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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문화의 생성과 전파, 그리고 다음 세대로의 전달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載體는 언어로 된 기록문, 곧 文獻이라 할 수 있다. 문헌은 종이, 비단, 죽간, 금
석, 목판, 점토, 짐승의 뼈나 가죽 등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나 金石을 제외한 대
개의 문헌은 불, 습기, 벌레 등에 쉽게 파괴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焚書坑儒와 같이 문헌에 대한 의도적 파
괴 행위 또한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문헌의 보존은 인류의 문화사에서 항상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다.
한편 오늘날은 각종 전자 매체가 발달하여 향후 서적의 형식이 어떻게 될 지 확
언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현재의 기술력에서는 종이 인쇄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
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편의성 면
에서 전자출판물과 종이출판물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상호 보완 된다는 점 외에,
기록의 안정성이란 면에서 종이 출판물이 더 뛰어나다는 점이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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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출판물의 경우에는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여 그 내용을 ‘증거’로 삼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종이출판물은 표현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 즉 문헌의 가장 중
요한 가치인 ‘내용’은 그 문헌의 출판 및 보존 형식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복사본은 史料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따라서 문헌의 연구는 문헌의 내용 파악에 대한 연구만큼이
나 그 생성, 유전, 보존의 과정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고는 장서의 역사와 그 속에서 가장 큰 흔적을 남긴 명대의 장서루 天一閣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문헌의 수집 및 보존 행위를 ‘藏書’라 하는데, 사실
문헌학 자체는 인문학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학문 분야의 하나이며, 藏書 활동 역
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의 ‘藏書’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 오
래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별반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연구의 부족을 보완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 내용이다.

Ⅱ. 藏書家와 藏書樓
장서가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는 장서가의 기준
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륭 39년(1774년) 7월 25일, 도서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諭旨를 내린 바 있다. “각 성에서 바친 서적을 두로 조사해 보아, 한
개인이 백 종 이상 수장하고 있으면 곧 장서가라 할 만하다.(著通查各省進到之書,
其一人而收藏百種以上者, 可稱爲藏書之家.)1)”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藏書家’
라 칭하는 사람은 진상한 서적의 수량이 그 정도 수량에 달하는 자로서, 조정에서
도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그들을 장서가라 칭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특수한 목적에 의해 정한 표준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光緖
연간에 江蘇省 常熟에서 편찬한 《常昭合志稿》에 ‘장서가’ 목록이 들어 있는데, 이
것은 상숙 일대의 유명한 장서가를 모은 것으로서, 그 기준은 “서적이 만 권 이상이
며, 專心으로 독실히 좋아하는 자(皆有書萬卷以上, 而且專心篤好者)”라 하였다.

