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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古文獻)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져 다시 생산되지 않는 지식자료이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무관심, 보존의 미숙, 재해와 도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의 가능성이 많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러기에 ‘고문헌은 한 권의 책도 소중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지식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영구 보존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대표도서관(National Library)입니다. 그리고 

이미 문화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고문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도서관 소장본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기관과 민간에 소장된 모든 고문헌의 조사 및 보존과 이용에도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서관은 2016년 9월 29일 도서관연구소 산하의 고전운영실을 고문헌과로 

승격시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고문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문헌과는 고문헌 상담 및 조사 업무의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파악되지 않은 국내의 기관과 개인 

소장 고문헌의 발굴에 특별히 집중해 왔습니다. 이에 기증 및 기탁이 급증하였고, 고문헌과에서는 

기증자 및 기탁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고문헌전시를 개최하고 전시도록을 제작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문헌전시 개최 및 전시도록 제작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소량의 고문헌을 기증 또는 기탁하신 분들입니다.

고문헌의 기증 또는 기탁은 소장 기관이나 소장자만 자료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겠다는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그렇기에 기증 또는 기탁한 수량의 차이와 상관없이 기증자 

또는 기탁자의 고귀한 뜻은 모두 같습니다. 그동안 고문헌전시실의 규모 때문에 한 번에 전시를 

개최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과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문헌을 소량 기증·기탁하신 개인 여섯 

분, 종친회 한 곳, 기관 한 곳에 대해 ‘고문헌, 한 권의 책도 소중합니다’란 이름의 상설전을 개최하여 

아름다운 결정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고문헌, 한 권의 책도 소중합니다
-	고문헌	소량	기증기탁展을	열며	-

들 어 가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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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의 소장자를 찾아가 원문을 어렵게 옮겨 쓰던 

시대가 겨우 얼마 전이었다. 이제는 종이로 된 책을 모아두는 것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로 원문 자료를 구축하고, 언제나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이 있으니, 시간과 노력이 줄어드는 것은 별도로 말할 

필요도 없겠다.

하지만 고문헌 연구자의 시각에서 고문헌의 기증기탁사업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08년에 평생을 경찰에 몸담았던 홍○○ 

선생을 권유하여 평생 모은 서화류 470건 967점을 어느 기관에 기증하게 한 것도 기억에 생생하다. 

족보에서 금강산을 다녀왔다는 기록을 보고, 실물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아낸 적이 있다. 

집안 종손도 모르던 금강산 기행시첩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그 당시에 동행했던 친구까지 찾아서 

함평이씨와 기계유씨 집안 사이에 끊어졌던 세교(世交)를 이어 주었다. 전주이씨 봉성군파 집안에는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았던 각종 문헌들이 도서관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어 집안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된 일도 있다.

위의 일화들은 개인이 보관했다면 사라지기 쉬웠을 테지만, 공공기관의 역할로 인해 살아남아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사례들이다.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종친회는 예전과 다른 문화적 환경과 주위의 시선 때문에 

계속적인 보관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도난과 화재 등의 위험성도 많다. 심지어 자신이 지켜온 유물을 

자녀들이 매각해버릴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문헌의 기증기탁사업은 기증자-도서관-연구자가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것이다. 이 중심에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남녀 사이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월하노인(月下老人)에 견주어, 필자는 책연 기관(冊緣機關)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책을 중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디지털 시대 책연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책연(冊緣) - 도서관이 맺어주는 디지털 시대의 인연

김근태(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고전문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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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 고문헌 : 『신각참보침의마경대전(新刻參補針醫馬經大全)』 고서 1종 4책

■ 기탁 날짜 : 2011년 9월 3일 

■ 기탁 이야기

공공도서관은 현재 많이 이용되는 지식자료를 선별 수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열람 서비스 제공 및 문화활동과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용되는 도서관입니다. 현재 이용되지 않는 지식자료는 수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많이 이용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자료로 변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거나 필요로 하는 도서관 또는 기관으로 

이관·기증합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서고 공간의 측면에서 고문헌의 보존 

환경을 제대로 갖추기가 어려워 고문헌을 소장했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신각참보침의마경대전』 4책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인 

이서(李曙, 1580~1647)가 중국 명나라에서 간행된 말(馬) 의학서인 『마경대전』을 수입하여 1634년에 

훈련도감의 을해자소자체목활자로 다시 인쇄한 책인데, 4책 완질본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희귀본으로 

연구사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인 관계로 고문헌의 보존 환경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해 『신각참보 

침의마경대전』의 보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도서관 관계자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은 채 전시와 학술연구 등의 활용을 인정하면서 고문헌을 보존해주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기탁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기관과 기관 사이의 아름다운 기탁 사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글쓴이 : 전시 관계자

■ 기탁자료 목록

번호 종류  자료명 발행연도 수량

1 고서
신각참보침의마경대전

(新刻參補針醫馬經大全) 1634 4책

기탁처 :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신각참보침의마경대전(新刻參補針醫馬經大全)』 (4책)

:   이서(李曙, 1580~1647)가 중국 명나라에서 간행된 말(馬) 의학서인 『마경대전』을 수입하여 1634년에 훈련도감의 목활자로 

다시 인쇄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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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 고문헌 : 「교지(敎旨)」 등 고문서 5종 5점, 청동거북연적 1종 1점

■ 기탁 날짜 : 2012년 6월 1일 

■ 기탁 이야기

박진철님이 기탁한 교지(敎旨)·차정첩(差定帖)·칙명(勅命) 5점은 기탁인의 선조께서 고종임금[1878·

1890·1895)·고종황제[1902]·관찰사[1895]·궁내부[1903]의 이름으로 발급 받은 임명장입니다. 가문에서 

선조의 자랑스러운 유품으로 여겨 거실이나 방에 걸어놓을 수 있는 액자로 만들어 보존해 왔습니다. 

함께 기탁한 청동거북연적은 선조께서 벼루에 먹을 갈 때 쓸 물을 담아두던 용기로, 가문에서는 선조의 

높은 학식과 인품이 묻어나는 유품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보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보존의 어려움과 분실의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2012년 어느 날, 고등학교 동문회 모임에서 우연히 도서관에 근무하는 선배를 만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으면서 전시와 학술연구 등의 이용을 전제로 보존해주는 기탁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존의 어려움과 분실의 우려로 걱정하고 있던 기탁인은 곧바로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의 기탁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일사천리로 기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탁된 교지 

등의 임명장 5점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

www.nl.go.kr/korcis/)에서 기탁인의 성함인 ‘박진철’로 검색하면 가문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지 및 이미지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 전시 관계자

■ 기탁자료 목록1

번호 종류 자료명 발행연도 수량

1

고문서

교지(敎旨) 1878 1

2 교지(敎旨) 1890 1

3 차정첩(差定帖) 1895 1

4 칙명(勅命) 1902 1

5 교지(敎旨) 1903 1

6 기타 청동거북연적 1

합계 6점

기탁인 : 박진철

1　 고문서는 발행연도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교지(敎旨)」 1 :   1878년(광서 4) 임금이 발급한 박영호(朴永鎬)의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嘉善大夫同知中樞

府事兼五衛將) 임명장이다.

「교지(敎旨)」 2 : 1890년(광서 16) 임금이 발급한 박상춘(朴祥春)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임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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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첩(差定帖)」 : 1895년(개국 504년) 관찰사가 발급한 임명장으로, 임명된 인물은 적혀 있지 않다.

「칙명(勅命)」 : 1902년(광무 6) 황제가 발급한 박상춘(朴尙春)의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진 임명장이다.

「교지(敎旨)」 3 :   1903년(광무 7) 궁내부가 발급한 9품종사랑 박영호(朴榮鎬)의 충의참봉(忠義參奉) 임명장이다.

