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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논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용 판본의 종류와 형식적 구성 체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 중․후기 중용 연구의 경향을 고찰하고자 한
다. 특히 이 글은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관점과 도덕 실천적 관점이라고 하는 중
용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연구 방법론에 따라 조선 중․후기에 중용을 연
구한 학자들의 중용관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중용에 관한 연구는 권근의 입학도설(入學圖說)에 나오는 중용

수장분석지도(中庸首章分釋之圖) 와 중용분절변의(中庸分節辨議) 가 그 시초라

고 할 수 있다. 중용수장분석지도 에서 그는 천명(天命)에서 치중화(致中和)까

* 이 논문은 2015년 10월 23일〜24일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경학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한국 경학의 위상과 경서류 문헌: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

를 중심으로 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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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개되는 성도교(性道敎)가 모두 하늘에 근본을 두는 것으로 그 중심으로서

도(道)는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권근의 중용에 대한 이해
는 성리학적인 기초를 가지면서도 실천의 방법과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권근이 중용을 이해할 때 한편으로 주희의 중용장구의 형이상학적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따른 한편 도덕 실천의 방법과 그 실현의 방향에서 중용을 이해
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1)1)

이후 조선 시대 중용에 관한 연구는 이언적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를 들 수 있다. 이 저술 서문에서 그는 수신(修身)에서 회제후(懷諸侯)에 이르

는 중용의 구경(九經)은 근본에서 말단에 이르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
는 것이 대체로 대학의 팔조목(八條目)과 서로 표리를 이루는 것이라고2)2)하
였다. 그는 대학과 비교하여 중용의 구경(九經)은 정치를 시행하는 방법을
임금에게 가르치는 것이므로 경세의 조목에 상세한 반면 수기의 공부에 소략하

여, 두 저술은 서로 발명하여 밝혀 주는 의미가 있다3)고3)강조하였다.

이언적 이후 중용에 관한 연구는 주희의 성리학을 자신의 철학적 기초로 삼
은 이황에 이르러 중용에 대한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이해라고 하는 전형적인
방향을 구축하였다. 퇴계의 철학에 근거하는 중용에 관한 성리학의 형이상학
적 이해는 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연구의 흐름을 이루었다. 이러

한 흐름과 별도로 주희 철학에 근거한 중용에 관한 성리학적 이해를 벗어나 중
용을 일상적 삶의 현실에서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흐름도 다른 한편으로 형성되었다. 박세당의 중용사변록을 비롯하여, 이
익의 중용질서, 그리고 정약용의 중용자잠과 같은 저술은 이러한 경향을 가
진 연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을 중심으로 그 형식적 체계와 서지

1) 엄연석, 2005 韓國經學資料集成所載 中庸 註釋의 특징과 그 연구방향 대동문화연
구 49, 134-135면.

2) 中庸九經衍義 序 “其序首之以修身, 而次之以尊賢親親, 又次之以敬大臣體群臣子庶民來

百工, 以至於柔遠人懷諸侯. 由本而及於末, 由近而及於遠. 蓋與大學之八條目, 相爲表裏.”

3) 위의 책, “竊謂大學之書, 敎學者以修己治人之道, 故詳於進修之功而略於爲治之目. 中庸之九

經, 告人君以爲政之道, 故詳於經世之目, 而略於修己之功, 二書之義, 蓋互相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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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나서, 이를 기초로 조선 중․후기 중용에 대
한 연구의 경향을 위에서 언급한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관점에 따른 연구와 경세

론적 도덕실천적 관점에 따른 연구 경향을 비교 시각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 제2장에서는 조선시대에 여러 학자들의 중용관에 관한 기존의 여러 방향에

서의 연구 성과를 개관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용
판본의 종류와 체제상의 특성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 제4장에서는

규장각본 중용의 내용적 특성과 조선중․후기 연구경향을 간략하게 개관하기
로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규장각 소장본 중용 판본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
을 요약하고 조선 중․후기 중용에 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연구 방법
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 중용 학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

이 장에서는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중용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가 어
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조선 전기의 중용
이해에 관한 연구 성과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중용 판본에 관한 연구, 한국유
학사에서의 중용 이해,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본 세종의 중용 이해, 퇴계 이
황의 중용 이해, 구암(龜巖) 이정(李楨)의 중용학, 하서 김인후의 중용관, 서
애 유성룡의 경세론적 관점에서 본 중용 이해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 또
한 포저(浦渚) 조익(趙翼)과, 백호(白湖) 윤휴(尹鑴), 그리고 서계(西溪) 박세당

(朴世堂)의 중용에 관한 학설에 관한 연구 성과를 요약하기로 한다.
먼저 안현주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중용의 제판본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에
소재한 중용 판본을 조사하여 그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중용 판본 중 가
장 많이 간행되었던 중용장구대전의 계통별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한문
본 중용은 중앙관서와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주로 간행하였고, 시기적으로
는 17〜19세기에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특히 중용장구대전(中庸章句大全)을 저본으로 하여 이를 복각한 목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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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본복각계열(明本覆刻系列)’과 조선에서 주조한 활자로 간행한 활자본 중

‘정유자계열(丁酉字系列)’로 판본의 계통이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하

고 있다.4)4)

서경요는 한국유학에서 중용 해석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유학의 특징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한국유학의 일반적 특징으로 인성론에 관한 집중적인

탐구와 전개현상은 중용장구와 그 서문의 내용을 주요 심법(心法)으로 인식하
고 중시한 결과로 간주하였다. 조선성리학의 주제와 중용과의 관계는 해석학
적 이해를 통하여 정(靜)과 지정(至靜), 중(中)과 화(和), 성(誠), 경(敬) 등의

명제와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인심도심(人心道心) 등의 이론을 전개하는 것

이라고 보았다. 그는 조선조 유학에서 천명도 는 천명이라는 특정의 명제를 설

정하고 천인관계를 분석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성정(性情) 뿐만 아니라 물성에

이르기까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5)5)

안병걸은 중용장구의 체계를 조선조 유학과 연관하여 천인합일적 지향을 가
지고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였

다. 특히 그는 이이의 철학에서 인심 도심과 관련하여 교기질(矯氣質)을 강조하

는 등 인간의 주체적 확립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점은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바람

직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16세기 이후 중용이라는
실천적 표제를 지닌 책에 대한 이해는 이들(이황, 이이)로 하여 더욱 더 심성론

을 중심으로 하는 사변적 탐구로 치닫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6)6)

다음으로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세종의 중용에 관한 이해에 대하여 연구한

4) 안현주, 2005 조선시대에 간행된 중용의 諸板本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2, 179면.
안현주는 조선시대 중용 판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는 한문본 중용은 총 25개 지역에서 모두 5종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에도 많은 지역에서 상당수의 중용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둘째, 현존하는 한문본
중용은 서명별로 중용, 중용장구, 중용장구대전, 中庸奎璧, 中庸大文, 庸學大
文, 庸學正文, 四書三經正文 등 8종이 현존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어 하나
의 계통을 형성한 한문본 중용 판본은 주희의 中庸章句를 저본으로 명나라 영락 연간
에 호광 등이 편찬한 中庸章句大全을 저본으로 간행된 판본들이다(위의 논문, 201면).

