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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당 정재환선생이 수집한 기록유산과 그 가치
- 특히 고려사 판본과 고려대장경 인경본의 가치를
중심으로 김 광 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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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요

동아대학교 고서 도서관 석당함진재에는 동아대학교 설립자 석당
정재환 총장이 수집한 고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고서는 한국본,
중국본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경서를 비롯하여 고려
사 등 사서, 해인사 팔만대장경 책판 등 불경, 법가를 비롯한 제자백
가서 그리고 문집 등 다양한 주제의 고서들이다. 그 수량은 經部 556
종 2,312책, 史部 1,175종 7,331책, 子部 2,014종 8,118책, 集部 2,005종

4,409책 등 모두 5,750종 22,170책에 달한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는 동아대학교의 고전에 대한 연구와 역주
사업의 전개는 대학이 수집한 고서가 상당 수준에 올라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고서의 수집과 정리작업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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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석당선생의 수집한 기록유산의 가치를 고려사 판본과 고
려대장경 인경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고려사는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 나라 2대 정사의 하나이다.
동아대학교 소장 목판본 고려사는 보기드믄 완질의 판본으로, 고
려사 139권을 75책으로 분책하여 15개 함으로 분류하고 있다. 책은
그 권 수를 일정량씩 묶은 것이기 때문에 책 수가 큰 의미가 있는 것
은 아니다. 다만 분량과 내용을 고려하면서 요령있게 묶을 때 독자들
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동아대본 고려사는 규장각 소장의 85
책 태백산사고본과 대조해 본 결과, 그 광곽과 판심의 형태, 자형이 같
은 모습이며, 오탈자가 동일하게 추출되고 있는 점도 동일한 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함진재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은 1963년 4월부터 1968년 9월까지
인출한 13질 가운데 1질이다. 동아대학교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의
가치는 고려대장경판이 갖는 본래의 가치와 인경과정과 방식에서 비
롯된 가치 두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고려대장경은 현존하는 대장경
판 가운데 최고의 정확한 대장경이다. 함진재 소장의 고려대장경 인경
본에는 인경 당시의 각수 자료가 상당 부분 원형대로 인경되어 있어
원천자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각수 자료 가운
데는 그들의 출신성분이나 발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고려대장경의 역사․문화적 실체와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
었다.
주제어 : 석당함진재, 정재환 총장, 동아대 고려사 판본, 규장각 고
려사, 고려대장경 인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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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66년 11월 25일자 동아대학보 170호에는 학내 도서관 시설과 장

서를 소개하면서 전체 장서 126,663책 가운데 명청시대 사적을 포함한
고서가 16,964책이라 하여, 당시 동아대학교 장서 가운데 고서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들 고서는 본교 설립자인 정
재환 총장이 개인적으로 소장했던 서책이거나 지속적으로 구입한 것,
그리고 독지가들이 대학에 기증한 것들로서, 현재 동아대학교 고서 도
서관인 석당함진재에 소장되어 있다.
석당선생이 수집한 고서는 한국본, 중국본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경서를 비롯하여 고려사 등 사서, 해인사 팔만대장경 책
판 등 불경, 법가를 비롯한 제자백가서 그리고 문집 등 다양한 주제의
고서들이다. 그 수량은 경부(經部) 2,312책, 사부(史部) 7,331책, 자부
(子部) 8,118책, 집부( 集部) 4,409책 등 모두 22,170책에 달한다.

이제 이 글에서는 석당선생이 수집한 고서들을 그 소장처인 동아대
학교 석당함진재의 분류방식에 따라 분야 별 책의 종류와 책 수를 살
펴보고, 소장 고서 가운데 고려사 판본과 고려대장경 인경본을 중
심으로 그 가치와 위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Ⅱ. 석당선생이 수집한 고서들
함진재 소장 고서는 사고전서(四庫全書) 분류법에 따라 경부, 사부,
자부, 집부 순으로 분류되었다.1) 경부는 역류(易類)에서 소학(小學)까
1) 함진재 소장 고서의 분류와 책수는 그 홈페이지 ‘동아대학교 석당함진재’의
자료현황, 경사자집 분류검색을 활용하여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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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0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예류(禮類)는 다시 ‘주례지속(周禮之屬)’
등 6개의 속항을, 소학은 ‘훈서(韻書)’ 등 3개의 속항을 설정하여 모두
19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사부는 정사류(正史類)에서부터 지리류까지
11개 항을 설정하고, 이 중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는 ‘조령(詔令)’과
‘주의(奏議)’ 두 개의 속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전기류(傳記類)’는 ‘성현
(聖賢)’ 등 5개 속항, ‘지리류’는 ‘총지(總志)’ 등 3개 속항으로 설정되어

모두 21개 항목의 분류체계로 되어 있다. 자부의 분류체계는 자세하다.
유가류에서부터 도가류까지 14개 분야로 분류한 후, 천문산법류는 ‘추
보(推步)’과 ‘산서(算書)’ 2개의 속항, ‘술수류’는 ‘수학(數學)’ 등 7개 속
항, ‘예술류’는 ‘서화(書畵)’ 등 4개 속항, 보록류(譜錄類)는 ‘기물(器物)’
등 3개 속항, 잡가류(雜家類)는 ‘잡학(雜學)’ 등 7개 속항, 소설가류는
‘잡가(雜家)’ 등 3개의 속항이 설정되어 모두 40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집부는 초사류(楚辭類)에서 총서류(叢書類)까지 6개 분야로 분류
하고, 이 가운데 사곡류(詞曲類)는 ‘사집(詞集)’ 등 5개 속항이 설정되
어 모두 11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함진진재 소장 고서는
모두 81개의 분류체계를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경부로 분류된
고서의 종수를 통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경부의 분류와 종⋅책수
경부
분류

종수

분류

종수

易類

30

春秋類

32

書類

23

孝經類

10

詩類

42

群經總義類

45
124

禮類

17

四書類

周禮

6

樂類

1

儀禮

13

小學

17

禮記

19

訓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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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禮總義

2

字書

37

通禮

11

韻書

48

雜禮書

59

합계

556(2,312책)

경부로 분류된 고서는 556종 2,312책으로 전체 5,750종 22,170책의
10% 정도 비중을 보이고 있다. 경부로 분류된 고서들은 13경관련 서책

을 기본으로 하여 가례, 사전 등 각종 경전이 구비되어 있는데, 周易
諺解, 周易傳義集解, 書傳大全, 書傳諺解, 詩經諺解, 喪禮備
要, 常變通攷, 明齋先生疑禮問答, 周禮注疏, 儀禮圖, 禮記集
說大全, 國朝五禮儀, 文公家禮儀節, 疑禮問解, 春秋穀梁注疏,