「청동거북연적」 : 기탁인의 선조께서 벼루에 먹을 갈 때 쓸 물을 담아두던 용기인 연적(硯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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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 고문헌 : 『소학(小學)』 등 고서 6종 6책, 고문서 16점

■ 기탁 날짜 : 2016년 6월 3일

■ 기탁 이야기

기탁 자료의 내력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김해김씨 가문에서 대대로 

소장해 오다가 본인의 외조부 김한조(金漢祚)와 외삼촌 김해관(金海寬)에 

이어 어머니 김봉순이 물려받아 보관해 오셨습니다. 어머니 김봉순은 

몇 대 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923년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의 

용덕리에서 김해김씨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늘 책을 가까이 하시며 글을 읽고 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물려받은 책을 소중히 보관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낡고 훼손이 심하여 보관이 어렵게 되자 본인에게 주었습니다. 

본인 또한 자료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겨 보관이 어렵던 차에 2016년 3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문헌을 보관해주는 기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자료이니 대대손손 조상의 얼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손상되지 않게 잘 보관해 주시면서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기탁인 박세영

기탁인 : 박세영 ■ 기탁자료 목록

번호 종류 자료명 발행연도 수량

1

고서

고문진보(古文眞寶) 1

2 소학(小學) 1

3 주자계몽편(朱子啟蒙萹) 1

4 염락오칠언(濂洛五七言) 1

5 두율칠언(杜律七言) 1

6 소미통감절요(少微通鑑節要) 1

7

고문서

교지[홍패](敎旨[紅牌]) 1888 1

8 교지(敎旨) 1788 1

9 교지(敎旨) 1664 1

10 차정첩(差定帖) 1873 1

11 칙명(勅命) 1898 1

12 공명첩(空名帖) 1762 1

13 준호구(準戶口) 1768 1

14 준호구(準戶口) 1801 1

15 준호구(準戶口) 1828 1

16 호적표(戶籍表) 1906 1

17 사주단자(四柱單子) 1

18 연길(涓吉) 1

19 연길(涓吉) 1

20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1

21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1

22 김해김씨세계(金海金氏世系) 1

합계 22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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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진보(古文眞寶)』 (1책) 

:   송나라의 황견(黃堅)이 중국의 전국시대부터 송나라까지 훌륭한 시와 문장을 골라 20권 10책으로 엮은 것을 필사한 

책으로, 조선시대 서당에서 글쓰기의 교재로 삼았다. 

『소학(小學)』 (1책)

:   송나라의 주자(朱子)가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효자의 사례 등을 모아 편찬한 유학교육의 

입문서를 필사한 책이다. 

『주자계몽편(朱子啟蒙萹)』 (1책)

: 교훈적인 내용을 엮어 가르친 아동교육용 교과서를 필사한 책으로, 조선시대 향교나 서당에서 천자문 다음에 가르쳤다.

『염락오칠언(濂洛五七言)』 (1책)

:   중국 송나라의 염계(濂溪)와 낙양(洛陽) 출신 학자인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의 오언율시와 칠언율시를 

선택적으로 뽑아서 필사하여 공부하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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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율칠언(杜律七言)』 (1책)

:   중국 원나라의 우집(虞集)이 당나라 두보(杜甫)의 칠언율시에 설명문을 달아 편찬한 『우주두율(虞註杜律)』 중 주석 

부분은 빼고 칠언율시만 필사하여 공부하던 책이다.

『소미통감절요(少微通鑑節要)』 (1책)

: 중국 송나라의 사마광(司馬光)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의 내용 중 큰 요점만 뽑아 필사하여 공부하던 책이다.

「교지[홍패](敎旨[紅牌])」 (1점)

:   1888년(고종 25) 4월에 한량(閑良) 문덕수(文德秀)가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임금에게 받은 합격 증서로, 합격 성적은 

병과(丙科) 781인이었다.

「교지(敎旨)」 (1점)

: 1788년(정조 12) 6월에 김상선(金相善)을 통정대부행선릉참봉(通政大夫行宣陵參奉)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임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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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敎旨)」 (1점)

:   1664년(현종 5) 1월에 김기조(金綦祚)를 통정대부행승정원우승지(通政大夫行承政院右承旨)로 임명하면서 내린 

임명장이다.

「차정첩(差定帖)」 (1점)

:   1873년(고종 10) 8월에 춘추관(春秋館)에서 유학 문치백(文致伯)을 강화부 정족산성(鼎足山城) 사고참봉(史庫參奉)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임명장이다.

「칙명(勅命)」 (1점)

:   1898년(광무 2) 9월 5일에 정6품 통훈대부*通訓大夫) 김필현(金弼鉉)을 중추원의관 봉사관(奏任官) 6등으로 임명

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공명첩(空名帖)」 (1점)

: 1762년(영조 38) 12월에 발급된 백지 입명장인 공명첩으로,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임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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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구(準戶口)」 (1점)

:   충주부에서 1768년(영조 4)에 수곡면(水谷面) 제일수락리(第一水落里)에 사는 가선대부행교하현감 김건(金楗)에게 

발급한 준호구로, 요즘의 호적등본 같은 것이다.

「준호구(準戶口)」 (1점)

:   충주부에서 1801년(순조 1)에 수곡면(水谷面) 제일수락리(第一水落里)에 사는 통정대부행선릉참봉 김상선(金相善)에게 

발급한 준호구다.

「준호구(準戶口)」 (1점)

: 충주부에서 1828년(순조 28)에 수곡면(水谷面) 제일수락리(第一水落里)에 사는 유학 김현(金現)에게 발급한 준호구다.

「호적표(戶籍表)」 (1점)

:   전라북도 용담군 이서면 용두리에 살던 김옥연(金玉淵)이 1906년에 집의 구성원을 기록하여 관아에 제출한 호적표로, 

호적대장을 만들기 위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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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단자(四柱單子)」 (1점)

: 신랑측에서 임진년(정확한 연도 미상) 9월 18일 해시(亥時)에 태어난 신랑의 사주를 적어 신부측에 보낸 서신이다. 

「연길(涓吉)」 (1점)

: 신부측에서(정확한 연도 미상) 9월 초3일 오시(午時)에 혼인식(大禮) 날짜와 시간을 택하여 신랑측에 보낸 서신이다.

「연길(涓吉)」 (1점)

: 신부측에서(정확한 연도 미상) 9월 초10일 혼인식(大禮) 날짜를 택하여 신랑측에 보낸 서신이다.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1점) 

: 아무개(某氏)의 장례를 치루면서 지관(地官)으로부터 받은 장사택일지로, 장례 일자와 시간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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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1점) 

: 아무개(某氏)의 장례를 치루면서 지관(地官)으로부터 받은 장사택일지로, 장례 일자와 시간이 적혀 있다.

「김해김씨세계(金海金氏世系)」 (1점)

: 을유년(정확한 연도 미상) 9월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해김씨세계(金海金氏世系)의 표지이다. 

■ 기증 고문헌 : 『당음(唐音)』 등 고서 31종 44책, 고문서 15종 16점

■ 기증 날짜 : 2017년 10월 11일 

■ 기증 이야기

먼저 보물 같은 고문서를 소장하셨던 만취(晩翠) 서정훈(徐廷勳)[일명 

서정훈(徐正勳)] 선친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친께서는 

1901년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두평)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24년 

정율례(鄭栗禮) 여사와 혼인하여 슬하에 3남1녀[재호(在鎬)·춘자(春子)·

홍(洪)·기문(杞文)]를 두셨습니다.

선친께서는 유년기 시절부터 학문을 즐기시고 이를 열심히 습득하심으로써 일찍이 사서오경 

(四書五經)을 통달하시고 서예와 한시작(漢詩作, 한시 지음)에도 능통하셨습니다. 1920년 신학문 

습득과 연구에 뜻을 두시고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와세다대학 법률학과를 졸업(교외생) 하셨습니다. 

선친께서는 신·구학문에 모두 능통하셨으며 평생 동안을 학문 연구와 한시작(漢詩作), 서예 등에 온 

정력을 쏟으신 결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탄과 칭송을 아낌없이 받으셨습니다.

