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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한국 학계에서 조선조 경학 연구는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각 경전별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몇몇 경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형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춘추 분야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조선조 춘추학을 대표하는 학
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성과가 몇 편 발표되기는 했지만, 특정 학자의 춘
추 해석의 특징을 밝히는 데 그칠 뿐 그 학술적 의미와 사상사적 가치를 밝히
* 이 논문은 2015년 10월 23~24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경학학회가 공동
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한국 경학의 위상과 경서류 문헌: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를
중심으로>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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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1)1)조선조 춘추학의 성립과 발전 과정, 대
표적인 학자들의 사상적 특징이나 학적 연계성 등과 같이 조선조 춘추학의 전체
적인 흐름과 사상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 있지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현재 조선조 춘추 경학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조선조
춘추학의 거시적인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토대 연구라고 할 수 있다.2)2)
조선조 춘추학의 토대 연구는 조선조 춘추 주해서의 수입과 보급 경로, 조
선조 간행본 춘추 주해서의 판각과 유통 과정, 조선조 춘추학의 전체 현황과
학문적 특징, 조선조 춘추학의 독창성과 사상사적 가치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토대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선조에 간행된 대표적
인 춘추 주해서의 간행 배경과 그 학술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 앞서 현재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춘추 주해서
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고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표적 소장 기관들의 춘추 주해서
목록을 대조해보면, 자료의 내용에 큰 편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규장각 소장본
1) 최근의 조선조 춘추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철범, 1999 洪奭周의 春秋觀
한문학보 1; 이유진, 1999 丁若鏞 春秋考徵의 연구 공자학 5; 이동린, 2003 許穆
의 春秋災異論에 나타난 ‘漢學的’ 경향 한국사론 49; 정경훈, 2005 尤庵 宋時烈의 散
文에 나타난 춘추의 한 양상 율곡학연구 10; 최식, 2006 沆瀣의 현실인식과 春秋
黙誦 한문학보 15; 장병한, 2008 19세기 白雲 沈大允의 春秋四傳續傳에 관한 일고
찰 한국실학연구 16; 홍승태, 2011 胡氏春秋傳과 朝鮮의 龍柏祠 中央史論 22;
김동민, 2012 茶山 丁若鏞의 春秋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방법 온지논총 31; 김동민,
2012 茶山 春秋考徵의 杜預에 대한 비판과 변론 동양철학연구 71; 김동민, 2012 春
秋의 禮制에 대한 春秋考徵의 분석과 고증 유교사상문화연구 49; 김동민, 2013 春
秋淺見錄에 보이는 權近의 春秋 이해 유교사상문화연구 54; 김동민, 2014 正祖의
經史講義를 통해 본 春秋學의 핵심 쟁점 유교사상문화연구 56; 김동민, 2014 正祖
의 經史講義를 통해 본 春秋 경전의 이해 동양철학연구 79; 김동민, 2014 正祖의
策問: 春秋 를 통해 본 조선조 春秋學의 문제의식 동양고전연구 56.
2) 조선조 춘추학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몇 편의 논문을 소개하면, 鄭亨愚의 五
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板 廣布 (1989 동방학지 63)는 조선조에 春秋大全이
수입된 경로, 그 책의 판각과 보급 등 춘추 註解書가 조선에 유통되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金榮奇의 韓國春秋學硏究 (1995 臺灣 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硏究所 博士論
文)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대의 춘추 주해서의 수입과 보급, 그리고 주요
한 춘추 관련 저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梁桂鳳의 正祖朝刊本春
秋左氏傳附錄의 索引性에 관한 硏究 (1987 서지학연구 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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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대상으로 삼더라도 연구의 신뢰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규장각 소장본 춘추 주해서의 현황은 규장각도서종합목록 <한국본>(1994)과
<중국본>(1982) 춘추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록된 자료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3)3)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표 1> 한국본 춘추 주해서 현황

책명
東萊呂先生左氏博議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春秋經傳集解
春秋經左氏傳句解
春秋穀梁傳
春秋公羊傳
春秋左氏傳
春秋左傳直解
春秋集傳大全
春秋胡氏傳
左氏輯選
左傳類抄
春秋經傳集解
春秋公穀合選
春秋補編
春秋四傳續傳
春秋四傳註疏抄選
春秋集傳大全
左氏輯選補遺
左史
左傳文字抄
左傳彙類
春秋人物
春秋正音


저자
宋 呂祖謙 著
周 左丘明 撰
宋 林堯叟 句解
宋 呂祖謙 著
明 穆文熙 編
宋 林堯叟 音註
周 穀梁赤 著
齊 公羊高 著
魯 左丘明 撰
明 郭登 直解
明 岳正 校正
明 胡廣等 受命編
宋 胡安國 撰
宋 林堯叟 音註
朝鮮 崔錫鼎 編
朝鮮 車天輅 撰
晋 杜預 集解
朝鮮 集賢殿 受命編
朝鮮 洪仁謨 選
朝鮮 朴世采 編
朝鮮 沈大允 著
朝鮮 沈大允 著
朝鮮 成宗 命編
編者未詳
編者未詳
編者未詳
編者未詳
編者未詳
編者未詳

비고

3) <韓國本> 春秋類 이외의 분류 항목에서도 춘추 註解書가 보이는데, 史部ㆍ別史類 의
魯史零言(李恒福)과 經部ㆍ禮類 의 春秋考徵(丁若鏞)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中國
本> 春秋類 에 수록된 책 중에서, 呂氏春秋(呂不韋), 草木春秋演義(雲閒子), 董子春
秋繁露(董仲舒)는 춘추 주해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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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2> 중국본 춘추 주해서 현황

책명

春秋
春秋
春秋經傳比事
春秋辨疑
春秋比
春秋備題彙說
春秋四傳
春秋三傳
春秋說略
春秋時令表
春秋集傳
春秋集傳大全
春秋便蒙
春秋胡氏傳
欽定春秋傳說彙纂



16



17



18



19
20

精校左傳杜林合註
春秋經傳集解
春秋左繡

春秋左傳詳節句解
春秋公羊傳


21



春秋公羊註疏

22



23



春秋穀梁傳
春秋穀梁傳註疏

저자
宋 胡安國 傳
周 左丘明, 晋 杜預 集解
淸 林春溥 編
宋 蕭楚 撰
淸 郝懿行 輯
淸 五岳軒主人 輯
明 陳士芳 輯
明 菖成明 編
淸 郝懿行 編
淸 顧棟高 輯
淸 李文 編輯
明 胡廣 等受命編
明 鄭之鼎 著錄
宋 胡安國 撰
淸 王掞 等受命編
周 左丘明 撰
晋 杜預 註
宋 林堯叟 註
明 穆文熙 編
晋 杜預 原本
宋 林堯叟 附註
淸 馮李驊 等評輯
宋 朱申 註釋
周 公羊高 著
漢 何休 注
漢 何休 學
明 曾朝節等奉勅校刊
晋 范寗 集解
唐 陸德明 音義
晋 范寗 集解
唐 楊士勛 疏