5) 서경요, 2008 조선유학에서의 중용 해석학의 역할 유교문화연구 12, 33면.
6) 안병걸, 1992 中庸章句의 체계와 조선조 유학 중국철학 3, 407-4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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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발표되었다. 박홍규는 중용에 등장하는 ‘구경(九經)’을 중심으로 중용
과 세종의 정치적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는 세종이 재위 6년 때에 경연(經筵)에

서 중용을 강독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등장하는 언행을
가지고 세종이 중용의 구경을 실천하였음을 고찰하였다. 그는 고려 말에 원대
로부터 수용된 주자의 중용장구가 조선을 이끌어가는 정치철학서로 기능한 것
을 강조하였으나, 세종이 주자의 말 또한 모두 믿을 수는 없다고 한 말을 인용하

여 중용장구를 절대시하거나 교조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음을 강조하였다.7)7)

서세영은 퇴계 이황이 주로 어떤 방식을 통하여 주희가 제시한 성리학 체계에

맞추어 중용을 이해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중용석의와 중용질의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퇴계가 중용장구의 구조와 분절체제
를 따르고 있음을 살폈다. 그는 또한 중용장구의 의미단락에 근거하여 각 부분
의 주요 개념들에 관한 퇴계의 논의를 살펴서 퇴계가 주자주(朱子注)와 소주(小

注)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맥락 안에서 중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8)8)
또한 주자의 중용 해석을 계승하는 퇴계의 중용에 관한 이해를 그대로 이
어 받은 이정(李楨, 1512〜1571)의 중용학을 검토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이세동

은 구암(龜巖) 이정의 중용학(中庸學)을 그가 지은 중용에 관한 시로 중용영

십사수(中庸詠十四首) 를 중심으로 해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정은 중용영 에

서 주로 주자의 중용장구와 중용대전 세주의 주자 언설을 인용하여 작시(作
詩)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주자의 이론에 근거하여 중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중용 1장에 관한 시가 9수로 가장 많은 것은 주자가 중용 1장
을 체요(體要)로 간주한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정이 공부와 실

천을 중시한 수양론에 입각하여 중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의 중용학이 퇴
계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명하였다.9)9)

반면 중용을 주로 수양과 함께 실천적 덕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이 발표

7) 박홍규, 2012 중용과 세종의 정치: 구경(九經)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11,
72-73면.

8) 서세영, 2014 퇴계 이황의 중용 해석 동양고전연구 54, 45면.
9) 이세동, 2009 龜巖 李楨의 中庸學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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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였다. 김범수는 하서(河西) 김인후(金麟厚, 1510〜1560)의 인간관을 도

덕실천 주체로서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해명하면서 그의 중용에 대한 해석을
고찰하였다. 그에 따르면 김인후는 중용의 중화사상을 근본으로 한 천명도

에서는 발(發)하기 이전의 함양공부를 중시하고 발한 이후에는 마음과 감정을

살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일상에서의 실천과 수양을 강조한

그는 학문의 완성과 인간본질의 적극적 실현을 성기성물(成己成物)에 두었다.

김범수는 선(善)의 확충(擴充)을 논리로 하여, 윤리도덕의 실천을 통한 대타적

(對他的) 합일관계로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 김인후의 유학정신은 철저한 실천중

시의 성향을 지닌다고 보았다.10)10)

최종호는 경학관과 경세사상을 중심으로 유성룡(柳成龍, 1542〜1607)의 여러

경전에 대한 이해를 해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성룡은 시경을 ‘교화(敎化)’
로, 주역을 ‘겸손’으로, 중용을 ‘효도’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그는 구경연의

발(九經衍義跋) 에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도(道)는 군자(君子)가 세상 근심하

기를 깊이 하는 것과 임금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보는 경세론을 제시하였

으며, 천수인사상참(天數人事相參) 에서 천(天)과 인(人)이 합일(合一)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설파한 것으로 해석하였다.11)11)

장병한은 조익의 중용사람(中庸私覽)에 대한 연구에서 포저의 중용관의 특
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그의 중용에 대한 이해에서는 성즉리로
대표되는 절대적인 리(理) 개념이 제거되고 있다. 둘째는 주자학의 관념적인 도

덕법칙에서 벗어나 인간의 실천 윤리덕목을 중시하였다. 셋째는 역사적 사실과

경전의 경문에 근거하는 실증적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12)12)

반면 윤휴의 중용설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김유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중용과 대학 이해에 나타난 윤휴의 사천지학(事天之學)을 주제로 인간이 하
늘을 섬겨야 하는 근본원리, 구체적 실천방법, 그 지극한 효과를 윤휴 사천지학

10) 김범수, 2004 하서 김인후의 인간관: 도덕 실천주체로서의 인간 이해 철학연구 92,
59-60면.

11) 최종호, 2012 柳成龍의 經學觀과 經世思想의 特徵 태동고전연구 29, 27-28면.
12) 장병한, 2002 포저 조익의 중용사람에 대한 연구 (1): 중용과 비은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9, 333-334면.



규장각 소장본을 통해 본 조선 중․후기 중용 연구 경향·73

의 구조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윤휴는 천리가 성으로 내재해 있음은 성리

학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만, 성(性)의 근원인 천(天)이 인륜과 일상 사이에 항

상 현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각하여 천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외천(畏天)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윤휴의 외천에 대한 강조는 성리학이 이

법으로 자발적인 인륜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간의 인

륜의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13)13)

신창호는 박세당의 사변록에 나타난 중용 이해의 관점을 분석하였다. 그
에 따르면, 박세당에게서 중용은 본성을 따르는 데 힘쓰는 것으로 인식되고
내 마음의 밝은 것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의 길로 정리된다. 따라서 중용의 실
천 양식은 실제적인 효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며, 사람이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천도에 이를 수 있다는 주체적인 능동성을 강조한다. 요컨대, 박세당은 중용을
주희와 달리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실제적이며 실천

적인 것으로 형이하학의 차원에서 규명하였다고 한다.14)14)

위의 논문들은 조선 전기와 중기에 이르는 중용에 관한 여러 방면에서의 연
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들 연구 성과를 개관해 보면 조선 전기에 중용에
관해서 살펴볼 때, 초기에는 주석서가 별달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실천적 덕목으로서 중용 가운데서도 ‘구경(九經)’을 정치적 실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기로 들어서면서 중용에 대
한 주자의 주석서로서 중용장구를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적 해석의 관점을 계
승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중기가 지나면서 다시 형이상학적

사변화를 탈피하여 포저(浦渚) 조익(趙翼), 백호(白湖) 윤휴(尹鑴),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등 구체적 현실에서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중용을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여준다.15)15)

13) 김유곤, 2013 중용과 대학 해석에 나타난 윤휴의 사천지학의 구조와 성격 동양철
학연구 76, 7-8면.

14) 신창호, 2014 서계 박세당의 사변록 중용 이해와 학문적 특징 동양고전연구 55,
59-62면.

