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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고려 후기 宋學이 수용되고 조선에서 朱子學이 正學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經傳 연구에서도 

朱子學的 脈絡에서 또는 朱熹의 說에 근거하여 經傳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방법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비록 조선후기 實事求是의 漢學的 經學論이 제기되면서 비판되었지만, 조선
시대 전체를 통해 경전에 대한 연구에서 주류적 경향으로 대부분의 유학자들에게 유행하였다. 
필자는 조선에서의 이러한 경학 연구방식을 ‘朱子學的 經學’이라고 특징을 지우고 그 한 양상을 
禮記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주희 이후 禮記 에 대한 경학적 연구로 諸說을 총집한 衛湜의 禮記集說 , 주희의 儀禮經

傳通解 에 따라 편차와 경문을 재배치하면서 자신의 주석을 부가한 吳澄의 禮記纂言 , 禮記正
義  체제에 따르면서 주석에서 주희의 견해를 채택하여 예기 의 취지를 해석한 陳澔의 禮記
集說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진호의 禮記集說 이 명대 永樂大全에 채책되
어 禮記大全 으로 편찬되면서 조선과 明淸의 학자들에게는 진호의 禮記集說 이 지니는 문제
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한 과제가 된다. 淸代에 간행되는 陳氏禮記集說補正 과 禮記義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M0013). 본 논문은 2009년 4월 9~10일 國立臺灣大學人文社會高等 究院 주최 韓國儒學
與經典詮釋 국제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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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 의 체제와 주석 방식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陳澔의 禮記集說 에 대한 
극복 방식을 살펴보고, 그와 대비하여 조선에서의 연구방식을 살펴보았다. 명대의 禮記 연구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주석서가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禮記大全 의 
체제를 벗어나는 새로운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명대의 예기  주석방식에 대해서
는 차후 별도의 연구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經學資料集成(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간행, 1998)에 수록된 禮記  관련 저작은 
55종으로, 조선시대 예기  연구를 전부 망라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저작 이외에도 禮記 에 대
한 논의는 經筵講義, 私家의 家禮書, 書簡을 통한 사대부들 사이의 논의 등 다양한 형태로 발견
된다. 아직 초보적 연구에 머물러 있지만, 필자의 조사로는, 權近의 禮記淺見錄 을 비롯하여, 
崔錫鼎(1646~1715)의 禮記類編, 金在魯(1682~1759)의 禮記補註 등은 조선에서 禮記에 대
한 朱子學的 연구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세 저작을 중심으로 편장 체제와 내용 해석의 두 측면에서 그 주석적 특성을 살피면서, 그 ‘주자
학적 경학’이라는 관점에서 그 경학사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2. 淸朝 經學의 반향 : 陳氏禮記集說補正 과 禮記義疏
후한 鄭玄의 禮記注 , 南朝 皇侃의 禮記義疏 , 北朝 熊安生의 禮記義疏  등의 업적이 唐 

孔穎達 등이 주도한 禮記正義 에 수렴된 후, 禮記 에 대한 경학적 연구는 송대에 활발한 성과
를 생산한다. 그 성과들은 南宋 衛湜이 편찬한 禮記集說 (1226년 경)에 집성되었다. 이후 원대
에 이르러 吳澄의 禮記纂言 과 陳澔의 禮記集說 (위식의 저술과 구분하여 陳氏禮記集說 이라
고도 함)이 대표적 성과로 배출된다. 그 가운데 진호의 예기집설 이 永樂大全 편찬시 禮記大
全 으로 편입된 이후 예기 를 연구하는 동아시아 학자들에게 예기집설 의 불명료한 주석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가 된다. 개별 저작으로는 淸代 초기 納蘭性德(1655~1685)
에 의해 완성된 陳氏禮記集說補正 이 진호의 禮記集說 의 문제점에 대한 직접적 비판서라고 
할 수 있고, 국가적 사업으로는 건륭 년간에 淸朝에서 간행하는 禮記義疏 가 明代 禮記大全
을 대체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納蘭性德의 陳氏禮記集說補正 은 禮記 에 대한 주석서 체제가 아니라, 진호의 禮記集說  
가운데 의심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조목별로 고증과 보충설명을 가한 ‘補正’
의 체제이다. 저작의 범례나 서문 또는 발문이 없어 편찬 취지, 이용한 사료의 범위, 주석적 입
장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다. 사고전서 提要에서 내용의 30~40%는 訓 와 名物을 考究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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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60~70%는 義理를 변석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평가한 것처럼,1)1)전체적으로는 고증보
다 진호의 명료하지 않은 주석에 대한 비판과 보충설명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그 주석 방식을 보면, 도학적 계열을 존중하는 禮記大全 의 체제를 일정부분 계
승하면서도 주석의 활용과 해석적 시각에서 주자학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다. 가령, 정현과 공
영달 이외에 衛湜의 禮記集說 에 수록된 주들을 두루 참고하면서 진호의 설에 문제가 있거나 
미흡하게 설명된 부분들을 보충 설명하고 있어 도학 계열의 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張載를 비
롯한 도학계열 학자들에 대해서는 장자, 주자 등의 호칭으로 다른 주석자들과 구분하여 높이고 
있고, 또한 진호가 논거로 인용하는 주희의 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발견된다. 곧 주자학적 틀에서 벗어나는 면모를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그의 스
승인 徐乾學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가령 出母에 대한 喪服을 變禮로 이해하는 주희의 견해에 
입각해 주석한 陳澔의 설에 대하여 서건학의 讀禮通考 를 논거로 正禮說을 옹호하는 것이 그 
한 사례이다.(아래 3-1절 참조) 

禮記義疏 는 청조 정부에서 禮記大全 을 대체하기 위해서 역대의 주석을 다시 모아 간행한 
것으로, “의리의 귀착처에 대해서는 일체 程朱를 기준으로 삼으면서”2)2)역대의 주석을 다시 모은 
것이다. 청조에서 三禮義疏의 간행을 한 때 주도하였던 杭世駿은 宋代 衛湜이 이전의 제설을 총
집하는 형태의 주석서로 禮記集說 을 편찬하였던 것에 의거하여 宋에서 淸代에 이르기까지 제
설을 총집하여 續禮記集說 을 편찬한 바 있다. 禮記義疏 는 바로 이 禮記集說  체제의 선택
적 종합본이라고 할 수 있다. 진호가 禮記集說 에서 대학 과 중용 을 주희의 대학장구 와 
중용장구 로 대체하고 두 편을 생략하였던 것과 달리, 禮記義疏 는 경문을 주희의 장구 체제

에 맞추어 배열하고 역대의 주석을 함께 수록하는 한편 주석의 마지막에 주자의 장구 주석을 부
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한편으로 古本의 근원을 빠뜨리지 않았음을 보인 것이요, 또 한편으로 주자의 해석을 특별히 존
중함을 보인 것이다. 注疏 古本을 전부 수록하였으니 바야흐로 鄭玄의 注와 孔穎達의 疏가 禮記
를 밝히는 데 羽翼의 공로가 있음을 알고, 주자의 해석이 사려 깊고 치밀함을 본다면 정현 주와 공
영달 소의 득실에 대해서는 독자 스스로 한 눈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범례에 맞
추지 않았다.”3)3)

1) 陳氏禮記集說補正 에 대한 提要 : “頗采宋元明人之論, 於鄭註孔疏亦時立異同, 大抵考訓 名物者十之三
四, 때義理是非者十之六七, 以澔註多主義理, 故隨文駁詰者亦多也. 凡澔之 皆一一溯其本自何人, 頗爲詳
核, 而愛博嗜 , 亦往往泛採異 .”