선친께서 별세하신 후 40여 성상이 지난 2014년 봄, 자손들이 뜻을 모아 선친께서 남기신 한시의 

원고를 정리하여 마침내 ‘만취 서정훈 선생의 한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시(詩)마다 원본 이미지와 

함께 한시 원문, 한자 음, 한글 번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애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우리나라 광복 전부터 해방,  6.25전쟁,  4.19혁명 , 5.16혁명 등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내재되어 있는 자료집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非賣品)으로 발간하여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국·공립도서관, 

국·공·사립대학도서관, 국회·법원·행정부 주요 부처의 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선친의 모교인 일본 와세다대, 중국의 북경대학과 칭하대학, 미국의 하바드대·스텐포드대·뉴욕대, 

영국의 옥스퍼드대, 인도의 힌두대, 네덜란드의 리텐데 등 세계 유수대학들에 기증하여 선친의 

한시·서예 등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한편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선고(先考,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선비(先妣,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경기도 김포시 

고려공원묘지에서 영면하고 계십니다.

선친께서 소장하셨던 『당음(唐音)』등 고문헌 46종 56책은 선친께서 생전에 대독하시면서 귀히 

여기셨던 자료들입니다. 이에 우리 자손들은 이 귀중한 자료들이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물려받아 

기증인 : 서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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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전에 선친께서 남에게 베푸셨던 

봉사정신에 부합된다고 여겨 가족회의를 통해 뜻을 모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귀한 책들이 많은 분들께 활용되어 사회에 유익한 자료로서 그 활용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글쓴이 : 기증인 서기문

■ 기증자료 목록2

번호 종류 자료명 청구기호 발행연도 수량

1

고서

신명요결(身命要訣) 古1496-68 1

2 산서잡초(山書雜抄) 古1496-69 1

3 작명결(作名訣) 古1496-70 1

4 사주논평(四柱論評) 古1496-71 1

5 산서별론(山書別論) 古1496-72 1

6 십이경초혈(十二經抄穴) 古1496-73 1

7
전주이씨진남군파세록

(全州李氏鎭南君派世祿)
古2518-62-670 1973	 1

8 [한선문]신옥편([漢鮮文]新玉篇) 古3134-31 1917 2

9 [척주동해비병주해]([陟州東海碑幷註解]) 古3615-19 1

10 [임고대]([臨高臺]) 古3615-20 1

11 [산중문답]([山中問答]) 古3615-21 1

12 [옥룡자답산가]([玉龍子踏山歌]) 古3615-22 1

13
취강회혼시집 취강시문집

(翠岡回婚詩集 翠岡詩文集)
古3615-23 1975 1

14 시조보(時調譜) 古3617-8 1

15 시조사(詩調辭) 古3617-9 1

16 지상음단시집(紙上吟壇詩集) 古3643-251 1974 1

17 삼선생략전(三先生略傳) 古3647-527 1

18 잡록(雜錄) 古3649-263 1

19 고간류(古干類) 古3649-264 1

20 잡록(雜錄) 古3649-265 1972 1

21
동사경개전래계통왕계급기타관계서류략	

(東史梗槪傳來系統王系及其他關係書類略)
古3649-266 1972 1

22 이조왕계략초(李朝王系略抄) 古3649-267 1972 1

23 당음(唐音) 古3715-255 1

24 향산시(香山詩) 古3715-256 1

2　 기증자료는 고서와 고문서의 순서로 나누었고, 각각은 청구기호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번호 종류 자료명 청구기호 발행연도 수량

25

고서

증상전도삼국연의

(增像全圖三國演義)
古3736-77 2

26
증상전도삼국지연의제일재자서

(增像全圖三國志演義第一才子書)
古3736-78 1914 8

27
전라남도승주군낙안면남내리노인당지	

(全羅南道昇州郡樂安面南內里老人堂誌)
古5183-4 1961 1

28 사례적요(四禮摘要) 古5213-176 1

29 [양력]천세력([陽曆]千歲曆)) 古734-173 1

30 계축년대한민력(癸丑年大韓民曆) 古734-174 1972 1

31 병진년대한민력(丙辰年大韓民曆) 古734-175 1975 1

32

고문서

이천서씨장파계파항렬도

(利川徐氏長派季派行列圖)
古文2102.9-1301 1

33 양택법(陽宅法) 古文2102.9-1302 1

34 간찰(簡札) 古文2102.9-1303 2

35
밀성박씨용선공지묘비문

(密城朴氏容善公之墓碑文)
古文2102.9-1304 1

36
익안대군파십팔세손묘비문

(益安大君派十八世孫墓碑文)
古文2102.9-1305 1

37 해주최공창근묘비문(海州崔公昌根墓碑文) 古文2102.9-1306 1969 1

38 복지후장일고사식(卜地後葬日告辭式) 古文2102.9-1307 1

39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古文2102.9-1308 1

40 연길(涓吉) 古文2102.9-1309 1

41 연길(涓吉) 古文2102.9-1310 1

42 연길(涓吉) 古文2102.9-1311 1

43 [장혈천심법]([葬穴淺深法]) 古文2102.9-1312 1

44 [선후천포태법]([先後天胞胎法]) 古文2102.9-1313 1

45 양택문서(陽宅文書) 古文2102.9-1314 1

46 시문(詩文) 古文2102.9-1315 1

합계 56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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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서정훈 선생의 『한시집(漢詩集)』 (1책)

:   기증인의 선친 만취 서정훈 선생께서 지은 한시의 원고를 정리하여 번역한 후, 2014년에 원본 이미지, 한시 원문, 

한자 음, 한글 번역문을 함께 수록하여 간행한 책이다.

『신명요결(身命要訣)』 (1책, 古1496-68)

:   『연해자평(淵海子平)』, 『삼명통회(三命通會)』 등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사주(四柱) 관련 자료에서 주요 내용만 

뽑아 필사한 이론서이다.

『산서잡초(山書雜抄)』 (1책, 古1496-69)

: 풍수지리와 관련된 여러 이론서 등에서 주요 내용만 뽑아 필사한 풍수지리서이다.

『작명결(作名訣)』 (1책, 古1496-70)

: 주역(周易)의 괘(卦)를 사용하여 이름을 짓는 성명학(姓名學) 관련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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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논평(四柱論評)』 (1책, 古1496-71)

:   『명리정종(命理正宗)』 등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사주(四柱) 관련 자료에서 주요 내용만 뽑아 필사한 이론서이다.

『산서별론(山書別論)』 (1책, 古1496-72)

: 풍수지리와 관련된 여러 이론서 등에서 주요 내용만 뽑아 필사한 풍수지리서이다.

『십이경초혈(十二經抄穴)』 (1책, 古1496-73)

: 한의학에서 말하는 십이경맥(十二經脈)의 혈 자리를 일부 필사한 의학서이다.

『전주이씨진남군파세록(全州李氏鎭南君派世祿)』 (1책, 古2518-62-670)

: 1973년 정종의 6남인 진남군 이종생(李終生)과 일파(一派)의 사적(史蹟)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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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문]신옥편([漢鮮文]新玉篇)』 (2책, 古3134-31)

:   1913년 초판본 1917년 보문관(寶文館)에서 3판으로 발행된 책으로 뜻풀이에 사용한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한글로 

병기하였다.

『[척주동해비병주해]([陟州東海碑幷註解])』 (1책, 古3615-19)

:   박치복(朴致馥)의 「척주동해비문주해」를 비롯하여 이이, 이황, 송익필 등의 시(詩)와 조선시대 주요 인물 정보, 전라도 

지역 주요 성씨를 필사한 책이다.

『[임고대]([臨高臺])』 (1책, 古3615-20)

:   사조(謝朓)의 임고대(臨高臺), 왕발(王勃)의 등왕각(滕王閣), 왕유(王維)의 도원행(桃源行) 등 중국의 유명한 시 일부를 

뽑아 필사한 책이다.

