동 선생이 1937년 10월 신조선사(新朝鮮社)에 들어가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선생과 함께 

편집과 교정을 하여 간행한 책이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저술을 

정리한 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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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三國遺事

ㅣ 一然 著 / 高麗文化史 / 1946 / 1책 / 청구기호 : 운정古213-1

광복직후 운정 김춘동 선생이 사서연역회(史書衍譯會)의 편집주간으로 주관하여 국역의 내용을 담아 

간행된 책이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일연(一然, 1206~1289) 스님이 전해 내려오는 신라·고구려·백제의 

이야기를 엮은 역사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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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대전회통 (國譯)大典會通 

ㅣ 한국고전국역위원회 / 高麗大學校 / 1960 / 1책 / 청구기호 : 6023-7-1

운정 김춘동 선생께서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동안 부설 한국고전국역위원회[현 민족문화연구소의 

전신]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역한 내용을 담아 간행된 책이다. 『대전회통』은 1785년에 편찬된 

『대전통편』을 저본으로 하면서 이후 80년간의 변화 내용을 첨가하고 정리하여 1865년(고종 2)에 

간행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 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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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요람(재용편)
ㅣ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민족문화추진회 / 1971 / 1책 / 청구기호 : 911.0585-민959ㅁ-1

운정 김춘동 선생께서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동안 부설 한국고전국역위원회[현 민족문화연구소의 

전신]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역한 내용을 담아 간행된 책이다. 『만기요람』은 1808년에 임금의 명을 

받은 서영보·심상규 등이 편찬한 책이며, 그 중 재용편에는 왕실의 재정에 관한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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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야사전집 朝鮮野史全集

ㅣ 癸酉社編輯部 編 / 癸酉社編輯部 / 1934 / 5책 / 청구기호 : 2104-3-1-5

운정 김춘동 선생이 20대 말에 계유출판사에 들어가 공동으로 주를 달아 풀이한 책이다. 

『조선야사전집』 「대동야승」과 「연려실기술」등 조선시대의 야사를 모아 엮은 전집으로 일제강점기에 

유통된 야사 자료의 현황을 잘 볼 수 있는 책이다.

  60



정선고등한문독본 精選高等漢文讀本

ㅣ 金春東 著 / 三星社 / 1947 / 1책 / 청구기호 : 5532-4

운정 김춘동 선생이 고등학생의 한문 교재로 정선한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각 글마다 위쪽 여백에 

저자 정보, 어려운 명사의 풀이 등이 주(註)로 처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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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한문수 (大學)漢文粹

ㅣ 金春東 編定 / 高麗大學校出版部 / 1960 / 1책 / 청구기호 : 711.4-김886ㅎ

운정 김춘동 선생이 고려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생의 한문 교재로 정선한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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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김춘동 선생의 삶이 묻어나는 유품 

사진 1. 운정 선생의 친필 자작 한시 액자 ‘卜居(복거)’

             * 앞쪽에 번역문 수록

사진 2. 운정 선생의 친필 자작 한시 ‘五臺山途中寄示李君圭恒兼請郢政’

             * 物外相從共拍肩 五臺山色故依然 

                森森老檜捎天碧 竸躍溪魚夕照邊

▼ 사진 1

◀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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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운정 선생의 친필 글씨 ‘覺仁善智正圓心(각인선지정원심)’

                                           어질고, 착하고, 지혜롭고, 바르고, 모나지 않은 둥근 마음을 깨달아 지키며 살다

사진 4. 운정 선생의 친필 글씨 ‘忠孝(충효)’

사진 5. 운정 선생의 친필 펜글씨 원고

▼ 사진 3

▲ 사진 5

◀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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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대만의 팽국동(彭國棟) 교수가 보내온 편지

사진 7. 운정 선생의 인감도장, 인장(印章, 소장 도서에 찍는 도장),  낙관(落款, 친필 글씨나 그림에 찍는 도장), 휴대용 벼루, 담배 파이프

사진 8. 운정 선생 소장 목갑(木匣, 전집을 담아 함께 팔던 책함)

▼ 사진 6

▼ 사진 8▼ 사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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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김춘동 선생의 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정문고」로 다시 태어나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내 유일의 국가대표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에 따른 국내 유일의 국가대

