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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목적

 교내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요청

 도서관 이용자의 고문헌 상시 접근

 한국학 연구 분야의 동기 부여

 국학자료실 소장 고문헌의 홍보

교내 연구프로젝트,학술발표회 지원

고문헌 관련 교내 수업 지원



2. 전시 개요

횟수 1년 4회(3개월 주기)

장소 중앙도서관 5층 국학자료실 내 전시공간

전시 고문헌 회당 12종 내외(24책 내외)

교내홍보 연세소식(교내 기관지)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Reseasch Guide 

교내 연구원 지 원 인문학연구원 연구 프로젝트 지원

국학연구원 학술발표회 지원

수업 지원 한국학 관련 수업



3. 진행 현황-1

회차 제목 기간

1회 한국의 『논어』 주석서 2008.7.14.~8.31.

2회 한글 관련 고문헌 2008.9.1.~2008.11.30.

3회 천자문, 문자와 서예 학습의 기초 2008.12.1.~2009.2.28.

4회 심경, 심성 수양의 이론적 정립과 전개
의 양상

2009.3.2.~2009.5.29.

5회 개화기 서적 출판의 양상 2009.6.1.~2009.8.31.

6회 칠리 이광린의 기증 자료 전시회 2009.9.1.~2009.11.30.

7회 고문헌으로 살펴보는 효, 효행 2009.12.1.~2010.2.26.

8회 김준석 교수의 기증 고서 전시회 2010.3.2.~2010.5.31.

9회 고문헌으로 보는 옛 사람의 초상 2010.6.1.~2010.8.31.

10회 조선왕조의 기록유산, 의궤 2010.9.1.~2010.11.30.

11회 전환기, 조선 지성의 구도 2011.10.17.~2012.2.29.

12회 연세 필독 고문헌 2012.3.2.~2012.5.31.



2. 진행 현황-2
회차 제목 기간

13회 의료 선교사 E.B.Landis(1865-1898)

와 그의 컬렉션
2012.6.1.~2012.9.28.

14회 다산 정약용 관련 문헌의 재조명 2012.10.2.~2012.11.30.

15회 필사에서 인쇄로 2012.12.3.~2013.2.28.

16회 사씨남정기의 이본들 -필사본 시리
지 2: 고소설 필사본의 유통과 대중화

2013.3.4.~2013.5.31.

17회 맹자에 이르는 길- 구결의 세계 2013.6.3.~2013.8.30.

18회 붓으로 남긴 경전의 세계 2013.9.2.~2013.11.29.

19회 조선 예학(禮學)의 발전과 예서(禮書)

의 양상
2013.12.2.~2014.2.28.

20회 조선의 산하, 한국의 지리지 2014.3.3.~2014.5.30.

21회 조선의 지리, 읍지의 양상 2014.6.2.~2014.8.29.

22회 신문연재소설의 등장과 발전 2014.9.1.~2014.12.12.

23회 조선시대의 농서 2014.12.15.~2015.2.27.

24회 서적의 유통과 방각본 2015.3.2.~2015.5.29.



2. 진행 현황-3

회차 제목 기간

25회 조선시대의 자전 2015.6.1.~2015.8.31.

26회 조선의 백과사전, 유서(類書) 2015.9.1.~2015.11.30.

27회 조선의 법률과 법전 2015.12.1.~2016.2.29.

28회 조선의 교육제도와 교과서 2016.3.2.~2016.5.31.

29회 조선시대, 주자대전의 이해와 심화 2016.6.1.~2016.8.31.

30회 조선시대, 병서(兵書)의 양상 2016.9.1.~2016.11.30.

31회 조선후기의 도교류(道敎類) 고문헌 2016.12.5.~2017.2.28.

32회 조선후기의 언해서(諺解書) 2017.3.2.~2017.5.31.

33회 천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길 2017.6.1.~2017.8.31.

34회 문집으로 살펴보는 단군(檀君) 2017.9.1.~2017.11.30.

35회 전(傳)으로 살펴보는 옛사람들의 삶 2017.12.1.~2018.2.28.

36회 최석규 선생 기증유고 전시회 2018.3.2.~2018.5.31



2. 진행 현황-4

회차 제목 기간

37회 조선시대, 일기류 고문헌의 양상 2018.6.1.~2018.8.21.

38회 조선시대 고서의 삽화 2018.9.3.~2018.11.30.

39회 한국 금석문의 백미, 탁본(拓本) 2018.12.3.~2019.2.28.

40회 국난 속에 피어난 의열(義烈) 2019.3.4.~2019.5.31.

41회 전란(戰亂)의 기억 2019.6.13.~2019.8.30.

42회 정조(正祖)의 서재 2019.9.2.~2019.11.28.