15) 기존의 연구 성과는 졸고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더하였다(엄연석, 2014

조선전기 중용 이해와 퇴계 중용석의 의 해석 특징 국학연구 25, 281-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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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장각 소장본 중용 판본의 종류와 체제상의 특성

윗 장에서는 조선시대 중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중용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문헌적 근거로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용 판
본의 종류와 체제상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되어 있는 중용 판본은 약 70여 종으로 조선시대 중용
연구의 핵심 저술로서 중용장구와 중용장구대전을 비롯하여 여러 주석서 및
해설서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 초기에 유학사상은 세종이 성리대전(性理大全)
과 함께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을 간행하면서 성리학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16)16)중용은 여기에서 학자들의
핵심적인 연구서가 되었다. 세종이 간행했던 성리대전과 사서대전은 성리학
의 중심 개념과 이론을 담은 저술들이다. 고려시대 중․후기 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새 왕조의 이념적 토대로서 성리학을 본

격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성리학은 조선왕조를 지탱해 가는 중추

적인 이데올로기였다. 이런 이유로 조선시대 학자들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

를 최고의 학문적 스승으로 추숭하는 기풍을 형성하였다. 조선시대 학자들이 주

희가 저술한 사서집주(四書集註)를 크게 중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학문적 풍
토의 결과였는데, 이 가운데 중용에 대한 주석서가 바로 중용장구(中庸章句)
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주희의 중용 관련 판본 중에는 중용장구와 중용
혹문(中庸或問)이 대표적인 문헌으로, 장구가 다섯 종의 판본, 혹문이 네
종의 판본이 있다. 규장각본 중용 가운데 가장 많은 판본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은 바로 중용장구에 대하여 주희 이후의 학자들이 주석한 것을 모아 집성한
중용장구대전(中庸章句大全)으로 약 20종의 판본이 있다. 중용장구대전 판
본은 간행년도가 미상(未詳)인 판본도 여러 본이 있지만, 현종(顯宗) 연간으로

부터 순조(純祖) 연간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간행된 것

16) 엄연석, 2014 조선전기역철학사, 학자원,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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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희의 중용장구에 대한 주석 모음집으로서 중용장구대전의 중요성을 여
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중용장구, 중용혹문, 그리고 중용장구대전 이외에 조선 중․후기 규장각
소장 판본의 유형적 특징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판본은 중용언해이다. 이 판
본은 선조(宣祖) 연간부터 순조(純祖) 연간에 이르기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 특히 이 저술이 홍문관(弘文館), 시강원(侍講院), 강서원

(講書院) 등과 같은 학문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 인행되었다는 것은 실제적 강의

와 연구를 위하여 국가의 중점 간행 사업의 대상이 되었던 것임을 추론케 한다.

그러면 규장각 소장 중용 판본의 구체적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 이들 판본의 서지적 특징을 정리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

다. 아래 <표 1>은 이들 판본에 대한 서지적 사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표 1> 규장각 소장본 中庸 판본의 종류와 서지사항
서명 판형 발행지/발행자/발행년도 특기사항(저자 등) 비고(형태)

中庸講說 筆寫本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金元行 著

中庸講義 筆寫本 ″ 卷首:序/印:集玉齋

中庸九經衍義 木板本
刊寫地, 刊寫者未詳,
宣祖16年(1583) 後刷

表紙書名:九經衍義/本集卷
末:萬曆十一年(1582)
柳成龍 謹跋/卷9〜12
(1冊)은 補寫本임.

″ ″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李彦迪 著/李彦迪
序/跋-萬曆11年(1583):

柳成龍

中庸問答 筆寫本 ″ 金元行 著

中庸諺解 木板本
刊寫地, 刊寫者未詳,
宣祖年間(1567〜1608?)

宣祖(朝鮮) 命編 32.0x22.0cm

″ ″
刊寫地, 刊寫者未詳,
光海君4年(1612)

″ 35.5x22.4cm

″ ″
刊寫地, 刊寫者未詳,

仁祖9年
(1631)

宣祖(朝鮮) 命編/內賜記:
3033-崇禎4年(1631)
閏十一月日. 太白山上;
3589:五臺山上

35.0x2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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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刊寫地, 刊寫者未詳,
肅宗10年(1684)

內賜記:康熙二十三年
(1684)十月十六日

內賜領敦寧府事 金萬基
中庸諺解一件

31.6x21.0cm

″
金屬活字
戊申字

刊寫地, 刊寫者未詳,
肅宗21年(1695)

宣祖(朝鮮) 命編 36.4x24.3cm

″ ″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印:弘文館, 侍講院, 講書院
春坊藏 等

35.4x22.6cm

″ 木板本
大邱, 嶺營,
純祖28年(1828)

刊記: 戊子(1828?)新刊
嶺營藏板

33.6x22.0cm

″ ″
全州府, 河慶龍藏板,
刊寫年未詳

刊記: 歲庚午仲春開刊
國漢混用文本

31.8x21.0cm

″ ″
全州府, 河慶龍,
純祖10年(1810)

刊記:歲庚午仲春開刊全州
府, 河慶龍藏板

34.1x23.2cm

″ ″
刊寫地, 刊寫者未詳,
18世紀以後

印:侍講院 春坊藏, 弘齋,
春宮, 正司印

33.8x22.1cm

″ ″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表紙書名:庸解/刊記:
庚辰新刊 內閣藏板

33.1x22cm

″ 筆寫本 ″ 33.2x21.8cm

″ 木板本
刊寫地未詳, 咸鏡監營,

刊寫年未詳
刊記:814: 丙午(1846?)
孟秋咸鏡監營開刊

36.4x23cm

″ ″
刊寫地, 刊寫者未詳,
18世紀以後

34.5x27.7cm

″ ″
刊寫地未詳, 內閣,
英祖36年(1760)

表紙書名:庸解/刊記:庚辰
新刊 內閣藏板

33.6x22.2cm

中庸栗谷先生諺解
活字本
戊申字

刊寫地, 刊寫者未詳,
英祖25年(1749)

跋:崇禎三己巳(1749)春…
洪啓禧

34.3x22.4cm

中庸章句 木板本
刊寫地, 刊寫者未詳,
英祖34年(1758)

表紙書名:中庸/권수
御製序… 戊寅(1758)

英祖/淳熙
己酉(1189)…朱熹 序

35.1x22.4cm

″ ″
刊寫地, 刊寫者未詳,

正祖時

卷首:御製序…歲戊寅
(1758)(英祖)/淳熙
己酉(1189)…朱熹

35.2x22.7cm

″ ″
刊寫地, 刊寫者未詳,
純祖18年(1818)

御製讀序:歲戊寅(1818)…
純祖

34x22.6cm

″ ″
刊寫地未詳, 咸鏡監營,

刊寫年未詳
序:淳熙 己酉(1189)…朱熹 33.4x22.3cm

″ 筆寫本 ″ 赤色顯吐 31.1x19.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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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庸章句大全
活字本
(訓練都
監字)

刊寫地未詳, 咸鏡監營,
刊寫年未詳

表紙書名:中庸/序:淳熙
己酉(1189) 朱熹;
所藏本-首卷一部落張,
序는 筆寫補

33.3x20.4cm

″ 木板本
全州府, 河慶龍,
刊寫年未詳

刊記:歲庚午仲春開刊/卷首
:淳熙 己酉(1189)…朱熹

序: 讀中庸法
32.0x21.2cm

″ ″
刊寫地未詳, 咸鏡監營,
顯宗7년(1666?)

刊記:丙午孟秋咸鏡監營開
刊

35.6x23.8cm

″
重刊
木板本

刊寫地未詳, 北漢城,
肅宗8年(1682)

刊記:壬戌初秋 北漢重刊/
序:淳熙 己酉(1189)…朱熹

34x23.0cm

″ 木板本
刊寫地未詳, 寧邊府,
肅宗11年(1685?)

