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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時烈의 朱子大全 연구와 편찬
― 朱子大全箚疑․節酌通編을 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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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6세기 중반 이후 조선 학자들의 朱子性理學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하나의 특징적 흐름을 발

견할 수 있다. 그것은 朱熹의 저술 중에서 중요 내용을 선별·정리한 朱子書 選本 및 그것을 주
석한 일련의 연구서들이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는 점이다.1)1)이러한 흐름은 1558년(명종 13) 李
滉이 朱子大全에 수록된 서찰 중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朱子書節要2)를2)편찬한 것을 필두
로 하여 이후 嶺南學派와 畿湖學派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3)3)

먼저 영남학파에서는 朱子書節要의 주석서인 朱子書節要講錄과 朱子書節要記疑, 鄭經世
(1563~1632)가 朱子大全에서 서찰 이외의 글 중 중요한 것을 선별·정리한 朱文酌海(1622), 
李栽(1657~1730)·李象靖(1710~1781) 등이 朱子書節要講錄를 보완한 朱書講錄刊補(1785),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1) 姜文植, 2007 ｢趙翼의 학문 경향과 朱書要類 편찬의 의의｣ 한국문화39
2) 朱子書節要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윤병태, 1980 ｢퇴계의 저서와 그 간행―朱子書節要를 중심으로｣ 퇴계학보28
   유탁일, 2003 ｢朱子書節要의 編纂 流通과 朴光前의 위치｣ 퇴계학과 한국문화32
   강진석, 2003 ｢퇴계 朱子書節要 편집의 방법적 특징과 의의｣ 퇴계학보113
   송희준, 2004 ｢朱子書節要와 大東韻府群玉의 비교 고찰｣ 남명학연구17
3) 이하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朱熹 저술 연구서 편찬 내용은 柳鐸一, ｢朱子書節要 注釋의 맥락과 그 注

釋書들―外來文獻의 한국적 수용 Ⅱ―｣(書誌學硏究5·6, 1990), 6-10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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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象靖이 朱子語類에서 중요 내용을 선별·정리한 朱子語節要, 柳致明(1777~1861)이 朱子
書節要를 재편집한 朱節彙要 등이 편찬되었다.

기호학파에서는 趙翼(1579~1655)이 朱子書節要 중에서 더욱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재편집한 朱書要類(1652),4)4)朴世采(1631~1695)가 朱子大全에 누락된 遺文들을 모아 편집한 
朱子大全拾遺(1672),5)5)宋時烈(1606~1689)이 손자 宋麟錫(1650~1692) 등과 함께 朱子書節要
와 朱文酌海를 하나로 합하여 편찬한 節酌通編, 그리고 宋時烈이 朱子大全을 주석한 朱
子大全箚疑 및 이에 대한 일련의 보완 저술들6)이6)편찬되었다.

이상과 같이 여러 학자들을 거치면서 250여 년 이상 지속된 朱熹 저술 연구서의 편찬은 조선 
중·후기 주자성리학 이해의 심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중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저술은 宋時烈의 朱子大全箚疑와 節酌通編이다.

朱子大全箚疑와 節酌通編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저술이다. 송시열은 朱熹 
저술의 연구와 정리를 자신의 만년 과업으로 삼았다. 특히 그는 당시 젊은 학자들이 尹鑴와 같
이 주자학을 비판하는 학풍에 경도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
편으로 朱子大全을 비롯한 朱子書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는데,7)7)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朱子大全箚疑와 節酌通編이다. 특히 節酌通編은 朱子書節要, 朱文酌海, 朱書要類 
등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송시열 당대까지 출현한 朱子書 選本 편찬의 흐름을 계승·종합했다는 
점에서 學術史的 의미를 갖는 저술이다. 또 이황 이후 송시열 이전까지 조선 학계의 朱子書 연
구를 영남학파 학자들이 주도했다면 송시열 이후에는 그 주도권이 기호학파로 옮겨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朱子大全箚疑와 節酌通編은 바로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
한 의의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朱子大全箚疑와 節酌通編이 갖는 정치적·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
안 이 두 책에 대한 연구는 부진했다고 할 수 있다.8)8)그 결과 두 책의 실체, 그 중에서도 특히 
4) 朱書要類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麓保孝, 1981 ｢李朝趙浦渚(瀷)의 朱書要類硏究｣ 퇴계학연구29
   姜文植, 2007 ｢趙翼의 학문 경향과 朱書要類 편찬의 의의｣ 한국문화39
5) 朱子大全拾遺에 대한 연구로는 우경섭, ｢朴世采의 朱子學 연구와 朱子大全拾遺｣(한국문화39, 

2007)가 있다.
6) 송시열은 1676년부터 朱子大全箚疑 편찬을 시작하여 1678년에 1차 완성하였으며, 이후 송시열과 그의 

문인들은 朱子大全箚疑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金昌協·魚有鳳의 朱子大
全箚疑問目, 金邁淳의 朱子大全箚疑問目標補, 李宜哲의 朱子大全箚疑後語, 李恒老·李埈 부자의 朱
子大全箚疑輯補 등이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李俸珪, 1996, ｢宋時烈의 性理學說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37-38면). 

7) 禹景燮, 2005 ｢宋時烈의 世道政治思想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36-345면.
8) 朱子大全箚疑에 대해서는 朱子書節要의 주석서를 검토하면서 朱子大全箚疑를 다룬 柳鐸一의 연구

와 조선후기 기호학파의 朱子書 연구를 개괄하면서 朱子大全箚疑를 검토한 金駿錫의 연구가 있다. 節
酌通編을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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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酌通編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朱子大全箚疑와 節酌通編
의 구체적인 편찬 경위와 체재·내용상의 특징, 그리고 두 책 사이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朱子
大全箚疑와 節酌通編을 편찬한 송시열의 궁극적 목적 및 두 책이 갖는 사상사적 의의를 살
펴보고자 한다.

2. 朱子大全 주석의 편찬―朱子大全箚疑
1) 편찬 경

송시열이 朱子大全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1675년 그가 함경도 德源, 경상도 長살 
등지로 유배된 이후부터이다.9)9)1674년(숙종 즉위년) 甲寅禮訟에서 서인이 패한 후 이듬해 1월 
함경도 덕원으로 유배된 송시열은 유배 직후부터 朱子大全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1675년 1월 李選에게 편지를 보내 朱子大全·朱子語類·家禮·韻會 등의 책을 보내달
라고 하는 등10)10)여러 知人들에게 서책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李端夏 등이 朱子大全을 송시
열에게 보내주었다.11)11)

유배 초기 송시열은 朱子大全의 通讀에 주력하였고, 1675년 6월 경상도 장기로 옮겨져 圍
籬安置된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 이때 송시열은 단순한 通讀에 그치지 않고 朱子大全
을 읽으면서 난해한 부분을 만날 때마다 그 구절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柳鐸一, 1990 ｢朱子書節要 注釋의 맥락과 그 注釋書들―外來文獻의 한국적 수용 Ⅱ―｣ 書誌學硏究
5·6

    ______, 1997 ｢朱子書節要의 注釋書에 대하여｣ 退溪學論叢3
    金駿錫, 1987 ｢朝鮮後期 畿湖士林의 朱子認識｣ 百濟硏究18 
 9) 송시열은 실제로는 유배 이전부터 朱子大全에 대한 연구 및 校勘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1668년 7월에 송시열이 申啓澄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에는 朱子大全에 수록되어 있
는 주요 구절들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宋子大全 卷82, ｢(申聖時-戊申七月｣). 또 
1676년 10월에 송시열이 李敏敍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제 朱子大全 한 질을 (보내주어) 받았는데, 이 
책은 지난 甲戌年(1634년)에 同春·權京兆 등과 함께 對勘한 것이니, (책에 꽂아놓은) 종이 첨지들이 아
직도 그대로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송시열이 1634년경에 이미 송준길 등과 함께 朱子大全을 校
勘한 바가 있음이 확인된다(宋子大全 卷75, ｢(李彛仲-丙辰十月二十六日｣). 이상의 두 사례는 송시열
이 1675년 이전에 이미 朱子大全에 대한 나름의 연구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송시열이 
1673년이 쓴 ｢經書疑誤講解序｣에 朱子大全·朱子語類·近思錄 등의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던 당시의 현실을 비판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볼 때(宋子大全 권138, ｢經書疑誤講解序｣), 1670년대 초
반까지의 송시열의 朱子大全 연구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0) 宋子大全 卷71, ｢與李擇之｣(1675년 1월 16일)
11) 宋子大全 卷58, ｢(문大受｣(167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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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箚錄’의 작성하였는데, 이 ‘箚錄’이 바로 朱子大全箚疑(이하 箚疑)의 초고이다.
송시열은 箚疑를 편찬하면서 李滉의 朱子書節要와 鄭經世의 朱文酌海를 그 출발점으로 

삼았는데, 이는 그가 지은 ｢朱子大全箚疑序｣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송시열은 朱子
書節要와 朱文酌海에 대해 “要約을 말미암아 博覽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여 이 두 책이 朱
子大全의 학습으로 나가는 門戶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이 책들에 대한 충분한 
주석서가 없다는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였다.