표도서관(National Library)이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모든 완성형 국내자료를 망라적(網羅的)으로 

수집·정리하여 영구 보존하면서 규정된 절차를 밟아 열람을 요청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설립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많이 이용되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지역

주민·교수·교사·학생, 설립단체의 구성원, 장애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190)·특수도서관 등의 비

(非)국가대표도서관과는 차별화된 국가대표도서관만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존 기능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이용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도서관과 비(非)국가대표도서관의 업무 비교

운정 김춘동 선생의 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정문고」로 다시 태어나다

190)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3대 국립도서관으로 회자되는 국회도서관과 법원도서관은 설립 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국회와 법원이란 전문기관의 이용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용시키는 전문도서관에 해당된다. 

191)  여기서 희귀본(稀貴本)이란 ① 현재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비국가대표도서관에서 잘 수집하지 않아 희귀한 자료 ② 간행시기가 오래되어 비국가대표도서관에

서 잘 보존하지 않아 희귀한 자료를 가리킨다.

업무 국가대표도서관 비(非)국가대표도서관

수집

방법 망라적(網羅的) 선별적(選別的)

기준 없음 이용률

양 보존용 1권·열람용 1권 필요에 따라(0~20권 등 다양)

정리 장서의 양과 종류에 따라 적합한 정리방법 개발

보존

대상 모든 자료 선택

기준 의무 선택

기간 영구 선택

이용
주체 모든 국민 설립 목적에 따른 범위

주대상 희귀본191) 위주 이용률이 높은 현재 자료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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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영구 보존용 1권과 열람용 1권 

등 2권만 수집하는 것을 원칙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서는 희귀성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구입(購入)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고서를 구입할 만큼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고서를 담당하고 있는 고문헌과에서는 확보된 구입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문화재적·연구적 가치가 높은 자료, 우리 도서관 미소장 자료란 두 개의 큰 원칙에 의거해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문헌 보존 및 이용 업무, 기증·기탁·민간소장고문헌발굴사업 

국내외적으로 개인·문중·서원·사찰 등의 민간 부분에 아직도 엄청난 양의 고서가 분산 소장되어 

있는데, 도난 위험과 비싼 보존비용으로 인해 자료의 훼손과 멸실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꾸준한 

조사와 접촉을 통해 고서의 소장자 및 소장기관에게 국립중앙도서관으로의 기증(寄贈)을 요청하는 수

증(受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자료를 기증한 경우 심사를 거쳐 

개인문고를 설치 운영하며, 청구기호 앞에 소장자 및 소장기관이 요구하는 이름이나 호를 넣어주어 

국가대표도서관에 기증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입과 수증을 통해 국내외의 기관 및 민간에 소장된 엄청난 양의 고서 원본을 

모두 수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소장 자료의 경우 원본과 유사한 수

준의 영인본을, 국내 다른 기관 소장 자료의 경우 마이크로필름을 제작·수집·등록하여 이용자들에

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92) 또한 고지도처럼 색상까지 담아내야 하는 자료의 경우 이

미지파일을 제작·수집하여 이용자들이 원본의 모습에 가까운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문중·서원·사찰 등 국내의 민간 부분에 소장된 모든 고서의 정보를 구입·수증·영인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소장자 또는 소장 기관 

중 구입·수증·영인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도난 위험을 없애기 

위해 고문헌과에서는 소장자의 동의를 얻어 소장 모든 고서에 대한 조사·분류·정리를 수행하고 사

진 촬영 및 스캔을 통해 원색 이미지의 디지털 파일을 제작하여 그 결과물을 소장자에게 제공하는 

민간소장고문헌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요구하는 단 하나의 

조건은 소장자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전적

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193)에 업로드 시켜 국내외의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92) 2013년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37개 기관의 약 9,710여 책을 영인 수집하였고, 국내 5개 기관에서 8만여 책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수집하였다.