비고

본 논문은 조선조 간행본 춘추 주해서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국본> 목록 중에서 조선조에서 독자적으로 간행한 주해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
았다. 조선조 간행본 춘추 주해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판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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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에서 수입된 책을 그대로 판각하여 출판한 판본. 둘째, 중국본과 책의
명칭은 동일하지만, 그 체제나 내용을 바꾸어 새롭게 편집하여 간행한 판본이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간행본은 중국본과는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조선본 주해
서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책은 세종조 간행본 춘추경전집해, 성종조 간
행본 춘추집전대전, 정조조 간행본 춘추좌씨전이다.
일반적으로 춘추에 대한 해석은 춘추좌씨전을 가장 기본 경전으로 삼으
며, 춘추좌씨전의 주석서인 두예(杜預)의 춘추경전집해와 사전(四傳)을 집
대성한 호광(胡廣) 등의 춘추집전대전이 대표적 주해서로 손꼽힌다. 규장각의
춘추류 목록 중에서도 이 세 책의 판본이 가장 많은 것도 그러한 사정이 반영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춘추좌씨전과 춘추경전집해, 춘추집전대전
은 춘추학의 기본 텍스트이기 때문에 조선조에서도 별도의 간행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특히 주목한 점은 조선조의 임금들이 이 책들의 간
행을 직접 지시하고, 책의 체제와 내용 구성에도 관여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
원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경전 공부의 필독서인 이 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의 표현이자 독자적인 춘추 정본 텍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그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독창적인 조선조
간행본 춘추 주해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2. 춘추 사전(四傳)의 성립: 춘추의 기본 주해서

춘추는 춘추시대 제후국인 노(魯)나라의 역사를 편년체 형식으로 기록한 책
이다. 노(魯)나라 은공(隱公) 원년(B.C.722)에서 애공(哀公) 14년(B.C.481)까지
242년간 12명의 군주 시대를 담고 있다. 춘추시대 제후국의 역사서에 불과했던
춘추가 한대 이후로는 유학의 핵심 경전인 오경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맹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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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미미해져서 사악한 학설과 포악한 행실이 일어나니, 신하로
서 임금을 시해하는 자가 있었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시해하는 자가 있었다. 공자가
이를 걱정하여 춘추를 지었다. 춘추는 천자의 일이다. 따라서 공자는 ‘나를 알아
주는 것도 오직 춘추때문일 것이며, 나를 죄주는 것도 오직 춘추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중략) 공자가 춘추를 짓자 난신적자가 두려워하였다.4)4)

맹자의 이 언급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춘추가 공자의
저작이라는 점,5)5)둘째, 춘추 속에는 난신적자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천하의 질
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상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춘추 속에 담긴 이러한
사상은 곧 천자의 일에 해당되며, 사마천은 그것을 왕도(王道)라고 단정하였다.
춘추는 위로는 삼왕(三王)의 도를 밝히고 아래로는 인사(人事)의 기강을 변별
하며, 혐의를 분별하고 시비를 판명하며, 유예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일을 결정하며,
좋은 사람은 좋게 여기고 악한 사람은 미워하며, 현명한 사람을 현명하게 여기고 못
난 사람을 천대하며,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보존하고 이미 끊어져버린 세대를 이어
주며, 헐어진 것을 보충하고 폐기된 것은 일으켜 세우니, 왕도의 중요한 일이다.6)6)

사마천에 의하면, 춘추는 곧 왕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왕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구체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
지 않고, 그 심오한 뜻이 글의 이면에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역사 기록을 근거로 삼아 춘추를 지었다. (중략) 그 문장을 간략하게 기록
했으나 가리키는 뜻은 넓다. 따라서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군주가 스스로 왕이
라고 부르자 춘추에서는 이들을 폄하하여 자(子)라고 말했다. 천토(踐土)의 회맹
이 실제로는 (진나라 문공이) 주나라 천자를 부른 것이지만, 춘추에서는 그 사실
을 숨겨서 ‘천왕이 하양(河陽)에서 사냥했다’라고 기록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미루어
4) 孟子 滕文公 下 “世衰道微, 邪說暴行有作, 臣弑其君者有之, 子弑其父者有之. 孔子懼, 作春
秋. 春秋, 天子之事也. 是故孔子曰, “知我者其惟春秋乎, 罪我者其惟春秋乎! (중략) 孔
子成春秋, 而亂臣賊子懼.”
5) 춘추와 공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인 내용은 김동민, 2014 춘추논쟁, 글항아리, 29-33면 참조.
6) 史記 太史公自序 “夫春秋, 上明三王之道, 下辨人事之紀, 別嫌疑, 明是非, 定猶豫, 善善
惡惡, 賢賢賤不肖, 存亡國, 繼絶世, 補敝起廢, 王道之大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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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시대의 기강을 바로 잡은 것이다. 폄하하고 비판한 의리를 나중에 왕자가 그것을
거행하여 펼치니, 춘추의 의리가 행해지자 천하의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였다.7)7)

공자가 춘추시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준엄한 평가를 내렸는데, 그것은 노나
라의 역사서에 필삭을 가함으로써 포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8)8)일
반적으로 이러한 필삭의 기법을 춘추필법이라고 하고, 필삭을 통해 담아놓은 포
폄의 평가를 춘추대의라고 한다. 문제는 춘추 기록 자체가 편년체의 형식으로
된 간략한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 가해진 춘추필법이나 그 속에 담긴
춘추대의를 포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춘추 기록의 이면에
담긴 춘추의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시도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해석들,
즉 춘추의 전(傳)이 출현하게 된다. 한서 예문지의 기록에 의하면, 한대
초기까지는 공양씨(公羊氏)․곡량씨(穀梁氏)․추씨(鄒氏)․협씨(夾氏) 등 네 종
류의 전이 전해졌는데, 그 중 공양씨와 곡량씨의 전은 학관에 세워졌고 추씨와
협씨의 전은 사라졌다고 한다.9)9)이후 전한 말기에 좌씨전이 새롭게 출현하여
공양전․곡량전과 함께 삼전(三傳)이 대표적인 춘추 주해서이자 경전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 후 송대에 이르러 호안국(胡安國, 1074~1138)의 춘추호씨전이 춘추
주해서의 위치를 독차지함으로써 삼전과 동일한 지위로 격상하여 춘추 ‘사전
(四傳)’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10) 처음에는 송대 성리학을 대표하던 정이천과
주자에게 춘추 관련 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을 계승한 장흡(張洽,
10)