記疑(朱子書節要記疑)는 朱子書節要에만 그쳤고 朱文酌海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
므로, 내가 손자 疇錫과 더불어 記疑를 續編하고 酌海를 通釋하였으며, 이어 그 나머지까지도 
언급하여 스스로 遺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12)12)

즉 朱子書節要에는 朱子書節要記疑라는 주석서가 있지만, 朱文酌海에는 주석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송시열은 朱
子書節要 부분은 朱子書節要記疑의 내용을 위주로 하여 주석하고, 朱文酌海는 자신의 견해
를 바탕으로 주석하였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위의 두 책에서 다루지 않은 
朱子大全의 나머지 부분까지 주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송시열이 箚疑를 만들
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朱熹의 저술을 공부하는 데 참고할 만한 주석의 不在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13)13)

송시열은 朱子大全의 주석이 필요한 이유를 ‘文字의 차이’에서 찾았다. 그는 朱子大全에 
수록되어 있는 朱熹의 箚子나 上奏文, 公移 등은 송나라 당시 관청에서 사용되던 문자들로 우리
나라의 俚語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
하다고 인정하였다.14)14)따라서 朱子大全을 널리 보급하고 그에 대한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자들을 해설한 주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당시까지는 마땅한 주석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송시열이 직접 朱子大全의 주석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15)15)

12) 宋子大全 卷139, ｢朱子大全箚疑序｣ “顧惟記疑之書 止于節要 而酌海則闕焉. 余與孫疇錫 嘗欲續記疑 通
釋酌海 而因以及於其餘 以自備遺忘.”

13) 송시열은 1675년 12월에 金壽增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節要에 수록된 것은 李先生(李滉)께서 직접 때
釋을 하셨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中國과 우리나라 모두 수백 년 동안 그 의심나는 곳을 주해한 것
이 없었으므로 新學後生들이 더욱 그 책(朱子大全)을 공부할 방도가 없었다. 이에 스스로 재주 없음
을 헤아리지 않고 망령되이 箚錄을 만들어서 장차 고명한 분들에게 질정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여, 자
신이 箚疑를 작성하게 된 이유가 학자들이 朱子大全을 공부하면서 참고할 만한 주석서의 不在에 
있음을 밝혔다[宋子大全 卷51, ｢(金延之｣(1675년 12월 28일)].

14) 宋子大全 卷51, ｢(金延之｣(1675년 12월 28일)
15) 송시열은 朱熹의 글을 주석하였다는 평을 듣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는 

知人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은 결코 ‘_註’와 같은 해석이 아니며, 완성되면 여러 친구들에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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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子書節要, 朱文酌海로부터 출발한 송시열의 箚疑 편찬은 점차 확대되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책에 수록되지 않은 朱子大全의 편지와 封事, 上奏文, 雜著, 公移 등에 대한 주
석 작업도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1677년 4월부터는 金壽恒의 건의에 따라 朱子大全에 수록
된 朱熹의 詞·詩·賦 10여 권에까지 주석의 범위가 확장되었다.16)16)그 결과 箚疑는 朱子大全 
전체에 대한 주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1677년 2월 말경에 이르면 箚疑가 약 절반 정도 완성되었는데, 이때부터 송시열은 초고의 
淨書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그 해 4월부터는 정서가 끝난 箚疑를 친구와 門人들에게 보내 朱
子大全의 난해한 구절 중 箚疑에 누락된 것을 추가하거나 자신의 주석 중 잘못된 부분을 수
정·보완하는 監修와 校訂을 부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678년 8월 箚疑의 초고가 완성되
자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箚疑의 감수와 교정을 부탁하였고, 知人들이 편지 등을 
통해 의견을 보내오면 이를 반영하여 箚疑의 내용들을 수정해 나갔다. 箚疑의 감수·교정과 
수정은 송시열의 유배 기간 중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유배에서 풀려난 1680년 6월 이후에도 
1681년 8~9월 心經釋義의 교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계속되었다.

1683년 6월에 朴世采와 金壽興은 숙종에게 송시열의 箚疑 편찬 사실을 알리면서 이 책을 
경연에서 참고할 것을 건의하였고, 숙종은 이를 수용하였다.17)17)이에 송시열은 箚疑의 감수와 
교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같은 해 6월에 그때까지 교정을 마친 箚疑의 일부를 숙종에게 
올렸다.18)18)이에 숙종은 김수흥의 건의를 따라 송시열에게 朱子大全의 주석 작업을 완성하도록 
명하였고, 官에서 송시열에게 紙筆墨을 지급하여 箚疑 편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
였다.19)19)이와 같은 숙종의 후원 속에서 송시열은 箚疑의 완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신속
한 감수와 교정을 위해 知人들을 한 곳에 초치하여 함께 箚疑 내용을 검토하기도20)하였고,20) 

鄕本(조선본) 朱子大全에는 오류가 많으니 중국본 朱子大全 중 善本을 구해 줄 것을 할 것
을 김수흥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21)21)또 감수와 교정을 부탁한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숙종의 

질정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宋子大全 卷54, ｢(金久之-別紙｣(1676년 8월 8일) : 卷67, ｢(
朴和叔｣(1676년 1월 2일) : 卷83, ｢(高汝根｣(1676년 1월 2일)].

16) 宋子大全 卷54, ｢(金久之-別紙｣(1677년 4월 6일)  
17) 宋子大全 附錄 卷9, ｢年譜 ⑻｣ : 肅宗實錄 卷14, 숙종 9년 4월 庚辰, 6월 庚子.
18) 肅宗實錄 卷14, 숙종 9년 6월 庚子.
    송시열은 1693년 8월에 올린 상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箚疑는 아직 초고 상태이므로 삼가 마땅히 

향리의 사대부들과 함께 다시 수정을 더하여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6월에는 箚疑 
중 일부만 올린 것을 알 수 있다(肅宗實錄 卷14, 숙종 9년 8월 庚子). 한편 당시 박세채가 숙종에게 
朱熹의 封事를 경연에서 강독할 것을 건의하면서 箚疑를 언급한 일과 宋子大全의 ｢年報｣에 “朱子
大全封事奏箚箚疑를 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등을 볼 때, 1683년 6월에 올린 朱子大全箚疑는 
朱子大全 중 封事·奏箚 부분을 주석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肅宗實錄 卷14, 숙종 9년 7월 辛卯.
20) 宋子大全 卷88, ｢(權致道｣(1683년 7월 30일) 
21) 宋子大全 卷53, ｢(金起之｣(1683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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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조속히 차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
였다.22)22)

1686년 4월 김수흥은 箚疑가 거의 완료되었음을 숙종에게 알리고, 史官을 보내 箚疑를 
가져와 校書館에서 간행할 것을 건의하여 숙종의 허락을 받았다.23)23)이에 송시열은 당시 權尙夏
가 보관하고 있던 箚疑 원고를 사관에게 주어 조정으로 보냈다.24)24)이 때 송시열은 자신을 찾
아온 사관을 淸風의 권상하 집으로 보내 箚疑 원고를 가져가게 하였는데, 이를 두고 王命을 
받은 사관을 함부로 부렸다는 비판이 크게 일어났다. 이에 송시열은 상소를 올려 待罪하고 이어 
箚疑 간행의 중단을 청하였다.25)25)이 일은 숙종이 송시열을 비호함으로써 무마되었지만, 결국 箚
疑의 간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송시열은 권상하 등 문인들과 함께 箚疑의 교정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 등 완벽한 책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689년 1월 己巳換局이 일어나 제주도에 유배
되자, 그 해 2월에 ｢朱子大全箚疑序｣를 쓴 다음 이를 권상하에게 주면서 金昌協, 李喜朝 등과 
함께 협력하여 箚疑를 완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26)26)결국 箚疑는 송시열 사후 권상하·김
창협 등의 마무리 작업을 거쳐 1716년(숙종 42) 교서관에서 활자로 간행됨으로써 최종 완성되
었다.

