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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응수의 ｢사례편람변의｣는 뺷사례편람뺸의 교정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재 사후 문인들은 스승의 유고인 ｢사례편람｣을 간행하기 위해 초본을 작성하
고, 부첨작업을 통해 교정을 진행하였다. 양응수는 한경양의 초본을 읽고 ｢사례편람변의｣를 저술
했는데, 형식상의 문제 뿐 아니라 이재의 예설 여부, 의리와의 상충 문제, 선유설에 대한 고증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사례편람변의｣에 대해 한경양, 박성원이 비판을 제기하였고, 양응수는 ｢再｣를 통해 반박하면
서 이재 문인들 간의 예설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예설논쟁에서 양응수는 師說에 대한 일
방적인 추숭이 아닌 비판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스승의 예설이라도 의리에 어
긋날 때는 반드시 수정해야 하고, 그것이 ‘舍己從人’하는 선생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반면, 박성원과 한경양은 師說이라는 근거를 강조하면서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
다. 또한 양응수는 스승의 글이라는 근거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글의 문맥을 제대로 파
악해야 하고 스승의 질병 이후 기록이라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재의 문인들은 스승의 예설을 통합하여 이재 예학의 定論으로서, 뺷사례편람뺸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뺷사례편람뺸의 교정 과정은 의리의 모순, 기억의 충돌, 해석의 차이라는 여러 문제
들에 직면하였다. 문인들은 자신들의 예설논쟁을 통해 이재 예학의 정설을 ‘만들어’가야 했고, 뺷사
례편람뺸에 수록함으로써 이재의 정설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뺷사례편람뺸은 이러한 논쟁의 결과물
인 만큼, 문인들의 예설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양응수, 박성원, 한경양, 사례편람변의, 사례편람,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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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白水 楊應秀(1700-1767)는 陶菴 李縡(1680-1746)의 문인으로, 스승의 遺稿인 뺷四
禮便覽뺸 간행을 위한 교정 과정에서 ｢四禮便覽辨疑｣를 저술하였다. 양응수의 본관
은 南原, 字는 季達로서, 전라도 순창 출신의 학자이다. 그는 38세에 이재의 문하
에 들어가 노론 洛論의 학맥을 계승하였다. 양응수는 이재 문인을 대표하는 학자
1)

로서 두각을 나타냈고, 스승 사후 그 묘소를 지키며 1년간 居喪하였다.

1)

그는 이

재의 遺稿 간행에 적극 참여하여 뺷朱子語類抄節뺸을 교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문
인 謙齋 朴聖源(士洙, 1697-1767), 大齋 兪彦鏶(士精, 1714-1783)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四禮便覽辨疑｣는 뺷사례편람뺸의 교정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저술로서, 뺷사례
편람뺸의 성격을 재평가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양응수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의 저술인 ｢四禮便覽辨疑｣는 주목받지 못했
다.2)2)이것은 조선의 대표적인 예서로 인식되는 뺷사례편람뺸에 대한 연구 역시 미진
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뺷四禮便覽뺸은 전통적 관혼상제의 전형으로서, 조선시대 의례의 실제를 분석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되었다.3)3)그러나 그 유명세에 비해 뺷사례편람뺸 자체가 갖는 성격
과 의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뺷사례편람뺸은 실용성을 강조하는
4)

예서라는 일반적인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4)

한편 현실을 무시하고 예의 원칙만

1) 김윤정, 2013a ｢18세기 師服의 성격과 실제: 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 뺷국학연구뺸 63.
2) 양응수 관련 연구현황은 위의 논문, 466-467면 참조.
3) 장철수, 1973 ｢中國儀禮가 韓國儀禮生活에 미친 영향-｢朱子家禮｣와 ｢四禮便覽｣의 喪禮를
중심으로｣, 뺷한국문화인류학뺸 6; 최재석, 1983 ｢朝鮮時代의 有服親; 經國大典과 四禮便覽
의 比較分析-｣, 뺷사학연구뺸 36; 이길표, 김인옥, 2001 ｢뺷朱子家禮뺸와 뺷四禮便覽뺸에 나타난
祭禮의 문헌적 비교 고찰｣, 뺷생활문화연구뺸 15; 문영표, 2004 ｢사례편람과 거가잡복고의
복식연구: 관례와 혼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이문주, 2010 ｢뺷주자가례뺸의 조선 시행과정과 가례주석서에 대한 연구｣, 뺷유교문화연구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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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노론의 예서라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뺷사례편람뺸의 凡例를 위주로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성격을 규정한 것
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뺷사례편람뺸의 ‘按說’을 보다 구체적으로
6)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6)

뺷사례편람뺸의 간행 과정 속에서 ‘按說’의 의미를 파

악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뺷사례편람뺸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간행과정이 구체적으로 연
구되어야 한다. 뺷사례편람뺸은 1746년 이재가 저술한 이후로 조선후기 行禮의 기준
이 되었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뺷사례편람뺸의 간행은 그로부터 100여년
후인 1844년에야 이루어졌다. 그 전까지 뺷사례편람뺸은 필사본의 형태로 문인들 사
이에서 활용되었고, 지속적인 교정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뺷사례편람뺸의 대표
성은 19세기 간행 이후에야 가능했으며, 폭발적인 파급력은 1900년 黃泌秀, 池松旭
이 뺷증보사례편람뺸을 방각본으로 유통시키는 20세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사례편람변의｣를 분석하여 뺷사례편람뺸이라는 예서의 성격에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뺷사례편람뺸 간행과정에서 ｢사례편람변의｣가 저술되는 배경
을 설명하고, ｢사례편람변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
편람변의｣의 주장이 무엇이고, 뺷사례편람뺸 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례편람변의｣로 촉발된 이재 문인들 간의 예설논쟁을 정
리하였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뺷사례편람뺸 예설의 의미와 더불어 18세기 조선사회
가 당면한 예학적 담론들을 규명해볼 수 있다.
양응수의 ｢사례편람변의｣에는 뺷사례편람뺸의 구체적인 교정내용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이재 문인들 간의 치열한 예설논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 사후 뺷사
례편람뺸의 간행작업은 단순한 교정이 아닌 적극적인 산삭과 보입으로 진행되었고,
문인들에 의해 이재의 定說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뺷사례편람뺸 교정
에 참여한 문인들은 거질의 예서 편찬을 통해 18세기 조선 예학의 축적적 발전을
5) 이승연, 1999 ｢조선조 예학사에 있어서「四禮便覽｣의 위치｣, 뺷동양예학뺸 3.
6) 김윤정, 2011 ｢18세기 禮學 연구: 洛論의 禮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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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도하고 있었다.

7)

․

뺷사례편람뺸은 이들의 논쟁을 거치며 간행된 만큼, 18세기 다양

한 예설 담론과 예학의 발전적 전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四禮便覽辨疑｣의 저술과 내용
1) 뺷四禮便覽뺸 간행과 ｢四禮便覽辨疑｣
8)

｢사례편람｣ 은8)이재가 사망하는 해인 1746년 2월에 편찬되었다. 이전부터 저술
이 진행되어 1743년에 梨湖 金時鐸(1713-1751)과 ｢사례편람｣의 修潤에 대하여 상
9)

의하였고,

9)

1744년 閒靜堂 宋文欽(1710-1752)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사례편람｣을
10)

완성하면 그에게 보내서 의논하기로 하였다.

이재의 喪禮가 ｢사례편람｣에 의거

10)

하여 진행되었다는 鹿門 任聖周(1711-1788)의 글을 통해서도 이재가 생전에 저술
11)11)

한 ｢사례편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재 사후 문인들은 先師의 유고를 교정하면서 간행을 준비하였는데, ｢사례편람｣
은 三遇堂 韓敬養(士涵, 1719-1774)이 전담하였다. 1754년 2월, 이재 사망 후 8년
이 되는 시점에 비로소 초본이 완성되었다. 이후 문인들의 付籤 작업을 거치게 되
는데, 박성원과 유언집을 중심으로 초본의 검토와 교정이 진행되었다. 유언집이 양
응수에게 토론을 부탁하면서, 양응수가 한경양의 초본을 읽고 ｢사례편람변의｣를
12)12)

저술하게 되었다.

7) 18세기 예학의 흐름은 다음 논문들을 참고한다. 김윤정, 2011 앞의 논문; 남재주, 2012 ｢조
선후기 예학의 지역적 전개 양상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동우, 2013 ｢朝鮮時
代 뺷家禮뺸 硏究의 進展｣, 뺷태동고전연구뺸 31.
8) 1844년 목판으로 간행된 뺷사례편람뺸과 구분하기 위해 교정단계의 ｢사례편람｣은 홑낫표로
표시하였다.
9) 뺷梨湖遺稿뺸 권1, ｢書․上陶菴先生【癸亥四月二十七日】｣ “便覽, 無間可詳證, 禮疑畢後, 方
可專事. … 附答書. … 便覽盡情修潤, 不必以草率了當爲心也.”
10) 뺷陶庵集뺸 권14, ｢書․答宋士行｣ “四禮便覽裒成後, 徐當送議.”
11) 뺷鹿門集뺸 권20, ｢雜著․險川禮說｣ “治喪, 一遵先生所著四禮便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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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응수는 ｢사례편람변의｣에서 ｢사례편람｣의 범례부터 관․혼․상․제례 전반에
13)

걸쳐 총 67조목을 비판하였다. “이 책의 大體는 매우 좋다.”고 하여

｢사례편람｣

13)

편찬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했으나 의심나는 부분을 명확히 수정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양응수는 한번 보고 의심이 생기는 것들을 기록했는데, 병
때문에 다시 검토하지는 못했음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박성원과 유언집이 자신의
견해를 채용하고, 뺷가례뺸 본문 및 沙溪 金長生(1548-1631)의 뺷家禮輯覽뺸과 뺷喪禮
14)14)

備要뺸를 자세히 살펴서 교정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박성원은 ｢사례편람변의｣에 첨지를 붙여 반비판하였고, 초본을 저술한 한경
양 역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양응수는 이들의 주장을 검토한 후 15조목의 ｢再｣
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는 박성원에게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
는 박성원이 자신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이므로 다시 보충하기 위해 ｢再｣를 저술
15)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응수는 박성원이 일방적으로 한경양을 지지한다고 생