7) 史記 孔子世家 “乃因史記作春秋. (중략) 約其文辭而指博. 故吳․楚之君自稱王, 而春
秋貶之曰子. 踐土之會實召周天子, 而春秋諱之曰“天王狩於河陽.” 推此類以繩當世. 貶損之
義, 後有王者擧而開之, 春秋之義行, 則天下亂臣賊子懼焉.”
8) 노나라의 역사서는 공자가 지은 춘추와 구분하기 위해 ‘不修春秋’라고 불렀다. 春秋 莊
公 7년 “不脩春秋曰, 雨星不及地尺而復. 君子脩之曰, 星霣如雨.”(解詁 “不修春秋謂史記也.
古者謂史記爲春秋.”); 論衡 藝增 “不脩春秋者, 未脩春秋時魯史記.”
9) 漢書 藝文志․六藝略․春秋篇敍 “及末世口說流行, 故有公羊穀梁鄒夾之傳. 四家之中, 公
羊穀梁立於學官, 鄒氏無師, 夾氏未有書.”
10) ‘四傳’이라는 명칭은 원나라 때의 吳澄(1249~1333)이 처음 사용한 말이다. 원나라 兪皐
가 지은 春秋集傳釋義大成의 四庫全書總目提要에 “吳澄 序 謂‘兼列胡氏以從時尙’,
而‘四傳’之名亦權輿於澄 序 中. 胡傳日尊, 此其漸也. (중략) 澄 序 所謂“玩經下之釋, 則
四傳之是非不待辨而自明.”이라는 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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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1237)의 춘추집주(春秋集注)와 호안국의 책이 춘추 주해서로 널리 통
용되었다.11) 이후 명나라 초기까지 두 책은 함께 학관에 세워졌는데, 영락 연간
에 호광(胡廣, 1098~1156) 등이 오경대전을 편찬하여 과거 시험의 교과서로
사용했는데, 그 책은 춘추호씨전에 주석을 단 원나라 왕극관(汪克寬, 1304~
1372)의 춘추호전부록찬소(春秋胡傳附錄纂疏)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그 이후로는 춘추집주는 사라지고, 춘추호씨전만 남게 되었다.12)12)
춘추 사전은 춘추 주해서를 대표하는 필독서였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춘추 공부의 필수 텍스트로 여겨졌다. 따라서 조선조에 사전 각각
의 책 또는 네 가지를 함께 모아놓은 형태의 책이 수입되어 춘추 공부의 기본
서적으로 읽혔다. 이러한 서적들이 널리 통행되었기 때문에 조선조 학자들에 의
해 탁월한 춘추 관련 논설이나 저술이 가능했던 것이다. 조선조의 경학 자료
를 집대성한 한국경학자료집성 춘추류 (12책)에는 권근(權近, 1352~1409)의
춘추천견록(春秋淺見錄)에서 홍균표(洪勻杓, 1872~1942)의 춘추화동집해(春
秋華東集解)까지 모두 73명 학자들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시경 16책․서경
22책․역경 37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이지만, 독창적이고 뛰어난 글
들이 많이 보인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글을 살펴보면, 춘추 사전뿐만 아니라,
주자와 정자의 이론, 다양한 주해서의 주석 등 춘추학의 주요한 이론들이 종합
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조선조에 다양한 춘추
주해서가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그 주해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인 것이 바로 춘추좌씨전․춘추경전집해․춘추집전대전이다.
11)

11) 四庫全書總目提要 春秋傳 “明初定科擧之制, 大略承元舊式, 宗法程․朱, 而程子春秋傳
僅成二卷, 闕略太甚, 朱子亦無成書. 以安國之學出程氏, 張洽之學出朱氏, 故春秋定用二
家.” 春秋胡氏傳의 학술적 연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王麗梅 等, 2011 胡安國
春秋傳學術淵源探析 湖南科技大學學報 第14卷 第1期 참조.
12) 四庫全書總目提要 春秋集注 “明洪武中以此書與胡安國傳同立學官, 迨永樂間胡廣等
剽襲汪克寬纂疏爲大全. 其說專主胡傳, 科場用爲程式, 洽書遂廢不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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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조의 춘추경전집해(春秋經傳集解):
좌씨전의 표준 주해서

세종조는 춘추 주해서의 수입과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그 출
발을 연 것은 오경대전에 포함되어 있는 춘추대전이다. 오경으로 대표되는
유교 경전은 조선시대 학자들의 필독서였지만, 책의 수입과 보급이 수요를 충족
할 만큼 원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춘추는 다른 경전과는 달리,
그 주해서인 사전이 모두 경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네 종류의 책을 모두 구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상황에서 사전을 함께 모아놓은
춘추대전의 보급은 춘추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춘추대전은 명나라 성조(成祖) 13년(1415)에 호광 등이 칙명을 받고 편찬한
책이다. 사고전서총목제요에 이 책의 편찬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조실록을 살펴보면, 영락 12년(1414) 11월 갑인일에, 행궁의 한림원학사 호
광과 시강 양영(楊榮)․김유자(金幼孜)에게 명하여 오경사서대전을 편찬하게
하니, 13년(1415) 9월에 완성을 보고하였다. 성조가 친히 서문 을 지어 권의 첫
머리에 두었으며, 예부에서 간행하여 천하에 배포하도록 명하였다.”13) 이 책은
호안국의 춘추호씨전을 주요 텍스트로 삼고, 그 외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종합
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조선 전기에는 춘추 주해서의 수입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는데, 태종 때 춘
추회통(春秋會通)과 춘추곡량전이 들어온 기록이 보인다.14) 세종실록에 의
하면, 춘추대전이 포함된 오경대전이 처음으로 조선에 들어온 것은 세종 원
년(1419)이다. 오경대전이 완성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후 세종 8년
(1426)과 세종 15년(1433)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 책이 들어왔다.15) 세종
13)

14)

15)

13) 四庫全書總目提要 春秋類 周易大全 二十四卷 조목 “考明成祖實錄, 永樂十二年十
一月甲寅, 命行在翰林院學士胡廣․侍講楊榮․金幼孜修五經四書大全, 十三年九月告成.
成祖親製 序 , 弁之卷首, 命禮部刊賜天下.”
14) 增補文獻備考 권242, 藝文考 一 ; 太宗實錄 권18, 太宗 9年 11月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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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책이 들어온 기록은 실록에 보이지 않으며, 광해군 때 춘추사전(春
秋四傳)을 수입한 기록은 보인다.16)16)
세종은 오경대전의 보급을 위해 그것을 국내에서 직접 판각하였다. 세종 9
년(1427) 9월과 10월에 경상도와 전라도 감영에 명을 내려, 각각 춘추대전․
역경대전․서경대전과 시경대전․예기대전을 목판에 새기도록 지시하였
다.17) 그 후 2년이 지난 세종 11년(1429)에 경상도 감영에서 바친 책판을 인쇄
하여 유통시켰다.18) 당시 춘추대전이 몇 질이나 제작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유
통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여러 차례 많은 신하들에게 춘추
대전을 포함한 경전을 하사하였고, 계속 인쇄하기 위해 판자(板子)를 주자소
(鑄字所)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기록은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각 지방 관청에
17)

18)

15) 世宗實錄 卷6, 世宗 元年(1419) 12月 7日(丁丑) “敬寧君裶․贊成鄭易․刑曹參判洪汝
方等回自北京. (중략) 特賜御製序新修性理大全․四書․五經大全及黃金一百兩․白金五
百兩․色段羅彩絹各五十匹․生絹五百匹․馬十二匹․羊五百頭以寵異之.”; 世宗實錄 卷34,
世宗 8年(1426) 11月 24日(癸丑) “進獻使僉摠制金時遇, 奉勑而回, 上出迎于慕華樓如儀.
其勑曰, 勑朝鮮國王. 今賜王五經․四書及性理大全一部共一百二十冊․通鑑網目[通
鑑綱目]一部計十四冊, 至可領也.”; 世宗實錄 卷62, 世宗 15年(1433) 12月 13日(壬戌)
“千秋使朴安臣傳寫齎來勑書二道, 先使通事金玉振馳啓, (중략) 今賜王五經․四書大全
一部․性理大全一部․通鑑綱目二部, 以爲敎子弟之用, 王其體朕至懷.” 그런데 사서
․오경대전이 조선에 처음 수입된 해에 대해서는 世宗實錄 권69卷, 世宗 17年(1435)
8月 24日(癸亥) 기사에 “太宗皇帝朝撰集四書․五經大全等書久矣. 本國初不得聞, 逮至
庚子, 敬寧君赴京受賜, 其後累蒙欽賜, 披閱觀覽.”이라고 하여, 세종 2년(1420)에 처음으
로 사서․오경대전이 조선에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형우, 앞의 논문, 12-13면 참조.
16) 오경대전 및 경전류의 서적이 조선에 들어온 전체적인 양상과 그것이 보급과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형우, 앞의 논문, 12-26면; 김영기, 앞의 논문, 95-164면 참조.
17) 世宗實錄 卷37, 世宗 9年(1427) 9月 3日(戊子) “傳旨慶尙道監司, 今送大全․易․書
․春秋, 依性理大全例刊板.”; 世宗實錄 卷38, 9年(1427) 10月 28日(壬午) “傳旨全
羅道監司, 今送大全․詩․春秋, 依前送性理大全例, 刊板.” 전라도 감영에 판각을
지시한 책이 세종실록에는 시와 춘추로 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경상도 감영
과 전라도 감영에 모두 춘추대전의 판각을 지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형우는 전라도 감영에 지시한 책은 춘추대전이 아니라 예기대전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형우, 앞의 논문, 20-21면 참조.
18) 世宗實錄 卷43, 世宗 11年(1429) 2月 23日(己亥) “慶尙道監司, 進新刊易․書․春
秋板子, 命下鑄字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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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전의 보급을 적극 독려하였으며, 지방에서 자체 제작된 번각본을 유통시킬
정도로 경전의 보급을 국가적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였다.19) 이러한 국가적
사업에 대해,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은 사서오경과 성리대전 발문 에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