2) 禮記義疏  凡例 : “至於義理之指歸, 一奉程朱爲圭 .”
3) 禮記義疏  中庸  : (案, 戴記 四十九篇, 其四十七篇, 用 正義 等六條編纂之例, 獨 大學 · 中庸 二

篇, 不拘諸例, 但全錄注疏於前, 編次朱注於後者,) 一以示不遺古本之源, 一以示特尊朱子之義. 全錄注疏古
本, 方識鄭·孔羽翼聖籍之功, 方見朱子之精心邃密, 而注疏之是非得失, 讀者自一目瞭然, 故不拘諸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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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에 맞추지 않았다는 말은 나머지 47편의 편차를 禮記正義 의 체제에 따라 배열하였던 
것과 달리, 大學 과 中庸 에 대해서는 주희의 章句  체제를 따라 배열하였음을 의미한다. 곧 
禮記義疏 는 禮記正義  체제에 역대 주석을 선택적으로 부가하는 형태를 위주로 하면서, 대

학 과 중용  두 편에만 주희의 章句  체제에 따르면서 정현 주와 공영달의 소만 부가하는 일
종의 혼합적 주석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陳氏禮記集說補正 과 달리 주석들을 병행하여 배
치하고, 주석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는 衛湜의 禮記集說  체제를 따른 
것이다. 청조에서 간행한 다른 義疏 시리즈 들에서는 주자의 설을 맨 처음에 두는 형태를 취하
여 주자의 설을 높이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나, 禮記義疏 에서는 진호의 설을 여러 주석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진호의 설을 채택할 경우 주석자의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다. 곧 진호
의 설을 중심에 두지 않는 입장을 명확히 보인 것이다.

경학사적으로 보면, 陳氏禮記集說補正 은 훈고와 의리 양면에서 진호의 설을 비판하면서 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진호 설의 문제점을 인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논거로 경문과 
이전의 주석을 채택하는 것에 있어 자신의 입장에 따라 취사하고, 이전의 특정한 입장에 따르지 
않는 점이 특색이다. 대신 提要에서도 지적하듯이 논거를 제시하는 입장이 때로 자의적이다.   
禮記義疏 는 명대의 禮記大全 을 대체하여 禮記正義 의 체제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송에서 

청에 이르는 역대의 주석들을 두루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위식의 禮記集說  이래 새로운 종합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리의 귀착처를 程朱에 두면서도 諸說들을 병행하여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定論을 제시하는 新疏를 수립하지 못하고4)

4)결국 역대의 주석들을 선별 총집한 수
준에 불과하게 된다.

陳氏禮記集說補正 과 禮記義疏 에서 진호의 禮記集說 을 비판하고 대체하는 주석방식은 
대체로 道學 또는 성리학이 正學으로 군림하는 상황에서 도학계열을 존중하면서도 도학자들의 
해석 특히 주희의 해석 체계로부터 일정 부분 벗어나 漢宋兼采的 학문방식으로 轉化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禮學과 禮制에 대한 연구와 정비를 통해 皇權에 저항적인 理學과 心學의 발
언을 억제하고 ‘理’를 ‘禮’로서 대체하려는 淸朝 황제측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乾嘉學派가 중심에 들어서기 전 주자학적 경학에서 한학적 경학으로 변해가는, 理學
의 쇠퇴와 그에 따른 禮學의 성행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연출한다.5)5)곧 양자 모두 주희
의 설에 대하여 존중하면서도 徐乾學의 讀禮通考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도학적 해석에서 벗어

4) 禮記 의 새로운 新疏를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청대 전시기 동안 배출되는 주석서들 모두에 해당한다고 
한다. 楊天宇, 經學探硏錄 , 略述中國古代的 禮記 學 , 280~281쪽, (上海, 上海古籍, 2004) 참조.

5) 이와 관련한 세부적 논의는 林存陽, 三禮館 : 淸代學術與政治互動的 環 , 三禮義疏 學術取向的政治
思想根源 , 學術轉向與禮學興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 鄧國光, 康熙與乾隆的“皇權”漢宋
義的抉擇及其實踐-淸代帝王經學初探 , 彭林 篇, 淸代經學與文化 , pp.101~155,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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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나, 또는 도학자들의 주석을 역대 주석들 속에 나란히 편제하여 상대화시키는 과도기적 형
태를 보여준다. 이점은 주자의 설에 입각하여 진호의 설에 보완을 가하는 禮記大全 의 체제나, 
또는 훈고와 자학에 중점을 두면서 의리에 대해서는 “以經解經, 以傳解傳”의 입장에서 古經의 義
理맥락을 도학자의 해석으로부터 독립시키는 漢學的 經學과도 구분된다. 

3. 유형화와 재배치 : 禮記淺見錄 과 禮記類編
조선에서 禮記 에 대한 경학적 연구의 시작은 權近(1352~1409)의 禮記淺見錄 에서 비롯된

다. 禮記淺見錄 은 陳澔의 禮記集說 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을 가한 것이다. 권근
은 이 저작에 대한 저술을 1391년경부터 착수하여 1406년경에 완성하였다. 이것은 陳澔의 禮記
集說 을 근간으로 삼고 상관되는 42家의 註釋들을 小註로 부가한 禮記大全 이 1415년 明에서 
간행되기 전의 일로, 동아시아에서 禮記集說  체제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반향이라고 할 수 있
다. 곧 명에서 禮記大全  체제로 편입 보완되기 전 조선에서 진호의 禮記集說  체제에 대한 
보완과 재편이 선행된 것이다. 

禮記淺見錄은 그의 스승 李穡(牧隱, 1328~1396)의 遺志를 이어 완성한 것이지만, 이후 權近
의 학문이 어떤 제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예학과 文敎의 측면에서 
보면 權近의 제자 金泮, 許稠, 卞季良 등이 禮制 정비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과거제의 시행방식 
등과 연관해서 權近의 주장이 논거로 활용되는 것이 관찰된다.6)6) 禮記淺見錄 에 반영된 權近의 
입장이 이들 제자들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계승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활동상황으
로 보면 예학은 이들이 하나의 학파를 이루는 기본 토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진행된 禮記 에 대한 경학적 연구사의 측면에서 보면, 권근의 예기천견록 이 숙종대 重刊되면
서, 조선 후기 崔錫鼎, 金在魯 등 주요 연구자들에 의해 체제와 주석 내용 양측면에서 재검토되
고, 또 일부는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곧 예기천견록 을 조선에서 禮記  연구의 효시로 
삼고 경학적으로 재검토하는 학문적 반향은 조선후기에 주로 나타나며, 조선에서 예기  연구사
의 한 흐름을 형성한다.

權近이 禮記 의 주석에서 1차 저본으로 삼았던 것은 陳澔의 禮記集說 이었다. 權近의 주석 

6) 강문식,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 이종묵, 卞季良의 인재 양성 정책 , 震檀學報  
105(2008), 진단학회. 강문식은 權近의 학문에 대하여 許稠는 예학의 측면을, 卞季良은 政治와 文敎의 측
면을 주로 계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논문 주 71) 참조.) 이종묵은 변계량이 과거제 시행 방식과 관
련하여 權近의 논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講經 과목 폐지론을 정당화하는 맥락을 밝혀주고 있다.



