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9 -

�尙書知遠 �[補遺本] 頭註의 내용 분석 *

1)

윤 석 호 **

1. 緖論

2. 頭註의 내용 분석(1): 이후의 丁若鏞 작에 반 된 사례

3. 頭註의 내용 분석(2): 이후의 丁若鏞 작에 반 되지 않은 사례

4. 頭註의 작성자와 작성 시기

5. 結論 

1. 緖論

유배기 반(1801~1808)의 다산은 주로 易學과 禮學의 연구  술 몰두해 

있었다. 그런데 謫所를 茶山草 으로 옮긴 이후로는 �尙書�, �論語�, �孟子�, �周

禮� 등을 본격 으로 연구했으며, 그 주해서와 이를 토 로 한 ‘1表2書’의 經世

書 등 수많은 서를 집필했다. 이로써 18년에 걸친 강진 유배기는 비로소 학문 

탐구의 시공간으로 승화했다. 

유배기 후반 茶山의 학문  地平과 成果가 이처럼 확 될 수 있었던 것에는 

‘茶山學團’으로 불리는 연구집단의 助力을 빼놓을 수 없다.1)1)하지만 무엇보다 그 

*  이 논문은 2018년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신진학자 청 연구교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한국성서 학교 기 교양교육원 강사.

1) 임형택, 1998 ｢丁若鏞의 康津 流配期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韓國漢文學硏究� 21(2000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재수록); 송재소, 2008 ｢다산학단 연구 서설｣ �다산

학� 12; 정민, 2011 ｢다산의 강진 강학과 제자 교학 방식｣ �다산학� 18; 2011 �다산의 재

발견�, 휴머니스트; 김용흠, 2015 ｢ 앙과 지방의 학술 소통: 다산학과 다산학단｣ �다산

과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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底邊에는 三代의 古法에 한 다산의 끊임없는 탐구가 動力으로 자리하고 있었

다. 그리고 이는 �尙書�에 한 연구로부터 본격화되었다. 유배기 다산의 �尙書�

연구는 1810년 의 �梅氏書評�(9권)을 필두로, 가을의 �尙書古訓蒐略�(6권), 이

듬해 의 �尙書知遠 �(7권)으로 이어졌다.2)2)그리고 이들  �상서지원록�에는 

今文 �상서�에 한 讀法뿐만 아니라, 三代의 역사와 통치체제에 한 그의 견

해가 구체 으로 개진되어 있다.3)3) 

하는 �상서지원록� 필사본의 본은 3가지로,4)4)� 猶 全書補遺�에 실린 

본[이하 보유본],5)5)버클리 학교 동아시아도서  아사미문고[淺見文庫] 소장

본[이하 버클리본],6)6)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하 규장각본]7)7)등이다. 이들

2) 유배기 다산의 �尙書� 연구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조성을, 1987 ｢정

약용의 상서연구 문헌의 검토｣ �동방학지�56; 1989 ｢정약용의 상서 고문연구｣ �동방학

지�61; 김문식, 2007 ｢�尙書知遠 �필사본의 원문 비교｣ �다산학�10; 2010 ｢정약용의 

�尙書�백편 이해｣ �한국실학연구�20; 2013 ｢다산 정약용의 �尙書�주석서 계열 고찰｣ 

�다산학�23; 장동우, 2009 ｢�여유당 서�‘經集’ 필사본에 한 고찰: 규장각본과 아사미

문고본의 비교를 심으로｣ �다산학�15. 

3) 다산의 �尙書� 연구를 그의 경세학과 연 해서 조명한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조성

을, 1992 �정약용의 정치경제 개 사상 연구�, 연세 학교 박사학 논문; 김문식, 1995 ｢정

약용의 경학사상과 경세론 (1)｣ �한국학보�78; 1995 ｢정약용의 경학사상과 경세론 (하)｣ 

�한국학보� 79; 윤석호, 2018 �정약용 경세학의 국가개 론과 農 得田�, 연세 학교 박

사학 논문.

4) “김 호 선생이 소장한 다산 작에는 �상서지원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필자가 확인

한 것은 2-3책(4-7권)인데, 이를 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서지원록�[보유본]은 

김 호 선생 소장본을 복사한 것이었다. 김 호 선생은 �여유당 서 보유�의 편찬에 참여

했는데, 아마도 이때 자신이 소장[ 는 수집]한 �상서지원록�의 본을 �여유당 서보유�

에 수록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최근 김보름은 다산 작 필사본에 한 연구에

서 김 호 선생이 소장한 �상서지원록�에 1책(1-3권)이 빠져있다고 악했다[2015 �정약

용 작집의 형성과 승�,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문, 부록 2면]. 재 김 호 선생이 

보유본 1책(1-3권)을 소장하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와, 그 실물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본 

에서는 2-3책을 근거로 보유본 체를 김 호 선생 소장본의 복사본으로 간주했다.” 

5) 7권이며, 김 호 선생 소장본의 표제는 菜花亭集  尙書知遠 이나, 보유본의 표제는 尙

書知遠 으로만 되어 있다. 내지에는 ‘ 猶 集 권31~37’의 권차가 부여되어 있으며, 자

는 ‘洌水 丁鏞 述’이라 되어 있다. 김 호는 해제에서 보유본 �상서지원록�이 1834년 합편 

�상서고훈�이 술되던 과정에서 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김 호, 1970 ｢解題｣ � 猶

全書補遺� 5, 경인문화사,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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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序文, 本文, 目次括義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문  목차 의의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본문에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보유본과 버클리본은 본문에 

수정과 頭註가 있는 稿本인 반면,8)8)규장각본에는 수정이나 두주가 없다. 

�상서지원록� 필사본 3종의 술 과정  특징에 해서는 선행의 연구에서 

밝 진 바가 많다. 김문식은 먼  보유본과 규장각본을 비교했다. 그 결과 보유

본은 定稿本이며, 규장각본은 보유본이 아닌 다른 본을 底本으로 하여 19세기 

말 이후 轉寫된 것임을 밝혔다. 한 다산이 작성한 보유본의 두주 에는 규장

각본에 반 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보았고, 이로써 �상서지원록�의 술과정을 

① 고가 완성된 단계, ②규장각본의 본에 반 된 수정을 한 단계, ③규장각본

의 본에 반 되지 않은 수정을 한 단계, ④정약용 사후 外孫 尹廷琦가 수정을 

한 단계의 4단계로 구분했다.9)9) 

이어 김문식은 버클리본을 입수한 뒤 발표한 연구에서, 버클리본은 보유본을 

수정하던 에 轉寫한 것이며, 한 규장각본의 본이 버클리본임을 밝혔다.10)10) 

한 노경희는 규장각 소장의 여유당집과 사암경집은 일제시기 참사  분실에서 

필사한 것이며, 이때 경집의 경우 버클리 학교 아사미문고의 고본이 본으로 

활용되었음을 지 했다.11)11)이상의 연구를 통해 보유본의 본문은 �상서지원록�의 

고일 가능성이 높으며, 버클리본은 보유본 에 수정  두주가 가해지던 어

느 과정에서 사한 것이고, 한 이를 본으로 하여 일제시기에 규장각본이 

만들어졌음이 명확해졌다.

 6) 7권 3책이며, 표제는 俟菴經集  尙書知遠  1~7이며, 내지에는 ‘ 猶 集 권31~37’의 

권차가 부여되어 있고, 자는 ‘洌水 丁鏞 述’이라 되어 있다.

 7) 규4912로, 7권 3책이며, 표제는 尙書知遠  1~7  俟菴經集이며, 내지에는 ‘ 猶 集 권

31~37’의 권차가 부여되어 있고, 자는 ‘洌水 丁鏞 述’이라 되어 있다.

 8) 필자는 본문의 行間 혹은 匡郭의 上段에 표기된 자를 모두 두주로 간주했다. 이로써 

악된 보유본의 두주는 모두 23개이다. 이들  일부는 집필자가 다산 혹은 외손 윤정기로 

확인된다. 한편 버클리본의 두주는 3개인데, 필자가 명기된 바는 없다.

 9) 김문식, 2007 앞의 논문.

10) 김문식, 2013 앞의 논문.

11) 노경희, 2012 ｢茶山 술의 승과 유통에 한 서지학  고찰: 茶山家藏의 稿本에서 �

猶 全書�에 이르기까지｣ �한국한문학연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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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본의 두주에 해서는 필자의 분별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  

작성자가 다산 혹은 윤정기로 표기된 몇 개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두주의 작성자

를 확정하지 못했다.12)12) 는 버클리본이 필사된 이후에도 다산이 보유본에 두주

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했다.13)13)한편 두주의 작성 시기에 해서

는 구체 인 논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下庚三’조의 두주에서 표기된 ‘余

書’가 � 書孤存�을 지칭한다고 보고, �악서고존�이 1816년 에 완성되었다는 

서문의 내용에 근거해 ‘下庚三’조의 두주가 1816년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14)14)  

이상과 같은 선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명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는

데, 이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유본 두주에 실린 내용과 이때의 �상

서� 독법에 한 분석이다. 일련의 �尙書� 주해서에 표명된 다산의 견해는 �논

어고 주�, �맹자요의�, �경세유표� 등에도 여실히 반 되어 있으며, 한 합편 

�상서고훈�에는 유배기에서부터 만년까지의 �상서� 연구가 집약되어 있다. 따라

서 두주의 내용을 이들 술에서 피력된 다산의 견해와 비교하게 되면, 두주의 

작성자가 다산인지의 여부를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다. 

둘째, 다산이 작성한 두주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삼 의 古法에 한 다산의 

독창 인 독법을 해명할 수 있다. 특히 두주는 본문으로부터 달라진 견해를 담

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견해가 변화된 시 과 함께, 이것이 이후의 작에 

승․발 되는 과정을 밝힐 수 있다. 

셋째, 보유본과 버클리본의 술  필사 과정이다. 버클리본은 수정 인 보

유본의 어느 단계를 사한 것이다. 따라서 버클리본이 생성된 이후 다산의 �상

서지원록� 수정은 보유본을 遺失하지 않았던 이상 버클리본 하에서 이루어졌다

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 같은 이유로 다산 외의 인물이 작성한 보유본 두

주는 버클리본의 생성된 이후, 이것과 무 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상서지원록�[보유본]에 나타나는 

12) 조성을, 1987 앞의 논문. 

13) 김문식, 2007 앞의 논문, 247면.

14) 의 논문,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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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종의 두주를 다산의 문 �尙書� 주해서(�상서고훈수략�,15)15)�상서지원록� 필

사본 3종, 합본 �상서고훈�16))를16) 심으로 내용상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에 보유

본 두주의 字句가 이후의 정약용 작에 반 된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하고, 각

각의 내용과 특징을 2장과 3장에서 살펴본다. 한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보

유본의 두주 에서 다산이 작성한 것과 아닌 것을 별하고, 이들의 작성 시기 

 �상서지원록� 필사본 3종의 술 과정에 해 논정하고자 한다. 

2. 頭註의 내용 분석(1): 이후의 丁若鏞 작에 반 된 사례

�상서지원록�[보유본]의 두주 23종 에서 그 字句  내용이 나머지 2종의 

본  이후의 다산 작에 반 된 것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10종이다.17)17)그 

 내용에 한 것은 6개, 형식에 한 것은 4개이다.  

15) 존하는 �상서고훈수략� 필사본의 본은 2종으로, 하나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다른 

하나는 일본 츠쿠바 학[筑波大學] 부속도서 에 소장되어 있다. 양자 모두 표제는 ‘상

서고훈’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애  다산이 부여한 책제 으며, 이후 다산이 1834년에 

이를 �상서지원록�과 합하여 합편 �상서고훈�을 술하면서 이 의 ‘상서고훈’을 ‘古訓蒐

略’으로 개칭했다(김성재, 2018 ｢정약용 �상서고훈�의 구성 체재와 案說에 한 고찰｣ �한

국학연구� 48, 522면). 한편 츠쿠바 학본은 1910년  조선총독부 參事官 分室에서 필사

된 것으로 보이며(노경희, 2012 앞의 논문, 193면), 그 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비

해 규장각본[�尙書古訓�(奎7016)]의 표제에는 ‘俟菴經集’이 부기되어 있는데,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규장각본 역시 다산 생 에 필사된 것으로 추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규장각본 �상서고훈수략�을 활용했다. 아울러 본 에서는 1810년에 술

된 �상서고훈�을 ‘�상서고훈수략�’으로, 1834년 술된 합편 �상서고훈�을 ‘�상서고훈�’으

로 칭한다.

16) 합본 �상서고훈�의 경우 필사본은 하지 않으며, 신조선사에서 간행한 �여유당 서�

에 수록된 7권(22권~28권)이 유일한 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조선사본을 본으로 

한 �정본 여유당 서�(2012 다산학술문화재단)의 합본 �상서고훈�을 활용했다.

17) 두주9는 본문의 행간에 쓰여 있으므로 엄 히 두주라 말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두주10과 

상응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주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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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후의 다산 작에 반 된 보유본의 두주 10종 

�상서지원록�[보유본]의 두주 이후 작에서의 반

번호 조목 �상서지원록� 본 그 외 작

1 下甲一

내

용

련

<堯典>, 曰若稽古
* 버클리본[본문]

* 규장각본[본문]
상서고훈

2 下庚三 <皐陶謨>, 汝聽

* 버클리본[두주]: 唯 → 惟

* 규장각본[본문]: 唯 → 惟

                  詩 → 時

상서고훈

3 下庚八 <皐陶謨>, 祖 來格
* 버클리본[본문]

* 규장각본[본문]: 詠 -> 락
상서고훈

4 下辛一 <禹貢>, 厥賦惟上上
* 버클리본[본문]

* 규장각본[본문]
상서고훈

5 下壬六 <甘誓>, 乃召六卿 반 되지 않음 상서고훈

6 下癸二 <西伯戡黎>

* 버클리본[본문  두주]: 

‘商紂爲黎之蒐,東夷叛之’은 두주로 작성

* 규장각본[본문]: 

버클리본의 두주가 본문으로 첨입

상서고훈

7 下乙二

형

식

련

<堯典>, 厥民夷
* 버클리본

* 규장각본
-

8 下癸六 <洪範>, 洪範九疇
* 버클리본

* 규장각본
-

9 下寅四 <大誥>, 亦惟在王宮 
* 버클리본

* 규장각본
-

10 又下寅四 <大誥>, 天惟喪殷若穡夫
* 버클리본

* 규장각본
-

먼  형식에 한 두주를 보자. 두주7은 ‘字削’이라 하여 자를 지우라는 표

기이며, 본문에는 삭제 상인 ‘孟秋其律爲夷則夷 傷也.’에 붉은 색으로 표시를 

했다. 두주8은 편집과 련된 것이다. ‘下六行, 只降一格, 不宜降二格.’이라고 하

여, <洪範圖>를 설명한 6행의 구 이 자간 1칸을 띄워 편집되었어야 했는데 2칸

이 띄워졌음을 지 한 것이다. 두주9는 ‘條見篇末, 當入此.’라 하여, <大誥> 편에 

한 주해 에서 경문 ‘天惟喪殷若穡夫’에 한 것이 락되어 이를 5권의 말미

에 부록했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두주10은 두주9에 상응하는 것으로, ‘當在 

<大誥> 末’이라 하여 5권 말미에 부록된 주해의 원래 치가 <大誥>의 말미임을 



�尙書知遠錄�[補遺本] 頭註의 내용 분석·165

안내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두주가 지시하는 바는 버클리본과 규장각본 모두에 

반 되었다.  

다음으로 내용에 한 두주를 보자. 먼  두주1에18)
18)해당하는 �尙書�의 경문

은 ‘曰若稽古, 帝堯曰放勳.’이다.19)19)이에 한 본문의 주해에서는 먼  梅賾과 蔡

沈의 견해를 소개했는데, 매색은 ‘曰若稽古帝堯’를 하나의 구 로 보았다. 그리고 

‘若’을 ‘따르다[ ]’로, ‘稽古’를 ‘옛 도를 상고하다[ 古道]’로 새겨서, 경문을 ‘능

히 옛 도를 따라서 행한 자가 帝堯이다.’라고 독해했다. 채침 역시 ‘曰若稽古帝

堯’를 하나의 구 로 보았다. 다만 ‘曰若’을 발어사로 간주하여, 이에 경문을 사

이 <堯典>의 본격 인 집필에 앞서 ‘옛날 요임 의 일을 회상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다산은 이어서 ‘曰若稽古’에 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史臣의 

발어사로 본 채침의 견해에는 동의했지만, ‘曰若稽古帝堯’를 하나의 구 로 본 

견해는 부정했다. 이에 ‘曰若稽古’를 발어사로 독립시켰고, ‘帝堯’는 뒤의 구 에 

연결시켰다.20)20)이같은 독법은 �상서고훈�에서 보다 정 해져서, ‘曰若稽古’는 발

18) �정본 여유당 서�에서는 두주1을 序文에 편성했다. 하지만 두주1은 내용상 ‘曰若稽古’에 

한 것이기도 하며, 한 <下甲一, 曰若稽古>조 본문에는 ‘蔡設是也’의 오른편에 붉은색

으로 두주가 삽입될 치를 표기해 두었다. 따라서 두주1의 치는 서문이 아닌 ‘下甲一, 

曰若稽古’조가 합당하다.

19) �상서�에서 ‘曰若稽古’라는 구 은 今文과 古文을 포 해 <堯典>․<舜典>․<大禹謨>․

<皐陶謨> 등의 4곳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다산은 <순 >의 경우 ‘曰若稽古’를 포함한 서

두의 28자가 후에 첨입된 작이며, 한 < 우모>의 경우에는 체가 매씨의 작이라

고 보았다. 이로 인해 다산은 ‘曰若稽古’의 용례에 해서도 <순 >과 < 우모>를 제외한 

<우서>와 <고요모>만을 인정했다. 다산의 이같은 문․고문 분별은 �상서지원록�의 ｢우

서｣ 편제에도 반 되어 있다. ｢우서｣는 <요 >․<순 >․< 우모>․<고요모>․<익직>의 

5편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상서지원록�은 문만을 주해한 것으로, 고문인 < 우모>

는 주해의 상에서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순 >의 경우에도 작으로 본 모두의 28

자를 제외했으며, 그 이하를 <요 >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다시 上과 下로 나 었다. 아

울러 <익직>은 내용상 <고요모>와 더불어 우와 고요의 고 을 서술했다고 보고 <고요

모>에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은 ｢우서｣ 편제는 �상서고훈�에도 계승되었다.