오경․사서대전과 성리대전은 명나라 태종 문황제가 유신에게 명하여 편집한
책이다. 황제는 우리 전하께서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다고 생
각하여 특별히 이 책을 하사했으니, 책은 모두 229권이다. 우리 전하께서 그 책을 널
리 전하려고 생각하여, 경상도 감사 최부(崔府)․전라도 감사 심도원(沈道源)․강원
도 감사 조종생(趙從生)에게 명하여, 각자 그 도에서 판각하도록 하셨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동방은 문적이 매우 적어서 학자들이 책을 널리 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송나라 이후 여러 학자들 중에 경서를 보좌할 이론을 낸 자가
대체로 120명인데, 모두 이 책에 갖추어져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다. 지금
이 간행이 어찌 우리 동방 학자들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우리 전하께서 황제가 서책
을 내린 은혜를 공경스럽게 받들어, 성학(聖學)을 계속 밝히려는 성심과 후학들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어서 인심을 맑게 하려는 덕교가 참으로 지극하도다!20)


20)

이와 같이 세종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춘추대전이 조선에 널리 유통됨으로
써 학자들이 춘추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춘추학의 역사에서 보면, 세종조는 조선조 춘추학이 본격적인 출
발을 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춘추
경전집해의 간행 사업이다.
춘추경전집해는 춘추좌씨전집해 또는 좌씨춘추집해라고도 하는데, 진나
19) 예를 들어 世宗實錄을 살펴보면, 세종 11년(1429)년에 부원군 李稷 등 41인에게 주자
대전․역경․서경․춘추 각 1벌씩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17년에는 춘추
등의 경전을 제주향교에, 26년에는 오경대전을 청주향교에 내려주었다는 기록이 보인
다. 경전의 보급과 유통 등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형우, 앞의 논문, 18-26면 참조.
20) 春亭先生文集 卷12, 跋․四書五經性理大全跋 “五經․四書若性理大全, 皇明太宗文
皇帝命儒臣編輯之書也. 帝以我殿下之好學, 出於至誠, 特賜是書, 書摠二百二十九卷. 我殿
下思廣其傳, 命慶尙道監司臣崔府․全羅道監司臣沈道源․江原道監司臣趙從生, 鋟梓于其
道. 臣竊惟吾東方文籍鮮少, 學者病其未能盡博, 大宋以來諸儒之說輔翼經書者, 凡百二十人,
而皆具此書, 一覽瞭然. 今此刊行, 豈非吾東方學者之幸也耶? 而我主上殿下欽崇帝賚, 緝熙
聖學之誠心, 廣惠後學, 以淑人心之德敎, 嗚乎至哉!”

14·한국문화 73

라 두예가 지은 주석서이다. 좌씨전에 대한 최초의 전문적인 주해서라는 점에
서 춘추학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책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춘추 경문과 좌씨전이 별도의 책으로 통용되었는데, 두예가 처음으로 춘추
경문의 각 조목 아래에 그 기사와 관련된 좌씨전의 구절을 이어서 붙이고, 그
아래에 다시 자신의 이론을 주석의 형태로 달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두예는 “경(經)의 연대와 전(傳)의 연대를 연대별로 분리해서 같은
연대끼리 붙이고, 경의 뜻과 전의 뜻을 종류별로 모아 각각 사항에 따라 해석하
고서 경전집해라고 명명하였다”라고21) 그 편집 방식을 설명했다. 즉 “좌씨전
은 본래 (춘추에 붙어 있지 않고) 자체로 하나의 책이었는데, 두예가 경과 전
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보기에 불편하다고 여겨서, 연대별로 경문을 나누고 각
연대마다 좌씨전의 전을 해당 연대의 밑에 붙인 것이다.”22) 춘추의 기사를
좌씨전의 해석, 그리고 두예의 주석과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당나라 때 오경정의를 편찬하면서 이 책의 두예 주에 공영달의 소를
합쳐서 춘추좌전정의를 만들어 과거시험의 표준 해석서로 삼았고, 명나라 말
기에는 이 책과 임요수(林堯叟)의 주를 합친 춘추좌전두림합주(春秋左傳杜林合
注)가 나와 표준 해설서의 역할을 했다. 세종 5년(1423)에 예조에서 올린 계에
춘추공씨정의를 언급한 기사가 보이는데,23) 이를 통해 당시에 춘추경전집해
와 춘추좌전정의, 그리고 춘추대전 등 대표적인 춘추 주해서가 모두 통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춘추 주해서가 완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종은 새로운
춘추경전집해의 간행을 기획하였다. 세종 22년(1440)에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
하여 기존 춘추경전집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책을 독자적으로 만들도록
지시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춘추경전집해는 모두 8종류인데,
21)

22)

23)

21) 春秋經傳集解 序 “分經之年, 與傳之年相附, 比其義類, 各隨而解之, 名曰經傳集解.”
22) 春秋經傳集解 序 朱申 附注 “左傳本自爲一書, 杜預以經傳異處, 不便觀覽, 乃逐年分
析經文, 各以其傳, 附於本年之下.”
23) 世宗實錄 卷22, 世宗 5年(1423) 11月 17日(甲午) “禮曹啓, “謹按, 禮記 祭統 曰, ‘祭
有昭穆者, 所以別父子也.’ 春秋孔氏正義曰, ‘父子異昭穆, 兄弟昭穆同.’ 我恭靖大王․太宗
恭定大王兩位, 同爲一世, 今翼祖神主, 請勿遞遷.” 奉敎敬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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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목문희(穆文熙) 편(編)의 중국본과 조선 집현전 수명편(受命編)으로 나
누어진다. 후자에 속하는 세종조 간행본에는 두예의 서문 뒤에 발문 형식의
글이 붙어 있는데, 그 글에서 이 책의 편찬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춘추좌씨전을 주석한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닌데, 두예의 춘추경전집해는 정밀
하고 긴요하지만, 혹 너무 간략한 단점이 있고‚ 임요수의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
구독직해와 주신의 춘추좌전상절구해는 세세하게 다 갖추어져 있지만, 너무 번잡
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서로 참고해서 보아야만 비로소 그 요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4)24)