1) 《四库全書總目⋅卷首》 中和書局. 1965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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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에 의하면 이른바 장서가라 하면 모두 장서가 만 권 이상은 되며 또한 收藏
에도 특색이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를 장서가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2)
“藏書家”에 대해서 공인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미 출판된 수많은 私家藏書에
관한 전문서적을 보면 藏書家에 대한 이해와 용어 사용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심
지어 어떤 저서에서는 ‘藏書家’라는 용어를 도서관원ㆍ목록학가ㆍ抄書家ㆍ제본가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것은 일부의 藏書, 題跋, 印章, 혹
은 문헌 속의 “본성이 책을 좋아하였다”ㆍ“책 교감이 정교하다”ㆍ“옛 것의 감정에 정
통하였다”ㆍ“고인의 서화와 기물을 좋아하였다”ㆍ“오직 책으로만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등의 기록에 근거하여 모두 장서가로 보고 일률적으로 수록한 경우도 있
다.3)
여기서 일부 학자들의 연구 성과4)를 참고로 하여 “藏書家”에 대한 정의를 내리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드시 “책의 수량이 많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수량은 일반인이 소장
하고 있는 장서의 수량을 넘어야 한다. 이는 시대적 발전에 따라 역대 전적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옛 것은 상대적으로 적고 지금의 것은 더 풍부하다는 원칙을 적
용하면 각기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漢代 이전에는 수 백 권의 책
을 소장하기만 하면 藏書家라 칭할 수 있었지만, 魏에서 唐代에 이르러서는 그 수
량이 천 권 이상에 달해야 하며, 宋代에서 淸代까지는 수 천 권, 심지어는 만 권
이상에 달해야 하고, 근현대에 와서는 수 천 권에서 만 권 이상에 달해야 藏書家로
볼 수 있다.
둘째,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반드시 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藏書
家”의 정의에 있어서, 수량은 그 외형적인 조건이고, 질은 실질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만약 가치 있는 서적을 지니지 못했다면 학술 연구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藏書家라 칭할 수 없다.
셋째, 藏書家 자신이 수장한 서적을 정리하고 활용,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서
2) 장미경, <明淸代 江南地域 藏書家의 文化的 役割>, 《中國學論叢》 제21집, p. 359 참
고.
3) 范鳳書, 《中國私家藏書史》, 大象出版社, 2001, 7-8쪽 참고
4) 任繼愈, 《中國藏書樓》, 遼寧人民出版社, 2000, 傅璇琮, 《中國藏書通史》, 寧波出版
社, 2001, 范鳳書, 《中國私家藏書史》, 大象出版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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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지식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매개체이자 도구이다. 장서의 목적은 전적으로 학
습과 이용에 있으므로, 모으기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서적을 정리, 활용, 보존한다는 것은 주로 제본과, 편목 분류, 題跋 작성 등 서적
에 대한 일차적인 보존 행위와 아울러 습기, 좀벌레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서적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인 화재에 대한 대비에 이르기까지 서적에 대한 보존 행
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장서의 응용도 여러 방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 책 주인 본인이 학습ㆍ연구ㆍ저술
하는데 참고하는 것 외에, 자녀를 교육하고, 책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빌려주어 연
구하도록 하는 것 또한 그 활용 방법의 하나이다. 장서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들은 藏書家의 주체라 할 수 있는데, 역사상 수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풍부한
장서를 이용해서 풍성한 학술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宋代의 활발한 藏書 활동과 더불어 藏書樓의 건축 또한 매우 성행하였다. 문인
과 학자들은 자신의 마음속 포부를 드러내기 위해, 혹은 자신의 장서에 대한 애착
을 담아 심혈을 기울여 자신의 장서하는 곳에 훌륭한 이름을 붙였다. 장서하는 곳
의 편액, 堂名, 齋의 호칭 역시 각각 역사가 있어 각 장서가의 취미나 성격을 반영
하였는데, 예를 들어 司馬光의 讀書堂, 詩詞家인 企鴻軒, 趙明誠 李淸照 부부의
歸來堂, 晁公武의 郡齋, 尤袤의 遂初堂, 陸游의 書巢, 周密의 書種堂, 朱熹의 寒
泉精舍, 葉夢得의 紬書閣 등이 있다.5) 이러한 명칭들은 이미 장서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고, 후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근대의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이 출현하기 전까지 줄곧 유지되었다.
‘藏書樓’라는 말에서 다양한 형태의 ‘누각[樓]’을 떠올리기 쉬운데, 일반적으로 藏
書樓라는 용어는 광범위해서 고대의 모든 官方이든 私家든 도서문헌을 수장한 장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쓰였다. 건축 형식은 반드시 ‘樓’일 필요는 없었고, 이름 또
한 모두 樓로 명명한 것은 아니었다. 명칭은 보통 樓⋅閣⋅堂 등을 붙였는데 이는
명청대에 유행한 것으로 보이고, ‘山房’이나 ‘齋’를 붙인 곳도 있다. 또한 하나의 藏
書處에 여러 이름을 붙인 곳도 있고, 이름만 있고 수장한 도서가 많지 않은 곳도
있다.6)
5) 范鳳書, 《中國私家藏書史》, 大象出版社, 2001, 60-61쪽.
6) 黃玉淑⋅于鐵丘編著, 《趣談中國藏書樓》, 百花文藝出版社, 2003, 12-1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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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藏書의 역사
1. 兩漢⋅魏晋南北朝의 藏書
漢初에는 秦代의 재난이 이어져 典籍이 거의 불에 타 남아있질 않았다. 하지만
사회의 점차적인 안정과 皇家의 광범위한 수집으로 민간에 흩어져 있던 장서들이
계속하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漢高祖 劉邦 시기에는 개인이 제자를 받아
강학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실제로 개인이 도서를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
되었다. 이어 漢惠帝가 “挾書律”을 폐지하자 개인의 장서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後漢書⋅儒林列傳》에는 東漢 초기에 “사방의 학사들이 책을 품고 끼
고 다니던” 개인 장서의 기풍을 기록하고 있다.7)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황상 도서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에 藏書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서의 규
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 가운데 劉安, 蔡邕 등의 藏書家가 있었는데, 이는 그
들의 신분이 王族이거나 高官이어서 도서 수집에 비교적 편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魏晋南北朝 시기에는 비록 빈번한 戰亂과 불안정한 사회적 조건 등 장서사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지만, 반면 장서사업에 유리한 몇 가지 조건이 나타나
기도 하였다.8) 첫째로, 서적 재료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종이의 사용으로 이전의
竹簡과 비단을 겸용하던 시기에 비해 筆書가 편리하고 원가가 크게 절감되어 서적
이 여러 곳으로 퍼지기에 유리해졌다. 둘째, 학술 활동이 활발해지고 저술이 풍부
해져 서적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었다. 史學, 文學, 類書 등, 각종 도서가 출현하여
장서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로써 이 시기 개인 藏書가 크게 발전하였고, 동
시에 北魏 平恒이 “별도로 집을 지어 그 안에 경적을 두었다”라는 기록처럼 藏書樓
를 건축하는 활동이 출현하였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藏書家로 向朗, 皇甫謐, 杜
預, 張華, 葛洪, 崔慰祖, 沈約, 任昉, 王僧儒, 王筠 등을 들 수 있다.

7) 傅璇琮, 《中國藏書通史》, 寧波出版社, 2001, 65쪽.
8) 焦樹安, 《中國藏書史話》, 商務印書館, 2004, 4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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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隋⋅唐⋅五代의 藏書
隋⋅唐⋅五代의 藏書 규모는 魏晋南北朝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 번의 起伏이 있었으니, 隋代 末期와 唐代 “安史
의 亂” 시기가 藏書史에 있어서는 침체기였고, 그 외는 전체적으로 보아 藏書에 있
어 兩漢을 잇는 두 번째 高潮期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문화의 발전과 번영으로
학자와 文士들이 잇달아 대거 출현하여 詩文이 흥성하고, 詩와 文章에 능하여 사
회에는 책을 읽는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되어 藏書의 발전에 좋은 기초가 제공 마련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唐代에는 과거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개인과 서원의 장서 발전에 추
진 작용을 하였고, 도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밖에 조판인쇄술의 발명 역시 도서생산에 새로운 기술수단을 제공하였다. 五代
十國에 이르러 조판인쇄 기술이 널리 보급되었고, 나날이 발전하게 되었다.
南宋 때 藏書家 葉夢得의 고증에 의하면 唐代 柳玭의 《家訓序》 중에 이미 唐
代에 조판인쇄술이 출현하였고 五代 후 唐 明宗이 재상 馮道主를 파견 “九經”을
인쇄하도록 한 기록이 있는데,9) 이는 인쇄술로 책을 인쇄하는 것이 이미 官方에서
채용되었고 도서생산의 중요 수단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唐代에는 만 권 이상을 수장한 藏書家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학자와
관리들이다. 개인이 따로 樓閣을 지어 전적을 보존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 藏書樓를 지은 장서가로 문헌 기재에 보이는 사람으로 李泌, 張建章, 田弘正,
李磎 등을 들 수 있다.10) 이 외에도 白居易의 池北書庫, 許渾의 西山草堂, 羊士
諤의 藏書閣, 韋少保의 藏書洞 등은 古書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五代十國 시
기에는 당시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북방 契丹의 王子 耶律倍의 望海堂과 남방 吳
越 曁齊物의 垂象樓 등이 있다. 동시에 許善心, 王方慶, 吳兢, 韋述, 李泌, 段成
式, 耶律倍, 和凝, 張昭, 毋昭裔 등 저명한 장서가들이 잇달아 출현하였다.

