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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7세기 후반 조선 지성계의 동향을 살펴볼 때, 南溪 朴世采(1631-1695)의 

정치․사상사  활동  그가 남긴 방 한 술에 한 검토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  하나일 것이다. 그는 정치 으로 노․소론의 갈등 속에서 

도  입장을 견지하며 두 정 의 보합을 도모하 고, 더 나아가 숙종 연간 皇

極蕩平論을 통해 18세기 蕩平政治의 이론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1)평가된다.1) 

사상 으로는 당시 서인의 종장이던 尤庵 宋時烈(1607-1689)로부터 제자가 아

닌 학문  동료로 인정받을 정도로, 經學․禮學 등의 방면에서 탁월한 업 을 

남기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巨儒이기도 하 다.2)2) 한 박세채는 正集 87권, 

1) 박세채의 정치 활동에 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朴光用, 1984 ｢蕩

平論과 政局의 변화｣ 韓國史論 10 ; 姜信曄, 1990 ｢17세기 후반 박세채의 탕평

책｣ 동국역사교육 2 ; 禹仁秀, 1994 ｢朝鮮 肅宗朝 南溪 朴世采의 老 仲裁와 

皇極蕩平論｣ 歷史敎育論集 19 ; 鄭景姬, 1993 ｢肅宗代 蕩平論과 蕩平의 시도｣ 

韓國史論 30. 
2) 박세채의 사상  활동에 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姜信曄, 1991 

｢朝鮮後期 南溪 朴世采의 禮治論｣ 慶州史學 9 ; 정경희, 1994 ｢17세기 후반 '

향노론' 학자의 사상-박세채․김간을 심으로-｣ 역사와 실 13 ; 都民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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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集 16권, 續集 22권 등 도합 125권 56책에 달하는 방 한 문집과 더불어 40

여 종에 달하는 개별 술을 남기기도 하 으니, 그를 17세기 후반 조선 지성

계의 핵심  인물  하나로 평가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듯하다.

그런데 박세채의 생애와 활동에 한 연구는 의외로 불과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소수에 불과한 기존 연구들 에서도 그의 정치 ․학문  정

체성에 한 평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혹자는 박세채를 ‘소론의 수’라 

말하는 반면 혹자는 그를 ‘ 향노론’이라고 표 하기도 한다. 이처럼 박세채에 

한 상이한 歷史像이 형성된 까닭은 우선 그 자신의 정치․사상  행로가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박세채는 종 연간 禮訟 등의 사안에 

해서는 송시열과 입장을 함께 하 다. 그러나 숙종  庚申換局을 주도한 勳

戚들에 한 처벌  太祖徽號追上 등 례문제가 두하 을 때에는 송시열

의 의견에 반 하 다. 그리고 老 分岐의 결정  계기가 된 懷尼是非 에는 

송시열과 윤증의 화해를 주선하며 립  태도를 견지하 다. 사상 으로는 

그 자신이 周大義와 宋代 道學의 정통성 확립에 주력한 ‘朱子主義 ’ 음에

도 불구하고, 그의 인척 에는 西溪 朴世 (1629-1703)과 같이 주자학에 비

인 인물이 있었고 문하에서는 霞谷 鄭齊斗(1649-1736)와 같은 양명학자가 

배출되기도 하 다. 

이처럼 단순치 않은 박세채의 행 을 감안하면, 기존 연구들에서 엇갈린 결

론을 내리고 있는 간의 사정을 략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통해 박세채가 남긴 작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그의 사상 모가 

완 히 해명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그를 어느 

정  혹은 어느 학 의 일원으로 넣어 17세기 지성계의 동향을 해명하기 보다

는 우선 그가 남긴 술에 한 구체  검토를 통해 그의 정치 ․사상  행

을 추 하는 작업이 일차 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박세채에 한 연구의 기  작업의 

하나로서 그의 주자학 이해를 심으로 한 학술활동의 반 인 경향을 검토

1994 ｢南溪 朴世采의 性理說에 한 一 察｣ 儒敎思想硏究 7 ; 김교빈, 1999 ｢조

선 후기 주자학과 양명학의 논쟁-정제두와 박세채․윤증․민이승․박심․최석정

의 논쟁을 심으로-｣ 시 와 철학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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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려 한다. 그리고 그의 주자학 연구 경향을 보여주는 상징  자료인 朱
子大全拾遺의 편찬 경   이를 둘러싼 송시열과의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후기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박세채가 했던 학문  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朴世采의 생애와 술활동 

박세채는 조선왕조가 내외 으로 심각한 변화를 맞이하 던 격동기에 태

어나 일생을 보냈다. 그가 출생한 17세기 반의 조선사회는 내부 으로 廢母

殺弟의 반인륜  행태를 보인 해군의 悖政 그리고 신하들이 임 인 해군

을 폐출시킨 사건인 仁祖反正을 겪으면서, 국  이래 왕조의 지배이념으로 기

능하던 성리학의 핵심 가치인 綱常倫理의 혼란에 직면하고 있었다. 한 밖으

로는 1627년(인조 5)의 정묘호란을 통해 원의 覇 로 성장해 가던 청나라의 

세를 감하 고, 뒤이어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1644년(인조 22) 명

나라 멸망의 결과 ‘中華’와 ‘夷狄’의 지 가 顚倒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그

리고 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한 방향성의 상이함으로 말미암아, 西人과 南

人을 심으로 한 당  간의 갈등이 차 고조되기 시작하 다. 박세채가 출

생 직후 직면하 던 이상과 같은 시  상황은 그의 삶과 학문의 형성에 커

다란 향을 주어 禮學과 周論 그리고 皇極蕩平論의 형성으로 구체화되었

고, 이러한 그의 학문 가운데 朱子學이 자리잡고 있었다.

박세채의 字는 和叔, 號는 玄石․南溪로, 국  이래 서울 지역의 名閥로 이

름을 떨친 潘南朴氏 집안에서 출생하 다.3)3)그의 선조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고려 공민왕 연간 圃隱 鄭夢周 등과 교유하며 성리학 수용에 큰 공

로를 세우고 親明政策을 주장하다 화를 입었던 朴尙衷(1332-1375)이4)있었다.4)

3) 박세채의 가계  행 에 한 서술은 제자 金榦이 지은 박세채의 行狀을 토 로 

삼았고, 이에 해서는 일일이 주석을 달지 않는다. 金榦, 厚齋集권44, ｢文純公

南溪先生行狀｣ 참조.

4) 박세채는 박상충의 華攘夷의 행 이 정몽주에 버 가는 것이라 평가하며, 자신

의 집안이 周大義의 통을 지니고 있음을 크게 자부하 다. 朴世采, 南溪集
권32, ｢ 李同甫別紙-辛酉六月二十九日｣ “夫有天下國家  於其前代之臣 苟非道義

風烈實關於萬世  未嘗輕加追典 諸史牒其亦罕矣 大 之請加褒崇于圃隱潘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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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상충의 아들이자 稼亭 李穀의 외손이기도 한 朴訔(1370-1422)은 태

종 즉 에 공을 세워 佐命功臣에 策 되고 左議政과 錦川府院君의 지 에 올

랐다. 

이후 寒暄  金宏弼의 문인인 고조부 冶川 朴紹(1493-1534)가 종 연간 

三司를 심으로 활동하며 靜庵 趙光祖 등 己卯名賢들과 교유함으로써, 그의 

집안은 16세기 서울지역 士林의 핵심부에 자리잡게 되었다. 박소의 아들이자 

박세채에게 증조부가 되는 拙軒 朴應福(1530-1598)은 大司憲을 지내고 왜란 

때 선조를 扈從하다 病死하 고, 박응복의 형 朴應 (1526-1580)은 宣祖妃 懿

仁王后의 아버지로 潘城府院君에 올랐다. 조부 錦溪君 朴東亮(1569-1635)은 

이른바 선조의 遺敎七臣  한 사람으로 선조～인조 에 걸쳐 조정의 심에

서 활동하 고, 그의 큰아들이자 박세채의 伯父인 錦陽衛 朴瀰(1592-1645)는 

선조의 부마 다. 이 듯 그의 집안은 개국 이래 16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로 科擧를 통해 고  직에 진출하거나 왕실과 맺은 인척 계를 통하여 

정계의 핵심에 치하 던 서울 지역의 名門이었다. 특히 선조의 近臣으로서 

임란 극복의 과정에서 크게 활약한 조상들의 행 은 박세채의 周大義 형성

에 지않은 향을 주었다. 

아버지 中峯 朴漪(1600-1645) 한 당시 서울 학계를 주도하던 白沙 李恒

福(1556-1618)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張維․鄭弘溟과 교유하는 등 17세기 반 

앙 학계의 핵심부에서 성장한 인물이었다.
5)
5)그는 문과에 제하여 홍문  

교리와 사헌부 장령 등 淸要職을 두루 역임하 으며, 17세기 반 서인의 

수  하나이자 스승인 象村 申欽(1566-1628)의 딸과 혼인하여 1631년(인조 

9) 박세채를 낳았다. 

서울 倉洞에서 출생한 박세채는 어린 시  아버지 박의로부터 을 배우며 

로 해져 온 家學의 통 속에서 성장하 다. 18세가 되던 1648년(인조 

26) 진사시에 제하여 성균 에 들어가 수학하게 된 박세채는 1650년(효종 

1)  牛溪 成渾과 栗谷 李珥의 文廟從祀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참여하게 되

二先生 其義甚大 ( 략) 且嘗聞大 之餘論 以爲論其道學 潘南當爲圃隱之亞 而論

其大義 則視諸圃隱有加而無遜”.