孟子集註大全, 全韻玉篇 등이 눈에 띈다.
사부에는 다음과 같이 1,175종 7,331의 사서가 정리되어 있다. 종수
로는 전체 고서의 20%, 책수로는 3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사부의 분류와 종⋅책수
사부
분류

종수

분류

종수

正史類

54

總錄

246

編年類

105

雜錄

29

紀事本末類

19

別錄

43

別史類

73

史草類

28

雜史類

103

載記類

8

詔令奏議類

48

詩令類

5

13
35

地理類
宮殿疏

23
1

28

總志

31

聖賢

14

都會郡縣

46

名人

223

詔令
奏議
傳記類

합계

1,175(7,33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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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로 분류된 고서에는 정사류에는 중국 25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 편년류에서는 중국 청나라 편년체 사서인 東華錄이 눈에 띈다.
동화록은 蔣良騏 찬의 32권본, 王先謙 찬의 195권, 속록(續錄) 430권본,
潘頤福 찬의 동화속록 69권본, 朱壽朋 찬의 220권본 등 네 종류가 알려

져 있는데, 함진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장량기와 왕선겸 본 두 종이
다. 별사류에서는 池光翰의 池氏鴻史를 비롯하여, 皇明紀略, 增補
元明史略, 朝野撮要 등이 보이고, 잡사류에서는 國朝柔遠記, 洛
陽搢紳舊聞記, 杜門洞遺史, 朗潛紀聞(1884), 御製內寺奴婢減布給
代編音, 元朝秘史, 朝鮮太平記, 秋溪家乘, 平臺紀略(1732) 등

이 있다. 조령주의류에는 歷代名臣奏議, 諭中外大小臣庶綸音, 郭
侍郞奏疏 등이 보이고, 전기류에는 孝行錄, 晦軒先生實記, 鄕黨
圖考, 金忠壯公遺事, 文獻公實記, 三先生行蹟, 宋名臣言行錄,

忠烈祠志 등이 눈에 띈다. 전기류에서 ‘총록지속(總錄之屬)’에는 居
昌愼氏世譜 등 각종 족보가 분류되어 있다. 지리류에는 括地志, 元
和郡縣圖志, 太平寰宇記, 讀史方輿紀要 등 중국 地誌를 비롯해

晉陽誌 등 우리 읍지가 정리되어 있다.
자부에는 2,014종, 8,118책이 포함되어 가장 많은 고서가 분류되어
있다. 종수나 책 수에 있어서 전체의 35%를 넘고 있다.
[표 3] 자부의 분류와 종⋅책수
자부
분류

종수

儒家類

181

兵家類

40

法家類

분류

종수
雜技

3

器物

28

54

食譜

3

農家類

15

草木鳥
水蟲魚

4

醫家類

71

譜錄類

雜家類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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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雜學

13

推步

30

雜考

6

算書

5

雜說

48

6

雜品

5

數學

7

雜纂

19

占候

2

雜編

29

相宅相墓

31

宗敎

占卜

18

類書類

312

命書相書

12

小說家類

86

陰陽五行

38

雜家

30

雜技術

1

異聞

115

5

瑣語

12

天文算法類

術數類

藝術類
書畵

129

釋家類

琴譜

5

道家類

篆刻

6

합계

624
17
2,014(8,118책)

자부에는 분류 항목이 40개나 될 정도로 다양한 내용의 고서가 분류
되어 있다. 종수가 많은 분류 항목 중심으로 보면, 유가류에는 近思
錄, 擊蒙要訣, 啓蒙傳疑, 關西問答錄, 性理大全書, 小學諺
解, 宋季元明理學通錄 등이 분류되었으며, 농가류에는 農桑輯要,

農政全書, 營田輯要, 蠶桑萃編 등 중국 농서가, 의가류에는 東
醫寶鑑, 濟衆新編 등 우리 의서와 痘科彙編, 補註釋文黃帝內經
素問, 本草綱目 등 중국의서가 있다. 예술류의 ‘서화지속’에는 隷法
彙纂, 墨林今話, 詩畵舫, 點石齋畵報 등이 있고, 類書類에는 黃
眉故事(1637), 槐廳載筆(1779), 國色天香2), 小知錄(1804), 古文

2) 국색천향에 대해서는 정용수, ｢국색천향의 통속적 성격과 조선 유입의 의
미｣, 석당논총 57,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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雅正(1826) 등이 분류되어 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
1339책은 석가류로 분류되어 소장하고 있다.

마지막 집부는 2,005종에 4,409책으로 종수로는 전체의 35%, 책수는
20%를 차지하여 종수에서는 자부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4] 집부의 분류와 종⋅책수
집부
종수

분류

분류

종수

楚辭類

4

詞選

別集類

1,516

詞話

總集類

388

詞譜, 詞韻

3

詩文評類

27

南北曲

17

詞曲類

10

叢書類

36

2

합계

2,005(4,409책)

詞集

2

집부 11개 분류 항목 가운데 별집류가 1,516종으로 전체의 75%에 달
한다. 별집류의 고서는 대부분 개인 문집들이다. 東國李相國全集 卷
17∼19, 24∼33, 櫟翁稗說 ｢前集｣ 권1∼2, ｢集後｣ 권1∼2, 益齋亂藁

권 1∼10(1693), 임운(林芸)의 瞻慕堂先生文集(1669), 이휘일(李徽逸)
의 存齋先生文集(1694), 김창협(金昌協)의 農巖集(1709), 이항복(李
恒福)의 白沙先生集(1726), 박태순(朴泰淳)의 東溪集(1736), 조임도
(趙任道)의 澗松先生文集(1744), 조종도(趙宗道)의 大笑軒先生逸稿
(1769), 정극인(丁克仁)의 不憂軒集(1786), 성혼(成渾)의 牛溪先生
集(1809), 권문해(權文海)의 草澗先生文集(1812), 김일손(金馹孫)의

濯纓先生文集(1827), 김상헌(金尙憲)의 淸陰先生集(1861) 등 19세
기 중엽 이전까지 간행된 국내 문집과 分類杜工部詩(1632), 唐陸宣
公集(1723), 宋李忠定公文集選(1727), 廬陵歐陽文忠公全集(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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切問齋集(1796) 등 청대에 간행한 문집이 소장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함진재 소장 동아대학교 고서는 1946년 개교 이래 대학
이 꾸준히 수집하고 기증받은 것이다. 이들 고서는 본교 설립자인 정재
환 총장이 개인적으로 소장했던 서책이거나 지속적으로 구입한 것, 그
리고 독지가들이 대학에 기증한 것들이었다. 독지가의 기증 사례로,
1958년 4월 24일에 부산시 부민동 거주 정명우(鄭明佑)씨가 고서 400