刊記:己丑四月日寧邊府開
刊/ 序:淳熙己酉
(1189)…朱熹

34.4x21.6cm

″ ″
刊寫地未詳, 北漢城,
肅宗42年(1716)

刊記:丙申三月日
北漢城開刊

30.0x22.2cm

″
活字本
(戊申字)

刊寫地, 刊寫者未詳,
肅宗時

赤色懸吐 34.6x22.6cm

″ ″
刊寫地, 刊寫者未詳,
英祖年間(1724〜1776)

序:淳熙己酉(1189)…朱熹/
印: 侍講院

32.2x21.4cm

″
金屬活字
(壬辰字)

刊寫地, 刊寫者未詳,
正祖17년(1793)

表紙:上之十八年癸丑新印/
藏書記:奎중643:太白山

37x23.7cm

″ ″
刊寫地, 刊寫者未詳,
正祖年間(1776〜1800)

卷末:鑄字跋/欄上註,
赤懸吐. 序:淳熙己酉
(1189)春三月戊申
新安朱熹 序

36.2x23.3cm

″ 木板本
全州府, 河慶龍藏板,
純祖10年(1810)

卷末:鑄字跋/刊記:奎중636
1693:歲庚午仲春開刊
全州府河慶龍藏板,

奎중2460:上之十八年癸丑
新印/藏書記: 奎중2460:

五臺山

34.7x23.2cm

″ ″
刊寫地未詳, 內閣,
純祖20年(1820)

庚辰新刊 內閣藏板 31.0x20.8cm

″ ″
刊寫地, 刊寫者未詳,
正祖年間(1800〜1834)

22.4x16.4cm

″ ″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表紙書名:中庸 35.1x23.0cm

″ ″ ″
印:奎중701:侍講院

等/所藏本:奎중685:卷首一
張缺

34.2x23.3cm

″ ″ ″ 表紙書名:四書奎璧 22.2x16.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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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筆寫本 ″ 表紙書名:中庸 37.0x23.3cm

中庸章句詳說 木活字 報恩, 楓林精舍, 19-- 29.8x20.5cm

中庸章句或問 木板本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印:弘文館 36.6x22.4cm

中庸正音 木活字
刊寫地, 刊寫者未詳,
英祖11年(1735)

司譯院(朝鮮) 編 32.8x21.2cm

中庸第二十章
[哀公問政]

筆寫本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表紙書名:中庸九經略/懸吐 35.6x22.7cm

中庸箚記 ″ ″ 28x17.7cm

中庸或問
活字本
(癸酉字)

刊寫地, 刊寫者未詳,
宣祖年間(1567〜1608)

印:江都內府舊藏 37.6x22.4cm

″ 筆寫本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附錄:書社雅誦, 益化書社輯 33.5x22.0cm

″ 木板本 ″ 印:徐廷喆印 16.2x13cm

″ ″ ″ 印:弘文館, 皇室圖書之章 35.4x23cm

中庸或問重訂輯釋
疏義大成

木活字
(甲辰字)

刊寫地, 刊寫者未詳,
成宗年間(1469〜1494)

倪士毅(元)輯釋/表紙書名:
四書章圖二十二終/貴重本

32.8x20.8cm

中庸訓義 筆寫本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沈大允(朝鮮) 著
大學考正 附

24.2x16.0cm

他
著
述
과
合
本

四書質疑-中
庸質疑

″
刊寫地, 刊寫者未詳,
顯宗7年(1666)

李德弘 著 34.0x22.0cm

古今圖書集
成

冊3475-3769
(理學彙編)-
中庸部-第36
18-3620冊

聚珍本
刊寫地, 刊寫者未詳,
雍正4年(1726)序

卷首:雍正4年(1726)…[世
宗], 御製序.

表文...雍正三年十二月二十
七日…

蔣廷錫等上表武英殿聚珍字

27.5x17.7cm

五書諸註竊
意-第13-14冊,
中庸竊意

筆寫本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28.7x17.6cm

九經問-
中庸問

“
刊寫地, 刊寫者未詳,
正祖17年(1793)

34.4x22.0cm

經書正音-
中庸正音1卷

木板本
刊寫地, 刊寫者未詳,
正祖8年(1784)

卷末:檢察官…洪命福/刊記
:甲辰冬重刊通文館藏板

32.2x20.8cm

說郛-
中庸古本

“
刊寫地未詳, 宛委山堂,
淸板本(1616~1911)

陶宗儀(明) 纂
張縉彦(明) 補輯

22.4x15.3cm

西河合集-
中庸說

“
刊寫地未詳, 遠宗姬
等較, 刊寫年未詳

毛奇齡(淸)
撰:遠宗姬 等較

24.8x15.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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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장각 소장본 중용 판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는 중용에 대한 주석서 또는 해설서로서 독립적인 저술로 된
판본과 다른 저술과 합하여 합본으로 구성된 판본이 그것이다. 첫째, 독립적인

중용 자체의 주석서 또는 해설서로서의 판본은 중용강설(中庸講說), 중용
강의(中庸講義), 중용언해, 중용장구, 중용장구대전, 중용장구상설, 중
용차기, 중용혹문, 중용훈의(中庸訓義) 등이 있다. 둘째 다른 저술과 합하
여 발간한 판본은 이덕홍의 사서질의(四書質疑)에 포함되어 있는 중용질의,
청나라 옹정제 때 발간된 고금도서집성 중의 중용부(中庸部), 명대 도종의
(陶宗儀)가 편찬한 설부(說郛) 중의 중용고본(中庸古本), 청대 모기령의 서
하합집(西河合集) 안의 중용설(中庸說) , 박세당의 사서사변론(四書思辨錄)
중의 중용, 정약용의 여유당집(與猶堂集) 중의 중용자잠(中庸自箴) 등과
같은 판본들이 있다. 특히 다른 저술과 합해진 판본에는 중국에서 간행된 판본

이 여러 종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 규장각 소장 중용 판본의 형식적 측면으로서 판형, 발행지, 발행자,
발행연도, 그리고 저자명과 같은 서지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판형

을 보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필사본(筆寫本)이 15종류, 목판본(木板本)이 37종

류, 활자본(活字本)이 12종류이고 취진본(聚珍本)과17)17)석판본(石版本)도 있다.

이들 가운데 활자본은 금속활자를 뜻하는데 간행되었던 년도를 간지로 삼거나

與猶堂集1-7
8-中庸自箴3卷

(第75冊)
筆寫本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未詳

丁若鏞(朝鮮) 著 25.6x17.8cm

朱子異同條
下-中庸條下

木活字 “ 24.2x15.9cm

四書思辨錄-
中庸

筆寫本 “ 朴世堂(朝鮮) 著 25.0x16.5cm

經隨三篇
-中庸

木板本 迎日郡, 石谷齋, 1923 金容錫(朝鮮) 編 28.4x19.1cm

中庸大全章句
木板本
(淸板本)

刊寫地, 刊寫者未詳
(1616~1911)

陸隴其(淸)
手輯;席永恂(淸) 等參閱

24.5x15.7cm

中庸文棷 石板本
刊寫地, 刊寫者未詳,
光緖年間(1871〜1908)

10.0x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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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되었던 관서를 가지고 글자체를 표기하였다. 이들 판본에는 무신자(戊申字),

임진자(壬辰字), 계유자(癸酉字), 갑진자(甲辰字), 그리고 훈련도감자(訓練都監

字) 등이 있다.