2) 朱子大全箚疑 편찬에 이용된 서 들

송시열의 朱子大全箚疑는 原集 100卷, 續集 11卷, 別集 10卷으로 구성된 朱子大全의 原
文 전체를 주석한 책이다. 朱子大全의 冊板 면수에 따라 어려운 단어와 구절을 큰 글자로 쓴 
다음 그 의미를 해석하여 細註로 기록하였다. 송시열이 작성한 주석에는 朱子大全 본문의 주
요 구절과 단어 해석, 人名·地名·典據·句讀 등에 대한 설명, 중국과 조선의 여러 학자들 및 
송시열 자신의 朱熹 사상에 대한 견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시열은 箚疑를 편찬하면서 여러 종류의 서적을 참고하였다. 먼저 箚疑가 朱子大全에 
대한 주석이었으므로, 송시열은 여러 종의 朱子大全 판본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 朱子書節要, 朱子書節要記疑, 朱文酌海, 退溪集 등 기존의 朱子大全에 대한 選本 

22) 宋子大全 卷46, ｢(李雲擧｣(1683년 7월 27일) : 卷87, ｢(尹體元｣(1683년 10월 17일), 卷88, ｢(權致
道｣(1683년 7월 30일) : 卷78, ｢(李叔弼｣(1683년 10월) : 권112, ｢(李伯吉｣(1684년) : 권113, ｢(朴景
初｣(1683년 9월 10일) 

23) 肅宗實錄 卷17, 숙종 12년 4월 壬寅
24) 肅宗實錄 卷17, 숙종 12년 4월 壬子.
25) 宋子大全 卷50. ｢(李季周｣(1686년 윤4월 28일) : 卷68, ｢(朴和叔｣(1686년 윤4월 20일) : 附錄 卷10, 

｢年譜 ⑼｣ 
26) 宋子大全 卷89. ｢奉訣致道｣(168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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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석서 등을 충실하게 참고·수용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箚疑 편찬 과정에서 송시열이 
어떤 서적들을 참고하였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송시열은 箚疑 편찬의 기초 작업으로 朱子大全의 여러 판본들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였
다. 송시열은 기본적으로 선조대(1575)에 제작된 활자본 朱子大全을 대본으로 하여 주석을 붙
였는데,27)27)宋子大全의 기록을 볼 때 선조대 활자본 외에 적어도 2종 이상의 다른 판본을 확인
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679년 崔愼에게 보낸 편지에서 “朱子大全은 두 가지 판본이 있는데 
校讐함에 있어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된다.”28)라고28)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두 판본 중 하나는 
바로 선조대 활자본이며, 그 나머지도 역시 조선에서 간행된 판본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송시열이 1683년에 김수흥에게 편지를 보내 鄕本(조선본) 朱子大全에 오류가 많음을 지적하면
서 唐本(중국본) 朱子大全 중 善本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다.29)29)이 편지대로라면 송
시열은 처음에는 조선본 朱子大全을 대본으로 箚疑를 편찬하다가 1683년 이후 김수흥의 도
움을 받아 중국본 朱子大全을 참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시열이 다양한 朱子大全 판본을 비교·검토한 사실은 箚疑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먼저 箚疑의 주석을 검토해 보면, 인용 서적으로 ‘唐本’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중국본 朱
子大全을 의미한다. 箚疑의 중국본 朱子大全 인용은 대부분 조선본과 중국본의 어휘나 구
절을 비교·검토하여 조선본의 오류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대개 “○○이 唐本에서는 
□□으로 되어 있다(○○唐本作□□).”의 형식으로 개재되었다. 한편 箚疑 주석 내용 중에 ‘唐
本 乙’, ‘唐本 乙本’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발견된다.30)30)여기에서 ‘乙(本)’의 의미가 무엇인
지 확실치 않지만, 만일 이것이 제2의 중국본 朱子大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송시열이 
중국본 朱子大全도 2종 이상의 판본을 입수하여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箚疑의 주석에는 ‘他本’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朱子大全 중에서 송시
열이 대본으로 삼은 것과는 다른 판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중국본 
朱子大全을 지칭하는 ‘唐本’이 별도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他本’은 조선에서 간행된 다른 판
본의 朱子大全이라고 생각된다. 즉 송시열이 2종 이상의 조선본 朱子大全을 보았음이 箚疑 
주석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다.31)31)이상을 정리하면, 송시열은 최소한 2종의 조선본 朱子大全과 
1종 내지 2종의 중국본 朱子大全을 비교·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箚疑에 반영하였다고 할 
27) 金文植, 2007, ｢조선본 朱子大全의 간행과 활용｣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105면.
28) 宋子大全 卷100, ｢(崔子敬與｣(1679년 10월 25일) 
29) 宋子大全 卷53, ｢(金起之｣(1683년 9월 5일)   
30) 朱子大全箚疑 卷25, ｢講義｣ (保景文化社 영인본, 95면-B) : 卷28, ｢奏狀｣ (保景文化社 영인본, 111면

-A).
31) 2종의 조선본 朱子大全 중 선조대 활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는 조선본 朱子大全의 간행 과정을 

볼 때 인조대(1635)에 간행된 목판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본 주자대전의 간행 과정에 대해서
는 金文植, 2007, 앞의 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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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음으로 송시열이 箚疑의 주석을 작성하면서 참고한 서적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송시열

이 箚疑를 편찬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에 수록된 내용이라
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송시열은 箚疑를 편찬할 때 朱子書節要와 朱文酌
海에 대한 주석을 가장 먼저 하였으며, 또 다음 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그 주석 내용을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합한 節酌通編에 함께 수록하여 간행하고자 했기32)때문이다.32) 
즉 箚疑 내용 중 송시열이 처음부터 간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의 주석이었으며, 따라서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朱子書節要에 수록된 朱熹의 편지에 대한 주석은 朱子書節要 및 그 주석서인 朱子書節
要記疑의 내용을 위주로 정리되었다. 송시열은 箚疑 권24의 서두에서 “여기서부터 권64까지
와 續集·別集 중에서 節要에 수록된 부분은 전적으로 記疑의 해석을 위주로 하되, 記疑 
내용 중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또한 質問의 條目을33)삼았다.”33)라고 하여, 자신이 이황의 주석
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원칙은 실제 箚疑 편찬에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즉 朱子
書節要記疑의 주석 대부분이 箚疑에 수용되어 있으며, 또 朱子書節要에 細註로 기록된 이
황의 주석 내용도 모두 箚疑에 수록되어 있다.34)34)한편 朱子書節要記疑는 箚疑의 凡例, 즉 
체재에도 영향을 주었으므로,35)35)箚疑 편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이용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송시열이 주석 내용을 더 추가하여 보강하거나 朱子書節要記疑에 수록된 주석을 箚
疑에서는 제외시킨 경우도 간혹 발견된다. 그리고 朱子書節要나 朱子書節要記疑에 없는 난
해한 구절을 추가하고 그것을 자신이 직접 주석한 경우, 기존 朱子書節要·朱子書節要記疑 
등의 주석과는 다른 송시열 및 門人들의 견해를 제시한 경우 등도 나타난다. 이 중 前者는 ‘補’, 
後者는 ‘按’으로 표시하여 기존 이황의 주석과 구분하였다. 

朱子書節要에 수록된 내용을 제외한 朱子大全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뚜렷한 
주석서가 없었기 때문에 송시열 및 그 門人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주석이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송시열이 참고한 주요 서적 중 하나가 바로 退溪集이다. 송시열은 1684년에 金昌協, 李喜朝 
등에게 보낸 편지에서 朱文酌海 부분을 주석할 때 退溪集에 수록된, 朱熹의 封事나 上奏文 
32) 본고 3장 1절 참조.
33) 朱子大全箚疑 卷24, ｢書｣ “自此以下 至六十四及續別集之載於節要者 則專以記疑所釋爲主 而記疑之有

可疑者 亦以爲質問之目.”(保景文化社 영인본, 142면-A)
34) 송시열은 “朱子大全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약력은 朱子書節要에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註釋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히기도 하였다[宋子大全 卷51, ｢(金延之-
別紙｣(1677년 2월 29일)].

35) 宋子大全 卷51, ｢(金延之-別紙｣(1677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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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이황의 해석을 인용하였으며, 이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송시열 자신의 
견해로 수정하여 주석을 붙였다고 하였다.36)36)그런데 실제 箚疑의 내용을 보면, 송시열은 朱
文酌海 부분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부분을 주석할 때에도 退溪集을 인용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권1~10의 詞·賦·詩에 대한 주석에서 退溪集 인용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 
권9에서는 송시열과 기대승의 해석을 나란히 비교하여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상이함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경우도 있다.37)37)이상과 같은 송시열의 退溪集 인용 사례는 
앞서 본 朱子書節要 및 朱子書節要記疑 인용과 함께, 기호학파인 송시열이 적어도 朱子書 
연구에 있어서는 영남학파 이황의 학설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상 朱子書節要, 朱子書節要記疑, 退溪集 등의 서적들 외에도 송시열은 箚疑를 편
찬하면서 수많은 서적들을 참고·인용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의 서명이 箚疑의 주석 내용 중에 
등장하고 있다. 箚疑의 주석에 기록된 송시열의 참고·인용 서적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朱子大全箚疑 편찬에 참고․인용한 주요 서

분야 서명

儒家書
(경서·
주석·

성리서)