15)

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견해라고 하면 한경양이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유언집이 문제를 제기하고 박성원이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박성
16)

원은 한경양과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므로 衆議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7)

박성원과 한경양은 사돈지간이자,

16)

예설을 공유하는 입장이었다. 양응수는 보다

17)

12)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盖秀之無似, 有何識見? 只感士精之不鄙而俾之討論.”
13)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竊詳此書大軆則甚好.”
14)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此是一見而起疑者也. 若再檢則宜有又可商量者, 而
病未及焉, 甚可恨也. 願朴兪二兄, 採用鄙說外, 又以家禮本文及輯覽及備要, 細加校準, 極意
修潤, 幸甚幸甚.”
15)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朴兄末端籤紙, 誨責深至, 不勝愧赧. 第審朴兄籤論, 全不識鄙意,
玆敢略陳愚衷如左.”
16)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然若使士涵, 知愚意之如此, 則必不從之. 須以士精之意, 從容設
難, 而朴兄從而贊之似好. 所患朴兄與士涵, 所謂二而一者也, 士涵旣不肯, 則朴兄恐無勸, 令
從衆之理, 奈何奈何?”
17) 족보에 따르면 박성원의 셋째아들 朴宗榦이 한경양의 맏형 韓正養의 딸과 혼인하였다.(뺷淸
州韓氏文靖公派譜뺸, 뺷淸州韓氏文靖公派譜뺸) 그러나 뺷蔭譜뺸에는 박종간의 아들 박준환(박
종간의 맏형 朴宗相에게 출계.)의 生外祖가 한경양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경우 박종간은
한경양의 딸과 혼인한 것으로 족보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

66

奎 章 閣 44

․

중립적인 유언집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유언집은 양응수의 行
狀을 써준 인물로서, 박성원과는 뺷예의유집뺸 편찬을 함께 했던 만큼 두 사람의 의
견조율에 앞장섰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759년 이재의 부인 남양홍씨의 삼년상을
18)18)

둘러싼 예설논쟁에서도 박성원과 양응수를 매개하는 역할을 다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재가 편찬한 ｢사례편람｣은 그 문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었다. 특히 뺷사례편람뺸의 ‘按說’은 이재의 예설로 간
19)

주되고 있지만,

문인들의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완성되었다. 한경양은 초본단계

19)

에서 이재 사후 남아있는 편지나 평소의 말씀들을 근거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안
설을 추가하였다. 이에 양응수는 ｢사례편람변의｣에서 안설의 근거를 묻고, 필요할
20)

경우 안설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1)

안설이 수정․보완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양응수의 비판에 따라

20)

문인들은 이재가 남긴 ｢사례편

21)

람｣을 미완성으로 인식하였고, 스승의 예설을 정리하여 定論으로서의 ｢사례편람｣
을 편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예설이 뺷사례편람뺸에 삽입되어 이재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가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경양, 박성원, 양응수의 예설 논쟁의
22)

결과가 그대로 간행본 뺷사례편람뺸에 반영되었는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2)

18) 김윤정, 2013b ｢謙齋 朴聖源의 禮學과 뺷禮疑類輯뺸의 성격｣, 뺷한국문화뺸 61, 110-113면.
19) 뺷四禮便覽뺸 권1, ｢四禮便覽凡例｣ “以愚見附論者，則又低一格雙書，加按字.” ; 뺷四禮便覽뺸
권8, ｢四禮便覽跋｣ “凡原書中雙書而不言出處者, 與雙書而加按字者, 爲先生定論也.”
20)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如不欲刪, 則以此答, 添入按說似好, 如何?”; 뺷白水
集뺸 권9, ｢雜著․再｣ “重喪未除而遭輕喪云云條按說, 士涵以爲先師之意, 則不必深辨, 而至
於朴兄之以自家所問答之書, 爲此按說之證者.”;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禫條, 行前喪禫
事於後喪禫前, 果有先生明訓, 則以此作按說, 入於補註下. 依朴兄說, 似好矣.”
21) 한경양초본과 비교하여 간행본 뺷사례편람뺸에서 추가․수정된 안설은 5건이다. <7, 26, 29,
45>번은 양응수의 비판에 따라 설명을 추가한 경우이고, <50>번은 양응수의 주장에 따라
안설이 수정된 경우이다. 한편 양응수가 안설을 보충․삭제하자고 제안한 경우는 7건인
데, <18, 28, 33, 49, 52, 66>번은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 <39>번은 이재의 예설이
아니므로 안설을 삭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설은 이재 사후 문인들의 검토를 거
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충되었고, 안설이 과연 이재의 예설인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
되었다. (<표 2>와 3장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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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서 논쟁이 계속되었던 만큼, 한경양과 양응수의 예설이 끝까지 대립하면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실제로 1758년 박성원이 편찬한 뺷禮
疑類輯뺸에는 간행본 뺷사례편람뺸과 다른 한경양초본의 내용이 ｢사례편람｣으로 인용
23)

되고 있었다.

이것은 박성원이 당시 인용한 ｢사례편람｣과 1844년 간행된 뺷사례

23)

편람뺸의 내용이 달랐고, 적어도 1758년까지 ｢사례편람｣은 한경양초본이었음을 의
미한다.
1754년 뺷사례편람뺸의 간행을 위한 일련의 교정작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간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는 이재의 문집 간행이 중단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19세기 이재의 손자인 華泉 李采(1745-1820)가 간행을
위해 다시 교정하면서, ｢사례편람변의｣의 내용이 뺷사례편람뺸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응수는 이재의 묘소곁에서 居喪하면서 이재 집안과 개인적인 유대를
쌓았고, 이재 집안 예설논쟁에서도 보다 후한 예를 강조했던 만큼 양응수의 예설
24)

이 이채에게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채를 중심으로 老洲 吳熙常

24)

(1763-1833), 擴齋 閔致福(1766-1814), 趙鎭球(1765-1815)등의 부첨 작업이 진행되
25)

었고,

1844년 당시 水原留守로 있던 이채의 아들 方野 李光正(1780-1849)에 의

25)

해 뺷사례편람뺸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22) 한경양의 초본과 박성원의 付籤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편람변의｣와 목판본 뺷사
례편람뺸을 통해 이들의 예설논쟁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경양의 초본은
｢사례편람변의｣에서 비판하기 위해 인용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박성원이 저술한
뺷예의유집뺸 또한 참고하였다.
23) 뺷禮疑類輯뺸 ｢昏變禮․廟見․舅姑已沒廟見之禮｣ “陶庵曰, 按, 朱子義起之論，是見祖廟之謂
也，非奠菜之謂也. 如蚤孤者, 取婦入門，不可不追伸饋奠之禮. 欲行此禮者，若幷奠於高祖
以下，則事涉拕長. 同見祖廟, 而只於禰龕奠以別饌, 雖似未安, 義各有主, 恐無嫌也.【四禮便
覽】”
24) 김윤정, 2013a 앞의 논문, 479면; 김윤정, 2013b 앞의 논문, 112면.
25) 뺷老洲集뺸 권8, ｢書․答閔元履｣ “日前拜李慶州丈, 見諭以四禮便覽方謀入刊, 而尙有未及梳
洗處, 欲須一二士友之見, 裁擇去取, 成就完本後始役, 當托老兄與國珍付籤, 要弟助其事, 意
甚勤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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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四禮便覽辨疑｣의 내용 분석

｢사례편람변의｣의 비판은 총 67조목으로 범례 3, 관례 15, 혼례 9, 상례 30, 제례
10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해 보면, 크게 1)형식상의 문제와 2)예론상의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형식상의 문제라면 1-1)문맥이 부정확한 경우, 1-2)제구․서식
이 누락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론상의 문제로는 2-1)이재의 예설이 아니고 의리
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경우, 2-2)선유설에 대한 고증과 첨삭의 문제를 비판한 경
우를 살펴볼 수 있다. 예론상의 문제는 ｢再｣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되는 사례
가 많았다.26)26)

<표 1> ｢사례편람변의｣ 조목 분류
범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조목수(再)

3(0)

15(2)

9(0)

30(12)

10(1)

형식비판(수정된 조목수)

3(3)

11(10)

3(3)

11(10)

5(2)

예론비판(수정된 조목수)

0(0)

4(2)

6(2)

19(6)

5(1)

형식상의 문제로서, 먼저 문맥이 부정확한 경우는 범례 1조목에 해당된다.(1-1)

한경양초본: (家禮, □是朱夫子酌古通今之制, 固當一一遵奉, 然其節目之間, 或不無疏
略處, 先儒多以未成書爲言. 故沙溪先生於喪祭禮, 祖述家禮, 參訂諸說, 作爲備要之
書.) 今亦依此例, 一以朱夫子本文爲主, 參之以古禮, 訂之以先儒禮說, 而添入冠昏二
儀, 合爲一書.
｢사례편람변의｣: (上同) 然其爲書, 猶有所未盡備者, 今一依其例, 以朱夫子本文爲主,
參之以古禮, 訂之以先儒禮說, 以補其闕略, 而又添入冠昏二儀, 合爲一書.
뺷사례편람뺸: (家禮, 則是…參證諸說…) 然其爲書, 猶有所未盡備者, 今一依其例, 以朱

夫子本文爲主, 參之以古禮, 訂之以先儒□說, 以補其闕略, 而又添入冠昏二儀, 合爲
一書.27)27)

26) <표 2> 참조. 이하 <>로 표시된 일련번호는 <표2>의 조목에 해당된다.
27) 한경양초본과 ｢사례편람변의｣․뺷사례편람뺸의 차이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한경양초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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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응수는 “뺷家禮뺸가 미완성이므로 沙溪先生이 뺷備要뺸를 지었다.”는 내용 아래
“그러나 그 책에도 오히려 다 갖추지 못한 바가 있”으므로 “그 빠진 것을 보충”한
다는 설명이 들어가야지만 ｢사례편람｣을 지은 뜻이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설
명이 없다면, 뺷비요뺸가 이미 갖추어졌는데, 쓸데없이 ｢편람｣을 저술한 셈이 된다는
28)