9) 黃玉淑⋅于鐵丘編著, 《趣談中國藏書樓》, 百花文藝出版社, 2003, 43쪽 참고.
10) 范鳳書, 《中國私家藏書史》, 大象出版社, 2001, 40-4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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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宋代의 藏書
宋代는 중국 官方과 개인 장서사업의 번성ㆍ발전 시기로 藏書의 수량이 역대에
누적된 장서량을 뛰어 넘는다. 藏書家가 역시 크게 늘어나 문헌 기재에 보이는 개
인 藏書家만 해도 천여 명이 넘는다. 이들은 樓閣을 짓거나 혹은 서재를 만들어
서적을 보관하였다. 이로 인해 宋代의 藏書樓는 藏書家와 함께 중국 藏書史에 있
어서 한 획을 긋는 시기라 할 수 있다.
宋代의 藏書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먼
저 藏書는 문화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문화가 발전하려면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적
생활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宋
代는 북송시대 160여 년간 비록 북방의 변경지역이 遼와 西夏의 침략을 받았지만
사회는 비교적 안정되었다. 金人들이 황하 이북 지역을 점거한 후 남천한 시기에
戰亂은 藏書 사업에 커다란 재난을 가져왔지만, 그 후 남송은 강남의 풍요로운 지
역에 위치하여, 사회ㆍ문화ㆍ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 다시 150여 년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藏書 역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조판 인쇄술이 宋代에 널리 사용되었고, 활자 인쇄술의 발명과 製紙業
의 발전으로 도서의 출판이 완비된 기술조건과 물질적 조건을 두루 갖추게 된 것이
다. 세 번째로 서적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서적 발간 사업을 자극하였다. 수요가
기술을 부르고 기술의 만족이 나아가 수요를 자극하고 양자가 서로 촉매제가 되어
도서가 대량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게다가 宋代는 지속적으로 과거를 시행하였고,
교육을 중시하였으며, 학문이 성행하여 藏書와 讀書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4. 明代의 藏書
明代 약 300년 간, 전쟁이 줄고 사회가 안정되자 민간의 수많은 업종들이 흥성
하였고 경제는 날이 갈수록 번영하였는데, 이것이 명대 장서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
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藏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개국황제인 朱元璋이
학문과 서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讀書와 求書, 藏書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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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찍이 관리에게 명하여 “고금의 서적을 구하고 그것을 秘府에 보관하여 자료로
서 열람하게 하라”11)고 하였다. 明太祖의 藏書에 대한 중시는 이후 여러 황제에게
도 영향을 미쳤다. 대장군 徐達은 어명으로 元 大都의 秘閣에 소장된 전적을 모아
南京으로 보내니, 이로부터 明朝는 宋, 遼, 金, 元의 국가장서를 이어받아 官府藏
書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成祖는 북경으로 천도한 후, 禮部尙書 鄭賜에게 사방
으로 사람을 파견해 없어진 책들을 구하도록 하였다. 후에 다시 南京의 文淵閣 藏
書 중에서 일부를 엄선하여 北京으로 옮기고 따로 文淵閣을 건립해 보관하였다.
또한 조정에서는 典籍을 하사하는 형식으로 관리들을 장려하였다.
明代에는 출판사업 역시 空前의 번영을 누렸다. 內府, 藩王, 私人, 書坊 등이
앞 다투어 서적을 판각하는 일에 나섰고, 그 지역도 매우 광범위하였다. 출판 기술
과 제본 기술도 발전하여 여러 색으로 채색 인쇄하는 기술과 線裝의 장정 형식이
출현하였다.12) 명대의 사회문화 환경은 장서 발전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냈으니,
명대의 官府藏書와 개인장서, 書院과 寺院藏書13)의 규모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하였다.
가장 두르러진 것이 특히 개인장서 부분의 증가인데, 葉昌熾의 《藏書紀事詩》와
吳晗의 《江浙藏書家史略》 기록에 의하면 명대 장서가는 사백 이십여 명이 된
다.14) 명대 장서가는 장서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명대의 장서가는 자신만의 장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范欽의 天
一閣은 명대 地方志와 진귀한 과거기록이 다량 보존되어있고, 祁承㸁의 澹生堂에
는 지방 문헌, 희곡, 소설, 그리고 宋元의 精善本이 많다.
또한 명대의 장서가는 자신이 수집한 서적에 대한 정리를 중요시 하였다. 그들은
서적을 소유하게 되면 우선 판본을 비교하여 교감하고, 逸失된 것을 보충해 넣고,
장서목록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趙琦美는 刊刻이 부실한 《洛陽伽藍記》 한 부를
11) 焦樹安, 《中國藏書史話》, 商務印書館, 2004, 100-101쪽 참고.
12) 張紹勛, 《中國印刷史話》, 商務印書館, 2004, 102-103쪽 참고.
13) 장서활동과 장서루의 형태는 매우 다양했는데 그들의 성질과 소유주에 따라 대체로 ①
황실위주의 官府藏書 ② 個人藏書(私家藏書) ③ 唐代 이후의 書院藏書 ④ 寺院藏書
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4) 黃玉淑⋅于鐵丘編著, 《趣談中國藏書樓》, 百花文藝出版社, 2003,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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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되자, 8년 간 다른 네 종류의 抄寫本과 대조 校勘하여 善本으로 만들어 놓았
다. 명대 개인 장서가들은 모두 41種의 목록을 편찬하였는데 그 가운데 20여 種이
지금까지 전해진다.15)
그리고 明代 藏書家는 藏書의 보호를 중요시 하였다. 그들은 前人들의 경험 위
에 防火, 防雷, 防蟲 기술을 습득하여 서적을 매우 잘 보존하였다. 예를 들어 胡應
麟의 二酉山房은 “건물이 모두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 위 부분은 견고하고 아래
부분은 깊고 두터워 그 터가 습기를 피하고, 네 곳이 트여 햇빛을 취할 수 있으니
(屋凡三楹, 上固而下隆其址使避濕, 而四敞之可就日.)”,16) 이는 분명 방습과 방
충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명대에는 장서이론에 대한 연구에도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명대는 많은
장서가가 장서 활동에 힘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장서 이론의 수립에도 공을 세웠
다.
祁承㸁은 장기간의 장서 과정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澹生堂藏書訓
略》을 저술하였다. 여기서 그가 제시한 “서적 구매의 세 가지 기술”과 “서적 감상의
다섯 가지 방법”17)은 오늘 날까지도 매우 유용한 관점으로 알려져 있다.