『[산중문답]([山中問答])』 (1책, 古3615-21)

:   이백(李白)의 산중문답(山中問答), 유우석(劉禹錫)의 죽지사(竹枝詞) 등 당나라 때의 시를 모은 『전당시(全唐詩)』의 

일부를 뽑아 필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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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룡자답산가]([玉龍子踏山歌])』 (1책, 古3615-22)

:   도선국사의 옥룡자답산가(玉龍子踏山歌)로 시작하여 여러 통맥법(通脈法) 등 풍수지리 관련 여러 이론서에서 요점을 

뽑아 필사한 풍수지리서이다.

『취강회혼시집·취강시문집(翠岡回婚詩集·翠岡詩文集)』 (1책, 古3615-23)

:   1975년 취강(翠岡) 허정열(許政烈)이 결혼 60년이 되는 회혼(回婚)을 기념하여 받았던 시와 허정열 자신의 시문집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시조보(時調譜)』 (1책, 古3617-8)

:   조선후기 판소리 명창으로 알려진 박만순(朴萬順)의 시조 이론서인 시조보(時調譜)를 1958년 광주국악연구회에서 

필사한 책이다.

『시조사(詩調辭)』 (1책, 古3617-9)

:   우리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詩調)를 필사한 책으로, 국한문으로 시조를 나열하고 하단에 저자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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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음단시집(紙上吟壇詩集)』 (1책, 古3643-251)

:   1974년 심성정연구대학원이 개최한 대회에 출품된 서예·한시·한글시 중 16~18회 대회 심사 통과 한시만을 모아 

편찬한 한시집(漢詩集)이다.

『삼선생략전(三先生略傳)』 (1책, 古3647-527)

:   조선말의 유학자인 이진상(李震相, 1818-1886), 곽종석(郭鍾錫, 1846-1919), 이승희(李承熙, 1847-1916)의 간략한 

전기를 기록한 책이다.

『잡록(雜錄)』 (1책, 古3649-263)

:   이십사산좌국택법(二十四山座局擇法), 사주간운법(四柱看運法) 등 풍수지리와 사주(四柱)에 관한 각종 내용을 필사한 

잡록(雜錄)이다.

『고간류(古干類)』 (1책, 古3649-264)

:   고갑자(古甲子), 삼재법(三災法), 개실일(盖室日), 사시왕망일(四時往亡日), 남녀궁합법(男女宮合法) 등 택일(擇日)과 

관련된 내용을 필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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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록(雜錄)』 (1책, 古3649-265)

:   정오행총론(正五行總論), 귀인방위(貴人方位) 등 풍수지리에 관한 각종 내용을 필사한 잡록(雜錄)이다.

『동사경개전래계통왕계급기타관계서류략(東史梗槪傳來系統王系及其他關係書類略)』 (1책, 古3649-266)

:   단군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역대의 와을 차례로 필사한 책으로, 유현연원록(儒賢淵源錄), 신라·고구려의 관제(官制) 

등이 뒤쪽에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조왕계략초(李朝王系略抄)』 (1책, 古3649-267)

: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정보를 간략하게 필사하였고, 뒤쪽에 조선왕의 재위기간, 사육신과 생육신의 명단 등이 수록

되어 있다.

『당음(唐音)』 (1책, 古3715-255)

:   소정(蘇頲), 엄유(嚴維), 이가우(李嘉祐), 유문방(劉文房), 노륜(盧綸) 등 중국 당나라 시인의 칠언율시 103수를 필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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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시(香山詩)』 (1책, 古3715-256)

:   일반적으로 중국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시를 향산시(香山詩)라고 하는데, 이 책에 수록된 7언시들이 

백거이의 시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증상전도삼국연의(增像全圖三國演義)』 (2책, 古3736-77)

:   중국 상해의 금장서국(錦章書局)에서 간행한 60권 20책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중 10권에서 34권까지를 합하여 

2책으로 묶었다.

『증상전도삼국지연의제일재자서(增像全圖三國志演義第一才子書)』 (8책, 古3736-78)

:   1914년 중국 상해 장복기서국(章福記書局)에서 삽도를 추가하여 16권 8책으로 간행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다.

『전라남도승주군낙안면남내리노인당지(全羅南道昇州郡樂安面南內里老人堂誌)』 (2책, 古5183-4)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에 있는 노인당(老人堂, 지금의 노인정)과 관련하여 특등~5등까지의 시문을 모아 엮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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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적요(四禮摘要)』 (2책, 古5213-176)

:   사례(四禮)는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를 말하는데 이중 관례, 혼례, 가례에서 주요 내용을 뽑아 

필사한 책이다.

『[양력]천세력([陽曆]千歲曆)』 (2책, 古734-173)

:   1823부터 2003년까지 180년간의 역법을 기록한 책으로, 각 연도는 일본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1910년부터는 양력

(陽曆)을 병기하였다.

『계축년대한민력(癸丑年大韓民曆)』 (2책, 古734-174)

:   1973년의 달력으로 일출·일몰시간과 절기 등이 기록되어 있고, 부록으로 비료배합법, 농약배합법, 남녀궁합법, 운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병진년대한민력(丙辰年大韓民曆)』 (2책, 古734-175)

:   1976년의 달력으로 일출·일몰시간, 절기 등이 기록되어 있고, 부록으로 남녀궁합법, 택일법, 이름풀이법 등이 수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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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서씨장파계파항렬도(利川徐氏長派季派行列圖)」 (1점, 古文2102.9-1301)

:   이천 서씨(徐氏)를 비롯해서 주요 서씨(徐氏)들의 계보를 간략하게 도표로 그린 일종의 족도(族圖)다.

「양택법(陽宅法)」 (1점, 古文2102.9-1302) 

:   집 자리 보는 법에 대해서 쓴 글이다.

「밀성박씨용선공지묘비문(密城朴氏容善公之墓碑文)」 (1점, 古文2102.9-1304)

:   밀성박씨 박용선 공의 묘비문으로, 집안의 시조부터 선대의 가계, 박용선과 그 부인의 생몰년, 형제들의 가계를 기록해 

놓았다.

「간찰(簡札)」 (2점, 古文2102.9-1303)

:   자신을 잘 인도해 줄 것과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편지로, 부록으로 편지 2통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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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최씨창근묘비문(海州崔氏昌根墓碑文)」 (1점, 古文2102.9-1306)

:   1969년 5월에 아들 준남(俊南)과 사위 오창호(吳昌浩)가 부친(또는 장인)의 묘에 새기기 위해 선대 가계의 내력과 그의 

행적을 국한문으로 쓴 글이다.

「[전주이씨]익안대군파십팔세손묘비문([全州李氏]益安大君派十八世孫墓碑文)」 (1점, 古文2102.9-1305)

: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된 조선전기 태조의 셋째 아들 방의(芳毅)인 전주이씨 익안대군파 18세손의 묘비문으로, 전주이씨 

가문의 시조를 비롯해서 선조들의 공적, 본인, 자녀들의 세계를 기록해 놓았다.

「복지후장일고사식(卜地後葬日告辭式)」 (1점, 古文2102.9-1307)

:   장례를 치를 때 의식 절차를 적어 놓은 글이다.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1점, 古文2102.9-1308)

:   아무개씨(某氏)의 장례를 치루면서 지관(地官)으로부 받은 장사택일지로, 장례 일자와 시간이 적혀 있다.



고문헌, 한 권의 책도 소중합니다 5150

「연길(涓吉) (1점, 古文2102.9-1309)

:   신부측에서 계사년(정확한 연도 모름) 12월 2일에 혼례(大禮) 날짜를 택하여 신랑측에 보낸 서신이다.

「연길(涓吉) (1점, 古文2102.9-1310)

:   신부측에서 병신년(정확한 연도 모름) 4월 21일에 혼례(大禮) 날짜를 택하여 신랑측에 보낸 서신이다.

「연길(涓吉) (1점, 古文2102.9-1311)

:   신부측에서 (정확한 연도 모름) 12월 6일에 혼례(大禮) 날짜를 택하여 신랑측에 보낸 서신이다.