것이다.<1>

그의 주장은 실제 간행된 뺷사례편람뺸의 범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3

28)

글자의 출입이 있지만, 뺷備要뺸의 미진함을 언급하여 ｢便覽｣을 저술한 의미를 강조
하고 있다.
또한 뺷가례뺸의 내용이 지나치게 삭제되어 문맥이 부정확해지는 경우들을 지적
하였다. 첫째, ｢冠禮․冠｣의 “남자 나이 15세부터 20세까지 모두 관례를 치를 수
있다.” 註에서 뺷가례뺸의 溫公說을 축약하여 문리가 통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4=
再1> 둘째, ｢冠禮․冠｣의 “빈이 도착하면 주인은 맞이하여 들어가 당에 오른다.”
註에서 뺷가례뺸 본주의 일부를 삭제하고 뺷儀禮뺸｢士冠禮｣의 주를 첨입함으로써 뜻이
29)

와전되었다고 비판하였다.<9>

뺷가례뺸의 “뜰을 나누어 걸으며, 揖하고 사양하여

29)

계단에 이르고, 또 읍하고 사양”하는 과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에 간행본에는 양응수의 주장에 따라 뺷가례뺸 본주를 그대로 쓰고 ｢사관례｣ 주를
삭제하였다. 셋째, ｢喪禮․小祥｣ “練服을 진설한다.”의 按說에서 ‘葛과 布’라고 기
록하여, ‘絰은 葛로, 帶는 布로 만든 것’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음을 비
판하였다. 양응수는 이렇게 문리가 맞지 않는 기술은 선생의 필법이 아니라고 주
30)

장했다.<50>

이에 간행본 뺷사례편람뺸에는 양응수의 주장에 따라 ‘葛絰과 布帶’로

30)

수정되었다.

례편람변의｣와 뺷사례편람뺸의 글자 출입은 □로 표시하였다.
28)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愚按喪禮備要, 雖爲備要, 而猶或有所未盡處, 此便覽
之所以作也. … 若以此凡例之言觀之, 則備要固爲備要, 而便覽爲無端而作也. 其不爲病乎?”
29)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按家禮本註曰, 入門分庭而行, 揖讓而至階, 又揖讓而
升. 今此便覽, 則於行揖下, 添入士冠禮註, 而刪去本文. 讓下亦添入士冠禮註, 而本文又揖二
字亦刪去, 此其意以爲揖時無讓, 讓時無揖也, 其果然乎?”
30)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此所謂絰帶, 謂絰與帶, 而絰則用葛, 帶則用布, 而以
此按說觀之, 則有若絰與帶, 俱用葛或布者然, 文理未瑩, 可知非我先師筆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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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식과 제구의 누락 문제가 지적되었다.(1-2) 범례에서 諸具, 告祝狀
書之式, 圖式, 名義, 類會가 매 篇末에 부록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포함되
31)

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2, 3>

이 후 여러 조항에서 書式, 刻式 등이 빠

31)

져 있다고 비판하는 만큼, 한경양초본은 각종 서식과 제구가 누락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양응수 역시 초본이므로 아직 부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정본에는 갖추
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양응수는 ｢편람｣은 笏記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단명료해야하기 때문에 뺷가례뺸의 방식대로 본문에 기록해주는 편이 낫다고 보았
32)

다.

또한 제구에 수록되더라도 각 조마다 “제구를 보라.”는 주를 달아주어야 한

32)

33)33)

다고 주장했다.

비록 양응수의 제안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간행된 뺷사례편람뺸에는 서
34)

식과 제구 등이 편말이 아닌 條末에 부록되었다.

양응수가 살펴보기 편리해야

34)

한다는 ‘便覽’의 의미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편말에 부록되기로 하였던 서식과 제
구가 각 조로 옮겨지게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편 圖式은 뺷사례편람뺸의 편
35)

말에 부록되었는데, 이채의 아들인 이광문과 이광정이 붙인 것인 만큼

마지막

35)

간행 단계에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名義, 類會 등은 유실되었음이 뺷사
36)36)

례편람뺸 범례에 명시되었다.

31)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第六條. 家禮諸具之見載於本註者, 或欠詳備, 故別爲
蒐輯. 且採世俗之所遵行者, 以附於每編之末.’ 按, 每編之末, 未見諸具之附錄者, 何其言實相
違也.”; “‘第七條, 告祝狀書之式, 移錄於諸具中. 第八條. 圖式, 第九條, 名義, 第十條, 類會
一編云云.’ 幷同上.”
32)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竊意此是草本, 故告祝書式之類, 未及附錄於編末也.
其於正本則似備載也. 然愚意則便覽之爲書, 有同笏記, 欲使人開卷瞭然, 則凡告祝之類, 一依
家禮本文書之. 恐爲便當, 如何?”
33)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翣註, 亦皆不言其制, 何也? 豈以其言於諸具中故邪?
若然則各其本條下, 當以制見諸具中懸註也. 誌石及他告祝書式, 皆當然也.
34) 뺷四禮便覽뺸 권1, ｢四禮便覽凡例｣ “一. 家禮諸具之見載於本註者, 或欠詳備故別爲蒐輯, 且採
世俗之所遵行者, 以附於每條之下.”
35) 뺷四禮便覽뺸 권8, ｢四禮便覽跋｣ “華泉公之兩胤文簡公尙書君, 繼其未卒而修述之, 及鋟諸梓,
附以圖式, 卽又尙書君分司華都時也.”
36) 뺷四禮便覽뺸 권1, ｢四禮便覽凡例｣ “一. 世人多有行其禮而不知其義者，故博考諸書，詳其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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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론상의 문제로서, 먼저 이재의 예설이 아니고 의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살펴
볼 수 있다.(2-1) ｢昏禮․親迎｣의 “다음날 신랑은 가서 신부의 부모를 뵙는다.” 註
에서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이 절을 하면 꿇어않아 ‘扶之’하는데, 한경양초본에는
“‘扶’는 ‘扒’의 誤字로 ‘굽힌다[屈]’와 같고, 古文에서 ‘扒’는 ‘拜’와 통용된다.”고 하
였다. 이에 대해 양응수는 스승의 말씀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스승과의 문답을
근거로 ‘扶’는 ‘搊策’과 같은데, ‘두 손으로 부축하여 사양하는 뜻’이라고 주장하였
37)

고,<27>

뺷사례편람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37)

또한 ｢昏禮․親迎｣ ‘廟見’에서 한경양초본의 按說은 신부가 사당에서 시부모의
神位에만 奠菜를 행한다고 서술하였다. 뺷儀禮뺸｢士昏禮｣에 의거하여 시부모가 돌아
가신 경우 신부는 사당에서 시부모께만 푸성귀를 담아 제사지내는 奠菜를 행할 수
38)

있었다.

문제는 고례의 廟와 달리 고조이하의 신주를 함께 모신 사당에서 시부

38)

모께만 전채를 올리는 것이 미안하다는 점이었다. 한경양초본에는 “비록 미안한
듯하지만, 각각 주장하는 뜻이 있으므로 거리낄 것이 없다.”고 서술되었다. 그러나
양응수는 이러한 방식은 매우 미안한 것으로, 뺷가례뺸의 “신부가 시부모 보다 높은
분을 뵐 때 시부모를 뵙는 예와 같이 한다.”에 의거하여 사당 안 모든 신위에 전
채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39) 그 외 대공 이하의 상기를 사망한 날로부터
39)

義，以次於圖式.【今逸.】一. 便覽之作，蓋欲一開卷瞭然，而編帙尙多，倉卒之際考檢亦難, 故
別爲類會一編，比類相次,【如一事而異用，則註之曰某時如此某時如此之類.】以附編末.【今
逸.】”
37)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明日婿往見婦之父母註, 婦父迎送揖讓如客禮, 拜則
跪而扶之.【扶恐扒字之誤, 扒, 屈也. 扒與拜, 古文通用.】’ 按, 此雙註, 非先師之言也. 何者?
… 秀嘗以問于先生, 先生曰, 搊策, 恐是推兩手以辭之意, 然無明據, 不敢質言, 則其與此註
說, 大相不同也.”
38) 뺷儀禮注疏뺸 권6, 뺷士昏禮뺸 “若舅姑旣沒, 則婦入三月, 乃奠菜. 註, 奠菜, 以篚祭菜也. 盖用
菫.”
39)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廟見條, … 愚意此按說, 極涉未安, 夫廟見而行奠菜
禮, 象生時行奠贄幣也. 家禮婦見于諸尊長, 註云同居有尊於舅姑者, 則舅姑以婦見于其室, 如
見舅姑之禮. 以此推之, 則今於家廟同見祖, 而其禮不如見禰之禮, 可乎?”; 뺷사례편람뺸에는
한경양초본과 ｢사례편람변의｣의 비판을 절충하여 “조묘를 함께 뵙는데, 부모감실에만 전
을 올리는 것은 진실로 미안하고 고조이하에게 모두 전을 올리면 일이 너무 번거롭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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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문제와 改葬시 황토를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양응수는 스승의 예설이
아니고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 조목은 ｢再｣를 통해 다
시 치열하게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양응수는 선유설에 대한 고증과 첨삭의 문제를 비판하였다.(2-2) 뺷가
례뺸 및 김장생의 뺷喪禮備要뺸, 뺷家禮輯覽뺸과 다른 예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고증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뺷가례뺸의 내용을 지나치게 삭제하여 내용이 소
략해지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였다. ｢혼례․납폐｣의 뺷가례뺸 본주와 ｢제례․사당｣에
서 뺷가례뺸 부주의 주자설은 삭제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22, 59>. 또한 ｢관례․관｣
에서 ‘矡’를 ‘網巾’이라 하고 ‘掠’을 삭제한 것은 뺷가례집람뺸과 다르고 근거도 없다
는 점, ｢상례․습｣에서 뺷가례뺸나 뺷상례비요뺸와 달리 小衫을 언급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였다<7, 29>.
양응수는 ｢사례편람｣의 예설이 先儒說과 다를 경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
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뺷가례뺸나 뺷비요뺸를 따르는 것이 좋다
40)

고 생각했다.