5) 宋時烈, 宋子大全 권163, ｢錦陽君朴公神道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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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학 유생들이 牛․栗 兩賢의 문묘종사를 청원하자 남 유생 柳㮨이 

두 사람의 학설을 異端으로 배척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때 성균 에서는 유직에게 付黃하는 벌을 내렸지만 

효종이 곧 유직에 한 처벌을 풀어주도록 명하 다. 그러자 박세채는 성균  

유생들을 표하여 유직의 죄를 성토하는 상소를 주도하 다가 효종으로부터 

엄한 비답을 받게 되었고, ‘임 께서 선비들을 이처럼 박하게 하시니, 앞으

로 어  감히 의견을 다시 올릴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하며 성균 에서 물러

났다. 이 일을 계기로 박세채는 평생토록 직에 나아갈 뜻을 버리고 山林에 

은거하며 학문에 념할 것을 결심하 다고 한다. 

성균 에서 물러난 박세채는 1651년(효종 2) 당시 서인 에서도 주자학의 

이념에 충실한 태도를 견지하며 강경한 척화 노선을 내세우던 이른바 ‘山黨’의 

수 淸陰 金尙憲(1570-1652)과 愼獨齋 金集(1574-1656)의 문하에 나아가 학

문을 배우게 되었다. 이들에게 수학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斥和論의 

상징인 김상헌과 禮學의 泰斗 던 김집의 학풍은 周大義와 禮學을 심으

로 한 박세채 학문의 大體를 형성  해  기본 토 다고 볼 수 있다. 한 

두 사람의 문하에서 수학한 경험은 형 인 료가문 출신인 박세채로 하여

 직에 연연하지 않는 山林的 성향을 지니게 하 고, 한 송시열 등 호서

지역 학자들과 한 교유를 맺게 하 던 배경을 이루기도 하 다. 

박세채는 1659년 5월 효종이 승하한 뒤 慈懿大妃의 服制가 문제되어 己亥

禮訟이 일어났을 때 지은 ｢服制私議｣를 통해 송시열이 제기한 朞年說을 지지

하고 남인 尹善道·尹鑴 등이 내세운 三年說의 부당성을 체계 으로 비 하

다.
6)
6) 한 1667년( 종 8) 명나라 遺民들이 제주도에 표류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청나라의 보복을 염려하여 그들을 북경으로 압송하려던 조정 료들

의 견해를 반박하며, 再造之恩에 한 보답과 周大義의 원칙을 천명할 것을 

주장하 다. 그리고 1670년( 종 11)에는 周 의리를 실천한 인물들의 행

을 정리하여 中 遺蹟과 明季殉節 이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하 다. 

종 연간 박세채는 송시열과 더불어 정치  이념과 행동을 함께 하 을 

뿐 아니라, 학문  차원에서도 栗谷學脈의 도학  정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6) 南溪集 권56, ｢服制私議-庚子五月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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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었다.
7)
7)그같은 지향을 보여주는 표 인 술로는 1666년( 종 7) 2월

에 완성한 東儒師友 을 들 수 있다. 동유사우록은 신라의 薛聰과 崔致遠

으로부터 해지는 우리나라 도학의 승 과정을 집록한 책이라 할 수 있는

데, 박세채는 李滉과 曺植을 거친 도학의 정맥에 이이를 참여시킨 반면 성혼

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 1672년( 종 13) 완성한 栗谷續集․栗
谷外集․栗谷別集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박세채는 일 부터 이이의 술을 

정리하는 작업에 각별한 공력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8)
8)반면 성혼에 해서는 

牛溪續集의 편찬과 련한 약간의 기록만이 그의 행장에 해질9)뿐이다.9)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종 말년 무렵 송시열과 친 한 계를 유지

하며 서인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종 말년에 이르러 박세채는 1773년( 종 14) 閔愼 집안의 복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송시열과 의논하여 閔愼으로 하여  실성한 부친을 신하여 祖

父의 상복을 입도록 하 다.
10)10)이는 宗法을 토 로 禮의 보편성을 강조한 서

인 학의 논리  귀결이라 할 수 있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1674년

( 종 15) 甲寅禮訟의 과정에서, 민신으로 代服하게 한 박세채와 송시열의 

론은 國  金佑明으로부터 소 세자의 아들 신 왕 를 계승하 던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不忠’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목되어 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박세채는 갑인 송 직후 경기도 楊根으로 물러나 은

거하게 되었고, 곧이어 숙종이 즉 한 직후 남인 정권이 들어서자 削版되는 

처지에 이르 다. 효종～ 종 연간의 은거가 자발  성격이었던데 비해, 숙종

 7) 17세기 후반 서인의 다양한 학문  계보 가운데 이이 학통의 정통  지 가 확

립되어 가는 과정에 해서는 우경섭, 2006 ｢宋時烈의 道統論과 文廟釐正 논의｣ 

韓國文化 37, 92-112면 참조.

 8) 17세기 이이 술에 한 정리 작업이 지닌 도통론  함의에 해서는 유새롬, 

2006 ｢17세기 서인의 학통의식과 栗谷年譜의 편찬｣ 韓國史論 52 참조.  

 9) 厚齋集 권44, ｢文純公南溪先生行狀｣ “其他日用諸訓 學法總說 四禮變節 讀書記 

白鹿規解 朱文拾遺 先聖手筆 理學通 補集 伊洛淵源續  三先生遺書 中 遺蹟 

書院攷證 增删濂洛風雅 溪語  栗谷續外別集 牛溪續集等書 或發揮經旨 或羽翼

斯文 或論爲學次第 或 變禮節文 其繼開之功 纂述之富 實近代儒賢所未有也”.

10) 종  후반 閔愼 집안의 복제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복제논쟁의 구체  경

에 해서는 이원택, 2004 ｢17세기 閔愼 代服 사건에 나타난 宗法 인식-朴世采

와 尹鑴의 논쟁을 심으로-｣ 法史學硏究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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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권수

/ 책수
편찬연월 서명

권수

/ 책수
편찬연월

寄齊雜記 / 3 1658년(효종 9) 4월 耘谷詩史 / 1 1677년(숙종 3) 9월

變禮質問 / 2 1659년( 종 즉) 8월 增刪風雅 / 1 1677년(숙종 3) 10월

崇孝 14 / 7 1661년( 종 2) 10월 春秋補編 3 / 2 1677년(숙종 3) 12월

東儒師友 / 10 1666년( 종 7) 2월 讀書記 4 / 8 1677년(숙종 3) 무렵

古今文宗 / 15 1667년( 종 8) 8월 心學至訣 2 / 1 1678년(숙종 4) 8월

敎法要旨 / 1 1668년( 종 9) 1월 二書要解 / 2 1680년(숙종 6) 8월

先聖手筆 / 1 1668년( 종 9) 1월 家語外編 / 5 1681년(숙종 7) 9월

稽治 / 1 1669년( 종 10) 2월 靜庵集 / 4 1682년(숙종 8) 6월

二先生遺稿 / 1 1669년( 종 10) 6월 栗谷四書諺解 / 6 1682년(숙종 8) 7월

明季殉節 / 1 1670년( 종 11) 2월 汾西集 / 4 1682년(숙종 8) 12월

中 遺蹟 / ? 1670년( 종 11) 무렵 新定自警編 / 5 1684년(숙종 10) 12월

에 들어와 박세채는 ‘誤禮’에 한 책임을 지고서 서울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이후 그는 庚申換局으로 다시 서인이 집권하기까지 6년 동안 砥平․原州․

楊州 등지를 떠돌며 정치 으로 불우한 시 을 보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박

세채에게 학문에 념하며 많은 술을 남길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 다. 

이때에 찬술된 표  업 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조선 도학의 흐름을 정리한 동유사우록의 차원을 넘어 孔子로부터 시작되어 

朱子로 해지는 도통론의 개과정을 정리한 理學通 補集과 伊洛淵源續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四書五經을 심으로 한 주자학의 경서들

에 한 연구 성과들로, 書經 ｢洪範｣에 한 주석이라 할 수 있는 範學全

編, 주자의 春秋 련 說들을 모아 편찬한 春秋補編,  學․大學․
近思 ․中庸에 한 諸家의 주석을 모아 정리한 讀書記, 敬에 한 先

儒들의 학설을 수집하여 엮은 心學至訣 등이 있다. 이 때에 이루어진 술

들을 포함하여, 그가 평생토록 남긴 編․著書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11)<표 1> 朴世采의 주요 編․著書 목록11)

11) <표 1>의 내용은 南溪集 권58에 수록된 ｢記論著大旨｣  제자 김간이 지은 박

세채의 行狀, 그리고 서울 학교 규장각에서 편찬한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  
등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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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詩要義 / ? 1671년( 종 12) 무렵 三先生遺書 3 / 1 1685년(숙종 11) 8월

栗谷續集 / 4 1672년( 종 13) 6월 壯節公遺蹟 / 1 1686년(숙종 12) 6월

栗谷外集 / 4 1672년( 종 13) 7월 六禮疑輯 10 1690년(숙종 16) 3월

栗谷別集 / 3 1672년( 종 13) 7월 心經標題 / 1 미상

朱子大全拾遺 6 / 2 1672년( 종 13) 8월 四禮變節 미상 미상

書院事蹟 / 1 1673년( 종 14) 8월 仲峰集 / 2 미상

理學通 補集 / 1 1675년(숙종 1) 3월 家禮要解 미상 미상

伊洛淵源續 / 1 1675년(숙종 1) 6월 三禮 3 / 1 미상

溪語 / 1 1676년(숙종 2) 7월 經遺編 미상 미상

範學全編 / 3 1676년(숙종 2) 10월 聖賢遺模 / 7 미상

鳳村集 / 1 1677년(숙종 3) 4월 白鹿洞規解 / 1 미상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다시 서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박세채는 여

러 차례에 걸쳐 숙종의 간곡한 부름과 송시열의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좀처

럼 조정에 출사하지 않다가 결국 1683년(숙종 9) 이조참의를 제수받고 직에 

나아갔다. 그리고 ‘乾剛之道를 체득하고 皇極之道를 세우고 華夷之道를 변별할 

것’을 당부한 袖箚를 올리고,12)12)경연에 입시하여 心經 등을 강론하 다. 