193)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는 도서관·박물관 등 국내 56개, 국외 37개 기관에 소장된 고서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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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김춘동 선생의 고문헌,「운정문고」로 영원의 생명을 얻다

우리나라의 지식 자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개인문고 운영규정」 제5조(심의 기준)에 합당하고 기증자가 개인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때 심의를 거쳐 관장의 결정으로 개인문고를 설치 운영합니다. 제5조(심의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92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를 20책 이상 기증

2. 191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를 100책 이상 기증

3. 195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를 200책 이상 기증 

4. 1965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를 500책 이상 기증

5. 1965년 이후 간행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를 1,000책 이상 기증

    (다만, 외국자료의 경우 국내자료와 대비하여 미소장 자료의 가중치를 1/4(0.25)로 산정한다.) 

후손 김긍년 연세대학교 교수께서 소장하시다가 우리 도서관에 기증하신 운정 김춘동 선생의 고문헌 

155종 760책은 제5조(심의 기준)의 2와 3의 기준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심의를 

거쳐 개인문고의 설치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기증자 예우) ‘④ 개인문고명은 기증자의 

희망에 따른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기증하신 후손께서 선생의 호인 운정(云丁)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개인문고의 이름을 ‘운정문고’로 정했습니다.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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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증자 예우)에는 ‘⑤ 개인문고 자료에는 문고명과 기증자를 표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정 김춘동 선생의 기증 고문헌에는 모두 기증자의 이름 ‘김긍년’을 기록하였고, 청구기호는 

‘운정古’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⑥ 개인문고를 설치할 때에는 전시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2018년 10월 10일(수)부터 12월 30일(일)까지 본관 5층의 고문헌전시실

에서 ‘운정 김춘동 선생의 고문헌, 기증으로 영원의 생명을 얻다’란 작지만 소중한 기증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운정 김춘동 선생의 고문헌 자료에 대해 소중한 기증 결정을 해주신 후손 여러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운정문고」의 고문헌 자료를 자유롭게 

연구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고문헌을 사랑한 선생과 기증을 결정해 주신 후손의 숭고한 뜻을 

미래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영구 보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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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도서 목록