20) �尙書知遠 � 권1, ｢堯典｣ <下甲一, 曰若稽古> “蔡說是也. 然讀至帝堯絶句, 猶夫未然, 何

? 詞例至<皐陶謨>而不通也. 曰若稽古 , 猶今之臣謹案, 當於是絶句.【毛大可亦云】 餘見

前.【上己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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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이며, ‘帝堯曰放勳’은 요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해했다.21)21)그 다면 두

주1의 내용을 살펴보자. 

두주1. �사기�에 무제가 연왕을 세우면서 책하여 말하기를, “짐은 선조를 계승하

고 옛 제도를 따라서[稽] 에게 국가를 세워 북토에 해 다.”라고 했다. 선생

은22)
22)“‘稽’는 ‘필 하다[當]’로, 옛 제도에 필 하여 따른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

나라의 고귀향공은23)
23)“‘稽’는 ‘같다[同]’이고, ‘古’는 ‘하늘[天]’이다. 요가 능히 하늘

과 같이 했다는 말이다.”라고 했다. 〇용이 살피기를, 매씨는 선생의 설을 따라 요

을 주해했다. 나라 고귀향공이 주장한 설은 정 에게서 나왔다.【�고훈�에 보인

다.】24)24) 

두주에는 ‘曰若稽古’에 한 선유의 설 2가지가 언 되었다. 하나는 ‘옛 제도에 

견주어 따른다.’는 해석으로, �사기�와 褚先生, 그리고 본문에 소개되었던 매씨의 

설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하늘과 같이 했다.’는 해석으로, 나라 고귀

향공과 정 의 설이다. 

그런데 양자 모두는 ‘曰若稽古’를 ‘옛날을 상고하여 말하다.’라는 뜻의 발어사

로 본 다산의 견해와 다르다. 특히 두주에서는 ‘鏞案’이라 하여, 작성자가 다산 

자신임을 밝히고 있다. 한 두주에서 소개한 설이 �古訓�에 서술되어 있다고 

안내했는데, 이 책은 바로 다산의 술인 �상서고훈수략�이다. 결국 두주의 작성

자는 다산이며, 그 내용은 자신과 달리 ‘曰若稽古’를 발어사로 해석하지 않았던 

21) 당시 개 2 자의 이름을 쓰되 뛰어난 업 을 드러낸 사람은 한 자의 이름을 썼는데, 

제요의 경우 방훈과 요가 각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尙書古訓� 卷1, ｢堯典 上｣ <曰若

稽古 ( 략) 格于上下>).

22) 褚先生(?~?)은 褚 孫으로, 前漢의 元帝와 成帝 연간에 博士를 지냈던 인물이다. 司馬遷 

사후 散逸된 �사기�의 여러 편을 보완하면서, 그 앞에 ‘褚先生曰’이라는 말을 붙 다.

23) 高貴鄕公(241~260)은 魏나라 4  왕인 文帝의 손자이다. 이름은 髦, 자는 彦士이며, 고

귀향공은 호이다. 太學에 참여하여 유교 경 을 논할 때, 학자들이 그에게 미치지 못했

다고 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다. 甘露 연간에 司馬昭가 권력을 마음 로 휘두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를 치려다가 도리어 시해를 당했다.

24) �尙書知遠 � 권1, <序> “�史記�武帝立燕王策曰, 朕承祖 , 維稽古建爾國家, 于北土. 褚

先生曰, 稽 , 當也, 當 古之道也. ○魏高貴鄕公曰, 稽, 同也, 古, 天也, 堯能同天. ○鏞

案 梅氏竊褚說以注<堯典>也. 魏主之說, 出於鄭玄.【見�古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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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의 제 견해를 보충한 것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보유본 본문의 주해와 두

주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합편 �상서고훈�의 본문에 수용되었다.25)25)  

다음으로 두주2를 보자. 해당하는 경문은 <皐陶謨>의 ‘予欲聞六律․五聲․八

音, 在治忽, 以出納五 , 汝聽.’으로, 禮 의 정비와 5 의 出納에 한 舜의 복안

이 담겨 있다. 이에 한 보유본 본문의 주해에서는26)
26)먼  �禮記�의｢ 記｣편

과 ｢玉藻｣편의 경문을 근거로, 당시 악이 정령의 득실을 별하는 수단이었음

을 지 했다. 한 ‘出納五 ’에 해서는 �春秋左氏傳� 昭公9년 조에 屠蒯가 師

曠에게 ‘ 는 임 의 귀가 되었으니 밝게 듣는 일을 맡았다.’고 말한 것을 근거

로, 당시에는 聲과 音 을 살피는 자가 納 을 아울러 맡았다고 보았다. 다만 

이때의 ‘五 ’과 ‘出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신 

禹가 천하를 다스릴 때 백성의 소리를 듣기 해 五聲[鼓․鐘․鐸․磬․�]을 

썼다는 �鬻子�의 구 을27)
27)인용해 놓았을 뿐이었다. 그 다면 두주2를 보자.

두주2. 근래의 유자들 부분은 �鬻子�를 근거로 ‘五 ’에 한 설을 만든다. 그러

나 五 이란 六詩  다섯 가지이다. 風․賦․比․ 은 諷諫의 詩體이고, 雅는 正

의 시체이다. 만은 임 에게 간하기 한 시가 아니므로, 五  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뜻은 나의 � 書� 말미에 상세하다.28)28)

두주2에서는 본문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出納五 ’의 뜻을 해명하고 있다. 먼

 근래 유자들 부분이 �鬻子�의 五聲을 <皐陶謨>의 五 에 비견한다고 지

한 뒤, 이와 달리 자신은 五 을 �詩經�의 6가지 문체[六詩, 風․賦․比․ ․

雅․ ] 의 5가지로 본다고 했다. 즉 風․賦․比․ 은 諷諫의 詩體로서 정사

25) �尙書古訓� 권1, ｢堯典 上｣ <曰若稽古 ( 략) 格于上下>.

26) �尙書知遠 � 권3, ｢臯陶謨｣ <下庚三, 汝聽>.

27) 다산이 인용한 �鬻子�의 구 은 다음과 같다. �尙書知遠 � 권3, ｢臯陶謨｣ <下庚三, 汝

聽> “禹之治天下也, 以五聲聽. 門懸鐘․鼓․鐸․磬, 而置鞀以待四海之士, 爲銘於簨簴曰, 

教寡人以道 , 擊鼓. 教寡人以義 , 擊鐘. 教寡人以事 , 振鐸. 告寡人以憂 , 擊磬. 語寡

人以獄訟 , 揮�. 此 五聲.”

28) �尙書知遠 � 권3, ｢臯陶謨｣ <下庚三, 汝聽> “近儒多以�鬻子�爲說. 然五 , 六詩之五也, 

風․賦․比․ , 諷諫之體. 雅 , 正 之體. 唯 非諫體, 故不在五 中也. 義詳余� 書�

之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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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완곡하게 간하며[諷諫], 雅는 正 의 시체로서 정사를 直諫한다는 것이다. 아

울러 이상의 견해가 ‘나의 � 書� 말미’에 상세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때

의 � 書�는 다산의 서인 � 書孤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악

서고존�의 말미에 실린 <納 義>에 두주2와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이

다.29)29)그리고 이를 통해 두주의 작성자가 다산이라는 것도 명확해진다.

두주2에서 다산은 삼 에 음악[곡조]과 시가 결부되었고, 이를 통해 당시에 

정치의 득실을 간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음을 밝혔다. 그런데 사실 이같은 견해

는 다산 시경론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다산은 �시경�에서 을 제외한 

모두는 諷諫과 直諫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는데, 이는 공자의 시경   이를 

계승한 한나라 시경학의 餘緖를 잇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詩經� 특히 <국풍>

은 ‘里巷歌謠之作’, 즉 시정의 백성들이 지은 것으로 간주했던 주희의 시경론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30)30)이로써 본다면 두주2에서 말한 ‘�鬻子�의 五聲을 근

거로 <고요모>의 五 을 해석했던 近儒의 견해’는 �시경�을 諫 과는 별개로 간

주했던 주희의 시경론과 맥이 닿아있다. 그리고 다산은 이를 비 하면서, �시경�

이 지니는 간언으로서 성격을 <고요모>의 ‘五 ’과 련지어 설명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다산의 견해는 �악서고존�을31)
31)비롯해, �詩經講義補遺�,32)32)�孟子

要義�,33)33)<自撰墓誌銘(集中本)>,34)34)�상서고훈�35)35)등에 두루 개진되어 있다. 

다음으로 두주3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문은 <고요모>의 ‘夔曰, 戞擊鳴球, 搏拊

琴瑟以詠, 祖 來格. 虞賓在位, 群后德讓. 下管鼗鼓, 合止柷敔, 笙鏞以間, 鳥獸蹌

蹌, 簫韶九成, 鳳凰來 .’이다.36)36)夔는 요․순의 치세에 典 을 맡았던 원으로, 

 경문은 악에 한 기의 발언이다. 

29) � 書孤存� 권4, <納 義> “余 五 , 六詩之五也. 六詩之中, 風․賦․比․ . 本是風刺

時政之物,【義詳余�詩經講義補遺�】 無待復 , 雅之爲體, 尤是正 不諱, 直諫闕失 .”

30) 김언종, 2012 ｢해제｣ �역주 시경강의�,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31) � 書孤存� 권4, <納 義>.

32) �詩經講義補遺� ｢國風｣ <國風>; <六義>.

33) �孟子要義� 권1, ｢離婁 第四｣ <王 之迹熄而詩亡春秋作章>.

34) �定本 猶 全書� 文集 권16, ｢墓誌銘｣ <自撰墓誌銘【集中本】>.

35) �尙書古訓� 권2, ｢臯陶謨｣ <予欲聞六律 ( 략) 汝聽>.

36) 해당 경문은 �상서� <익직>편의 구 이나, 다산은 <익직>을 <고요모>에 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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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본 본문에서는 경문을 績으로 독해했다. 고요와 우의 고 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夔가 자신의 공 을 보고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고  

방식과 ‘祖 ’의 함의 등에 해서도 차례로 논정했다.37)37)그 다면 두주3을 보자.

두주3. 笙鏞以間: 【매씨가 말하기를, “‘鏞’은 大鍾이다.”라고 했다.】 �주례� < 사

악>의 ‘六律六同’에 해 가공언이 소에서 말하기를, “동방의 음악을 ‘笙’이라 한다. 

‘笙’은 ‘낳다[生]’이다. 동쪽은 生長의 방 이다. 서방의 음악을 ‘鏞’이라 한다. ‘庸’은 

‘공 [功]’이다. 서방은 사물이 익어서 공을 이룸이 있다. 한 ‘ ’이라고도 하는데, 

‘ ’ 한 功을 이룸을 칭송하는 것이다. ‘以間’이란 上과 下에서 번갈아 연주하

는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笙’이란 笙으로 시를 연주하는 것이고, ‘ ’이

란 노래로 시를 읊는 것이다. �의례�의 <연례>와 <향음주례>에 근거하면, 모두 먼  

‘녹명’의 3장을 노래한 다음 笙으로 ‘남해’ 의 3장을 연주하며, 교 로 魚麗를 노래하

고 생으로 由庚을 연주하며, 南有嘉魚를 노래하고 생으로 崇丘를 연주하며, 南山有臺

를 노래하고 생으로 由 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함께 周南을 연주한다. 이것이 바로 

‘笙鏞以間’의 유법이다. 생을 부는 자는 당 아래에 있었고, 노래하는 자는 당 에 있

었다. 가공언이 당상과 당하에서 번갈아 연주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38)38) 

두주3에서는 본문에서 미처 해명하지 못했던 ‘笙鏞以間’에 해, 이를 별도의 

조목으로 만들어 주해하고 있다. 이에 笙을 당 아래에서 笙으로 시를 연주하는 

것으로, 을 당 에서 노래로 시를 읊는 것이라고 했다. 한 ‘笙鏞以間’이란 

笙과 鏞이 번갈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같은 견해는 <大司 > ‘六律六

同’에 한 가공언의 소와 유사한 것으로, 이에 두주의 앞부분에는 가공언의 소

를 그 거로 실어 놓았다. 

주목되는 것은 다산이 �악서고존�에서 �주례� 眡瞭氏의 업무를 주해한 내용 

에, 의 두주에서  친 구 이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이다.39)39)이는 

37) �尙書知遠 � 권3, ｢臯陶謨｣ <下庚七, 夔曰戛擊鳴球>; <下庚八, 祖 來格>.

38) �尙書知遠 � 권3, ｢臯陶謨｣ <下庚八, 祖 來格> “笙鏞以間.【梅云, 鏞, 大鍾.】 �周禮�<大

司 >‘六律六同’之疏曰, 東方之 , 之笙. 笙, 生也. 東方, 生長之方, 故名 爲笙也. 西方

之 , 之鏞. 庸, 功也. 西方, 物熟有成功, 亦 之 . , 亦是 其成功也. 以間 , 上

下, 間代而作. ○余 笙 , 以笙而吹詩也. , 以歌而詠詩也. 據<燕禮>及<鄕飮禮>, 皆先

歌<鹿鳴>之三, 次笙<南陔>之三, 間歌<魚麗>, 笙<由庚>, 歌<嘉魚>, 笙<崇丘>, 歌<南山>, 笙<由

>, 然後合 <周南>, 卽笙庸以間之遺法也. 笙 在下, 歌 在上, 賈所 上下間作, 是也.”

39) � 書孤存� 권3, <査十二磬之制> “笙 , 以笙而吹詩也, , 以歌而詠詩也. 據<燕禮>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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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주에서 밝힌 ‘余’가 다산 자신이라는 것과 함께, 두주의 작성 시기가 �악서고

존�의 술 시기와 단히 근 함을 보여 다.40)40)그리고 이상과 같은 본문과 두

주의 견해는 합본 �상서고훈�에도 계승되었다.41)41)

다음으로 두주4는 <禹貢>의 ‘厥土惟白壤, 厥賦惟上上錯, 厥田惟中中.’에 한 

것이다. <禹貢>에는 우가 9州마다 시행했던 수취체제의 일단이 한다. 그 략

을 살펴보면, 먼  천하를 9주로 나 어 각 주에서의 ‘田’과 ‘賦’를 9등  하에서 

산정했다. 한편 천하를 5服으로 나 기도 했는데, 그  王畿에 해당하는 甸服에

서는 100里씩마다 구분하여 각각 ‘總-銍-秸-粟-米’의 물종으로 賦를 납부  했

다. 다만 경문에서는 모든 주 내에서 ‘田’과 ‘賦’의 등 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 

한 ‘田’과 ‘賦’의 세목이 무엇인지, 지정된 등 이 변동될 수 있는지, 9주의 ‘賦’

와 복의 ‘賦’가 같은 것인지 등은 말하지 않았다. 

이에 해 보유본의 본문에서는42)
42)먼  경문에 한 선유의 해석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선유는 체로 ‘田’을 등으로, ‘賦’를 조 혹은 조를 포함하는 

부세 총액의 등 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복에서 ‘賦’로 납부하는 물종[總-銍-

秸-粟-米]이 모두 벼를 가공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甸服에서 ‘賦’가 곧 9주에서

의 ‘賦’, 즉 田租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결국 <禹貢>에서 언 된 수취를 모두 

조, 즉 토지에 해 부과된 세목으로 이해한 것이다.

하지만 다산은 4가지의 측면에서 선유의 해석을 비 했다. 첫째는 ‘人功의 强

弱에 비례하므로 賦의 등 이 달라진다.’는 견해에 한 비 이다. 선유는 田[

품]이 낮더라도 애써 일하면 소출이 늘어나서 賦[부세의 총액]의 등 이 올라가

며, 이로 인해 과 부의 등 이 달라진다고 했다. 이에 해 다산은 힘쓴 자를 

권하고 그 지 못한 자를 없애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반 의 효과를 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별 농민의 강약이 해당 주의 강약 등 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

았다. 

<鄕飮禮>, 皆先歌<鹿鳴>之三, 次笙<南陔>之三, 間歌<魚麗>, 笙<由庚>, 歌<嘉魚>, 笙<崇

丘>, 歌<南山>, 笙<由 >, 然後合 <周南>, 卽笙庸以間之遺法也.”

40) 두주의 술시기에 해서는 4장에서 논증했다.

41) �尙書古訓� 권2, ｢臯陶謨｣ <夔曰 ( 략) 鳳凰來 >.

42) 이하의 서술은 다음에 근거했다. �尙書知遠 � 권3, ｢禹貢｣ <下辛一, 厥賦惟上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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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땅이 넓고 인구가 조 하여[地廣而人稠] 과 부의 등 이 달랐다.’에 

한 비 이다. 선유는 [ 품]이 낮더라도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賦[부세

의 총액]의 등 은 올라간다고 했다. 이에 해 다산은 땅이 넓어지면 [ 조]

도 많아지고 인구가 조 해지면 부[부세]도 많아지므로, 양 등 은 함께 상승할 

뿐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다 했다.

셋째는 ‘歲入의 多寡로 인해 등 이 달라진다.’는 견해에 한 비 이다. 다산

은 賦를 여러 세액의 총합으로 간주하게 되면, 그 다양한 가변 요인으로 인해 

해마다 등 이 변동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는 <禹貢>에서 ‘賦’의 등

을 고정해 놓은 것에 배치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왕기에서만 場圃․園田․漆林 등에 세를 거두었다.’는 견해에 

한 비 이다. 선유는 왕기에서만 場圃․園田․漆林 등에 세를 거두었다고 했

고, 이로 인해 왕기에서는 부세가 과 하고, 제후국에서는 가볍다고 했다. 하지

만 다산은 왕기가 제후국보다 과 한 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았다. 한 왕기를 제외한 8州는 모두 제후가 主人인 나라인데, 천자가 자신만 

場圃․園田․漆林의 세를 받고 제후에게는 그 게 하지 말라고 명할 수는 없다

고 했다. 나아가 다산은 이와 같은 설을 제기했던 林之奇에 해, 황제의 명에 

따라 일원 으로 통치되던 송나라 郡縣制의 시각으로 고법을 편 하게 해석한 

것이라 일침했다. 