｢상례․성복｣의 ‘心喪三年’에서 뺷가례뺸와 뺷비요뺸에 모두 실려 있는

40)

뺷禮記뺸｢檀弓｣설을 ｢편람｣에서만 삭제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비판하였다<36=再6>.
한경양은 ｢단궁｣의 “공자의 상에 문인들이 모두 首絰을 하고 외출하였다.”는 내용
은 지금 시행하는 바가 아니어서 삭제한다고 설명하였지만, 양응수는 뺷가례뺸와
뺷비요뺸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41)41)

문에 먼저 정침에 자리를 마련하여 돌아가신 시부모의 신주를 모셔내어 전채를 행하고
나서 뺷가례뺸에 따라 사당을 알현”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40)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襲條, 汗衫之爲中單, 觀古法之所引證, 果有明據. 但未知深衣之
有中單, 若分明, 則當從士涵之言, 不然則恐莫如依家禮備要之本文也. 如何?”
41)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心喪三年條, 檀弓說, 雖今時之所不行, 然家禮備要俱載, 而便覽
獨刪之, 似爲未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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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례편람변의｣의 내용 분석과 비교

1
凡例

2

3

4
冠禮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조목

비판 내용

분류

반영 여부 =再

1조

“뺷家禮뺸가 미완성이므로 沙溪先生이 뺷備要뺸를
지었다.”는 설명 아래 “그러나 그 책에도 오
히려 다 갖추지 못한 바가 있어 … 그 闕略을
보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便覽｣을
지은 뜻이 명확해짐.

1-1

3자의 出入이 있을 뿐 그대
로 반영.

6조

“諸具를 모아서 각 編의 마지막[每編之末]에
부록한다.”고 했는데, 누락.

1-2

‘每條之末’로 수정.

1-2

書式은 ‘每條之末’, 圖式은 ‘每
編之末’, 名義, 類會는 ‘今逸’
로 수정.

1-1

미반영. =再1
‘云云’ 첨입. 書式, 復書式 부
록.

7, 8, 9,
告祝狀書之式, 圖式, 名義, 類會가 누락.
10조
冠

‘男子年十五至二十皆可冠’ 註에서 뺷가례뺸의 溫
公說을 축약하여 문리가 통하지 않음을 비판.

冠

‘戒賓’ 註에서 뺷가례뺸 ‘初請之辭’와 書辭 삭제
비판.

1-2

冠

‘宿賓’ 註에서 뺷가례뺸의 書辭 삭제 비판.

1-2

‘云云’ 첨입. 書式, 復書式 부
록.

冠

‘厥明夙興陳冠服’ 註에서 矡를 網巾이라 하고
‘掠’을 삭제한 것은 뺷輯覽뺸설과 다르고 옳지
않음.

2-2

‘掠’이 들어가고 矡가 삭제됨.
按說로 수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밝힘.

冠

‘主人以下序立’ 註의 四䙆衫，勒帛，彩履에 주
석 필요, ‘禮生立於阼階西西向’의 출전을 의심
함.

1-2

諸具 부록. 禮生은 뺷家禮儀節
뺸을 인용.

冠

‘賓至主人迎入升堂’ 註에서 뺷가례뺸 본주의 일
부를 삭제하고 ｢사관례｣의 주를 첨입함으로써
뜻이 와전됨.

1-1

뺷가례뺸 본주를 그대로 쓰고
｢사관례｣ 주를 삭제.

冠

‘初加’ 註 ‘贊者取櫛掠’ 아래 세주로 ‘代以網巾’
이라 하여 矡와 掠이 혼동됨.

1-1

‘代以網巾’ 삭제.

冠

‘初加’ 註에서 뺷가례뺸의 ‘施掠’을 삭제한 것을
비판.

2-2

미반영.

冠

‘初加’ 註에서 ‘祝曰云云’ 보다는 뺷가례뺸처럼 본
문에 祝書式을 써주는 것이 ｢편람｣의 목적에
합당.

1-2

祝文式 부록.

冠

‘賓字冠者’ 註에서 뺷가례뺸의 “賓或別作辭, 命以
字之之意, 亦可.”를 삭제한 것을 비판.

1-2

祝辭式 부록.

冠

‘主人以冠者見于祠堂’ 註에서 뺷가례뺸의 告辭
삭제 비판.

1-2

告辭式 부록.

笄

‘戒賓宿賓’ 註에서 뺷가례뺸의 書辭 삭제 비판.

1-2

‘云云’ 첨입. 書式, 復書式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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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昏禮
20
21
22
23
24
25

26

27

28
喪禮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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笄

‘陳服’에 뺷가례뺸에 없는 ‘矡掠梳篦之類’를 보충
한 것을 비판, 부인은 冠에 대한 沙溪와 南溪
의 변설을 밝힐 것.

2-2

‘矡掠梳篦之類’이 ‘櫛’로 수정
됨. 변설은 미반영.

笄

‘賓如冠笄’에서 뺷가례뺸 본주의 祝辭 삭제 비판.

1-2

祝辭式 부록, ‘以俗語爲之’ 삭
제.

笄

편말의 “旣有冠字, 則不可髮上加冠, 依古禮用
纚包髮以承冠, 似當.”이라는 按說 앞에 먼저
부인의 冠制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비판.

2-2

미반영. =再2 단, 해당 안설
은 편말이 아닌 ‘賓爲將笄者’
조로 이동.

議昏

‘必先使媒氏往來通言’ 小註의 尤庵說은 ｢曲禮｣
說 아래 옮겨야함.

1-1

반영.

納采

‘夙興奉以告于祠堂’와 ‘遂奉書以告于祠堂’의 註
에서 祝辭, 告辭 삭제 비판.

1-2

祝辭式, 告辭式 부록.

納采

‘使者復命婿氏主人復以告于祠堂’ 註에 뺷家禮儀
節뺸의 告辭 누락 비판.

1-2

告辭式 부록.

納幣

‘納幣’에서 뺷가례뺸 本註 삭제 비판.

2-2

미반영.

納幣

뺷가례뺸 附註와 뺷輯覽뺸에 의거하여 請期를 보
충해야 함.

2-2

미반영.

親迎

‘主人告于祠堂’에서 ‘若宗子自昏則自告一段’ 삭
제 비판.

2-2

미반영.

親迎

‘婿出乘馬’ 註 ‘以燭前導’ 아래 뺷輯覽뺸과 뺷五禮
儀뺸에 의거하여 횃불의 숫자를 써야함.

2-2

미반영.

親迎

‘廟見’에서 舅姑사망시 신부가 사당의 禰龕에
만 奠菜를 올린다는 按說을 비판. 뺷家禮뺸 ‘婦
見于諸尊長’을 근거로 사당의 모든 신위에 예
를 행해야 함.

2-1

절충. 먼저 정침에서 고비에
게 전을 올리고 사당에서 고
조이하를 뵙는 것으로 수정
됨.

親迎

‘明日婿往見婦之父母’ 註 “婦父迎送揖讓如客禮,
拜則跪而扶之.”의 세주에서 ‘扶’를 ‘扒’의 誤字
라고 한 것은 이재의 말씀이 아니라고 비판.
스승과의 문답을 근거로 ‘두 손으로 부축하여
사양하는 뜻’이라고 봄.

2-1

반영. ‘恐是推兩手以辭之之意’
로 수정됨.

初終

‘疾病’에서 뺷儀節뺸을 인용한 뺷備要뺸의 補註를
삭제하고 뺷備要뺸에서 빼놓은 ｢士喪禮｣의 ‘男女
改服’을 보충한 것을 비판. 氣絶의 순간 개복
할 겨를이 없다고 봄. ‘易服’의 按說에 尤庵의
“期服의 초종때 白巾을 착용한다.”는 설을 보
충할 것을 제안.

襲

‘陳襲衣’에서 汗衫이 있는 데 또 小衫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비판.

襲

뺷가례뺸와 뺷비요뺸와 달리 습의를 배열하는 순
서를 ‘先置大帶深衣汗襖’로 수정한 것을 비판.
한삼은 바로 소삼이고 敞衣가 아니라고 주장.

2-2

1-2
2-2

미반영. =再3, 再4

반영. 단, 소삼과 한삼에 대한
논의를 按說에서 밝힘.
반영. =再5 뺷가례뺸대로 ‘先置
大帶深衣袍襖汗衫’으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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襲

‘設魂帛’에 뺷비요뺸와 같이 혼백을 만드는 ‘束’과
‘結’의 2가지 제도를 모두 실을 것.

襲

‘立銘旌’에서 뺷가례뺸의 관품에 따른 명정 너비
의 차등과 書式을 삭제한 것을 비판.

1-2

諸具와 銘旌式 부록.

33

小斂

‘還遷尸牀于堂中’의 안설인 “뺷비요뺸는 白巾, 環
絰을 쓰고, 拜賓襲絰하는 내용을 고례에 따라
첨부했지만, 황망하여 따를 겨를이 없으므로 뺷
가례뺸에 따라 뺀다.”를 비판. ‘袒括髮免髽’때
‘絰帶’를 추가하는 정도는 가능.

2-2

미반영.

34

成服

‘相弔如儀’에서 絰帶와 관련하여 “襲絰에 絞帶
를 더하고, 齊衰이하는 布帶를 한다.”를 빼놓
아 너무 소략함을 비판.

1-2

諸具에 보충.

35

成服

‘杖朞’에서 뺷가례뺸의 “계모가 쫓겨났으면 복을
입지 않는다.”를 삭제한 것을 비판.

2-2

미반영. 단 齊衰三年條에 수
록됨.

36

成服

‘心喪三年’에 ｢檀弓｣의 “孔子之喪, 二三子皆絰,
而羣居絰, 出則否.”를 추보할 것.

2-2

미반영. =再6

37

成服

‘師服’에 문인들이 이재의 상에 입은 師服 방
식과 다른 尤庵說을 실은 것을 비판.