판본과 관련하여 유의할 부분은 중용구경연의, 중용언해, 중용장구, 중
용장구대전, 중용혹문 등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간행했던 판
본들의 경우는 주로 활자본이나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중
용에 관하여 개인 저자가 해설한 중용강설, 중용강의, 중용문답, 중용제
이십장, 중용차기, 중용훈의 등과 같은 판본은 대부분 필사본으로 되어 있
다는 것이다. 또 중용장구대전본 중 한 판본은 중간목판본(重刊木板本)으로

간행한 경우가 있고, 중용대전장구(中庸大全章句)는 청판본(淸板本)으로 간행
한 것을 수입한 판본이다.

다음으로 발행지역, 발행자 또는 기관, 발행연도를 통하여 중용 판본의 특성
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발행 지역, 발행자, 발행연도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

진 특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사본이 대부분인 개인 저

자가 저술한 중용해설서로서의 판본은 대부분 이들이 미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 국가 차원에서 간행했던 판본으로 활자본이나 목판본이 대부분인 중
용언해(中庸諺解), 중용장구(中庸章句), 중용장구대전(中庸章句大全) 등은
간행지역과 간행자는 미상인 경우가 꽤 있으나 간행년도는 알려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것은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간행함으로써 간행시기를 밝혀

놓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발행지역을 살펴보면, 밝혀지지 않은 판본이 대부분이지만 중용
언해와 중용장구대전의 경우 전주부(全州府)에서 출간된 것이 명시되어 있

고, 중용언해는 대구(大邱)에서 출간된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 발행지역
과 발행한 기관이 명시된 것으로는 중용장구상설이 있다. 발행자 또는 발행기
관을 살펴보면, 위 전주부의 하경룡장판(河慶龍藏板)과 대구 영영(嶺營)에서 발

17) 취진본은 청나라 건륭제 때 김간(金簡)이란 조선족 동포가 목판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자 하여 대추나무로 활자와 활자틀을 만들어 인쇄했던 방법에서 유래한 판본이다. 곧 건

륭제(乾隆帝)가 대추나무로 만든 목활자를 ‘보배를 모아 놓은 것'이라는 의미로 ‘취진(聚

珍)'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며 이 목활자를 가지고 인쇄한 서적을 취진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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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된 것이 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판본이다. 또한 간행자와 간행기관이 명시된

경우로는 내각에서 간행된 것과 함경감영(咸鏡監營)에서 간행된 것이 중용언해
가운데 있다. 특히 함경감영의 경우는 중용언해 뿐만 아니라 중용장구와 중
용장구대전을 간행한 사실도 명시하고 있다. 중용장구대전의 경우는 북한성
(北漢城)에서 간행된 판본과 영변부(永邊府)에서 발간한 판본이 있으며, 하경룡

장판과 내각본(內閣本)도 있다.

이외에 중국에서 발행된 합본으로서 설부(說郛) 속의 중용고본은 완위산
당(宛委山堂)에서 발간하였고, 하서합집 속의 중용설은 원종희(遠宗姬) 등
이 교정한 판본이다. 이렇게 볼 때, 중용언해와 중용장구대전이 상대적으로
발행지역과 발행자 또는 발행기관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발행 시기를 보면, 규장각 소장 중용 판본 가운데 중용혹문중정집석소의대
성(中庸或問重訂輯釋疏義大成)본은 발행시기가 알려진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성종 연간에 발행한 판본으로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판본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발행한 판본은 선조(宣祖) 연간에 발간한 중용언해와 중용
혹문이다. 이후 중용언해가 간행연도를 알 수 있는 판본이 지속적으로 간행
된 것에 비하여, 규장각에 소장된 나머지 중용혹문의 간행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간행시기로 살펴볼 때, 중용언해는 규장각 판본 가운데 선조 연간으로 아주
이른 시기에 발간되어 순조 연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된 판본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중용구경연의가 선조 16년에 간행된 판본이며, 중용장구
대전이 현종 7년(1666)에 발간된 후 순조 연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간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규장각에는 중용언해, 중용장구대전과 같이 조선중기
이후 지속적으로 간행된 판본이 있는가 하면, 중용장구는 영조때부터 순조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발간된 판본도 있다.

다음으로 규장각 소장 중용 판본 가운데는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들이 있으니,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판본과 달리 중용장구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용장구 다섯 가지 판
본 가운데 세 판본에 어제서(御製序) 가 실려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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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순조 때에 간행한 판본에는 임금이 읽고서 서를 쓴다는 말을 표시하였

다. 다른 판본에 실려 있지 않은 어제서 가 중용장구 여러 판본에 실려 있다
는 것은 영조(英祖)와 순조(純祖) 시기에 임금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용장구를
특별히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이어서 중용구경연의는 두 판본이 있는데 모두 이언적의 저술임을 밝히고
있으며, 권말에는 류성룡(柳成龍)이 쓴 발문이 실려 있다. 이 판본 가운데 한 판

본은 9〜12卷(1冊)은 보사본(補寫本)이라고18)18)명시되어 있다. 중용율곡선생언
해에도 기사년(1749) 봄에 홍계희(洪啓禧)가 쓴 발문이 실려 있다. 반면 중용
장구대전 가운데 두 판본에는 활자를 주조한 다음 그 전말을 기록한 글로서 주
자발(鑄字跋)이 권말에 실려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 중에 한 판본에는 난상(欄

上)에 주석이 달려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중용언해 중 두 가지 판본에는 임금의 내사기(內賜記)가19)19)있다고 표
시하였다. 이중 한 판본에는 “강희(康熙) 23년(1648) 10월 16일 령돈령부사(領

敦寧府事) 김만기(金萬基)에게 중용언해 한 건을 내려 준다”고20)20)표시하였다.
규장각 판본 중용 중에는 구결(口訣)로 적색현토가 달린 판본도 있는데, 이것
은 바로 중용장구 필사본, 중용장구대전 활자본 두 가지 판본에 붙어 있다.
또 중용장구대전 중에는 ㇰ, ㇹ, ㇵ 등의 구결토(口訣吐)가 붙어 있는 판본도
있다. 그리고 중용장구대전에는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 와 독중용법(讀中

庸法) 이 함께 실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판본에 따라 두 가지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 실려 있다.

위의 고찰로부터 다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의 경우에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용 판본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규장각 중용 판본 중에 국가

18) 補寫本은 먹이 묻지 않은 곳에 새로 먹물을 칠하는 것이거나, 다른 판본에 필사를 통하여

보수한 판본을 말한다. 함경감영에서 발간한 활자본(훈련도감본) 中庸章句大全의 경우
도 서(序)를 필사로 보수한 부분적인 보사본이라 할 수 있다.

19) 內賜記는 임금이 개인이나 기관이 이용이나 보존을 위하여 서적을 내려 주면서 날짜와
받는 사람의 직함이나 성명 등을 묵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 “康熙二十三年(1684)十月十六日, 內賜領敦寧府事金萬基, 中庸諺解一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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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간행한 중용장구, 중용언해, 중용장구대전 등과 같은 판본과 개
인이 지은 중용 해설서를 중심으로 하는 판본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에서 발간한 판본은 대체로 간행시기가 분명하게 명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개인이 지은 저작은 발행지역, 발행자, 발행시기

등이 분명하지 않은 판본이 대부분이다. 또한 개인저술은 필사본이 많은 데 비

하여, 국가가 간행한 판본의 경우는 활자본이나 목판본인 경우가 많다. 둘째, 간

행지역과 간행기관 분포를 보면, 알려진 곳 중에서는 전주부(全州府), 대구(大

邱), 함경감영(咸鏡監營) 등지에서 간행한 것이 대표적이고, 중국에서 간행한 청

판본(淸板本)도 몇몇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셋째, 간행시기를 보면, 중용언해
와 중용장구대전이 조선중기 이후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면, 중용장구는 영
조(英祖)때부터 순조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발간된 판본이 소장

되어 있다.