이상과 같은 다산의 비 에는 공통된 하나의 논지가 확인된다. 즉 ‘田’은 조

이고 ‘賦’는 부세이며, 삼 에 양자의 수취체계가 달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

은 을 토 로 다산은 <우공>의 경문을 재해석했다. 먼  경문에서는 ‘賦’를 

‘總-銍-秸-粟-米’로 납부  한다고 했지만, �周禮�에서 賦를 미곡 외에도 粟 , 

泉貨 등의 물종으로 부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라 때에도 이같은 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인했다.43)43) 한 당시에는 납부하는 액수를 錢貝로 정해두었으

나, 이를 곡물 등으로 환산하는 비율도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44)44)결국 

43) �尙書知遠 � 권3, ｢禹貢｣ <下辛一, 厥賦惟上上> “古今諸儒, 並以厥賦爲田稅, 無有一人或

敢異議 , 以篇末有百里賦納總一節, 明以粟米爲賦也. 然�周禮�九賦, 揆以漢法, 雖爲口錢, 

其在周時, 或徵粟 , 或徵泉貨, 况於虞․夏之世, 厥賦之兼徵粟米, 可勝 哉?”

44) �尙書知遠 � 권3, ｢禹貢｣ <下辛一 厥賦惟上上> “總之, 此法必有定率,【律法也】 乃不害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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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우공>의 ‘田’을 토지에 부과되는 세목인 田租로, ‘賦’를 인구에 부과되는 

세목이자 �周禮� 9賦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이로써 당시 수취체계를 ‘田’

과 ‘賦’로 이원화했다. 

다만 본문에서 다산은 ‘田’과 ‘稅’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양자를 모두 조를 

지칭하는 자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래는 그 표 인 용례이다.

(가) 로 납부하고 아래에서 거두는 것은, 무릇 穀粟은 稅라 하고, 貨貝는 賦라 

한다.45)45)

(나) 田은 곧 稅이고, 賦는 곧 田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농지[田]에서 賦를 부과

한 것을 �춘추�가 비난한 것이다.46)46)

(가)에서 다산은 ‘稅’를 농지에 해 穀粟을 부과하는 것으로, ‘賦’를 농지 이

외의 것을 상으로 貨貝를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부과 상이 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삼 의 수취체제를 稅와 賦로 이원화했으며, 이때의 ‘稅’는 田[田

租]을 지칭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나)에서 다산은 노나라 애공 12년에 ‘ 부

를 썼다.[用田賦]’는 �춘추�의 기사에 해, 농지에는 오로지 조만이 부과되고 

있었으나 애공 12년부터 농지에 賦가 부과되었음을 비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애공 12년 이 까지 농지에는 오로지 조[=稅]만이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그

다면 이상을 바탕으로 두주4를 살펴보자.

두주4. ‘稅’를 이르기 해 <田이라>이름한 것이 아니니, 오히려 ‘稅’는 불가하다.47)47)

압축 으로 서술된  문장의 요지는 ‘田’과 ‘稅’의 분별에 있다. 본문에서 경

에서의 ‘田’과 ‘稅’가 모두 조를 지칭한다고 보았던 것과 달리, 두주4에서는 

‘稅’가 田租를 뜻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그 다면 다산은 ‘세’를 무엇으로 

先以口率定其錢貝, 乃以穀物照率代納, 此之 賦也,【字从貝】 見<冡宰>九賦之註.”

45) �尙書知遠 � 권3, ｢禹貢｣ <下辛一 厥賦惟上上> “上之歛下, 凡穀粟曰稅,【字从禾】 貨貝曰賦.”

46) �尙書知遠 � 권3, ｢禹貢｣ <下辛一 厥賦惟上上> “田則是稅, 賦則非田. 故田而賦之 , �春

秋�譏之.”

47) �尙書知遠 � 권3, ｢禹貢｣ <下辛一 厥賦惟上上> “不名爲稅, 稅猶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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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 것일까? 이에 해서 두주에서는 별도로 밝힌 바가 없으며, 버클리본에

서도 두주4가 본문 내에 실렸을 뿐 추가된 서술은 없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經世遺表�에 이르러서, 다산이 고 에서의 ‘稅’를 �주

례�의 9賦 내에서 해명하고 있다는 이다. 그 특징 인 논지를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屋粟은 職貢이다. 9職을 이미 분간해서 農 는 곡식을 바쳤는데 매 3夫가 1屋이 

되었다. 가까운 데에서는 總․銍을 바치고, 먼 데에서는 粟과 米를 바쳤다.【<禹貢>에 

보인다.】 지를 비록 경농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이 곡식을 바쳐서 경농한 자와 같

게 했다.48)48)

인용문에서 다산은 �주례�의 職貢을 9직에게 부과한 일종의 직업세로 상정했

다. 그리고 農 의 경우 직공으로 부과된 곡식을 3夫가 1屋이 되어 함께 바쳤기 

때문에, 이를 屋粟이라 부른다고 했다. 옥속을 농자가 납부하는 직공의 別名으로 

해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산은 <우공>에서 甸服의 ‘賦’로 납부  했던 ‘總-

銍-秸-粟-米’가 바로 옥속이라고도 했다. 

그 다면 다산은 屋粟과 稅의 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다음을 보자. 

<우공>에서는 “100리에서는 總으로 賦를 납부하고, 200리에서는 銍로 부를 납부한

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1/9 이외에 한 馬餼로서 田夫에게 賦한 것이다. ( 략) 

<旅師>에 ‘耡粟과 屋粟을 거둔다.’고 했는데, 조속이란 1/9을 거두는 것이고, 屋粟이

란 3夫가 내는 ‘稅’이다. 이것은 분명 1/9 외에도 지에 해 작은 ‘稅’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  사람은 아이 때에 익힌 �맹자�의 말에서 白首가 되도록 벗어나지 못하

니, 만약 1/9 외에  ‘稅’를 징수했다고 말하면 깜짝 놀라지 않을 자가 없다. 그러나 

여러 경서에 갖추어 있으니, 숨길 수 없다.49)49)

48) �經世遺表� 권10, ｢地官修制｣ <賦貢制1> “屋粟 , 職貢也. 九職旣分, 農 納粟, 每以三夫

爲一屋. 近 納�․銍, 遠 納粟․米.【見<禹貢>】 雖田不耕 , 猶納此粟, 田耕 同.”

49) �經世遺表� 권5, ｢地官修制｣ <田制3> “<禹貢>曰, 百里賦納總，二百里納銍, 此九一之外, 

又以馬餼，賦之於田夫也.【詳見<禹貢>說】 ( 략) <旅師>收耡粟屋粟, 耡粟 , 九一之收也, 

屋粟 , 夫三之稅也. 此九一之外, 明有田地之 稅也. 今人童習白紛, 不出於�孟子�, 若云, 

九一之外, 又有稅斂, 無不愕然以驚 . 然諸書具存, 不可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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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용문에서 다산은 <禹貢>에서 말한 ‘賦’를 �주례� <旅師>의 屋粟에 비정

했는데, 이는 보유본 본문에서 옥속을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 부과한 罰稅로 

독해했던 것과50)
50)다르다. 특히 에서 다산은 屋粟을 ‘稅’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稅’를 농자의 직공으로서 ‘賦’의 일종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두주4에서 표명

된 ‘田’과 ‘稅’의 분별이 �經世遺表�에 이르러 보다 정 해지고 있음을 보여 다. 

즉 기왕에 삼 의 수취체제를 ‘ ’과 ‘부’로 이원화했던 이해방식을 유지하되, ‘세’

를 ‘부’의 체계 내에서 해명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稅’에 한 �경세유표�의 견해는, 두주4와 련된 3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는 보유본 본문에서부터 두주4, �경세유표�에는 삼  

이원  수취체제라는 다산의 독창  견해가 일 되게 피력되고 있다. 따라서 두

주4의 작성자는 다름 아닌 다산이다. 둘째는 �경세유표�의 일부에는 田과 稅를 

일치시켰던 보유본 본문의 견해 역시 확인되고 있다.51)51)이는 다산이 두주4를 작

성하기 이 , 즉 과 세를 일치시켰던 견해 하에서 이미 �경세유표�[혹은 �邦

禮草本�]의 집필을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 ’과 ‘세’를 분리했다는 에

서 두주4는 보유본 본문 이후의 견해이며, 다산은 두주4의 견해 하에서 �상서지

원록� 버클리본을 필사하고 �경세유표�의 나머지 부분을 집필했다.52)52)

다음으로 두주5는 <甘誓>에 한 것이다. <甘誓>는 啓가 왕 에 오른 뒤 유독 

복종하지 않던 有扈氏를 정벌했는데, 이때 甘의 땅에서 휘하 장졸들에게 선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문은 ‘大戰于甘, 乃召六卿. 王曰, 嗟! 六事之人, 予誓告汝.’라

는 구 로 시작하는데, 두주5는 그  ‘乃召六卿’에 한 것이다. 

채침은 ‘乃召六卿’에 해 6事는 6軍이며, 6軍에는 6鄕의 민이 포함된다고 했

다. 한 6卿은 6鄕의 鄕大夫이고, 이들이 6군을 지휘․통솔했다고 보았다.53)53)그

러나 다산은 2가지 측면에서 견해를 달리했다. 첫째는 6軍은 6鄕에서 차출되지 

50) �尙書知遠 � 권3, ｢禹貢｣ <下辛一 厥賦惟上上> “旅師掌聚野之耡粟【一井之中所出稅粟

也】, 屋粟【田不耕所罰】, 閒粟.【民無職事 所出】”

51) 윤석호, 2018 �다산 경세학의 국가개 론과 농자득 �, 연세 학교 박사학 논문, 126 

-130면.

52) �상서지원록�[버클리본]의 필사시기에 해서는 4장에서 논증하도록 한다.

53) �書經集傳� ｢甘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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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경문에서의 6卿도 6鄕의 향 부와는 무 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6鄕이 

왕성 내에 있었다는 것이다.54)54) 

요컨  다산은 6鄕이 農民으로 구성된다는 선유의 견해에 근원 인 의문을 가

지고 있었다. 이에 보유본 본문에서는 6鄕이 비농업지 임과 함께, 이것이 왕성 

내에 구조화된 방식을 세 히 논증했다.55)55)먼  다산은 사방 9리의 왕성 구조를 

‘井’字의 구획에 따라 재해석했다. 9개의 구역  가운데 열의 3구역에는 왕성을 

심으로 조정과 시 이 아래에 치한다고 했다. 한 좌우 열의 6개의 구역

에는 6鄕이 들어서는데, 여기에는 治 인 士를 비롯하여 서와 시 ․공장 등

에 종사하는 각종 직역자가 75,000가호를 이룬다고 보았다. 이어 다산은 9구역의 

통치방식에 해 설명했다. 기내에는 총 9명의 卿이 있는데, 왕궁은 太宰가, 면

조는 司寇가, 후시는 司徒가 각각 정무를 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우의 6鄕

에도 1명씩의 경이 있는데, 이들을 향 부로 간주했다. 한 大祭祀, 大喪事, 蒐

田, 徵令, 年初의 巡幸 등과 같이 �주례�에서 6鄕에 시행했던 제도들은 왕성의 

位格을 보여주는 것으로, 행의 제도들에도 그 유제가 남아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다산은 6鄕이 농업지 가 아니며, 6鄕이 왕성 내에 치하여 천자의 

의례와 교화가 독 으로 시행되는 차별  공간이 됨을 재차 논정했다. 이상과 

같은 다산의 ‘6향론’은 �상서지원록�에서 표명된 이후 만년에 이르기까지 일 되

게 유지되었으며, 고법에 한 다산의 독창  견해  하나로 평가된다.56)56)그

다면 두주5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두주5. 씨가 말하길, “사방 9리 내에는 궁과 조정과 시 과 7만5천가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二經[필자 주: <감서>와 <장인>]’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혹자는 

9리가 포함하는 것이 ‘9井’에서의 ‘9里’보다 크다고 한다.”고 했다.57)57)

54) �尙書知遠 � 권4, ｢甘誓｣ <下壬六 乃召六卿>.

55) 이하 다음을 근거로 서술했다. �尙書知遠 � 권4, ｢甘誓｣ <下壬六 乃召六卿>.

56) 김문식, 1990 ｢정약용과 신작의 육향제 이해｣ �한국학보� 61; 백민정, 2016 ｢�周禮� ‘六鄕

制’ 해석을 통해 본 다산의 경세 구상: ‘鄕三物’과 ‘鄕八刑’ 논의를 심으로｣ �다산학� 29. 

57) 여타의 두주와 달리 이상의 두주5의 자는 모두 세주로 쓰여 있다. �尙書知遠 � 권4,  

｢甘誓｣ <下壬六, 乃召六卿> “【仲氏云, 方九里之內, 無以容宮․朝․ , 及七萬五千家, 則二

經不相合. 或 九里所函, 大於九井之九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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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주5는 6향을 도성 내에 비정했던 본문의 견해에 한 비평이다. 즉 사방 9

리의 도성 면  내에 왕성과 6鄕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도성의 구

획에 쓰이는 里의 면 이 정 의 구획에서 쓰이는 里의 면 보다 크다고 본 혹

자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두주에는 이상의 견해가 ‘仲氏’, 즉 정약

으로부터 나온 것임이 밝 져 있다. 이는 �상서지원록�의 내용에 해 정약용과 

정약 이 서로 견해를 주고받았던 과정이 있었다는 것과, 그  6향과 련한 

손암의 비평을 다산이 두주5에 채록해 놓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두주5는 버클리

본에는 실리지 않았다가, 이후 �상서고훈�에 이르러 다소간의 변형을 거쳐 다시 

실렸다.58)58)

마지막으로 두주6은 <西伯戡黎>편에 한 것이다. <西伯戡黎>는 祖伊가 紂王

에게 은나라의 명운이 곧 다할 것임을 간언하는 내용이다. 제목에서 보이듯, 祖

伊가 간언하게 된 계기는 주왕과 盟하여 폭정을 이끌던 黎나라가 西伯에 의해 

토벌당한 것이다. 그런데 <西伯戡黎>에는 黎나라가 토벌당한 것은 물론이고, 이

를 토벌한 ‘西伯’이 구인지도  언 되지 않았다. 이에 <西伯戡黎> 해석의 

주된 논 은 ‘西伯’이 구인지, 그리고 祖伊가 이를 언 하지 않은 채 은나라의 

망운을 陳告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두어졌다.59)59)

<西伯戡黎>에 한 보유본 본문의 주해는 西伯이 구인가에 이 두고 있

다. 다산은 서백을 문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당시 黎나라를 ‘�’이나 ‘飢’로 표

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字形이나 字聲에 따라 변용한 것일 뿐 모두 문왕 시 의 

黎나라를 지칭한다고 했다. 한 당시에는 제후에게 죄가 있을 경우 방백이 정

벌할 수는 법이 있었으므로, 서백이었던 문왕이 黎나라를 정벌한 것은 문제되지 

58) �尙書古訓� 권3, ｢甘誓｣ <大戰于甘, 乃召六卿> “【仲氏云, 王城方九里之內, 無以容宮․

朝․ 及七萬五千家. 斯則所 九里所函, 必大於九井之九里, 亦或民戶溢出於城外.】”

59) 표 으로 채침은 서백을 武王으로 보았다. 주나라의 무왕이 부도한 黎나라를 토벌했고, 

그 형세가 은나라에도 미칠 을 깨달은 祖伊가 惡을 고치지 않는 주왕에게 국운이 쇠하

고 있음을 아뢰었다는 것이다. 한 무왕이 黎나라를 토벌한 사실을 祖伊가 말하지 않은 

것에 해서는, 주나라가 애 에 천하를 탐하려는 마음이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문에는 黎의 토벌에 한 내용이 실리지 않았으나, 祖伊가 桀王에게 아뢰게 된 

이유를 드러내기 해 史官이 특별히 이것을 篇의 標題로 만들었다고 보았다(�書經集傳�

｢西伯戡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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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했다.60)60) 

그 다면 두주6을 살펴보자. 두주6에서는 黎나라가 악을 행한 것이 정벌의 이

유 으며, 이것은 東夷에 한 복수이기도 했다고 보았다. 한 정벌이 殷과 周

의 亡 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이를 간 한 충신이 은의 국운을 걱정

하여 <西伯戡黎>를 쓰게 되었다고 했다.61)61)이로써 보건  두주6에서는 본문에서

는 다루지 못했던 논 , 즉 祖伊가 紂王에게 은나라의 망운을 진고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견해는 �상서지원록�[버클리본]뿐만 아니라 합편 

�상서고훈�에도 동일하게 실렸다. 

3. 頭註의 내용 분석(2): 이후의 丁若鏞 작에 반 되지 

않은 사례

�상서지원록�[보유본]의 두주 에는 이후의 다산 작에 반 되지 않은 것이 

13개 있으며(표 2), 모두 내용에 한 것이다.

<표 2> 이후의 다산 작에 반 되지 않은 보유본의 두주 13종 

번호 조목 번호 조목

11 下乙三 <堯典>, 朔方 18 下辛一 <禹貢>, 厥賦惟上上(2)

12 下丁三 <堯典下>, 流宥五刑 19 下巳五 <洛誥>, 肇稱殷禮

13 下丁五 <堯典下>, 殛鯀于羽山 20 下午六 <洛誥>, 亂爲四輔

14 下丁六 <堯典下>, 百姓如喪 21 下午七(1) <洛誥>, 弘朕恭

15 下戊九 <堯典下>, 分北三苗 22 下午七(2) <洛誥>, 作周恭先

16 下己八 <皐陶謨>, 乃 底可績 23 下午七(3) <洛誥>, 作周孚先

17 下己十 <皐陶謨>, 予欲觀古人之象 -

60) �尙書知遠 � 권4, ｢西伯戡黎｣ <下癸二, 西伯戡黎>.

61) �尙書知遠 � 권4, ｢西伯戡黎｣ <下癸二, 西伯戡黎> “�左傳․昭四年�椒擧之 曰, 夏桀爲

仍之 , 有緡叛之. 商紂爲黎之蒐, 東夷叛之.【杜云, 黎, 東夷國名.】 黎君, 蓋 紂爲惡, 荒于

游畋, 故西伯戡之也. 又昭十一年, 叔向之 曰, 桀克有緡, 以喪其國. 紂克東夷, 而隕其身.

【杜云, 桀爲仍之 , 有緡叛之. 紂爲黎之蒐, 東夷叛之, 故伐而克之.】 由是觀之, 西伯伐黎, 

爲東夷報仇也. 此是殷․周 亡之機, 故忠臣憂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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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두주 11을 보자. <堯典>은 요의 업 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에는 羲氏

와 和氏에게 天地의 일[曆象과 授時]을, 그리고 羲仲․羲叔․和仲․和叔에게 각

각 4時의 일을 맡기는 내용이 한다. 