2-1

미반영. =再7

38

成服

‘弔服加麻’에서 “붕우를 위해 조복에 가마를
하지 않고 素帶로 3개월을 지낸다.”는 설은 尤
庵의 정설이 될 수 없으므로 삭제할 것.

2-2

미반영. =再8

39

成服

‘凡重喪未除而遭輕喪’에서 “대공 이하도 성복
한 달이 아닌 사망한 달을 기준으로 복을 입
는다.”는 사계설을 따르는 안설은 이재의 예설
이 아님. “禮는 마땅히 厚함을 따른다.”는 스
승의 주장에 어긋남으로 삭제할 것.

2-1

미반영. =再9

40

弔

‘具刺通名’에서 뺷가례뺸와 뺷비요뺸의 ‘門狀’ 내용
을 삭제한 것을 비판. 시속에서 행해지 않아도
‘愛禮存羊’의 뜻에 따라 추보.

2-2

반영.

41

治葬

‘三月而葬先期擇地之可葬者’에서 葬師를 믿는
폐단을 경계한 뺷家禮뺸本註의 溫公說을 삭제한
것을 비판.

2-2

반영.

42

治葬

‘刻誌石에서 ‘刻式’이 없는 것을 비판.

1-2

誌蓋式, 誌底式 부록.

43

治葬

‘翣’ 註에서 제도를 밝히지 않은 것을 비판. 諸
具 중에 있더라도, 각각 “제구 중에 보인다.”
는 주를 달아야 함.

1-2

諸具에 수록. 주는 달지 않음.

遷柩

‘發引前一日因朝奠以遷柩告’ 註에서 뺷가례뺸 本
註의 塗殯내용을 삭제하고 뺷비요뺸의 按說을
인용하여 문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뺷비요뺸형식
그대로 따를 것.

1-1

미반영.

31
32

44

2-2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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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及墓

‘加灰隔內外盖’ 補註에 뺷비요뺸의 “바깥 덮개만
사용한다.”를 인용하면서 瀝靑을 쓰지 않는 경
우임을 밝히지 않으면 뜻이 전해지지 않음.

1-1

반영. 안설로 설명하고 본문
에서 ‘內外’ 2자를 삭제.

46

及墓

‘祠后土於墓左’ 註에 축문식이 삭제된 것을 비
판.

1-2

祝文式 부록.

47

及墓

‘題主’ 註에 제주식이 삭제된 것을 비판.

1-2

粉面式, 旁題式 부록.

小祥

‘期而小祥’ 附註에서 뺷大全뺸의 “練․祥의 예는
실제 날수와 달수를 계산하여 절도로 삼는다.”
는 내용을 인용할 때 ‘頭辭’가 없으면 뜻이 왜
곡되므로 보충할 것.

2-1

미반영. =再10

49

小祥

‘期而小祥’ 附註에서 우암의 “죽은 달에 부고
를 들었다면 단지 달수만 계산하여 죽은 날에
연제와 상제를 시행한다.”는 설은 날수까지 계
산한다는 이재의 설과 다르므로 삭제하거나
按說을 덧붙일 것.

2-1

미반영.

50

小祥

‘陳練服’條 按說에서 絰은 葛을 쓰고 帶는 布
를 쓴다는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음을 비
판, 이재의 필법이 아니므로 수정할 것.

1-1

‘葛與布’를 ‘葛絰與布帶’로 수
정. =再11

小祥

‘止朝夕哭’ 註 ‘未除服者’를 ‘기년이하로 밖에
있어 상사를 듣고 뒤늦게 복을 입은 자’로 설
명한 것은 좋으나 근거를 밝혀야하고 뺷비요뺸
의 안설을 삭제하는 것은 미안함.

2-2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뺷
비요뺸의 안설을 보충. =再12

52

禫

‘中月而禫’ 附註에 뺷비요뺸의 “後喪중에 前喪의
담제를 지내지 않는다.”를 인용하고서, 이와
달리 박성원이 한경양과 의논하여 전상의 담
제를 지낸 이유를 문의.

2-2

미반영. =再13

53

禫

‘陳禫服’ 註 ‘婦人冠梳’아래 ‘假䯻’를 삭제한 이
유 문의.

2-2

미반영.

54

吉祭

‘質明奉主就位’ 註에서 易服의 절차가 다른 喪
禮와 달리 ‘奉主就位’ 다음에 있지 않은 이유
문의.

2-2

미반영, 단 ‘脫禫服’ 3자 삭제.

吉祭

‘奉遷主埋于墓側’ 附註에서 뺷비요뺸의 “최장방
이 遷奉할 수 없으면 別室에 모신다.”를 인용
하였는데, 우암의 次長房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는 설이 의리에 좋으므로 보충할 것.

2-2

뺷비요뺸설이 삭제되고 우암의
차장방봉사설이 ｢卒哭｣에 수
록됨.

改葬

“관이 썩어 남은 게 없을 경우 片竹을 칠성판
아래, 秫灰 위에 끼워 관을 들어낸다. 얇은 판
을 관모양으로 붙이고 좋은 황토를 체에 내려
안을 채운다. 관 속의 해골을 체에 내린 황토
로 덮는다.”는 말은 이재의 설이 아니고 의리
에 어긋나는 것이라 비판.

2-1

반영. =再14

48

51

55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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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改葬

‘葬畢奠而歸’와 ‘告廟哭’에서 告辭 없이 ‘跪告云
云’으로 처리한 것을 비판.

1-2

祝文式, 告辭式 부록.

58
祭禮

祠堂

祠堂之制를 언급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다시
뺷가례뺸를 참고해야하니 ‘便覽’의 의의가 없음
을 비판.

1-2

諸具에 수록.

59

祠堂

‘旁親之無後者以其班祔’ 附註에 주자설을 삭제
한 것을 비판.

2-2

미반영.

60

祠堂

‘正至朔望則參’ 註 ‘主人以下盛服’의 補註 “有官
者, 亦通用帽子, 以下但不爲盛服.”의 뜻이 상세
하지 않음.

1-1

미반영.

61

祠堂

‘有事則告’ 註에서 授官, 貶降 고사식과 뺷儀節뺸
의 ‘請告還鄕’ 관련 고사식을 보충할 것.

1-2

授官告辭式 부록. 貶降의 경
우는 세주로 처리. 뺷儀節뺸은
미반영.

62

時祭

‘質明奉神主就位’ 註에서 焚香하고 告할 때
뺷備要뺸에 따라 再拜 절차를 보충할 것.

2-2

미반영.

63

時祭

‘初獻’ 註 ‘炙肝于爐以楪盛之’ 아래에 뺷備要뺸에
따라 醢를 보충할 것.

2-2

미반영.

64

時祭

‘受胙’ 附註 ‘合飯蓋時先下匙筯于楪中’의 筯를
삭제할 것. 젓가락은 본래 접시위에 있기 때문
에 먼저 내려놓을 수 없다고 봄.

1-1

미반영.

65

時祭

時祭條 末端의 附註에서 율곡설을 퇴계설 뒤
로 옮기는 것이 순서에 맞고, 뺷비요뺸에서 인용
한 뺷朱子大全뺸의 ‘兄弟異居’ 내용을 보충할 것.

2-2

미반영, 퇴계설은 삭제됨.

66

墓祭

‘三月上旬擇日’의 按說에 ‘三月一祭’는 3개월에
한번씩 묘제를 지내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
므로 수정할 것.

1-1

미반영.

67

墓祭

뺷비요뺸의 補註에서 인용한 주자의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예’를 보충할 것.

2-2

미반영. =再15

(1-1)=11, (1-2)=22, (2-1)=7, (2-2)=27

3. ｢四禮便覽辨疑｣의 예설논쟁과 의미
양응수는 ｢사례편람변의｣를 통해 한경양초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경양, 박성원 등이 다시 비판을 제기하면서 ｢사례편람변의｣를 둘러싼 논쟁이 시
작되었다. 양응수는 이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再｣를 통해 반비판하면서 이재 문인
들 간의 예설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再｣의 총 15조목 중 논의를 통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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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도달한 것은 3조목<再4, 再11, 再12>이다. 그 외 12조목 중 先儒說에 대한 고
증을 제외한 9조목은 이재의 예설 여부를 확인하고, 定說을 확립하기 위한 논쟁이
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師說 수정의 문제

양응수의 비판에 대해 한경양과 박성원은 스승의 手筆이자 예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성급히 고칠 수 없다는 입
장이었다. 반면 양응수는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스승의 글이라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논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응수가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관례｣의 온공설에 대해, 박성
원은 이재가 직접 정리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성원은 양응수의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스승의 글을 감히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양응수는
주자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성현의 말이라고 누가 전하더라도 다시 더 자세
히 살펴 가려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인용하면서 선현의 문집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만 하고 다시 헤아리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승의 글이라
도 의심스러운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4=再1>.42) 양응수
42)

는 한경양이 “先師의 뜻은 삭제할 수 없고, 선사의 명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
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사의 마음과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喪禮․小祥｣ ‘進練服’
의 按說은 이재의 手筆이지만 한경양과 박성원이 한 두 글자 추가하는 것을 인정
한 것처럼, 다른 조목에서도 미진한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3)43)
42)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冠禮, 男子年十五至二十皆冠本註, 溫公說, 刪節不成文理處. …
朴兄之披閱此書, 恐非不熟, 而此段之不成文理, 及見鄙說而後, 方曰不成文理果然, 此非高明
專信曾經先生手之言, 而全不致思之過歟. 朱子曰, 如其可疑, 雖或傳以爲聖賢之言, 亦須更加
審擇. 高明則不然. 凡文字之出於先賢文集者, 則直信之而已, 而不復思量, 故其弊乃至以如此
不成文理之書, 爲先生手筆, 而不以爲疑. 此恐不爲小病, 願思所以改之也.”
43)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且若必是先師手筆也, 則士涵籤示中云, 此則先師之意, 不可刪也.
此則先師所命, 無庸更議者何限, 而獨於此一節, 明知其爲先生手筆, 而涵友洙兄, 皆欲添一二
字, 何也. … 士涵所謂先師之意, 不可刪, 先師之命, 無庸更議者, 恐非得先師之心而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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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계례에서 관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양응수는 이재가 華冠을 사용하도록
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화관의 제도가 분명하지 않고, “부인은 관을 쓰지 않는
다.”는 뺷가례집람뺸과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박성원은 “冠이 뺷가례뺸에
이미 명확한 만큼 왜 의심할 필요 없는 것을 의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양응수는 뺷집람뺸의 말을 ｢편람｣에서 반대한다면, 후인의 의심을 받게 된다.”며 걱
44)44)