5. 淸代의 藏書
明末淸初의 사회적 혼란은 官府藏書는 물론이요 個人藏書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후 사회는 다시 안정되었고, 특히 淸 정부가 통
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행한 문화 정책으로 官府과 개인 장서는 많은 발전을 보
게 되었다. 아울러 지식인들이 저술에 힘쓰자, 官府와 개인의 서적을 판각하는 書
房이 흥성하였고, 珍本 秘籍들이 널리 수집되어 藏書 사업이 전에 없던 흥성기를
맞게 되니, 淸代는 中國 藏書史에 있어서 가히 전성기라 할 수 있다. 淸代 장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5) 焦樹安, 《中國藏書史話》, 商務印書館, 2004, 102-103쪽 참고.
16) 黃玉淑⋅于鐵丘編著, 《趣談中國藏書樓》, 百花文藝出版社, 2003, 79쪽.
17) 黃玉淑⋅于鐵丘編著, 《趣談中國藏書樓》, 百花文藝出版社, 2003, 134-13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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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官府의 적극적인 서적 수집 활동

順 治 (1644~1661), 康 熙 (1662~1722), 擁 正 (1723~1735), 乾 隆
(1736~1795) 년간에 정부는 전국에 도서 수집령을 내려 대규모로 서적을 거둬들
였다. 먼저 順治帝는 즉위한 후 逸書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順治 14年(1657)에 逸
書를 수집하도록 직접 칙령을 내려 明의 天啓(1621~1627)와 崇禎(1628~1644)
年間의 史書와 檔案, 秘籍 등을 대량 수집할 수 있었다. 康熙4년(1665), 조정은
《明史》의 편찬을 禮部에 지시하였는데, 내외의 관아에 天啓의 甲子, 丁卯 두 해의

실록과 이 시기에 행했던 사적 및 奏疏, 諭旨, 舊案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진상
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 지방 관원들에게 明代의 사적을 기록한 서적을 상세히 조
사하여 진상할 것을 명하였다. 康熙25년(1686) 禮部翰林院에 다시 지시하여 治平
을 닦고 德化를 조성하는데 유익한 經史子集 등의 善本을 구하도록 하였다.
順治에서 康熙까지 비록 官府에서 여러 차례 서적 수집을 지시하였지만 수집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아직은 만주족과 한족간의 대립 정서가 심하였던 시기
였기 때문에 한족 지식인들은 淸 정부에게 주동적으로 서적을 헌납하지 않았다. 특
히 책을 목숨처럼 아끼는 藏書家들은 서적을 빌려가 抄寫한 후 돌려주겠다는 정부
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서적 징집이 표면적으로만 떠들썩했지 실제
거둬들인 서적의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양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도서 징집이
이뤄진 것은 乾隆年間 이라고 할 수 있다.

2) 최고의 皇宮藏書 규모

淸代의 통치자들은 文治를 제창하고, 황제 자신은 물론 관료들의 文人化를 도모
하였다. 이는 경제와 문화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만주족이 한족에 대한 통치를
위해서 신속히 한족의 문화를 파악하여 자신들의 문화수준을 높여야 했기 때문이
다. 그래서 順治帝 이래로 청대 황제는 모두 반드시 독서를 하고 교양인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청대 궁정장서의 규모와 그 수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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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의 여러 황제들은 역대의 典籍을 자금성과 行宮, 苑囿, 寺廟 등에 나누어
소장하고 관리를 두어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궁 안의 藏書處도 여러 곳에 두었
다. 예를 들어 外朝에 설치한 皇史宬에는 역대 《實錄》ㆍ《寶訓》ㆍ《皇帝本紀》ㆍ《玉
牒》 등을 소장하였고, 內閣大庫에는 역대 冊籍 및 봉인한 서류와 문건 등을 소장
하였으며, 南薰殿에는 역대 제후와 성현들의 그림을 소장하였다. 輿圖房에는 明淸
代에 제작한 각종 지도를 소장하였으며, 武英殿 修書處는 武英殿에서 조판한 殿版
과 각종 비첩의 탁본 등을 소장하였다. 이 외에도 國史館, 方略館, 翰林院, 國子
監, 南北七閣 등 모두 수많은 전적들을 나누어 소장하고 있다. 아울러 內廷의 크
고 작은 書齋에는 經史子集의 善本書가 진열되어 있어 제후와 황자들이 수시로 열
람할 수 있게 제공되었다. 御花園 내의 攡藻堂은 《欽定四庫全書薈要》를 전문적으
로 소장하였고, 昭仁殿은 宋ㆍ遼ㆍ金ㆍ元ㆍ明의 善本書을 소장하였으며, 養心殿
은 《宛委別藏》을 소장하였다.18)