54·한국문화 47

방식은 陳澔의 집설을 축약해서 인용해놓고 그 뒤에 자신의 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近
按’의 형태로 부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權近이 陳澔의 주석 이외에 주로 참고하는 說은 鄭
玄과 孔穎達의 주석 그리고 黃震의 黃氏日抄 이다. 權近은 禮記淺見錄  가운데에서 內則 을 
주석할 때부터 黃氏日抄 를 구입하여 참고하였다고 적어놓고 있다.7)7)반면 周易淺見錄 을 찬술
할 때는 吳澄의 易纂言 을 활용하면서도 禮記淺見錄 에서는 禮記纂言 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衛湜의 禮記集說 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어 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陳澔의 禮記集說 은 鄭玄과 孔穎達의 설을 종합하면서도, 朱熹의 설을 끌어와 道學的 解釋을 
부가하는 점에서 내용 해석에 있어 朱子學的이다. 그러나 朱熹의 儀禮經傳通解  방식을 확대하
여 예기  47편을 儀禮 의 經, 儀禮 의 傳, 通禮, 喪禮, 祭禮, 通論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재
편하였던 吳澄의 禮記纂言 과 달리, 禮記 의 편장을 재조정하지 않고 49편의 순서 그대로 따
르는 점에서 그리고 鄭玄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한 부분에 한해 세부 조목의 순서를 조정하는 
점8)에서8)보면 陳澔의 禮記集說 의 체제는 禮記正義 의 체제에 충실하다. 물론 주석을 가하는 
조목의 단위에서 正義와 集說은 일치하지 않지만, 49편과 세부 조목의 순서는 대략 일치한다.

權近은 陳澔의 체제에 대하여 49편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朱熹가 儀禮經傳通解 에서 행
하였던 禮記  각 篇의 재분류와 재배치는 행하지 않았다. 대신 각 편 안의 세부 조목들에 대해
서는 朱熹가 大學章句 와 中庸章句 에서 행하였던 經과 傳으로 유형화하고 재배치하였던 방식
을 활용하여 曲禮 , 曾子問 , 禮運 , 樂記  등 일부 편에서 시도하였다.9)9)그리고 그러한 유형
화 또는 재배치 과정에서 공부와 효과, 靜時 공부와 動時 공부, 心에 관련된 것과 性에 관련된 
것 등, 朱子學的 이해를 반영한다. 權近의 예기  주석에서 발견되는 朱子學的 면모는 주석의 내
용뿐 아니라 바로 예기의 조목들을 주자학의 工夫論이나 또는 心性論의 개념을 사용하여 유형화
하는 것에서 발견된다. 가령 權近은 曲禮 의 上下篇 전체를 經 1 장과 傳 10 장의 체제로 유형
화하고 재배치하는데, 이 때 그는 세부 조목들을 공부방법[功]과 그 효과[效]로 유형화하거나 또는 
靜時 공부와 動時 공부 등 朱熹가 大學章句 에서 사용하였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10)

10) 
또한 禮運 과 樂記  등 편에서는 경과 전으로 유형화하면서 理氣와 心性에 대한 朱子學的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禮運 의 “人者, 天地之心, 五行之端”의 주석에서는 ‘天地之心’이 
‘氣之妙用’을 겸하여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朱子語類 의 ‘福善禍淫’ 등을 인용하여 ‘天地之心’
을 理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陳澔가 주석한 것에 대하여 조정을 가하고 있다. 곧 心은 氣를 

 7) 禮記淺見錄  內則  : “此篇以后, 始得 黃氏日抄 之書而附之.” 
 8) 이를 테면 雜記下 (37) “期之喪十一月而練, 十三月而祥, 十五月而 . 練則弔.”는 鄭玄의 지적에 따라 조

목을 재배치한 것이다.
 9) 權近이 유형화하고 재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金錫濟, 1999 權近 禮記淺見錄  硏究 ,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논문, 91면 ; 강문식, 2008 權近의 經學思想 硏究 , 일지사, 175-182면 참조. 
10) 이봉규, 2007 權近의 경전 이해와 후대의 반향  韓國實學硏究  13, 韓國實學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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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하고 있어 好善惡惡의 性이 있어도 氣의 用事에 따라 一身을 주재하지 못하고 欲에 의해 움직
여지는 때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天地之心”에 대하여 理를 위주로 말하더라도 氣를 겸하여 이해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힌다.11)11)權近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운의 29장12)

12)- 30~31장 - 
32~38장을 人情을 다스리는 것 - 七情을 다스리는 것 - 인간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유형화
한다.13)13)이것은 權近이 朱熹의 心論을 바탕으로 禮運 의 조목들이 지니는 의미脈絡을 유형화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樂記 에 대해서는 상편 전체를 經으로 하편 전체를 11節의 傳으로 유형화하고, 상편의 조목
을 心에 관련하여 논한 것, 性에 관련하여 논한 것, 體에 관련하여 논한 것, 用에 관련하여 논한 
것, 공효에 관련하여 논한 것 등 다양하게 유형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傳 11 章의 유형 분류에 
대하여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다소 임의적 설정처럼 보인다. 다만 樂記  
상편의 경우 權近은 篇首에 나오는 節들이 禮樂을 心의 차원에서 논의한 다음 10~11節에 이르
러  性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특히 10~11節에 대해서 權近은 心과 性 그리고 
天理와 人欲을 포괄해서 설명한 긴요한 구절로 그 의의를 높이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心性
에 대한 朱子學的 견해가 토대가 되고 있다. 

權近은 “人生而靜”과 “感物而動”에 대해서는 未發之中의 體와 已發之情의 用의 관계로 설명하
고, “人生而靜, 天之性也”의 구절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理가 곧 하늘이 부여한 본성임을 밝히면
서 天과 人을 합하여 말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곧 尙書  大禹謨 에서는 心을, 湯誥 에서는 
性을, 仲 之誥 에서는 欲을 각각 말하였지만, 樂記 의 이 節에서는 天과 人을 합해서 말하면
서 동시에 천리와 인욕으로 나누어 ‘反두’하게 함으로써, 大禹謨 , 湯誥 , 仲 之誥 의 취지
를 일깨워주고 있다고 그 의의를 부여한다. 곧 權近은 存天理와 人欲의 朱子學的 修己 차원에
서 樂記 의 조목이 지니는 의미脈絡을 유형화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禮記 의 편장 체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陳澔의 禮記集說 을 보완하는 것은 17세기에 이
르러 崔錫鼎에 의해 다시 시도된다. 최석정은 九經 전체에 대하여 正文의 분류과 재배치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永樂大全本, 곧 禮記大全 이 주희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는 생각 때문이었다.14)14)崔錫鼎은 예기 의 경우 49편이 내용상 서로 연관된 것들이 많아 모두 
독립된 篇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그는 權近의 禮記淺見錄 이 각 편들 안에서만 조목
들을 의미脈絡에 따라 재배치하였기 때문에 文勢理致가 融貫하지 못하게 된 점이 있다고 비판한
다.15)15)가령 내용으로 볼 때, 郊特牲 은 禮運 에 포함되고 緇衣 는 表記 에 연결되기 때문에 
11) 禮記淺見錄  禮運  38章 ‘近按’ 이하 참조. 
12) 여기서 29장은 禮記大全  또는 陳澔의 禮記集說 에서 배치한 조목의 순서에 따른 것이다.
13) 29장, 31장, 38장 뒤의 ‘近按’ 참조.
14) 明谷集  권 7, 九經摠序  참조.
15) 禮記類篇  凡例 : 我東陽村權氏近所著 禮記淺見錄 , 只於本篇內上下, 他篇則不會通修, 文勢理致未甚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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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편을 독립시켜 두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仲尼燕居 나 檀弓 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다.16)16) 

최석정은 예기 의 각 편 자체는 존속시키면서도, 서로 연관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편이나 조
목들을 예기대전 의 체제와 상관 없이 이동시켜 유형화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가령 曲禮 ,  
少儀 , 玉藻  세 편의 조목들을 관련되는 내용들끼리 유형화하였고, 檀弓 과 雜記  두 편을, 

