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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라말 

저 듬 흐 ** 
〈그 -=- L.!... 

17.8세기 조선 학계의 학술 · 지식은 이전 시기에 비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청 

도로 풍부해지고 다양해졌다. 이같은 변화가 얼어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15세기 이래 축적된 조선 학계의 학문 성과가 여러 학파와 정파의 

성장 속에 확장되는 사청을 거론할 수 있다. 16세기 중 ·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는 徐敬德， 李混， 홈植， 李쩍와 같은 학지들과 그들 후학들의 학파적 활통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비롯 현실 인식과 정치 운영의 방식을 둘러싸고 아주 다양 

한 논리와 견해를 만들며 전개되었다. 과거 조선의 ξL문 풍토가 정리되고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적절한 사유가 적극 모색되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게 평화롭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각 학파별로 지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만큼 학파 

상호간의 활동에는 팽팽한 긴장과 길항이 항존했으며， 그리하여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와 얽히면 격렬한 정쟁으로 폭벌하기도 했다 1) 하지만， 여러 학파의 경쟁적 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깅008-36 1-A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1) 1589년의 E표默事， 광해군대 廢母 논쟁， 인조반정， 현종대 禮뚫， 이이와 성혼의 文關 從祝흘 둘러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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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이 시기 지식 세계를 확장하논 주된 힘으로 작용한 것은 분병했다. 

중국으로부터 병 · 청대의 새로운 사상을 담은 서책들이 대거 유입되던 사정 또 

한 이 시기 학계의 지적 풍토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조선에서 중국의 서책을 받아 

들이는 기본 경로는 使行이었다 2) 이를 통하여 개언이나 국기눈 필요한 도서를 구 

입했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명청 교체와 같은 대규모의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도， 출판 문화가 크게 발달하여 많은 서책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었다 3) 명대 
의 상업 경제의 성장， 청대 국가의 서적 편찬과 지식의 계통화 노력은 그러한 지 

식 세계의 확장을 견인하는 힘이었다. 조선으로서논 쉽게 접할 수 없논 엄청난 규 

모의 지식 세계가 이웃 중국에는 펼쳐져 있었던 셈인데， 이 상황에서 조선의 지식 

인과 국가는 필요하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를 받아들이려 했다. 

말하짜면 17.8세기 조선의 학술 세계는 다양한 변화 요인에 노출되어 있었다 

할 것이다. 이 시기의 ξl술 주체들은 각기 자신의 입지에서 앞선 세대의 지적 성취 

를 계송하고 새로운 학솔과 사껏f을 흡수하며 자기에게 혹은 조선 사회에 필요한 지 

식과 사상을 만들어 나갔다. 朱子學의 집중적 연구과 연구서 편찬f) 經世書 편찬과 

새로운 사회의 기획，5) 조선의 역사와 문화의 정리， 類書의 편찬과 여러 경향의 知
識의 集成6)과 같은 다양한 학적 성취들은 그러한 노력이 구체화된 사례일 것이다. 
17.8세기 조선 시장계를 갚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사장계의 변화 

를 추통하는 내외적인 요소를 두루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일환으로 

조선의 서책 수업과 그 이해의 태도에 집중하여 이 시기 사상계의 움직업을 살피 

란 등은 학파와 정파 상호간의 학문적， 정치적 갈등이 착종하며 야기되었다고 할 수 었다 

2) 17' 8세기 중국에서의 서적 수업에 관해서는 신익철， 2010 í연행록을 통해본 1해1기 전반 한중 서적 교 
류의 양생:J r泰東古典鼎究~25 ; 부유업 ， 2011 í건륭 연간 연행록을 통해 본 중국도서 유업에 대해J r大
東漢文學J34.

3) 여기에 대해서는 오키 야:!:;.시 지음(노경회 번역)， 2007 r명말 강남의 출판문화J ， 소명출판 창조. 
4) 宋時烈에 의한 『朱子大全힘義J ， 金昌 ta의 『朱子大全힘義問팀 J ， 金遇淳의 『朱子大全잃義問텀標補J ， 한원 
진의 『朱子言論同異考』 姜浩傳으1 r朱書分類』 등은 그 대표적얀 성과들이다‘ 19세기 중후반에 이루어지 
는 李펄老 · 李埈 부자의 『朱子大全힘義輯補』 간행은 그간 이루어진 성과들이 있었기에 가놓한 작업이었 
다‘ 이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金驗錫， 1987 í，조선후기 幾湖士林의 朱子얀식 朱子文集 · 語錄 연구의 전 
개과정J r百濟鼎究J18 ; 柳繹- 1990 í.朱子書節훨 i主釋의 빠絡과 그 i용훌書들:外來文敵의 韓國的 受容
IIJ r書誌學鼎究J5 . 6합집 , 강문식， 2008 í宋時烈의 『朱子大全』 연구와 편찬 『朱子大全장疑J . r節配
通編』을 중심으로J r韓國文化~43 참조 