그런데 이후 조정에 머무는 동안 박세채는 차 송시열과 의견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이 태조 李成桂에게 徽號를 追上하자는 송시열

의 주장에 반 한 일이었다. 이 때 송시열은 태조의 化島回軍이 지닌 周

大義를 宣揚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지만, 그는 태조의 공 을 開國創業의 

공로에서 평가해야 할 뿐 潛邸 시 의 화도회군은 徽號 追上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었다.13)13)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 서인 내부의 

은 료들이 경신환국 당시 남인에 한 譏察을 행하 던 金益勳  그를 비

호하던 송시열을 공격하 을 때, 박세채는 김익훈의 죄상과 더불어 연소한 臺

臣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뜻을 숙종에게 진달한 일이었다.

게다가 1684년(숙종 10) 무렵부터 尹宣擧의 墓碣을 둘러싸고 송시열과 尹

12) 南溪集 권16, ｢癸亥煕政 啓箚｣ “苟能盡其所 體乾剛之道 則君德正而萬事理矣 

能盡其所 建皇極之道 則擧錯公而人心服矣 能盡其所 卞華夷之道 則大義明而讎

恥復矣 當今國計民憂 其端千百 靡所不有 而論其大要 無出於三  倘蒙聖明於此有

所嘿察而深納之”.

13) 南溪集 권23, ｢答沈德升-八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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拯 사이에 懷尼是非가 본격화되자, 박세채는 두 사람의 화해를 도모하여 노․

소의 분립을 막기 해 노력하 다. 즉 ｢師友 證｣이라는 을 통해 윤증의 

背師를 질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송시열에게 윤선거의 江都事가 불가

피한 일이었음을 변호하 는데,
14)14)박세채의 이같은 노소 립의 태도는 결국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과의 계를 소원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 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박세채는 붕당의 화가 망국에 이를 것이라는 기의식을 가

지게 되었고, 붕당 간의 갈등을 조정할 주체로서 국왕의 역할을 강조한 皇極

蕩平論을 극 으로 주창하며 붕당의 폐해를 구제하고자 하 다.15)
15)

그러나 1688년(숙종 14) 박세채는 숙종의 총애를 받던 東平君 李杭의 횡

을 비 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숙종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일

어난 己巳換局의 결과 남인 정권이 성립하여 성혼․이이가 문묘에서 黜享되

었을 뿐 아니라 仁顯王后가 廢黜되고 송시열이 賜死되는 일이 벌어지자, 시골

로 물러나 두문불출하며 5년간의 은거 생활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학문에 념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는데, 특히 주자학의 정통성을 수호하

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 다. 1691년(숙종 17) 문인 鄭齊斗에게 보낸 ｢王陽

明學辨｣이 표 인 인데, 이 을 통해 박세채는 ‘古本大學’, ‘大學問’, ‘致良

知’, ‘朱子晩年定論’ 등 네 개의 조목에 걸쳐 양명학의 이론을 분석하고, 程朱

學派의 입장에서 양명학의 논리를 비 하 다.16)
16)

1694년(숙종 20) 甲戌換局으로 서인 정권이 들어선 뒤 박세채는 다시 숙종

의 부름을 받아 좌의정에 제수되었지만, 周大義를 앞세우는 자신이 조정에 

들어가면 청나라와의 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직을 청하 다. 

하지만 경연에 참석하여 붕당의 타 를 심으로 환국 이후 정국을 수습할 

방도에 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 는데, 그해 11월 淸使가 견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곧 조정을 떠나 坡州로 낙향하 다. 그리고 이듬해인 1695년

(숙종 21) 2월 다시  붕당의 폐단을 없앨 것을 당부한 遺疏를 남기고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박세채는 1698년(숙종 24)에 이르러 文純이라는 

14) 南溪集 권64, ｢師友 證｣.

15) 南溪續集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四｣.

16) 南溪集 권59, ｢王陽明學辨｣ 박세채와 정제두의 양명학 논변의 개과정에 

해서는 김교빈, 1999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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諡號를 받았고, 1764년( 조 40)에는 文廟에 從祀됨으로써 조선 도학의 정통

 계승자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17)
17)

3. 朱子大全拾遺의 사상사  의미

1) 朱子大全拾遺의 내용과 편찬 경

朱子大全拾遺는 박세채가 남긴 40여 종의 술 가운데 그의 주자학 연구 

경향을 보여주는 표  술이라 할 수 있다. 6권 2책의 필사본인 이 책은 朱
子大全을 비롯하여 그간 조선에 통용되어 온 주자의 작집 가운데 락된 

들을 수습하여 編次한 것으로, 17세기 조선 학자들의 주자학 연구의 특징  

면모를 보여 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18)
18)

조선시  사상계의 가장 요한 특징으로는 주자 술에 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목할 수 있다.19)19)고려 말 안향의 주자학 도입과 함께 주자의 술이 

처음 우리나라에 해진 이래 15세기에 들어와 朱子大全과 朱子語類가 명

나라에서 수입되었고, 16세기 반인 1543년( 종 38)에 이르러 주자 이 

처음 간행되었다. 이후 조선의 학자들은 주자 에 한 탐구를 심으로 

주자학의 요체를 이해하기 해 노력을 기울 는데, 그 첫 번째 성과가 1558

년(명종 13) 溪 李滉(1501-1570)이 20권 10책으로 편찬한 朱子書節要
다. 이 책은 주자 에 수록된 편지  1,700여 편 가운데 주자의 학문을 이

해하는데 긴요한 1,008편을 선별하여 수록하 는데, 주자  選本의 효시로

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황의 업 을 계승하여 주자 술에 한 연구를 한층 진 시킨 인물은 

愚伏 鄭經世(1563-1633) 다. 그는 16권 8책으로 이루어진 朱文酌海를 편찬

17) 박세채의 문묘종사 과정에 해서는 배성, 2003 ｢ 조  박세채 문묘종향론의 

정치사  성격｣, 조선시 의 정치와 제도 참조.

18) 朱子大全拾遺는 재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奎 

3491), 2006년 12월 奎章閣資料叢書 儒學篇의 하나로 인․간행되었다. 

19) 조선후기 학자들의 주자 술 연구 동향에 해서는 김 석, 1987 ｢조선후기 畿

湖士林의 朱子인식-朱子文集․語  연구의 개과정｣ 百濟硏究 18  김문식, 

2004 ｢조선시  경학 의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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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주문작해는 주자의 편지 만을 검토 상으로 삼았던 주자서

요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주자 에 실려있는 편

지  이외의 다른 문체들, 컨  事․奏箚․ 狀․奏狀․辭免․雜著․序․

記․跋․銘․箴․贊․表․祭文․碑文․墓表․墓誌銘․行狀 등 모든 작들을 

검토 상에 넣고 그 가운데 요한 작들을 선별하여 편차한 것이었다. 특

히 이 책에서는 주자의 정치사상을 직 으로 보여주는 事와 奏箚에 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에서, 理氣論의 범주를 벗어나 주자의 사회의식과 역

사의식에 한 심이 표출되던 당 의 학문  분 기를 엿볼 수 있다. 

이황과 정경세의 주자 술 정리작업에 힘입어 조선 학계의 주자학 연구가 

한층 진 됨에 따라, 17세기 후반의 학자들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자서 요와 주문작해가 지닌 ‘選本’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었

다. 이제 주자의 학술에 한 학설사  이해를 넘어서 주자 사상의 모를 종

합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그러기 해서는 축약본(anthology)의 형태로 

정리된 텍스트가 아닌 주자 술 반에 한 검토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

러한 시  과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송시열이었다. 그는 종  반부터 

주자가 남긴 술들을 체계 ․종합 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감하고 있었다. 

1668년( 종 9) 官版本 四書五經의 교정 작업을 독려하던 송시열은 다음과 같

이 말하 다.