번호 본표제 저작자 발행자 발행년 책수 청구기호

1 康熙字典 康熙帝(淸) 命撰 40 운정古3234-90

2 堅壽堂詩存 堅壽堂(淸) 著 光緖 21(1895) 1 운정古3644-537

3 古今名喩 [編者不明] 1 운정古3649-263

4 古文眞寶 後集 池松旭 編輯 池松旭 大正 8(1919) 1 운정古3745-219

5 觀齋遺集 卷1-3 朴載華 著 1 운정古3648-25-435

6 歸去來辭 陶潛(東晉-宋) 著 1 운정古3716-88

7 錦溪集 李根元 著 博文社 4 운정古3648-62-1196

8 及愚齋未定草 卷14 [金甯漢 著] 1 운정古3648-10-877

9 及愚齋集 (竝)續集 金甯漢 著 金潤東 編 14 운정古3648-10-873

10 及愚齋集 (竝)續集,遺集 金甯漢 著 金潤東 編 15 운정古3648-10-872

11 南竹遺稿 卷1-2 朴璟鎭 著 1970 2 운정古3648-25-431

12 耐冷譚 宋咸熙 撰 施嵩 定 掃葉山房 [民國 3(1914)] 4 운정古3705-6

13 老洲集 吳熙常 著 13 운정古3648-52-96

14 漉魚山館集 鄭丙朝 著 4 운정古3648-70-351

15 農巖集 金昌協 著 金時佐 等編 [1928] 15 운정古3648-10-868

16 訥齋先生文集 梁誠之 著 1 운정古3648-46-42

17 澹翁八十自述 彭國棟 撰 亞洲詩壇社印 民國 72(1983) 1 운정古3709-8

18 薝園文錄 鄭寅普 著 1967 1 운정古3648-70-353

19 湛軒書 洪大容著 洪榮善 編 新朝鮮社 昭和 14(1939) 7 운정古3648-93-100

20 唐詩解 卷1-19, 46-50 汝詢(明) 選釋 [萬笈堂] [順治 16(1659)] 7 운정古3715-255

21 大東奇聞 姜斅錫 纂輯 4 운정古2105-46

22 大東奇聞 姜斅錫 著 1 운정古2105-47

23 大東文粹 徽文義塾編輯部 編 徽文館 光武 11(1907) 1 운정古3647-529

24 陶詩彙評 昭明太子(梁) 統撰 2 운정古3711-20

25 陶靖節集 陶潛(宋) 著 南務印書館 民國 26(1937) 1 운정古3747-319

26 讀通鑑論 : (附)宋論 王夫之(明) 撰 商務印書館 10 운정古2205-54

27 東江未定草 韓錫範 書 1 운정古3648-89-54

28 東江先生草稿 [編者未詳] 1 운정古3649-265

29 東川遺稿 : (幷)附錄 柳興善 著 柳津 編 城北映碧山莊 1970 1 운정古3648-59-160

30 東坡和陶合箋 溫謙山 纂訂 2 운정古3715-256

31 遯湖遺稿 沈一洙 著 沈允燮 1961 1 운정古3648-43-41

32 萬姓大同譜 [編者未詳] 2 운정古2518-99-19

33 梅泉詩集 黃玹 著 朴泂得 昭和 7(1932) 2 운정古3648-94-113

34 梅泉集 黃玹 著 3 운정古3648-94-112

35 孟子外書四編 尹用求 籤 믿을집 大正 12(1923) 1 운정古1239-147

36 慕顔齋存稿 沈相駿 著 沈允燮 1961 1 운정古3648-43-42

37 穆陵宸翰 [編者未詳] 1 운정古367-339

38 夢窩年譜 [編者未詳] 2 운정古2518-10-1060

39 文心雕龍 劉勰(齊) 撰 掃葉山房 民國 4(1914) 4 운정古37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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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文章一貫 高琦(明) 吳守素(明) 共集 1 운정古3701-3