이에 한 보유본 본문의 해석은 크게 3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요의 

시 에 천지와 사시를 장했던 6 이 �주례�의 6 [天官․地官․春官․夏官․

秋官․冬官]과는 별개 다고 본 것이다. 즉 요의 6 은 실제로 명에 상응하여 

각각 하늘과 땅  4시의 일을 맡아본 반면, �주례� 6 은 명과는 무 하게 

내정 반을 6개로 나 어 각각 맡았다고 보았다.62)62)둘째는 요의 6  구성이다. 

다산은 먼  희씨와 화씨는 천자국 내의 직으로서, 천지와 사시에 련된 일

을 총 한다고 보았다. 한 희 ․희숙․화 ․화숙은 4方마다 4時의 일을 

담하는 직책으로서, 4방의 제후 에서 선출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요 >에서 

이들이[二仲․二叔] 각각 ․여름․가을․겨울의 일을 맡는다고 말한 것에 

해, 이는 각 계 만을 할하는 것이 아닌 4시를 모두 장하는 것이며, 다만 각

각은 지정된 계 에 述職을 시행한다고 해석했다.63)63)셋째는 요의 6 과 ‘4岳’의 

계이다. <요 >에서는 요가 구에게 선양해야 좋을지를 ‘4岳’에게 묻는 구

이 있다.64)64)이에 해 정  등은 ‘4岳’을 희 ․희숙․화 ․화숙으로 비정했으

나, 다산은 4岳이 二仲․二叔과는 무 한 천자 하의 리이며, 그 인원은 꼭 1

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65)65)이상에서와 같이 요의 6 과 련된 보유본 본

문의 주된 논지는 희씨와 화씨, 二仲․二叔 등의 6인이 수행했던 직과 성격이

었다. 그리고 다산은 <下甲七 乃命羲和>과 <下甲八 宅嵎夷>, 그리고 <下乙五 咨

四岳> 등에서 자신의 견해를 고르게 피력해 놓았으며, 그 논지는 �상서고훈�에

도 동일하게 계승되었다.66)66)

그 다면 두주11의 내용을 살펴보자. 두주11은 “‘二仲二叔節’은 권말에 별도로 

보인다.[二仲二叔節, 別見卷末.]”라는 짧은 문장이다. 문제는 ‘二仲二叔節’이 지칭

62) �尙書知遠 � 권1, ｢堯典｣ <下甲七, 乃命羲和>.

63) �尙書知遠 � 권1, ｢堯典｣ <下甲八, 宅嵎夷>.

64) �尙書� ｢堯典｣ “帝曰, 咨四岳, 朕在位七十載, 汝能庸命, 巽朕位.”

65) �尙書知遠 � 권1, ｢堯典｣ <下乙五, 咨四岳>.

66) �尙書古訓� 권1, ｢堯典 上｣ <乃命羲․和 ( 략) 敬援人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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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인데, <요 >편의 말미나 ｢우서｣의 말미에는 ‘二仲二叔’과 련된 별도의 

내용이 없다. 따라서 ‘二仲二叔節’은 경문이 아닌, 二仲․二叔에 한 다산의 설

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산은 <下甲七 乃命羲和>과 <下甲八 宅

嵎夷>, 그리고 <下乙五 咨四岳>을 제외하고는 二仲․二叔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

고 있다. 

그 다면 두주에서 말한 ‘卷末’은 무엇을 뜻할까? 이는 추측컨  �상서지원록�

말미에 편제된 <尙書知遠 目次括義>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산은 <尙書

知遠 目次括義>라 하여 �상서지원록�의 말미에 자신이 본문에서 피력한 견해의 

요 을 조목별로 어놓았다. 그  ‘甲七[乃命羲和]’과 ‘甲八[宅嵎夷]’에는 ‘二

仲․二叔’에 한 견해가 서술되어 있다. 먼  ‘甲七’에서는 희와 화가 모두 6인

임이 명백하며, 그 직장이 �주례�의 6 과는 같지 않다고 했다. 한 ‘甲八’에서

는 희와 화가 국내에 있지 않았으며, 이들이 거주하는 四宅이 측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했다. 이상은 모두 二仲과 二叔에 한 본문의 주해를 압축 으로 제

시한 것이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尙書知遠 目次括義>에는 비단 ‘二仲․二叔’에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본문에서 새롭게 변증했던 다양한 견해가 조목별로 요약되

어 실려 있다는 이다. 그리고 이같은 <尙書知遠 目次括義>의 집필의도를 고

려한다면, 굳이 두주를 통해 해당 주해의 요 이 <尙書知遠 目次括義>에 실려 

있음을 밝힐 필요는 없다. 더구나 만약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尙書知遠 目

次括義>에서 다룬 모든 조목마다 이같은 두주가 작성되어야함이 마땅한데, 유독 

‘二仲․二叔’에 한 조목에만 이같은 두주가 있을 뿐이다. 

이로써 본다면 두주11은 �상서지원록�의 체재나 <尙書知遠 目次括義>의 집필

의도를 무시하고 작성된 것으로, 결국 작성자가 다산이 아님은 명확해진다. 아마

도 보유본을 입수한 군가가 이를 학습하던 에, ‘二仲二叔’에 한 다산의 주

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해 그 요 이 권말인 <尙書知遠 目次括義>에 실

려 있음을 임의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두주12와 13을 보자. 이는 <순 >에 한 것으로, 해당 경문은 순이 

5刑을 비롯한 형벌의 체계를 마련한 것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67)67)보유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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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다산은 ‘五刑’에 해 독창 인 해석을 개진했는데,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象以典刑’이란 형벌을 그린 刑象을 걸어둠으로써 문자를 모르는 백

성일지라도 이를 보고 감히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했다. 한 범하는 자

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형벌을 형상에서와 같이 시행했다고 보았다.68)68)둘째, 

5형에 한 분류는 경 마다 상이한데, 그  �尙書� <呂刑>에서 언 된 5형

[墨․劓․剕․宮․大辟]이 합당하다고 보았다.69)69)셋째, 大夫 이상일 경우는 5刑

을 減下하여 유배를 보내 죽을 때까지 지내도록 했으며, 그 근거로 “刑은 로 

大夫에게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한 �禮記�의 경문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처럼 5

형을 유배로 감하한 형벌이 각각 流․放․竄․殛로 불 다고 했다.70)70)넷째는 형

벌 시행의 외 즉 赦免의 원칙이 있었다고 보고, 그 근거로 �周禮�의 <司刺>를 

들었다. 즉 不識, 過失, 遺忘의 경우에는 비록 죄가 있어도 형벌을 시행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71)71)다섯째는 舜이 4惡[共工․驩兜․三苗․鯀]에게 각각 流[幽洲] 

․放[崇山]․竄[三危]․殛[羽山]의 형벌을 시행한 것은 이들이 大夫 이상이었기 

때문에 5형을 감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72)72)그리고 이상과 같은 견해는 �상서

67) �尙書� ｢舜典｣ “象以典刑, 流宥五刑, 鞭作官刑, 扑作敎刑, 金作贖刑眚災肆赦, 怙終賊刑. 

欽哉欽哉, 唯刑之恤哉.”

68) �尙書知遠 � 권2, ｢堯典下｣ <下丁二, 象以典刑>.

69) �尙書知遠 � 권2, ｢堯典下｣ <下丁三, 流宥五刑>.

70) �尙書知遠 � 권2, ｢堯典下｣ <下丁五, 殛鯀于羽山> “堯․舜之法, 五刑之流, 之五流, 流 

․放․竄․殛, 必是五流之四, 梅乃一之, 之述作之體, 不亦謬乎? 四凶當時必令皐陶先議, 

當律定其墨․劓․剕․宮之名, 然後乃以貴臣之故, 流以宥之也. 本律各殊, 故流名不同, 如

今之徒․流․竄․置, 各有分別.”

71) �尙書知遠 � 권2, ｢堯典下｣ <下丁三, 流宥五刑> “�周禮�司刺之法, 一宥曰不識, 再宥曰過

失, 三宥曰遺忘. 驩兜․共工無所當於三宥, 而亦必流放 , 刑不上大夫也. 若夫上士以下, 必

其情理有當於三宥之法, 然後纔得流放. 流放, 未易 也.”

72) �尙書知遠 � 권2, ｢堯典下｣ <下丁三, 流宥五刑> “驩兜․共工無所當於三宥, 而亦必流放

, 刑不上大夫也. 若夫上士以下, 必其情理有當於三宥之法, 然後纔得流放. 流放, 未易

也.”; <下丁五, 殛鯀于羽山> “余 殛當讀之, 如極之於其所往之極,【見�孟子�】 蔡傳是也. 

堯․舜之法, 五刑之流, 之五流, 流․放․竄․殛, 必是五流之四, 梅乃一之, 之述作之

體, 不亦謬乎? 四凶當時必令皐陶先議, 當律定其墨․劓․剕․宮之名, 然後乃以貴臣之故, 

流以宥之也. 本律各殊, 故流名不同, 如今之徒․流․竄․置, 各有分別. 梅說而可從乎?【或

曰, 流․放․竄․殛, 蔡爲五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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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훈�에서도 유지되었다.73)73)

그 다면 두주12와 13을 차례로 보자.

두주12. ‘流宥五刑’이라는 것은 공안국이 말하기를, “‘流放’의 법으로 5형을 용서해

주는[寬] 것으로, ‘流’는 ‘寬’이다.”라고 했다. 정 은 “‘3宥’가 있는데, 첫째는 不識, 

둘째는 過失, 셋째는 遺忘이다.”라고 했다.74)74)

두주13. ‘殛死’라는 것은 죽게 하되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 그 땅에서 죽게 

하는 것이다. <離騷>에서 말한 ‘終然殀’가 그것이다.75)75)

두주12에서는 ‘流宥五刑’에 한 공 달과 정 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정

은 ‘流宥五刑’에서의 ‘宥’를 사면[寬]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이는 보유본에서 ‘流

宥五刑’을 부 이상에게 시행한 ‘형벌의 감하’로, ‘三赦’를 ‘형벌의 사면’으로 구

별했던 정약용의 견해와 뚜렷이 차이가 난다. 특히 이같은 정 의 견해는 이미 

�상서고훈수략�에 수록되어 있었으므로,76)76)만약 두주 작성자가 다산이었다면 본

문이 아닌 두주에 자신의 견해와 배치되는 거의 全文을 복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두주13에서는 ‘殛死’를 유배지에서 끝내 죽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離騷>에서 말한 ‘終然殀’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지 했다. 이같은 견해는 

일면 5형의 감하에 한 다산의 해석과 유사하므로, 작성자를 다산으로 간주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두주에서 근거로 제시한 <離騷>의 구 은 이미 보

유본의 본문 에 서술되어 있다.77)77)따라서 두주의 작성자가 본문의 집필자라면, 

73) �尙書古訓� 권2, ｢堯典下｣ <象以典刑 ( 략) 唯刑之恤哉>. 

74) �尙書知遠 � 권2, ｢堯典下｣ <下丁三, 流宥五刑> “流宥五刑 , 孔安國云, 以流放之法, 寬五

刑也. 宥 , 寬也. 鄭玄云, 三宥, 一曰弗識, 二曰過失, 三曰遺忘也.” 

75) �尙書知遠 � 권2, ｢堯典下｣ <下丁五, 殛鯀于羽山> “殛死 , 殛而流之, 終焉死於其地也. 

<離騷>曰, 終然殀, 卽是也.”

76) �尙書古訓蒐略�(奎 7016) 권1, ｢堯典下｣ <象以之恤哉>.

77) 본문에 이미 실린 구 은 다음 인용문의  친 부분이다. �尙書知遠 � 권2, ｢堯典下｣ 

<下丁五, 殛鯀于羽山> “馬融獨以殛爲誅,【見�古訓�】 蓋殛死之文, 見於<洪範>, 見於<祭法>, 

見於<魯語>, 見於<楚辭>,【<離騷>云: “終然殀乎羽之野.”】 故馬說如彼. 然五刑有服, 五服三

就. 三就 , 野․ ․朝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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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본문에서 썼던 주장과 거를 두주에서 복해 쓸 까닭이 없다. 결국 두

주14 역시 본문의 집필자가 아닌 사람이 본문의 체의 내용과 구성을 충실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른 일종의 실수라고 볼 수 있다.78)78)

다음으로 두주14를 보자. <순 >에는 순이 섭정한 지 28년 만에 요가 승하하

자, 백성이 妣의 상을 당한 것과 같이 三載를 했다는 구 이79)
79)있다. 이에 

한 보유본 본문의 주해에는 3가지의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천자가 죽었을 때 

백 은 斬衰 三年을 지내고, 括髮하며, 苴杖하고, 廬에 거하면서 죽을 먹는다고 

보았다. <순 >에서 말한 ‘三載’는 상례에 비추어 합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

에도 <순 >에서 ‘如喪 妣三載’라고 서술된 것은, 요의 장례를 치르는 백 의 

심정이 마치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비통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셋째, 

당시의 百官은 모두 귀족으로서 성을 하사받은 家 고, 따라서 경문에서의 ‘百

姓’은 곧 百官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姓을 가지

지 못할 뿐만 아니라 3년상을 치를 여건도 되지 못하므로 ‘百姓’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했다.80)80)이상의 견해는 �상서고훈�에서 보다 정 해졌다. 즉 백 은 성과 

씨를 받았지만 귀족 에는 성을 얻지 못한 자들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체로 

백성은 성을 얻은 백 으로 구성되나, 일부는 성을 얻지 못한 귀족들도 포함된

다고 보았다.81)81) 

그 다면 두주14를 살펴보자.

두주14. 살피건 , �맹자�에서 <｢舜典｣의> ‘百姓如喪 妣三載’를 인용하여 말하기

를, “순이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요를 해 3년상을 행한 것이다.【<만장 상>에 있

다.】”라고 했다. 이것은 ‘백성이 고비를 잃은 것과 같이 3년상을 한 것[百姓之如喪

妣]’을 ‘제후가 3년상을 행한 것[諸侯之行三年喪]’이라고 일컬은 것이니, 제후는 백

과 귀족으로서 성을 얻은 자가 아니겠는가?82)82)

78) 두주와 복되는 구 은 두주가 쓰인 장을 넘긴 다음 장에 쓰여 있다. 이로써 본다면 두

주의 작성자가 다음 장에 있는 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앞의 장 에 두주를 작성한 것

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79) �尙書� ｢舜典｣ “二十有八載, 帝乃殂落. 百姓如喪 妣, 三載, 四海遏密八音.”

80) �尙書知遠 � 권2, ｢堯典下｣ <下丁六, 百姓如喪 妣>. 

81) �尙書古訓� 권2, ｢堯典下｣ <二十有八載 ( 략) 四海遏密八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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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만장>에서 맹자는 당시의 순이 군주의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요가 

승하하자 순이 제후들을 이끌고 3년상을 치 다고 했다. 두주14에서는 이같은 

맹자의 견해에 기 하여 �尙書� <순 >의 경의를 해명했다. 특히 <순 >에서의 

‘百姓’이 맹자가 말한 ‘諸侯’에 해당하며, 제후는 백 과 귀족으로서 성을 얻은 

자라고 주해했다. 이같은 견해는 다산이 보유본 본문에서 백성을 천자국 내의 

료로 본 것이나, 한 그 에는 성을 얻지 못한 귀족이 있다고 보았던 것, 

한 이를 계승한 �상서고훈�의 견해와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두주15를 보자. <순 >에는 ‘三載 績, 三 黜陟幽明, 庶績咸熙. 分北

三苗.’라고 하여, 순이 시행했던 고 법의 일단이 서술되어 있다. 내용상 2개의 

문장으로 구분되는 의 구 에 해, 체로 선유들은 앞 문장의 연장선에서 

뒷 문장을 해석했다. 즉 三載․三 의 고 을 시행했는데[앞문장], 이미 三危로 

유배갔던 三苗가 계속 악행을 질 던 것이 고 을 통해 드러나자 다시  이들

을 나 어 유배보냈다고[뒷문장] 본 것이다. 이같은 독법은 앞서 ‘流宥五刑’을 5

형의 赦免으로 간주한 견해와 결부된다. 즉 ‘竄三苗于三危’를 5형의 사면으로 독

해함으로써 사실상 이것은 유배라기보다 三苗의 세거지를 三危로 옮긴 것이 된

다. 따라서 三苗의 군주는 三危에서도 그 지 를 그 로 유지한 것이 되며, 한 

‘分北三苗’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三苗의 군주를 고 의 상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의 경문  앞 문장이 고 을 시행했던 순의 업 임에는 다산도 동의했다. 

하지만 다산은 뒷 문장인 ‘分北三苗’가 고 과는 무 하며, 오히려 앞의 경문이

었던 ‘竄三苗于三危’에 한 보충  진술이라고 보았다. 즉 ‘分北三苗’는 三苗의 

군주가 三危로 유배를 떠난[竄] 이후 三苗에서의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舜이 

여 히 三苗에 남아있던 패악한 세력을 약화시키기 해 三苗를 3개의 부락으로 

나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다산은 이처럼 ‘分北三苗’가 앞의 문장과 내용

으로 무 함에도 이어서 서술된 이유에 해, 앞서 4 의 유배를 담은 경문에서 

82) �尙書知遠 � 권2, ｢堯典下｣ <下丁六, 百姓如喪 妣> “按, �孟子�引百姓如喪 妣三載之

文, 曰舜帥天下諸侯, 以爲堯三年喪.【<萬章上>篇】 是以百姓之如喪 妣, 諸侯之行三年喪

也. 諸侯, 非百官貴族得姓 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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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사 이 서술하지 못한 것을 차후 이곳에 붙여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83)83) 

그리고 이같은 견해는 합편 �상서고훈�에서 보다 정 하게 계승되었다.84)84)

그 다면 두주15에서는 이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아래를 보자.