4. 규장각본 중용의 내용적 특성과 조선 중․후기 연구경향

윗 장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용 판본의 종류와 체제상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규장각 소장본 중용의 내용적 특성을 조선
중․후기 중용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연관된 의미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
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용 연구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 대한 선이해를 전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용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이해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조선시대 중용 연구의
시대적 추세와 경향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중용에 대한 두 가지 이해 방식 중 첫 번째로 정현은 중용을 중화(中和)
가 쓰임[用]이 되는 것을 기록한 책으로 보아 자사(子思)가 이를 지어 공자의

성덕(聖德)을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중용을 덕을 실천하는 작
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정현의 해석은 송대(宋代) 성리학에서 천도론

(天道論), 중용론(中庸論), 성론(誠論) 등 형이상학적 측면에 비중을 두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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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과 달리, 현실에서 중용(中庸)의 도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강조

하는 시각이다. 반면 주희(朱熹)는 중용을 공자 문하에서 전수한 심법(心法)
으로 자사(子思)가 기록하여 맹자에게 전한 것으로 보면서 중용장구서(中庸章

句序) 에서 도통론(道統論)을 제시하였다. 주희의 논리에 따르면 중용은 요순
(堯舜)으로부터 전해진 성학(聖學)의 심법(心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공자가 완전하게 체현하고 있는 성인의 덕을 구체적 현실에 실

천하는 것으로서 중용(中庸)의 도를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 정현의 중용에 대
한 이해라고 한다면, 중용은 공자의 성덕을 넘어서 요순 이래 전해진 도(道)
로서 성학(聖學)의 심법(心法)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 주희의 중용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현이 이미 도를 체현한 성인이 구체적 현

실에서 중용(中庸)의 도를 실천하는 작용의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천명(天命)의

세계로부터 인도(人道)의 실천 방향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주희는 성리학의 형

이상학적 본체로서 천도 또는 천리를 닦아 올라가는 수양론적 측면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21)21)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조선시대 중용에 대한 이해에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주희 성리학을 수용하여 형이상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중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적 경향이다. 둘째는
주희의 성리학적 본체론을 벗어나 주로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위한 방법론적 근

거를 학보하려는 입장에서 중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흐름이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 유의하면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용 판본의 대체적인 내용에 대
하여 개략적으로 그 체계를 구성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용 판본의 형식적 체제에 대한 고찰을 통
하여 필자는 주희가 지은 중용장구와 이에 대한 주석 모음집으로서 중용장구
대전이 조선 중기 이후 순조 연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음을 언급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주희가 지은 중용장구의 성리
학적 본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입장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었음을 말해

21) 엄연석, 2014 조선전기 중용 이해와 퇴계 중용석의의 해석 특징 국학연구 25,
279-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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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증거이다. 필자 미상의 중용에 관한 해석서로서 중용강의와22)22)박문호
(朴文鎬)가 1900년대에 지은 중용장구상설(中庸章句詳說) 또한 성리학과 주
역을 중심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본체 또는 우주론적 관점에서 중용을 해석하
는 경향을 가진다.

먼저 중용강의에서는 중용이라는 책은 천하의 바른 도를 세우고 천하의
일정한 리를 갖추는 것으로서 실로 유학의 심법(心法)이고 성학의 연원(淵源)이

라고23)23)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주희가 중용을 요순의 심법을 전하는 도통론의
관점에서 중용을 이해하는 방법을 계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의는 중
용의 ‘중은 천하의 커다란 근본이고, 화는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이다’라는 구
절을 체용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곧 “한 집안의 중이 있고, 한 나라의 중이 있으

며 천하의 중이 있으므로 중의 체(體)는 지극하다. 천지의 화가 있고, 음양의 화

가 있으며, 원기의 화가 있으므로 화의 용(用)은 현저하다”고24)24)하였다. 이 저술

에서는 중과 화를 체용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본체론적 의미로 중화를 설명

하고자 하였다.

이 저술은 나아가 중용 33장에서 인용한 “높은 하늘에서 행하는 일은 소리
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지극하다”고 하는 구절에 대하여 주돈이의 태극도설 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리와 냄새의 리(理)는 묵묵히 이해할 수

있다. 태극은 본래 무극이고, 음양은 한 태극이다. 대개 털의 결은 이 기(氣)가

있으면서 이 형체가 있으나, 소리와 냄새는 이 기가 있으면서도 이 형체가 없다.

자사는 이 두 시구절로 중용 한 편을 결론지었으니, 이른바 처음에 일리(一
理)에 근원을 두고, 중간에는 만사로 흩었다가, 마지막이 다시 일리로 합하니 지

극하구나”라고25)25)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주돈이와 정이의 성리학적 관점을 받아

22) 이 中庸講義 저술 속에는 李珥와 宋時烈을 先正臣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있는 만큼, 송
시열(1607~1689)보다 후대인이 지은 저술임을 알 수 있다.

23) 中庸講義 1-a “夫中庸一書, 立天下之正道, 備天下之定理, 實是斯文之心法, 聖學之淵源也.”
24) 中庸講義 9-b “有一家之中, 有一國之中, 有天下之中, 中之體, 至廣. 有天地之和, 有陰陽
之和, 有元氣之和, 和之用, 至著矣.”

25) 中庸講義 48-b “詩云德輶如毛, 毛猶有倫. 上天之載, 無聲無臭, 至矣. 周濂溪太極圖說曰,
乾道成男, 坤道成女, 萬物化生, 毛倫之義 聲臭之理, 可以黙會矣, 太極本無極也. 陰陽一太

極也. 蓋毛倫則有是氣而有是形. 聲臭則有是氣而無形. 子思子則二詩之句以結中庸一篇. 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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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는 것으로 중용을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중용장구상설은 중용장구대전의 소주(小註)에서 취사선택하여 지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자의 글을 뽑아 자신의 안(按)을 통해 해설한 저술이다.

이 속에는 주희의 설 뿐만 아니라 율곡, 성혼, 송시열 등 조선시대의 여러 학자

들의 설도 인용하고 평론하였다. 박문호는 이 저술에서 대체로 주희의 설을 표

준으로 삼아 해설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자가 말한 ‘시언일리(始言一理)’와

‘말복합위일리(末復合爲一理)’에서의 두 글자의 리(理)는 이 중용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의 두 글자 천(天)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는 천은 바로 리가 따라

나오는 곳으로 만물만사의 리가 하나의 근원에서 전체로 만나는 곳이라고26)26)규

정하였다. 리에 대한 박문호의 이러한 이해는 주자학의 관점을 그대로 계승하는

시각이다.