四書와 六經은 나라에서 선비들을 시험하는 것이므로 선비들도 송독하며 잘못된 

부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宋代 四子의 全書와 朱子의 朱子大全․朱子語類․
近思 ․伊洛淵源  등은 실로 경서와 표리를 이루는 책들인데도, 높은 시

에 얹어두고 한 번도 교정하지 않아서 이론을 세우고 이치를 밝 내어 후인들에게 

베풀어  옛 인들의 은혜를 쓸모없는 것이 되도록 내버려두어 아무도 알 수 없

게 되었으니, 어  안타깝지 않겠는가?
20)20)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조선의 사상계는 四書五經에 한 주자

20) 宋子大全 권138, ｢經書疑誤講解序｣ “夫四書六經 國家所以課取士子 故士猶得以

誦讀而知其有舛誤矣 至於宋之四子全書朱子大全語類近思淵源 諸書 實 經書相

爲表裏 而顧反束之高閣 未嘗 校 使古賢立 明理嘉惠後人  任其改頭換面而莫

之知也 豈不可惜也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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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해의 수 을 뛰어넘어 송  학술 반에 한 탐구를 목표로 삼고 있었

다. 그 에서도 특히 송시열은 종  반부터 周敦頤․程顥․程頤․張載 

등 宋代 四子의 술 체  朱子大全․朱子語類․近思 ․伊洛淵源

 등 주자가 술한 서  반에 한 검토  교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송시열은 의 발언이 있었던 때부터 시작하여, 주자  반에 걸

친 해설서라 할 수 있는 朱子大全箚疑의 편찬을 1678년(숙종 4)에 일단락 

지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二程의 편지 을 주제별로 분류한 程書分類
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21)

21)

박세채의 주자 습유 역시 주자 술에 한 면  검토가 요청되던 

와 같은 시  분 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박세채 한 종 연간

부터 숙종 에 이르기까지 宋代 道學의 집 성자인 주자를 비롯하여 조선 도

학의 정맥을 계승한 靜菴 趙光祖, 溪 李滉, 栗谷 李珥의 작 가운데 락된 

들을 정리하고 보완하는 일에 많은 공력을 기울 는데, 그는 일 부터 자신

이 선유들의 작을 보완하는 일에 집 하게 된 경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나는 어린 시  몸이 병약하 으므로, 경 을 독 하여 성 의 뜻을 체득․실천

할 수 없는 을 자성의 단 로 삼았다. 그리고 병이 없을 때에는 늘 선유들의 

작을 보완하는 일에 뜻을 두었다. 왜냐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할 처지에 노력도 하

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그 다고 감히 술을 통해 도를 밝히는 것으

로 자임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22)22)

의 을 통해 박세채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자주 병을 앓았던 까닭에 학

문  실천 내지 술에 극 일 수 없었다고 말하며, 학문  노력을 경주할 

상으로서 선유들의 작을 보완하는 작업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서술하 다. 

겸양으로 가득한 의 설명 가운데 주목되는 은, 그가 선유들의 술 정리

21) 송시열의 주자 술 정리작업에 해서는 우경섭, 2005 ｢宋時烈의 世道政治思想 

硏究｣, 서울  박사학 논문, 336-345면 참조.

22) 南溪集 권58, ｢記論著大旨｣ “余 善病 不能讀破經籍 以得聖賢旨義而服之身心 

是爲自訟之端矣 顧以呻吟之暇 輒竊有意於追補先儒之所論著 蓋旣不能勉進於大業 

則庶幾不爲無所用心  非敢以論著明道自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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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지닌 시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라 할 수 있다.

박세채는 의 에 뒤이어 자신이 지은 술들의 요지를 약술하는 가운데, 

선유들의 작을 수습하는데 힘쓴 이유를 보다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

하 다.  

선유들의 술 가운데 간혹 락된 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반드시 수습하여 

책으로 엮어 세상에 해야 할 것이다. 쟁을 한 번 겪게 되면 허다한 서 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니, 후학으로서 수치스러움이 결국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선

유들의 작  락된 들을 : 필자) 수습하는데 힘써서, 주자 습유․정
암집․퇴계어록․율곡속집․율곡외집․율곡별집․율곡사서언해 등을 

편찬하 다.
23)23)

박세채는 의 을 통해 란 등의 원인으로 인해 도학의 계승자들이 남

긴 사상  업 이 단 됨은 후학들의 수치라 규정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그간 

통용되던 先儒들의 작집 가운데 락된 들을 모아 책으로 엮게 되었음을 

설명하 다. 그리고 이러한 목  아래 1672년 여름 무렵 주자 습유 이외

에도 율곡집에 락된 이이의 작을 모은 율곡속집․율곡외집․율곡

별집을 완성하 고, 1676년(숙종 2) 7월 이황의 說을 모은 퇴계어록, 
1682년(숙종 8) 여름 조 조의 문집인 정암집과 이이의 율곡사서언해 등

을 편찬하 다.24)
24)

박세채는 특히 주자 습유가 완성된 직후 찬술한 이 책의 跋文 에서 

주자의 술을 정리할 필요성과 편찬의 의도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晦菴(朱子 : 필자)의 大全이 續集․別集과 더불어 세상에 해지지만 내가 지

 다시 수백여 조항을 수습하여 6권으로 정리하게 되었으니, 편찬 당시 諸公들이 

미처 수습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무릇 바닷가 구석(조선 :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도 나 에 수습한 것이 이처럼 많으니, 하물며 로 문헌이 풍부

했던 국에서 보물로 여겨지며 집안에 감춰진 것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篁墩 

23) 南溪集 권58, ｢記論著大旨｣ “先儒著述 間或遺落 是不可以不爲採摭編次以傳於世 

蓋若一經兵燹 則許多圖籍 皆 泯滅 其爲後學之羞 終當何如也 玆以博加裒稡 爲朱

子大全拾遺 靜庵集 溪語  栗谷續集外集別集 四書諺解”.

24) 南溪集 권58, ｢記論著大旨｣ “大全拾遺壬子八月成 靜菴集壬戌六月成 溪語

丙辰七月成 栗谷續集壬子六月成 外集別集七月成 諺解壬戌七月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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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公(程敏政 : 필자)이 ｢題梅花賦後｣에서 이르기를, ‘文公(朱子 :필자)은 後集 몇 

권이 더 있다.’라고 하 고, 婺源 潘潢이 지은 목록을 살펴보니 세상에 떠도는 大

全이 결코 先生(朱子 : 필자)의 막내아들 朱在가 분류하여 편찬한 初本이 아님을 

더욱 분명히 알겠으나, 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 아! 한 ｢訓蒙詩｣ 등 여

러 술들이 비록 年譜에 나온다고 하지만, 이미 溪 李先生에 의해 (朱子의 

술이 아니라고 : 필자) 자못 상세하게 비 된 바 있다. 그러나 (주자의 술로 : 

필자) 傳述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 감히 모두 삭제할 수 없었으므로 별도로 분류하

고, 遺書와 語  역시 모두 덧붙이게 되었다. 正學이 해지지 못함을 염려하고 

斯文이 탐구되지 못함을 탄식하여 삼가 한 질을 손으로 쓴 뒤 훗날 뒤이어 고증되

기를 희망하며 경건히 편집하니, 감히 략이나마 그 경 를 서술하여 동지들에게 

보인다.
25)25)

의 을 통하여 박세채는 당시 사 부들 사이에 통용되던 주자 이 

주자의 모든 술을 망라한 완벽한 定本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당

시 통용되던 주자 은 주자 사후 막내아들 朱在가 晦庵先生文集 100권
을 편찬한 이래, 후학들이 문집에 락된 들을 수습하여 편찬한 續集 10권

과 別集 10권 등을 합하여 완성된 것이었는데, 박세채는 그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追補를 거친 주자 에도 락된 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추정하

고 있다. 그리고 박세채는 그 증거로 明代 心經附註의 자인 篁墩 程敏政

이 續集․別集 이외에도 별도의 後集이 있다고 말한 사실과, 婺源 潘潢이 편

찬한 목록 가운데 여러 異本이 수록되어 있는 사실을 시하 다. 따라서 자

신이 수습한 분량이 수 백 조항에 이르는 만큼 조선보다 비교  문헌이 풍부

하게 남아있는 국에는 더 많은 들이 남아 해지고 있으리라는 기 를 

피력하는 가운데, 자신이 편찬한 주자 습유가 주자 의 미진한 부분

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는 한편, 궁극 으로는 正學과 

斯文의 정통성을 保衛하려는 뜻에서 비롯된 사업임을 강조하 다.  

25) 南溪集 권68, ｢跋朱子大全拾遺｣ “晦菴大全 幷續別二集 俱行于世 然今所拾遺 

幾至數百餘條 釐爲六卷 豈當時諸公或 未暇於收 否 夫以海隅管窺 猶能有所追得

如此 矧乎向來中國文獻之盛 其所家藏而人寶之  必相倍蓰也耶 篁墩程公嘗題梅花

賦後云 文公又有後集如干卷 而及 婺源潘潢所敍目  益知見行大全終非先生季子

在類次初本 今皆不可得而詳也 噫 且如訓蒙詩諸篇 雖曰出於年譜 而嘗被 溪李先

生所深貶 其論頗詳 然猶以傳述之已久 不敢輒删 第加彙別 至於遺書語  亦皆附見 

懼正學之無傳 歎斯文之莫究 乃謹繕寫爲一本 庶冀異日有所續 而敬輯之 肆姑略記

其說 以示同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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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문체(편수) 수록 내용

卷一
詞․賦․詩 (13)

觀瀾詞, 梅花賦, 戱題篔簹鋪, 風乎舞雩-同安日試, 無題, 題所居桃符, 又

-竹林精 , 又, 題吳壽昌扇, 游白鹿洞呈元範伯起之才三兄, 梔子花, 山茶

花, 無題  

府 (1) 題釣臺壁間

卷二

奏狀 (1) 擧知 趙師虙狀

書 (33)