3) 個人藏書의 절정기

중국 藏書史에 있어 淸代는 個人藏書의 절정기라고 할 만하다. 葉昌熾의 《藏書
紀事詩》에 의하면 五代 이래로 藏書家는 모두 739명인데, 이 가운데 淸代의 藏書
家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9) 또한 이 시기에는 장서가의 수가 많을 뿐만 아
니라 그들의 분포 지역 역시 전국 각지에 퍼져있었다. 明代의 藏書家가 주로 江
浙, 京師 지역에 집중되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청대에는 江浙, 京師 지역 이외에도
전국 각지 모두에 적지 않은 장서가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저마
다 개성있고 특징적인 장서루를 지녔으며,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질도 결코 皇家藏
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한 것들이었다.
심지어 몽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 지역에도 적지 않은 장서가들이 나타났다. 장
서루의 장서가 풍부하였고 질도 매우 우수했는데, 예를 들어 淸初에 흥기된 錢曾의
18) 이 외에도 乾淸宮, 懋勤殿, 上書房, 重華宮 내의 翠雲館과 궁궐 내 여러 佛堂에도
모두 서적이 진열되어 있으며, 所藏하고 있는 도서의 목록과 배치도가 있는 곳도 다수
였다. 이로써 淸代에 통치자들이 藏書와 장서처를 중시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19) 黃玉淑⋅于鐵丘編著, 《趣談中國藏書樓》, 百花文藝出版社, 2003,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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述古堂은 그 장서가 풍부하고도 정제되어 훌륭한 善本이 많았다. 徐乾學의 傳是樓
는 남북 대가의 장서가 모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朱彛尊의 曝書亭 장서는 전문
적인 것을 중시하였으며, 宋元代의 秘籍에 대해 절을 하며 예를 표하던 黃丕烈의
士禮居 藏書는 판본의 희귀성과 아름다움을 더욱 중시하였다. 위에 열거한 장서가
들은 고대 전적의 소장과 전파에 일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적문헌을 정리하는 사
업에 큰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4) 장서학, 목록학, 판본학의 발전

청대의 장서이론에 대한 연구는 날이 갈수록 체계적으로 완비되었다. 명말부터
장서가들이 장서활동에 대해 이론의 정리와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祁承㸁의 《澹生
堂藏書約》은 처음으로 장서와 서적구입의 과정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한 저서
로, 祁承㸁이 자신의 자손을 위해 저술한 것이었다. 청대 초기에 孫從添은 같은
마을에 사는 장서가의 요청에 응해 《藏書記要》를 편찬하였는데, 그 시대의 장서 종
류, 편목, 장서보관의 수준 등을 잘 보여주는 전문 서적이다. 이 책의 저술의도와
수준은 모두 《澹生堂藏書約》보다 앞선다.
이 외에도 청대에는 관부와 개인이 장서목록을 작성하였고, 많은 장서가들이 서
목을 편제할 때 판본에 주를 함께 하였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錢曾의 《讀書敏求
記》, 于敏中이 칙령을 받들어 편찬한 《天祿琳琅書目》과 紀昀 등이 편찬한 《四庫
全書總目》으로 각각 목록학과 판본학 방면에 큰 공헌을 하였다.20)
乾隆과 嘉慶 시기에 宋元代의 옛 판각이 날이 갈수록 귀해졌는데 이로 인하여
수많은 장서가들이 전력을 다해 송원판각본을 수집하여 일시에 많은 송원대의 옛
판각을 전문적으로 기록한 판본목록학 저작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錢曾의 《述古
堂藏書目》, 季振宜의 《季滄葦藏書目》, 內府 善本書目인 《天祿琳琅書目》 正ㆍ續
編 등이 쏟아져 나와 목록학이 갑자기 성행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판
본학에 관련된 저작물 역시 대량으로 등장했는데, 예를 들어 錢曾의 《讀書敏求記》,
張金吾의 《愛日精廬藏書志》, 黃丕烈의 《士禮居藏書題跋記》 등이 있다. 또 章學
20) 焦樹安, 《中國藏書史話》, 商務印書館, 2004, 106-10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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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이 편찬한 《校讐通義》는 목록학이 학술연구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작용, 그리고
목록학의 편제체례와 방법 등에 대해 수많은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고
전목록학의 이론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그의 “互見”과 “別裁”라는 편목을
분류하는 방법은 목록학 분야에서 큰 참고 가치가 있다.21) 章學誠은 목록학 이론
의 연구 성과에서 청대 전기의 장서 이론과 고전목록학의 발전을 정상으로 끌어올
렸다.