정하였다.<18=再2>

45)

이 문제는 뺷예기뺸에서 冠과 笄로 남녀를 구분하는 반면,

뺷가례뺸에서는 여성의

45)

계례에 冠과 笄를 모두 사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芝山 曺好益
(1545-1609)은 뺷家禮考證뺸에서 부인들은 冠을 쓰지 않는데, 뺷가례뺸에서 관을 기록
한 이유를 고민했다. 조호익은 副나 次처럼 머리를 장식하는 것을 관이라고 본 반
면, 뺷常變通攷뺸의 저자인 東巖 柳長源 (1724-1796)은 그 당시에는 부인에게도 관
46)

이 있었으니, 副․次를 일컫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南溪 朴世采(1631-

46)

47)

1695)는 秦․漢이래로 부인들도 관을 사용했다고 설명한 반면,

本庵 金鍾厚

47)

(1721-1780)는 漢이래로 부인들이 관을 쓰는 것은 잘못된 풍속이므로, 고례에 따
48)

라 비녀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사례편람｣은 관을

48)

화관으로 간주하여 부인들도 관을 사용한다는 예설을 피력했고, 간행본에도 그대
49)49)

로 수록되었다.

44)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笄條, 冠笄之冠字, 士涵所論詳備, 盖先生之有必欲得華冠而用之
之意, 秀亦嘗聞之矣. 豈以用冠, 爲非先生之意也? 但華冠旣不得, 則冠制未詳, 將何以敎人
用之? … 朴兄所謂冠笄之冠, 旣明著家禮, 何必生疑於不當疑之地者, 恐未爲至論. 若然則沙
溪於輯覽, 何以取陳註婦人不冠之說乎? 輯覽之言, 便覽反之, 則烏得無後人之疑耶?”
45) 뺷禮記注疏뺸 권32, ｢喪服小記｣ “男子冠而婦人笄. … 别男女也.”
46) 뺷常變通攷뺸 권29, ｢家禮考疑․冠禮․笄｣ “考證, 笄而曰冠笄, 婦人不冠, 不知冠字何義? 愚
謂婦人首有所著, 如副次, 謂之冠. ○【案】家禮, 婦人冠子屢見. … 意當時，婦人亦有冠，
非止謂副次也.”
47) 뺷南溪集뺸 권46, ｢問答․答朴一和問｣ “禮婦人無冠, 今之有冠, 自秦漢以後始.”
48) 뺷家禮集考뺸 권3, ｢冠禮․笄｣ “按, … ｢樂記｣云昏姻冠笄所以別男女也. 自漢有冠, 而用笄綴
冠, 則末失也. 我國無冠自爲得禮, 今當止陳笄.”
49) 뺷四禮便覽뺸 권1, ｢冠禮․附笄｣ “諸具【陳服】 … 冠【卽中國鳳冠, 爲命婦服, 俗稱華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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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재 예설이 의리와 상충되는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양응수는 ｢상례․초
종｣ ‘疾病’條에 뺷비요뺸에서 삭제한 뺷의례뺸 ｢사관례｣의 ‘男女改服’를 보충한 것에 대
해, 初終때는 황망하여 옷을 갈아입을 겨를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였다<28=
50)

再3>.

이에 대해 한경양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재의 명에 따라 기록한

50)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성원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양응수는 의리에 미안한 바가
51)

있다면 스승의 명이라도 變通의 도리가 없을 수 없다고 보았다.

師說이라 고칠

51)

수가 없다면 삭제하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스승이 살아계셨다면 ‘舍己
從人’의 덕으로 문인들의 의논을 따르셨을 것이므로, 지금 수정하는 것이 선생의
뜻을 본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때의 명을 중시하여 후세에 미진하다는 탄식
을 남길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응수는 의리로 볼 때, ｢제례․묘제｣에서 뺷비요뺸가 인용한 朱子의 “토지
신에게 제사하는 예는 묘 앞의 제사와 똑같게 하는 것이 옳다.”는 설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양은 “선사가 이미 정하신 것”이므로 보충할 수 없다고 반
박했다. 그러나 양응수는 뺷가례뺸가 주자의 미완성본인만큼, 주자가 만년에 ｢戒子書｣
에 남긴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예’는 반드시 보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만년의 정
설인 盡善한 것을 버리고 未盡善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67=再
52)52)

15>

笄【卽簪.】”
50)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喪禮初終易服條, … 士喪禮男女改服一句, 備要闕之,
而便覽補之. 愚意則補不如闕, 何者? 病至四人持體, 以俟氣絶之際, 爲其子女者, 蒼黃失魂,
天地逼窄, 當此之時, 有何心情, 暇及於改服邪?”
51)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喪禮疾病條, 男女改服云云, 士涵云愚意亦然, 而先生命錄之. 又
擧論於下易服條按說, 今不可刪. 朴兄云, 考士涵說, 則無容更議. 愚意則恐不然, 苟於義理,
有所未安者, 則雖先生之命, 亦不可無變通之道. 若改之則不可, 刪之則無不可. 且先生命錄之
時, 若門人之議論, 有如今日者, 則以先生舍己從人之德, 必從之矣. 在今日修正遺事者, 但當
體先師之志意而爲之也. 豈可重違其一時之命, 而起後人未盡之歎邪?”
52)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墓祭條末端備要補註云云, 士涵以爲先師取舍已定. 然揆以義理,
終有未安, 不得不更陳愚見. 夫家禮雖是朱子手定之書, 然中間見失於一童行, 至先生沒而後
出, … 况此祭土地之禮, 則明有先生戒子書云. … 此其語意, 豈不曲盡而有勝於家禮所載者
乎? 此亦朱子之言, 彼亦朱子之言也, 而必舍其盡善者, 而取其未盡善者, 何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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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편람변의｣에서 스승의 설이 아니라고 비판했던 내용에 대해 한경양과 박
성원은 편지나 문답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 경우 양응수는 師說임을 인정하면
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
의 예설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경우, 양응수의 비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간행본에서도 수정되지 않았다.

2) 근거와 해석의 문제

문인들의 예설논쟁은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더욱 가중되었다.
이재의 편지가 남아있음에도 한경양․박성원과 양응수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해
하였다. 또한 양응수는 스승이 오랜 병을 앓다 사망했던 만큼 와병 중의 예설은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먼저, 양응수는 ｢상례․성복｣의 ‘重喪未除而遭輕喪’조에서 沙溪說을 따라 大功
이하도 한결같이 사망한 달을 기준으로 喪期를 계산한다는 按說을 비판하였다. 양
응수는 이 안설은 “예는 후함을 따른다.”는 선사의 예설에 어긋나는 것으로, 선사
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믐날에 상이 났는데, 초상이 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상복을 입는 기간이 한 달씩 줄어들고 대공복 이하인 경우 너무 야박해진다
53)53)

고 보았다<39=再9>.

이에 대해 한경양은 이재와 박성원과의 편지를 근거로 스승의 예설이 맞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양응수는 편지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면서 문맥 이해의 오류를
지적했다.

53)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凡重喪未除而遭輕喪, 則云云條下, 按喪出月晦, 以成
服於次月者, 大功以下除服月數, 以死月計, 不以成服計, 已有沙溪正論. 南溪雖據鄭氏以月數
之說以難之, 然要當以死月爲準.’ 右按說, 恐非我先師之意也. … 是名雖大功, 實則八月服也.
以孟子所謂雖加一日逾於己之義推之, 則其短一月之服, 豈是君子所可忍爲之事乎? 而况禮宜
從厚, 我先師之主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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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박형(박성원-필자)이 “사계가 이른바 ‘상이 그믐날에 나서 성복을 다음 달에
한 경우, 大功 이하가 상복을 벗는 달수는 죽은 달로 계산하지 성복한 때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연 바꿀 수 없는 의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사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셨다면 진실로 그 안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형은
“뺷問解뺸에서 말한 것이 ‘상이 그믐날에 나면 성복은 다음 달초에 한다云云.’한 것입니
까?”라고 물었기 때문에 선생은 질문에 따라 대답하시길 “뺷문해뺸를 해석한 뜻이 옳
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옳다’라는 것은 사계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지 선생의 뜻이 그
렇다는 것은 아닙니다.54)54)

따라서 편지의 내용은 안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편지 하단
에 “부음을 늦게 들어서 다음 달에 성복한 자는 마땅히 성복일로부터 계산한다.”
고 한 것이 이재의 예설이라고 주장하였다. 양응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경양의
안설은 뺷사례편람뺸에 그대로 실리면서, 이재의 예설로 간주되었다.
양응수는 이와 관련하여 이재가 厚禮를 중시하였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이
재가 뺷예기뺸｢상복소기｣의 “大功服의 친족으로서 남의 상주가 되었을 경우 삼년복
을 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練祭와 祥祭 두 제사를 지낸다.”와 관련하여 同春堂
宋浚吉(1606-1672)의 예설에 따라 奴僕이 대신하여 두 제사를 지내도록 했음을 근
거로 제시했다.55) 반면, 한경양은 노복이 행한다는 것은 선사의 예설이 아니고, 스
55)

승의 大道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양응수는 노복이 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미 선사의 집에서 행했던 예이고 문인들이 모두 들었던 것인데도,
박성원과 한경양만 다르게 주장한다고 비판하였다.56) 이러한 논쟁은 기억의 착종
56)