陸王帖, 延平先生問目-戊寅, 延平先生, 延平先生-辛巳, 張敬

夫, 陸子靜-乙未, 陸子靜-癸卯, 陸子靜-甲辰春, 答陸子靜-己酉八

月, 陸子靜-壬子四月, 答胡伯量, 答黃商伯-庚申二月旣望, 答周舜弼, 

答周舜弼, 答楊至之, 答楊至之, 答楊至之, 程允夫, 程允夫, 趙幾

道-師淵, 答蔡季通, 劉子復, 楊廷秀, 三六兄, 婺源弟, 答或人, 

答或人, 答或人, 長子受之, 長子受之, 子, 子埜等, 陳正己帖)

卷三 雜著(2)
童蒙 知(衣服冠屨第一, 語步趍第二, 灑掃涓潔第三, 讀書寫文字第四, 

雜細事宜第五),  參同契解 上篇

卷四

雜著 (11)

參同契解 中篇, 參同契解 下篇, 參同契解 讚序, 大學圖, 性圖, 仁說, 示

書 學 , 勸學文, 文廟釋奠 (時日, 齋戒, 陳設, 省饌, 行事, 奠幣, 初

獻, 亞獻, 終獻, 分獻, 飮福受胙, 望瘞), 記 禮䟽義, 宗法條目 

跋 (5) 書春秋後, 又, 跋南軒所撰武侯傳, 書藏書閣東楹, 跋米公畵 

墓銘 (2) 陳同甫墓銘, 李參仲墓銘

公移 (2) 同安曉示追稅榜, 曉示補試榜

卷五
詩 (81)

訓蒙絶句(天, 鬼神, 命, 性, 心, 情, 意, 道, 中庸, 太極圖, 先天圖, 學, 

體用, 西銘, 仁, 居敬, 靜, 致知, 克己, 戒謹恐懼, 求放心, 下學上達, 夜

氣, 體認, 喚醒, 優游厭飫, 固窮, 爲己爲人, 三省, 十五志學, 學, 存心, 

養性, 心之官則思, 莫知其鄕, 人心道心, 知天命, 故 以利爲本, 參前倚

衡, 汶上, 山徑之蹊, 不能使人巧, 觀瀾, 良知, 動心忍性, 芻豢悅口, 先難, 

謹獨, 鳶飛魚躍, 勿忘勿助長, 樂在其中, 不改其樂, 逝 如斯, 牛山, 任

重, 萬物皆備, 難 , 四十五十無聞, 九思, 辭達而已, 浴沂, 志, 斐然成

章, 必有鄰, 君子去仁, 就有道而正, 出門如見大賓, 安仁利仁, 一貫, 卓

爾, 聞知, 絶四, 莫我知也夫, 予欲無 , 吾無隱乎爾, 化, 吾知免夫, 博約, 

事天, 七夕, 無題)

雜著 1편 不自棄文

卷六 語 附
諸葛武侯傳, 象山語 , 象山年譜, 事文類聚, 鶴林玉露, 文獻通 , 五先

生禮說, 人子 知, 明心寶鑑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의도에서 편찬된 주자 습유의 체재를 살

펴보면, 卷頭에는 책 체의 목록이 있고 卷尾에는 1672년 박세채가 찬술한 

跋文이 있으며, 제1책에 卷一～卷三, 제2책에 卷四～卷六의 내용이 실려 있다. 

체 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주자 습유의 체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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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습유 본문의 반 인 내용을 살펴보면, 권1은 翰墨大全과 朱
子語類 가운데 주자 에 실려 있지 않은 詩文들을 뽑아 정리한 것이고, 

권2는 개 知人들에게 보냈던 편지 가운데 락된 것을 모은 것으로, 延平

答問에 수록되어 있는 스승 李侗에게 보낸 편지  象山年譜에 수록되어 

있는 陸九淵에게 보낸 편지가 특히 주목된다. 권3은 雜著로, 朱子年譜에 실

려 있는 ｢童蒙 知｣  參同契發揮 의 ｢參同契解｣ 上篇이 있으며, 권4 역

시 雜著로, ｢參同契解｣ 中篇․下篇․讚序에 뒤이어 주자어류 에 실려 있

는 3편의 圖說  五先生禮說 의 ｢文廟釋奠 ｣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5

는 주자의 연작시로 알려진 ｢訓蒙絶句｣ 81편이며, 권6은 여러 자료 가운데 산

견되는 주자의 단편 인 언설들을 모은 것으로, ｢諸葛武侯傳｣을 비롯하여 象
山語  등에 보이는 총 64조의 記事를 수록하 다. 

그리고 이상의 들이 본래 실려 있던 거로는 주자어류, 한묵 을 

비롯하여 事文類聚, 宋百家詩, 鶴林玉露, 延平答問, 南軒集, 象山年

譜, 朱子年譜, 資治通鑑綱目, 居家必用, 家禮附註, 家禮集成, 參同

契發揮, 古文眞寶, 五先生禮說,  禮經傳通解續, 家禮 通, 戱鴻 法

書, 聯珠詩格, 今獻彙 , 人子 知, 明心寶鑑 등 총 23종의 서 이 등

장한다. 그런데 그 에서도 주자와 직  련된 주자어류와 연평답문 등
이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翰墨大全, 事文類聚, 鶴林玉

露 등 송 에 편찬된 백과사 류의 서 들이 자주 인용된 사실이 특히 주목

된다. 

이처럼 주자 습유는 주자 의 축약본 형태로 편찬된 주자서 요․ 

주문작해와 달리 주자 에 락된 들을 수습하여 덧붙 다는 에서 

그 형태  특징이 있다. 이같은 특징은 단순히 주자 에 한 연구 방법

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동안 축 된 조선 학계의 주자학 연구 성과에 한 자

신감에서 비롯된 면모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명나라에서 편찬한 주자 
을 수입한 뒤 그 내용을 분석하고 교감하며 주요 내용을 抄 하던 차원을 넘

어서, 이제는 주자 에 락된 술들을 발굴해 덧붙임으로써 주자 술

의 ‘定本’을 편찬하고 이를 통해 주자 학문의 통으로 발돋움하고자 하 던 

17세기 후반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진 성과라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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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2) 朱子大全拾遺를 둘러싼 논쟁의 개

주자 습유는 종 후반인 1672년에 완성되었지만,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경신환국 이후 서인이 집권하고 있던 1686년(숙종 12)의 일이었

다. 그 해 4월 領中樞府事 金壽 이 경연에 입시하여 송시열이 숙종 반의 

유배 생활 동안 주자 을 註解하여 주자 차의를 편찬하 음을 아뢰

고 조정에서 간행할 것을 청하자, 숙종은 송시열로 하여  주자 차의를 

올리도록 유한 뒤 홍문 에 명하여 이를 교정․간행하도록 하 다.26)26)이때 

송시열은 주자 차의를 올리는 상소문 에서 박세채가 주자 에 

락된 들을 수습하여 주자 습유를 편찬한 사실을 숙종에게 하 는데, 

숙종은 박세채에게도 즉시 책을 올릴 것을 諭示하고 역시 홍문 으로 하여  

간행을 담당하도록 명을 내렸다.27)
27)

박세채는 숙종의 유지를 받은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리며, 주자

습유를 진상하라는 숙종의 명에 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이 어려서부터 脾疾을 앓아 제 로 공부를 하지 못하 지만 틈틈이 고 의 

경 을 섭렵하 습니다. 그러던  우연히 熊氏의 翰墨大全을 보던 , 주자가 

族人들에게 남긴 편지 몇 통이 주자 에 락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을 마음에 두고 朱子語類 등의 책을 검토하여 략이나마 작은 책을 완성하

습니다. 그리고 조하 송시열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가 鶴林玉露 가운데 한 편의 

이 더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뒤에 ｢米公畵跋｣을 구하여 제게 해주며 다

시 말하기를, 주자어류에 나오는 이므로 (주자 습유에 : 필자) 수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 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 두 편의 을 모두 (주자 습유에 

: 필자) 수록하 는데, 이른바 ‘拾遺의 편찬(摭載)’이란 譚善心이 二程의 遺文을 

26) 肅宗實  권17, 숙종 12년 4월 壬寅 ; 권58, 숙종 42년 9월 庚辰. 한편 宋子

大全隨箚에는 이 때 숙종에게 朱子大全箚疑와 朱子大全拾遺의 간행을 청한 

인물이 金壽增이었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김수증은 평생 隱逸로 지내며 국왕의 

경연에 입시한 이 없었다. 따라서 숙종실록의 기록과 같이 金壽 이 두 책

을 숙종에게 추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宋子大全隨箚 권6, 卷之五十五 三十四

板 “ 憂金公於筵中 請依朱子修禮箚辭 使先生卒朱子大全箚疑”.

27) 肅宗實  권17, 숙종 12년 4월 壬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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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편찬한 례에 따라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결국 송시열의 의견을 따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遺文의 수습에 더욱 힘써 일단 이 책으로 엮기는 하

습니다만 생각으로는 아직 끝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병으로 인해 혼미함이 

더욱 심해져 마무리를 하지 못하니, 首尾가 략 이와 같을 따름입니다.28)

주자 습유의 편찬을 시작하게 된 경   편찬의 원칙에 하여 언

한 의 상소문에 따르면, 박세채는 宋代에 편찬된 翰墨大全을 보던  우

연히 주자 에 실려 있지 않은 주자의 遺文을 보게 되었고, 그 뒤로 주
자어류 등의 서 을 검토하여 빠진 들을 모아 작은 책을 엮게 되었다. 그

리고 이 책을 송시열에게 보여 조언을 구하자 송시열은 鶴林玉露에 수록된 

주자의 편지 한 통을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송시열은 그 뒤에도 주자 
에 락된 인 ｢米公畵跋｣을 얻어 박세채에게 해주었는데, 이때 송시열은 

그 이 주자어류에 실려 있으므로 따로 수습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박세

채에게 밝혔다. 그러나 박세채는 주자 에 수록되지 않은 이라면 모두 

모아 輯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따라 송시열과 논의한 두 편의  모두를 

주자 습유에 수록하 고, 그 뒤로도 많은 典籍들을 검토하여 주자 
에 빠진 들을 수집하는데 힘을 기울 던 것이다. 