그리고 禮運 , 郊特牲 , 禮器  등 세 편을 함께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화 과정에서 기
본적으로 儀禮經傳通解 의 編次를 활용하였다. 최석정이 예기  49편을 다시 정리한 編次는 ① 
家禮( 曲禮 , 少儀 , 內則 ), ② 邦國禮( 王制 , 月令 , 文王世子 , 玉藻 , 明堂位 ), ③ 學
禮( 大學 , 中庸 , 經解 , 學記 , 樂記 , 禮運 , 郊特性 , 禮器 , 坊記 , 表記 , 緇衣 , 
孝經 , 仲尼燕居 , 孔子閒居 , 哀公問 , 儒行 ), ④ 吉禮( 祭法 , 祭統 , 祭義 , 大傳 ), 

⑤ 凶禮( 喪大記 , 喪服小記 , 服問 , 雜記 上下, 檀弓 上下, 曾子問 , 奔喪 , 問喪 , 閒
傳 , 三年問 , 喪服四制 ), ⑥ 嘉禮( 冠義 , 昏義 , 鄕飮酒禮 , 射義 , 投壺 ), ⑦ 賓禮( 燕
義 , 聘義 )의 순서로 되어 있다.17)17)

儀禮經傳通解 에서 朱熹는 家禮, 鄕禮, 學禮, 邦國禮, 王朝禮의 순서로 篇의 유형을 재구성하
였지만, 최석정은 鄕禮와 王朝禮를 없애고 邦國禮와 吉·凶·嘉·賓의 禮로 대체하였다. 王朝禮 
항목을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吉·凶·嘉·賓의 禮를 편으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  
崔錫鼎은 별다른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이유가 명확치 않다. 王朝禮를 넣지 않은 것은 
아마도 제후국으로서 朝鮮의 지위에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석정은 儀禮經傳通解
의 편차 구성을 일부 활용하기는 하였지만, 家禮, 邦國禮, 學禮 등의 항목에 배치된 내용을 보면 
차이가 크다. 가령 최석정은 曲禮 , 少儀 를 가례에 포함시켰지만, 儀禮經傳通解 에서는 모
두 學禮에 소속시키고 있다. 또한 朱熹가 王朝禮에 소속시킨 王制와 月令을 최석정은 모두 邦國
禮에 소속시켰다. 

朱熹의 편차 구성은 大學  八條目의 순서처럼 개인으로부터 국가로 범주를 확대해가는 방식
이다. 또한 學禮를 鄕禮와 邦國禮 사이에 두어 治國을 위한 학습과정의 脈絡으로 배치되어 있
다.18)18)그러나 최석정은 家禮와 邦國禮 다음에 學禮를 배치하고 그 뒤에 吉凶嘉賓의 禮를 배치하
였다. 별다른 설명이 없어 그렇게 배치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대체로 禮記  49편의 전통적 

貫, 今輒不拘他篇, 隨宜分屬, 觀者詳之.
16) 禮記類篇  凡例 : 篇名如 曲禮 · 內則· 王制 · 月令 · 禮運 · 樂記 及 冠 · 婚 諸義等篇, 名

篇之義固當. 至如 郊特牲 是 禮運 之中篇, 緇衣 是 表記 之下篇, 皆無意義, 只以篇首數字名之. 如 仲
尼燕居 · 檀弓 等篇亦然, 允合改定. 但此書篇名承沿旣久, 今不敢妄有改易, 竝存其舊. (如 少儀 是 曲
禮 中之兩節, 而亦不敢通入於 曲禮 , 姑爲別篇, 附於本篇之下.)

17) 禮記類編  目次 참조.
18) 儀禮經傳通解 의 편장배치에 대한 연구로 정경희, 1998 朱子禮學의 變化와 儀禮經傳通解  震檀學報  

86, 震檀學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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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次 순서를 활용하면서 유형화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석정은 편들의 編次에서만 儀禮經傳通解 와 달리한 것은 아니다. 최석정은 대학 과 중

용 의 세부 편차에서도 朱熹의 장구체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대학 의 경우 經과 傳의 체
제를 따르면서도, ‘釋本末’章을 ‘釋止於至善’章에 붙여 전체 10節로 나누어 놓았고, 중용 의 경우
도 전체 경문을 9節로 나누어 놓았다. 또한 최석정은 孝經 을 文體가 禮記 와 같은 부류라고 
보고 學禮 속에 편입시켜놓았는데, 이 孝經 의 뒤에 祭義 와 內則 의 일부 조목들을 함께 
수록하여 한 편으로 설정하였다. 

얼핏 보면 이러한 節 구성의 차이들은 崔錫鼎이 주희의 설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주희의 설에 입각하여 조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大學
의 ‘聽訟’章은 주희와 제자들 사이에서도 편장 분류에서 적절하게 배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다. 
崔錫鼎은 주희가 ‘釋本末’로 따로 독립시킨 이 장을 ‘止於至善’章에 붙여둠으로써 대학  전체가 
三綱領과 八條目의 순서로 짜이게 하고 있다. 

중용장구 의 편장 체제에서 33장에 대한 분류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1장이 중용  전체
의 體要가 된다는 점, 2~11장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首章의 의미를 밝힌 것이라는 점, ③ 12
장은 子思가 직접 首章의 “道不可須臾離”를 밝혔고, 19장까지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밝혔다는 
것, ④ 33장은 要約한 것 등으로 그 脈絡을 구분해놓고 있다. 崔錫鼎은 ① 通論(1장), ② 中庸이 
天命之性에 응한 것(2~11장), ③ 費隱이 道의 不可離에 상응함(12~15장), ④ 微顯이 ‘莫見乎隱’에 
상응함(16~19), ⑤ 修身治人이 ‘大本達道’에 상응함(20장), ⑥ 誠이 ‘致中和而位育’에 상응함(21~26
장), ⑦ 聖人의 道가 ‘修道之敎’에 상응함(27~29장, 32장), ⑧ 聖人의 德이 ‘率性之道’를 포괄함
(30~31장), ⑨ 道德之妙를 贊하고 天命之性을 극진히 나타냄(33장) 등으로 구분한다.19)19)崔錫鼎의 
분류는 전체적으로 統論(1장), 1장의 부연 설명(2~32장), 요약(33장)의 형태로 되어 있다. 崔錫鼎 
자신은 이러한 분류가 어떤 취지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주희의 중용장구  분류 그리고 
1장 첫머리에서 말한 “처음에 하나인 理를 말하고, 중간에 萬事로 나누어 놓고, 끝에 가서 다시 
하나인 리로 합해 놓았다(始言一理, 中散爲萬事, 末復合爲一理)”라고 해석하는 관점에 상응하는 
유형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희가 1장과 관련하여 20~32장이 어떤 의미脈絡에 있는지 설명하
지 않았던 부분을 좀더 명확히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주희는 孝經 이 효와 관련된 조목들이 湊合된 것임을 인정하면서,20)20) 禮記 에서 효를 말한 
것들은 孝經 과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는 後人이 효경 으로 聚集할 때   
禮記 를 미처 보지 못하였던 것이고, 祭義 의 일부 조목 등은 효경 에 합칠 수 있다는 견해

19) 禮記類編  中庸 의 조목 분류 참조.
20) 孝經刊誤 에서 朱熹는 孔子와 曾子의 문답 부분만 本文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傳記를 두서없이 끌어와 

이 본문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朱子全書  23책, 32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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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조한다.21)21)崔錫鼎이 孝經 을 禮記 에 편입시켜 祭義  등과 함께 배치한 것은 바로 주희
의 이러한 견해에 의거한 것이다. 