41 文則 陳騤(宋) 著 1 운정古3743-9

42 眉山集 韓章錫 著 韓昌洙家 1934 7 운정古3648-89-53

43 幷世集 元世洵 編 李容元 校 [1910] 1 운정古3648-56-4

44 鳳棲遺槁 徐應淳 著 5 운정古3644-535-1-10

45 北征錄 申叔舟, 李克堪 奉敎撰 1 운정古2151-20

46 北窓古玉兩先生詩集 鄭𥖝 著; 鄭碏 著 鄭粲好 1962 1 운정古3647-527

47 批選龜峰先生詩集 宋翼弼 著 三陟鄕校 1964 1 운정古3644-536

48 四禮便覽 卷3-6 李縡 著 2 운정古5213-176

49 四明山志 黃宗羲 著 中華叢書委員會 民國 45(1956) 1 운정古2822-14

50 四書章句集注 朱熹(宋) 注 商務印書館 民國 11(1922) 1 운정古1237-39

51 三國遺事 一然(高麗) 高麗文化史 檀紀 4279(1946) 1 운정古213-1

52 三乎齋集 宋柱憲 著 鶴鳴齋 1974 2 운정古3648-39-195

53 石汀集 洪種振 著 1 운정古3644-537

54 石下先生文集 朴元默 著 1965 3 운정古3648-25-433

55 仙源淸陰先生世系 金應淳 編 1 운정古2518-10-1059

56 醒石遺稿 柳夏相 著 柳種澔 1984 1 운정古3648-59-161

57 紹塘遺稿 金曾弘 著 金知源 1967 1 운정古3648-10-870

58 小知錄 吳鳳藻(淸) 著 淮南書局 [同治 12(1873)] 4 운정古3659-15

59 小倉山房詩集 袁祖志(淸) 著 6 운정古3715-270

60 小波詩文選稿 宋明會 著 1958 2 운정古3643-803

61 小學集註 朱熹(宋) 著 鴻寶齋 1 운정古1256-66

62 韶濩堂集 金澤榮 編 3 운정古3648-10-871

63 涑水紀聞 司馬光(宋) 掃葉山房 4 운정古3747-318

64 巽齋集 朴致和 著 朴性洙 編 朴性洙 1975 1 운정古3648-25-436

65 松澗貳錄 [編者未詳] 53 운정古031-88

66 宋書百選 宋時烈 著 [高宗 13(1876)] 3 운정古3648-39-196

67 宋拓多寶塔碑 遠東圖書公司 遠東圖書公司 民國 47(1958) 1 운정古4478-75

68 隨錄 卷坤 [編者未詳] 1 운정古3649-266

69 秀山文集 金秉宗 5 운정古3648-10-869

70 繡像神州光復志演義 王雪菴(中國) 編 神州圖書局 民國 元(1912) 16 운정古3730-22

71 手札眞蹟 中華叢書委員會 中華叢書委員會 民國 45(1956) 1 운정古4478-74

72 醇庵集 吳載純 著 [純祖 8(1808)] 5 운정古3648-52-97

73 詩法入門 游子六(中國) 編 廣益書局 民國 6(1917) 2 운정古3713-12

74 詩韻集成 [編者未詳] 謹遵佩文韻府 道光 17(1837) 4 운정古3715-271

75 愼庵實記 宋榮龜 編 [昭和 14(1939)] 1 운정古2511-39-197

76 新編古今事文類聚 祝穆(宋) 編 36 운정古032-169

77 新編古今事文類聚 祝穆(宋), 富大用(元) 編 嶺營 33 운정古032-167

78 雅誦 正祖 命撰 正祖 23(1799) 2 운정古3717-221

79 安東金氏世譜 [編者未詳] 1 운정古2511-10-245

80 安氏家訓 顔之推(北齊) 著 江左書林 1 운정古1573-48

81 陽洞遺稿 朴燦瑛 著 寶城 1938 2 운정古3648-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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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御簡 [編者未詳] 1 운정古367-338

83 於于野譚 柳夢寅 著 萬宗齋 1964 1 운정古3638-14

84 御定奎章全韻 卷上,下 正祖 命編 1 운정古3111-84

85 旅菴全書 申景濬 著 金春東 等 同敎 申宰休 昭和 14(1939) 6 운정古3648-40-124

86 呂語集粹 呂坤(明) 著 江左書林 1 운정古1259-57

87 淵鑑類函 卷1-450 康熙帝(淸) 奉勅撰 139 운정古032-168

88 熱河日記 : 渡江錄 朴趾源 著 1 운정古3653-171

89 藝文堂故叢談 彭國棟 著 正中書局 民國 45(1956) 1 운정古3705-7

90 藝海珠塵 吳省蘭 編 戴殿泗 校 57 운정古1269-9

91 梧泉實紀 卷1-4 金寗漢 編 3 운정古2511-10-246

92 玉霞硯田 [編者未詳] 1 운정古3541-15

93 王氏漁洋詩鈔 王士禛(淸) 撰 尙文書店 民國 5(1916) 5 운정古3715-267

94 蓉梧遊箋北 李範世, 金甯漢 共著 1 운정古3653-606

95 尤堂先生文集拾遺 金容承 著 1 운정古3648-10-875

96 尤雅堂稿 王性淳 著 [1923] 2 운정古3648-54-2

97 右任詩存 卷上下 于右任 著 中華叢書委員會 民國 45(1956) 2 운정古3715-272

98 芸窓筆錄 [編者未詳] 1 운정古3649-264

99 袁中郞尺牘 袁宏道(明) 著 1 운정古377-68

100 月谷集 吳瑗 著 4 운정古3648-52-98

101 月沙世家錄 李溥承 編 李溥承 1979 1 운정古2518-62-671

102 六梅書屋尺牘 凌丹階(淸) 著 掃葉山房 光緖 5(1879) 2 운정古377-67

103 恩誦堂集 李尙迪 著 1 운정古3648-62-1197

104 吏讀資料集成 錦峯學人 編 檀紀 4290(1957) 1 운정古3116-8

105 二雅堂集 李重夏 著 1 운정古3648-62-1201

106 彛傳 朴章鉉 著 文化學堂 1935 1 운정古1250-73

107 李海石詩稿 [編者未詳] 1 운정古3648-62-1198

108 藏六堂比興錄 [李容元 著] 1 운정古3648-62-1199

109 長川世稿 黃冕周 編 春及亭 1967 1 운정古3647-528

110 典故大方 卷3-4 姜斅錫 1924 1 운정古2513-486

111 全韻玉篇 [編者未詳] [純祖 19(1819)] 2 운정古3234-89

112 祭禮通考(幷)服制總要 柳重敎編 1 운정古159-145

113 趙孟頫孝經圖卷 趙孟頫(中國) 著 中華叢書委員會 民國 45(1957) 1 운정古1236-39

114 朝鮮文學史 權相老 著 一般프린트社 1947 1 운정古3602-2

115 朝鮮史 金暻中 芝山書室 昭和 11(1936) 17 운정古211-75

116 朝鮮三古都詩 橋本海關(日本) 著 西村勇治 1 운정古3844-25

117 朝鮮陞무儒賢年表 大東斯文會 編纂 大東斯文會 昭和 3(1928) 1 운정古1247-175

118 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朝鮮語文學會 昭和 6(1931) 1 운정古3602-1