54)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盖若使朴兄問, 沙溪所謂喪出月晦而成服於次月者, 大功以下除
服月數, 以死月計, 不以成服計者, 果爲至當不易之論否? 而先師答曰然矣, 則固可以爲此證案
也. 今朴兄所問乃曰, 뺷問解뺸所言, 指喪出月晦, 成服在次月之初者也云云, 則先生隨問隨答曰,
所釋뺷問解뺸之意得之. 其所謂得之者, 謂其得沙溪之意也. 非謂得先師之意也.”
55) 뺷禮記注疏뺸 권32 ｢喪服小記｣ “大功者主人之喪, 有三年者, 則必爲之再祭.”; 뺷常變通攷뺸 권
19 ｢喪禮․小祥․成人無後者無練祥｣ “同春曰, 無後之喪，卽徹几筵，則不忍至三年，則似
過, 然若有奴僕可行三年，則行之，何可以一槩論哉？”
56)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其下段曰, 聞訃晩而成服於次月者, 當以成服日計之, 觀其成服日
計之一句, 可見先師之微意也. … 士涵所論同春禮說, 令人不勝驚駭, 盖此禮, 先師旣以行之
於家, 又責其疑者以拘曲, 乃吾輩之所共聞, 而士涵猶以爲非先生之意, 至以七十子未亡, 而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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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상례․소상｣의 ‘期而小祥’조를 통해 계속 논의되었다<48=再10>. 양
57)

응수는 한경양이 뺷朱子大全뺸의 주자가 曾無疑에게 보낸 편지 의 내용을 곡해했다
57)

고 비판했다. 양응수는 주자가 “성복한 날부터 지금까지 실제 월일의 수를 계산하
여” 연제와 상제를 지내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경양은 “부음을 들
은 날이 정확하지 않아서 날짜를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練․祥을 치를 때 부득
이 성복한 날부터 월일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응수는 부음을 들
58)

은 날을 알았기 때문에 “성복이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58)

응수는 이를 근거를 성복한 날로부터 월일의 실수를 계산하여 상기를 정하는 것이
59)

이재의 예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논쟁은 결론에 도

59)

달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양응수의 주장은 간행본 뺷사례편람뺸에 반영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양응수는 改葬시 해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쪽[片竹]과 황토를 사
용하는 예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경양초본에는 개장시 “관이 썩어 남은 게 없을
경우 대쪽을 칠성판 아래, 秫灰 위에 끼워 관을 들어내”고 “얇은 판을 관모양으로

道已喪爲言, 則愚未知其爲何說也. 此則朴兄一人外, 恐無或信得及者, 今又如何.”
57) 뺷常變通攷뺸 권19, ｢喪禮․小祥․成服後時者變除｣ “朱子答曾無疑曰, 令兄喪期, 成服太晩,
固已失之於前. 然在今日祥練之禮, 却當計成服之日至今月日實數爲節. 但其間忌日, 却須別設
祭奠.”
58) 한경양은 송시열․권상하의 설을, 양응수는 박세채의 설을 따르고 있다. 권상하는 “曾無
疑는 아마 그 형이 客死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文字를 보지 못하여 감히 發喪하지 않
았는데 오랜 후에 부고를 보고서야 성복하였으므로 주자가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라고
해석하였다. 박세채가 증무의 집안의 곡절도 모르고서 주자의 뜻에 따라 성복한 날로부
터 날짜의 실수를 계산한다고 하였고, 송시열은 이를 비판했다고 설명하였다.(뺷寒水齋集뺸
권9 ｢書․答閔士正｣ “無疑似聞其兄客死, 未見文字, 不敢發喪, 久後見訃書而方爲成服, 故朱
子所答如彼矣. 玄石不知無疑家曲折, 以爲朱子之常訓如此, 而勸人計成服實數. 老先生曾以玄
石之言爲不然, 箚疑論之矣.”)
59)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期而小祥條, 士涵所釋朱子答曾無疑書之意, 似太曲矣. 大全本文
曰, 令兄成服太晩, 固已失之於前, 惟其知其聞訃日, 故曰成服太晩, 若不知其聞訃日, 則何據
而謂成服太晩乎? … 故先師答朴士洙聞訃晩而成服於次月之問, 亦曰當以成服之日計之. 何今
日士涵之言, 與先師之言, 若是相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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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고 좋은 황토를 체에 내려 안을 채운다.”고 하였다. 양응수는 뺷맹자뺸를 인용하
여 “관곽은 흙이 피부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인데, 지금의 君子가 황토로 그 조상의
피부를 대신하여 그 해골을 補合한다면 이것이 과연 사람된 도리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내용을 ｢편람｣에 삽입하여 선사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선사를 모함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개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
60)

로 地師의 말에 따른 무분별한 개장에 동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56=再14>.

60)

이에 대해 한경양과 박성원은 여러 차례 스승의 검토를 거친 것이므로 전혀 의
심할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응수는 한경양의 글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면
서 한경양이 사적으로 보입하여 스승에게 커다란 누를 끼치고 있다고 보았다. 한
경양은 “대쪽으로 관을 드러내는 방식은 그 설이 매우 자세하므로 글로 엮어서 선
생께 읽어 드렸더니, 선생께서 그 상세함을 칭찬하셨고 놀라며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양응수가 妄發한 죄를 차례로 책망하다가 마
지막에 자기의 견해로 해석하여 말하길 “골육은 끝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역시
61)

성현의 말씀”이라고 글을 마무리하였다.

양응수는 한경양의 글을 보면 결국 대

61)

쪽의 사용은 선생께 말씀드렸어도, 황토에 관한 것은 거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양응수는 종이와 면 대신 황토를 사용하여 해골을 거두는 것은 무식한 常漢이

60) 뺷白水集뺸 권9, ｢雜著․四禮便覽辨疑｣ “‘改葬條補說曰, 若棺朽無餘, 則用片竹揷於七星板之
下秫灰之上, 橫多縱少, 用剪板四置七星板外四旁, 片竹之端, 用細繩編結竹端於剪板極牢固,
擧四方剪板以出. 又曰, 若肌膚銷爛已盡, 只有骸骨, 則於七星板四旁, 黏薄板如棺狀, 用眞黃
土, 以篩下塡之. … 且孟子之論棺槨曰, 毋使土親膚, 於人心獨無恔乎? 而今之君子, 乃以黃
土代其祖先之肌肉, 以補合其骸骨, 是果爲人道乎? 以如此不仁不智之說, 揷入於便覽, 而謂是
先師之言, 則其誣陷先師, 爲如何哉. … 况今世俗惑於地師迂怪之說, 爭破久遠之塚, … 仁人
君子, 勢有不及雖不能家喩戶曉而禁之, 又安忍爲之制法, 以助桀爲虐乎?”
61)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士涵說上段曰, 徧問片竹出柩之制, 得其說頗詳, 故構以爲文, 就
讀丈席, 先生稱其詳備, 無驚怪之敎云云. 此以上則只擧片竹而不擧黃土, 於此可見黃土一節之
不經先生之眼也. 中間說話, 則藉此一語, 以歷數秀妄發之罪, 然後至於末段, 始帶說黃土, 而
以自家所見解之曰, 骨肉終歸於土者, 亦聖賢語也, 其將捨土奚以哉? 於此可見黃土之爲士涵
所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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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모를까 사대부로서는 행할 수 없는 不仁, 不孝로서 의리에 어긋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설령 스승이 검토하셨더라도 그것은 병중의 우연한 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에 그 불가함을 말했다면 선생은 반드시 그 의견을 따랐을 것인
데, 지금 선생의 유고를 교정하는 사람들은 선생의 마음을 본받지 않는다고 비판
했다. 양응수는 “나는 내 견해를 말할 뿐, 채용여부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라며
62)

불만을 표시했다.

예설논쟁이 가열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62)

다. 간행본에서 대쪽의 사용은 기록되었지만, 황토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된 것으
로 보아 양응수의 비판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응수는 이재의 예설이라는 근거 자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특히 이재가 말년에 병을 앓으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인들이
대필하거나 可否만을 묻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사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喪禮․禫｣에서 “後喪의 禫祭전에 前喪의 담제를 행하는 것이 과연 선생
의 견해라면 안설로 만들어서 주 아래 보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63)

그 편지의 시기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52=再13>.

이재의 질병

63)

이후 글이라면 선생의 예설로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3) 定說 확립의 문제

이재가 예설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도, 문인들이 ｢사례편람｣에 수록함으로써 이

62)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夫收藏骸骨, 或綿或紙, 無所不可, 何必以黃土爲之乎. 此事, 若
使無識常漢爲之, 則有不足責矣, 若士大夫爲名者而行此, 則鄕黨必有爲貶議者曰, 某人移葬其
親, 斂其骸骨, 不以綿紙, 而乃以黃土, 是不念無使土親膚之義者也. 是誠不仁也, 不孝也. …
况其害於義理者乎? 設令此等文字, 盡經先生之眼, 而先生不以爲怪, 則此不過疾病中偶然之
事. 如使當時, 有如秀者陳其不可, 則以我先生舍己從人, 從諫如流之盛德, 必下趣銷之命矣.
在今修先生之遺事者, 體先生此心而行之, 不亦可乎? 吾則陳吾之所見而已, 其採取與否, 非吾
之所知也.”
63)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禫條, 行前喪禫事於後喪禫前, 果有先生明訓, 則以此作按說, 入
於補註下, 依朴兄說, 似好矣. 第未知先師答人書在何年月, 而其書辭亦復如何? 先師疾病以後
書, 則頗有門人之代書, … 此則不可不審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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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定說로 인정받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재는 스승을 위한 상복인 師服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었다. 이재의 定說이 없고 ｢편람｣도 미완성인 상황에서 문인
들은 고례와 율곡설을 참작하여 사복을 정했다. 장례 전에는 白巾을 쓰고 白布深
64)

衣를 입으며, 시마복의 질과 대[緦絰帶]를 하거나 環絰과 白帶를 하다가,

장례를

64)

치르고 나서는 벗었다.[旣葬而除] 이후 素服에 黑笠과 黑帶를 하고서 心喪을 다하
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한 가닥 環絰을 더한 白布巾을 쓰고 白布衫을 입으며 布나
綿으로 만든 帶를 두르고서, ‘旣葬而除’ 하지 않고 심상을 다한다는 尤庵 宋時烈
(1607-1689)의 예설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한경양은 율곡설 대신 우암설을 초본에 기록하였다. 양응수는 한경양초
본의 사복설이 이재의 喪에 행했던 문인들의 師服 형식과 다르다는 점을 비판했
다. 이재를 위한 사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암설을 주장하는 자들과 논란이 있
65)

었고, 申大雲, 羅心甫 등은 우암설을 따라 사복을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65)

66)

양응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인들이 새로 정한 방식으로 사복을 입었다.