의 에 뒤이어 박세채는 주자 습유를 홍문 에서 교정․간행하기 

해 조정에 올리라는 숙종의 명에 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

하여 말하 다. 

뜻밖에도 오늘날 갑자기 하의 명을 듣게 되었으니 황송함이 더욱 심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건 , 이 일이 진실로 어진 이를 존경하고 옛 일을 살

피는 뜻과 계됨은 이치상 당연한 바입니다. 그런데 근래 나라에는 여름에 이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 災異가 거듭되어 상하 모두 근심함이 불 속의 사람을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만이 아님을 헤아린다면, 락된 을 모으고 

간행 사업을 논의함은 무 태만(寬歇)한 듯하며 그  文治를 치장하는 일에 해당

28) 南溪集 권14, ｢再辭召命因進朱子大全拾遺疏-閏四月二十三日｣ “蓋臣 患脾疾 不

堪誦習 間輒有所涉獵於古今經籍 適得熊氏翰墨大全 見有朱子遺族人數牘 軼於大全

集 乃始留心參閱 以及於語類等書 略成 編 亦嘗問眎於奉朝賀臣宋時烈 時烈爲

一書在鶴林玉露中 後又得米公畫跋以貽之 且 其出於語類  不必摭載 臣卽 其二

作 猶以所爲摭載 乃譚善心編次二程遺文之例 不果相從矣 厥後益務蒐採 姑成此編 

而意殊未止 特以病昏轉深 不克自遂 首尾大略如斯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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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입니다. 하물며 신이 외람되게 편집을 가하고 제 로 탐구하지 못하 으니, 

어  여러 학자들의 검토를 거쳐 주자 에 한 보완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

까? 한 이 책이 처음에는 송시열의 ‘어진 이를 존경하고 옛 일을 살피려는 체’

를 주로 삼았지만, 당  신과 더불어 편지를 왕복하며 논의한 것을 헤아리지 못

하 으니, 구차하고 소략함을 오늘날 가볍게 논할 바가 아닙니다. 

지  임 께서 빨리 올리라고 명하신 別諭를 받들어, 비록 임 께 별다른 도움

이 되지 못함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검토․수정하여 마침내 進呈하는데 이르

습니다. 그 가운데 간혹 덧붙여 쓰느라 程式을 따르지 못하거나 혹은 혼자서 간직

하려 했던 탓에 格例에 어 난 것이 있어도 정리를 다하지 못하 습니다. 이에 신

하로서 공경하고 삼가는 도리를 거듭 잃게 되어 송구함이 끝이 없고 그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거듭 청컨 , 하께서는 어진 마음을 베풀어 휼히 여기시고 후에 

내리신 직을 도로 거두라 명하신다면, 진실로 하찮은 신하의 區區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29)29)

박세채가 의 상소문을 통해 말하고자 한 바를 요약하자면, 첫째, 災異가 

거듭되던 상황 속에서 주자 습유의 교정과 간행은 무 태만[寬歇]한 일

일 뿐 아니라 그  文治를 치장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둘째, 주자

습유의 편찬 과정에서 드러난 송시열과의 異見이 완 히 조정되지 못한 까

닭에 매우 구차하고 소략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임 의 간곡한 명에 따라 이 책을 조정에 올리기는 하지만, 앞으로 많은 보완

이 필요하리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박세채의 이와 같은 상소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주자 습유를 홍문 에 내리고 교정하도록 명하 다.
30)30)

숙종의 명에 따라 주자 습유의 간행이 추진되던 1686년(숙종 12) 4월 

29) 南溪集 권14, ｢再辭召命因進朱子大全拾遺疏-閏四月二十三日｣ “不意今日遽徹宸

聰 尤增悚蹙不知所措也 抑念此事固亦關於 賢稽古之意 理所當然 若揆以近來國家

夏雪地震 災沴洊臻 上下憂恤 不啻救焚拯溺之  求訪遺書 討論剞劂 似已寬歇 涉

於賁飾文治底規模 況臣所以猥加次輯 未究精完  又何足以備諸儒之商論 成大全之

附見乎 此殆時烈主於 賢稽古之大體 而不察其當初 臣往復  訖且苟簡疏略 非可

輕議於今日也 第旣伏蒙聖慈特賜別諭 亟命上  則雖知無所補益於聖朝 有不獲已點

檢讎正 至進呈  惟其間或因追寫不準程式 或因私藏致違格例 今皆未盡整  重

失臣子敬謹之道 悚蹙之極 罪當萬死 更乞殿下垂仁矜憐 仍命收回新 召除 實微臣

區區之幸也”.

30) 肅宗實  권17, 숙종 12년 윤4월 丙子. 한편 奎章閣 所藏本 ｢奎 3491｣의 卷頭

에 힌 ‘弘文館’의 藏書印  본문 에 남아 있는 교정의 흔 을 감안하면, 이 

책이 당시 홍문 에서 간행에 앞서 교정에 사용했던 책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하

나 분명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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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부터, 박세채는 이 책의 체재와 내용을 둘러싸고 송시열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앞의 주자 습유의 발문 에서도 얼핏 

보이듯이, 송시열이 이 책의 몇 가지 문제 을 지 하여 수정을 당부하 지만 

박세채가 이를 듣지 않고 자신의 견해에 따라 편찬한 책을 숙종에게 올렸기 

때문이었다.

송시열은 박세채의 주자 습유가 무엇보다 주자어류 등 이미 간행된 

책들에 수록된 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을 불만으로 여겼다. 그는 제자 金

萬重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주자 습유에 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토로

하 다. 

주자 습유가 홍문 에 내려진 뒤, 간행에 한 의견들이 어떻게 되어가는

가? 손자 疇錫이 주자 습유의 등본 1건을 얻어 보여주기에 지  산 속에 들

어와 致道(權尙夏 : 필자)와 함께 한 번 읽어보니, 검토해야 할 것이 무 많아 

로 初本 그 로 간행해서는 안될 것 같았네. 그래서 삼가 매 조목마다 를 

붙이고 박세채에게 편지를 보내어 刪定에 하여 의논하 네. 만일 그가 내 말에 

따른다면 원래의 내용 가운데 남는 것이 열 개 가운데 서넛 밖에 되지 않을 것이

네. 반드시 和叔(박세채 : 필자)의 편지를 받아 본 뒤 좋은 안에 따라 처리함이 

어떠하겠는가? 한 이미 주자어류․주자가례․주자연보 등에 수록된 들은 

다시 이 책에 수록할 필요가 없을 것이네. 그 밖에도 연평답문․참동계해․동
몽수지와 같이 별도로 간행된 들 역시 여기에 다시 실을 필요가 없네. 그리고 

｢訓蒙詩｣ 수백 편은 결코 선생(朱子 : 필자)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후 에 꾸며

낸 것이니, 모두 삭제해야 할 것이네. 그 뒤에 남은 들은 다시  한묵 과 

사문유취 등을 검토하여 오류가 하나도 없게 한 뒤 간행토록 한다면 아마도 후

학들을 오도하지 않을 것일세.
31)31)

송시열은 의 을 통해 박세채의 주자 습유의 내용이 안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에 하여 지 하 다. 첫째는 주자어류를 비롯하여 집집마다 

31) 宋子大全 권74, ｢ 金重叔-丙寅正月十九日｣ “大全拾遺啓下之後 其刊行之意 如

何歸屬 疇孫得其謄本一件以示 今入山裏 致道通讀一過 極有合商量 殊多 決不

可以其初本入梓 謹以付籤於逐條之上 而亦有一書於和叔 議其删定 若相聽從 則其

所存 當十之三四矣 拆見和叔書 從長財處如何 大抵已見於語類家禮年譜等書 不

必更存於此 其餘延平答問參同契解童蒙 知別爲刊行  亦不必更見於此 如訓蒙詩

數百篇 決知其非先生所作 而出於贗述  疑皆可入於删類 此外可存  更 翰墨事

文諸書 絶無訛舛 然後登梓 則庶不誤後學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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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책들에 실려 있는 까지 따로 뽑아 주자 습유에 수록한 

이고, 둘째는 참동계해와 같이 별도의 단행본으로 간행된  역시 복하여 

포함시킨 이었다. 셋째는 명  胡居仁(1434-1484)이 주자의 술이라 비정

하 지만 이미 이황에 의하여 주자 술이 아니라는 사실이 논증된 바 있었

던 ｢訓蒙詩｣를 수록하 기 때문이었다.32)
32)

이러한 이유에 하여 송시열은 제자 金萬基와 李喜朝에게 보낸 편지를 통

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 다.