五經類
禮記, 詩經, 周易, 書經, 古文尙書, 儀禮, 周禮 
五經正義, 詩集傳, 毛詩序, 春秋左氏傳, 春秋胡氏傳, 書集傳, 書經正義, 周易
傳義大全, 伊川易傳, 參同契, 易學啓蒙, 王弼易, 儀禮經傳通解

四書類 論語, 孟子, 中庸, 大學 
呂氏中庸解, 中庸或問, 中庸章句, 論語集註, 論語或問, 論孟精義

기타 朱子語類, 太極圖說, 性理群書, 心經, 仁錄, 爾雅, 正蒙, 十三經註疏, 皇極때, 
士喪禮文, 西銘, 論衡

歷史 史記, 漢書, 後漢書, 呂氏春秋,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 國語, 家語, 晉書, 
三國志(陳壽), 唐書, 宋朝故事, 魏書, 史略, 宋史, 宋元綱目, 宋鑑, 高麗圖經

文學
宋代列聖御製, 楚辭, 文選, 離騷, 瀛圭律髓, 事文類聚, 古文眞寶, 集古錄, 韓
文, 柳文, 蘭亭序, 愛蓮說, 唐詩, 杜詩, 杜牧詩, 東坡詩, 昌黎詩, 白樂天詩, 
李白詩, 黃山谷詩, 郭璞詩, 明道詩, 柳子厚詩, 賈島詩, 陶詩, 李賀詩, 李密詩, 
蘇武詩, 李義山詩, 赤壁賦, 歸去來辭

난子百家 莊子(齊物論·外物篇·逍遙遊), 老子道德經, 荀子, 列子, 韓非子
佛經 楞嚴經, 維摩經(維摩詰經), 法華經, 圓覺經, 涅槃經

音韻·文字 韻會, 說文解字, 東華玉篇, 韻玉, 韻府群玉
기타

朱熹年譜, 淮南子, 山海經, 本草綱目, 大明一統志, 天文志, 抱朴子, 傳燈錄, 
黃帝兵法, 世說, 博物志, 滑稽傳, 文獻通考, 通書, 賈宜新書, 新義全書, 戰國
*, 明道語錄, 南軒書, 楊雄, 黃幹, 熊氏, 何文定, 曾氏, 王安石 등의 저술

(전거: 朱子大全箚疑)

36) 宋子大全 卷93, ｢(金仲和-別紙｣(1684년 6월 25일) : 권96, ｢(李同甫｣(1684년 6월 25일) 
37) 朱子大全箚疑 卷9, ｢詩｣ (保景文化社 영인본, 61면-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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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내용을 보면 송시열이 箚疑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서적들을 참고하
였음을 보여준다. 이 중 儒家 經書와 주석서, 性理學 관련 서적 등은 朱子大全 전반에 걸쳐 
폭넓게 참고·인용되었으며, 특히 朱子語類는 朱子大全과 함께 송시열이 일생동안 가장 중
시하고 愛讀했던 서적으로 箚疑 편찬에 많이 이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송시열은 中庸章句와 
같은 朱熹의 경전 주석서 및 朱子語類 등에 수록된 朱熹의 학설과 朱子大全에 수록된 내용
을 비교·검토하여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是非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어느 것이 朱
熹의 최종 定論인지를 밝히기도 하였다.38)38)

역사서는 箚疑에서 가장 많이 참고·인용된 서적들인데, 그 중에서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史記와 漢書, 그리고 宋史를 비롯한 宋代 역사서들이다. 특히 宋代 역사서들은 주로 
朱熹의 저작이 찬술되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용되었다. 문학서도 
箚疑 전반에 걸쳐서 많이 인용되었는데, 특히 권1~10의 詞·賦·詩 부분에서 詩句를 주석할 
때 많이 인용되었다. 한편 莊子를 비롯한 난子百家書와 佛經의 인용이 눈에 띄는데, 이 서적
들 역시 권1~10의 詞·賦·詩 부분의 난해한 詩句를 주석하는 과정에서 주로 인용되었다.

음운·문자 관련 서적들은 朱熹 당시 송나라에서 사용되던 難解한 口語體 文句들을 해설하는 
데 주로 이용되었는데, 이는 송시열이  朱子大全의 주석이 필요한 이유로 조선과 宋의 ‘文字의 
차이’를 거론했던 것39)과39)맥을 같이 한다. 음운·문자 관련 서적 중 송시열이 가장 많이 참고·
이용한 서적은 韻會인데, 이 책은 송시열이 덕원에 유배된 후 본격적으로 朱子大全 연구를 
시작했던 1675년 1월에 이선에게 편지를 보내 요청했던 서적들 중 하나이다.40)40)이를 볼 때 송시
열은 朱子大全 연구 초기부터 韻會을 항상 곁에 두고 참고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朱熹의 年譜는 朱子大全에 수록된 저술들을 지을 당시 朱熹의 상황과 주요 활동 
등 배경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자주 이용되었고, 大明一統志, 天文志, 博物志, 文獻通考, 
通書 등은 중국의 역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주석할 때 많이 이용되었다. 

이상에서 宋子大全 및 箚疑의 내용을 바탕으로 송시열이 箚疑를 편찬하면서 참고·인
용한 서적들을 살펴보았다. 송시열은 箚疑 편찬 과정에서 유가 경전, 성리서, 역사서, 문학서, 
음운·문자서적 등 수많은 서적들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詞·賦·詩 등을 주석할 때는 제자백가
서나 불경까지도 참고·인용하였다. 이는 송시열이 평소에 유가 경전이나 성리서 외에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까지도 두로 섭렵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그의 폭넓은 독서의 축적은 
箚疑 편찬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8) 朱子大全箚疑 卷11, ｢封事｣ (保景文化社 영인본, 72면-C·D) : 卷72, ｢雜著｣ (保景文化社 영인본, 486
면-B)

39) 宋子大全 卷51, ｢(金延之｣(1675년 12월 28일)
40) 宋子大全 卷71, ｢與李擇之｣(1675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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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朱子大全箚疑 편찬의 조력자들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송시열은 15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자료들을 참고·인용하여 
箚疑를 편찬하였다. 그는 성실한 학문 자세를 견지하면서 朱子大全을 철저히 연구하였고 또 
주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는 등 보다 완벽한 朱子大全 주석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러나 箚疑 편찬이 오로지 송시열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앞서 1절
에서 본 바와 같이 송시열은 箚疑의 초고를 여러 知人들에게 회람시키면서 그에 대한 監修와 
조언을 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箚疑 편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송시열을 
도왔다. 이에 본 절에서는 송시열의 箚疑 편찬을 도운 주요 조력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金壽增(1624~1701), 金壽興(1626~1690), 金壽恒(1629~1689) 3형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송시열이 지은 ｢朱子大全箚疑序｣에도 언급될 정도로 箚疑 편찬 초기부터 송시열과 깊
이 교감하면서 箚疑 편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내가 손자 疇錫과 더불어 記疑를 續編하고 酌海를 通釋하였으며, 이어 그 나머지까지에도 
언급하여 스스로 遺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참람될까 두려워서 文谷 金相國(金壽恒)에게 품
의하였더니 상국이 듣고 기꺼이 서로 돕기를 허락하였다. 이에 내가 기록하는 대로 질문하였더니 
그릇된 곳을 바로 잡고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 매우 정밀하고 博洽하였다. 또 그의 伯仲인 谷雲(金
壽增)과 地堂(金壽興)의 논의 한두 가지도 가끔 들어 있었다.41)41)

즉 ｢朱子大全箚疑序｣에 따르면, 송시열은 箚疑 편찬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 문제를 김수
항과 상의하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수항은 송시열의 箚疑 편찬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
였고, 송시열의 부탁에 따라 1677년 4월부터 1683년 5월까지 여러 차례 서신을 왕래하면서 箚
疑의 감수와 교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송자대전에는 송시열이 김수항의 箚疑 감수에 감사
의 뜻을 표하면서 계속적인 도움을 청한 편지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는데,42)42)이를 통해 볼 때 
김수항은 箚疑 편찬에 있어 뒤에 살펴볼 권상하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력자였다
고 할 수 있다. 

김수증과 김수흥도 앞의 인용문에서 본 바와 같이 箚疑의 교정·감수에 함께 참여하여 자
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송시열은 김수증에게 箚疑 편찬의 목적 및 편찬과 관련된 자신의 
감회나 심리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며,43)43)箚疑 편찬의 진행 과정 및 箚疑의 體例 등에 

41) 宋子大全 卷139, ｢朱子大全箚疑序｣
42) 宋子大全에는 1677년 4월부터 1683년 5월 사이에 송시열이 箚疑 원고의 감수와 관련하여 김수항에

게 보낸 편지가 모두 17편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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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조언을 구하였다.44)44)또 김수흥에게는 완벽한 朱子大全 교감을 위해 중국본 朱子大全의 
善本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다.45)45)한편 김수흥은 1683년 숙종에게 송시열의 箚疑 편찬 사실을 
알리고 이 책을 경연에서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고,46)46)1686년에도 숙종에게 箚疑가 완성 단계
에 이르렀음을 알리고 이를 교서관에서 간행할 것을 건의하는 등47)47)箚疑가 국가적인 공인을 
받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상과 같이 안동김씨 3형제들은 송시열과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箚疑 편찬에 협력하였다.