요컨대, 崔錫鼎의 禮記類編 은 朱熹의 여러 저작들에 산견되는 禮說을 참고하면서 禮記 를 
朱子學的 脈絡으로 재편한 것이다. 곧 외형적으로는 주희의 편장체제를 遵守하는 방식에서 벗어
나 있지만, 실은 주희의 편장 체제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주희의 여러 설들에 근거하여, 그에 
부합하는 경전의 편장 체제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朱子學的 경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은 永樂大全의 주자학 체제에 발견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보완하는 조선의 경학적 노력의 한 
면모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석정의 이러한 편차의 조정과 재배치 작업은 당시 謹守規矩的 학문방식이 대세를 
이루는 조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희의 저술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거나 또는 語孟精義 와 或問 을 같이 묶어 재편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주희의 설에 
근거하여 經文 자체를 재편하는 일은 遵守的 학자들에게 추진되기도 용납되기도 어려운 일이었
다. 최석정의 禮記類編 은 당시 朴世堂의 思때錄 과 더불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老少간 대
립의 한 쟁점이 되었다.22)22)弘文館의 건의로 肅宗으로부터 간행하도록 윤허를 받았지만, 결국 禮
記類編 은 당시 노론측이 주축이 된 학계의 비판을 받아 公刊되지 못하였다.

4. 논증과 재해석 : 禮記補註
肅宗에서 英祖에 이르는 3代에 걸쳐 老少의 대립 과정에서 始終 老論을 扶持하였던 金在魯는 

辛壬士禍(1721~2)로 잠시 실각, 蔚山에 유배되었을 때 5권으로 된 禮記補註 의 초고23)를23)완성
하였다. 禮記類編 이 당시 識者들에게 비판을 당하고 간행되지 못했던 것과 달리, 禮記補註
는 30권으로 재편되어 英祖의 지원 속에 간행되었다. 禮記補註 는 기본적으로 陳澔의 예기집
설 에 나타나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저술된 것이지만,24)24)체제는 앞의 두 저서와 달리 陳澔의 
禮記集說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25)25)다만 경문을 다 인용하지 않고, 주석을 가하는 부분의 

21) 祭義 를 孝經 과 연관시켜 말하는 것은 朱子語類  82-7 참조.
22) 明谷集  권 20, 因李觀命疏, 陳때辭職疏 (己丑 : 1708) 참조. 당시 弘文館에서 禮記類編 을 간행할 

것을 요청하여 숙종이 윤허하였으나, 李觀命 등 당시 여론이 聖賢의 설을 무함하는 점이 있다고 비판하
여 결국 간행되지 못하였다. 최석정은 疏에서 이관명의 비판에 대하여 철저하게 朱子學的 견지에서 저
술된 것임을 변론하고 있다.

23) 규장각 소장 필사본(奎2868)이 이 초고일 것으로 추정된다.
24) 禮記補註  跋文  참조.
25) 저자와 판본, 체제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봉규, 2008 禮記補註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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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頭와 末尾만 인용한 다음에 먼저 先儒의 주석을 인용하여 의미를 밝히고, 그 뒤에 ‘按’의 형태
로 자신의 견해를 부가하였다. 또한 대학 과 중용 에 대해서는 주희의 大學章句 와 中庸章
句 를 정설로 수용하여 따로 주석을 가하지 않았다.

禮記補註 에서 陳澔의 說을 검토할 때 참고하는 설은 鄭玄과 孔穎達의 注疏 이외에 孔子家
語 에 기술된 王肅의 說, 楊梧의 禮記注  등이 이용되며, 주희의 저작들은 朱子家禮 , 儀禮
經傳通解 , 朱子語類 , 그리고 문집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거로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權近의 
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金長生, 崔錫鼎, 李 光, 林泳, 徐志修 등 당대의 조선 학자들의 설
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예기보주 는 權近의 예기천견록 으로부터 이어지는 
조선의 朱子學的 경학연구방식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 특
징을 살펴보겠다.

1) 朱熹 설에 의거한 陳澔 설의 보완 

檀弓 上 (5)에 공자의 아들 白魚가 出母의 喪을 당하여 期年의 喪服을 하였던 반면, 子思의 
아들 子上(이름은 白이다)이 出母의 상을 당하였을 때 상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子思가 변
호하는 장면이 있다. 특히 이 장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白魚가 出母에 대하여 기년상을 하도
록 공자가 허락하였던 것에 있다. 왜냐하면 儀禮  ‘齊衰杖期’ 규정에 따르면 爲父後者는 出母에 
대하여 心喪을 할 뿐이기 때문이다. 陳澔는 이에 대하여 공자가 “道로서 禮를 헤아려 조정한 것
(以道揆禮, 而爲之隆殺)”이라고 해석한다. 陳澔는 爲父後者가 出母에 대하여 상복을 하지 않는다
는 喪服小記 (83)의 조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로 “尊祖敬宗, 家無二主”라는 朱熹의 발언을 인
용하고 있다. 곧 陳澔는 朱熹의 설에 의거하여 白魚가 出母를 위해 기년의 상복을 한 것은 특수
한 상황에서 행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權近은 白魚의 경우는 쫓겨난 어머니(出母), 子思의 경우는 재가한 어머니(嫁母), 자상의 경우
는 쫓겨나서 재가한 어머니(出而嫁者)의 경우로 서로 사정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喪服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恩義의 차이에 맞게 한 것으로 中道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러
나 權近이 추정하는 논거는 명확치 않다. 

金在魯는 禮記補註 에서 權近의 설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白魚가 기년의 상복을 한 것은 
時俗을 따른 것이며, 儀禮 에서 出母에 대한 복을 ‘齊衰杖期’로 규정한 것은 후세에 人情을 따
라서 제정된 것이라는, 그리고 상복을 하지 않은 子上의 경우가 正禮이고 상복을 한 白魚의 경
우는 變禮라는 주희의 발언26)을26)인용하여 陳澔의 설을 보완하고 있다. 주희는 “出母는 이미 선

서해제 Ⅹ, 평민사, 213-219면 참조.
26) 朱子語類  권87, 35-36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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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되어 그 神主가 선조의 사당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出母에게 상복을 
하지 않는 것이 禮이다”27)라고27)추론한다. 곧 김재로는 儀禮 의 出母를 위한 服制 규정 자체를 
人情에 따른 變禮로 간주하는 주자의 해석에 따라 白魚가 爲父後者로 出母에 대하여 상복을 한 
것은 變禮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陳氏禮記集說補正 에서 納蘭性德은 주희의 설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내고 자신의 스
승인 徐乾學이 讀禮通考 에서 제시한 발언을 지지한다. 徐乾學은 곧 儀禮 의 出母에 대한 喪
服 규정은 正禮이며, 단지 부친의 생존여부, 그리고 상주가 適子인지 또는 衆子인지의 여부에 따
라 齊衰杖期(父在適子衆子), 無服(父沒適子), 齊衰不杖期(父沒衆子) 등으로 구분된다고 이해한다. 
서건학은 주희의 주장이 父在父沒 여부와 長子衆子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개인적 추론에 의거한 
것으로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28)28) 