Ⅳ. 現存 最古의 藏書樓 天一閣
1. 創建者 范欽
天一閣은 명대 范欽(1506-1585, 浙江 鄞縣人)의 장서루로 嘉靖 40-45년에
축조되어 약 44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국의 현존하는 장서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1982년에 國務院에서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하였다.
天一閣의 주인인 范欽(1506-1585)의 자는 堯卿 또는 安卿이고 호는 東明, 浙
江 鄞縣 사람이다. 嘉靖 11년에 진사에 급제하여, 처음에는 湖廣 隨州 知州를 지
냈고 후에 江西 袁州府 知府를 지내고 이어 嘉靖 39년(1560년)에 관직이 兵部右
侍郞에 이르렀는데, 그 해 辭職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범흠은 天性이 藏書를 좋
아하여 벼슬을 얻기 위해 다니던 시기에도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문헌을 특
히 주의 깊게 탐색하였다. 版本 등에 편중하는 당시의 藏書家와는 달리 범흠은 당
시 사람들의 저작 및 당시의 內府 자료와 官書를 비교적 중시하였다.
범흠이 장서하던 곳의 원래 이름은 東明草堂인데 장서가 증가함에 따라 원래 장
소에 다 수용할 수 없어 주택의 동쪽에 장서루를 지었다. 건축 시기는 대략 明 嘉
靖 40년(1561년)에서 45년(1566년)이다. 天一閣이라 명명한 유래에 대해 청대
학자 全祖望은 《天一閣碑目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건물을 짓던 초기에
범흠이 건물 아래에 연못을 하나 팠다. 그런데 이 무렵 마침 吳道士의 ‘龍虎山天一
池’ 碑刻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元의 유명한 서예가 揭文安公이 쓴 것이었다. 범
21) 黃玉淑⋅于鐵丘編著, 《趣談中國藏書樓》, 百花文藝出版社, 2003,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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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은 크게 기뻐하였고 閣을 축조하고 못을 파는 의미와도 일치하고, 《易經》 중 ‘天
一生水’의 의미와도 같다고 생각하여 연못을 ‘天一池’라 하고 藏書樓의 이름을 ‘天
一’이라고 하였다.”22)
天一閣의 藏書는 범흠이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결정체이다. 그가 도서를
입수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豊坊의 萬卷樓 및 袁忠徹의 靜
思齋의 장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해 가산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서적을 사들이거나
발품을 팔아 모처에 진귀한 서적이 있다는 것을 얻어 들으면 먼 길을 마다않고 달
려가 구입하였다. 다른 한 가지는 당시 학자이자 장서가인 王世貞, 豊坊 등과 교유
하며 자신에게 없는 서적을 筆寫한 것이다.

2. 天一閣 藏書의 특징
범흠은 嘉靖 初年부터 서적을 모으기 시작하여 經史百家를 두루 수장하였다. 그
중에 宋元의 精本도 있긴 하지만 범흠은 다른 대부분의 장서가가 珍本과 秘籍에
심취한 것과 달리 동시대 문헌자료에 마음을 두어 독특한 “人棄我取, 厚今薄古”의
수장관을 지녔다. 그래서 天一閣의 장서 가운데는 明代 史料와 明代人들의 문집,
범흠이 생활하던 당시의 사료와 문학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며, 그 중 가장 많은 것
은 明代 地方志와 科擧錄이다.
범흠은 다년간 외지에서 벼슬을 하여 그 足跡이 전 중국에 두루 깔려 있는데 이
것이 또한 그가 다량의 明代 지방지를 수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지
는 고대의 특수한 地域史地學 저작물로 송원 이래 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에 지방
지를 만들게 하여 그 수량이 끊임없이 증가하였으며 서술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다.
명대에는 지방지 편찬이 더욱 광범위해졌고, 영락제는 《纂修志書凡例》를 반포하였
고, 가정연간에는 이러한 추세가 절정에 달하였다.23) 이러한 志書는 대량의 역사
자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正史에는 실려 있지 않은 것인데, 일반 장서
가들은 이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고 ‘下邑陋志’라 하여 수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
흠은 각 省과 府, 州, 縣을 다니며 조사하여 435種을 소장하였다.24)
22) 鄭偉章⋅李萬健, 《中國著名藏書家傳略》, 33쪽 참고.
23) 周迅, 《中國的地方志》, 商務印書館, 2008, 104-10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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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거제도는 천여 년 간을 지속되어 온 것으로 중국의 정치, 문화와 사회
생활 각 부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명대는 과거제도의 전성기이다. 하지만
명대 장서가들 가운데 범흠처럼 전력을 다해 科擧에 관한 자료를 모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역대 과거 관련 문헌은 明代에 보존이 가장 완정하여 현존하
는 明代 과거 기록의 80%가 天一閣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萬曆 11년 이전
의 明代 登科錄은 거의 완정한 것이고, 현재 天一閣에 보존된 명대 과거 기록은
370여 종이고 그 중 90% 이상이 孤本이다. 이러한 자료는 당시 科擧 관련 人物
傳記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25)

3. 天一閣의 藏書管理
黃宗羲는 《天一閣藏書記》에서 “일찍이 독서가 어렵다고 탄식하였는데, 장서는
더욱 어려우며, 오랫동안 보관하여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
로다.(讀書難, 藏書尤難, 藏之久而不散, 則難之難矣.)”26)라고 찬탄하였다. 그러
나 천일각은 오랜 세월 비교적 완정하게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엄격한
관리제도와 과학적인 관리방법에 기인한 것이다.
역대 장서가들은 모두 자신의 장서가 자손대대로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하였는데,
이는 책이 얻기도 쉽지 않고 오래도록 보관하기는 더욱 어려움을 모든 藏書家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天一閣의 장서가 440년 이상의 세월 속에 보존될
수 있었던 데에는 범흠의 藏書樓 건축 기술과 관리 제도를 들 수 있다.
먼저 天一閣의 구조는 범흠이 직접 설계한 것으로 전체 구조는 “天一”과 “地六”
의 뜻을 담고 있다. 이는 《易經》 중 “天一生水, 地六成之”의 관념을 취한 것으로
물로서 불을 막아 장서와 건축물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27) ‘天一閣’이
24) 天一閣은 원래 省, 府, 州, 縣志 435種을 소장하였는데 이는 《明史⋅藝文志》의 저록
보다도 많다고 한다. 이 가운데 271種이 현존하는데 이 중 164種은 孤本으로서 귀중
한 지방 문헌 자료가 된다. (李大東, <天一閣藏書保護經驗談>)
25) 阮元이 편한 《天一閣書目》에 의하면 明代 進士 登科錄 68冊, 會試錄 62冊, 鄕試錄
297冊, 武擧錄 33冊 등 모두 460冊이 天一閣에 있었다고 한다.
26) 虞浩旭, 《歷代名人與天一閣》, 寧波出版社, 2001, 13쪽.
27) 單立新, <范欽與天一閣>, 古籍整理硏究學刊, 2004, 第6期, 9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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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藏書樓의 이름 외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짝수를 쓰지 않음에도 여섯 칸으
로 나눈 점, 아래층 울타리에 많은 물결무늬를 장식으로 그려 넣은 것 등으로 보아
범흠이 火災를 막으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天一閣은 비록 여러 번 대규모의 수리28)를 거쳤지만, 그 평면배치, 기
둥의 구조, 지붕, 인공산의 배치 등은 거의 바꾸지 않았다. 天一閣의 이와 같은 건
축 기술은 후대에 널리 알려졌고, 특히 淸 乾隆황제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淸代
皇家의 藏書樓 즉 淸代 “七閣”29)의 모델이 되었다.
天一閣의 관리제도는 “물로 불을 막고, 불씨는 들이지 않으며, 대대로 책을 나누
지 않고, 책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以水制火, 火不入閣; 代不分書, 書不出閣)”으
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天一閣은 命名에서부터 “以水制火”의 의미를 담았으며 실
제로 곳곳에 연못을 파서 그 실천적 의지를 내보였다. 그리고 범흠은 생전에 家産
을 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天一閣의 장서였고, 하나는 만 냥의 황금이었다. 臨終
을 앞두고 長子(范大冲)와 작은 며느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자 范大冲은 조금도 망
설이지 않고 藏書를 선택하여 父業을 계승하였고 아울러 “장서는 나눌 수 없고 자
손이 함께 지닌다(藏書不分, 爲子孫共有)”는 가족 내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서는 나눌 수 없고, 자손이 공유하며, 각 책장의 열쇠는 방을 나누어 관리한
다. 책을 지니고 계단을 내려가지 않으며 각 방의 자손이 모두 모이지 않으면 열
지 않는다.
藏書不分, 爲子孫共有, 各櫥鎖鑰, 分房掌握; 禁以書下閣梯, 非各房子孫齊,
不開鑰.30)