여 권을 기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1958년 5월 17일자 동아대학보 265
호에는 정명우씨가 선대부터 소장해오던 고전 靑邱氏譜, 朱書百選,
禮記集說 등 439권을 이 날 기증하였다고 전하고 있다.3)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는 고전에 대한 연구와 역주사업의 전개는

대학이 수집한 고서가 상당 수준에 올라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고서의 수집과 정리작업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은
1959년 8월 25일 ‘동아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국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보관 및 출판함으로써 한국문화발전에 기여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4) 이같은 연구소 설립 취지는 곧 가시화 되어
고전 번역을 준비하기 위해 ‘고전연구실’을 설치하여 그 첫 사업으로
대학이 소장하고 있던 고려사 판본을 저본으로 한 고려사 역주사
업을 시작하였다. 그와 함께 1960년 3월에는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靑丘圖의 영인본 출판도 기획하였다.
동아대학교의 고려사 역주사업은 거질의 사서(史書)에 대한 역주
사업에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학계나 정부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학 연구에 대한 열정과 의지 없이는 국가 차원
이 아닌 단위 대학에서 결코 생각해볼 수 없는 중대 사업이었다. 그럼
에도 이른 시기에 동아대학교가 이같이 고려사 역주사업의 개시를
선언한 것은 그 의도만으로도 의미가 큰 것이었다.
3) 동아대학보 265호(1958년 5월 17일자)
4) 동아대학보 1959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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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전의 수집과 역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정재환 총장은
역주 고려사 서문에서, “고려사의 국역이 아직껏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하나의 수치스러운 기현상”이라고 안타까워하였다. 유학의 경전
이라든지 불교 경전은 물론이고, 두시(杜詩)와 같은 문학류 서적까지
언해(諺解)라 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역출(譯出)된 것이 적지 아니한데,
우리나라 사승(史乘)에는 국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은 숨길 수 없
는 사실이라 하고, 이는 ‘중국의 것에 심취된 나머지 자아를 망각한 소
치’라고 비판하였다.5) 이처럼 우리 고전, 특히 사서에 대한 관심과 그
역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사 역주사업을 적
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Ⅲ. 동아대학교 소장 고려사 판본의 가치
고려사는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정사의 하나이다. 고
려시대사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일 뿐 아니라 전근대 우리 문물을 이해
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물론 조선 초기의 고려에 대
한 인식이 반영되었고, 특히 고려 말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선건국의 정
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
다. 그러나 고려사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고려의 역대 실록이 그 중
심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도 그만큼 높다 하겠다.
현재 국내외에 소재가 확인되는 고려사 판본은 국내 75 종, 국외 7
종 등 모두 82종 정도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판본도 많이 있을 것
이다.6) 이들은 필사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낙질, 영본(零本)이며, 완질
5) 역주 고려사 서문, 동아대출판부, 1972.
6) 김광철, ｢고려사의 간행 유통과 동아대 소장 고려사 판본의 특징｣ 석
당논총 54, 2012, 1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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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것은 동아대 소장 고려사 판본을 포함하여 규장각 소장 2종, 고
려대 소장 1종, 남평문씨 인수문고본 1종 등 모두 5종에 지나지 않는
다. 연세대 소장본 가운데 75책과 72책본의 고려사가 있으나 각각 3
책, 1책씩 결락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버클리대학에 2종의 목판본 고려사가 소장되어
있으나, 각각 낙질의 16책, 32책이다. 중국에는 국가도서관에 필사본 40
책(25.7 × 16.9㎝. 11행20자, 版心白口)이 소장되어 있는데, 광서(光緖)
연간에 보초(補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 중국 요녕성 도서관에
완질의 고려사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며, 북경대 도서관에도 목
록과 세계가 빠져 있는 고려사 판본이 전한다고 한다. 아울러 남경대
학, 복단대학, 북경 도서관, 연변대 도서관에는 필사본 고려사가 소
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7)
일본에도 다수의 고려사 판본이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명치 8년(1875) 10월 18일자 공문서에는 육군성 소장의 고려사 128
책을 대여했다는 기록8)을 전하고 있으며, 이 책이 현재 일본 ‘국립공문
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것이 아닌가 한다. 와세다대학 도서관 고전적
데이터베이스에는 목판본 고려사 80책 1질을 소장하고 있는데, 1∼
28책이 세가, 29∼53책이 지, 54책이 표, 55∼80책이 열전이다. 또한 츠

쿠바대학 도서관에는 완질의 필사본 고려사가 소장되어 있는데, 각
7) 중국에 전하고 있는 고려사 판본에 대해서는 위지강, ｢중국 학술계의 고
려사에 관한 연구 및 운용｣, 한국중세사연구 23, 2007 참조. 위지강은 여
기에서 요녕성 도서관 소장의 고려사 간행 연대를 경태 2년 즉 문종 1년
(1451)으로 보았으나, 이는 ｢진고려사전｣에서 고려사 편수를 마치고 보고
한 날짜를 경태 2년 8월 25일로 한 것을 刊記로 오해한 것이다. 아울러 씨
는 경태 2년에 정인지 등이 고려사를 지니고 명나라에 들어가 헌책했다
고 보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8) “本省貯蔵之官書籍高麗史御参照之タメ借覧を致度御依頼之趣承諾いたし候
本数百二十八本ヲ弐函入ニ致シ有之候間右本数等詳細証書”(陸軍省大日記
명치 8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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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행 17자에 70책의 규모이다.

1. 동아대본 고려사의 책ㆍ권 구성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 목판본 고려사는 보기드믄 완질의 판본이
다. 우선 동아대 소장 고려사 판본의 책ㆍ권ㆍ장의 구성 내용을 보기
로 하자. 동아대본은 고려사 139권을 75책으로 분책하여 15개 함으
로 분류하고 있다. 함은 보관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지만, 동아대본 고
려사는 모두 15개 함으로 구성하여 세가, 지, 열전을 각각 5개 함을
배정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보니 5함은 4책, 11함은 6책으로 구성되었
다.
현전하는 고려사 판본의 책 수는 일정치 않다. 고려사 판본의
책수는 목판본과 활자본의 경우, 46ㆍ47ㆍ50ㆍ68ㆍ70ㆍ71ㆍ72ㆍ74ㆍ75
ㆍ76ㆍ77ㆍ80ㆍ82ㆍ85ㆍ86ㆍ90ㆍ100ㆍ101책 등 18종으로 최저 46책에