朴世采(1631~1695)도 箚疑 감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송시열은 箚疑 
편찬 초기부터 箚疑 감수를 부탁할 인물로 박세채를 생각하였고,48)48)박세채 역시 송시열의 기
대에 부응하여 箚疑의 교정과 감수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 1683년에는 김수흥과 함께 숙종에
게 송시열의 箚疑 편찬 사실을 알리는 등 箚疑의 존재 및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49)49)

김수증·김수흥·김수항 등 안동김씨 3형제와 박세채 등 송시열의 동년배 학자들이 箚疑 
편찬 전반기의 핵심 조력자였다고 한다면, 箚疑 편찬 후반기에는 송시열의 문인·제자 그룹들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송시열의 수제자인 權尙夏(1641~1721)
였다. 宋子大全에 수록된 箚疑 편찬 관련 편지들을 보면 권상하가 箚疑 편찬에 본격적
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682년경으로 추정된다.50)50)권상하는 송시열과 서신 왕래를 통해 箚
疑의 교정과 감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683년경에는 충주에서 송시열과 함께 생활하면서 
箚疑 교정에 전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51)51)송시열은 차의 편찬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
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등 학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권상하를 많이 의지하
였다.52)52)그리고 1689년 5월에는 “箚疑를 완성할 사람은 오직 그대(권상하)와 仲和(金昌協)뿐”이
라고 하면서 권상하에게 箚疑의 완성을 유언으로 남겼다.53)53)권상하는 송시열의 유지를 받아 
김창협, 李喜朝 등과 함께 箚疑 편찬을 마무리 하였으며, 완성된 결과물은 1716년에 교서관에

43) 宋子大全 卷51. ｢(金延之｣(1675년 12월 28일), 
44) 宋子大全 卷51, ｢(金延之-別紙｣(1677년 2월 29일) 
45) 宋子大全 卷53, ｢(金起之｣(1683년 9월 5일) 
46) 肅宗實錄 卷14, 숙종 9년 4월 庚辰, 6월 庚子.
47) 肅宗實錄 卷17, 숙종 12년 4월 壬寅
48) 宋子大全 卷67, ｢(朴和叔｣(1676년 1월 2일) : 卷83, ｢(高汝根｣(1676년 1월 2일) 
49) 앞의 주 46) 참조.
50) 宋子大全에는 송시열이 箚疑 편찬과 관련하여 권상하에게 보낸 편지가 모두 19편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이 1682년 7월에 보낸 편지이다[宋子大全 권88, ｢(權致道｣(1682년 7
월 18일)].

51) 宋子大全 卷87, ｢(尹體元｣(1683년 閏월 5일/ 1683년 10월 17일)
52) 宋子大全 卷88, ｢(權致道｣(1684년 7월 16일)  
53) 宋子大全 卷89. ｢奉訣致道｣(1689년 5월 14일)



 宋時烈의 朱子大全 연구와 편찬·83

서 활자로 간행되었다.
김수항의 아들 金昌協(1651~1708)은 송시열 사후 권상하와 함께 箚疑 편찬을 최종 완성했

고, 또 箚疑를 보완하는 저술인 朱子大全箚疑問目을 지었다는 점에서 조력자의 한 사람으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김창협이 처음부터 箚疑 편찬에 깊이 간여한 것은 아니며, 
송시열이 김창협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볼 때 김창협이 箚疑 교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
작한 것은 대략 1687년경으로 보인다.54)54)송시열은 箚疑 편찬이 김창협의 부친 김수항과 깊은 
인연이 있는 일이며 따라서 김창협의 ‘家事’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김창협이 箚疑 편찬에 더
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55)55)그 결과 김창협은 송시열 사후 권상하 등과 함께 
箚疑 편찬의 완성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인물들 외에도 李翔,56)56)문鼎重,57)57)문維重,58)58)南九萬,59)59)洪得禹,60)60)李箕
弘,61)61)金宅三,62)62)李師命,63)63)그리고 권상하·김창협과 함께 箚疑 완성을 유언으로 받은64)李喜朝64) 
등이 箚疑의 교정·감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李選,65)65)李敏敍,66)66)宋炳文67) 

등은67)箚疑 편찬에 참고·인용할 여러 서적들을 조달함으로써 송시열을 도왔다. 
이상과 같이 송시열의 箚疑 편찬에는 그의 수많은 知人, 門人들이 함께 참여해서 서적의 

공급, 주석 내용의 감수 및 교정·보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箚疑
의 편찬에 수많은 서적들이 참고·인용될 수 있었고 오랜 기간동안 끊임없이 주석 내용의 교정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는 송시열의 탁월한 학문적 능력과 성실함에 기
인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수많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볼 때, 箚疑는 송시열의 개인 저술이면서 동시에 17세기 
후반 조선 학계에서 송시열과 교유하던 여러 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54) 宋子大全 卷93, ｢(金仲和｣(1687년 10월 23일) 
55) 宋子大全 卷93, ｢(金仲和｣(1688년 1월 1일)  
56) 宋子大全 권46, ｢(李雲擧｣(1683년 7월 27일)
57) 宋子大全 권60, ｢(문大受｣(1679년 12월 18일) : 권60, ｢(문大受｣(1680년 2월)  
58) 宋子大全 권63, ｢(문持叔｣(1680년 1월)
59) 宋子大全 권76, ｢(南雲路｣(1678년 5월 29일) 
60) 宋子大全 권87, ｢(洪叔範｣(1682년 12월 10일)
61) 宋子大全 권91, ｢(李汝九｣(1679년 1월 3일)
62) 宋子大全 권102, ｢(金主簿｣(1679년 3월) 
63) 宋子大全 권112, ｢(李伯吉｣(1684년)
64) 宋子大全에는 1677년부터 1687년 사이에 송시열이 箚疑 편찬과 관련하여 이희조에게 보낸 편지가 

모두 10편 수록되어 있다.
65) 宋子大全 권71, ｢듣李擇之｣(1675년 1월 16일)
66) 宋子大全 권75, ｢(李彛仲｣(1676년 10월 26일)
67) 宋子大全 권98, ｢與宋文哉｣(1676년 11월 30일/ 1677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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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朱子大全 選本의 집대성―節酌通編 
1) 편찬 경

朱子大全은 原集·續集·別集을 합하여 모두 121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어서, 학자
들이 朱子大全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조선에서는 朱子大全 중 핵심적
인 내용만 선별·정리한 ‘選本’을 편찬함으로써 朱子大全 학습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
났는데, 그 대표적인 저술로 李滉의 朱子書節要, 鄭經世의 朱文酌海, 趙翼의 朱書要類 등
을 들 수 있다. 이 중 朱書要類는 朱子書節要에서 다시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정리한 것이
므로, 결국 송시열 당시까지 편찬된 朱子大全 選本은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 두 가지로 
종합된다.

송시열은 ｢朱子大全箚疑序｣에서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하였다.

退溪 李先生이 朱子大全에 있는 簡牘을 직접 初出하여 20편을 만들고 이름을 朱子書節要라
고 하였다. 또 朱子書節要記疑라는 책을 만들어서 중요하면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곳을 풀이하여 
蒙士(어린 선비)들을 가르쳤으니, 그 공로가 크다. 그 뒤에 鄭文肅公(鄭經世)이 또 朱文酌海 8권
을 만들어서 세상에 간행하였으니 이는 朱子書節要의 右翼이다. 이 두 가지 글을 보면 전날 朱
子大全을 대할 때 바다를 보는 것처럼 아득한 느낌을 갖던 이도 요약을 말미암아 博覽에 이를 수 
있다.68)68)

즉 송시열은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가 朱子大全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학자들
이 朱子大全을 학습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그가 朱子大全 
연구와 학습에 있어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가장 중요한 서적으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준
다. 이에 따라 송시열은 학자들이 이 두 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책을 하
나로 종합하여 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節酌通編이다.

송시열이 朱子大全의 주석을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로부터 시작한 것69)69)역시 節酌通
編 편찬 구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송시열은 箚疑 편찬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후일
에 ‘節酌通編’으로 명명된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의 합본 편찬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68) 宋子大全 卷139, ｢朱子大全箚疑序｣ “退溪李先生 手抄朱子大全簡牘 爲二十篇 名曰朱子書節要 而又有
記疑一冊 以釋其肯綮難解處 以訓蒙士 其功大矣. 其後文肅鄭公 又爲酌海八卷行於世 蓋節要之羽翼也. 看
此二書 前日望洋於大全者 可以由約而盡乎博矣.”

