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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1)임근실*

Ⅰ. 서론

Ⅱ. 16세기 서원 장서록

Ⅲ. 16세기 서원 장서의 특징

Ⅳ. 결론

<국문요약>

16세기는 조선 書院이 성립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書院은 院生을 교육함과 동시에 지방 鄕村으로 

性理學을 전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원은 원생의 講學敎材를 구비하면서 藏書를 갖추었다. 이러한 서

원의 장서는 지방 향촌의 도서관 기능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16세기 서원의 장서를 살펴보면 해당 시기 

서원의 교육교재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서원의 장서를 통해 서적의 유통이 思想‧文化의 형성‧전파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조선 서원의 장서와 관련한 記錄類은 6種으로 파악된다.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의 竹溪誌
｢臧書錄｣, 迎鳳書院[川谷書院]의 迎鳳志 ｢藏書錄｣, 灆溪書院의 書院裒寶錄, 陶山書院의 書冊秩, 
易東書院의 易東書院記 ｢書冊｣, 玉山書院의 ｢書冊置簿｣이다. 이상의 사료를 종합해보면 16세기 서원

의 장서로 약 240種의 서적이 확인되었다. 

16세기 조선 서원의 장서가 가지는 특징은 크게 4가지이다. 첫 번째, 16세기 서원 장서 중 가장 많은 

양의 서적은 원생의 강학교재로 활용되었을 약 60종의 經書이다. 이 서적들은 서원이 가지는 교육기능

을 대변하고 있다. 두 번째, 약 40종의 性理書가 확인되는데, 이는 서원의 장서에서 당시 道統[道學의 

系譜意識]이 정립되어가는 시대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해당 서원의 배향인물이나 건립

인물과 관련한 서적을 구비하거나 간행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經書와 性理書를 제외한 서적

의 다양성을 통해서 당시 영남지역 사림이 가졌던 지식의 외연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16世紀, 書院藏書, 藏書錄, 經書, 性理書.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원(coll1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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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世纪书院的藏书硏究
A Study on the book Library of the Seowon in the 

16th Century

69)林勤实(Lim Geun Sil)*

16世纪是成立朝鮮的书院的时期。这时期朝鮮的书院教育院生，同时也向

地方乡村传播性理学。这些书院的藏书还当地方乡村的图书馆功能。之所以查
看16世纪书院的藏书能够了解当时书院的教育教材。并且通过书院的藏书，书
籍的流通连接到思想‧文化的形成与传播。

关于16世纪朝鮮书院的藏书的纪录类是六种。白云洞书院[绍修书院]的 竹
溪誌 ｢臧书录｣, 迎凤书院[川谷书院]的 迎凤志 ｢藏书录｣, 灆溪书院的 书
院裒宝录, 陶山书院的 书册秩, 易东书院的 易东书院记 ｢书册｣, 玉山书
院的 ｢书册置簿｣。综合起来，16世纪书院的藏书约240种的书籍。

16世纪书院的藏书有四个特征。第一，16世纪书院藏书中最多的是院生强学
教材来用的那些60种的经书。这些书籍代表书院的教育功能。第二，可以核实
约40种的性理书，这是表达当时道统[道学的系谱意识]确立的时代性。第三，

具备该书院的配享人物或者关于建立人物的书籍。第四，通过经书和性理书以

外书籍的多样性表达当时嶺南地区士林拥有的知识水平。

关键词: 16世纪，书院藏书，藏书录，经书，性理书。

 * Institute of Jap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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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여주이씨 玉山派의 章山書院 건립과 운영*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건립 사례 연구

1)채광수**

Ⅰ. 머리말

Ⅱ. 장산서원의 건립 배경

Ⅲ. 장산서원의 건립과 운영

Ⅳ. 맺음말

<국문요약>

경주 여주이씨 옥산파 派祖는 회재 이언적의 서자 潛溪 李全仁이며, 그의 후손들은 경주 옥산지역을 

기반으로 영남을 대표했던 庶流 가문으로 존재했다. 옥산파는 줄곧 신분상승을 도모하며 이전인의 현

양 사업을 전개했는데 가장 큰 결과물이 바로 장산서원이다. 장산서원은 조선시대 수많은 서원 중 하나

로 인식될 수도 있겠으나 거의 건립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 양반 계층인 서류 인물 배향 서원이다. 

옥산파는 玉山別業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언적의 현양사업과 옥산서원 창건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

러나 1665년 이전인이 회재의 학통을 계승했음을 시사하는 關西問答錄을 간행하면서 嫡庶간 시비의 

발단이 될 뿐 아니라 德川書院과 陶山書院 갈등이 이어지면서 가문의 생존을 위해 그 반대편에 있던 

노론세력과 연대하게 된다.