서 최고 101책에 이르기까지 그 책 수가 다양하다. 필사본의 경우는 더
욱 편차가 심하다.
책 종이 이처럼 다양하지만, 그 유형은 10책 정도의 차이를 급간으로
상정하면 가(46∼50책), 나(68∼77책), 다(80∼90책), 라형(100∼101책)
의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분량면에서 가형은 3권 1책, 나
형은 2권 1책, 다형은 2권 1책과 1권 1책의 혼합, 라형은 1권 1책을 기
준으로 삼고 있다. 고려사가 총 139권이라는 점에서 분량만 고려하
면 2권 1책의 70책, 3권 1책의 47책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권당
분량의 차이와 내용을 감안하면서 3권 1책, 2권 1책, 1권 1책을 기준으
로 하여 분책한 결과 다양한 책 종이 생기게 된 것이다.
책은 그 권 수를 일정량씩 묶은 것이기 때문에 책 수가 큰 의미가 있
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량과 내용을 고려하면서 요령 있게 묶을 때 독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고려사는 ｢범례｣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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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지｣, ｢표｣, ｢열전｣으로 구성되었고, ｢세가｣는 왕대 별로, ｢지｣

는 분야 별, ｢열전｣은 인물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
용이 연계성을 유지하고 권수가 적절히 배정되도록 분책하는 것이 효
과적일 것이다.
고려사는 ｢목록｣과 ｢세가｣ 48권에 1,802장, ｢지․표｣ 41권에 1,800
장, ｢열전｣ 50권에 1917장으로 전체 139권 5,5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가｣는 권 당 37.54장, ｢지｣ 43.09장, ｢열전｣ 38.34장으로 전체 평균

권 당 39.70장이 할당된 셈이다. 동아대본 고려사의 권책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85책의 규장각본 수량과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보았다.
[표 5] 고려사 책ㆍ권 구성 비교표
판종

책수

권수

장수

권/책

장/권

장/책

세가

24

48

1,802

2.00

37.54

75.08

동아대본

지, 표

25

41

1,800

1.64

43.09

72.00

(75책)

열전

26

50

1,917

1.92

38.34

73.73

계

75

139

5,519

1.85

39.70

73.58

세가

25

48

1,802

1.92

37.54

72.08

규장각본

지, 표

27

41

1,800

1.52

43.09

66.66

(85책)

열전

33

50

1,917

1.52

38.34

58.09

계

85

139

5,519

1.64

39.70

64.92

동아대본 고려사의 책 당 권 수는 평균 1.85권으로 2권 1책을 기준
으로 삼고 있으며, 규장각본은 평균 1.64로 나타나고 있어 세가는 2권
1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와 열전의 경우 평균 1.52권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1권 1책의 구성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책 당 장 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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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동아대본은 평균 73.58장으로 세가와 지, 열전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규장각본은 평균 64.92장이어서 세가와 지, 열전 사
이에 편차가 심하다. 세가와 지가 장 수에 있어서 비슷한 규모인데도
지의 책 수가 2책이 많고 열전은 책당 58.09장으로 거의 1권의 장 수와
비슷한 규모로 열전의 경우 1권 1책으로 구성한 것이 많은 결과이다.
이렇게 볼 때 분량 면에 있어서는 75책의 동아대본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대본은 2권 1책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3권 1책으로 된 것이
제20책(권37ㆍ38ㆍ39) 하나이며, 1권 1책이 12책 포함되어 있다. 1권 1
책으로 제책된 것은 세가의 경우 제21책(권40, 공민왕 3), 지의 경우,
제25책(권46, 지1 천문1) 제26책(권47, 지2천문2)ㆍ제28책(권51, 지5,역
2)ㆍ29책(권52, 지6역3)ㆍ30책(권53, 지7오행1)ㆍ31책(권54, 지8오행2)
ㆍ43책(권 77, 지31백관2)ㆍ44책(권78,지32식화1)ㆍ48책(권85, 지39형법
2) 등 9책이 단권으로 제책되었고, 열전의 경우 제58책(권104, 열전17)

과 제64책(권115, 열전28) 2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1권 1책으로 제책된
해당 권은 그 장 수가 최저 46장에서 최고 74장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서 그 분량을 감안하여 1책으로 제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권 1
책으로 제책된 것은 전체 75책의 16% 정도 수준이라는 점에서 동아대
본 75책 고려사는 2권 1책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85책 규장각본이 좀 더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
다. 세가의 경우는 동아대본이 24책, 규장각본이 25책으로서 책수가 비
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왕대별 내용에 따른 분책 양상이 크
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와 열전의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책 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아대본은 2권 1책
기준으로 분량을 고려하여 물리적으로 분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표의 경우 동아대본이 24책, 규장각본이 27책으로 3책 정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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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대본의 분책은
내용의 연계성을 특별히 고려한 것 같지 않다.
[표 6] 고려사 ｢지｣의 분책 비교
책차
동아대(75책)
27
31
32
39

권차

내용

장수

28

49

지3, 천문3

44

29

50

지4, 역1

62

54

지8, 오행2

46

55

지9, 오행3

28

34

56

지10, 지리1

36

41

69

지23,예11

34

70

지24, 악1

30

규장각(85책)

33

42
40
42
43
47

71

지25, 악2

48

43

72

지26, 여복1

55

45

75

지29, 선거3

49

76

지30, 백관1

47

77

지31, 백관2

50

46
49

83

지37, 병3

33

50

84

지38, 형법1

47

동아대본은 권, 장수를 고려하여 총 75책에 맞춰 제책한 결과, 서로
다른 내용의 ｢지｣가 하나로 제책된 사례로 6책 정도가 확인되고 있다.
제27책에 천문지와 역지가, 제32책에 오행지와 지리지, 제39책에 예지
와 악지, 제40책에 악지와 여복지, 제42책에 선거지와 백관지, 제47책
에 병지와 형법지가 한데 묶이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규장각본 85책
에서는 이를 1권 1책의 방식으로 해소하거나 동일 ｢지｣ 두 권을 한 책
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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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의 분책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있다. 열전의 내용은 후비, 종실,
제신, 양리 등, 방기 등, 폐행, 간신, 반역, 우․창왕 열전 등으로 대별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내용들이 섞이지 않도록 분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동아대본은 2권 1책의 기준과 장수를 고려하다 보니 다음 표와
같이 서로 다른 성격의 열전 내용이 한 책으로 묶이는 결과를 낳았다.
[표 7] 고려사 ｢열전｣의 분책 비교
책
동아대(75책)
67