「[장혈천심법]([葬穴淺深法])」 (1점, 古文2102.9-1312)

:   풍수와 관련 내용을 적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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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천포태법]([先後天胞胎法])」 (1점, 古文2102.9-1313)

:   길일(吉日) 택하는 법과 구궁(九宮) 등 풍수와 관련 내용을 적은 글이다.

「[양택문서(陽宅文書)])」 (1점, 古文2102.9-1314)

:   집을 지을 때 풍수 절차를 적어 놓은 글이다.

「시문(詩文)」 (1점, 古文2102.9-1315)

:   여러 편의 오언(五言), 칠언(七言)의 한시가 적혀있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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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 고문헌 : 『장백전(張伯傳)』 고서 1종 1책

■ 기증 날짜 : 2018년 2월 9일  

■ 기증 이야기

제가 처음 고문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교 재학 중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문헌정보학을 복수전공으로 하면서 부터였습니다. 

문헌정보학 전공 강의 중 어떤 것을 들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고서 

감정법’이란 강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론과 주제발표가 있었던 대부분의 

다른 강의와는 다르게 교수님께서 직접 고문헌들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책들을 보고 특징들을 

살펴보며 강의를 해주셨는데, 점점 고문헌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과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해당 과목의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고문헌에 대한 

저의 관심을 일으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서지학 개론’, ‘고서 정리법’ 등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면서 점차 고문헌에 대한 관심을 높여갔습니다.

졸업시기가 다가와 박물관에서 인턴생활을 할 무렵, 급여를 받으면서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고문헌들을 직접 구매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올라온 물품들에 

대해서 직접 검색해서 모르는 형식이나 한자를 찾아보며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여 입찰을 

하였습니다. 자금상의 이유로 비싼 물품들은 입찰하지 못하고 저가격대의 물품들만 입찰하여 낙찰 

받았지만, 낙찰된 책들이 배송 와서 확인해보는 순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낙찰 받으면서 고문헌을 모으는 재미도 있었지만 생각 없이 모으다보니 간과하고 있었던 보관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 받은 고문헌들은 대부분 저가격 대의 물품들이서 그다지 좋은 

보관상태가 아니었기에 낙장 되거나 바스러지는 등 점점 보관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급한 

대로 한지와 중성지 등을 구해 책을 감싸고, 방습제나 방충제 등도 구비하였지만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만으로 알아낸 정보로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몇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매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보관의 어려움으로 인해 몇 권의 책을 팔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던 중에 저는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기사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경매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들은 그 가치를 알게 되어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연구와 전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보관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남에게 팔기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저는 ‘차라리 보관도 어렵고 팔기에는 마음이 안 

기증인 : 정재호 좋으니 전문기관에 기증을 해서 연구와 전시가 될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던 책들 중 처음으로 ‘거금’을 들여 낙찰 받아 소중히 가지고 있던 ‘장백전’을 

기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문헌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에 이 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일반인 기증자가 많이도 아니고 겨우 책 하나를 기증하려고 한다 하여 

기관들이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였기에 나름대로 생각해서 몇몇 기관의 기증 담당 분들에게 

기증 의사와 함께 책의 이미지 파일을 보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몇 주 정도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에 거의 포기하려 했던 찰나에,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 검토를 통해 해당 책의 수증 

여부에 대해 판단해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형식적으로 하는 전화려니 해서 이 역시도 

많이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연락이 와서 충분히 기증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망설임 없이 찾아가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멋모르고 보낸 문의 메일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기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는 고생을 하시고 기증을 받아주신 고문헌과 

선생님의 그 마음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장백전’은 제가 처음으로 ‘거금’을 들여 경쟁 끝에 낙찰 받은 책입니다. 처음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을 때부터 눈여겨 봐왔기에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해당 책에 대한 내용이나 특징도 

찾아보고, 낙찰받기 위해 입찰 마감시간까지 초 단위로 최고 입찰자가 되기 위해 경매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 힘겹게 낙찰 받았던 ‘최초의’ 책이기에 저에게는 다른 책들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구매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레 한글로 필사한 소설이라는 점, 언제 만들어 낸 건지 추정할 수 있는 날짜가 필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이름이 써져 있다는 점에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느껴졌습니다. 위의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세책점(책 대여점)에서 소유했던 책이었거나 개인이 

소유했었던 책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해당 책의 상태로 보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많이 읽었던 인기 도서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막상 처음에 기증했을 때는 이러한 전시가 열릴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기증자의 

경우에는 저명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량의 책들을 기증해서 문고 형식으로 만들어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에 제가 기증한 책은 수장고나 보존서고에 고이 잠들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소수 기증자들의 책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기까지의 과정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회의와 준비작업, 열정이 들어갔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고문헌은 한 권의 

책도 소중 합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가고 집이나 창고에서 잠자고 있던 고문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전시를 열어주신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선생님들의 

노력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 기증인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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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자료 목록

번호 종류 자료명 청구기호 발행연도 수량

1 고서 장백전(張伯傳) 古3636-242 [1920] 1책

『장백전(張伯傳)』 (1책, 청구기호:古3636-242)

: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웅소설을 한글로 필사한 책으로, 세책점(貰冊店, 책 대여점)에서 돈을 받고 대여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기증 고문헌 : 『창원황씨세보』(1756) 등 고서 32종 43책, 고문서 2종 2점

■ 기증 날짜 : 2018년 6월 9일  

■ 기증 이야기

1756년 병자년 발간『창원황씨세보』(2책)와 1888년 무자년 발간 

『창원황씨세보』 (5책)는 선대(先代)로부터 문중의 호판공파 종손에게 

전해져 오던 족보입니다. 특히 병자년 족보는 발간된 지 323년이 된 

족보로서 문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족보입니다. 1965년 을사년 

발간 『창원황씨세보』(4책), 1984년 갑자년 발간 족보, 2004년 갑신년 발간 족보는 문중에서 구입한 

족보입니다.

『용헌고』, 『송간고』, 『식암고』, 『부훤당고』, 『조대고』등의 문집도 문중에서 보관되어 오던 것인데 발간 

시기는 100년밖에 안 되었지만 문집이 만들어진 시기는 1,500년~ 1630년 사이에 작성된 문집입니다. 

그 외 약방문과 의서는 고(故) 황영두 어른의 조부께서 한의원을 하시면서 직접 작성하시고  구입하신 

자료입니다.

2018년 3월 창원황씨 호장공파 수도권종친회가 발족되면서 족친으로서 대부 항렬(行列)이신 고(故) 

황영두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으로부터 문중의 역사와 족보의 내용 그리고 문중의 문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고(故) 황영두 대부님은 10년간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회산세고』를 한글로 

번역하시느라 청춘을 소비하시고 컴퓨터 5대를 망가뜨리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고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 어른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1756년 발간 『창원황씨세보』 (2책)를 보고 그 가치도 모른 

채 100만원을 주고 한지 복사본 2부를 영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립중앙도서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족보가 비치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립중앙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1756년 발간 『창원황씨세보』 (2책) 이전의 문중 족보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도서관에도 우리 문중의 

족보가 단 한권도 소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허물어지고 부끄러운 마음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창원황씨 중에 시중공파의 족보와 공희공파의 족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우리 호장공파의 족보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1756년 발간 『창원황씨세보』 (2책)를 소장하고 계신 고 황영두 대부님께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기증처 : 창원황씨 호장공계 대상공파종회 
																(기증	건의자	:	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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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귀중한 가치를 후손들이 알기나 하겠습니까. 차라리 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후손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른께서는 흔쾌히 좋다 하시고는 종손 집에도 여러 고문서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보자고 하여 

대전에 살고 있는 호판공파 종손 집엘 갔습니다. 그곳에서 『회산세고』의 원본에 가까운 100여년 이상 

된 문집을 보았고, 그것도 종손이 흔쾌히 수락하여 함께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 황영두 어른의 

댁에 조부께서 직접 기록하셨던 한의원의 처방전과 오래된 한의학 서적도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서적을 취급하는 서점에서는 30만원에서 수백 만 원을 호가한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만 

문중 전체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런 기증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중에는 여러 족친들의 집에 소장된 많은 고문서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쉽게 내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호판공 지파(支派)가 정말 존경스런 문중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만 앞장서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했을 뿐 정작 단 한 

권의 고문서도 소장하고 있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효경 연구원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문중에는 많은 고문서가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많은 고문헌들이 벽장에서 도서관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하십시오. 