69) 본고의 2장 1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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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는 송시열이 1686년 2월 朴世采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확인된다.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합해서 편찬하는 것은 처음에 과연 나의 뜻에서 나왔다. 節要는 
退溪의 朱子書節要記疑를 붙였지만 酌海는 나의 견해로써 간략히 해석하였으니 진실로 이것은 
妄作이다.70)70)

이에 따르면 송시열은 일찍부터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의 합본 제작을 생각하고 있었으
며, 그것은 단순히 두 책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두 책에 대한 주석 내용까지도 모두 수록
한, 완전한 朱子書 학습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두 책의 주석은 箚疑의 편찬 작업을 통해 이루
어졌으므로, 결국 송시열은 箚疑 편찬 초기부터 節酌通編 편찬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렇게 볼 때, 箚疑와 節酌通編은 편찬 과정에서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서적임을 
알 수 있다. 

1680년대 중반에 들어 箚疑 편찬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서, 朱子書節要와 朱文
酌海를 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편찬하려는 송시열의 구상도 구체화되었다. 1683년 9월 송시열은 
朱子大全의 중요 문장 중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에서 빠진 것을 선별하여 ‘補錄’을 만들고 
그에 대한 주석을 붙었는데,71)71)이것이 바로 節酌通編補遺이다. 이어 1684년부터 본격적으로 
節酌通編의 간행이 추진되었는데, 이 때 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는 忠淸道觀察使 李端錫
(1625~1688)이었다.72)72)이단석은 당시 윤휴의 伸寃 움직임이 있는 등 시기가 좋지 못하니 간행을 
뒤로 미루자는 송시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節酌通編의 간행을 적극 주장하였다.73)73)이에 송시
열은 계속해서 간행의 정지를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수와 교정를 끝낸 箚疑의 관련 부
분, 즉 節酌通編 부분에 관한 주석 내용을 李端錫에게 보내 간행에 대비하기도 하였다.74)74)

1686년 1월 김수흥은 숙종에게 송시열이 節酌通編을 편찬한 사실을 알리고 이 책을 가져와 
校書館에서 간행할 것을 건의하였다.75)75)이 건의를 받아들인 숙종은 金長生, 宋浚吉의 문집과 함
께 節酌通編을 간행하도록 교서관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節酌通編 간행 추진은 더욱 탄

70) 宋子大全 卷68, ｢(朴和叔｣ (1686년 2월 19일) “節要酌海之通編 始果出於鄙意 而節要則付以退溪記疑 
酌海則時以鄙見 略爲解釋 誠是妄作.”

71) 宋子大全 卷112, ｢(李伯吉｣(1683년 9월) 
72) 宋子大全 卷96, ｢(李同甫｣(1684년 6월 25일)
    宋子大全에는 節酌通編 간행을 주도한 이가 ‘湖伯(충청도 관찰사)’으로만 기록되었을 뿐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데, 肅宗實錄의 기사를 통해 당시 충청도 관찰사가 李端錫이었음을 확인하
였다. 그는 1684년 2월부터 1685년 5월까지 충청도 관찰사로 재직하였다(肅宗實錄 卷15, 숙종 10년 
2월 甲寅 : 卷16, 숙종 11년 5월 甲申).

73) 宋子大全 卷96, ｢(李同甫｣(1684년 6월 25일)
74) 宋子大全 卷88, ｢(權致道｣(1684년 7월 16일)
75) 肅宗實錄 卷17, 숙종 12년 1월 丁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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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節酌通編의 간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책의 체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

이 일어났다. 앞서 보았듯이 송시열은 節酌通編을 편찬하면서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의 
본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주석, 즉 箚疑의 관련 부분까지 모두 망라한 종합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체재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첫째는 책의 분량이 너무 
방대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節酌通編에 수록되지 않는 箚疑의 내용들은 간행에서 제외된다
는 것이었다.76)76)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節酌通編과 箚疑를 별개의 
책으로 간행하는 것이었다. 즉 箚疑 내용만 모아 따로 책을 만들면, 분량이 작아 간행하기도 
편하고 그 안에 節酌通編의 주석뿐만 아니라 朱子大全 전체의 주석이 모두 수록되기 때문
에 간행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77)77)김수흥도 1686년 4월 箚疑 간행을 
건의하면서 心經釋義나 近思錄釋義의 예에 의거하여 箚疑를 간행하면 권질이 많지 않아
서 널리 반포하기 쉬울 것이라고 하여,78)78)箚疑만 별도로 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79)79)이 의견은 
김수항을 통해 송시열에게도 전달되었고,80)80)송시열도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 
결과 節酌通編은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의 원문만 합한 책으로 편찬되었고, 箚疑는 
節酌通編과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체재로 제작되었다. 

2) 節酌通編의 체재와 내용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節酌通編(奎 2800/ 36권 20책)은 朱子書節要
와 朱文酌海를 하나로 합해 놓은 것으로, 권1에서 권20은 朱子書節要, 권21에서 권36은 朱
文酌海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朱子書節要의 序文(1편)과 跋文(3편), 朱文酌海의 跋文
(1편)이 빠진 것과 두 책을 아우르는 ｢總目｣이 朱子書節要 ｢總目｣ 형식에 맞추어 새롭게 만
들어진 것, 그리로 朱文酌海의 권두에 있던 ｢總目錄｣이 각 권별 目錄으로 나뉘어 수록된 것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주석의 추가나 체재의 변형 없이 두 책의 원문이 그대로 실려 있다. 그
리고 송시열이 朱子大全의 중요 산문 중에서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에 빠진 것을 보충하
여 편찬한 節酌通編補遺(奎 1142/ 7권 5책)는 별개의 책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節酌通編의 체재와 내용 구성은 송시열이 원래 의도했던 모습이 아니다. 앞서 
76) 宋子大全 卷53, ｢(金起之｣(1686년 4월 14일) 
77) 宋子大全 卷53, ｢(金起之｣(1686년 4월 14일)
78) 肅宗實錄 卷17, 숙종 12년 4월 壬寅. 
79) 心經釋義나 近思錄釋義의 예는 곧 註釋의 대상이 되는 글의 본문을 모두 기록하지 않고 註釋할 구

절만 기록한 다음 그 아래 해설을 붙이는 방식을 말한다.
80) 宋子大全 卷88, ｢(權致道｣(1686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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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본 바와 같이 송시열은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의 원문 및 節酌通編補遺의 내용, 그
리고 이 책들을 주석한 箚疑의 내용까지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책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렇다
면 송시열의 원래 의도대로 구성된 節酌通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는 국립중앙도서
관에 소장되어 있는 朱子節酌通編(한뉘古朝44-가5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1권 34책의 필사본(권21·23·31 부분 결본)인 朱子節酌通編은 節酌通編과 節酌通編補
遺가 하나로 합해져 있으며 朱熹의 글 원문뿐만 아니라 箚疑에 수록된 주석까지 함께 수록
되어 있는 책으로, 송시열이 의도했던 節酌通編의 원형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아마도 節酌
通編과 箚疑의 별도 간행이 논의되기 이전에 節酌通編 간행을 대비하여 만든 필사본일 것
으로 추정된다. 이제 이 책의 체재와 내용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하 규장각본으로 약
칭) 節酌通編 및 節酌通編補遺와 비교·검토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朱子節酌通編의 내용을 보면, 권1~20은 朱子書節要, 권21~36은 朱文酌海, 권37~41은 節
酌通編補遺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본 節酌通編에는 권두에 ｢總目｣이 수록되어 있
는 반면 朱子節酌通編에는 ｢總目｣이 없는데, 이는 아마도 朱子節酌通編이 최종 완성본이 아
니라 간행을 대비해 만든 초고본이기 때문에 목차를 싣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朱子節酌通編은 각 권에도 별도의 목차가 실려 있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이어진다. 먼저 
권1~20의 朱子書節要 부분을 보면, 규장각본 節酌通編에는 각 권의 서두에 朱子書節要의 
｢各卷目錄｣, 즉 朱熹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의 약력을 기록한 ｢目錄｣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 朱
子節酌通編에는 ｢目錄｣이 빠져 있고 대신 각 편지의 제목 아래에 수신자의 약력이 世註로 기
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본문을 보면, 규장각본 節酌通編의 경우 朱子書節要의 내용이 그대
로 수록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주석이나 기타 다른 추가·보충 내용이 전혀 없다.81)81)이에 반해 
朱子節酌通編은 朱熹의 편지 원문을 먼저 기록한 다음 이 편지 내용에 대한 주석을 한 행 내
려서 기록하였다. 朱子節酌通編에 수록된 주석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箚疑의 내용과 일치하
지만, 간혹 朱子節酌通編에는 없는 주석이 箚疑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발견된다. 이는 
朱子節酌通編 초고를 만든 이후에도 箚疑에 대한 교정과 수정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箚疑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권22~36의 朱文酌海 부분을 보면, 각 권마다 ｢目錄｣이 있는 규장각본 節酌通編
과는 달리 朱子節酌通編은 ｢目錄｣ 없이 바로 본문이 시작된다. 글의 제목 아래 주석을 붙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朱文酌海에는 없는 것으로 箚疑에서 관련 내용을 뽑아서 기록하였다. 
본문은 앞의 朱子書節要 부분과 마찬가지로 규장각본의 경우 朱文酌海의 원문만 기록되어 
81) 송시열은 節酌通編을 편찬할 때 처음에는 朱子書節要에 細註로 기록되어 있는 이황의 주석을 본문 