주자 습유의 내용  열에 여섯․일곱은 삭제해야 할 것이네. 주자 에 

있는 들까지 수록한 것이 도 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 한 연평답문․참
동계해와 같이 별도로 간행된 책에 수록된 들 역시 모두 삭제해야 할 것이니, 

이러한 을 반드시 그에게 알리고 임 께 변통할 것을 아뢰어야 할 것이네. 당  

그의 총명함과 박식함을 보고서 그의 손을 빌어 이 두 책(주자 습유․율곡

별집 : 필자)을 완성하려 했는데 이제 그의 荒雜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주자

께서 많음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다투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계하신 가르침을 알지 

못한 것이다.
33)33)

주자 습유에 한 나의 어리석은 견해는 단지 선생(주자 : 필자)의 한 조

각 말과 이라도 감추어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네. 비록 주자 에 덧붙

이더라도 목  한 두장에 불과한 일일 따름이었네. 그런데 어  災異를 그치게 하

고 和平을 이루려는 임 의 덕에 방해됨이 있겠는가? 한 先生(김장생 : 필자)

의 一 半句라도 至理가 아님이 없는데, 이를 ‘粉飾’한다 말한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나 그(박세채 : 필자) 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나 멀리 떨어져 있

어 물어볼 수 없는 것이 한스럽네.
34)34)

32)  溪集 권22, ｢答李剛而｣ “示喩訓蒙詩 胡敬齋亦以爲朱先生作 滉亦曾見之 然滉

嘗反覆參詳 非但義理之疎 意味亦淺 非但意味之淺 文詞又休歇 且以上三  姑不論 

只看其命題立訓 大槩規模 已覺非出於先生之手”.

33) 宋子大全 권74, ｢ 金永叔-丙寅八月九日｣ “又大全拾遺可删  十居六七 至於見

於大全  亦且載  絶不知其意如何 如延平問答參同契註解別爲刊行  皆行刊削 

此 通於渠而入啓變通也 當初見其聰明博洽 輒倩其手 要成此二書矣 今乃荒雜如

此 是不知朱子所戒許[誇]多鬪靡爲人之訓也”.

34) 宋子大全 권96, ｢答李同甫-丙寅六月二十日｣ “朱書拾遺 鄙意只以爲先生片 隻

字 不可隱沒 雖使附見於大全 不過一二板剞劂之役而已 何至有妨於弭災召和之聖德

哉 且 先生之一 半句 無非至理 而 之粉飾 則未知如何 然渠必有深意 而恨相去

之遠 不得奉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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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용문에 따르면, 송시열은 박세채의 주자 습유 가운데 반 이상

은 삭제해야 할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숙종에게 

올린 상소문 에서 주자 습유의 간행을 서두르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災異에 한 구휼이 더 시 하다는 을 언 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즉 박

세채의 상소문 가운데, ‘災異가 거듭되던 상황 속에서 주자 습유의 교정

과 간행은 무 태만[寬歇]한 일일 뿐 아니라 그  文治를 치장하는 일’에 불

과하며, 편찬 과정에서 드러난 송시열과의 異見이 완 히 조정되지 못한 까닭

에 매우 구차하고 소략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고 말한 이 문제가 된 것이

다.35)35)자신이 생각한 ‘습유’의 범 를 넘어서 浩繁한 책을 만들었다는 , 그리

고 간단히 목  한 두장의 印行으로 마무리 될 일을 확 시켜 놓고서 도리어 

간행의 연기를 숙종에게 당부한  등이, 주자학의 보 을 당시의 무로 여

기고 있었던 송시열에게 비 의 상으로 지목된 것이다. 따라서 송시열은 자

신의 그같은 의견을 편지를 통해 박세채에게 직  달하 다. 

주자 습유의 등본 1질을 書館에서 얻어 읽어보니 수집하여 편찬한 공로가 

성 하다 할만하네. 총명함과 성실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자가 아니라면 어  

이처럼 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네. 다만 그 가운데 검토

하기에 부 당한 것이 있으니, ‘大全拾遺’라 이름한다면 주자 에 있는 것은 

마땅히 삭제해야 할 듯하네. 그리고 주자어류․주자가례․주자연보 등에 있

는 도 삭제해야 할 것 이네. 개 내가 당  임 께 아뢴 본래 의도는 주자께서 

남긴  가운데 外傳․僻書 가운데 묻 있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

문에, 주자 의 뒤에 덧붙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  이러한 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네. 주자어류와 주자가례 같은 책의 경우는 지  집집마

다 가지고 있으니, 복하여 책의 수를 많게 하는 폐단을 만들 필요가 없네. 한 

별도로 간행된 연평답문과 참동계해 등의 책은 모두 여기에 복하여 실을 필

요가 없으니, 만일 그 들을 삭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자께서 : 필자) 楚辭

集註에서 後語만을 빼놓으신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네. 이 한 다시  

상세히 살펴야 할 것이기에 감히 이 게 말하는 것이네.
36)36)

35) 각주 29) 참조. 

36) 宋子大全 권68, ｢ 朴和叔-丙寅八月二十五日｣ “大全拾遺 因書館得謄本一件奉

閱 其裒稡之功 可 盛矣 不有聰明精力有大過人  何以及此 誠不勝欽仰之至 惟其

中不能無合商量  旣曰大全拾遺 則其在大全  似當一切删去矣 雖在語類家禮年譜

諸書  似亦當從删去之類 蓋當初奉稟之意 本爲先生文字沈沒於外傳僻書中 人或有

不見  故欲附見於大全後 使人人知有此文字耳 如語類，家禮等書 今旣家有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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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세채는 譚善心이 二程全書의 拾遺를 편찬하 던 사실을 로 

들며, 송시열의 의견을 면 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주자 습유  삭제하거나 보충할 부분에 해서는 따로 작은 책자에 기록

하여 보내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 임 께 올리는 은 진실로 지체됨으

로 인해 不敬의 죄를 질러서는 안되는 것이니, 죽을 병에 걸려서도 늘 이를 걱

정하 을 뿐입니다. 지 하신 바 주자 에 수록된 들은 이미 삭제할 부류에 

집어넣었습니다만, 주자어류․연평답문․남헌집 등에 보이는 것은 수록해야 

할 것 같아, 감히 (선생의 가르침을 : 필자) 모두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二程 문집

의 습유를 로 들면, ｢放蝎 ｣과 같은 종류는 游氏의 습유에 보이지만 수록하

고, 주역의 ｢上下篇義｣와 같은 종류는 易傳에 보이지만 수록하 습니다. 무릇 

二程外書와 易傳에 이미 수록되어 있으므로 짝을 이루기에 충분하며 逸失될 

염려도  없지만 譚善心은 반드시 그와 같이 ( 복 수록 : 필자)하고자 하 으

니, 왜냐하면 손수 쓰신 들을 어록이나 다른 책들 사이에 놓아둘 수 없었기 때

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종류별로 분류하여 책으로 드러내었으니, 문집의 습유

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많음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다투는 것이

겠습니까? 제가 진실로 不敏하지만, 옛 사람들은 반드시 모범으로 삼을 만한 正定

과 規模를 갖추고 있었다 하니, 이 때문에 제가 (선생의 가르침을 : 필자)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가르침을 받들어도 도리어 송구함이 더할텐데 이 책

이 선생의 본뜻과 같지 않으니, 의 좁은 식견으로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따르는 것 한 선생께서 달갑게 여기지 않으

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으니, 청컨  선생께서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합당한 것은 거두어 주시고 합당하지 못한 것은 삭제하시어 따

로 한 편을 만드셔서 애 에 임 께 아뢰었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芸閣으로 

하여  우리가 논의한 곡 을 갖추어 간행하도록 하신다면, 비록 편찬은 비천한 

제가 담당하 지만 단은 진실로 선생께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37)37)

不必爲疊床架屋之擧 以助充棟宇汗牛馬之弊也 及若別爲刊行 如延平答問參同契解

等書 皆不 疊見於此 若以此等書 不可闕 則楚辭註後語之獨見遺漏 似無意思 此

不可不更加消詳 故敢此奉告”.

37) 南溪外集 권3, ｢答宋尤齋-丙寅十月十六日｣ “唯於朱遺中或删或增  別謄 本以

呈 伏乞領察 蓋係進御文字 誠難稽滯 以蹈不敬之罪 死病耿耿 每在於此故耳 所喩

見於大全  已入删類 惟得於語類及延平南軒諸集 當  不敢輒從 蓋二程文集拾

遺例 如放蝎 之類 以見於游氏拾遺而載焉 如上下篇義之類 以見於易傳文而載焉 

夫旣載於外書易傳 則足以互備 決無遺失之患 而譚氏善心猶必如此  蓋 手筆文

字 不可只置於語 他書之間 自當類聚表出 以爲文集拾遺然也 此豈欲爲誇多鬪靡

之事耶 采固不敏 竊 古人必有一箇正定規模 可以遵倣  不免以此從事矣 致勤崇

敎 尤增悚仄 大抵此書旣 本意不同 鄙見甚局 難以展拓 心旣無悟 口徒相循 亦門

下之所不屑也 如不得已  茲有一書 惟乞先生 此諸篇 合 收之 不合 删之 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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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는 의 을 통해 주자 습유 편찬의 모범을 譚善心에서 찾아

보고자 하는 뜻을 송시열에게 설명하 다. 그 주된 이유는 주자가 직  남긴 

술을 다른 사람이 서술한 어록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편찬한 책들 가운데 

그냥 놓아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한 사람의 說이 서로 다른 문맥

(context) 속에서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우려하 기 때문이기도 하 다. 

따라서 번잡함을 무릅쓰고 개별 술에 수록된 들까지 주자 습유의 편

찬에 포함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의도한 체재에 한 비 이 제기

되자, 박세채는 송시열에게 따로 책을 편찬하여 간행할 것을 요구하 던 것이다.