글쓴이 : 기증 건의자 황정보

■ 기증자료 목록3

번호 종류 자료명 청구기호 발행연도 수량

1

고서

주역초(周易抄) 古1231-118 1

2 주역상경(周易上經) 古1231-119 1

3 서전(書傳) 古1232-75 1

4 시서전(詩書傳) 古1233-85 1

5 시전(詩傳) 古1233-86 1

6 덕행교범(德行敎範) 古1234-119 1892 1

7 금구결(金口訣) 古1496-74 1

8 창원황씨세보(昌原黃氏世譜) 古2518-94-52 [1756] 2

9 창원황씨세보(昌原黃氏世譜) 古2518-94-53 [1888] 5

10 창원황씨세보(昌原黃氏世譜) 古2518-94-54 1966 2

3　 기증자료는 고서와 고문서의 순서로 나누었고, 각각은 청구기호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번호 종류 자료명 청구기호 발행연도 수량

11

고서

창원황씨대상공파세계일람보감

(昌原黃氏大相公派世系一覽寶鑑)
古2518-94-55 1966 1

12 사요취선(史要聚選) 古2523-51 1

13 사요취선(史要聚選) 古2523-52 1

14 화룡도 古3636-243 1916 1

15 고금연구집(古今聯句集) 古3643-803 [1920] 1

16 식암선생문집(息庵先生文集) 古3648-94-112 [1769] 3

17 회산세고(會山世稿) 古3648-94-113 4

18 염락두율고문(濂洛杜律古文) 古3715-257 1

19 사선(辭選) 古3716-86 1

20 사집(私集) 古3716-87 1

21 하간유선생온서찬요(河間劉先生溫暑纂要) 古7671-135 1

22 경험신방(經驗神方) 古7671-136 [1905] 1

23 의감초(醫鑑抄) 古7671-137 1

24 의서초(醫書抄) 古7671-138 1

25 제병주약(諸病主藥) 古7671-139 1

26 신정의방(新正醫方) 古7671-140 1

27 주촌보유신편(舟村保幼新編) 古7671-141 1

28 왕숙화관병생사후가(王叔和觀病生死後歌) 古7671-142 1

29 침구방(鍼灸方) 古7671-143 1

30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古7671-144 1

31 한시변론(寒時辯論) 古7671-145 1

32 편주의학입문내집(編註醫學入門內集) 古7673-92 1

33
고문서

준호구(準戶口) 古文2102.3-1466 1789 1

34 호구단자(戶口單子) 古文2102.3-1467 1801 1

합계 45책(점)



고문헌, 한 권의 책도 소중합니다 6160

『주역초(周易抄)』 (1책, 古1231-118)

:   주역의 상경(上經), 하경(下經), 계사전(繫辭傳), 정자전서(程子傳序), 역서(易序)의 본문과 일부의 주석만을 뽑아 필사한 

책으로 현토가 달려있다.

『주역상경(周易上經)』 (1책, 古1231-119)

:   주역의 주요 내용인 상경(上經), 하경(下經), 계사전(繫辭傳), 설괘전(說卦傳), 서괘전(序卦傳), 잡괘전(雜卦傳)이 현토와 

함께 필사되어 있는 책이다.

『서전(書傳)』 (1책, 古1232-75)

:   서경(書經)에 송나라의 채침(蔡沈)이 주석을 붙인 『서전대전』 권 1-3을 필사한 책으로 권말에 무신년 운교(雲橋)에서 

필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시서전(詩書傳)』 (1책, 古1233-85)

:   명나라의 호광(胡廣)이 시경과 서경의 주석을 모아 편찬한 『시전대전』과 『서경대전』을 함께 필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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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詩傳)』 (1책, 古1233-86)

:   명나라 호광(胡廣)이 시경에 주석을 모아 편찬한 『시전대전』 권 1-5를 필사한 책으로 권말에 갑진년 운교(雲橋)에서 

필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덕행교범(德行敎範)』 (1책, 古1234-119)

:   1892년 평안도 관찰사 민병석이 평안도 지역의 덕행과 규범, 의례 등을 모아 청남(淸南) 수명재(遂明齋)에서 간행한 

책이다.

『금구결(金口訣)』 (1책, 古1496-74)

:   부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금구결(金口訣)은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사주명리서(四柱命理書)로 다양한 내용이 수록한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창원황씨세보(昌原黃氏世譜)』 (2책, 古2518-94-52)

:   1756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창원황씨 호장공계의 족보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창원황씨 족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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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황씨세보(昌原黃氏世譜)』 (5책, 古2518-94-53)

:   1888년 목활자로 간행된 창원황씨 호장공계의 족보로, 창원황씨 호장공계 각 지파별로 구분하였다.

『창원황씨세보(昌原黃氏世譜)』 (2책, 古2518-94-54)

:   1966년에 황태흠(黃泰欽)이 편찬한 족보로 창원황씨 호장공 황량충(黃亮冲)을 1세로 하여 30세까지 대상공파 각 

지파별로 기록하였다.

『창원황씨대상공파세계일람보감(昌原黃氏大相公派世系一覽寶鑑)』 (2책, 古2518-94-52)

:   1966년에 황태흠(黃泰欽)이 편찬한 족보로 창원황씨 호장공 황량충(黃亮冲)을 1세로 하여 30세까지 대상공파에 속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였다.

『사요취선(史要聚選)』 (2책, 古2523-51, 古2523-52)

:   조선 중기 권이생(權以生)이 중국 고대부터 명나라까지 주요 역사서를 발췌한 자료 중 일부만을 필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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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도』 (1책, 古3636-243)

:   『삼국지연의』 중 적벽대전부터 조조가 화용도(華容道)로 도망가다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한글소설로, 1916년 

전주서 발행된 완판방각소설이다.

『고금연구집(古今聯句集)』 (1책, 古3643-803)

:   김천희(金天熙)가 초학자를 위해우리나라 역대인물들의 칠연연구(七言聯句)를 운자(韻字) 별로 모아 편찬한 한시 

작문 교재다.

『식암선생문집(息庵先生文集)』 (3책, 古3648-94-112)

:   조선 중기 문인 황섬(黃暹, 1544-1616)의 시문집으로 1769년 풍기 운곡서원(愚谷書院)에서 처음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산세고(會山世稿)』 (4책, 古3648-94-113)

:   회산은 창원의 옛 지명이며, 황사우(黃士祐), 황응규(黃應奎), 황시(黃是), 황유중(黃有中), 황서(黃曙) 등 창원황씨 

5명의 시문집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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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락두율고문(濂洛杜律古文)』 (1책, 古3715-257)

:   주돈이 등의 시집인 『염락풍아(濂洛風雅)』, 두보의 시집인 『두율(杜律)』, 『고문진보 후집(古文眞寶 後集)』에서 일부만을 

뽑아 필사한 책이다.

『사선(辭選)』 (1책, 古3716-86)

:   중국의 유명한 사(辭), 부(賦), 병려문(騈儷文)을 뽑아 필사한 책으로, 굴원의 이소경(離騷經), 상마상여의 장문(長門) 

등 27수를 수록하였다.

『사집(私集)』 (1책, 古3716-87)

:   표문(表文)만을 모아 필사한 책으로, '사집(私集)'은 사사로이 모아놓았다는 뜻이다. 표문 출제가 많았던 조선후기 

과거시험에 표문은 필독서였다.