기존의 춘추경전집해는 두예의 주만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무리 정
밀하고 긴요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춘추 경문과 좌씨전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그림1> 참조). 또한 다른 주
석서인 임요수와 주신의 책은 지나치게 번잡하면서도 상호 중복되는 내용이 많
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세 책을 함께 참조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삭
제하고, 상호 보완적인 내용들만 모아서 주석을 달아두면 춘추 및 좌씨전의
핵심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책의 구성과 편집 형태
는 다음과 같다.
임금이 집현전에 명하여 여러 사람들의 이론을 모아 편집하고, 합하여 한 권의 책
으로 만들었다. 두예의 책을 위주로 하고, 임요수와 주신의 주는 번잡한 것을 삭제하
고 요점만을 뽑아서 특별히 ‘부주(附注)’라는 두 글자를 적어서 각 절의 아래에 넣었
다. 육덕명의 경전석문과 임요수․주신의 번음을 채택하여 ‘음훈(音訓)’이라고 명
명하고 ‘부주’의 뒤에 첨가하였다.25)25)

24) 朝鮮 集賢殿 受命編, 春秋經傳集解 跋 “春秋左氏傳註釋非一家, 杜預集解精要而
或失之簡, 林堯叟․朱申句解纖悉而頗傷於繁, 必須參考, 始會歸趣.”
25) 朝鮮 集賢殿 受命編, 春秋經傳集解 跋 “上命集賢殿, 裦輯數家之說, 合成一書, 以杜本
爲主, 林․朱則刪繁撮要, 特加‘附註’二字入于逐節之下, 于採陸德明釋文․林朱飜音, 名曰
‘音訓’, 以附其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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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간행
춘추경전집해(和刻本)

<그림 2> 세종조 간행본
춘추경전집해



새롭게 간행한 책은 두예의 책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임요수와 주신의 주석
에서 핵심적인 요점을 뽑아서 두예의 주 아래에 ‘부주’로 달아놓았다. 그리고 육
덕명의 경전석문과 임요수․주신의 번음을 ‘음훈’이라고 하여 그 아래에 첨가
해두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체제로 구성된 책은 “문사가 명쾌하고 절목이 분명
해짐으로써 서로 비교하여 따지는 수고를 덜어주고 열람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
에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26) 확신하였다. 즉 두예와 임요수ㆍ주신
의 주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함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
석을 통해 경문과 전문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2> 참조).
두 책의 차이점을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좌씨전 은공
원년은 “혜공의 원비는 맹자이다[惠公元妃孟子]”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기
사에 대해 두예의 주에서는 “원비(元妃)라고 말한 것은 처음 장가든 적부인임을
밝힌 것이다. 자(子)는 송나라의 성이다[言元妃, 明始適夫人也. 子, 宋姓]”라고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임요수의 책을 살펴보면, 이 기사에 대해 “원(元)은 대
(大)이다. 좋은 짝을 비(妃)라고 한다. (원비는) 처음 장가든 적부인이다[元, 大
26)

26) 朝鮮 集賢殿 受命編, 春秋經傳集解 跋 “文辭曉析, 節目分明, 不費考較, 而便於覽閱,
誠有補於後學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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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嘉耦曰妃. 始嫡夫人也]”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세종조 간행본에는 임요수의
말을 두예의 주 다음에 부주로 처리하면서 그 전문을 다 싣지 않고, “始嫡夫人
也”라는 말은 삭제하고 “元, 大也. 嘉耦曰妃”라는 내용만 인용하였다. 두예의 주
와 중복되는 내용은 임의로 삭제하고 부주를 단 것이다.
마찬가지로 좌씨전 은공 원년의 “처음에 정나라 무공이 신국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가 무강이다[初, 鄭武公娶于申, 曰武姜]”라는 기사의 두예의 주
에서는 “신국은 지금의 남양 완현이다[申國, 今南陽宛縣]”라고만 언급하였다. 세
종조 간행본에는 두예의 주 다음의 부주에 “강(姜)은 신(申)나라의 성이고, 무
강은 남편의 시호를 따른 것이다[姜, 申姓, 武姜, 從夫諡]”라는 임요수의 말과
“좌씨전에서 초(初)라고 말한 것은 이 해의 일을 근거로 하여 그 일의 시원을
추론한 것이다[凡傳言初者, 因此年之事, 而推其所由始也]”라는 주신의 말을 함께
싣고 있다. 그런데 주신의 춘추좌전상절구해를 살펴보면, 세종조 간행본에서
인용한 내용의 바로 뒤에 “鄭, 姬姓國, 伯爵, 始封之君, 桓公, 名友, 周厲王之子,
宣王之弟也. 申, 姜姓國也. 鄭武公娶申國之女曰武姜者, 姓姜, 而諡曰武也”라는 말
이 이어져 있다. 정나라의 시조와 관련된 내용은 좌씨전의 기사와는 무관한
주석이고, 신나라나 무강과 관련된 내용은 임요수의 주석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
제한 것으로 보인다. 두예의 주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과 상호 중복되는 내용을
선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세종조에 간행한 춘추경전집해는 두예의 책은 물론, 춘추대전
․춘추좌전정의․춘추좌전두림합주 등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조에 국가 주도로 최초의 춘추 주해서 간행 사업이 이
루어졌고, 이를 통해 국가 표준의 주해서 교재가 탄생한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
다. 조선 전기에 진행된 이와 같은 간행 사업을 배경으로 삼아, 조선 중기에도
경전의 간행과 유통 사업이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는데, 성종조에 간행
된 춘추집전대전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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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종조의 춘추집전대전(春秋集傳大全):
춘추 사전의 표준 주해서

조선 중기를 전후해서 국가적 차원의 편찬 사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종조의 춘추집전대전 간행이다. 당시에 춘추 관련 서적의 유통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거의 모두가 중국에서 들여온 서적을 그대로 판각하여
인쇄한 것이다.27) 이와는 달리 춘추집전대전은 중국본의 원래 책과는 다른 독
자적인 형태의 판본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10종류의 책이 보존되어 있는데, 크게
명나라 호광 등의 수명편(受命編) 판본과 조선 성종 명편(命編; 弘文館 受命編)
판본 등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국에서 수입된 춘추집전대전은 기본적으로
호안국의 춘추호씨전을 위주로 만든 책이다. 이 책에 대해 사고전서총목제요
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27)

호광 등이 지은 이 책은 왕극관의 책을 그대로 따라서 약간 수정한 것이다. 주이
존의 경의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임신(吳任臣)의 말을 인용하였다. ‘영락 연간에
칙명으로 춘추대전을 편찬했는데, 찬수관이 42명이었다. 그 책의 범례에서 기년은
왕극관의 춘추호전부록찬소를 따랐고, 지명은 이렴의 춘추제전회통을 따랐으며,
경문은 호안국의 책을 근거로 삼았고, 체례는 임요수의 책에 의거했다라고 했다. 그
러나 사실은 춘추호전부록찬소를 전부 그대로 베껴서 책을 만들었다. 비록 칙명을
받들어 편찬했지만, 사실은 편찬하지 않은 것이다. 조정은 속일 수 있고 급여는 낭비
할 수 있고 하사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세상의 후세를 어찌 기만할 수 있겠는가?’
호광 등의 잘못에 대해, 그 가려졌던 진실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28)28)

27) 成宗 시기 경서의 판각과 유통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기, 앞의 논문, 118-119면
참조.
28) 四庫全書總目提要 春秋類 春秋大全 七十卷 조목 “廣等之作是編, 卽因克寬之書, 稍爲
點竄. 朱彝尊經義考引呉任臣之言曰, ‘永樂中勅修春秋大全, 纂修官四十二人. 其發凡云,
紀年依汪氏纂疏, 地名依李氏會通, 經文以胡氏爲據, 例依林氏. 實則全襲纂疏成書.
雖奉勅纂修, 實未纂修也. 朝廷可罔, 月給可糜, 賜予可邀, 天下後世詎可欺乎.’云云. 於廣等
之敗闕, 可爲發其覆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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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 간행
춘추집전대전(한국본)