권

내용

장

120

열33, 윤소종

44

121

열34, 양리등

27

122

열35, 방기등

30

123

열36, 폐행1

36

124

열37, 폐행2

38

77

125

열38, 간신1

48

78

126

열39, 간신2

48

127

열40, 반역1

36

128

열41, 반역2

29

80

129

열42, 반역3

55

82

132

열45, 반역6

20

83

133

열46, 신우1

41

규장각(85책)
74
75

68
76
69
70

79
71
73

위의 동아대본 열전 6책은 철저히 2권 1책 기준으로 분책하고 있으
며, 장 수에 있어서도 최저 61장에서 최고 86장에 이르기까지 평균 75
장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규장각본은 이를 9책으로 분
책하고 있는데, 2권 1책은 3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1권 1책으
로 분책하였다. 장 수에 있어서도 최저 20장에서 최고 74장에 이르기까
지 책당 분량의 편차가 크다. 적어도 책당 분량 면에서는 동아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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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분책된 내용을 보면 동아대본의 경우 문제가 있다. 제신전과
양리전이 한 책(제67책)이 되고, 방기전 등과 폐행전(제68책), 폐행전과
간신전(제69책), 간신전과 반역전(제70책)이 각각 한데 묶이고 있으며,
심지어 세가 쪽으로 옮겨도 좋을 신우전이 반역전과 함께 한 책에 들
어가고 있다. 반면에 규장각본은 이 문제를 1권 1책의 방식으로 해소하
고 있다.
이상의 문제를 감안할 때 고려사 전권을 효과적으로 분책하려면,
‘2권 1책’을 기준으로 하여, 분량과 내용을 감안하면서 ‘3권 1책’, ‘1권 1

책’의 형식을 적절히 혼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사 총
139권을 70～75책으로 분책하는 것보다 85～90책 수준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2. 동아대본 고려사의 서지사항과 그 특징
동아대학교 소장 목판본 고려사는 총 139권 75책의 완질본이다.
현재 확인되는 완질의 고려사 판본은 동아대본(75책)을 포함하여, 규
장각 소장 태백산사고본 및 오대산사고본 2종(각 85책), 고려대본(80
책), 남편문씨 인수문고본(70책) 등 5종 정도로 모두 목판본이다.9) 이
들은 모두 을해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광해군대에 복각한 목판본이며,
인출 시기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동아대 소장 고려사 판본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9) 현재 영인본으로 유통되고 있는 아세아문화사본(을해자본)은 세가 권19∼
21, 권31, 지 권 27∼28, 권 31∼33, 권35∼37 등이 결락되어 목판본으로 보
충한 것이며, 연세대 영인본(목판본)도 권 70의 제23장∼26장까지 결락되는
등 완질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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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동아대 소장 고려사 판본의 서지사항
著者

鄭麟趾(朝鮮)...等纂修

版 種

刊寫地

미상

刊寫年 미상

裝訂

線裝本 卷冊數

匡郭(邊欄)

139卷75冊

四周單邊 半郭 19.8 × 14.4㎝

黑口(版口) 無

비고

刊寫者 미상

魚 尾

揷圖

木板

없음

界 線 有界 行字數

上下花紋黑魚尾 크 기

9行17字
註雙行

27.5 × 18.4㎝

表題: 麗史
魚尾: 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向3葉花紋魚尾, 上下向1葉花紋魚尾,
上下向3葉花紋魚尾, 下向黑魚尾 混入
上欄外 頭註
行間: 1.5㎝ 天頭: 3.9㎝ 地脚: 3.2㎝
版心: 11.2㎝ × 1.5㎝ 製本: 1.3㎝

동아대본 고려사의 책 표제는 ‘麗史’로 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7.5×18.4㎝이다. 광곽(匡郭)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으로 그

크기가 19.8×14.4㎝ 정도이며 다른 목판본과 규모가 동일하다. 계선(界
線)이 있으며, 9행 17자에 협주는 쌍행(雙行)으로 판각되었다. 판심에

흑구(黑口)는 없으며, 어미(魚尾)는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로 한 가운
데에 고려사 권차 및 장차를 기록하고 있다. 어미의 형태는 일정치 않
아서, 내향3엽화문어미, 상하향1엽화문어미, 상하향3엽화문어미, 하향
흑어미 등이 섞여 있다.
간기가 남아 있지 않아 언제 인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을해자
본을 저본으로 하여 복각한 목판본의 인출은 광해군 5년의 그것이 시
초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시기로 설정하는 까닭은 규장각 소장본
의 내사기에 “萬曆四十一年九月日 內賜高麗史一件 太白山史庫上 左承
旨臣李[手決]”라 하고 있어 만력 41년 즉 광해군 5년(1613)을 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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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검토했듯이 광해군 4년 이전에
복각이 완료되고 있어서 판각 시기는 더 올려 잡아야 할 것이며, 다만
인쇄 시기는 내사기의 기록대로 광해군 5년 9월 경으로 볼 수 있다.
동아대본 고려사는 규장각 소장의 85책 태백산사고본과 대조해 본
결과, 그 광곽과 판심의 형태, 자형(字形)이 같은 모습이며, 오탈자가
동일하게 추출되고 있는 점도 동일한 판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규장
각 소장의 태백산사고와 오대산사고본은 초쇄본으로서 판면이 좀더 뚜
렷하고 자면과 계선이 선명한 데 비해, 동아대본은 자면이나 계선에서
나뭇결의 터짐 현상 혹은 탈락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보다 후쇄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규장각 소장본은 사고에 보관
되어 그 관리가 철저하였기 때문에 인쇄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만, 동아대본 등은 유통 과정에서 마멸되기도 하여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Ⅳ. 동아대학교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과 그 가치
1. 고려대장경의 간행과 보급
고종 38년(1251) 고려대장경 판각이 완료된 후 대장경의 간행도 함
께 시작되었다. 현재 고려대장경 간행과 보급 사실이 최초 확인되는 것
은 충숙왕 5년 경으로 박전지(朴全之)가 쓴 ‘영봉산용암사중창기(靈鳳
山龍巖寺重創記)’에서 엿볼 수 있다.
○ 대장경을 보충함에는 지난번 염장(鹽場) 별감 이공과 방공
이 별도로 임금의 명령을 받아 설전지(雪牋紙) 3만여 장과 칠함
(漆(函) 1백 40여 부를 만들어 도왔다. 대사의 제자인 대선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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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承淑), 중덕(中德) 일생(日生) 등이 강화(江華)의 판당(板堂)
으로 가서 빠진 함ㆍ권(卷)ㆍ장(張)을 인출하여 오니, 신본(新
本)과 구본(舊本) 모두 6백여 함이었다. 모두 황지(黃紙)와 황견
(黃絹)으로 책갑을 만들어서 새 전각의 수장고 안에 안치하였
다. 염장 별감 방공이 다시 임금의 명령을 받고 (연우) 5년 11월
18일에 대사를 맞아 원(院)에 들어가서 약 7일 동안 성대하게
낙성(落成)의 법회(法會)를 열어 낮에는 대장경을 읽고 밤에는
현묘(玄妙)한 뜻을 말하여 임금의 수(壽)를 빌고 만민을 복되게
하였다.(동문선 권 68, 기, 영봉산용암사중창기)