위와 같은 가족 간의 약속으로 서적의 散失을 막고자 애썼으며, 그는 또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만들었다.

28) 예를 들면 1933년에는 舊府學 내의 尊經閣 및 팔십 여개의 역대 비석을 누각의 후원
으로 옮기고, 1980년에는 閣의 뒤편 서북쪽에 新書庫 하나를 지었다.
29) 자금성의 文淵閣, 避暑山莊의 文津閣, 沈陽의 文溯閣, 圓明園의 文源閣, 鎭江의 文
淙(宗)閣, 揚州의 文匯閣, 杭州의 文瀾閣.
30) 樵夫, <天一閣的守護與承傳>, 精彩閱讀, 2007, 15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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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중에 이유 없이 문을 열고 출입한 자는 벌로 제사에 세 차례 참여할 수 없
고, 사사로이 친구들을 들여보내거나 멋대로 책장을 연 자는 벌로 제사에 일 년간
참여할 수 없다. 제멋대로 책을 빌려준 자는 벌로 삼년 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한술 더 떠서 서적을 전당잡히거나 팔아먹은 자는 영원히 내쫓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子孫無故開門入閣者, 罰不與祭三次; 私領親友入閣及擅開櫥門者, 罰不與祭
一年; 擅將書借出者, 罰不與祭三年. 若進一步犯規, 至典鬻偸賣書籍, 則永行擯
逐不與祭.31)

엄격한 종법제도가 지켜지던 시대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수치이
자, 큰 벌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벌로 징계하였던 것이다.
天一閣은 도서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독특했는데, “일광으로 책의 습기를
제거하여 곰팡이를 방지하고, 英石32)과 薈草로 좀벌레를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天一閣 위층의 책을 둔 곳은 넓게 트여 있는 곳으로 책장을 간격을 두어 놓고,
그 가운데 창문을 설치하여 공기가 통하게 하였다. 그리고 책장 아래마다 英石을
두어 습기를 흡수하게 하여 곰팡이를 방지하였다. 범흠을 시작으로 범흠의 자손들
은 매년 장마철 이후부터 中伏에 이르는 기간까지 당직하는 자가 각 방의 방장을
모두 불러 방문을 열고 책을 뒤집어 말렸다.
天一閣은 또 薈草로 좀벌레를 방지하였다. 沈括의 《夢溪筆談》에 “옛 사람들은
장서를 할 때 薈草를 이용해 좀벌레를 방지하였다. 薈는 香草를 말한다.33) 오늘날
31) 阮元, 《寧波范氏天一閣書目序》, 樵夫, <天一閣的守護與承傳>, 156쪽에서 재인용.
32) 중국 廣東省 永德縣에서 나는 돌로 공원 등의 인공산을 만드는데 쓰이는데, 일종의 석
회석으로 습기를 흡수한다.
33) 天一閣에서 좀 방지를 위해 사용한 薈香草에 관해 謝堃의 《春草堂集》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鄞縣에 錢氏 성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책을 매우 좋아하여 세간
에 기이하다는 책들은 다방면으로 구입하였다. 후에 그녀의 고모부가 天一閣의 장서가
매우 많고 각 권마다 薈草를 두었는데 색이 담녹색으로 쉽게 바래지 않아 삼백년이래
로 책에 좀벌레가 생기지 않았으니 이는 香草의 공로라 말하였다. 錢氏는 내심 흠모하
며 薈草를 수 백 번이나 수를 놓았고 아울러 그 이름을 綉薈로 고쳤다. 수회는 부모와
의논하여 범씨 후손 范邦柱에게 시집을 갔다. 성혼 후 남편에게 樓에 올라가 책을 보
고 아울러 薈草를 보게 해달라고 하였다. 范邦柱는 부녀자는 서루에 올라가는 것을 금
하는 집안규율을 말해주었다. 錢綉薈는 이 때문에 병이 들었고 병이 깊어지자 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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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말하는 ‘七里香’이 바로 그것이다. …… 가을에 잎 사이에 미백색의 분 같
은 것이 생기는데 좀벌레에 매우 효험이 있다.(古人藏书辟蠹用薈. 薈, 香草也, 今
人谓之七里香是也. 秋间叶间微白如粉污, 辟蠹殊验.)”34)고 하였는데 범흠과 그의
자손들이 장서의 보호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많은 귀중한 문헌자료가 오늘 날까지 전파 될 수 있었다.