<그림 4> 성종조 간행본
춘추집전대전

춘추호전부록찬소는 원나라의 왕극관이 호안국의 춘추호씨전에 주석을 단
책이다. 호안국의 전을 춘추 경문과 함께 본문으로 삼고, 춘추 삼전을 비롯
한 대표적인 이론 및 자신의 의견을 함께 주석의 형태로 처리하였다. 이 책과
함께 이 책을 저본으로 삼아서 편찬된 춘추집전대전에 대해서는 역대로 많은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고, 두 책의 잘못이나 단점을 보완한 책들이 다수 나오기
도 했다. 청나라 강희 38년(1699)에 칙명에 의해 제작된 흠정춘추전설휘찬(欽
定春秋傳說彙纂)은 춘추집전대전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논박하여 바로잡은
대표적인 책으로 거론된다.29)29)
춘추집전대전은 춘추 사전의 배열 방식에 따라 크게 37권의 중국본과 55
권의 성종조 간행본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명나라 때 제작된 판본으로, 춘추호
씨전를 본문으로 삼고, 나머지 삼전은 소주로 처리하였다. 춘추호씨전에 있던
각종 주소는 그대로 두었지만, 두예․하휴․범녕 등 삼전의 주소는 춘추호전부
록찬소에 실려 있는 것만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다(<그림 3> 참조). 이에 비해


29) 四庫全書總目提要 春秋類 春秋大全 七十卷 조목 “迨我聖祖仁皇帝欽定春秋傳說會纂
於胡傳谿刻不情ㆍ迂濶鮮當之論, 始一一駁正, 頒布學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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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권으로 된 판본은 성종이 홍문관의 유생들에게 명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편집
한 독자적 형태의 책이다. 기존의 책과는 달리, 춘추 경문 다음에 좌씨전․
공양전․곡량전․춘추호씨전 등의 사전을 모두 본문으로 처리하여 순서대
로 이어놓았다. 그리고 명나라 판본과는 달리, 두예와 임요수의 주, 하휴․범녕
의 주는 물론 서언과 양사훈의 소, 춘추호씨전 아래의 각종 주석까지 모두 소
주로 달아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요수와 주신의 음훈을 달아놓았다. 삼전
을 모두 본문으로 처리하고, 그 주소를 모두 실었기 때문에 이전의 판본보다 분
량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그림 4> 참조).
구체적으로 두 책의 차이점을 춘추 은공 원년의 첫 조목인 ‘元年, 春, 王
正月’이라는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 호광 등의 책에서는 춘추의 경문을 기록하
고, 이어서 호안국 전이라는 별도의 표시 없이 그 전문을 본문의 큰 글씨로 배
치하고 있다. 본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각종 주석을 달아놓았는데, ‘좌전’․‘공
양전’․‘곡량전’․‘정자왈(程子曰)’․‘두씨왈(杜氏曰)’․‘주자왈(朱子曰)’․‘왕씨왈
(汪氏曰)’․‘동자왈(董子曰)’ 등 다양한 내용이 보인다. 그런데 이 주석들은 모두
춘추호전부록찬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심지어 춘추호전부
록찬소의 주석 중에 ‘통지(通旨)’라는 책의 인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호안
국의 아들인 모당(茅堂) 호영(胡寧, ?~?)의 춘추통지(春秋通旨)라는 책이다.
호영은 춘추호씨전을 수찬할 때 검토에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왕극관이 춘추
호전부록찬소에서 그의 책을 많이 인용하였고, 호광 등은 춘추호전부록찬소
에 실려 있던 ‘통지’를 ‘모당호씨왈(茅堂胡氏曰)’로 바꾸어 그대로 주석으로 달아
놓은 것이다. 결국 호광 등의 책이 왕극관의 책을 그대로 표절했다는 비판은 매
우 정확한 근거에 의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호광 등의 책에서 호안국
의 아들인 호영의 이론을 삼전과 동등하게 배열한 것을 통해 호광 등이 호안국
의 이론에 얼마나 경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호광 등의 책은 춘추
사전의 표준 주해서로 삼기에는 매우 큰 오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성종조 간행본은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사전 표준 주해서의 전형이
라고 할 수 있다. 춘추 은공 원년의 첫 조목을 살펴보면, ‘좌전’․‘공양전’․
‘곡량전’․‘호전’을 차례로 본문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두예와 임요수의 주, 하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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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와 서언의 소, 범녕의 주와 양사훈의 소, 그리고 왕씨와 주자 등 각종 주석
을 소주로 달아놓았다. 호광 등의 책에 춘추호씨전 아래에 달려 있던 주석도
남김없이 모두 그대로 실어 놓음으로써 사전의 하나인 춘추호씨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공평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결국 이 책이 호광 등의 책과 다른 점은
사전의 배열 형태를 바꾸고, 삼전의 주소 전문을 실었다는 점뿐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형식의 변화를 통해 이 책은 사전 전체를 종합한 객관적인 표준 주해
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책의 겉표지도 호광 등의 책이 ‘춘추집전’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사전춘추’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명실상부한 사전의 표준 주해서
임을 자신 있게 표방하였다.
이 책의 끝부분에는 성종 11년(1480)에 강희맹(姜希孟)이 쓴 춘추사전발(春
秋四傳跋) 이라는 발문 이 첨부되어 있다. 발문 의 첫 부분에 가장 먼저 춘
추의 심오한 뜻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전이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춘추를 전한 자는 예전에 추씨․협씨․좌씨․공양씨․곡량씨가 있어 모두 다섯
학파였다. 그런데 추씨․협씨 두 학파는 입으로만 말하고 기록된 글이 없었기 때문
에 그 이론이 전해지지 못했다. 좌구명 같은 경우는 공자에게 직접 경을 전수받아서
성인과 부끄러워함이 같았고, 성인 문하의 여러 제자 중에 춘추는 상(商; 子夏)에
게 맡겨졌다. 공양고(公羊高)와 곡량숙(穀梁淑)이 함께 자하에게 경을 전수받았으니,
여러 학파의 이론이 모두 본말을 갖추고 있다. 송나라에 이르러, 호안국은 정강의 변
란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전해(傳解)를 지을 때 군부를 높이고 난신적자를 토벌하는
의리를 어둑 엄중하게 기록하여, 춘추의 대법을 깊이 터득하였다. 따라서 춘추를
읽는 자는 호안국을 위주로 하고, 삼전을 참고한 이후에야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빌어서 왕법을 가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바른 길로 되돌리는 은미한 말
과 심오한 뜻을 거의 드러내 밝힐 수 있을 것이다.30)30)