5) 金驗錫， 1993 í.柳養遠의 政治國防體制 改草論J r東方學志û7'78'79합집 ; 김선경， 2000 í.반계 유형원 
의 01~택가 기획론J r韓國史學報J9‘

6) 이수광의 『효홍類說J ， 이익의 『星湖f흉說J ， 안정복의 『星湖f흉說類選』， 『雜同散異J ， 정동유의 『훌永編J ， 
서명응의 r]ì事新書』 통은 17 ' 8세기 유1의 대표적 성과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대회， 2005 í이 
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후기 명물고중학의 전통.J r震樓學報J98 ; 심정호， 2007 í한국 유서의 종류와 
발달j r民族文f細究J47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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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료， 그리고 순조대 새로운 해저l자들의 의식 세계를 확연히 살펼 수 있는 바 

로미터이기도 했다 f규장총목』 이 가지는 지식 집성과 그에 부수된 사상 통제의 

한 면모는 반드시 정조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주자학의 세계를 

강고하게 지키려 했던 대다수 양반 지식인들의 열망이 동시에 간여하고 있었다. 

이 책이 나왔던 시점， 그리고 19세기 이후로 조선 지식인들이 새로운 지식과 문화 

를 만나고 소화하는 방식 혹은 그 방향성은 아마도 이 책에 집약되어 있었을 것이 

다. 

이 글에서는 『규장총목』의 체재 구성， 그리고 개별 서책에 대한 해제자의 해제 

방식과 태도에 대한 분석에 한정하여 이 시기 『규장총목』 이 갖는 의미를 살폈다. 

이 책에 들어 있는 숱한 책들을 당대 조선의 학술계가 구체적으로 만나고， 또 새 

로운 사유를 만들어나가는 양상은 또 다른 방향에서의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대 

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주제어 r奎章總답.JI， 奎章聞， 지식집성， 正祖

접수일(2012， 2, 19), 심사시작일(2012， 2, 28), 게재확정일(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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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tact) 

Acceptance and Its Attitude in ]oseon Society toward Foreign 

Culture in the Late 18th Century 

- Centering on Iíκyu}ang chongmok(奎훌總目 ).J -

Jeong , Ho-hun * 

IíKyz’;ang chongmok.J is the possession list and summary collection of Chinese 

books, which are being owned by Kyujanggak(奎章聞). About 700 kinds of book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Ming and Qing 며nasty， are arranged with four paπ 

classification system. Compilers of Ií Kyujang chongmok.J arranged by abbreviating 

basic information that an individual book has , and gave strict criticism at the same 

time to books, which contain idea of being likely a threat to ]oseon socieψ. 

Especially as for books of having a method available for destroying the boundary 

between Zhuzixue(朱子學) and Yangmingxue(陽明學) and books of having aimed to 

deconstruct the Thought of Zhuzi, they showed decisiveness that cannot be seen 

anywhere. 

Ií Kyujang chongmokjj was the result that ]oseon society ’selected’ in the late 18th 

century with the aim of having aggregated new knowledge and made medium in 

public communication at the point available for controlling optimally with being 

helped ]oseon in changing and expanding. In such sense, the existence of this book 

was ever barometer available for definitely examining the world of consciousness in 

]oseon govemment, which had aimed to define the boundaJγ to some extent with 

controlling and managing dangerous knowledge elements amid the book even while 

accepting new book, which is conducive to administering the govemment. The 

aggregation of knowledge that Ií K;μJjang chongmokjj has and one aspeα in 

controlling the thought accompanied by it weren’t certainly those that came just 

from the king ]eongjo. It had been intervened simultaneously a burning desire in 

Yangban(兩班) intellects who had strived to firmly keep the world of Zhuzixue. A 

* 많\: Professor in Kyujangg때 Institute for Korean Sudies at Se。니1 National UniveI잉lψ 



method or directionality that Joseon intellects in the 19th century meet and digest 

new knowledge and culture will be probably integrated in this book. 

Key Words : Kyujang chongmok, Kyujanggak(1f!i!I?J'J), The aggregation of knowledge, 

king Jeo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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