박문호는 또한 논어와 중용에 나오는 충서(忠恕)의 의미에 대하여 주희가
논어에 주석한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두 가지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27)27)하였다. 논어 충서장에 대해서 주자는 충서와 관련하여 ‘지성
하여 쉬지 않는 것은 도의 체(體)이고, 만수가 일본이 되는 까닭이다. 만물이 각

각 제자리를 얻은 것은 도의 용(用)으로, 일본이 만수가 되는 까닭이다’고28)28)하

였다. 여기에서 주희는 충서를 천도와 체용의 관점에서 성(誠)과 연관하여 해석

하였는데, 이것으로부터 박문호는 논어의 충서에 대한 주희의 주석이 중용에
서 말하는 충서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또한 충서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중용을 실천적 경세론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
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용 판본 중에 이언적의 중용구경연의는 앞선
시대에 경세론적 또는 도덕실천적 관점을 반영하는 저술이다. 또한 박세당의 중

謂始原一理, 中散爲萬事, 末復合爲一理, 至矣.”

26) 中庸章句詳說 ‘合爲一理’ “按二理字, 指此書首末兩天字. 天者, 理之所從出, 是萬物萬事
之理, 一原總會處也.”

27) 中庸章句詳說 ‘施諸己而不願’ “按以論語註朱子意求之, 語庸忠恕, 未見其有異, 更詳之.”
28) 논어 이인 ‘朱註’ “至誠無息者, 道之體也, 萬殊之所以一本也. 萬物各得其所者, 道之用

也. 一本之所以萬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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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변록, 정다산의 중용자잠 등은 보다 실천적 관점에서 중용의 내용을
해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들 저술들에 담겨 있는 중
용에 대한 이해의 사상적 경향을 개관해보기로 한다.
먼저 이언적의 중용에 관한 저술로서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는 어떤
특성을 가진 저술인가? 이언적(李彦迪)은 중용에서 말한 구경(九經)을 해설한
연구 성과로서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에서 중용을 경세론과 연관하여
해설하였다. 이 저술은 중용 20장의 구경(九經)에서 ‘수신(修身)’, ‘존현(尊

賢)’, ‘친친(親親)’ 항목을 해석하면서 군주가 천하국가를 경륜하는 원칙을 제시

하였다. 그는 중용구경연의에서 인정(仁政)을 목표로 삼아 ‘수신(修身)’, ‘존현
(尊賢)’, ‘친친(親親)’을 군주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그는 군주의 마음을 다스리는 궁리(窮理)와 정심(正心)을 통한 어진이의 등용,

인(仁)을 세상에 구현하는 친친(親親)의 덕목을 강조하였다.29)29)중용에 관한

이언적의 이러한 연구는 그가 경세론적 관점에서 중용을 해석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 준다.

그러면 박세당의 중용에 대한 해석은 주희의 관점과 비교하여 어떠한 이론
적 특성을 가지는가? 박세당은 주희와 달리 중용 12장에서 말하는 비은(費隱)
을 도(道)의 체용으로30)30)이해하지 않고, ‘비(費)’를 일상적이고 가까운 것[淺近],

‘은(隱)’을 일상을 초월하여 깊고 먼 것[深遠]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31)31)

박세당은 비은(費隱)을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실천함으로써 깊은 경지에

까지 이른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사람이 일상적인 실천적 노력에 중점을 두었다.

박세당은 중용장구 1장에서 주희가 ‘사람과 사물이 각각 타고난 본성에 따

29) 李彦迪, 中庸九經衍義 3 ‘修身 2’(集成 中庸1, 107면) “夫所謂道學者, 窮理正心而已
矣. 外此而爲學者, 皆非帝王之學也”; 같은 책 11 ‘尊賢 4’ “蓋人君心上, 邪正之念, 常相往

來消長, 正念長而好惡合於理, 則君子進小人退, 而天下以泰”; 같은 책 13 ‘親親 1’ “蓋聖人
之治天下, 必本於仁, 而施仁之道, 必始於親親. 未有不親其親而仁及於天下者也”(이지경,

1998 晦齋 李彦迪의 中庸九經衍義에 관한 연구: 군주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1, 236-238면).

30) 中庸章句 제12장 “費, 用之廣也. 隱, 體之微也.”
31) 朴世堂, 思辨錄: 中庸 12章註 “費, 淺近也. 隱, 深遠也. (중략) 下之遠與高, 卽此之隱也,
下之邇與卑, 卽此之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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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것을 도(道)라고 말한다’고 한 구절의 ‘도(道)’에 관한 이해를 문제삼았다.

그는 “중용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사물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
며, 사람은 도를 알 수 있지만, 사물은 도를 알 수 없다”고32)32)하였다. 그는 사물

에는 본성(本性) 또는 도(道)에 따른다는 실천적 의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

에 따라, 본성과 도가 사람과 사물에 편재(遍在)한다고 하는 주희의 견해를 비

판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도(道)는 사람의 실천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평상의 감정[常情]과 쌓아가는 노력[積累之功]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실

천할 때 비로소 형성된다.

요컨대, 박세당이 말하는 중용 해석의 중점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치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평상의 감정[常情]’과 ‘도는

벗어날 수 없다[道不可離]’고 하는 일상적인 도를 실천하고 ‘멈추지 않고 쌓아가

는 것[積累不息]’이라고 하여 ‘지성(至誠)’에 대한 정의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항

상적으로 도(道)를 실천할 것을 중시한다. 현실의 실천을 중시하는 그의 중용관

은 공맹(孔孟)이 지향하는 실천정신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사변록(思辨錄)에
일관되게 깔려 있는 기본 관점이었다.33)33)결국 박세당은 주희의 중용에 대한

사변적 형이상학적 주석을 비판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노력의

측면에서 중용을 해석하였다.
그러면 이들과 비교하여 정약용은 중용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가?
그는 성리학에서 리(理)에 근거하여 중용을 해석한 주희의 중용장구 주석을
부정하면서 실천 지향적으로 중용을 주석하였다. 그는 중용강의(中庸講義),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 중용자잠(中庸自箴) 등에서 중용의 핵심 개념으
로서 성(性)․성(誠)․상제(上帝)․신독(愼獨) 등을 실천적 함의를 가지는 용어

로 이해함으로써 탈성리학 또는 반형이상학적으로 중용을 해석하였다. 정약용
은 리(理)가 인간에 내재한 것을 성(性)으로 간주하는 성리학을 부정하고, 성

(性)을 사람의 기호 또는 성향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

32) 朴世堂, 思辨錄: 中庸 1 “中庸言人而不言物. 夫中庸之爲書也, 以敎人, 而非以敎乎物, 人
可敎也, 物不可敎. 人能知道, 物不能知道也.”

33) 安秉杰, 1993 西溪 朴世堂의 中庸解釋과 朱子學批判 泰東古典硏究 10, 6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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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약용에서

성(性)은 인간에 고유하게 내재한 선험적인 도덕본체가 아니라, 마음의 기호에

따라 행위를 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경험적 결과물이다.

또한 정약용은 중용에서의 ‘천(天)’을 ‘상제(上帝)’로 규정하는 동시에 인간
의 행위를 감시하고 명령하는 인격신적 존재로 보았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인간

은 그저 선악(善惡)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 또는 성향만을 타고 났기 때문에

도덕적 실천의지와 자율성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선(善)을 행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감시하는 초월적 상제의 종교적 권위

에 경건하게 복종해야 한다. 그의 심성론에서 신독(愼獨)은 요컨대 상제의 종교

적 권위에 대해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34)34)그는 상제

를 두려워하는 신독이 바로 성(誠)이라고35)35)주장하였다. 이처럼 정약용은 ‘성

(誠)’을 ‘상제’ 개념에 근거하여 수양과 실천의 관점에서 독특하게 해석하였다.