정약용은 檀弓箴誤 29)에서29)陳澔의 견해는 ‘爲父後者’의 개념에 대한 불명료한 이해로부터 초
래된 잘못된 설명이라고 비판한다. 정약용은 儀禮  喪服  ‘齊衰杖期’의 ‘出妻의 자식이 父後가 
된 경우 出母에 대해서는 상복을 하지 않는다(出妻之子爲父後子, 則爲出母無服’)는 조항의 孔穎達 
疏에 “父後가 된 자는 부친이 별세한 뒤에 적자로 承重한 자이다(爲父後者, 謂父沒, 適子承重)라
고 한 말을 근거로 ‘父後가 되는 것은 父가 별세한 이후이며, 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父後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약용은 爲父後者가 出母를 위해 喪服을 
하지 않는 것은 상복을 할 경우 祭祀를 지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喪服小記 (83)의 조항을 논거
로 활용하면서,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父後가 아니고, 자연히 제사를 주관할 의무도 없기 때문
에 出母에 대하여 당연히 喪服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檀弓 上 (5)의 경문은 백어가 
기년의 상복을 한 것을 變禮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子上에게 기년의 상복을 하도록 허
락해야 하는데 子思가 허락하지 않아 出母에 대한 상복을 못하게 한 것이 잘못된 일임을 지적하
는 脈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陳氏禮記集說補正 에서 인용한 徐乾學의 설이나 정약용의 해석은 陳澔 등 주희의 설에 의거
한 朱子學的 해석과 상반되는 입장으로, 漢學的 論證을 통해 朱子學的 경학론을 비판하는 한 脈
絡을 보여준다. 반면 김재로의 경우는 朱子語類 의 주희 발언을 논거로 제시하여 陳澔가 다소 
모호하게 의거하는 주자학적 맥락을 한층 명확히 밝혀주는 형태로 주석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27) 朱子語類  권87, 36項 : 出母旣得罪於祖, 則不得入祖廟, 不喪出母, 禮也.
28) 陳氏禮記集說補正  권3, 檀弓 上 , ‘子上之母四’ 부분 주석 참조; 徐乾學, 讀禮通考 , 권8, 齊衰杖期 

: 出妻之子爲母  부분 참조.
29) 與猶堂全書  12책, 喪禮外篇·檀弓箴誤  506쪽, ‘子上之母死而不喪’ 조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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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禮 와 朱子語類 에 의거한 陳澔 설의 수정

檀弓 上 (67)의 “증자(曾子)가 위(衛)나라 부하(負夏)씨에게 조문을 갔다. 상주가 견전(遣奠)
을 걷고 조전(祖奠)을 진설하고서 상여를 밀어 되돌리고 부인을 내려오게 한 뒤 조문의 예를 행
하였다.(曾子弔於負夏, 主人旣祖, 塡池, 推柩而反之, 降婦人而后行禮 : 진호의 설에 따른 해석임)” 
가운데 ‘塡池’의 의미에 대하여 ① “遣奠을 거두고 祖奠을 陳設하는 것(徹遣奠設祖奠也 : 鄭玄, 
孔穎達), ② 殯의 坎을 메우는 것, 곧 池를 빈소에 시신을 안치하였던 구덩이[坎]로 이해하고, ‘塡
池’는 祖奠을 마치고, 그 구덩이를 메우는 것이라는 說(山바발氏), ③ 池를 집의 重 를 본 따서 
만든 상여[柩車]의 장식으로 이해하고, ‘塡池’는 이 상여 장식에 銅魚를 메달아 채우는 것으로 장
차 葬地로 출발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하는 설(廬陵胡氏) 등이 있다.30)30) 

陳澔는 기본적으로 ‘塡池’에 대하여 鄭玄과 孔穎達의 설에 따른다. 그러나 증자가 자신의 잘못
을 시인하고 변호하였다는 孔穎達이 해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유보한다. 禮記類編 에서
는 朱子語類 의 해석을 들어 池를 상여 장식으로 간주하고 鄭玄처럼 글자를 바꾸어 이해할 필
요가 없다고 본다. 禮記補註 에서는 池를 상여의 장식으로 간주하면서도 池를 상여에 설치하는 
것은 儀禮  旣夕禮 에 따를 때, 祖奠을 진설하기 전에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31)

31)‘조전을 마
쳤다(旣祖)’는 위 경문과 이어서 해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塡池’를 아래 문장과 
결부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곧 池의 장식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池를 塡塞하고 상여를 
밀어 되돌린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朱子語類 에서 朱熹가 이 장식은 殯車가 아닌 
葬車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32)은32)질문자가 殯車에 사용하는 것으로 질문한 것에 답하는 과
정에서 생긴 말이라고 본다. 요컨대 禮記類編 과 禮記補註 에서는 朱子語類 의 설과 儀禮  
旣夕禮 의 설에 근거하여 鄭玄과 孔穎達 그리고 陳澔의 설을 대체하고 있다.

3) 禮 와 禮經傳通解 에 의거한 陳澔 설의 수정

喪服小記 (21)에는 “세자가 처의 부모를 위해 상복을 할 때 降服을 하지 않는다. 세자가 처
를 위해 하는 상복은 대부의 적자와 같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陳澔는 “대부의 적자와 같다”
는 것을 적자가 사망하였을 때 大夫가 適子에 대하여 齊衰不杖期의 복을 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

30) 이상은 衛湜의 禮記集說 에 인용된 주석을 참조.
31) 池를 장식하는 절차가 언제 행해지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주석자마다 견해차이가 있다. 孔穎達은 장지로 

출발하기 전 날 저녁 遷祖의 奠을 올린 다음에 柩의 장식과 상여끈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禮記正義 ), 
吳澄은 士禮의 경우 池를 안착시키는 것은 祖奠을 마친 뒤 계단 사이에서 상여에 관을 실을 때 하는 것
으로(禮記纂言 )으로 해석하고 있다.

32) 朱子語類  권 87-81 : …… 問: “禮記: ‘主人旣祖, 塡池.’ 鄭氏作‘奠徹’, 恐只是‘塡池’是殯車所用者?” 曰: 
“如‘魚躍拂池’, 固是如此. 但見葬車用此, 恐殯車不用此, 此處亦有疑.” …… (6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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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였다. 陳澔의 이러한 해석에는 처의 부모에 대해서는 妻를 배려하여 降服하지 않지만, 
妻에 대해서는 世子라는 지위 때문에 복을 낮춘다는 생각이 들어 있다. 따라서 陳澔는 ‘世子’에 
대하여 주석에서 “天子와 諸侯의 適子로 세대를 전하는 자(天子諸侯之適子傳世者)”라고 그 지위
의 특별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權近은 喪服小記 의 이 經文이 世子가 아내를 위해 하는 복(服)과 대부의 적자가 아
내를 위해 하는 복이 같음을 말한 것이며, 세자의 신분 때문에 그 아내를 위한 상복에 강복(降
服)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33)33)곧 世子의 신분에 있더라도 아버지가 생존해 있
을 때 처가 사망하여 상복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적자가 자신의 처를 위해 복을 
하는 일반적 경우와 같이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 것이다. 

예기보주 는 이 權近의 설을 수용하고, 鄭玄과 孔穎達의 注疏, 그리고 朱熹의 설을 논거로 
제시한다. 鄭玄과 孔穎達은 儀禮  喪服 의 經文에서 ‘大夫之適子’가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복소기 에서 논거로 사용한 것이며, 대부보다 높은 신분 곧 천자와 제후의 적자라고 해도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처를 위해 상복하는 경우 齊衰不杖期를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에 경문
의 주안점이 있다고 보았다. 禮記補註 에서 金在魯는 이 注疏의 說과 더불어 朱熹가 儀禮經傳
通解 에서 “대부의 적자가 처를 위해 한다”는 조항 아래에 상복소기 의 이 조목을 소속시킨 것
을 들어서 陳澔의 설이 맞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는 儀禮  喪服 에서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처를 위해 부장기의 복을 하는 것(父在爲妻不杖)”의 항목에서 단지 대부의 적자가 처를 위해 
하는 것만 말한 것은 대부 이상의 높은 신분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嫡婦를 위해 主喪하기 때문
에 適子는 감히 지팡이를 짚지 못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며, 곧 신분의 上下에 상관없이 행하는 
通禮임을 밝히기 위한 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金在魯는 이러한 취지에서 權近의 설이 합당하
다고 지지한다.34)34)