이에 송시열은 제자 權尙夏에게 편지를 보내어 불편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표 하 다.

주자 차의는 우리끼리 수정하여 뒷날 안목을 갖춘 사람의 取 를 기다리

는 것이 마땅한 도리 는데, 뜻밖에 金相(김수흥 : 필자)이 경솔하게 아뢰어 임

을 번거롭게 하고 말았네. 이미 펼쳐진 일을 다시 거둘 수 없으니 얼마나 한탄스

러운 일인가? 그런데 和叔(박세채 : 필자)의 상소가 비록 이 일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겠으나, 다른 미세한 내막도 포함하고 있네.
38)38)

의 에서 말한 미세한 내막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는 다음의 

편지를 통해 강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楊山(박세채 : 필자)의 상소를 읽어보니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네. 내가 

당  임 께 주자 습유에 하여 말 드린 이유는 단지 임 께서 주자의 

술을 尙하시어 내게 聖學에 계된 을 가려 뽑으라 명하시고 한밤에도 열심히 

읽으셨기 때문이네. 나 역시 주자의 한 마디 말과 한 자의 이 세상에 드러나 후

학들에게 은혜를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여, 주자 차의를 올

리라는 명을 기회삼아 주자 습유에 해서도 간략히 말하 던 것이네. 그런

데 그것이 (박세채의 말과 같이 : 필자) ‘恐懼修省하여 災異를 사라지게 하는 도

리에 방해됨’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 네. 그리고 그가 ‘어진 이를 존경하

成別本 以成當初啓達之旨 仍使芸閣具陳彼此相議曲折 旋爲刊行 則裒輯雖出於鄙

人 裁量實當於門下”.

38) 宋子大全 권88, ｢答權致道-丙寅十一月二十八日｣ “箚疑 只宜私相修整 以俟後世

具眼 取  是乃穩便底道理 不料金相率爾陳啓 以煩聽聞 使已展 不可縮 何歎如

之 和叔之疏 雖未必 指此事 然亦其中微細材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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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옛 일을 살피려는 (나의 : 필자) 체’라고 말하 는데, 자를 존경하여 그의 

말을 시행하고 옛날의 법도를 살펴 옛 사람의 도리를 수하는 것은 바로 聖學의 

가장 요한 책무이네. 그런데 병폐가 됨이 무엇이기에 그처럼 반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네. 생각건  그가 지 하여 비 하려는 바는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듯하네. 어리석은 나도 세간의 분 기를 략 알고 있네.
39)39)

송시열은 의 을 통해 박세채가 災異를 이유로 주자 습유의 교

정․간행이 시 하지 않다고 말한 뜻에 하여 나름 로의 해석을 가하고 있

다. 즉 박세채의 그러한 상소가 당시 ‘세간의 분 기’에 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 듯한데, 그 말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

만 1686년 당시 송시열이 느끼고 있었던 기의식을 통해 개략 인 상황을 짐

작해 볼 따름이다. 송시열은 甲寅禮訟의 결과 숙종 반 서인들이 조정에서 

축출된 상황에 하여, 朱子를 배척하는 尹鑴 등 남인들에 의해 朱子를 존숭

하는 자신들이 해를 입은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尹拯을 비롯한 論

들 역시 남인들의 반주자  학풍에 경도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숙종 반 유배지에 머무는 동안 무엇보다 주자 술에 한 

정리 작업에 몰두하여 얻어낸 결과물인 주자 차의를 숙종에게 올리고자 

하 고, 한 박세채의 주자 습유에도 커다란 기 를 가지고 있었다. 하

지만 박세채가 주자 습유의 수정을 요구한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災異를 이유로 책의 교정․간행까지 미루고자 한 이유는 바로 朱

子의 학설이 비 받던 당시의 時勢와 무 하지 않다고 여긴 듯하다. 이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송시열은 박세채의 학문에 하여 회의를 표시하게 되었고, 

박세채는 송시열의 편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교유를 끊게 

되었다.40)40)결국 주자 습유로 인해 형성된 두 사람의 그러한 계는 이후 

39) 宋子大全 권88, ｢ 權致道-丙寅六月十八日｣ “卽見楊山疏本 誠有所不可知  愚

之當初獻  只爲聖上 尙朱子書 曾命賤臣抄 其關於聖學  熟讀於乙夜 賤臣

以爲朱子之片 隻字發揮 以惠後學 此正其時 故敢因箚疑之命 略及拾遺之說矣 不

料其有妨於修省弭災之道也 且旣曰 賢稽古之大體 則 賢而用賢 之  稽古而遵

古人之道 正是聖學切要之務 不知何所病而齟齬若是耶 其所指斥 竊恐不但在於此

也 大抵愚昧  略識外間氣色”.

40) 宋子大全 권88, ｢答權致道-丙寅十二月｣ “別集之待彼商復 來意是矣 但見京裏書 

則訖不拆 而置之云 此說果然 則此亦不相契 可知矣 姑此置之 以待其心平氣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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老․  分立을 심으로 한 17세기 후반의 정국 흐름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아래에서는 지 까지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본고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672년( 종 13) 박세채에 의해 편찬된 주자 습유는 17세기 조선 주

자학의 심화 과정 속에서 산출된 작으로서, 사상사의 측면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자료라 평가할 수 있다. 조선의 주자학자들이 주자의 술을 탐

독하고 이에 한 정리․요약을 행한 본격 인 성과를 내놓은 것은 溪 李

滉의 朱子書節要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를 이어 17세기 반 愚伏 鄭經世

의 朱文酌海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송시열의 주
자 차의와 함께 박세채의 주자 습유가 편찬되었다.

그런데 이황의 주자서 요 이후 17세기 반까지 이루어진 주자 술에 

한 연구 성과는 주로 주자 에 수록되어 있는 주자의 많은 들 가운데 

긴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엮은 요약본의 형태라는 에서 공통 을 지니고 있

었다. 이에 비해 박세채의 주자 습유는 주자 을 비롯하여 기존에 

통용되던 주자 작집의 범 를 넘어서 여러 종류의 典籍 가운데 散見되는 

주자의 술을 수습하여 엮은 책으로, 17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주자학 연구의 

폭이 확장되어 가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주자 습유의 

이러한 성과는 조선후기 문화가 집 성되는 시기인 18세기 조 에 이르러 

국에서 확정된 주자 의 기본 체제에 더하여 조선에서 수습한 ｢遺集｣ 2

권을 덧붙인 형태로 계승되어 주자 작집의 定本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에 

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한 주자 습유는 정치사 으로도 요한 의미를 지닌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숙종에게 올려진 1686년의 시 은 甲寅換局과 老 分岐 이후 

似可矣 況於拾遺則尤不欲汲汲歸一 以惹其紛紛矣 並皆翕收以俟之如何” ; 宋子

大全隨箚 권10, ｢卷之一百二十七｣ “楊答之寢 楊指玄石 以朱子大全拾遺栗谷別集 

始欲更 商量 聞彼以先生之評議二書有怒意 至不坼先生書而置之 遂寢其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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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학을 자신들의 사상  정체성으로 간주하던 서인들이 심각한 기의식을 

지니게 되었던 시기 다. 그러므로 당시 서인 세력의 사상  구심 으로 활동

하던 송시열과 박세채는 주자학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일을 자신들의 가장 

요한 책무로 자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자 습유의 체재와 내용을 둘러

싸고 송시열과 박세채는 심각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한 박세채가 

숙종에게 이 책을 보내며 함께 올린 상소문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결국 주자 술에 한 연구 과정에서 비롯된 이러

한 갈등은 당시 老․ 의 갈등을 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던 박세채의 정치

 행보에 향을 주게 되었고, 결국 老․  分立을 심으로 한 17세기 후반

의 정국 흐름에 심 한 향을 주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필자 : 인하 학교 BK21 사업단 박사후연구원)

주제어 : 박세채(朴世采), 주자 습유(朱子大全拾遺), 주자 (朱子

大全), 송시열(宋時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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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Se-Chae‘s Studies on Zhu-Xi and 

ZhuZiDaQuanSubyu(朱子大全拾遺)

Woo, Kyung-sup *

41)

Since Zhu-Xi(朱熹)'s writings was introduced during the late Koryo(高

麗) dynasty, the  studies about Zhu-Xi's writings done by Chosǔn(朝鮮) 

scholars up until the early 17th century basically showed the form of 

anthology, a selection of the writings of Zhu-Xi from the text ZhuZiDaQuan(朱

子大全).

Compared with these studies, ZhuZiDaQuanSubyu(朱子大全拾遺) compiled 

by Park Se-Chae was a compilation of Zhu-Xi‘s writings selected from 

various other classical books beyond the boundary of ZhuZiDaQuan. This 

text shows the widening of the range of studies of Zhu-Xi‘s Neo-Confucianism 

by Chosǔn scholars.

Meanwhile, Park Se-Chae and Song Shi-Yeol(宋時烈) showed severe differences 

in views regarding the form and substance of ZhuZiDaQuanSubyu. It is 

suggested that in the long run, such conflict that had arisen from research 

of Zhu-Xi‘s writings affected the stream of political situations which 

included Noron(老論)․Soron( 論) divergence during the late 17th century.

Key Words : Park Se-Chae(朴世采), ZhuZiDaQuanSubyu(朱子大全拾

遺), ZhuZiDaQuan(朱子大全), Song Shi-Yeol(宋時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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