양응수

66)

는 한경양이 문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의 견해를 삽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인들이 행했던 사복과 일치하게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경양은 ‘旣葬而除’가 스승의 정론이 아니며 이재가 “栗翁의 禮學이 未
盡하다.”고 했음을 근거로 수정을 거부하였다. 더 나아가 “문인들이 ｢편람｣을 따르
지 않았다는 논의가 있을까 염려하여 ‘弔服加麻’조 말단에 첨입한 ｢檀弓｣疏의 ‘스
67)

승과 붕우를 위한 상복은 장례를 치르고서 벗는다.’ 를 삭제”하겠다며 감정적으로
67)

64) 백포심의는 주자의 제자인 勉齋 黃幹과 魯齋 王柏의 설에 따른 것이고, 시질대는 뺷喪服
圖式뺸에 근거하였다.이러한 백포심의와 시질대의 사용은 南溪 朴世采의 설과 동일하다.(뺷
南溪集뺸 권56, ｢雜著․爲師弔服加麻議｣ / 뺷南溪集뺸 권39, ｢答問․答梁季通問｣) 비록 양응
수는 남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65)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師服, 以尤庵說, 單股環絰, 白布巾, 並着白布衫, 謂之弔服加麻,
帶則或布或帛爲斷案, 是果爲不易之論邪? 大抵師服, 先師在時, 未有定論, 故吾門人之服師喪
也, 參酌以古禮及栗谷說, 葬前白巾緦絰帶或環絰白帶白布深衣. 旣葬則除之, 以素服黑笠黑帶,
伸心喪者, 吾輩之所主論, 而同門率皆從之. 其主尤庵說, 而以單股環絰, 白巾素衣帶, 終心喪
月數者, 申大雲，羅心甫等數人而已. 今主張便覽之人, 不謀同門諸友, 直以己意如是斷定.”
66) 김윤정, 2013b 앞의 논문, 474-4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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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였다. 박성원 역시 한경양을 지지하면서, 양응수의 비판이 자기의 사복설을
68)68)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양응수는 ｢재｣를 통해 강하게 반박하였다. 먼저, 한경양이 ｢편람｣의 내용을 자
기 마음대로 첨삭하려 한다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단궁｣설은 넣고 싶어서 넣고,
율곡설은 빼고 싶어서 뺀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가 율곡의 예학이 미진하
다고 한 것은 “율곡의 시대에는 중국예서의 전래가 사계의 시대만큼 많지 않아서
율곡의 총명함으로도 고례를 다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이재가 사복에서 항상 心을 중시하여 “몸에 衰麻의 상복은 없으나 마음에 哀戚하
는 정이 있음”을 강조했던 만큼, 율곡의 “素服에 黑笠과 黑帶를 하고서 心喪을
펴”는 설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경양이 이재의 사복을 정할 때는 어
떠한 논쟁도 없이 衆義를 따르고 나서, ｢편람｣을 수정할 때 자기 뜻대로 하는 것
69)69)

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양응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뺷사례편람뺸의 師服 조목에는 율
곡설 대신 우암설이 수록되었고, 한경양초본에 있었던 ｢단궁｣소는 삭제되었다. 해
70)

당 諸具에도 우암설에 따른 環絰, 白布巾, 白布衫이 기재되었다.

이재는 사복에

70)

67) 뺷禮記注疏뺸 권7, ｢檀弓上｣ “孔子之喪，門人疑所服. … 疏, 按喪服朋友麻，其師與朋友同,
故知亦加麻也. … 爲師及朋友，旣葬除之.”
68)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朴兄乃曰, 楊友以自家所服議便覽云云, 則是豈爲知心之言也哉?
… 其言曰, 愚有慮乎人之議門人不遵便覽, 乃於弔服加麻條末端, 添入檀弓疏爲師及朋友, 皆
旣葬除之之文. … 旣葬除之, 實非先師定論, 今乃大覺添入之妄矣. 檀弓疏一條, 當還卽刪之
耳.”
69) 뺷白水集뺸 권9, ｢雜著․再｣ “檀弓疏旣葬除之之說, 於自家意思, 欲添則添之, 栗谷素服黑帶黑
笠伸心喪之說, 於自家意思, 不欲添則不添之, 此非或增或刪惟在自家所欲者乎? … 又謂先生
嘗云栗翁禮學未盡, … 大抵栗翁之時, 中國禮書之及於東方者, 不如沙溪時之多, 故雖以栗翁
之聰明, 猶或有所不得盡見古禮者, 先生所謂未盡者, 切恐指此等處而言也. 而士涵乃猝然謂先
生嘗云, 栗谷於禮學未盡, 此果爲愼言之道乎? 况我先師平日論師生之服, 專以心字爲主, 每誦
說身無衰麻之服, 而心有哀慽之情句, 則栗翁所謂素服黑笠黑帶, 以伸心喪, 正是先師之意也.
… 旣葬除之, 果非先師定論, 素服黑笠黑帶, 以伸心喪, 亦果是先師之以爲未盡, 而不以爲是者,
則當時同門人之相議參酌, 定以旣葬除之, 以素服黑笠黑帶, 伸心喪也. 士涵何不以非便覽所載爭
之, 而乃從衆終喪, 及退而修正便覽, 則反以其意, 追錄檀弓旣葬除之之文, 而栗谷素服黑笠黑帶
之說, 則不錄, 此何道理? 今則起怒於鄙生之駁議, 而又欲還刪檀弓說, 此亦何道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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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설을 남기지 않았음에도, 뺷사례편람뺸에 우암설이 수록됨으로써 이재의 사
복설은 우암설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재의 예설이 없는 경우에도 문인들
에 의해 定說이 만들어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4. 맺음말
양응수의 ｢사례편람변의｣는 뺷사례편람뺸의 교정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자료로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재 사후 문인들은 스승의 유고인 ｢사례편람｣을 간행
하기 위해 초본을 작성하고, 부첨작업을 통해 교정을 진행하였다. 양응수는 한경양
의 초본을 읽고 ｢사례편람변의｣를 저술했는데, 형식상의 문제 뿐 아니라 이재의
예설 여부, 의리와의 상충 문제, 선유설에 대한 고증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비판
을 가했다.
｢사례편람변의｣에 대해 한경양, 박성원이 비판을 제기하였고, 양응수는 ｢再｣를
통해 반박하면서 이재 문인들 간의 예설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학파 내에서도 서로 다른 예설을 갖고 매우 치열하게 논쟁했음
을 알 수 있다. 부인의 冠制나 성복일로 喪期를 정하는 문제, 改葬시 황토 사용,
師服 관련 문제는 18세기 조선의 예설 담론 중 하나였고 문인들 사이에서도 중요
한 논점이 되었다. 또한 行禮가 중심이 되면서, 예 실천에 필요한 세밀한 부분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예설논쟁에서 양응수는 師說에 대한 일방적인 추숭이 아닌 비판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스승의 예설이라도 의리에 어긋날 때는 반드시 수정해
야 하고, 그것이 ‘舍己從人’하는 선생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원과 한경양은 師說이라는 근거를 강조하면서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었다. 또한 양응수는 스승의 글이라는 근거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글의

70) 뺷四禮便覽뺸 권4, ｢喪禮二｣ 盛服 諸具(心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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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스승의 질병 이후 기록이라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했다.
이재의 문인들은 스승의 예설을 통합하여 이재 예학의 定論으로서 뺷사례편람뺸
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뺷사례편람뺸의 교정 과정은 의리의 모순, 기억의 충
돌, 해석의 차이라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였다. 문인들은 자신들의 예설논쟁을 통
해 이재 예학의 정론을 ‘만들어’가야 했고, 뺷사례편람뺸에 수록함으로써 이재의 정
설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뺷사례편람뺸은 이러한 논쟁의 결과물인 만큼, 문인들의 예
설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사례편람｣은 ‘이재 문인들의 편집’이라는 주장
71)71)

은 뺷사례편람뺸의 성격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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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aryepyeollambyeonui” of Yang eungsu
Kim Yunjung
Yang eungsoo’s “Saryepyeollambyeonui” has very important meaning because it shows
the process of proofreading of Saryepyeollam. After Lee Jae's death, his pulpils prepared a
Manuscript to publish Saryepyeollam which is Lee’s posthumous work. They had done
proofreading through indexing work. Yang wrote “Saryepyeollambyeonui” after he read
Han kyungyang’s abstract. He criticized not only formal matters but also whether Lee Jae
really did a remarks or not, collision with loyalty, historical researches about theories of
confusian scholar.
As Han kyunyang and Park sungwon criticized “Saryepyeollambyeonui”, Yang eunsoo
rebuted with “Again(｢再｣)”. A full-scale ritual debate began. As we examine this process,
we can see that very heavy debate went on even in same school.
Throughout ritual debate, Yang eunsgoo took a flexible stance about his teacher's work.
If it did not coincide with loyalty, he considered it should be corrected. He thought that
it's the way to fullfill his teacher’s will. While, Park sungwon and Han kyunyang did not
tolerate about correction of their teacher's work. Yang eunsgoo even question about the
truth about his teacher’s work. He thought that if the lecture was written after his teacher
became ill, it should be read between line and be questioned. The pulpils did make a
effort to establish the ritual theory of Lee Jae, and Saryepyeollam was the result.

Key words : Yang eungsu(楊應秀), Park sungwon(朴聖源), Han kyungyang(韓敬養),
Saryepyeollambyeonui(｢四禮便覽辨疑｣), Saryepyeollam(뺷四禮便覽뺸), Manu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