4) 조선  문제의식

앞서 살펴보았듯이, 權近은 대체로 陳澔의 설을 수용하고 나아가 주자학의 견지에서 陳澔의 
설을 보완한다. 그러나 때로는 역시 朱子學的 견지에서 陳澔의 설을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
우 조선에서 경험하는 정치적 문제의식이 반영되기도 한다. 가령 禮運 의 “그러므로 임금은 본
받음을 받는 자이지 다른 사람을 본받는 자가 아니다……그러므로 임금이 다른 사람을 본받으면 
허물이 있게 되고……그러므로 백성들은 임금을 본받아 자신을 다스린다.(故君者, 所明也, 非明
人者也……故君明人則有過……故百姓則君以自治也)”의 ‘明’에 대하여 鄭玄은 ‘尊’의 뜻으로 해석하
33) 禮記淺見錄  권 13, 喪服小記  20 : “近按, 此言世子爲妻之服與大夫適子之爲妻同也, 不以世子之貴而降

其妻也.”
34) 禮記補註  喪服小記  ‘其爲妻(止)適子同’ 조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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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則君’도 ‘明君’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陳澔는 반대로 ‘則君’에 맞추어 ‘明’은 ‘則’字로 되어
야 한다고 보고 ‘본받는다(則 )’의 뜻으로 해석한다. 陳澔는 “임금이란 몸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아 신하와 백성들의 본받는 바가 되는 자이지, 다른 사람을 본받는 자가 아니다……임금이 다
른 사람을 본받으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취하여 본받을 바가 되기에 부족하고 도리어 다른 사
람을 취하여 본받는 것이니 허물이 없는 곳에 서는 것이 아니게 된다……오직 백성들이 임금을 
본받아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니, 이른바 ‘문왕과 무왕이 흥기하자 백성들이 善을 좋아하였다’는 
것이다.”35)라는35)취지로 해석한다. 陳澔의 해석 속에는 군주가 ‘正身脩 ’을 통해 백성들에게 모범
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修身을 우선시하는 朱子學的 유학론이 반영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權近은 군주의 지위가 존귀하더라도 賢者에 대하여 군주가 응당 모델로 삼아 본받고, 
예로서 대우하고, 높여서 받들어야한다고 본다. 權近은 이 경문이 현실의 군주에게 자만하여 자
신을 주장하고 간언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는 마음을 열어줄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다. 따라서 그는 이 경문이 공자의 말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곧 權近은 군주가 모범이 되어 백
성이 본받는다는 陳澔의 소극적 군주수신론의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賢者에 대하여 군주
가 본받고 받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적극적인 立賢共治的 修身論의 측면에서 이 경문이 현실의 
군주에게 자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을 염려한다. 

정도전이 조선 초기 법제를 정비하면서 역점을 둔 것 중 하나는 바로 諫官制度였다. 정도전
은 다른 직책들이 모두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한 업무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간관만은 특정한 업
무에 얽매임 없이 재상과 마찬가지로 天下의 得失, 生民의 利害, 社稷의 大計를 염려하면서 天子
와 是非를 따질 수 있는 지위로 배치하였다.36)36)정도전이 經濟文鑑 을 저술하면서 國制를 설계
할 때, 權近은 함께 중국 간관제도의 沿革을 考究한 바 있고, 또 太宗에게 卞季良, 張贇 등과 송
대의 諫官 제도를 조사하여 經濟文鑑 과 함께 보고한 바 있다. 權近은 보고에서 간관의 諫言이 
비록 과격하고 지나치더라도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37)37)따라서 權近이 위 禮運 의 경
문에 대하여 군주에게 독선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군주는 賢者에 대하여 ‘則法尊事’해
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자의 발언이 아니라고 본 것은 조선초기 국제의 수립과 관련한 조선 지식
인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權近의 이 주석은 禮記補註 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禮記補註 에서는 朱子語類 에서 ‘則君’
의 ‘則’字가 ‘明’字가 되어야 한다는 鄭玄의 설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孔子家語 에서 ‘明君’으로 
된 것을 사례로 들고 있어 그 논거를 보강하고 있다. 金在魯는 ‘明’字가 ‘則’字로 되어야 한다는 
35) “君者, 正身脩 , 而爲臣民之所則 者也, 非則 人者也……君而則人, 則是身不足以爲人所取則, 而反取則

於人, 非立於無過之地者矣……惟百姓者則君, 以自治其身, 所謂文武興, 則民好善也.”
36) 鄭道傳, 三峰集  권 6, 經濟文鑑  諫官  참조.
37) 陽村集  권 32, 論臺職任啓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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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澔의 주석이 孔子家語 에 대한 王肅의 註와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金在魯는 곧 權近의 설을 
수용하면서 朱子語類  등의 설을 통해 그 논지를 보강하는 형태로 주석을 가하면서, 陳澔의 설
이 왕숙의 설에 기인하였음을 밝히주고 있다. 

曲禮(58)에 “대부(大夫)와 사(士)가 군주의 문을 출입할 때 문 말뚝[ ]38)의38)오른쪽을 통해서 
출입한다(大夫士出入君門, 由 右)”라고 하였고, 玉藻 (114)에 “공적인 일이라면 문 말뚝[ ]의 
서쪽으로 들어가고, 사적인 일이라면 문 말뚝의 동쪽으로 들어간다(公事自 西, 私事自 東)”고 
하였다. 玉藻 의 말은 타국의 관리가 聘問을 와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대국의 군주
를 만날 때는 자신의 군주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문 말뚝의 서쪽을 이용하지만, 사적인 일로 상
대국의 군주나 관료를 만날 때 문 말뚝의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陳澔는 사적인 일에 
문 말뚝의 동쪽을 이용하는 것은 곡례 의 구절과 마찬가지로 “신하로서 군주를 따르는(以臣從
君)” 의미라고 해석한다. 孔穎達 疏에 “신하의 예를 따르는 것으로 장차 군주의 신하가 될 것임
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陳澔의 해석은 이 설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權近은 곡례 의 구절이 군주를 뒤따르는 경우만이 아니라 군주의 문을 出入하는 일
반적 常禮를 말하는 것이고, 곡례 와 옥조 의 구절 모두 군주가 다니는 길을 피해서 출입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곡례 의 “문 말뚝의 오른쪽”은 군주가 다니는 동쪽을 피해서 
서쪽으로 다니는 것을 말하고, 옥조 의 “문 말뚝의 동쪽”은 자신의 군주가 타국에 빙문하였을 
경우 다닐 문 말뚝의 서쪽을 피해서 동쪽으로 다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문 말뚝의 오른쪽”을 문 안에서 주인이 남쪽을 향했을 때를 상정하여 서쪽이 된다는 
것은 경전 상의 전거가 없다. 진혜전은 또한 자신의 군주를 피해서 서쪽으로 드나들게 되면 그
것은 자신을 주인에 대하여 臣이 아닌 賓의 지위로 자처하는 혐의를 가지게 되어 문제된다고 지
적한다.39)

39)權近의 해석은 경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기보주 에서는 權近의 이 해석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수용한다. 곧 陳澔의 설이  

곡례 와 옥조 의 경문 모두 신하로서 군주를 따르는 예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 유의미성이 
있지만, 權近의 설 역시 신하가 자신의 나라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군주가 다니는 “문 말뚝의 
동쪽”을 피해서 문 말뚝의 서쪽으로 다니고, 타국에 있을 때에도 역시 자신의 군주가 다니는 “문 
말뚝의 서쪽”을 피해 동쪽으로 다닌다는 脈絡에서 보면, 그 유의미성이 있다고 본다.40)40) 

예기보주 의 이러한 해석 역시 경전적 전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權近과 金在魯의 

38) 얼( ) : 문말뚝. 문에 세운 작은 말뚝으로 궐( )이라고도 한다. 儀禮  士冠禮 의 ‘ 西’에 대한 疏에
서 賈公彦은 문에 동서로 두개의 이 있다고 하였다. 즉 문에는 서쪽 얼의 서쪽[ 西], 동쪽 얼의 동쪽
[ 東], 양쪽 얼 사이의 중간[中門]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三禮辭典 (錢玄錢興奇 編, 江蘇古籍, 
1993), 1220쪽, ‘ ’ 참조.