『하간유선생온서찬요(河間劉先生溫暑纂要)』 (1책, 古7671-135)

:   유하간(劉河間, 1110-1200)이 편찬한 의학서로, 차갑고 더운 성질의 질병과 치료법을 필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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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신방(經驗神方)』 (1책, 古7671-136)

:   1905년 '금포(錦圃)' 호를 사용하는 황씨(黃氏)가 저술한 의학서로, 중풍(中風)·내상(內傷)·부인(婦人)·유병(乳病) 

등 각종 의료 처방을 기록하였다.

『의감초(醫鑑抄)』 (1책, 古7671-137)

:   『동의보감』의 주요 내용들을 뽑아 필사한 책으로 제1항의 풍(風)에서 시작하여 제54항의 부인(婦人)까지 목차를 정하고 

내용을 기록하였다.

『의서초(醫書抄)』 (1책, 古7671-138)

:   『황제내경』을 비롯한 여러 의학서 중에서 '상한(傷寒)'에 대한 내용들만 뽑아 필사한 책이다.

『제병주약(諸病主藥)』 (1책, 古7671-139)

:   여러 질병의 주요 약재를 기록한 의학서로, 명나라 공정현(龔廷賢)의 『만병회춘(萬病回春)』권1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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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의방(新正醫方)』 (1책, 古7671-140)

:   기존 경험방(經驗方)을 새롭게 정리한 의료 처방에 관한 의학서로, 1912년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며 황보현(黃寶鉉)의 

소장인이 있다.

『주촌보유신편(舟村保幼新編)』 (1책, 古7671-141)

:   주촌 신만(申曼, 1620-1669)이 편찬한 소아과 전문 의학서로, 부록으로 홍역에 관한 홍진방(紅疹方)이 수록되어 있다.

『왕숙화관병생사후가(王叔和觀病生死後歌)』 (1책, 古7671-142)

:   왕숙화관병생사후가(王叔和觀病生死候歌), 오운육기(五運六氣), 상한(傷寒) 등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이 필사되어 

있는 책이다.

『침구방(鍼灸方)』 (1책, 古7671-143)

:   송나라 왕유일(王惟一) 편찬 침술 관련 의학서 『동인수혈침구도경(銅人腧穴鍼灸圖經)』의 일부만 뽑아 필사한 책으로 

황처사(黃處士)의 장서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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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1책, 古7671-144)

:   허임(許任)이 저술한 침술 관련 의학서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의 일부만 뽑아 필사한 책이다.

『한시변론(寒時辯論)』 (1책, 古7671-145)

:   풍한(風寒)과 시역(時疫)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과 처방을 기록한 전염병 전문 의학서로, 108종의 병증과 

처방을 기록하였다.

『편주의학입문내집(編註醫學入門內集)』 (1책, 古7673-92)

:   명나라 李梴(李梴)의 저술인 『의학입문(醫學入門)』을 조선에서 간행한 내외집(內外集) 19책 중 권1의 문증(文證)부터 

침구(鍼灸)까지만 필사하였다.

「준호구(準戶口)」 (1점, 古文2102.3-1466)

:   경상도 신령현에서 1789년(정조 13) 5월에 남면(南面) 제십일○사리(第十一○沙里)에 사는 유학 황낙항(黃樂恒)에게 

발급한 준호구로, 요즘의 호적등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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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단자(戶口單子)」 (1점, 古文2102.3-1467)

:   1801년(순조 1)에 경상도 신령현 정안면(正安面) 도곡리(陶谷里)에 사는 유학 황낙항(黃樂恒)이 집의 구성원을 기록하여 

관아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단자이다.

■ 기증 고문헌 :   「목재가숙동국통감제강[판목](木齋家塾東國通鑑提綱

[板木])」 1종 1점

■ 기증 날짜 : 2018년 6월 15일  

■ 기증 이야기

저는 25년간 국내외 사이트에서 희귀 음반을 수집하였습니다. 

『목재가숙동국통감제강(木齋家塾東國通鑑提綱, 이하 동국통감제강)』 

범례 목판을 발견할 당시에도 이베이(EBAY)라는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할 음반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영문 검색어를 조합하여 음반을 찾던 중 Antique Korean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었고, 현재의 목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과 전시회에 다니면서 여러 작품을 봐왔지만 우리 목판이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했습니다. 

먹으로 검게 물든 목판에서 제목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고, 한자로만 쓰여진 내용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을 따로 저장하여 

색보정을 했습니다. 한자의 윤각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한 지 오래되어 

정확한 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보정된 사진을 올려 『동국통감제강』 범례 부분의 

목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매를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후로는 목판을 읽는 법과 한중일 목판의 차이점, 우리 목판의 중요성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 찾아 고서 이미지와 목판에 새겨진 

한자의 모양과 크기, 행렬, 자간 등을 비교하였고,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서로 표지는 다르나 이 목판을 통해 인쇄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우리 고서의 자료와, 한자를 입력하면 

한글로 번역해 주는 검색 기능, 고서의 표지와 본문 내용을 일일이 디지털(이미지)화 해놓지 않았다면, 

목판의 가치를 아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목판 구입 후 집에서 보관할까 며칠을 고심하였습니다. 목판 보존 방법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동국통감제강』 범례의 목판이라면 모른 체 혼자 소장하기에는 개인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집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수집하는 자의 결정에 따라서 한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집에서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한 환경을 갖춘 공식적인 집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오랜 유물의 보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증을 결심하였습니다. 

기증인 :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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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증 절차는 지역 시청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 문서를 메일로 받았는데 설명을 해주셔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물의 크기와 용도 및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해야 했고, 등록문화재지정 서류와 그 

이후를 대비해 보물 지정과 같은 문서도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증에 대한 기쁨보다는 낯설었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의 기증 작업을 중단했고, 대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앞으로 목판을 

보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된 곳일 테니, 서로 연계하여 목판이 보관될 최적의 장소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이신 

박성원 선생님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측에 최종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책의 

보존만을 생각했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목판과 같은 유물도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유익했습니다.

잘 전시되어 곱게 빛나는 우리 유물을 주로 봤을 뿐, 이렇게 직접 발견하여 기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목판은 책의 본(本)을 이루는 소중한 것임에도, 업자들을 통해서 손쉽게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목판뿐만 아니라 금액의 가치에 따라서 단순히 유물의 귀함을 차별하여 구분짓고, 

누군가는 그 판단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했다가 끝내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가치의 경중을 떠나서, 어떠한 유물도 소중히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이베이(EBAY)에서 왕밀과 오곤 내용이 포함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언해본 목판 

1점과, 성경의 언해본 목판 1점을 발견했습니다. 경매에서 탈락해 기증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알았으므로 이후 구입할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기증을 통해 우리의 유물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한 점의 목판이라도 소중히 여겨주신,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관 봉성기 

선생님과 학예연구사 김효경 선생님 그리고 이번 기증, 기탁 상설 전시회로 연락을 주신 학예연구사 

이기봉 선생님 외 고문헌과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아직 발견조차 되지 않아 모르고 있을, 우리 

유물의 발굴과 기증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 기증인 김성일

■  「목재가숙동국통감제강」 범례 판목 설명

『동국통감제강』은 1672년(현종 13) 홍여하(洪汝河. 1602~1674)가 편년체(編年體)4로 쓴 13권 7책의 

역사서입니다. 1485년(성종 16) 조선전기의 문신인 서거정 등이 왕명을 받고 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표본으로 삼아 가문의 글방에서 교재(敎材)로 사용하기 위해 편찬하였습니다. 

“목재가숙동국통감제강(木齋家塾東國通鑑提綱)”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목재(木齋)는 

홍여하의 호를, 가숙(家塾)은 가문의 글방을, 제강(提綱)은 역사의 줄거리를 말하는 것이니 전체를 

4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역사 서술 방법.

해석하면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이 책이 저술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동국통감제강』의 목판은 범례 부분으로써 오늘날로 따지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목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로는 글쓴이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쓰게 된 목적, 목차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목판의 앞뒷면으로 내용이 각인되어 있지만, 

애석하게도 전체 범례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뒷부분 몇 줄은 다음 목판으로 이어집니다. 