두주15. 정 이 “三苗로부터 유배보내[竄] 서 의【‘裔’라는 것은 변방의 황무지로, 

‘三危’를 말한다.】 제후로 삼은 자가 오히려 더욱 악해지자 다시 나 어서 유배 보낸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믿을 만하다. ‘서 의 제후로 삼은 자가 오히려 더욱 악해지

자[爲西裔諸侯 , 猶爲惡]’라는 것은 禹가 말한 ‘苗 , 不卽工也’이고, ‘다시 나 어서 

유배 보낸 것[乃復分析流之]’은 ‘分北’을 말하는 것이니, 帝가 말한 ‘고요가 모름지기 

상형을 시행했다.[皐陶方施象刑]’라는 것이 오히려 분명하다. 개 ‘竄三危’라는 것은 

三苗의 군주인데 모름지기 <三危로> 유배를 보낸 것으로, 어  유독 그 군주 1명만

이 유배를 갔겠는가? 필시 그 당의 나쁜 무리가 함께 유배를 갔을 것이다. <禹貢>에

서 말한 ‘三危旣宅, 三苗丕叙【三苗之□ 】’라는 것은 이미 유배 보내 악이 고쳐져서 

이로써 치수의 공을 시행하여 크게 펼쳐진 것으로, 우가 말한 ‘苗 , 不卽工’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의 악한 무리들이다. 고요가 ‘士’가 되어 여기에서 이들을 나  것으

로, ‘分北’이라는 것은 ‘丕叙’의 여부를 쫓아서 이로써 2개의 부류로 나 어, 섞여 살

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 그 법의 뜻은 5형을 감면하여 유배를 보내는 것

에서 비롯되어 過失과 遺忘으로 귀속된다.【三宥의 명목이다.】 용서하여 유배 보내고, 

악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고, 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완

고하여 공을 드러내지 않자, 3 하여 출척해서 나 어 놓은 것이다.  4흉 가운데 

鯀은 9載의 고 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3  후에 殛에 처했다. 三苗 역시 3  이후에 

나 었다. 따라서 共工․驩兜도 반드시 3  후에 流放되었을 것이다.85)85)

83) �尙書知遠 � 권2, ｢堯典下｣ <下戊九, 分北三苗> “上文竄三危 , 三苗之君也. 當時一君獨

領三苗, 其君旣竄之後, 分之爲三, 各爲部落, 此亦舜之大政. 而原篇不載, 故史臣別 於篇末, 

績何干?”

84) �상서고훈�에서 다산은 ①‘分北三苗’은 고 출척과는 성 이 없으며, ②‘北’을 ‘別’로 새긴 

정 의 견해는 옳으며, ③묘의 군이 이미 삼 로 유배된 이후 남은 민들이 난을 일으키

자 이 지역을 나 어서 약하게 했는데 이것이 순의 大政이며, ④이상의 내용이 원편에 

실리지 않은 까닭에 마지막에 써 놓은 것이며, ⑤군주가 유배될 때 그 백성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었으나, 이는 제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尙書古訓� 권2, ｢堯典下｣ 

<分北三苗>).

85) �尙書知遠 � 권2, ｢堯典下｣ <又戊十, 陟方乃死> “鄭玄曰, 所竄三苗爲西裔,【裔 , 邊荒也, 

三危】 諸侯 , 猶爲惡, 乃復分析流之, 此說可據也. 爲西裔諸侯 , 猶爲惡, 禹所云苗 不卽工

也, 乃復分析流之, 卽分北之 也, 帝所云皐陶方施象刑惟明也. 蓋其竄三危 , 乃三苗之君, 而方

其竄也, 豈獨其君一人哉, 必其黨惡之衆而並竄也. <禹貢>曰, 三危旣宅, 三苗丕叙 ,【三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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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주의 견해는 �상서지원록� 본문의 견해와 큰 차이가 있다. 첫째, 4賊이 유배

에 처해진 것을 ‘三宥[赦免]’에 비정했는데, 이는 다산이 4 의 유배를 ‘三宥[赦

免]’가 아닌 5형의 減下로 해석한 것과 다르다. 둘째, 삼묘의 군주가 삼 로 유

배된 이후에도 제후의 지 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다산이 삼묘의 

군주가 유배갈 때 다만 다스리던 백성의 일부를 데리고 갔을 뿐 제후의 지 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과 다르다. 셋째, 두주에서는 ‘北分’의 상을 삼 로 유

배갔던 삼묘의 군주와 그 무리라고 했다. 즉 이들이 유배를 간 이후에도 악행을 

일삼자, ‘북분’하여 재차 유배를 보냈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다산은 군주가 삼

로 유배간 뒤, 삼묘에 남아 있던 악한 백성들을 ‘북분’했다고 보았다. 넷째, 두주

는 앞문장의 연장에서 뒷문장인 ‘分北三苗’을 해석했다. 즉 삼묘를 비롯한 4  

모두는 고 을 거쳐 유배가 결정되었고, 유배지에도 한 고 을 시행해서 다시

 유배를 보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다산이 ‘分北三苗’를 앞선 경문인 ‘竄三苗于

三危’에 한 보충  진술로 간주하여, 이를 고 과는 무 하게 독해한 것과 다

르다.

다음으로 두주16은 <皐陶謨>의 ‘臯陶曰, 朕 惠, 可底行. 禹曰, 兪, 乃 底可績.’

에 한 것이다. 보유본 본문에서 다산은 <고요모>에 실린 고요와 우의 발언을 

고 의 일환으로, 즉 자신이 수행한 업 을 순임 과 상 방에게 직  진술하여 

평가받는 것으로 해석했다.86)86) 

그 다면 두주를 보자.

】 旣竄而悛惡, 以試治水之功而丕叙也. 其云苗 不卽工 , 其餘黨惡之徒也, 皐陶作士, 於是

而分北之也. 分北 , 就其丕叙 不, 以二之類而分析之, 使不得混居也. 蓋其法義, 始以流宥五刑

之義, 而歸之過失遺忘,【三宥之目】 以宥竄之, 以俟改 自新, 以著功用. 而猶 不卽工, 故三 黜

陟, 而遂分北之也. 大抵四凶之中, 鯀九載績用弗成, 則此是經三 而殛之也. 三苗亦三 , 而分北

之. 然則共工․驩兜, 亦必經三 而流放也.”

86) �尙書知遠 � 권3, ｢皐陶謨｣ <下己八 乃 底可績> “舜․禹․皐․夔, 此日此 , 非 常燕

閒之席, 乃是元勳大臣, 九載三 之大朝 也. 其詢事 之法, 親於帝前, 兩人胥 , 禹 皐

績, 皐 禹績, 若是 何也? 皐․禹兩人, 爵位 , 德望 盛, 更有何人敢 此績? 此所以親

於帝前, 兩人胥 也. 大臣建績, 異於 官, 或陳格 至論, 以匡人主之心術, 或創良法美規, 

以作邦國之彝典, 方是茂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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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주16. �사기� <하본기>에서 말하기를, “帝舜이 禹․伯夷․皐陶와 조회를 하여, 

서로 황제 앞에서 화를 나 었다. 皐陶가 계책을 설명하여 말하기를, ‘信其道德【

문�尙書�에서는 允迪厥德이라고 쓰여 있다.】, 明輔和【 문�尙書�에서는 模用弼諧

라고 쓰여 있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賡載歌’까지는 <고요>의 이다. 

살피건  이것은 史臣이 고 의 일을 나 에 기록한 것으로, 고요의 문장은 아니다.87)87)

두주에서의 견해는 본문과 비교해 2가지의 이질 인 면이 있다. 첫째는 고요

의 발언을 향후 자신이 시행할 계책으로 독해한 인데, 이는 <고요모>의 화 

반을 고  즉 이미 시행한 업 에 한 평가로 독해한 다산의 견해와 본질

인 차이가 있다. 둘째는 두주에서 <고요모>를 고요가 직  작성한 이 아니라

고 밝힌 이다. 사실 이는 선유들이 체로 동의하는 일반 인 견해이다. 한 

앞서 살펴보았던 ‘왈약계고’에 한 �상서지원록�의 주해에서도 <고요모>가 고요

가 아닌 史臣이 술임을 제로 하고 있었다. 결국 두주에서 피력된 견해는 지

극히 당연하여 굳이 두주로 쓸 정도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다산은 �상서고훈수략�에서 �尙書�의 조목마다 이에 해당되는 �사

기� ｢하본기｣의 구 을 채록해 놓았다. 그리고 두주16에서 인용된 �사기� ｢하본

기｣의 구 은 그  하나에 해당한다. 이로써 본다면 자신의 前作에서 조목마다 

인용한 거를 두주의 형식을 빌어 재차 재할 이유는 없으며, 그 게 했다 하

더라도 유독 두주16에 해서만 이에 해당하는 �사기� ｢하본기｣의 구 을 표기

했을 리도 없다. 이상으로 보건  두주16의 작성자는 다산이 아님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두주17을 보자. <益稷>에는 순이 신하들에게 하는 당부가 실려 있

다. 그 에는 신하가 군주의 股肱과 耳目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古人之象’

을 보고 의복을 만들면 이를 분별해달라는 부탁이 있다.88)88)이에 해 채침 등은 

‘古人’을 黃帝로, ‘古人之象’을 黃帝가 제정한 복제라고 보았다.89)89) 

87) �尙書知遠 � 권3, ｢皐陶謨｣ <下己八 乃 底可績> “�史記․夏本紀�曰, 帝舜朝, 禹․伯

夷․皐陶相 語帝前. 皐陶述其 曰, 信其道德,【今�尙書�作允迪厥德】 明輔和.【今�尙書�作

模用弼諧】 自此歷叙至賡載歌一通, 皐陶文也. 按, 此是史臣追叙 績之事, 非皐陶之文也.”

88) �尙書� ｢益稷｣ “予欲觀古人之象, 日․月․星辰․山․龍․華蟲, 作 . 宗彝․藻․火․粉

米․黼․黻, 絺繡. 以五采, 彰施于五色, 作服, 汝明.” 

89) �書經集傳� ｢益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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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산은 만약 ‘古人之象’이 황제가 만든 복제 다면, 후 에는 복제를 

담당한 유사가 다만 이를 참작해 의복을 만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익직>에서는 순이 직  복제를 만들고자 했으므로, 이로써 보건

 당시에는 해오는 복제가 없었다고 간주했다. 이에 다산은 12개의 형상을 

새긴 복제가 순임 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다고 했다.90)90)아울러 상고시  사람들

이 자연의 문양을 만들었다는 혹자의 말을 근거로, 이때의 문양을 ‘古人之象’에 

비정했다. 그리고 이같은 견해는 �상서고훈�에도 계승되었다.91)91) 

그 다면 두주를 보자.

두주17. 의상에 수를 놓은 것은 이미 황제부터 던 즉, 요와 순에 이르면서 ‘古人’

이 되었다. 곧 ‘고인’은 황제이고, ‘상’은 물상이다. ‘고인지상’은 황제의 의상에 이미 

물상이 있었던 까닭에 ‘고인지상’이라고 했다. < 례>를 상고하면, 황제의 의상에 

다만 ‘雲龍黼黻’의 장식만이 있다고 했는데, 물상을 말한 것이지만 장식의 정도가 미

비했던 것이다. 순에 이르러 황제의 의상 제도를 보고, 이로써 물상을 정비하여 더해

서 12장을 만든 까닭에 ‘고인의 상을 보고’라고 말하며 일․월․산․용 등을 일일이 

나열한 것이다.【外孫男 尹廷琦 謹識】
92)92)

두주에서는 ‘古人’을 황제로, ‘古人之象’을 장식으로 만든 황제의 복제로 보았

90) �尙書知遠 � 권3, ｢皐陶謨｣ <下己十, 予欲觀古人之象> “古人誰也? 豈上古之人, 身有此象

乎? 若上古之人, 衣有此象, 卽此作服, 不過有司之事, 如周官司服 , 其制而共之而已, 日

月山龍之等, 胡乃歷擧如是? 十二章之服, 明是舜所創制, 而其 若此.”

91) �尙書古訓� 권2, ｢臯陶謨｣ <予欲觀古人之象 ( 략) 汝明>. 보유본에서 다산은 상고시

의 사람들이 자연의 문양을 만들었다는 것에 한 거로, “� 례�에서 ‘황제는 보불

을 수놓은 옷을 입고, 黼裳에 큰 띠를 두르고, 용을 타고 구름을 의지하며, 천지의 기운에 

순응한다.’고 했다(�尙書知遠 � 권3, ｢臯陶謨｣ <下己十, 予欲觀古人之象>【�大戴禮�云, 

黃帝黼黻衣, 大帶黼裳, 乘龍扆雲, 以 天地之氣】)”라는 구 을 인용했다. 그런데 이 구

은 보유본에 별다른 표기가 없었음에도 버클리본에서는 빠졌으며, 이후 �상서고훈�에서

는 다시 실렸다. 

92) �尙書知遠 � 권3, ｢臯陶謨｣ <下己十, 予欲觀古人之象> “垂衣裳, 已自黃帝, 則歷堯至舜, 

已是古人. 則古人 , 黃帝也. 象 , 物象也. 古人之象 , 黃帝衣裳, 已爲物象, 故曰古人之

象也. �大戴禮�, 則黃帝衣裳, 只爲雲龍黼黻之章, 雖云物象, 而章度未備. 至舜而觀於黃帝

衣裳之制, 以備物象, 加爲十二章, 故曰觀古人之象, 而日月山龍之等, 歷擧如是也.【外孫男尹

廷琦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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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장제도가 황제 때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으며, 이를 기 로 순에 이르러 12

장복으로 확 되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두주의 말미에는 집필자가 ‘外孫男 尹廷

琦’라고 표기되었므로, 내용상으로나 필자에 있어서나 이는 다산의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다음으로 두주18은 두주4와 마찬가지로 <우공>의 ‘厥賦惟上上’조목에 한 것

이다. <우공>에 해서는 두주4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으므로, 바로 두주18의 내

용을 살펴보자,

두주18. 陸宣公의 <奏議>에 말하기를, “부역의 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租․庸․調

이다. 옛날에는 1井의 땅을 9夫가 함께 했는데, 공 이 그 가운데에 있어서 빌려서 

농사짓되 ‘稅’를 내지 않았다. 일이 꽤 섬미했으나, 춘추의 시 에 이미 시행할 수 없

었다. 국가에서는 그 핵심을 계승하고 번잡한 것을 제거하여, 정남 1인에게 100무의 

땅을 주고 다만 조속 2석만을 ‘稅’로 납부  했을 뿐이니, 공 이라 불리는 것을 사

람들에게 빌려주고 租入을 거두는 까닭에 이를 ‘租’라고 한다. (하략)93)93) 

두주18에는 별다른 비평 없이 오로지 조․용․조의 연 과 실상에 한 陸宣

公 <奏議>의 을 싣고 있을 뿐이다. 주목되는 것은 <주의>에서 삼 의 田租를 

‘籍而不稅’라고 해설했는데, ‘籍而不稅’란 다름 아닌 �孟子�에서 나온 말이다. 즉 

公孫丑가 맹자에게 선정의 방도를 묻자, 맹자가 그  하나로 “籍[=助] 하되 

稅를 내지 않으면, 천하의 농부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나라 들 에서 농사짓기

를 바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94)94)

경문에서 ‘籍[=助]’는 田租를, 그 납부방식은 공 의 공동경작을 의미하고 있

다. 한편 ‘稅’는 조로도, 는 그 외의 아닌 다른 수취로도 읽힐 수 있다. 이에 

해 <주의>에서는 먼  삼 의 田租를 공 의 ‘助’로 거두었다고 했다. ‘租’를 

田租로 독해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稅’에 한 독법으로, 당나라가 삼

93) �尙書知遠 � 권3, ｢禹貢｣ <下辛一, 厥賦惟上上> “陸宣公�奏議�云, 賦役之法有三, 曰租․

調․庸. 古 一井之地, 九夫共之, 公田在中, 籍而不稅, 事頗纖微, 春秋之際, 已不能行. 國

家襲其要而去其煩, 丁男一人, 授田百畝, 但歲納租粟二石而已, 以公田假人而收其租入, 

故 之租. (하략)”

94) �孟子� ｢公孫丑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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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 요체를 계승하여 100무마다 2석을 부과했음을 밝히면서 이를 ‘稅’라고 

명명한 것이다. 즉 ‘稅’ 역시 田租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두주4에서 ‘稅’를 ‘田

[田租]’과 구분했던 다산의 견해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주18은 다산의 

기록이 아님이 명확하다.95)95)

다음으로 두주 19-23까지는 모두 <洛誥>에 한 것이다. <낙고>는 낙읍의 통

치에 해 주공과 성왕이 나  화를 담고 있다. <낙고>에 한 선유들의 해석

에 있어 주된 논 은 주공과 성왕의 행 이었다. 두주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를 

2가지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낙고> 이 에 주공이 시행했던 통치

의 성격이다. 무왕이 죽고 성왕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 하자, 주공은 성왕을 

신하여 통치를 맡았다. 그리고는 武庚을 주살하고 衛를 세워 康叔을 제후로 

했으며,96)96) 한 낙읍을 건설하 다. <낙고>는 주공의 이같은 행  이후에 쓰인 

것으로, 첫 구 에서 주공은 ‘復子明辟’이라고 하여 낙읍을 친히 방문한 성왕에

게 보고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주공 통치의 성격에 한 선유의 해석은 상이했

다. 먼  漢儒와 孔穎達 등은 ‘성왕[子]을 군주의 자리[明辟]로 돌려놓는다.’로 

해석했다. ‘復子明辟’의 함의를 ‘復政’으로 보고, 주공이 이 까지 군주를 리하

여 섭정하다가 <낙고> 이후로는 성왕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독해한 것이다[復政

說]. 이에 반해 채침은 ‘군주인 그 [子明辟]에게 복명합니다.’로 해석했다. 성왕

은 즉  이후 곧 군주의 지 에 있었으며, 주공은 신료의 치에서 국정을 보

좌했던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復子明辟’을 신료가 군주에게 그간의 행

을 보고하는 ‘復命’으로 독해되었다[復命說]. 

둘째는 <낙고> 이후 주공과 성왕의 통치 행 이다. 복정설 하에서는 주공이 

‘復子明辟’을 통해 주공의 섭정을 종식하고 성왕이 낙읍을 직  통치했으며, 이

로써 <낙고>의 말미에 기록된 ‘7년’이라는 기간은 <낙고> 이  주공의 섭정 기간

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복명설을 주장한 채침은 <낙고> 이후에도 주

공은 성왕을 보필하여 낙읍을 통치했으며, 이로써 ‘7년’의 함의를 <낙고> 이후 

95) 다산이 ‘田’과 ‘稅’를 구분하기 이 에 두주18을 썼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그

랬다면 두주4로의 견해변화(‘田’과 ‘稅’의 구분) 이후에는 두주18을 삭제 는 수정했어야 

마땅한데, 두주18에는 그러한 표기가  없다.