신라 말 도선이 창건한 것으로 전하는 용암사(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소재)는 1314년(충숙왕 1)에 무외(無畏) 국사가 이 곳을 하산소
로 삼으면서 크게 중창되었다. 충숙왕 2년(1315) 제찰사(提察使) 한중
희(韓仲熙) 등에게 전지를 내려 절을 경영하게 하였고, 1316년 가을에
는 제찰사 박효수(朴孝修)에게 절을 중창하게 함에 따라 1318년에 80
여 칸을 새로 짓고 20여 칸을 중수하였다. 금당(金堂)에는 석가여래상
을 봉안하였고, 관음보살과 정취보살상을 도금하였으며, 대장경도 봉안
하였다.10)
이 때 용암사에는 이미 대장경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결락이 생겨 이
를 보충하기 위해 강화의 대장경 판당에서 결락된 함, 권, 장을 모두
인경하였다고 한다. 신본(新本)과 구본(舊本)을 합하여 모두 600여 함
(函)이었다고 하는데, 신본은 이 때 인경한 것이고 구본은 이전부터 소

장하고 있었던 대장경이다. 구본도 고려대장경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당시 구본의 존재를 통해, 충숙왕 5년 이전에 이미 대장경은 인출
되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종 11년 이후 장경도량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충렬왕 15
년 금자대장경이 완성되는 것을11) 보면 그 저본이 고려대장경이었다
10) 동문선 권 68, 記, 靈鳳山龍巖寺重創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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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때 이보다 훨씬 이전 대장경은 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충렬왕
32년 민지(閔漬)가 쓴 ｢고려국대장이안기(高麗國大藏移安記)｣에서 “印
成者有遼本宋本鄕本 鄕本則現有流行之板 故內外名刹 靡不有焉”이라

하여 대장경의 향본(鄕本) 즉 고려대장경이 전국 명찰에 없는 곳이 없
다고 한 것으로 보면 이미 대장경의 보급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충선왕 3년 11월에 권부(權溥)가 대장경을 가지고 원으로 갔다는 사
실이나12) 이승휴(李承休)가 삼척의 용안당(容安堂)에 거처하면서 자주
삼화사(三和寺)의 장경(藏經)을 빌려 탐독했다는 사실도13) 대장경의
간행과 보급이 활성화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약일는지 모
르지만 대장경의 간행은 판각과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는 정양사(正陽寺) 장경에 대해 “大
藏經全部, 藏於正陽寺樓中, 卽開板時印出者也. 余曾一寓目, 全部若搖動,
則有變云.”이라 하여14) 정양사 누각에 보관하고 있는 대장경이 개판

때 인출한 것이라 하였다. 물론 정양사 소장 대장경이 실제 판각 직후
인출한 초간본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대장경 판각과 동시
에 간행작업을 병행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장경 판각 이후 필요에 따라 간행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을
터인데, 고려시대 간행사업은 충숙왕 5년에 이어 고려말인 우왕 7년이
마지막이다.15) 조선시대 대장경 인출은 고종 2년의 인출을 제외하면

11) 幸金字院, 慶讚大藏經(고려사 권 30, 세가, 충렬왕 15년 윤10월 을유)
12) 贊成事權溥等齎藏經, 如元.(고려사 권 34, 충선왕 3년 11월 15일 임자)
13) 性好佛, 晚年事之愈謹. 於是別置墅, 命曰容安堂以居. 就山之三和寺, 借浮屠
藏經, 日繙閱其中, 十年而畢.(졸고천백 권 1, 기, 頭陀山看藏庵重營記)
14) 임하필기 권 32, 旬一編, 正陽寺藏經.
15) 우왕대 대장경 인출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박용진, ｢고려 우왕대 大藏經
印成과 그 성격｣, 한국학논총 37, 2012 및 남동신, ｢李穡의 高麗大藏經印
出과 奉安｣, 한국사연구 163,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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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연산군대 이전인 조선전기로 한정된다.16) 거질의 대장경을 인출
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억불정책 또한 대장경 간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대장경 간행 비용은 세조 4년 대장경 50질의 인출과정에
서 엿볼 수 있다.
○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명하여 승정원에 전지하기
를, “≪대장경(大藏經)≫ 50벌을 인출할 종이 40만 6천 2백 권
을, 여러 도에 나누어 유시(諭示)하여 중국 삼[漢麻]과 닥나무
껍질[楮皮]을 섞어서 제조하여 바치게 하라.” 하였다.(세조실
록 권 8, 세조 3년 6월 20일 임자)
○ 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 관찰사에게 유
시(諭示)하기를, “≪대장경(大藏經)≫ 50벌을 찍어 내는 데 들어
갈 물자는, 충청도에서 종이가 5만 1천 1백 26권, 먹[墨]이 8백
75정(丁), 황납(黃蠟)이 60근(觔), 전라도에서 종이가 9만 9천 4
권, 먹이 1천 7백 50정, 황납이 1백 25근, 경상도에서 종이가 9
만 9천 4권, 먹이 1천 7백 50정, 황납이 70근, 호마유(胡麻油)가
1백 두(斗), 강원도에서 종이가 4만 5천 1백 26권, 먹이 8백 75
정, 황납이 1백 25근, 황해도에서 종이가 5만 1천 1백 26권, 먹
이 8백 75정, 황납이 60근인데, 모두 관(官)에서 자체 준비하여
해인사에 보내라. 만약 백성들의 닥나무[楮]를 거둔 것이 비록 1
냥(兩)이라 하더라도 경들은 마땅히 큰 죄를 받을 것이다.”(세
조실록 권 8, 세조 3년 6월 26일 무오)

위 사실을 바탕으로 도별로 할당된 대장경 50질 인출경비는 다음 표
와 같다.
16) 조선시대 대장경의 인출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오용섭, ｢搨印節
目으로 본 世祖年間 大藏經 印出｣, 서지학연구 30, 2005 및 최연주, ｢조
선시대 고려대장경의 印經과 海印寺｣, 동아시아 불교문화 10, 2012, 임
득균, ｢海印寺 소장 高麗大藏經板의 印經佛事에 대한 조선 세조의 지원 의
도｣, 석당논총 5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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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장경 인출경비 도별 배당표
종이(권)

먹(정)

황납(근)

충청도

51,126

875

60

전라도

99,004

1,750

125

경상도

99,004

1,750

70

강원도

45,126

875

125

황해도

51,126

875

60

합계

345,386

6,125

440

호마유(두)

100

100

대장경 50질을 인출하는 데 소요되는 종이는 406,200권으로 산정되
었는데, 이때 충청도 등 5도에 할당된 것은 345,386권이었다. 나머지
60,814권은 중앙 정부나 경기도 등에서 부담했을 것 같다. 종이 뿐만