중에 삽입하지 않고 뒤쪽으로 돌려 다른 주석과 함께 기록하였다. 그러나 節酌通編과 箚疑를 따로 
간행하기로 하면서 다시 朱子書節要의 원래 형식을 따라서 朱子書節要에 수록된 이황의 주석을 節
酌通編 본문 중에 細註로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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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朱子節酌通編에서는 朱熹의 글 원문을 먼저 쓰고 뒤에 箚疑의 주석을 한 행 내
려서 기록하였으며, 원문이 긴 경우에는 몇 개의 단락을 나누어 각 단락별로 주석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권37~41부분은 節酌通編補遺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장각본 節酌通編補遺와 
비교해 볼 때, 편집의 차이(朱子節酌通編은 5권, 규장각본은 7권)만 있을 뿐 수록된 내용은 동
일하며, 원문과 주석을 기록하는 방식도 앞의 권1~36과 차이가 없다.

이상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朱子節酌通編을 통해 송시열이 원래 의도했던 節酌通編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결국 송시열은, 비록 箚疑의 일부 내용이 제외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節酌通編과 箚疑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節酌通編은 朱子書節要
와 朱文酌海, 그리고 節酌通編補遺 등 당시까지 만들어진 朱子書 選本 작업의 결과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 箚疑에는 송시열과 그의 知人, 門人들의 주석뿐만 아니라 朱子書節要, 
朱子書節要記疑 및 退溪集 등에 수록된 李滉과 그 門人들의 朱子大全 주석이 모두 포함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서적의 내용을 망라하여 節酌通編을 편찬하려 했던 
송시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시까지 이루어진 朱子書 選本 작업과 朱子大全 주석의 결과들을 
모두 종합한 朱子大全 학습서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량이 너무 방대해지고 또 箚疑 중에서 節酌通編에 포함되지 않은 주석들이 
간행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모습, 즉 節酌通編, 節酌通編
補遺, 그리고 朱子大全箚疑가 따로 간행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비록 하나의 책으로 
종합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까지의 朱子大全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려 했던 송시열의 목적은 
이 3종의 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3) 節酌通編의 활용과 후 의 평가

송시열의 朱子書 연구는 그의 사후 문인들에 의해 계승되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
히 갑술환국 이후 노론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송시열의 정치적·학문적 권위가 확고
해지면서 節酌通編과 箚疑는 조선의 주자학을 대표하는 저술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조선후
기 주자학 연구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중에서도 節酌通編은 국왕에 대한 進講 교
재로 활용되면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숙종대 이후 節酌通編 召對의 進講 교재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
記, 備邊司남錄, 日省錄, 內閣日曆 등에는 이와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다. 아
래의 <표 2>는 실록 등 연대기 자료에 기록된 節酌通編 進講 관련 주요 기사들을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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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 기 자료에 수록된 節酌通編 進講 련 기사

왕대 연/월/일 기사 내용 요약 전거

숙종

12년 1월 13일 李師命이 節酌通編의 간행을 요청함 승정원일기
28년 9월 12일 晝講에서 李晩成이 節酌通編과 箚疑의 간행을 요청함
29년 1월 20일 金鎭圭가 召對에서 唐鑑 진강이 끝나면 節酌通編을 이어서 

진강하고 箚疑를 참고할 것을 건의함
34년 3월 10일 玉堂官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34년 3월 27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節酌通編 진강을 두고 侍講官 사이에 찬반양론이 일어남 숙종실록
34년 10월 14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승정원일기
34년 11월 11일 홍문관에서 節酌通編 懸吐의 교정 작업 시행을 요청함
34년 12월 13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5년 1월 16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5년 1월 27일 節酌通編을 강함
35년 3월 25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5년 6월 22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5년 6월 23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5년 7월 2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5년 7월 3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5년 7월 13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5년 7월 14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6년 5월 11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6년 윤7월 17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7년 1월 13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7년 1월 21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7년 2월 19일 節酌通編을 강함
37년 3월 11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7년 3월 26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7년 4월 18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7년 4월 20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7년 7월 13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7년 7월 15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37년 7월 16일 節酌通編 진강을 마침 숙종실록

경종

즉위년 7월 13일 金昌集이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진강할 때 하루에 6~7板을 넘
지 않도록 하고 의리를 강구하는 데 힘쓸 것을 건의함 경종실록

1년 5월 28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1년 윤6월 25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경종실록, 승정원일기
1년 윤6월 26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승정원일기
1년 윤6월 27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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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월 25일 李夏源이 節酌通編을 經筵의 교재로 사용할 것을 요청함
2년 2월 26일 節酌通編을 經筵 교재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영조

2년 9월 21일 權樀이 숙종대의 예를 따라 召對에서 節酌通編을 진강할 것
을 건의함. 승정원일기

2년 9월 23일 李秉泰·金龍慶 등이 節酌通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召對
에서 이를 진강할 것을 건의함

4년 2월 16일 李宗成이 節酌通編이 聖學에 도움이 되는 책임을 강조함
4년 7월 3일 영조가 大學衍義·朱子封事 등의 진강을 마치면 節酌通編

을 강하도록 명함
8년 2월 19일 李宗城 및 홍문관 관원들이 唐鑑 진강이 끝났으므로 節酌通

編을 이어서 진강할 것을 건의함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8년 2월 20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가 節酌通編을 ‘經傳

과 表裏가 되는 책’으로 평가함
8년 3월 11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승정원일기
8년 4월 2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8년 4월 6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8년 4월 7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8년 4월 12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8년 5월 9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8년 5월 21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8년 5월 23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8년 7월 3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8년 8월 7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8년 9월 12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8년 12월 7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1월 29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2월 22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2월 24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9년 2월 28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승정원일기
9년 3월 2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9년 4월 7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승정원일기
9년 4월 18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9년 4월 19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5월 1일 夜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9년 5월 2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5월 4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승정원일기
9년 5월 7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9년 5월 9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9년 5월 16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5월 23일 夜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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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5월 25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9년 6월 2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6월 4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6월 9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9년 6월 10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6월 13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6월 16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9년 6월 19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9년 6월 21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9년 7월 11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7월 24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9년 7월 27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8월 3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8월 29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9년 9월 2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26년 8월 4일 영조가 앞으로 節酌通編을 진강할 것을 명함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26년 8월 11일 儒臣들에게 節酌通編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함 승정원일기
26년 11월 21일 儒臣을 召對하여 節酌通編을 강함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26년 11월 23일 홍문관에 節酌通編을 가지고 입시할 것을 명함 승정원일기
26년 12월 2일 儒臣들에게 節酌通編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함 승정원일기
26년 12월 23일 儒臣들에게 節酌通編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함
27년 1월 5일 節酌通編을 강함
27년 2월 14일 儒臣들을 불러서 節酌通編을 강하도록 명함
27년 3월 27일 儒臣들에게 節酌通編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함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27년 4월 19일 儒臣들에게 節酌通編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함 승정원일기
27년 5월 14일 儒臣들에게 節酌通編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함 비변사등록
27년 5월 23일 儒臣들에게 節酌通編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함 승정원일기
29년 4월 2일 儒臣들에게 節酌通編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함
29년 4월 5일 節酌通編을 강함
29년 4월 21일 節酌通編을 강함
29년 4월 28일 儒臣들에게 節酌通編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함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29년 5월 14일 儒臣들에게 節酌通編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함
47년 3월 25일 儒臣들을 불러서 節酌通編을 강하도록 명함

정조

3년 10월 17일 近事錄 강독을 마친 후, 節酌通編을 이어서 진강하도록 함 정조실록
3년 11월 8일 홍문관에서 節酌通編의 召對 진강을 건의함 일성록
11년 8월 11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내각일력
12년 10월 21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일성록
12년 10월 29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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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11월 19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내각일력
13년 3월 29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13년 4월 1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13년 4월 3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13년 4월 9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13년 4월 12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13년 4월 14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13년 4월 19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15년 2월 18일 召對를 행하고 節酌通編을 강함