119 中越緬泰詩史 彭國棟 著
中華文化出版
事業委員會

民國 47(1958) 1 운정古3712-3

120 重訂古文釋義新編 金汝霖 書 錦章圖書局 4 운정古3748-4

121 重訂全唐詩話 尤무(宋) 輯 [民國 10(1921)] 4 운정古2525-7

122 中韓詩史 彭國棟 著 正中書局 民國 46(1957) 1 운정古3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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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珍原朴氏世稿 朴璟鎭 編 [1937] 1 운정古2517-467

124 此君堂新訂秇苑三昧 [編者未詳] 1 운정古3643-802

125 滄江先生實紀 卷1-2 金澤榮 著 1 운정古2511-10-243

126 天游先生集古 朴文逵 著 송양문예사 大正 7(1918) 1 운정古3641-34

127 天游詩集 朴文達 著 春圃社 昭和 13(1938) 1 운정古3648-25-438

128 天游集古 朴文逵 著 孔聖學 昭和 13(1938) 1 운정古3648-25-437

129 淸陰先生年譜 卷1-2 金尙憲 著 [朝鮮後期] 2 운정古2511-10-247

130 淸陰先生集 金尙憲 著 9 운정古3648-10-867

131 靑莊館全書 李德懋 著 1 운정古3648-62-1200

132 草堂春睡足 [編者未詳] 1 운정古369-2

133 最淺學詞法 傅汝楫 民國 9(1920) 1 운정古3716-86

134 畜德錄 席啓圖(中國) 纂輯 掃葉山房 6 운정古3745-218

135 春官詩集 鄭善氣 著 1 운정古3648-70-352

136 春觀詩集 [編者未詳] 1 운정古3643-806

137 春暉集 彭國棟 著 正中書局 民國 47(1958) 1 운정古3717-222

138 春暉草堂詩文 彭國棟 著 亞洲詩壇社 民國 70(1981) 1 운정古3715-273

139 忠經孝經合編 鄭玄(漢), 陳選(明) 集註 鴻寶齋 1 운정古1236-38

140 耻齋遺稿抄 李範世 著; 李興鍾 編 1 운정古3647-531

141 七言長篇 [編者未詳] 1 운정古3715-269

142 澤齋遺唾 金昌立 著 1 운정古3648-10-874

143 巴溪世稿 朴希顔 等著 [朴鍾慶] 1966 2 운정古3648-25-434-1

144 八大家文抄 韓愈(唐) 等著 38 운정古3745-220

145 楓嶽同遊錄 孔聖學 編
漢 城 圖 書 株 式

會社
1941 1 운정古3653-172

146 荷亭集 呂圭亨 著 1 운정古3648-22-1

147 鶴陰亭題詠錄 宋榮龜 編 [昭和 14(1939)] 1 운정古3647-530

148 韓四客詩選 姜瑋 編 1 운정古3715-268

149 海東名將傳 洪良浩 著 崔南善 明治 44(1911) 1 운정古2514-1

150 海東歷代名家筆譜 白斗鏞 編 翰南書林 1926 6 운정古4460-37

151 海東竹枝 宋淳虁 編 金炳采 校註 奬學士 大正 14(1925) 1 운정古3644-538

152 杏史實紀 梁會一 著 ;梁會龍 編 [梁東燮] 1949 1 운정古2511-46-12

153 湖西紀征 孔聖學 編輯 春圃社 昭和 13(1938) 1 운정古3643-805

154 浩然齋詩集 [金貞夫人] 1977 1 운정古3648-10-876

155 後樂齋晬筵韻集 金元漢 著;/金震東 編 金震東 1971 1 운정古3643-804

합계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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