아니라 먹과 황납의 부담도 만만치 않아 그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억불 정책에 따라 신료의 견제도 대장경 인출에 영향을 미
쳤다. 세종 21년 흥천사에 봉안하기 위해 대장경을 인출하려 했을 때
대간의 반발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연명으로 상소하기를,…신 등은 또
듣건대, 장차 대장경(大藏經)을 인출하여 흥천사에 봉안하려고
한다 하는데, 연화(緣化)하는 무리들이 드디어 권문(勸文)을 만
들어서 의친(懿親)에게 서명(署名)을 받아서는, 각도에 나누어
가서 종이를 뜨고 먹을 만들면서 민간을 소란하게 하여, 해가
매우 심하다고 하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대장경은 예전에
인출한 것도 적지 아니하온데, 어찌 비용을 허비하여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하물며 인경(印經)을 금하는 법이 원전
(元典)에 실려 있는 데이겠습니까?(세종실록 권 85, 세종 21
년 4월 22일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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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은 대장경 인출을 반대하는 근거로 이미 인경한 대장경이 많은
데, 인출과정에 비용을 허비하게 된다는 점, 원육전에 인경 금지 법
령이 실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종은 대간의 반발이 강하자 3일
뒤 대장경 인출을 일단 정지시킨 바 있다.17) 연산군대까지 대장경 인
출은 계속되지만 이같은 대간의 견제와 비용 문제 때문에 이후 대장경
의 인경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2. 동아대학교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의 자료적 가치
함진재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은 1963년 4월부터 1968년 9월까지
인출한 13질 가운데 1질이다.18) K.1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若波羅蜜多
經)에서부터 K.1513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까지 모두 1513종의

불경이 1,339책으로 묶여있다. 고려대장경판은 1,514종 81,350판으로 중
복판 108판을 제외하면 81,242판인데,19)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에서
시기별 판각 수량은 다음과 같다.20)

17) 命姑停印大藏經, 從臺諫請也.(세종실록 권 85, 세종 21년 4월 24일 신축)
18) 이 인경본은 국내에서는 동아대학교 이외,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동
고등학교 등에 배포되었고, 국외에는 일본의 四天王寺, 比叡山寺, 高野山寺
및 일본국회도서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와 호주 및 臺灣에도 각
각 1질씩 보내졌으며, 영국에도 2질이 배포되었다. 李智冠 편저, 伽倻山海
印寺誌, 伽山文庫, 1992, 314～315쪽.
19) 근래 해인사대장경판 수량 재지정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보각판까지 종
합하여 81,352판으로 결정짓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최영호 외, 국보 제
32호 海印寺大藏經板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법보종찰해인사․합천
군, 2013. 김성수, ｢해인사 대장경판의 기능 및 수량 재지정 문제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64, 2015.
20) 강순애,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가구성에 관한 연구｣, 서지
학연구 46, 2010, 114쪽, <표 1> 팔만대장경 판각연도별, 대장도감, 분사
도감별 조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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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고려대장경 시기별 판각 수량
판각년도

대장도감

丁酉歲(1237)

1,682

1,682

戊戌歲(1238)

6,591

6,591

己亥歲(1239)

3,294

3,294

庚子歲(1240)

3,701

3,701

辛丑歲(1241)

3,631

3,631

壬寅歲(1242)

4,540

4,540

癸卯歲(1243)

13,051

3,075

16,126

甲辰歲(1244)

16,438

3,715

20,153

乙巳歲(1245)

8,038

663

8,701

丙午歲(1246)

5,167

457

5,624

丁未歲(1247)

1,265

315

1,580

376

376

戊申歲(1248)

분사대장도감

합계

미상

5,212

31

5,243

합계

72,610

8,632

81,242

비고

K1510(중복 1매)
K1511(중복 2매)

함진재 소장 고려대장경의 책 서지사항에서 형태는 일정하지 않다.
대반야파라밀다경 등 대부분의 경전은 ‘四周單邊, 全郭 22.0 × 48.8㎝,
無界, 全葉 24行14字; 41.0 × 29.6㎝’로 24행 14자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

는데, 6권 1책의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四周單邊, 全郭
22.0 × 48.8㎝, 無界, 全葉 24行17字; 41.0 × 29.6㎝’로 24행 17자, 화엄경

탐현기는 ‘四周單邊, 全郭 21.9 × 57.4㎝, 無界, 全葉 28行18字; 41.0 ×
29.6 ㎝’로 28행 18자, 종경록(宗鏡錄)은 ‘上下單邊, 全郭 23.7 × 54.0
㎝, 無界, 全葉 30行17字; 41.0 × 29.6㎝’로 30행 17자 등의 다양한 형태

를 보이고 있다.
동아대학교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의 가치21)는 고려대장경판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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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래의 가치와 인경과정과 방식에서 비롯된 가치 두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서 고려대장경의 가치에 대해서는 불교
철학과 신앙의 원천인 원형성(originality), 고려불교의 대중성과 사회
성 획득의 결정체로 규정하기도 하고,22) 그 기능을 국가수호, 대장경으
로서의 완결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23)
고려대장경은 현존하는 대장경판 가운데 최고의 정확한 대장경으로
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송․거란의 대장경과
비교하여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빠진 곳을 찾아 넣는 등 다른 어느 대
장경보다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교정에 충실하였다. 고려대장경은 최
초의 대장경판인 북송의 관판대장경(官板大藏經)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고, 거란대장경(契丹大藏經)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遼代 불교학
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동아대학교 소장 고려대장경의 인경본에는 원천 자료가 풍부하게 담
겨 있다. 먼저, 각수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영
인본은 경전의 권수제(卷首題)와 한역자, 저술자, 경전 내용, 판제(板
題), 권미제(卷尾題), 간기(刊記) 등과 같은 경전 자체의 서지학적 정보

를 주목하여 편집하였으므로, 좌우 변란의 안팎에 새겨진 각수 및 발원
문의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반면 함진재 소장의 인
경본에는 인경 당시의 각수 자료가 상당 부분 원형대로 인경되어 있어
원천자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각수 자료 가운데
는 그들의 출신성분이나 발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고
21) 함진재 소장 인경본의 가치에 대해서는 신태갑․최영호, ｢동아대학교 함진
재 소장 강화경판 고려대장경 인경본의 자료적 가치와 활용방안｣, 석당
논총 57, 2013 참조.
22) 이재수, ｢고려대장경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의 방안｣, 한국교수불자연합학
회지 17-1, 2011.
23) 김성수, ｢해인사 대장경판의 기능 및 수량 재지정 문제에 관한 고찰｣, 서
지학연구 6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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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대장경의 역사․문화적 실체와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함진재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에는 ‘대장(大藏 ; 正藏)’외에 ‘외장
(外藏 ; 補板)’24) 자료를 거의 모두 담고 있다. 동국대 인경본은 강화경