이전인 문집 발간 이후 여러 곡절을 겪으면서도 노론계의 지원하에 비록 실패는 하지만 이전인의 

효행 정려 청원·서당 건립·景賢書院 추배 등을 기획 추진한 바 있고, 1780년에 마침내  숙원 사업인 

章山祠 건립에 성공한다. 장산사 건립은 옥산파가 주도한 가운데 그들과 혼반 관계에 있던 의흥의 사족 

함양박씨 등의 도움이 컸다. 또한 미사액 문중서원임에도 이례적으로 官의 지원이 이어졌을 만큼 여타

의 서류 가문과는 향촌에서 그 위상이 달랐다.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CDM-1240004)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yumin@yu.ac.kr)





















































  131

藏書 기록을 통해 본 鄭胤永 家 藏書 및 藏書印의 특징

1) 김자운*

Ⅰ. 서론

Ⅱ. 정윤영의 가계와 생애

Ⅲ. 藏書 기록에 나타난 서책의 전승 경위와 특징

  1. 북인 가문에서 전승된 서책

  2. 필사 관련 기록

  3. 장책 및 장첩 관련 기록

  4. 독서 기록에 나타난 정윤영의 관심사

Ⅳ. 정윤영 家 장서에 답인된 藏書印의 유형과 특징

  1. 성명·자호 및 성씨·본관으로 새긴 인장

  2. 경전의 글귀나 시구로 새긴 인장

  3. 鼓山老先生筆에 찍힌 임헌회의 인장과 용례  

Ⅴ. 결론

<국문요약>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세거해온 초계 정씨 집안에는 약 100여 종의 고문헌이 남아 있다. 유수한 가

문들에 전해지는 문헌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을 뿐 아니라 특별히 귀중본이나 희귀본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자료들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한 사연들과 흥미진진

한 스토리들이 빼곡이 담겨 있다. 수십 종의 빛바랜 장서인, 일견 별 볼일 없는 낙서나 메모처럼 여겨질

지 모르는 다양한 필사 기록들이 그것이다. 이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집안의 책들이 머금은 역사와 

생명력 있는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정윤영이 있다. 

구한말의 성리학자였던 그는 평생 자신의 많은 저술을 남겼을 뿐 아니라, 집안에 전해오는 낡은 책

들을 끊임없이 정리하고, 손질하고, 장책하면서 이를 항상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이 집안의 장서에는 

생전에 정윤영이 사용하던 인장을 포함하여 총 67개의 장서인이 남아 있다. 정윤영이 친필로 남긴 다양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jaun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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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过藏书记录看郑胤永家族藏书及藏书印的特征
-以京畿道华城市松山草溪郑氏家族藏书为中心-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hung Yoon-yong(鄭胤永) 
family’s Book Collection and Book Ownership Stamps through the 

records in the Book Collection.

43)金紫云(Kim,Ja-woon)*

草溪郑氏家族世居京畿道华城市松山，其家族藏有约百余种古文献资
料。与其他屈指可数的家族所保存下来的文献相比，郑氏家族藏书不仅
数量少，而且也没有特别的珍贵藏本或稀有藏本。然而这个家族的藏书
资料中，却蕴含了大量特别的历史故事和十分有趣的情节，这在其他家

族藏书中难得一见。数十种褪色的藏书印，还有乍看起来并无特别之

处、好像是随意书写、标记似的各种手写的记录。细细读来，其中浸润
的历史和鲜活的故事情景却无不生动地展现出来。而其中的核心人物就

是郑胤永。

作为旧韩末的性理学者，郑胤永一生著述颇多，而对于家中传下来的旧
藏书，他一直在不停地整理、修补、装帧，并同时留有记录。在郑氏家族

的藏书资料中，保留有包括郑胤永生前所印藏书印在内的共计67种藏书
印。郑胤永亲笔所书的各种笔记资料，以及藏书上盖印的各种各样的藏书
印就是展示这个家族藏书中所蕴含的家族特别的故事的重要媒介。

本研究将通过分析郑胤永亲笔记录资料和藏书中所盖印的67种藏书
印，考察郑氏家族藏书中所包含的特别的历史故事以及藏书印的特征。

*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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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先，第Ⅱ章将简略介绍郑胤永的家族世系及其生平，第Ⅲ章将考察藏

书记录中所显示的书籍传承经过及特征。为此，本文将郑胤永留下的各

种藏书记录类型化，具体分为以下四类并进行分析。第一，ʻ北人家族传
承书籍ʼ，第二，ʻ相关手写记录ʼ， 第三，ʻ装饰及装帧相关资料ʼ， 第四， 

ʻ读书记录中显示出的郑胤永的学问旨趣ʼ。
第Ⅳ章将考察郑胤永家藏书籍中所保留的藏书印的类型和特征，为

此，本文将其分为ʻ姓名、字号及姓氏、本贯印章ʼ，ʻ刻有经典中的字句或

诗句的印章ʼ，以及ʻ鼓山老先生笔中所存任宪晦印章及其用例ʼ三个类
别，并分别在本章第一、二、三节中进行分析。通过分析藏书印，我们
可以窥见藏书的传承经过，收藏者之间的交友关系，收藏者对待藏书的

态度及世界观等等。不仅如此，有些藏书印还刻有家族名字，这说明在

朝鲜时代，书籍超越了个人收藏品本身的价值，而被认为是一个家族留

给后人的宝贵的公有财产。另外，郑胤永的老师任宪晦寄给弟子的书信

里所使用的印章显示，根据情况的不同，所使用的印章种类也有所不

同，这一现象也十分有趣，说明在朝鲜时代印章的使用也是儒教仪礼的

一种手段。

关键词: 郑胤永， 任宪晦，藏书记录，笔写记录，装饰‧装帧记录，藏书印

논문투고일 2017. 06. 07 / 심사완료일 2017. 06. 21 / 게재결정일 2017.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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