96) �尙書� ｢康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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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성왕을 보좌한 기간으로 이해했다.97)97)  

이상에 해 �상서지원록�에서는 복정설을 채택했다. 다산은 <소고>에서 주공

이 “ 읍[낙읍]을 만들어서 이로부터 황천을 하고 상하의 신에게 삼가 제사하

며, 이로부터 앙에서 다스리십시오.”라고98)
98)말한 것으로 보아, 주공이 낙읍을 

건설한 이후 반드시 복정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보았다. 한 주공은 

낙읍에 남아 통치를 도와달라는 성왕의 부탁을 거 하고, 풍으로 낙향하여 그곳

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았다. 이로써 다산은 성왕의 즉 부터 낙읍의 건설과 

기 통치에 이르는 7년이 주공의 섭정기간이며, <낙고> 이후로는 성왕이 南面

의 지 를 회복해 낙읍을 통치했다고 보았다.99)99)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먼  

두주19를 보자.

두주19. 반고의 �白虎通�에서 말하기를, “왕이 처음 일어나면 한 선왕의 악을 

쓰며, 천하가 태평해지면 곧 다시 제도를 만든다. �書�에서 ‘殷나라의 禮를 바로잡고 

손질해서 新邑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했는데, 이는 태평한 시기에 殷禮를 버린 것

을 말한다.”고 했다. 이것으로 보건 , ‘肇稱殷禮’라는 것은 은례를 울질하여 고친 

것으로, 다시 만들어 고친 것이다[更制修]. ‘다시 만들어 고친다[更制修]’는 것은 옛

것을 울질해서 버리고 새것을 만드는 것인 즉, 옛 장에 따르지 않았던 것은 모

두 문헌이 없었던 까닭으로, ‘咸秩無文’이라고 했다. 개 무왕이 상을 토벌하고 7년 

뒤에 붕어하여 악을 만들지 못한 까닭에 은나라의 을 빌려서 썼다. 성왕의 시

에 이르러 주공이 <주나라의 악을> 만들었고 비로소 태평한 때에 이른 까닭에 

이를 ‘新邑祀典’이라고 했는데, 비로소 은례를 울질하고 고쳐서 옛것을 버리고 새

로운 것을 이루었으므로, 이것이 ‘肇稱’이라고 말한 이유이다. 새로이 만든 祀典은 모

두 옛 장에는 없는 것으로, 이런 까닭에 ‘咸秩無文’이라고 말한 것이다. �지원록�에

서 말한 바는 �백호통�을 살피는 데 이르지 못했다. 이미 ‘殷禮’를 말했는데, 어  

‘無文’이라고 했겠는가? 한 주나라가 은나라를 하여 바르게 했는데, 어  은례

를 순 히 따르며 다시 만들지 않았겠는가?100)100) 

97) 이상 복정설과 복명설에 해서는 다음의 을 참고할 수 있다. 유 옥, 2012 ｢�尙書�

<낙고> ‘復子明辟’에 한 조선 경학가의 이해｣ �한국한문학연구� 35. 

98) �尙書� ｢召誥｣ “其作大邑, 其自時配皇天, 毖祀于上下, 其自時中乂.” 

99)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未四, 誕保文武受命惟七年> “<亳姑序>曰, 周公在豐 沒, 欲

葬成周. 公薨, 成王塟于畢.【畢在豐】 <魯世家> , 欲葬成周, 以明吾不敢離成王.【王在洛】 以

此觀之, 周公末年, 周公在豐, 成王在洛, 蔡說非也.【<洛誥>爲周公復政之史, 故特書攝政之年

數, 如<堯典>之末, 有舜生三十之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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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고>에서 주공은 ‘王肇稱殷禮, 祀于新邑, 咸秩無文.’이라고 하여, 성왕에게 낙

읍 통치에 앞서서 제사를 올리기를 간언했다. 두주에서는 이때 시행한 가 주

나라의 악으로서, 이 까지 참작했던 은나라의 악을 버리고 주공이 새롭게 

만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白虎通�의 경문을 발췌해서 인용

하면서,101)101)�상서지원록�의 說은 �백호통�을 참고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의 <낙고> 경문에 한 보유본 본문의 주해는 두주와 다르다. 다산

은 본디 제후국이었던 주나라에는 천자의 악과 련된 문헌이 없었으며, 이에 

천자의 지 에 올랐던 기에는 은나라의 를 參用했다고 보았다. 한 경문에

서 주공이 성왕에게 권했던 제사 역시 은례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102)102)

뿐만 아니라 다산은 주공과 주나라 악의 계에 해서도 해명했다. 보유본 

본문에서 다산은 경문의 ‘殷’에 한 해설은 정 의 것이 가장 합당하다면서, 이

를 �고훈� 즉 �상서고훈수략�에 실었다고 밝혔다.103)103)실제로 �상서고훈수략�에는 

‘殷’에 한 정 의 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왕이 된 자가 악을 

만들지 못하면 항시 선왕의 악을 쓴다. 주공은 악을 만들어서 이미 완성했

는데, 성왕에게 즉시 주나라의 禮를 사용토록 하지 않고 殷禮를 쓰도록 명한 것

은 다음 해의 즉 [卽政]을 기다렸다가 告神과 受職을 한 뒤에 주나라의 를 

반행하고자 한 것이다. 行을 마쳐야 주나라의 를 쓰게 되므로, 고신은 역시 

은나라의 를 사용한 것이다.”라고104) 했다. 104)

100)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巳五, 肇稱殷禮> “班固�白虎通�曰, 王 始起, 且用先王之

禮 . 天下太平, 乃更制作焉. �書�曰, 肇修稱殷禮, 祀新邑. 此 太平去殷禮.【句】 以此觀

之, 則肇稱殷禮 , 稱擧殷禮修之, 更制作也. 更制修, 稱去 而創新, 則不以 典, 皆是無

文, 故曰咸秩無文也. 蓋武王克商, 七年而崩, 未暇制作禮 , 故且用殷家禮典. 至成王之時, 

周公制作, 始致太平, 故此日新邑祀典, 始乃修稱殷禮, 而去 就新, 所以曰肇稱也. 新制祀

典, 皆於 典之所無也, 所以曰咸秩無文也. �知遠 �所 , 未及 �白虎通�也. 旣曰殷禮, 

則豈可曰無文? 且周革殷正, 豈有純襲殷禮而不爲更制乎?” 

101) �白虎通�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禮 . 王 始起, 何用正民? 以爲且用先王之禮 , 天下

太平, 乃更制作焉. �書�曰, 肇修稱殷禮, 祀于新邑. 此 太平去殷禮.”

102)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巳五, 肇稱殷禮>.

103)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巳五, 肇稱殷禮> “殷 , 盛饌之名. <喪禮>曰, 月半不殷奠.  

�春秋傳�曰, 殷以 牢. <曾子問>曰, 君喪服除, 而后殷祭. �易�曰, 殷薦之上帝. 皆一義也

【毛氏云, 祭可殷, 禮不可殷.】 然於此經義無所當, 宜從鄭玄之說.【見�古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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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보건  다산은 주공이 비록 남면의 지 에서 섭정을 했고 섭정하던 당

시 이미 주나라의 악을 만들어 놓았으나, 천자의 지 와 이에 상응하는 악

은 성왕의 등극 이후로 남겨놓았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상의 독법은 두주와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이기도 하다.

덧붙여 살펴볼 것은 두주에서 “�지원록�에서 말한 바는 �백호통�을 살피는 데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한 구 이다. 만약 두주19의 작성자가 다산이었다면, 두

주19는 �백호통� 등을 추가로 섭렵한 뒤의 다산이 보유본 본문으로부터 달라진 

견해를 개진한 것이 된다. 그리고 두주19의 견해는 �상서지원록� 이후의 본 

 합편 �상서고훈�에도 계승되어야 함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후의 다산 작에

는 두주가 아닌 보유본 본문의 견해가 일 되게 유지되었다. 특히 �상서고훈�에

는 보유본의 주해가 그 로 실린 것은 물론이고, �상서고훈수략�에 수록되었던 

‘殷’에 한 정 의 주해도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105)105)이상은 결국 견해상으로나 

이후의 승과정상으로나 다산이 두주19를 집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 다.

다음으로 두주20을 보자. <낙고>에는 성왕이 ‘公, 定予往已, 公功, 肅 祗歡, 公

無困哉. 我惟無斁其康事, 公勿替刑, 四方其世享.’이라 하여, 주공에게 낙읍을 계속 

다스려주기를 청하는 구 이 있다. 두주20은 이  ‘公勿替刑’에 한 주해이다.

두주20. 公勿替刑: 인군이 민을 다스림에 가장 요한 것은 刑이다. 刑이 그 中道

를 얻으면 곧 백성은 편안히 의지하며, 도를 얻지 못하면 백성은 편안할 수 없다. 

<呂刑>에서 “모든 백성이 이에 의지하여 그 안녕이 속된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康事’는 곧 刑이다. 성왕은 오직 형을 근심하는데 진념했던 까닭에, ‘康事를 싫어하

지 않으니[無斁康事]’라고 말한 것이다. ‘替’는 없앰[廢]이니, 주공이 힘써 형 을 폐

하지 않는다면 곧 사방이 로 릴 수 있을 것이다. 그 ‘ 로 린다[世享]’고 

말한 것은 곧 <呂刑>에서 말한 ‘스스로 큰 명을 일으키고, 짝하여 아래에도 림이 

있으리라’이다. 형을 德으로써 신 히 시행하면, 로 그 경사로움을 리게 된다. 

주공이 왕에게 고하면서 다시  ‘ 朕昭子刑’이라고 말한 이유이다.106)106)

104) �尙書古訓蒐略�(奎 7016), 2-27면 “王 未制禮 , 恒用先王之禮 . 周公制禮 旣成, 不

使成王卽用周禮, 仍令用殷禮 , 欲待明年卽政, 告神受職, 然後班行周禮. 班訖得用周禮, 

故告神, 且用殷禮也.” 

105) �尙書古訓� 권6, ｢洛誥｣ <周公曰 ( 략) 咸秩無文>. 

106)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午六, 亂爲四輔> “公勿替刑. 人君治民, 重 刑也. 刑得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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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주20의 독법에는 2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로는 뒷 문장인 ‘我惟無斁其

康事, 公勿替刑, 四方其世享.’에 해, 주공이 낙읍을 계속 통치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성왕이 조언한 것으로 해석했다. 둘째는 조언의 내용을 ‘형벌의 시행’

으로 본 이다. 즉 ‘公勿替刑’을 ‘형벌을 폐지하지 않는다면’으로 해석하고, 주공

이 앞으로도 형벌을 폐지하지 않으면 사방이 로 녹을 릴 것이라고 독해했

다. 셋째는 형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德’으로써 신 히 시행해야 함[愼刑]을 

강조하고 있다. 

의 경문에 해 �상서지원록�은 독립된 주해를 싣고 있지 않다.107)107)다만 직

의 경문에 한 주해의 말미에서 “‘王曰公定’ 은 마땅히 하나같이 채침의 �書

經集傳�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108)108)그런데 채침의 해석을 살펴보면, 두주의 

견해와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뒷 문장을 낙읍 통치에 한 조

언이 아닌, 앞으로도 지 과 같이 모범이 되어달라는 부탁으로 보았다. 둘째는 

그로 인해 ‘刑’을 형벌이 아닌 모범[監]의 뜻으로 독해했다.109)109) 

다산은 채침의 주해를 옳다고 평가했으므로, 경문의 ‘刑’에 한 다산의 독법 

역시 채침과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단은 합편 �상서고

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충해서 말하기를, ‘定予往’은 내가[필자 주: 성왕] 宗周[鎬京]로 돌아갈 것을 정

했음을 일컫는다. ‘已’는 <낙읍에 머물 다가> 다시 <종주로> 돌아갈 뿐임을 일컫는

다. ○梅氏는 “天下가 모두 주공의 功을 공경하고 기뻐했다.”고 했다. ○보충해서 말

하기를, ‘康事’라는 것은 평화롭고 안녕한 일이다. 낙읍에 머무는 동안 여러 나라들을 

中, 則民頼以康, 不得其中, 則民不得康. <呂刑>曰, 兆民頼之, 其寧惟永. 卽是也. 康事, 卽

刑也. 成王一念兢兢, 惟恤刑, 故曰無斁康事也. 替, 廢也, 勉周公以勿廢刑典, 則四方世享. 

其曰世享, 卽<呂刑>所云自作元命, 配享在下也. 刑愼以德, 則世享其慶也. 所以周公之告王, 

復云 朕昭子刑也.” 

107) �정본 여유당 서�의 �상서지원록�에서는 두주10을 ‘下午六 亂爲四輔’ 의 말미에 부속

시켰다.

108)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午六, 亂爲四輔> “王曰公定節, 當一從蔡�傳�.” 

109) �書經集傳� ｢洛誥｣ “定爾雅曰止也. 成王欲周公止洛, 而自歸往宗周. 周公之功, 人皆肅

而 之, 欽而悅之, 宜鎭撫洛邑, 以慰懌人心, 毋求去以困我也. 我惟無厭其安民之事, 公勿

替所以監我士師工 , 四方得以世世享公之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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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고 여러 은나라 백성들을 진무했으니, 다스리기 어려운 땅이었다. 한 주공은 

어려운 일로 나를[필자 주: 성왕] 곤혹스럽게 함이 없었고, 나[필자 주: 성왕] 역시 

康事에 소홀하지 않았다.【<주공이 낙읍을 다스리는 동안 성왕이> 종주를 다스렸음을 

말한다.】 ○보충해서 말하기를, ‘替刑’이라는 것은 법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주공이 

<낙읍을> 떠나고 성왕이 그를 신하게 되면, 곧 낙읍에서의 법이 바 게 된다. 그러나 

주공이 <계속 낙읍에> 머물러 다스리게 되면, 사방이 로 그 녹을 리게 된다.110)110)

�상서고훈�의 주해에는 채침의 견해와 유사한 면이 발견되는데,111)111)이는 두주

와의 차이 이기도 하다. 첫째로는 ‘康事’에 한 해석이다. �상서고훈�에서는 

‘康事’를 ‘평화롭고 안녕한 일[平寧之事]’이라 하여 국가와 백성을 태평하게 이끄

는 ‘통치’로 새겼는데, 이는 채침이 ‘康事’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安民之事]’

로 해석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반해 두주20에서는 ‘康事’를 ‘刑’이라고 해석

했었다. 

둘째는 ‘刑’에 한 해석이다. �상서고훈�에서는 ‘刑’을 ‘法’으로 독해했는데, 이

는 ‘康事’에 한 독법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낙읍을 태평하게 통치했던 

주공의 장을 총체 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刑’을 지 까지 백성

에게 모범이 되어왔던 주공의 통치 반으로 독해했던 채침의 견해와 유사하다.

셋째는 ‘公勿替刑’의 함의이다. 채침과 마찬가지로 �상서고훈�에서는 ‘公勿替

刑’을 ‘공이 <낙읍의 통치를 그만둠으로 인해> 법이 바 도록 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독해했다. 주공이 낙읍의 통치를 그만두지 않음으로써, 그간 주공이 태

평하게 통치했던 법제가 앞으로도 유지되어 사방이 그 복록을 로 리기를 

110) �尙書古訓� 권6, ｢洛誥｣ <王曰 ( 략) 四方其世享> “補云, 定予往, 己定于歸周也. 已, 

竟往而已. ○梅云, 天下咸敬 公功. ○補云, 康事, 平寧之事也. 洛邑居中, 懷綏庶邦, 

鎭安庶殷, 難治之地. 又公無以艱事困我, 我亦無怠於康事.【 治周】 ○補云 替刑猶 改法. 

公去而王代之, 則於洛替刑也. 公留治洛, 四方其世享其祿矣.”

111) 반면 �상서고훈�의 주해와 채침의 주해에는 차이 도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公定

予往已’의 표 과 ‘定’字의 해석이다. 먼  채침은 ‘公定予往已’를 ‘公定, 予往已’로 구

을 나 었다. 이에 비해 다산은 이를 ‘公, 定予往已’로 나 었다. 이같은 차이는 ‘定’字의 

해석과도 련된다. 채침은 ‘公定, 予往已’를 “공은 <종주에> 머무르고, 나는 <종주로> 

돌아갈 뿐입니다.”라고 하여, ‘定’字를 주공이 낙읍에 ‘머무르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비해 다산은 ‘公, 定予往已’를 “공이시여, 나는 <종주로> 돌아가기를 정했습니다.”라고 

하여, ‘定’자를 성왕이 종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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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랐다는 것이다. 이는 두주가 ‘公勿替刑’을 앞으로 형벌의 시행을 그만두지 말

라는 통치상의 조언으로 해석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두주21과 22를 보자. <낙고>에는 두주20의 경문에 이어서 주공의 답

변이 실려 있다. 그 첫 번째 문장은 ‘王命予來, 承保乃文祖受命民, 越乃光烈 武

王, 弘朕恭. 孺子來相宅, 其大惇典殷獻民, 亂爲四方新辟, 作周恭先.’으로, 여기에는 

향후 낙읍의 통치에 한 주공의 견해가 드러나 있다. 두주21과 22는  경문 

 ‘弘朕恭’과 ‘作周恭先’에 한 것이다. 

두주21. 弘朕恭: ‘恭’이라는 것은 ‘인정이 많고 공손한 것[篤恭]’이다. 백성을 다스

림에 있어 ‘篤恭’보다 먼 인 것은 없는 즉, ‘篤恭하면 천하가 화평해진다[而天下平]’

라고 했다.【아래의 에 보인다.】 문왕과 무왕이 개 篤恭하여 민을 다스렸다. 성왕

이 주공에게 명하여 문조와 무고의 업을 잇게 한 즉, 이것은 주공이 篤恭한 까닭으

로, 이로써 민을 다스리게 했다. 이것을 이른바 ‘弘朕恭’라고 했다.【<�지원록�에서의> 

‘廣我之恪恭’는 황공하게도 본래의 뜻을 잃었다.】 이것은 성왕이 반드시 주공을 낙읍

에 머물게 하여 민을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주공은 일 이 낙읍에 머물기를 허락하

지 않았는데, 그런 까닭에 이어서 ‘孺子來相宅’이라고 말한 것이다. ‘作周恭先’은 篤恭

로써 민을 다스릴 책무로, 성왕에게 돌아갔다.112)112)

두주22. 作周恭先: 【蔡氏는 “군주가 공손함[恭]으로써 아랫사람들을 하고, 공손

함으로써 후왕을 창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恭’이라는 것은 ‘篤恭’이다. ‘先’이라

는 것은 몸소 먼  하는 것[以身先之也]이다. 人君이 ‘篤恭’으로써 백성보다 앞서 인

도하여 이로써 주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이를 일컬어 ‘作周恭先’이라 한 것이다. 