43회 조선 명가의 고문헌, 풍산홍씨 가문 2019.12.2.~2020.2.27.

44회 조선 왕실의 문(文)과 필(筆) 2020.3.2.~2020.5.29.

45회 조선 명인의 장서인(藏書印) 2020.6.1.~2020.8.31.

46회 나랏님 선물, 내사본(內賜本) 2020.9.1.~2020.11.30.

47회 조선 명가의 고문헌 2, 안동김씨 가문 2020.12.15.~2021.2.26.

48회 스승의 일대기, 연보(年譜) 2021.3.2.~2021.5.31.



3. 전시 홍보-교내 홍보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연세소식(교내 기관지)



4. 전시 홍보-

1) Reseasch Guide 개설URL: https://yonsei.kr.libguides.com/48-archives

2) 전시 설명

yonsei.kr.libguides.com/48-archives


5. 진행 사례-정조의 서재(제 42회)

- 皆有窩, 承華樓(七分序, 三三窩 附屬), 觀物軒, 時敏堂, 景賢堂 등

1.



5.1. 정조의 서재-承華樓



5.2. 개유와, 승화루의 위치



5. 3. 전시 고문헌 개요(11종 16책)

전시 소주제 전시 고문헌 특기 사항

정조의 학예 弘齋全書, 列聖御製御筆東南墓
碑文, 朝鮮國鎭安大君諡靖懿公
墓碑銘

정조의 文과 筆

정조의 경학과 소장
도서

御定四部手圈, 御定大學類義, 

四書廣註, 御前親幕題名帖
弘齋, 承華章圭
등의 장서인이 찍
인 정조 수택본

정조 시대의 군신과
禮制

太學銀杯詩集, 正始文程, 奎章
閣志, 宮園儀

李書九, 南公轍
등에게 하사한 서
적 등



5.4. 전시 고문헌의 내용-1

전시 고문헌 내용

弘齋全書

- 정조의 시문집, 184권 100책
- 1799년(정조 23), 奎章閣 直提學 徐浩修가 주가 되어 御製

會粹法을 정하고 儀例를 세운 후 編次를 나누어 李晩秀·金
祖淳·李在秀 등이 편찬

- 편찬 도중 서호수가 사망, 徐榮輔가 맡아 총 190편을 완성. 

2차 편찬은 1800년 정조가 승하할 때까지 약 반년간의 저
술을 덧붙여 1801년(순조 1) 12월에 沈象奎가 주가 되어
편찬

列聖御製御筆東南廟碑文帖

- 관우(關羽)의 사당 동남묘(東南廟)에 세운 어제 비석의 탁본
을 집대성한 책.

- 肅宗, 英祖, 思悼世子, 正祖의 친필 집성
- 1786년 3월 提學 趙㻐이 內賜 받은 것이다. 정조 어필의

경우 도장 當宁宸章, 弘齋가 각인되어 武安王廟碑銘이라는
전액과 어제 어필 본문으로 구성, 즉위 9년인 1785년에 쓴
것이다. 



5.4. 전시 고문헌의 내용-2

전시 고문헌 내용

朝鮮國鎭安大君諡靖懿公墓碑銘

- 1790년 정월 28일, 司直 尹東暹(1710∼1795)에게 내사된
鎭安大君 李芳雨(1354-1394)의 묘비명 탁본

- 정조 13년 2월, 능행 당시 진안대군의 15세손인 충주의 幼
學 李國柱로부터 실전 묘의 발견을 보고 받은 후 그해 12월
에 立碑

- 1790년 1월에 하사 받았다는 내사기를 통해 수비(竪碑) 직
후에 하사된 탁본임을 알 수 있음

御定四部手圈

- 經·史·子·集에서 필독할 내용들을 선별, 批點과 圈點을 가하
여 편집, 1797년(정조 21) 10월부터 1798년 10월 사이에
편찬

- 정조 사후 1801년(순조 1)에 25권 12책으로 정리되어 목판
본으로 간행

- 해당 수권의 편찬 과정을 표로 정리한 「課程日表」가 있어서
전체적인 편찬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음

- 순조의 외숙 朴宗輔의 소장본



5.4. 전시 고문헌의 내용-3

전시 고문헌 내용

御定大學類義

- 正祖가 직접 편찬한 『大學』의 주석서
- 1781년(정조 5)에 편찬, 1787년까지 교열을 거쳤으며

1805년(순조 5)에 간행
- 徐瀅修, 李晩秀, 洪奭周, 徐榮輔, 朴宗慶 등이 편찬에 참여
- 주자의 『대학장구』를 근간으로 하여 진덕수의 『大學衍義』, 

명나라 구준의 『大學衍義補』에서 중요한 대목을 뽑았다.