춘추 주해서를 대표하는 사전이 전해진 과정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사전을



30) 姜希孟, 私淑齋集 卷之十, 跋․春秋四傳跋 “傳春秋者, 古有鄒氏․夾氏․左氏․公羊
氏․穀梁氏, 凡五家. 而鄒․夾兩家, 口說無文, 其說不傳. 若左氏丘明, 親受經於仲尼, 與聖
同恥, 聖門諸子, 春秋屬商. 而公羊氏高․穀梁氏淑, 俱受經於子夏, 則數家之說, 皆有源委
矣. 至宋, 胡氏安國身遭靖康之變, 作爲傳解, 尤嚴於尊君父討亂賊之義, 深得春秋之大法.
故讀春秋 者, 主胡氏而參以三傳, 然後仲尼假魯史寓王法, 拔亂世反之正, 微詞奧旨, 庶有
所發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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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텍스트로 삼아 춘추를 읽어야만 비로소 그 속에 숨겨진 공자의 미언대의
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이 책이 호안국 중심의 기존 책과
는 달리, 사전을 동등한 자격으로 차례대로 배열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 주상전하께서 하늘이 내신 성스러운 지혜로 광명을 이어 밝히셔서, 날마다
경연에 행차하시고, 아울러 많은 서적을 강론하여 밤이 깊어서야 끝내셨다. 육경을
존숭하고 백가의 사상을 널리 섭렵하여, 널리 학문을 연구하고 예법을 잘 지켜서 간
략한 이치로 귀결시켰다. 그로써 수많은 왕들의 법도와 만세의 법칙이 춘추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이에 홍문관의 여러 학자들에게 명하여 경문의 아래
에 사전을 붙이고, 연대순으로 차례로 배열하게 하였다. 한 번 책을 펼치게 되면, 좌
씨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문장과 공양의 분변하여 재단한 문장과 곡량의 맑고 완곡한
문장과 호씨의 결단력 있고 엄정한 문장이 환하게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공
자가 선을 칭찬하고 악을 비판한 의리를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볼 수 있을 것이
니, 아, 성대하도다! 장차 책을 인쇄하여 널리 유포하고자 하여, 신 희맹에게 명하여
발문 을 짓도록 하였다. 신은 생각하건대, 경이란 이치를 밝힌 것이니, 이치가 이미
밝혀졌다면 비록 경이 없어도 괜찮을 것이다. 전이란 경을 해석한 것이니, 경이 이미
통했다면 역시 전도 또한 없어도 될 것이다. 지금 사전은 모두 성인의 경을 보좌한
것으로, 이론을 세운 것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보존해두어서 간편하게 읽도록 하
지 않는가? ‘성인의 필법이 화공과 같다’고 하지 않던가? 음양을 관찰하는 자들이 그
따뜻하고 쌀쌀한 것에 대해 각각 자신의 견해가 있지만, 핵심은 큰 변화의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필삭을 논하는 자들이 그 칭찬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각각 그
이론을 달리하지만, 또한 모두가 성인의 필법의 범주 안에 속하니, 어찌 이 이론은
보존하고 저 이론은 버릴 수 있겠는가? 만약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전을 연구하여
경을 통하고 경이 통해서 이치가 이해되도록 할 수 있다면, 사전은 진실로 학자들이
이치로 나아가는 긴요한 길이다. 만약 혹시라도 이치에 어두우면서 경만 고집하거나,
경을 소홀히 하면서 해석에만 치중한다면, 성상이 사전을 함께 배열한 은미한 뜻을
엿볼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역사 밖의 마음을 전하는 핵심 경전에 대해 함께 논할
수 있겠는가?31)31)
31) 姜希孟, 私淑齋集 卷之十, 跋․春秋四傳跋 “恭惟我主上殿下, 天縱聖智, 緝煕光明, 日御
經筵, 兼講數書, 夜分乃罷. 尊崇六經, 旁搜百家, 博約歸簡. 以謂百王之法度, 萬世之準繩,
無越乎春秋, 爰命弘文館諸儒, 引四傳於經文之下, 敍以年代之次. 一開卷, 頃左氏之富而
艶, 公羊之辨而裁, 穀梁之淸而婉, 胡氏之斷而正, 瞭然在目. 仲尼褒善貶惡之義, 想見其萬一
焉. 吁, 盛矣哉! 將模印廣布, 命臣希孟跋之. 臣竊惟經所以明理也, 理旣明, 則雖無經可也.
傳所以解經也, 經旣通, 則傳亦可無也. 今四傳, 皆所以羽翼聖經, 而立說不同, 曷爲俱存而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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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각각 나름대로의 시각에 따라 춘추을 해석한 주해서이기 때문에 그것
을 동등하게 볼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사전의 이론을 통해
서 춘추의 경 속에 담긴 이치를 밝혀야만 비로소 춘추 속에 담긴 공자의 생
각과 마음으로 전하고자 했던 미언대의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앞에서 소개한 흠정춘추전설휘찬도 호광 등의 책이 지닌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편찬된 책이기 때문에 성종조 간행본과 동일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책
이다. 그러나 두 책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춘추
경문을 가장 앞에 두고, 좌씨전―공양전―곡량전―호씨전의 순서로 배
열한 점은 두 책이 동일하다. 그렇지만 주석을 처리한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난
다. 성종조 간행본에서는 두예․하휴․범녕의 주소를 각 전의 밑에 소주의 형태
로 달아서 읽기 편하게 배치하였다. 이에 비해 흠정춘추전설휘찬에서는 사전
의 뒤에, 따로 ‘집설(集說)’이라는 형태로 모든 주석들을 함께 모아두었기 때문
에 각각의 전과 주소가 분리되어 상호 비교해서 읽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
이외에도 사전을 함께 모은 책으로 명나라 진사방(陳士芳)이 지은 춘추사전
통사(春秋四傳通辭)가 있는데, 규장각 소장본에는 춘추사전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호씨전―좌씨전―공양전―곡량전의 순서로 배열되
어 있다. 그런데 호안국의 전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삼전은 전문을 싣지 않고
호안국의 이론과 부합되는 내용만 선별적으로 발췌하였다. 따라서 사고전서총
목제요에서 “‘사전’이라고 책의 이름은 지었지만, 실제로는 호안국과 부합하는
이론은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삭제했으니, 경으로 전을 바로잡지는 못했
다” 라고32) 평가하였다. 이처럼 춘추 사전을 함께 모아둔 형식의 책 중에서도
성종조 간행본처럼 춘추의 주요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모아놓고 일목요연하게
함께 볼 수 있도록 편집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기존까지 존재하지 않
32)

簡? 不曰聖筆如化工乎? 觀陰陽者, 其於舒慘, 各一其見, 而要不出乎大化之外. 論筆削者, 其
於褒貶, 各異其說, 而亦皆囿乎聖筆之內, 豈可存此去彼哉? 如使學者, 究傳而通經, 經通而理
得, 則四傳者, 誠學者適理之要道也. 苟或昧於理而執乎經, 忽於經而泥於解, 則無以窺聖上
列四傳之微旨矣, 奚足與論史外傳心之要典也哉?”
32) 四庫全書總目提要 春秋類 春秋四傳通辭 十二卷 조목 “名曰‘四傳’, 實則合胡氏者留,
不合胡氏者去, 未嘗以經正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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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조선조만의 독자적인 주해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종조에 간행된 춘추경전
집해가 좌씨전만의 주해서라는 한계가 있는 것에 비해, 이 책은 춘추 이론
전체를 종합한 조선조 최고의 춘추 주해서 정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종의 춘추에 대한 관심과
중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종은 신하들과 함께 춘추에 담겨 있는
백왕의 법도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하였고, 세자에게도 춘추가 선
악을 포폄한 책이자 치란의 득실이 담겨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한
다고 권유하기도 하였다.33)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성종 11년(1480)에 동지사 이
파(李坡, 1434~1486)가 호안국을 문묘에 종사하도록 요청하자 이를 흔쾌히 허
락했다는 점이다.34) 그 후에 호안국을 제향하기 위해 남양(南陽)에 용백사(龍柏
祠)라는 사당이 건립되었는데, 현종 7년(1666)에 세워져서 10년(1669)에 사액되
었다. 중국에서 호안국이 공자의 사당에 배향된 것은 명나라 영종 2년(1437)이
고, 헌종 2년(1466)에 건영백(建寧伯)으로 추봉되었다. 이처럼 춘추라는 단일
경전을 연구한 학자를 조선에서 문묘에 배향하고 사당까지 건립한 것은 이례적
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35) 그런데 호안국에 대한 이와 같은 각별한 존숭에도
불구하고, 춘추집전대전의 간행 과정에서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중국본 춘추집전대전이 호안국의 이론을 중심으로
삼은 것은 사실 그 이론의 우수성보다는 주자와 연결된 호안국의 학문적 계통
관계 때문이었다. 조선에서 춘추호씨전이 삼전보다 더 많이 통용된 것도 마찬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종이 춘추집전대전을 편찬하는
33)