‘篤恭’라는 것은 그 恭默을 독실히 하는 것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참된 도리이다. �中

庸�에서 말하기를, “君子不動而敬, 不 而信, 不賞而民勸, 不怒而民 於 銊, 是故君

子篤恭而天下平. 聲色之於化民, 末也.”라고 했다. 恭默을 행하고 이로써 백성을 솔선

하면 곧 목소리와 얼굴빛을 바꾸지 않아도 만방은 모두 편안할 것이다.113)113) 

112)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午七, 弘朕恭> “弘朕恭. 恭 , 篤恭也. 治民莫先於篤恭, 卽

所 篤恭而天下平也.【見下節】 文王․武王, 蓋以篤恭而治民. 成王之命周公, 以承保文祖․

武 之業, 則此所以廣周公之篤恭, 使之治民也. 此所 弘朕恭也.【廣我之恪恭, 恐失本義】 

此成王必欲公之來留洛而治民也. 周公尙未許留洛, 故遂云孺子之來相宅. 作周恭先, 此則以

篤恭治民之責, 歸之成王也.”

113)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午七, 弘朕恭> “作周恭先.【蔡云, 人君恭以接下, 以恭而倡後

王也.】 恭 , 篤恭也. 先 , 以身先之也. 人君以篤恭而先倡於民, 以治周邦, 此之 作周恭

先也. 篤恭 , 篤實其恭默也, 治天下之至道也. �中庸�曰, 君子不動而敬, 不 而信, 不賞而



196·한국문화 85

두주21과 22에서의 견해는 2가지의 측면에서 보유본 본문의 견해와 비교될 수 

있다. 첫째는 보유본 본문과 마찬가지로 復政說을 표명했다는 이다. 두주에서

는 성왕이 즉  직후 주공에게 명하여 문무를 이어 백성을 다스리게 했으며, 

<낙고> 이후로는 주공을 신하여 성왕이 직  낙읍을 통치했다고 보았다. 이는 

<낙읍> 이 의 주공 통치를 섭정으로, 한 그 기간을 <낙고> 말미의 ‘7년’으로 

보았다는 에서 복정설에 해당한다. 

둘째는 이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주는 ‘恭’의 해석에 있어 �상서지원록�

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두주21에서는 ‘恭’을 ‘인정이 많고 공손한 것[篤恭]’이라 

풀이하면서, 그 근거로 ‘치자의 성품이 篤恭하면 천하가 화평해진다’라고 한 �中

庸�의 구 을 제시했다. 한 성왕이 주공에게 섭정토록 하여 문무의 업을 잇게 

한 이유, 그리고 낙읍에 남아서 자신을 보필하도록 부탁했던 이유가 모두 주공

의 ‘篤恭’한 치자로서의 성품이라고 보았다. 

더욱이 두주22에서는 冒頭에 ‘恭’을 공손함으로, ‘作周恭先’을 ‘주공이 성왕에게 

공손함으로 낙읍을 통치해달라고 부탁’으로 해석한 채침의 견해를 실어 놓았다. 

그리고 이어서 ‘作周恭先’을 人君이 ‘篤恭’으로써 백성보다 앞서 인도하며 주나라

를 다스리는 것이라 해석하고, 이를 주공이 앞으로 낙읍을 다스리게 될 성왕에

게 하는 바람으로 간주했다. 두주21과 22, 그리고 두주자와 채침이 공통 으로 

‘恭’을 치자의 자질이자 성품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보유본 본문에서의 다산은 ‘恭’을 주공이 그간 성왕의 명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弘朕恭’에 해서는 앞으로도 자신의 命, 즉 

낙읍에 남아 보필하는 임무를 충실히 따르길[恭] 바라는 것으로 이해했다.114)114) 

한 ‘作周恭先’에 해서는 성왕이 낙읍에 와서 相宅을 하고 한 復政한 것 등

을 근거로 언 하면서, 성왕이 주공 자신보다 먼  낙읍의 통치라는 명을 스스

民勸, 不怒而民 於 銊, 是故君子篤恭而天下平. 聲色之於化民, 末也. 作其恭默, 以先於

民, 則不動聲色, 而萬邦咸休矣.” 

114)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午七, 弘朕恭> “○公曰王命予來此新邑, 以保新服之民,【卽

所云受命之民】 于以光顯于烈 ․武王之業, 此亦所以廣我之恪恭也.【 我從王命, 留洛則

恭】 雖然, 王旣來相宅, 宜典此殷民,【典, 守也】 爲四方新辟以作恭先.【 先我而恭】 若自今

宅中出治, 王其有功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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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따르는 것[恭]’이라고 설명했다.115)115)그리고 이와 같은 견해는 이후의 �상서지

원록� 본  �상서고훈�에도 일 되게 계승되었다.116)116)

마지막으로 두주23을 보자. <낙고>에서 주공은 두주22의 경문에 이어서 ‘予旦

以多子越御事, 篤前人成烈, 答其師, 作周孚先, 朕昭子刑, 乃單文祖德.’이라고 

답했는데, 두주23은 이에 한 주해이다.117)117)먼  해당 경문에 한 보유본 본문

의 독법을 살펴보면, 주공의 답변  앞의 경문[‘王命’이하 1 ]을 남아달라는 

성왕의 부탁에 한 주공의 거 로 보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의 경문[‘予’ 이

하의 1 ]을 주공이 종주를 다스리겠다는 결심으로 해석했다. 이에 ‘作周孚先’에 

해서는, 비록 주공이 낙읍 아닌 종주를 다스리게 되겠지만 성의[孚]로써 스스

로 천하의 선구[先]가 되고자 하는 포부로 독해했다. 한 이를 한 방편으로 

주공이 ‘ 장을 밝  만들고[ 朕昭子刑]’ 한 ‘문왕의 덕을 완성하는[乃單文祖

德]’ 것을 제시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때의 ‘昭’를 ‘밝힌다’로, ‘刑’을 ‘典刑’ 즉 

통치의 제반 典章으로 독해했다.118)118) 

보유본 본문의 주해와 비교했을 때, 두주23에는 4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

다. 첫째, ‘孚’를 ‘誠信’으로 해석한 것은 본문과 동일하지만, ‘孚’를 경문의 심

 지 로 격상시켰다. 즉 ‘誠信’이 문왕의 덕의 정수이자 핵심이며, 백성들 한 

115)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午七, 弘朕恭> “雖然, 王旣來相宅, 宜典此殷民,【典, 守也】 

爲四方新辟以作恭先.【 先我而恭】 若自今宅中出治, 王其有功矣.” 

116) �상서고훈�에서는 ‘作周恭先’에 해 “왕이 나의 말을 따랐으니, 이는 ‘作周恭先’이 된

다.”라고 하여 �상서지원록�[보유본]과는 달리 해석했다[�尙書古訓� 권6, ｢洛誥｣ <周公

拜手稽首曰 ( 략) 惟王有成績> “周公拜手稽首曰, 王命予來, 承保乃文祖受命民, 越乃光烈

武王, 弘朕恭. 孺子來相宅, 其大惇典殷獻民, 亂爲四方新辟, 作周恭先. 曰, 其自時中乂, 萬邦咸

休, 惟王有成績”]. 그럼에도 ‘恭’은 여 히 ‘ ’ 즉 ‘따르다’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117) 두주23은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作周孚先’을 표제어로 두고 행을 

달리하여 서술해 ‘外孫男尹廷琦補’로 끝난다. 두 번째는 ‘ 朕昭子刑’로 시작해서 ‘又補

遺’로 끝난다. 마지막은 ‘篤前人成烈答其師一節’로 시작해서 ‘故曰前人成烈也’로 끝난다. 

이처럼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단락은 모두 <낙고>의 ‘予旦以多子越御事, 篤前

人成烈, 答其師, 作周孚先, 朕昭子刑, 乃單文祖德.’ 경문에 한 연속된 주해이며, 필자 

역시 ‘윤정기’로 동일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묶어서 하나의 두주로 보았다.  

118)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午七, 弘朕恭> “○予朝一節, 公請守豐鎬也. 公曰我以諸子

【 宗族】․諸臣, 篤前人已成之功, 於豐鎬之地, 但以誠意爲天下先,【作孚先】 成我宿志, 明

作典刑,【 制禮作 】 乃卒文王之德. ○先 , 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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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왕의 ‘孚[誠信]’에 순응하여 상천의 無聲無臭한 이치에 조화[合德]를 이루었다

고 보았다. 그리고 이같은 논리 속에서 ‘孚[誠信]’는 ‘治天下之至道’이자 ‘문왕의 

德’임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119)119)

둘째, 뒤의 경문[‘予’ 이하의 1 ]이 내용상 앞의 경문[‘王命’이하 1 ]과 연속

된다고 보고, 양자 모두 주공이 앞으로 낙읍을 다스리게 될 성왕에게 건넨 조언

으로 해석했다. 이에 두주에서는 ‘孚’가 孚信[誠信]임을 재차 지 하면서, ‘作周

孚先’ 즉 孚[誠信]을 창도하고 선도할 주체가 성왕임을 밝히고 있다.120)120)

셋째, ‘作周孚先’을 愼刑과 연 시켰다. 두주에서는 <大雅>의 시구인 ‘ 刑文王, 

萬邦作孚.’를 인용하면서, ‘作周孚先’이란 성왕이 刑의 자질을 성취하여 문조의 

덕을 극진히 이루어내는 것이며, 이를 곧 < 아>의 ‘ 刑文王’에 비견했다.121)121)

한 “문왕의 愼刑은 오로지 至誠이자 孚信이다.”라고122)
122)하여, 孚[誠信]를 愼刑과

도 연 시켰다. 이로써 孚[誠信]는 곧 愼刑으로 해석되었으며, 동시에 문왕의 덕

인 刑을 달성  하는 주요한 자질로 간주되었다.

넷째는 두주23과 두주20-22에서의 견해와 동일하다는 이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두주20에서는 愼刑을 낙읍 통치의 요체로 지 했다. 이는 두주23에서 

孚[誠信]를 愼刑, 즉 문왕의 덕치를 실 할 자질로 본 견해와 상통한다. 한 두

주21과 22에서는 ‘恭’을 ‘篤恭’으로 새기고, 이를 천하를 화평하게 할 치자의 주

요한 성품으로 보았다. 이로써 본다면 두주20-23에서 언 된 孚[誠信]와 恭[篤

恭]은 각각 刑과 治를 수행하기 한 치자의 주요한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두주23을 볼 때 특히 주목되는 은 “무릇 ‘作周恭先’이라는 

119)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午七, 弘朕恭> “文王之德, 不大聲色, 惟以誠信無僞, 故民孚

於誠信, 不動而敬, 不 而信, 不賞而民勸, 不怒而民 於 銊, 合德於上天之無聲無臭. 孚

信 , 治天下之至道, 而文王之德也.”

120)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午七, 弘朕恭> “作周孚先 , 倡作周邦之孚信而先之也. 倡

作而先之 , 人君躬行之倡先於民也.”

121)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午七, 弘朕恭> “此卽<大雅>所云 刑文王萬邦作孚也. (

략) 以是成就成王 刑之資, 克盡文祖之德也, 卽 刑文王之 也.【成我宿志, 明作典刑, 恐

失本義】 然則作周恭先, 作周孚先, 蓋勉成王以篤恭而施孚信於民也. 外孫男尹廷琦補.” 

122)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午七, 弘朕恭> “文王愼刑, 惟以至誠而孚信, 不大聲色, 不

而信, 不怒而民 於 銊. 故�詩�云, 刑文王, 萬邦作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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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治民의 道이고, ‘作周孚先’이라는 것은 愼刑의 道이다.”라고123)
123)지 한 구

이다. 즉 이미 두주20-23에서 피력한 견해의 요 을 ‘治民의 道’와 ‘愼刑의 道’로 

압축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20에서 23까지의 두주는 모두 동일인이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성자는 다름 아닌 두주23에서 그 자로 표기

된 ‘外孫男 尹廷琦’이다.

4. 頭註의 작성자와 작성 시기

 

보유본의 두주 23종 에서 이후의 �상서지원록� 본  �상서고훈�에 반

된 10종은124)
124)보유본 본문의 논지를 보완․심화시킨 다산 고유의 견해이거나, 자

신의 견해에 한 손암의 비평을 실은 것이었다. 특히 이들 10종에서는 두주가 

첨입될 치나 수정될 상이 붉은 색으로 본문에 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상의 형식 ․내용  근거로 볼 때 10종의 작성자는 보유본 본문의 집필자인 다

산임이 분명하다. 

반면 이후의 �상서지원록� 본  �상서고훈�에 반 되지 않은 13종은125)
125)내

용상 �상서지원록�을 충분히 읽지 않고 지른 실수 거나, 그 내용이 보유본 

본문의 견해와는 근원 으로 배치되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두주가 첨입될 치 

역시 본문 내에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13종의 경우 다산의 이후 

작에 일 되게 유지되는 독법은 두주의 견해가 아닌 보유본 본문의 견해 으

므로, 두주에서 표명된 견해를 보유본 본문에서부터 변화된 다산의 견해로 간주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상의 형식 ․내용  근거로 볼 때 13종의 두주는 모

두 다산이 아닌 인물이 술한 것이 명확하다.

이로써 보자면, 두주의 작성자가 다산인지의 여부는 이후 버클리본에 반 되

123) �尙書知遠 � 권6, ｢洛誥｣ <下午七, 弘朕恭> “大抵作周恭先 , 治民之道也, 作周孚先 , 

愼刑之道也.”

124) 下甲一, 下乙二, 下庚三, 下寅四, 又下庚四, 又庚八, 下辛一(1), 下壬六, 下癸二, 下癸六

125) 下乙三, 下丁三, 下丁五, 下丁六, 下戊九, 下己八, 下己十, 下辛一(2), 下巳五, 下午六, 下

午七(1), 下午七(2), 下午七(3)



200·한국문화 85

었는지의 여부와 일치하게 된다. 유일한 외로 下壬六의 두주5가 있는데, 손암

의 비평을 토 로 다산이 두주를 직  작성했으나 버클리본에서는 락되었고, 

이후 합편 �상서고훈�에서는 수정을 거쳐 다시 반 되었다. 이처럼 보유본에서 

손암과 련된 서술이 버클리본에서 락된 경우는 본문 에서도 한 차례 확인

된다. 下癸八條가 그것인데, 다산은 ‘五行’이 천지만물의 근원이라는 선유의 견해

를 비 하면서, 손암 역시 자신과 동일한 견해를 표명했다가 곤욕을 치룬 이 

있음을 어 놓았다.126)126)그런데 버클리본에서는 이 구 은 삭제되었고, 이후 합

편 �상서고훈�에서는 ‘손암’이 생략된 채 다시 실렸다. 아마도 손암의 경  독법을 

시함으로 인해 혹여 그에게 해를 입지 않을까를 염려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두 사례는 다산이 보유본의 두주나 본문 에서 손암과 련된 내용을 

의도 으로 버클리본에서 제외했음을 보여주는데, 그 일 된 의도를 시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2가지 정도의 가능성은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는 손암의 견해가 

자신의 견해  논지의 개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주5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6향 등을 수용하기에는 사방 9리의 도성 면 이 좁다는 손암의 지

은 6향이 도성 내에 치한다는 다산의 견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한 당시의 다산은 손암의 지 을 반박할 만한 논지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으므

로, 손암의 비평을 실으므로 인해 자신의 주해에 흠결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127)127) 

두 번째는 손암의 경문 독법을 서술함으로 인해 그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음을 

염려한 것이다. 下癸八條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산도 밝혔듯이 이미 손암

126) �尙書知遠 � 권4, ｢洪範｣ <初一曰五行> “豈必天地萬物, 盡屬五行? 日月星辰, 明非土石

鳥獸蟲魚, 不是金木, 五行烏足以徧物? 吾兄巽菴先生, 微犯五行, 終身轗軻, 五行誠可畏也. 

然先聖先王之書, 不可厚誣, 余又何敢不 ?”

127) 손암의 비평은 �상서고훈�에서 다소 수정되어 복원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이때 “ 는 

간혹 민호가 성 밖으로 넘쳐 나갔다[亦或民戶溢出於城外]”라는 구 이 추가되었다는 

이다. 이 구 이 손암의 애  비평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경세유표�에서부터 다산은 6향 에서 도성 밖으로 넘쳐나온 것을 �주례� <載師>에서 

언 한 ‘園廛’에 비정했다(�經世遺表� 권5, ｢地官修制｣ <田制3> “臣謹案, 通邑大都, 其密

近城闉 , 例治園圃, 以給萬家之果蔬, 況天子之國城乎? 故六鄕之廛, 其溢出於城外 , 

治園圃, 名之曰園地”). 따라서 다산이 �상서고훈�에서 기왕에 삭제했던 손암의 비평을 

복원하면서 와 같은 구 을 추가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가 이를 근거로 사방 9리

의 왕성 규모가 작다는 것에 한 반론을 마련해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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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견해로 인해 곤욕을 치룬 도 있었다.128)128) 

그 다면 버클리본의 필사 당시의 보유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두주도 실려 

있었으나, 필사를 하면서 이들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 그러하기 

해서는 보유본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된 이 있어야 하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한 차례 밖에 없다. 아래를 보자. 