순조 18년 10월 8일 別講에서 節酌通編을 강함 일성록

節酌通編이 進講 교재로 사용된 것은 숙종대부터로, 1703년(숙종 29) 1월 金鎭圭는 召對에
서 節酌通編을 진강할 것을 건의하였다.82)82)이 건의는 5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수용되었는데, 
즉 1708년(숙종 34) 3월 10일에 홍문관 관원들을 召對한 자리에서 節酌通編을 강론한 것이 
현재 연대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節酌通編 진강 기록이다.83)83)당시 조정에서는 節酌通編 강론
을 두고 찬반양론이 벌어졌는데, 즉 召對에 참여했던 검토관 任守幹이 “節酌通編은 비록 주자
의 문자이지만 친구간에 閑漫하게 酬酌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왕의 治平하는 방도에 절실하
지 않으며 따라서 진강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자, 이에 시강관 李觀命이 “大賢의 一言一事
와 一動一靜은 모두 본받을 만한 것”이라며 반박하였다.84)84)이 논란은 당시 노·소론간의 정치적 
대립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었는데,85)85)결국 崔錫鼎 등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節酌通編 중 
序記·碑誌·祭文 등은 진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86)86)그러나 숙종대 후반 이후 노론
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節酌通編 진강은 더욱 활성화되었고,87)87)그 결과 節酌通編은 
召對의 주요 진강 교재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節酌通編 진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는 영조대로, 英祖實錄·承政院日記·備邊

82) 承政院日記 숙종 29년 1월 20일
83) 肅宗實錄 卷46, 숙종 34년 3월 丁巳 : 承政院日記 숙종 34년 3월 10일.
84) 肅宗實錄 卷46, 숙종 34년 3월 甲戌
85) 지두환, 1998 ｢경연과목의 변천과 진경시대의 성리학｣ 우리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⑴ (돌베개), 129

면
86) 肅宗實錄 卷46, 숙종 34년 윤3월 戊寅
87) 肅宗實錄 및 承政院日記에는 모두 25회의 節酌通編 진강 기사가 등장하는데([표 2] 참조), 특히 

1708년(숙종 34) 10월에서 1711년 7월 사이에 진강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김창집은 경
종 즉위년 7월 13일에 朱子書 진강에 관해 논하면서 “先朝代에는 매양 召對할 때에 節酌通編을 취하
여 진강하였으며, 지금도 또한 이 서적으로 진강합니다.”라고 하였다[景宗實錄 卷1, 경종 즉위년 7월 
戊寅]. 여기에서 “先朝代에는 매양 召對할 때에 節酌通編을 진강하였다.”는 말은 실제 숙종대의 節酌
通編 진강 회수가 肅宗實錄이나 承政院日記에 기록된 25회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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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남錄 등에 총 61회의 진강 기사가 등장한다(앞의 <표 2> 참조). 이 중 진강이 가장 집중적으
로 시행된 시기는 1732년(영조 8) 3월부터 1733년 9월 사이로 총 42회의 節酌通編 진강이 시
행되었다. 또 재위 중반기인 1749년(영조 26)~1750년경에도 여러 차례 진강이 실시되었다. 

한편 영조는 즉위 전부터 節酌通編을 강독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1771년(영조 47) 3
월 25일에 儒臣을 불러 節酌通編을 강한 다음, “지난 辛卯年(1711)에는 내 나이가 18세였는데, 
會祥殿을 우러러 보며 召對를 행할 때에 節酌通編의 己酉封事를 강하였다.”88)라고88)하였다. 실
제 1711년(숙종 37)에는 3월 11일과 26일, 4월 18일에 會祥殿에서 召對가 시행되었고 이 자리에
서 節酌通編이 진강되었는데,89)89)아마도 당시 연잉군이던 영조가 이 召對의 진강에 함께 참여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60년이 지난 일을 생생하게 회상한 영조의 언급은 그가 일찍부터 節酌
通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관심은 영조대에 節酌通編이 적극적으
로 진강된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대에는 內閣日曆과 日省錄에 총 12차례의 節酌通編 진강 기사가 등장하여, 기록상 
진강 회수는 숙종·영조대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앞의 <표 2> 참조). 하지만 정조는 節酌通
編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주희의 저술을 집대성하여 全書를 편찬하고자 했던 정조는 
그 전단계로 여러 朱子書 選本을 편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조는 기존에 중국과 조선에서 편찬
된 주자서 선본들을 검토하였는데, 조선에서 편찬된 책 중에서는 이황의 朱子書節要, 정경세의 
朱文酌海, 송시열의 節酌通編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았다. 특히 정조는 이 책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朱子大全은 너무 번잡하고 朱子書節要는 지나치게 간략한 단점이 있
는 반면 節酌通編은 가장 적절하여 후학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90)90)

이상과 같이 송시열의 節酌通編은 숙종~정조대에 국왕에 대한 진강 교재로 활발히 이용되
면서 그 가치를 평가받았고 당시 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節酌通編은, 정조의 평
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후기 주자학 연구 성과를 대표하는 저술로서 그 위상을 인정받게 되
었다.

88) 英祖實錄 卷116, 영조 47년 3월 丙寅, “召儒臣 命讀節酌通編 仍敎曰 故辛卯 卽予年十八歲 而仰覩會祥
殿 行召對時 講節酌通編 己酉封事.”

89) 承政院日記 숙종 37년 3월 11일, 26일, 4월 18일
90) 김문식, 1999 ｢정조의 주자서 편찬과 그 의의｣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돌베개), 123면
    정조는 節酌通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節酌通編에 朱熹의 

詩·賦·辭 등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었다(김문식, 위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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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17세기 중반 尹鑴를 중심으로 朱子學을 비판하는 학풍이 유행하자 주자학의 절대적 신봉자인 

송시열은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송시열은 주자학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만이 이러한 위기
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만년에 주자학 연구에 전념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특히 
朱子大全 연구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 즉 그는 朱熹의 사상이 집약된 朱子大全을 공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反朱子學風이 사라지고 주자학의 위상이 확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
고, 학자들의 朱子大全 학습에 필요한 입문서와 주석서를 편찬하는 데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
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朱子大全箚疑와 節酌通編이다.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송시열의 朱子書 연구는 李滉 이후 송시열 당시까지 이루어진 朱子書 
연구 성과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朱子書節要와 그 주석서인 朱子書節要記疑로부
터 출발하여 朱子大全 전체로 범위를 확대시켜 주석 작업을 수행한 다음 여러 친구·門人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朱子大全箚疑를 편찬하였다. 또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
를 하나로 합하여 節酌通編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함으로써 당시까지 이루어진 朱子書 選本을 
하나로 집대성하였다. 그리고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이 두 책을 하나로 합하여 종합적인 
朱子書 학습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즉 송시열의 朱子大全箚疑와 節酌通編은 16세기 중반 이
후 조선 학계에서 이루어진 朱子書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여기에 송시열 자신의 朱子學 연구 
성과를 더하여 확대·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宋時烈, 朱子大全箚疑, 節酌通編, 朱子大全, 朱子書節要, 朱文酌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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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ng Si-yeol(宋時烈)’s study and making compilation work of 
Juja Daejeon(朱子大全)

Kang Moon-shik *
91)
In the middle of 17th century, the academic inclination which was against the 

doctrine of Zhuxi(朱熹) was widespread in Joseon Dynasty. Song Si-yeol(宋時烈), the 
follower of Zhuxi, worried about that probiem seriously. And he thought that the 
only way to solve that problem was to make a thorough study of Zhuxi’s doctrine. 
Song Si-yeol studied the doctrine of Zhuxi very hard, especially about Juja Daejeon
(朱子大全), the book which contains the core of Zhuxi’s thought.

Song Si-yeol’s most important purpose to study Juja Daejeon was to make a handbook 
for students who study Juja Daejeon. So he wrote two books. One is Juja Daejeon 
Cha-eui(朱子大全箚疑), the annotation of Juja Daejeon, and the other is Jeoljak 
Tongpyeon(節酌通編), the selection from Juja Daejeon. Song Si-yeol accepted Yi 
Hwang(李滉)’s annotation of Juja Daejeon, conbined it with his new annotation and 
made Juja Daejeon Cha-eui(朱子大全箚疑). And he also integrated Jujaseo jeolyo(朱子
書節要), Yi Hwang’ selection from Juja Daejeon and Jumun Jakhai(朱文酌海), Jeong 
Kyeong-se(鄭經世)’s selection and made his new selection, Jeoljak Tongpyeon(節酌通編).

Namely, Song Si-yeol studied Juja Daejeon on the base of academic tradition and 
results of studying on Juja Daejeon which were made by former scholars from the 
middle of 16th century to middle of 17th century like Yi Hwang and Jeong 
Kyeong-se. And with his own annotation and theory, Song Si-yeol made academic 
development of the study of Neo Confucianism in Joseon Dynasty.

Key Word : Song Si-yeol(宋時烈), Juja Daejeon Cha-eui(朱子大全箚疑), Jeoljak 
Tongpyeon(節酌通編), Juja Daejeon(朱子大全), Jujaseo jeolyo(朱子書節要), 
Jumun Jakhai(朱文酌海)

* Curat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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