요컨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들 중에 국가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가지

고 지속적으로 간행했던 중용장구와 중용장구대전에 대한 연구는 주희의 중
용장구에 담겨 있는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관점을 지지하는 방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필자 미상의 중용강의와 중용장구상설은 이러한 입장에 따른
연구서라 할 수 있다. 반면 이언적의 중용구경연의, 박세당의 중용사변록,
정약용의 중용자잠은 형이상학적 이론을 탈피하여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 중
용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석곡(石谷) 이규준(李圭晙)이 중용
에 관하여 성리학적 관점과 달리 천도 및 성(誠)과 관하여 인(仁)을 실천적 덕
으로 해석하는 것도 도덕적 실천에 중점을 둔 이해라 할 수 있다.36)36)본 논문은

34) 丁若鏞, 與猶堂全書 2 中庸自箴 29b(集成 中庸6, 220면) “上天玄遠而臨于屋漏, 日
監在玆, 則知遠之近也. 自起者風, 而主張噓翕, 必有其故, 則知風之自也. 天道隱微, 而鳶飛

魚躍, 功化至著, 則知微之顯也. 能此三知, 則必愼其獨.”

35) 위의 책, 中庸自箴 19b(集成 中庸 6, 200면) “知天者, 愼其獨, 愼其獨, 卽性也”; 中庸
自箴 6a(集成 中庸 6, 173면) “愼獨者, 誠也.”

36) 본 논문은 조선 중․후기 중용에 관한 이해를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관점과 도덕실천론적
관점으로 대별하여 학자들의 경향을 검토하였으나, 중용을 해석하는 구조적 분석과 논리
적 접속 등의 문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은 필자의 졸고(2005, 한국경학자료집성소
재 중용(中庸)주석의 특징과 그 연구방향 대동문화연구 49, 125-140면)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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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의 제한에 따라 조선 중․후기 다양하게 나타나는 주석서들의 사상적, 철학

적 의미들을 좀 더 폭넓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점은 추후의 연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용 판본의 종류와 형식적 구성 체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본 조선 중․후기 중용 연구의 경향을 고찰하였
다. 특히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관점과 도덕 실천적 관점이라고 하는 중용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연구 방법론에 따라 조선 중․후기에 중용을 연구한
학자들의 중용관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규명하였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용 판본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규장각 중용 판본 중에 국가 차원에서
간행한 중용장구, 중용언해, 중용장구대전 등과 같은 판본과 개인이 지은
중용 해설서를 중심으로 하는 판본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에서 발간한 판본은 대체로 간행시기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

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개인이 지은 저작은 발행지역, 발행자, 발행시기 등이 분

명하지 않은 판본이 대부분이다. 또한 개인저술이 필사본이 많은 데 비하여, 국

가가 간행한 판본의 경우는 활자본이나 목판본인 경우가 많다. 둘째, 간행지역과

간행기관 분포를 보면, 알려진 곳 중에서는 전주부(全州府), 대구(大邱), 함경감

영(咸鏡監營) 등지에서 간행한 것이 대표적이고, 중국에서 간행한 청판본(淸板

本)도 몇몇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셋째, 간행시기를 보면, 중용언해와 중용
장구대전이 조선중기 이후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면, 중용장구는 영조대부터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발간된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요컨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들 중에 국가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가지

고 지속적으로 간행했던 중용장구와 중용장구대전에 대한 연구는 주희의 중
용장구에 담겨 있는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관점을 지지하는 방향성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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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필자 미상의 중용강의와 중용장구상설은 이러한 입장에 따른
연구서라 할 수 있다. 반면 이언적의 중용구경연의, 박세당의 중용사변록,
정약용의 중용자잠은 형이상학적 이론을 탈피하여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 중
용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 중용 판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중용 연구의 방법론은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관점에 따른 연구경향과 경세론적 도덕실천적 방법 등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보았다. 여기에서 중용에 관한 현대적 시각에서의 연
구는 한 단계 진전된 관점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

로 말하면 중용의 형이상학적 관점에 따른 이해가 사물 현상의 보편적 근거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세론적 도덕실천적 관점에 따른 이해는 개별적이

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통한 덕의 실현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심성론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中和)와 일상적 삶에

서의 시의적절한 실천을 의미하는 중용(中庸) 개념을 구별하여 해석하는 관점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중용의 덕이 지니는 현대적 의미를 생명 또는 생태
학적 의미를 연역하는 것 또한 시의적절한 연구방법론을 정립하는 일일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본성의 도덕성으로서 인(仁)이 가지는 생명의지[生意]의 측면

과 시중(時中)의 사상을 현대사회의 생태계와 사회문화적 영역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가지는 문제로

서 자연 생명 세계의 문제와 종교적 사회문화적 갈등과 대립에 따른 여러 현대

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용의 이론적 체계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재조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중용에 대한 이러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 규장각, 중용, 판본, 중용장구, 중용언해, 중용장구대전

투고일(2016. 5. 2), 심사시작일(2016. 5. 11), 심사완료일(201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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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tendency about The Doctrine of the Mean in the middle 

and late periods of Joseon Dynasty seen through block books of it 

housed in Kyujanggak

37)Eom, Yeon-seok*

This essay examines kinds and formal composition system of block books of The 

Doctrine of the Mean housed in Kyujanggak and investigated research tendency about it 

in the middle and late periods of Joseon Dynasty. Especially, it establishes which 

characteristics have view of golden mean of several scholars in the middle and late 

periods of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wo core study methodology of The Doctrine of 

the Mean of the metaphysical viewpoint of Neo-Confucianism and moral practice. If 

writer arrange characteristic of block books of The Doctrine of the Mean housed in 

Kyujanggak, it can be summed up several articles for this 

At first, There are striking differences between block books like Jungyongjanggu, 

Jungyongunhae, and Jungyongjanggudaejeon published in the country and handbook of 

The Mean built by the individual among block books of The Doctrine of the Mean of 

Kyujanggak. The second,  If one watch the publication time, while Jungyongunhae, and 

Jungyongjanggudaejeon was published consistently since the mid Joseon Dynasty, 

Jungyongjanggu was pressed relatively in the late period since yeongzo era to sunzo 

one. To put it concretely, we can say that study of Jungyongjanggu and 

Jungyongjanggudaejeon published consistently in the country with great interest among 

block books of The Doctrine of the Mean of Kyujanggak has the directivity affirming  

metaphysical viewpoint of Neo-Confucianism. Whereas Jungyonggukyeongyeoneyi of Lee 

Eonjeok, Jungyongsabyeonlok of Park Sedang and Jungyongjajam of Jeong Yakyong 

show understanding method of Jungyong to emphasize moral practice  

For modern studies of The Mea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viewpoint through which 

* Professor,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 Hally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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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distinguishes between Junghwa[中和] as core term of theory of mind and nature and 

Jungyong[中庸] as concept for everyday moral practice. Going one step forward, it is 

also to formulate timely research methodology that one deduces life or ecological value 

as modern meaning involved in the golden Mean.

Key Words : Kyujanggak, The Doctrine of the Mean, block books, Jungyongjanggu, 

Jungyongunhae, Jungyongjanggudaej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