�지원록� 에서 서로 잘 어울리고 견해가 맞는 곳은 논하지 않겠으나, 그 통하지 

못한 몇 조목을 뽑아 략 변론한다. 舜이 舜으로 되는 까닭은 자기 것을 버리고 남

의 것을 따랐던 데에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용기인 것이다. 만일 부합할 것 같으면 

바로잡아 고치는 것이 어떠한가?129)129)

인용문은 손암이 소인 흑산도에서 다산에게 보낸 편지[답다산(1서)]  

일부이다. 내용상 이 편지는 다산이 1811년 가을에 보냈던 편지[답 씨(8서)]에 

한 답신이므로, 그 술시 은 답 씨(8서)가 작성된 1811년 겨울 이후, 즉 

1812년 후로 비정할 수 있다. 한 편지에서 손암은 �지원록�을 읽고서 몇 개

의 조목을 뽑아 논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다산으로부터 이미 �지원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로서는 손암이 받은 �상서지원록�의 본을 보유본으로 단언하기는 어렵

다. 다만 두주5에서 다산이 손암의 견해를 옮겨 었다는 것과, 보유본의 두주 

에서 집필자가 손암으로 표기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암이 보유본

에 직  두주를 남기지 않았다는 은 명확하다. 이로써 보건  손암은 답다산

(1서) 이 에 이미 �상서지원록�의 어느 본을 받았고, 이후 답다산(1서)과 함

께 �상서지원록�에 한 비평을 별도로 어 다산에게 보냈다. 그리고 이를 받은 

128) 손암의 견해가 보유본 본문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시 다산이 처한 상황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학연의 지속 인 탄원으로 다산은 1810년 해배될 기회가 있었는

데, 洪命周․李基慶 등의 반 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해 다산은 <상서지원록

서설>의 말미에서 “신미년 에 다산의 소에 있었는데, 이때 이미 사면령이 있었으나 

돌아가지 못했다(�尙書古訓序例� <尙書知遠 序說>【辛未春, 在茶山謫中, 時旣赦而未

還.】)”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이같은 추론이 사실이라면, 버클리본의 필사 시 을 손암

이 죽기[1816년 6월 6일] 이 으로 비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129) �洌水全書 續集� 권4, ｢書牘｣ <答茶山(1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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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손암의 비평 에서 도성의 크기에 한 견해를 두주5에 실었던 것이다.

유배기의 다산이 손암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보유본을 건넸으리라는 것은 더

욱 상정하기 어렵다. 미완성 작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여 

술의 내용이 유출되어 곤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술을 돕던 그

의 제자들과는 수시로 만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130)
130)보유본 체

를 이들에게 보내거나 두주를 달게 할 필요는 없었다.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두

주자는 두주에서 자신을 밝혔을 것이다. 이상의 정황으로 보건  버클리본의 필

사 당시 보유본의 두주는 다산이 집필한 10종만 있었음이 유력하다. 

그 다면 남는 문제는 ①다산의 두주 10종은 언제까지 쓰 으며, ②이를 본

으로 한 버클리본은 언제 필사되었고, ③보유본의 두주 13종은 가 작성했는가

이다. 먼  ①, ②와 련해서는 다산의 두주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첫

째로, ‘下庚三’[두주2]에서 다산은 경문에서의 ‘5音’을 ‘6義’  5義에 비견하고, 

이를 군주에게 간하는 문체라고 주해했다. 특히 해당 경문에 한 주해를 � 書�

의 말미에도 써놓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바로 �악서고존�의 마지막편인 <納

義>이다.131)131)주목되는 것은 다산이 <納 義>에서 다시  그 상세한 뜻이 �詩經講

義補遺�에 실려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이다. 이는 <納 義>가 쓰 을 당시에 

이미 �詩經講義補遺�도 술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시경강의보유�는 1810년[庚

午年] 에 집필되었다고 했으므로,132)132)�악서고존� <納 義>는 그 이후에 술된 

것이 된다. 

그런데 답 씨(10서)에는 다산이 손암에게 �악서�를 보냈던 사실이 확인된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자 히 마무리하여 12권을 손암에게 보냈다고 밝힌 것이

130) �論語古今註� 등에는 다산의 제자 이청 등의 설이 실려 있는데, 이는 술 당시 다산이 

제자들과 경문에 해 토론하고, 한 합당한 견해를 채택해서 본문에 반 했음을 보여

다.

131) � 書孤存� 권4, <納 義> “余 五 , 六詩之五也. 六詩之中, 風․賦․比․ , 本是風

刺時政之物,【義詳余�詩經講義補遺�】 無待復 , 雅之爲體, 尤是正 不諱, 直諫闕失 .” 

여기에서 다산은 두주2에서와 같이, 풍간인 風․賦․比․  직간인 雅가 5가지의 간언

하는 문체임을 밝  놓았다.

132) �詩經講義補遺� <序文> “庚午春, 余在茶山, 圃子告歸, 唯李 �在側. 山靜日長, 無所寓心, 

時說�詩經�遺義, 令�筆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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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3)133)그리고 이때의 �악서고존�이 하는 12권의 규모를 이미 갖추었으므로, 

<納 義> 역시 손암에게 보낸 본에 실렸을 것이다. 결국 <納 義>를 포함한  

�악서고존�의 고는 1811년 겨울 즈음에 완성된 것이 되며, 두주2는 그 후의 

어느 시 에 쓴 것이 된다.

둘째로, 손암은 답다산(1서)에서 �상서지원록�에 한 비평의 조목을 보냈다

고 밝혔으며, 다산은 그 에서 도성의 크기에 한 손암의 견해를 두주5에 실

었다. 그런데 답다산(1서)은 내용상 상 씨(6서)에 한 답신이다.134)134)그리고 상

씨(6서)는 1811년 겨울에 작성되었다고 쓰여 있으며, 답다산(1서)에서도 ‘渠亦

五十之年也’라고 하여 편지가 다산이 50세 되던 1811년에 작성되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답다산(1서)은 1811년의 말미에 작성되어 보유본에 한 비평과 함께 다

산에게 보내졌으며, 손암의 비평을 채록한 두주5는 이르면 1812년 에 쓴 것이 

된다.

셋째로, 두주4에서 다산은 ‘田’과 ‘稅’를 분별했지만, 정작 ‘稅’가 무엇을 지칭하

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보유본 본문의 내용을 그 로 두었다. 그리고 버클리본

에서도 두주4를 본문 내에 첨입했을 뿐 보유본 본문은 그 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버클리본 필사 당시의 다산이 ‘稅’를 9賦 내에서 정립했던 �경세유표� <부

공제>의 견해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 다. 뿐만 아니라 보유본과 버클리본의  

｢우공｣ 주해에는 모두 정 의 세율을 1/10이라고 밝혔는데,135)135)이와 달리 �경세

유표� ｢지 수제｣의 반과136)
136)�목민심서�,137)137) 한 �상서고훈�의 <우공> 주해에

133) �洌水全書 續集� 권4, ｢書牘｣ <答仲氏(10書)> “� 書�十二卷, 其間想已覽訖. 律呂之數, 

第七卷所論, 必是唐․虞本法, 萬無一慮, 五千年前, 律呂之學, 還魂於今日, 此非鏞所能心

得. 數年以來, 蚤夜思索, 握筭列籌, 積費心血, 一朝忽覺, 靈臺有光, 三紀․六平․差三․具

五之法, 晃晃然列於眼前, 於是援筆書之, 此乃第七卷也. 此豈人力之所能得哉? 但未及卒

業, 遂値西賊之亂, 未免草草收結. 先生幸加爬櫛, 其善 書頭批評, 以示印可之意, 其有疑

, 別作一 , 使得益加刪潤若何?” 

134) 상 씨(6서)에서 다산은 남구만의 <盛京地圖>와 윤두서의 <日本圖>가 뛰어난 지도임을 

논 했으며, 성호 이익의 술을 정리하는 일이 시 함을 피력했다. 이상에 해 손암은 

답다산(1서)에서 다산의 견해에 동조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보건  

답다산(1서)은 상 씨(6서)에 한 답신임이 명확하다. 

135) �尙書知遠 � 권3, ｢禹貢｣ <厥賦惟上上> “然且井地之法, 三代所同, 肥亦什一, 瘠亦什一. 

若肥用桀法, 瘠用貊法, �孟子�所云三代皆什一 , 爲不稽之 也，而可訓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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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138)
138)정 의 세율을 1/9로 논정하고 있다. 이로써 보자면 두주4의 집필  버클

리본의 필사 시 은 다산이 이원  수취체제론과 정  1/9세론에 기 하여 �경

세유표�를 본격 으로 집필하기 이 이며, 이는 �경세유표�의 집필과정을 해명

함으로써 보다 구체 으로 비정될 수 있다.139)139)다만 늦어도 �목민심서�의 수정이 

완료되는 1821년 3월 이 이었을 것이다.

그 다면 남는 문제는 보유본에서 다산이 쓰지 않은 13종의 두주를 언제, 

가 작성했는가이다. 먼  다산은 일러도 합편 �상서고훈�을 술할 때까지는 보

유본과 버클리본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버클리본에서 삭제되었

던 보유본의 내용이140)
140)다소간의 수정을 거쳐 �상서고훈�에 다시 실렸기 때문이

다. 특히 버클리본에는 손암의 내용이 빠진 것에 한 별도의 주기가 없다. 그럼

에도 본래의 치에 부합하도록 손암 련 내용이 복원되어 있는 것은 다산이 보

유본을 함께 참조하여 합편 �상서고훈�을 집필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로써 본다면 보유본에서 다산이 쓰지 않은 두주 13종은 합편 �상서고훈�의 

완성 이후 보유본을 입수한 군가에 의해 작성된 것이 된다. 그 단서는 역시 

13종의 두주에서 찾을 수 있다. 먼  두주17과 두주20-23은 윤정기가 작성했음

이 명백하다. 윤정기는 다산의 외손으로, 조부인 尹書有가 소에서의 다산과 연

을 이었고, 아버지인 尹榮喜는 다산의 제자 을 뿐만 아니라 사 가 되었다. 이

136) 표 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經世遺表� 권5, ｢地官修制｣ <田制3> “〇臣謹案, 若非九

一, 則井田原不必作. 本以九一之故, 爲井田.”

137) �牧民心書� 권6, ｢戶典6條｣ <平賦 上> “古 田收九一, 賦在戶產. 一是土出, 一是人出, 兩

頭雙立, 不相混雜.”

138) �尙書古訓� 권3, ｢禹貢｣ <厥土惟白壤> “然且井地之法, 三代所同, 肥亦九一, 瘠亦九一,【不

井之地, 或有什一, 井田皆九一也, 別有著】 若肥用桀法, 瘠用貊法, 又非井地之制也.”

139) 다산의 손인 정규 이 술한 <사암선생연보>에서는 다산이 1817년 가을 �경세유표�

의 편집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방례 본�이라는 

제명 아래에 이미 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방례 본�에서 

�경세유표�로 이어지는 집필과정이 삼 의 古法에 한 다산의 견해변화에 따라 몇 개

의 단계를 거쳤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상서지원록�, �논어고 주�, �맹자요

의� 등의 주해서 분석과, �경세유표� 필사본의 본 분석을 통해 보다 정 하게 밝 질 

수 있다. 이에 해서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밝힐 정이다.  

140) 손암 련 내용 2종[두주1종(下乙二), 본문1종(下癸八)], 12장복에 한 거 1종(下己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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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일가가 양평으로 이사온 뒤로 윤정기는 해배된 외조부 다산의 슬하에서 공부

했으며, 다산 사후로도 정학유  다산의 제자들과 교유했다.141)141) 

시문에 뛰어났던 윤정기는 다산의 �시경강의�․�시경강의보유�를 보완해 �시

경강의속집�을 술했다. 그런데 �시경강의속집�에는 �상서지원록�의 주해가 인

용되기도 했으며,142)142)�시경강의�․�시경강의보유�[버클리본]에는 �상서지원록�[보

유본]에서와 같이 윤정기의 두주가 남겨져 있기도 하다. 한 두주23에서 보이

듯 윤정기는 �상서지원록�[보유본]에 두주를 작성하면서 �시경강의보유�의 본문

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상의 사실은 윤정기가 �성서지원록�[보유본]뿐만 아니라 

�시경강의�․�시경강의보유�[버클리본] 등의 다산 작을 함께 소장하고 있었다

는 것, 이들 다산 작에 자신이 직  두주를 남겼다는 것, 두주의 집필이 자신

의 서인 �시경강의속집�의 집필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 등을 보여

다. 특히 윤정기는 �시경강의속집�의 서문에서 1868년 우연히 �시경강의�를 

읽게 된 것이 술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143)143)이는 윤정기가 �시경강

의�와 �상서지원록�에 두주를 남긴 시 이 1868년 후 음을 추정  하는 근거

가 된다.

그 다면 다산이 술하지 않은 보유본의 두주 13종 에서 윤정기가 집필한 

것은 얼마나 될까? 필자는 윤정기의 소장 이 과 이후에 있어 �상서지원록�[보

유본]의 행방을 알려주는 단서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한 아쉽게도 윤정기

는 �尙書� 주해서를 남기지 않았으므로, 내용상으로 윤정기의 두주를 분별할 방

법은 없다. 다만 �시경강의속집�과 �시경강의�․�시경강의보유�의 두주에서 보

이는 윤정기의 필체와, 보유본 두주  다산이 집필하지 않은 13종의 두주 에

서 윤정기의 것이 확실한 5종  이를 제외한 8종의 필체가 모두 유사함을 확인

141) 윤정기의 가계와 생애, 학문 등에 해서는 다음의 을 참고할 수 있다. 진재교, 1994  

｢舫山 尹廷琦의 詩經論의 豫備的 檢討: �詩經講義續集�을 심으로｣ �서지학보� 14; 

박철상, 2009 ｢茶山學團에서 舫山 尹廷琦의 상｣; 이 호, ｢방산 윤정기 경학의 특징

과 그 경학사  상｣; 이철희, ｢방산 윤정기의 작에서 시와 역사의 만남: ｢교남회고｣, 

�동환록�과 �이십일도회고시�의 계 조명｣ �다산과 � 2.

142) 홍유빈, 2018 �舫山 尹廷琦의�詩經講義續集�硏究�,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 34-36면.

143) �詩經講義續集� 권1, “同治戊辰(필자주: 1868년), 僑居南充, 偶閱講義, 怳若警(謦)欬之

復承. 千古遂邈, 不覺涕洟之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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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한 이들 모두는 �시경강의�․�시경강의보유�에서 윤정기가 남

긴 두주의 필체, 한 �시경강의속집�의 윤정기 필체와도 유사했다.144)144)이로써 

보건  보유본에서 다산이 쓰지 않은 13종의 두주는 윤정기가 모두 작성한 것으

로 추정해볼 수 있다.

5. 結論

본 연구에서는 �상서지원록� 보유본의 두주를 �尙書� 주해서를 비롯한 다산의 

작과 내용상으로 비교하여 분석했다. 이를 통해 23종 두주를 다산의 술과 

아닌 것으로 구분했고, 다산의 두주에서 나타나는 �상서�  古法에 한 그의 

독법을 해명했다. 그리고 이를 토 로 보유본과 두주의 작성과정  버클리본의 

필사과정에 해서도 추론했다. 맺음말을 신해 본문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 이던 보유본의 어느 단계를 본으로 하여 버클리본이 필사되었

고, 규장각본은 버클리본을 본으로 하여 필사되었다는 선행의 연구는 재차 입

증되었다.

둘째, 보유본의 두주 에서 다산이 술한 것은 10종이다. 다산은 두주를 통

해 보유본 본문의 형식을 바로잡거나 자신의 견해를 보완했다.

셋째, 두주4에서 ‘田’과 ‘稅’를 이원화시킨 것은 본문과는 달라진 해석이지만, 

본질 으로는 三代의 수취체제를 田租와 賦稅로 이원화시켰던 기존의 독법을 보

다 확장․심화시킨 것이다.

넷째, 버클리본 필사 당시 보유본의 두주에는 다산이 술한 10종만이 작성되

어 있었으며, 이들은 체로 버클리본에서 본문과 두주로 수용되었다.

다섯째, 도성의 크기에 한 손암의 비평을 실은 두주5는 외 으로 버클리

본에 반 되지 않았으며, 이후 다소의 수정을 거쳐 합편 �상서고훈�에서 다시 

144) 한편 윤정기가 썼거나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필체는 보유본에서 다산이 집필한 두주 10종

의 필체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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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되었다.

여섯째, 버클리본에서도 다산은 井田의 세율을 1/10로 보았는데, �경세유표�에

서는 이를 1/9로 논정했다. 따라서 버클리본의 필사는 �경세유표�에 ‘1/9세’의 

견해가 반 되기 이 에 이루어졌다.

일곱째, 버클리본의 필사 시기는 �경세유표�의 집필과정이 해명되면 보다 구

체 으로 비정될 수 있다. 다만 �목민심서�에도 ‘1/9세’의 견해가 반 되어 있으

므로, 버클리본은 늦어도 �목민심서�의 수정이 완료된 1821년 3월 이 에 필사

되었을 것이다.

여덟째, 다산이 집필하지 않은 13종의 보유본 두주 에서 5종은 다산의 외손 

윤정기가 작성한 것이 확실하며, 나머지 8종도 필체로 보아 윤정기의 술로 추

정된다. 다만 술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아홉째, 윤정기는 �상서지원록�[보유본], �시경강의�․�시경강의보유�[버클리

본] 등의 다산 술을 입수했고, 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작에 두주를 작성했

다. 그 시 은 1868년 후로 추정된다.

주제어 : 상서지원록, 성서, (田), 세(稅), 정약용, 다산, 경세유표, 

         목민심서, 윤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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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nt Analysis on the Headnotes of the Sangseo jiwonrog

[Boyu version]
145)

Yoon, Suk-ho *

In this paper, I closely analyzed the contents of twenty-three headnotes described on 

handwritten Sangseo jiwonrog(尙書知遠 ) boyu version comparing with Jeong 

Yak-yong’s other book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wenty-three headnotes, Dasan wrote ten, which corrected formats or 

supplemented arguments of manuscript. 

Second, especially, fourth headnote which differentiated ‘Jeon(田)’ with ‘Se(稅)’ 

strengthened the argument of manuscript that the tax system of Three Dynasties operated 

in a dual way.

Third, sometime after writing ten headnotes, Dasan copied boyu version to make 

Berkeley version.

Fourth, the date of Berkeley version’s writing was no later than March 1821, when 

Mokmin simseo(牧民心書) was completed. More detailed date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research of writing process of Gyeongse yupyo(經世遺表).

Fifth, the opinions described on the other thirteen headnotes were different from 

Dasan’s opinions.

Sixth, based on the similarity in handwriting, it is supposed that thirteen headnotes 

were written by Dasan’s grandson-in-law Yun Jeong-gi(尹廷琦), and that the date was 

around 1868.

Key Words : Sangseo jiwonrog(尙書知遠 ), Sangseo(尙書), Jeon(田), Se(稅), Jeong 

Yak-yong(丁若鏞), Dasan(茶山), Gyeongse yupyo(經世遺表), Mokmin 

simseo(牧民心書), Yun Jeong-gi(尹廷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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