四書廣註

- 張謙宜(淸. 山東 膠州 사람. 자는 繭齋‚ 호는 稚松. 만년에
독서에 열중, 1706년-康熙 45년에 비로소 進士 급제)가
『四書』에 대한 주자의 『章句』와 『集註』를 위주로 하여 『或
問』, 『語類』, 『주자대전』 순으로 배열하여 집대성

-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康熙 연간(1662-1722)에
편집한 것으로 추정, 영조 연간에 수입되어 간행

- 弘齋, 承華藏圭, 大文章自六經來 讀書有三到眼到口到心到 作
文有三到氣到神到識到 등 정조의 장서인이 찍인 수택본, 전
체 36권 20책



5.4. 전시 고문헌의 내용-4

전시 고문헌 내용

御前親幕題名帖

- 別軍職 무신들의 명단 기록.

- 別軍職은 孝宗이 심양에 다녀온 8명의 군관들을 대우하기
위해 설치한 侍衛軍官에서 유래, 이후 大殿의 호위를 담당

- 1787년(정조 11)에 쓴 정조의 어필 御前親幕, 겸사복장 柳
孝源을 위시, 별군직에 임용된 49인의 명단, 직함, 가문, 출
생, 등과, 별군직에 임명된 연도 등을 기록, 서문 말미에 정
조의 인장 弘齋와 萬幾之暇가 찍혀 있다.

太學銀杯詩集

- 1798년(正祖 22), 成均館에서 孝宗의 故事에 따라 『詩經』, 

「鹿鳴」의 시구 ‘我有嘉賓’을 새긴 銀杯를 하사, 御製文을 내
리자 太學生들이 箋文을 올려 사례한 글을 모아 간행.

- 宋堯相, 檢校提學 鄭民始, 原任 直提學 金載瓚, 原任 直閣 金
祖淳, 李始源 등 총 280명의 글이 수록, 李晩秀가 발문을 썼
음

- 1799년 3월, 幼學 南公轍이 內賜 받음. 



5.4. 전시 고문헌의 내용-5

전시 고문헌 내용

正始文程

- 정조(正祖) 때에 이루어진 科文集
- 정조 즉위 후 문신과 泮儒들에게 課試를 시행, 20년 동안

인재를 배양
- 1795년(정조 19), 抄啓文臣들의 試券과 泮儒들의 應製 試

券을 考閱, 表·賦·詩 등을 규장각에 명하여 편집 간행

- 1795년 4월, 抄啟文臣 李書九가 內賜 받음

奎章閣志

- 1776년에 신설된 규장각의 연혁지
- 정조의 어명으로 徐命膺·黃景源·李福源 등이 편집, 1784년

(정조 8)에 丁酉字로 간행
- 御製序文, 이복원·李徽之·황경원·서명응·金鍾秀 등 5인의

발문, 8목 34항으로 구성



5.4. 전시 고문헌의 내용-6

전시 고문헌 내용

宮園儀

- 1776, 정조의 사친 사도세자의 사당 景慕宮, 무덤 永祐園의
제향에 관한 각종 도설과 예식를 제정해 놓은 의례서

- 어제 서문 및 「경모궁의」에는 宮宇·享祀班次·設饌·속절삭망
설찬·작헌례설찬·봉안의물·제기·악기·무기·악·무·제복·척도, 

「영우원의」에는 정자각·향사반차·설찬 항목을 수록
- 하책은 「경모궁의」의 총서·봉안규제·제향식례·궁사솔속·변

사·시일·축식·악장·의주, 「영우원의」의 총서·상설 규제·제향
식례·원사솔속·시일·축식·의주·부록 등으로 구성



* 정조의 장서인

서명 장서인

武藝圖譜通志 萬幾之暇, 止戈爲武, 壯勇營藏版

史記 承華, 弘齋, 恩賜, 厢庫

四書廣註 弘齋, 承華藏圭, 大文章自六經來 讀書有三到 眼
到口到心到 作文有三到氣到神到識到

三韻聲彙 貳極之章, 觀物軒

書傳 大文章自六經來 讀書有三到 眼到口到心到 作文
有三到 氣到神到識到, 承華藏圭, 弘齋

詩傳 大文章自六經來 讀書有三到 眼到口到心到 作文
有三到 氣到神到識到, 承華藏圭, 弘齋

周易傳義大全 春宮, 大文章自六經來 讀書有三到 眼到口到心到
作文有三到 氣到神到識到, 承華藏圭, 弘齋



* 정조의 장서인

서명 장서인

欽定書經傳說彙纂 萬機, 弘齋

欽定詩經傳說彙纂 萬機, 弘齋

欽定春秋傳說彙纂 萬機, 弘齋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