4. 天一閣과 《 四庫全書》
乾隆年間(1736~1794)에 건륭제는 《四庫全書》를 편찬하기 위해 전국에 도서
수집령을 내리고 이에 많은 장서가들이 책을 기증하였다. 황제의 명과 범흠의 遺訓
사이에서 갈등하던 범흠의 후손들은 가족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643種의 서적을
헌납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량 면에서는 가장 많은 서적을 헌납한 揚州의 馬裕35)에
조금 못 미치지만 질적인 면으로 보자면 가장 많은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천
일각에서 헌납한 서적의 내용과 그 영향을 살펴보면, 헌납한 643種 가운데 95種이
《四庫全書》에 편입되었고, 381種은 《四庫全書總目存目》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天

一閣의 서적이 《四庫全書》의 내용을 풍부하고도 알차게 하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로 건륭황제로부터 《古今圖書集成》 한 부를 하사받게 되는데,
이는 毛裝本으로 초판 인쇄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 인쇄가 깨끗하고 그림 삽입
또한 훌륭하여 珍本의 가치가 있다. 또한 天一閣에서 헌납한 明代의 저술 413種
가운데 250여 種은 《明史⋅藝文志》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천일
각에서 헌납한 서적이 질적인 면에서 큰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36)

남편에게 간구했다. “내가 당신 집안에 시집을 온 것은 회초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초
를 볼 수 없다면 살아서 무엇 하리오? 당신께서 신첩을 가여워하신다면 죽어서 閣의
부근에 묻어 주십시오. 그러면 신첩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34) 沈括, 《夢溪筆談》, 岳麓書社, 2002, 276쪽.
35) 양주의 유명한 鹽商이자 장서가였던 ‘揚州二馬(馬曰琯⋅馬曰璐)’의 후손으로 이때 세
차례에 걸쳐 총 776종의 서적을 헌납하였다.
36) 崔富章, <天一閣與‘四庫全書’>, 浙江大學學報, 2008, 第38卷 第1期, 149-154쪽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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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語
中國 藏書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천 년 전부터 국가 藏書 기구가 있었고 또 각
시대마다 개인의 藏書樓가 있었다. 그러나 몇 백 년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서 이는 세계도서관 역사에 있어서도 드
문 것이다.37)
중국의 浙江省 寧波市 月湖 서남쪽에 중국 最古의 장서루가 있는데 이것이 바
로 天一閣이다. 淸 康熙12년(1673년) 저명한 학자 黃宗羲가 전례를 깨고 천일각
에 오른 뒤, 천일각은 학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뒤를 이어 李鄴嗣､ 万斯
同､ 徐乾学､ 全祖望､ 袁枚､ 钱大昕､ 阮元､ 冯登府､ 薛神成､ 缪荃孙 등의 이름
난 학자들이 천일각에 올라 자신의 학문을 넓혔다. 이후 천일각은 학계의 중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청대부터는 관부의 주목을 받으며 날로 그 모습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범흠과 그의 후손들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거쳤지만 天一閣이
라는 서적의 寶庫를 계속 빛낼 수 있었다. 현재 天一閣은 국가 도서관이 되었고
寧波의 수많은 유명 개인 장서가들도 선후로 자신의 귀중히 소장한 도서와 회화 등
문물을 天一閣에 헌상하여 소장하게 하였다. 天一閣 藏書는 삼십만 권에 달하고,
그 중 고적은 이십만 권, 善本書는 칠만 여권이 된다. 장서량이 많기로도 유명한데
특히 명대 刻本과 抄本이 많다. 그리고 명대 地方志 271種, 登科錄, 會試錄과 鄕
試錄이 370種 있는데 대부분이 유일본이다.
천일각은 중국 장서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문헌학 방면에서의 공헌은
一考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천일각은 이후 장서루의 건축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 많은 장서루가 천일각을 본떠서 지어졌다.
본고는 중국 장서의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긋는 명대 범흠의 천일각을 중심으로
중국의 장서의 대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중국 장서와 장서루에 대한 연구의 첫
발을 디딘 것에 의미를 두며, 이후 더욱 심도 있는 연구의 시작으로 삼고자 한다.

37) 천일각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의 마라타스타 도서관(이탈리아의 귀족 Malatesta가
1452년 건립), 메디치 도서관(이탈리아의 정치가 Cosimo de`Medici가 1444년 건립,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이라고도 함)과 함께 세계 3대 가족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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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文提要】
中國是東方文明古國, 也是世界最早建立圖書館國家之一, 在3000多年
前, 就有了圖書館｡ 春秋戰國時期就出現了私家藏書, 宋⋅元⋅明⋅淸是私家
藏書大發展時期, 也是最昌盛的時期｡ 經過兩千多年的發展, 雖然産生和出現
了數以千計的私家藏書, 而且有的具有一定規模和影響, 但以原貌原樣保留到
今天的, 全國僅有天一閣一家, 其他因多方面的原因而逐漸消失, 只成爲歷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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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痕迹. 有的被毁於火災或戰亂, 有的因管理不好, 藏書散失了｡ 天一閣是中
國現存最古老的圖書館, 也是最古老的私人藏書樓, 距今在430年以上, 是我
國現存最珍貴的歷史文化遺産之一, 在中國文化史上及世界文化史上有着重要
的地位｡
天一閣是在中國文化發展史上曾經做出了巨大貢獻, 它的歷史功績是不可
磨滅的｡

【 主題語】
藏書史, 藏書樓, 范欽, 天一閣, 藏書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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