39) 五禮通考  卷231, ‘賓出入公門’ 부분 참조.
40) 禮記補註  玉藻 (99) ‘入自 東, 從臣禮也’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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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서 하나의 일관된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타국에서 “문 말뚝의 동쪽”으로 출입하
는 것과 관련하여 타국의 군주에 대하여 “신하로서 따르는” 예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을 피하려는 것이다. 곧 자국의 군주에 대한 신하일 뿐 타국의 군주에 대하여 신하의 예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반영하여 경문을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明으로 사신을 가서 교
류할 때 朝鮮 관료들이 내면에 지녔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 맺음말 : 朱子學的 經學論의 맥락
權近의 禮記淺見錄 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시대 禮記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

는 예기 의 조항들을 주희가 經과 傳의 체제로 분류한 방식, 그리고 공부론이나 성리설을 활용
하여 편장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희의 여러 저술들에 나타난 예학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활용하여 진호가 미흡하게 드러냈거나 또는 잘못 드러낸 주희의 견해를 바로잡고, 나아
가 주자학의 이념에 입각하여 예기 의 내용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전자는 禮記類編 에 이르러 주희의 의례경전통해 의 편장 체제를 활용하면서 좀더 대담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최석정은 家禮, 學禮, 邦國禮 등 기본적 편차 구성과 예기  각 편들의 재
배치에서, 그리고 대학 과 중용 의 편장 분류에서 주희의 설을 따르면서도 일정 부분 달리하
였고, 심지어 孝經 을 禮記 에 편입시켜 學禮의 일부로 재배치하였다. 이러한 편장의 유형화
는 근본적으로 陳澔가 朱子學的 脈絡에서 禮記 를 주석하면서도 편장 체제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보완해내려는 의도에서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주희의 편장체제와 다른 것이기는 해
도 근본적으로는 朱子學的 脈絡에서 禮記  49편의 항목들을 유형화하여 체계지우려는 일종의 
朱子學的 경학론이라고 할 수 있다.

禮記類編 에서도 이미 나타나지만, 禮記補註 에는 文集과 語類, 儀禮經傳通解 와 儀禮經
傳通解續  등 주희와 그 후예들의 전 저작을 통해 주희의 예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禮記
集說 의 주석들에 불분명하게 나타난 朱子學的 脈絡을 명확히 드러내려는 작업이 전면적으로 제
시된다. 禮記補註 에서는 특히 權近이 禮記淺見錄 에서 제시하였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朱子學的 견지에서 해석된 내용들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
하였지만, 金長生을 비롯한 조선의 先世와 同世 학자들의 설도 상당히 수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도 기본적으로 주자학의 脈絡에서 수용되거나 조정되고 있다. 

陳澔의 禮記集說 이 禮記大全 에 편입된 이후 중국경학사에서 진호의 체제를 극복하는 것
은 하나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청대 漢學이 성장하면서 진호의 주석은 소략하고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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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訓 의 전형으로 비판되었고, 그 결과 陳氏禮記集說補正 , 禮記義疏  등이 배출되었지만, 
朱子學的 脈絡에서 陳澔의 禮記集說 을 보완하는 방향이 아니라, 漢宋兼采的 관점에서 주자학
적 틀을 상대화시켜가는 방식이었다. 그러한 방향은 청조 황제측의 理學 억제 정책 속에서 漢學
的 經學이 성행하는 乾嘉學派의 활동 시기에 이르면 이른바 ‘以禮代理’的 禮學論으로 전화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경학적 흐름과 대비해볼 때 禮記補註 는 동아시아에서 禮記 에 
대한 理學的, 또는 사대부의 정치론에 입각한 朱子學的 註釋의 정점에 있는 저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은 동아시아 諸國 가운데 諫爭制度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정치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거기에는 조선 초기 國制의 수립과정에서 臺諫의 직제를 재상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상에 두어야 한다는 정도전과 權近의 견해가 기여하고 있다. 諫爭을 통한 言路의 開放을 중시
하는 것은 古來로 儒學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주자학에서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
례가 보여주듯이 權近은 陳澔보다 더 분명하게 간쟁의 중요함을 부각시켰고, 金在魯 역시 그러
한 立賢共治的 정치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權近의 臺諫論을 禮記補註 에서 그대로 수용하
였다. 이는 理學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하려는 입장에서 陳澔의 禮記集說 에 대하여 보완하는 
조선 주자학자들의 한 특징이며, 淸朝의 ‘以禮代理’的 경학론과 대비된다.

이외에도 종법의 운영이나 상복 제도 등 일상사에서도 조선의 사회상을 반영한 주석들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예기 에 대한 경학적 연구에서 조
선의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밝히는 것은 향후의 또 다른 숙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禮記淺見錄, 禮記類編, 禮記補註, 朱子學的 經學, 漢學的 經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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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41)

A Feature of the Study of Liji(禮記) through Joseon Period : 
Neo Confucian Study of Confucian Classics

Lee, Bongkyoo
Lijiqianjianlu(禮記淺見錄) by Kwon-Keun(權近) had an effect on the study of Liji 

twofold through Joseon period. One is in relation to rearranging the body of Liji(禮
記) in the context of Neo-Confucian idea, especially making a full use of the 
precedent by Zhuxi such as the rearranging the sentences in Liji(禮記) in the context 
of Jing(經)-Zhuan(傳), Cultivation(功)-Fruits(效), etc. Lijileibian(禮記類編) by 
Choi-Seokjeong(崔錫鼎) shows a typical case in this aspect, in which the writer 
rearranged progressively the sentences and the chapters of Liji(禮記)  following 
Zhuxi's idea in Yilijingzhuantongjie(儀禮經傳通解). The other is in relation to revise 
and give a supplement on the obscure annotations by Chenhao(陳澔) making a full 
use of the ideas on Liji(禮記) which Zhuxi(朱熹) mentioned in his writings. Lijifuzhu
(禮記補註) by Kim-Jaero shows a typical accomplishment from the aspect of the 
latter, in which the writer reinterpreted the contents of Liji(禮記) successively in the 
context of Neo-Confucian theory of Li(禮) based on Zhuxi's idea.

The way of reading of Liji developed through Lijiqianjianlu(禮記淺見錄), Lijileibian
(禮記類編), and Lijifuzhu(禮記補註) had a main stream in the study of Liji(禮記) 
through Joseon period. We can identify this tendency as Neo-Confucian study of 
Confucian Classics(朱子學的 經學) sharply contrasted with the textual research of 
Confucian Classics(漢學的 經學) developed through Qing Dynasty. We can find that 
the former tendency was prevalent in Joseon under the political environment that 
confucian intellectuals can assist confucian ideal against the private will of king 
toward power, while the latter tendency was developed by the group of confucian 
intellectuals who was confined to study Confucian Classics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intention of king, that is  in harmony with the will of king to suppress the 
justifiable route to resist against despotic ruling. 
Key Words : Lijiqianjianlu, Lijileibian, Lijifuzhu, Neo-Confucian study of Confucian 

Classics, the textual research of Confucian Classics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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