크기는 가로 48.5cm와 세로 28.5cm이며, 10행 20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본 목판으로 인쇄를 

하였는지 본문은 물론 일부 손잡이 부분까지 먹으로 검게 물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은 홍여하 사후 100년 가까운 1786년(정조 10)에 안정복의 서문을 받아 출간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목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실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범례 부분 목판의 발견과 

더불어, 이를 통해 제작된 책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쓴이 : 기증인 김성일

■ 기증자료 목록

번호 종류 자료명 청구기호 발행연도 수량

1 판목
목재가숙동국통감제강[판목]

(木齋家塾東國通鑑提綱[板木])
古213-8 [1786] 1점

「목재가숙동국통감제강[판목](木齋家塾東國通鑑提綱[板木])」 (1점, 청구기호:古213-8)

:   1672년에 홍여하가 편년체로 저술한 13권 7책의 역사서를 1786년에 안정복의 서문을 받아 목판본으로 출간하기 위해 

제작한 판목 중 범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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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 고문헌 : 『영남삼강록(嶺南三綱錄)』 등 고서 9종 18책

■ 기탁 날짜 : 2018년 3월 12일  

■ 기탁 이야기

2015년 봄이 오는 삼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모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선별 센터에서 난생 처음 직장 생활을 한지 

4년여가 되어 갈 즈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료의 조퇴로 잠시 그가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평소 옛 물건에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파지 수집소에서 한지에 싸여 있는 한 보따리의 물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탁한 고문헌과 

여러 점의 서예 및 동양화였습니다.

지금 생각하여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첫 만남의 순간. 어떻게 나의 발 옆에서 눈에 띄었을까. 

아마, 내가 무관심하여 지나치고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제지 공장으로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감이 

싫어서였을까. 

며칠 뒤 회사 대표에게 상황 설명을 하니, 내가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을 하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서예와 동양화는 어느 정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지만 고문헌은 제목 외에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모 방송국 진품명품에 표지가 

비밀장으로 되어 있는 『밀교개간집(密敎開刊集)』한 권을 인터넷으로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불교서적이라는 것과 몇 십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옛 물건의 소유자로서 돈과 보존 가치 사이에 고민하던 중 보존 가치에 마음을 두고 소장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보존하기에는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에 고문헌을 보존해주는 기탁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연락을 받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 흔쾌하게 가져오시면 고맙다는 답을 주었고, 김효경 

학예사님의 친절한 안내로 기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글쓴이 : 기탁인 김영무

기탁인 : 김영무 ■ 기탁자료 목록5

번호 종류 자료명 발행연도 수량

1

고서

간독정요(簡牘精要) 1

2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등(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等) 1

3 무열공본전(武烈公本傳) 1938 1

4 [문하전만소유계주몽대언]([聞賀錢萬笑劉季周夢大言]) 1

5 밀교개간집(密敎開刊集) 1784 1

6 영남삼강록(嶺南三綱錄) 1939 10

7 유산평혈록(遊山評穴錄) 1

8 [인사문]([人事門]) 1

9 천규탁수용결(天奎度數龍訣) 1

합계 18책

5　 기탁자료는 자료명의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였다.

『간독정요(簡牘精要)』 (1책)

:   한문 편지 작성에 필요한 격식과 상황에 따른 예시문 및 관련 상식 등을 정리하여 편집한 책으로, 19세기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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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등(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等)』 (1책)

:   자료의 서명은 『육경합부(六經合部)』로 부처 깨달음의 바탕이었던 대승경전 가운데 6개의 경전만 뽑아 엮은 책으로 

결락 부분은 필사로 보충하였다.

『무열공본전(武烈公本傳)』 (1책)

:   1938년 배상철(裵相哲)이 편찬한 무열공 배현경(裵玄慶, 874-935)의 전기로, 1790년 편찬 『무열공유적(武烈公遺蹟)』에 

산도(山圖) 등 일부만 추가하였다.

『[문하전만소유계주몽대언]([聞賀錢萬笑劉季周夢大言])』 (1책)

:   조선시대 과거시험 중 하나였던 소과(小科) 진사시(進士試)의 과거 시험용 시(科體詩)를 모아 필사한 책이다. 7언율 

시로 되어 있다.

『밀교개간집(密敎開刊集)』 (1책)

:   1784년 승려 설악이 경북 성주 불영산(佛靈山)의 수도암에서 간행한 책으로, 대승불교의 한 분파인 밀교(密敎) 의식과 

진언(眞言) 등을 담은 유일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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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삼강록(嶺南三綱錄)』 (10책)

:   1939년 장우상(張友相)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등에서 영남 인물만 

뽑아서 편찬한 책이다.

『유산평혈록(遊山評穴錄)』 (1책)

:   충청도 은진부터 전라도 고산·진안·무주·금산의 산천을 다니며 지역의 풍수 혈자리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기록한 

풍수지리서이다.

『[인사문]([人事門])』 (1책)

:   효우(孝友), 학문(學問) 등 조선시대 인사(人事)와 관련된 『국조휘언(國朝彙言)』 인사문(人事門)의 일부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여 필사한 책이다.

『천규탁수용결(天奎度數龍訣)』 (1책)

:   풍수지리와 관련된 여러 경전과 비결서, 이론서 등을 뽑아 필사한 풍수지리서로, 용결(龍訣)·황낭경(黃囊經) 등 다

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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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하유희(群鰕遊戱)』 (1점) - 기탁하지 않은 자료

:   ‘새우들이 무리지어 놀다’는 뜻으로, 새우도 전문 지송(志松) 유병익 화백의 1985년(乙丑) 작품이다. 기탁 고서와 함께 

보따리에 담겨 있던 서예와 동양화 작품 중의 하나다. 

지금의 베스트셀러가 미래에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식자료가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거의 

이용되지 않는 지식자료가 미래에도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지식자료의 

가치는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누구에게는 필요 없는 지식자료가 누군가에겐 절실한 

지식자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모든 지식자료에 현재와 미래의 국민 중 한 분이라도 절실하게 필요로 할 수 있다는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며 수집 정리하고 영구 보존하면서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문헌은 희귀성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구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문화재적·연구적 가치가 높은 자료, 우리 도서관의 미소장 자료라는 두 가지 원칙 

아래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인 기증·기탁·민간소장고문헌발굴사업에서는 ‘어떤 고문헌도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원칙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자 스스로 가치를 따져서 

가치가 없거나 낮다고 판단하여 폐기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지식 유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 고문헌에 대해 보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난의 위험을 느끼고 계시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권유해 드립니다.

①  우리 도서관에 기증해 주시면 고문헌의 지식을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겠다는 아름다운 결정을 

후세에 영원히 전하며 기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기증이 어려울 경우,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은 채 전시·학술연구 등의 이용을 허락하면서 

항온항습 시설을 갖춘 고서고에 보존해 드리는 기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③ 기증과 기탁 모두 어려울 경우, 소장 고문헌에 대한 조사·분류·정리를 수행하고 원색 이미지의 

디지털 파일을 제작하여 그 결과물을 소장자에게 모두 제공하는 민간소장고문헌발굴사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요구 조건은 단 하나, 조사 정리한 서지와 이미지 정보를 한국고전전종합목록시스템(https://

www.nl.go.kr/korcis/)에 업로드 시켜 모든 국민에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고문헌도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의	기증 기탁 민간소장고문헌발굴사업	-

나 가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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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관련 사진

이 모 저 모

▲ 전시장면-1

▲ 전시장면-2

▲ 기탁처 경기성남교육도서관-1 ▲ 기탁처 경기성남교육도서관-2

◀ 기탁인 박세영님

▲ 기탁인 박진철님-2▲ 기탁인 박진철님-1



고문헌, 한 권의 책도 소중합니다 9190

▲ 기증인 서기문님-1 ▲ 기증인 서기문님-2

▲ 기탁인 김영무님-2▲ 기탁인 김영무님-1

◀ 기증인 정재호님

기증인 김성일님 ▶

▲ 기증처 창원황씨 대상공파종회-1

▲ 기증처 창원황씨 대상공파종회-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