판의 ‘대장’자료와 함께 ‘외장’의 일부인 소위 보유목록과 그 목록에
편제된 15종의 경전 종류만 영인․출간되었다. 때문에 외장에 편제된
대부분의 경전류는 영인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비해 함진재 소장
인경본에는 ‘외장’의 대부분이 인경되어 있다. 특히 이들 ‘외장’ 자료들
가운데 각수 및 발원문(誌․跋文) 자료들은 13세기 중엽 강화경판 조
성사업의 역사적 실체와 문화적 성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
는 당대의 원천텍스트이다.
이같은 특징과 가치를 지니는 함진재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은 고
려대장경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원천자료로 활용
되었다. 이를 통해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운영조직체계 및 역할, 판각
공간, 분사도감의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탐색되었으며, 조성사업 참여
자들의 다양한 출신성분과 그들의 현실인식 등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24) 강화경판 전체의 구성체제는 ‘大藏’과 ‘外藏’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장은
大藏目錄에 입장된 모든 경전을 포함하며, 외장은 補遺板目錄에 편제된
15종의 경전과 함께 소위 해인사의 寺⋅私刊本, 새로 발견된 분사도감판,
그리고 13세기 중엽 이후 새로 판각된 경판까지 해당한다.
김윤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2002, 43～46쪽.
최영호,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52～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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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동아대학교 고서 도서관 석당함진재에는 25,316여 책의 고서가 소장
되어 있다. 이들 고서는 동아대학교 설립자인 석당 정재환 총장의 고서
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수집하고 상당수의 개인
소장 고서를 기증한 것과 그 후 몇 차례의 기증을 받고 구입한 것들이
다.
함진재 소장의 이들 고서 중, 경부로 분류된 고서는 556종 2,312책으
로 전체 5,750종 22,170책의 10% 정도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사부에는
1,175종 7,331의 사서가 정리되어 있는데, 종수로는 전체 고서의 20%,

책수로는 33%를 차지하고 있다. 자부에는 2,014종, 8,118책이 포함되어
가장 많은 고서가 분류되어 있다. 종수나 책수에 있어서 전체의 35%를
넘고 있다. 마지막 집부는 2,005종에 4,409책으로 종수로는 전체의
35%, 책수는 20%를 차지하여 종수에서는 자부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는 동아대학교의 고전에 대한 연구와 역주사

업의 전개는 대학이 수집한 고서가 상당 수준에 올라 있었던 데서 비
롯된 것이기도 하고 고서의 수집과 정리작업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
었다. 동아대학교의 고려사 역주사업은 거질의 사서에 대한 역주사
업에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학계나 정부의 현
실을 감안할 때, 한국학 연구에 대한 열정과 의지 없이는 국가 차원이
아닌 단위 대학에서 결코 생각해볼 수 없는 중대 사업이었다.
고려사는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 나라 2대 정사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사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일 뿐아니라 전근대 우리 문물을 이
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동아대학교 소장 목판본 고
려사는 보기드믄 완질의 판본이다. 동아대본은 고려사 139권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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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분책하여 15개 함으로 분류하고 있다. 책은 그 권 수를 일정량
씩 묶은 것이기 때문에 책 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
량과 내용을 고려하면서 요령있게 묶을 때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동아대본 고려사는 규장각 소장의 85책 태백산사고본과 대
조해 본 결과, 그 광곽과 판심의 형태, 字形이 같은 모습이며, 오탈자가
동일하게 추출되고 있는 점도 동일한 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함진재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은 1963년 4월부터 1968년 9월까지
인출한 13질 가운데 1질이다. 동아대학교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의
가치는 고려대장경판이 갖는 본래의 가치와 인경과정과 방식에서 비롯
된 가치 두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고려대장경은 현존하는 대장경판
가운데 최고의 정확한 대장경이다. 함진재 소장의 고려대장경 인경본
에는 인경 당시의 각수 자료가 상당 부분 원형대로 인경되어 있어 원
천자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각수 자료 가운데는
그들의 출신성분이나 발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고려대
장경의 역사․문화적 실체와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다.

이 논문은 2017년 9월 30일에 투고 되어,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0월 3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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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alue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ollected by Jeong
Jae—Hwan(鄭在煥), the founder of
Dong-A University
Kim, Gwang-Cheol
There are many ancient books in the Hamjinjae(函珍齋) of
Dong-A University. The volume of books is 22,170 books of 5,750
kinds. These ancient books have collected by Jeong Jae-Hwan, the
founder of Dong-A University. These books are classified in the
form of Siku Quanshu(四庫全書). The volume of Gyung-Bu(經部) is
2,312 books of 556 kinds, Sa-Bu(史部) is 7,331 books of 1,175 kinds,
Ja-Bu(子部) is 8,118 books of 2,014 kinds, Jip-Bu(集部) is 4,409
books of 2,005 kinds.

Goryosa(高麗史) is essential data for the study of the Goryeo
period and is a precious cultural heritage of ours. There are 80
editions of Goryosa home and abroad these days. But most of
them are missing volumes and only 5 complete sets of works exist
including one owned by Dong-A University (hereinafter the DAU

Goryosa). The DAU Goryosa printed from woodblocks is
compiled into 75 volumes, combining some of Ji(志) and Yeoljeon(列

傳) into a book in one volume or a book in three vol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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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U Goryosa is the same book as one in 85 volumes
owned by Gyujangkak(奎章閣),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confirmed that quite a few misprints and omitted words are found
in Goryosa printed from woodblocks. Thi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missing and omitted words had been increased in the process
of publication from the first edition to Eulhae letter edition and to
final carving edition in woodblocks. However quite a few misprints
and omitted words there are found in Goryosa printed from
woodblocks, they limit to only a small number among 800 thousand
words in all.
The Tripitaka Koreana(高麗大臧經) wooden printing blocks
have been recognized as a priceless Korean cultural heritage since
the 13th century. They represent the advanced level of Buddhist
studies at that time and its printing technology. The Tripitaka
Koreana also reflect the universal cultural values of 13th century
East Asia.
This study analyzed into the source-value of the Tripitaka
Koreana in the Hamjinjae(函珍齋) of Dong-A University. This
Tripitaka Koreana was printed from 1963 to 1968. This Tripitaka
Koreana has been printed in a circular pattern, providing a rich
source of data.
Key Words : Jeong Jae-Hwan(鄭在煥), Dong-A University
Hamjinjae(函珍齋), Goryosa(高麗史), Gyujangkak(奎
章閣), Tripitaka Koreana (高麗大臧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