34)

35)

33) 成宗實錄 卷111, 成宗 10年(1479) 11月 20日(辛丑) “上御宣政殿, 召弘文館副提學李世
佐等十一員, 命論難春秋百王之法. 世佐等乃以作春秋始終及褒貶之義․王伯之異, 相問
答, 或寓以規諫之義.”; 成宗實錄 卷261, 成宗 23年(1492) 1月 29日(庚子) “(전략) 上
曰: ‘然, 領議政嘗云可讀春秋, 予亦以謂春秋, 褒貶善惡之書, 治亂得失存焉, 是亦史也.
故竢世子畢讀詩, 使之讀春秋耳.’”
34) 成宗實錄 卷123, 成宗 11年(1480) 12月 2日(丁未) “同知事李坡啓曰, ‘蔡沈․吳澄․眞德
秀, 已命從祀文廟, 胡安國作春秋傳, 其功尤大, 而獨不與焉. 請幷祀之.’ 上曰, ‘可.’”
35) 조선에서 胡安國을 文廟에 배향하고 사당을 건립한 것이 모두 주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에 胡氏春秋傳이 전래된 과정, 조선에 호안국의 사당이 건립
된 배경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승태,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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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이러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서 호안국의 전을 삼전의 뒤로 배치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발문 에서 말한 ‘성상이 사전을 함께
배열한 은미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최대한 객관
적인 자세로 춘추를 읽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당대의 학문 발전을
추동하려는 열정을 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5. 정조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좌씨전의 정본 텍스트

정조는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 군주로 일컬어지는데, 그의 학자로서의 업적은
홍재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춘추학 분야로 한정한다면, 춘추좌씨
전의 정본 텍스트 간행이 가장 대표적인 업적에 속한다. 좌씨전은 춘추의
대표적인 주해서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역사서로서도 인식된 필독서
였다. 규장각 <한국본> 목록의 춘추류 전체 21편 중에서 춘추공양전․춘추
곡량전․춘추호씨전이 각 1편, 춘추공곡합찬(春秋公穀合選)이 1편인 것에
비해, 좌씨전 관련 주해서는 15편이라는 절대적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좌씨
전을 중시했던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성종조에 세자에게 역사서를 읽혀야 한다는 신하의 주청이 있자, 성종이 “춘
추는 선악을 포폄한 책이며, 치란의 득실이 담겨져 있으니, 이 또한 역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36) 성종이 역사라고 생각한 춘추는 바로 좌씨전를
가리킨다. 정조도 역사로서의 좌씨전의 가치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좌씨전
을 춘추 주해서의 대표 경전으로 중시했다. 그가 신하들에 내린 조문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6)

36) 成宗實錄 卷261, 成宗 23年(1492) 1月 29日(庚子) “御晝講, [講]訖, 權景禧啓曰, ‘世子
專讀經書, 故今年已十七歲, 未解文理, 況古今治亂之跡, 世子尤不可不知, 須先讀史, 然則文
理亦易通.’ 上曰, ‘然. 領議政嘗云可讀春秋, 予亦以謂春秋, 褒貶善惡之書, 治亂得失存
焉, 是亦史也.’”

26·한국문화 73

좌씨는 사학이고 공양씨와 곡량씨는 경학이다. 사실을 기록한 것은 좌씨가 공양씨
와 곡량씨보다 상세하고, 의리를 해석한 것은 공양씨와 곡량씨가 좌씨보다 정밀하니,
이것은 진실로 삼전에 대한 정평이다. 그런데 의리는 일의 이치이고 일은 의리의 자
취이니, 자취를 버리고 의리를 말한다면 그 의리는 빈말이 되어 버리고, 이치를 도외
시하고 일을 논한다면 그 일은 참다운 자취가 아닐 것이다. (의리와 일은) 이해한다
면 함께 이해하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함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니, 여기 한
쪽은 이해했는데 저기 한쪽은 이해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나는 일찍이 춘추
의 학문에서는 마땅히 좌씨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가 직접 국
사를 보아서 공양씨와 곡량씨처럼 모호하지 않기 때문이다.37)37)

정조는 좌씨전이 사실 기록에 뛰어나기 때문에 올바른 춘추 이해를 위해
서는 좌씨전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그는 좌씨전의 중요
성을 역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씨전을 읽도록 하기 위
해 좌씨전의 표준 정본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정조 20년(1796) 겨울에
초계문신 이서구(李書九, 1754~1825) 등에게 주희의 자치통감강목 범례 체
계에 의거하여 경(經)을 강(綱)으로 삼고 전(傳)을 목(目)으로 삼은 새로운 형
38)

37) 弘齋全書 卷108, 經史講義 四十五 總經 三․春秋 “左氏史學也, 公ㆍ穀經學也. 載事則
左氏詳於公․穀, 釋義則公ㆍ穀精於左氏, 此固三傳之定評. 而義者事之理, 事者義之迹, 捨
迹而言義則義爲虛言, 外理而論事則事非眞蹟. 得則俱得, 失則俱失, 得於此而失於彼者未之
有也. 故予嘗以爲春秋之學, 當主左氏, 爲其親見國史, 不如公․穀之冥摸也.” 正祖의 춘
추 전반에 대한 이해는 經史講義에 수록된 春秋 조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김동민의 정조 관련 두 편의 논문 참조.
38) 弘齋全書 卷184, 羣書標記 六․命撰 二 春秋左氏傳二十八卷 刊本 “丙辰冬, 命抄啓文
臣李書九等, 依朱子通鑑綱目 凡例 , 經揭爲綱, 傳附爲目, 庸昭尊經之體, 如日月麗乎天
而星辰環拱也.” 正祖朝 刊行本 春秋左氏傳의 끝부분에 실려 있는 小跋 에도 이 책의
편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正祖 20년 丙辰年(1796)에 內閣에 명하여 通
鑑綱目의 사례를 모방하여 춘추좌씨전을 編定하도록 했다. 그리고 丁巳年(1797) 가을
에 丁酉字로 인쇄했는데, 經文의 大字는 전 參判인 曺允亨과 仁川府使인 黃運祚가 명을
받들어 筆寫하여, 각자가 한 권씩 만들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한 권을 全羅監營에 보
관하여 그 책이 오래도록 전해지도록 하였다[二十年丙辰, 命內閣倣通鑑綱目思政殿訓義
例, 編定春秋左氏傳. 丁巳秋, 以丁酉字印進, 而經文大字, 前參判曹允亨․仁川府使黃運
祚承命書之, 各爲一本. 工旣訖一本, 藏于完營, 以壽其傳].” 한편 日省錄 正祖21年(1797)
內閣編校春秋左氏傳以進, 命鑄字所印行 조목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左氏有諸
家注, 而杜預注․朱申注․林堯叟注三家最盛行于世. 集賢諸臣合而編定, 世所稱杜林合注本
也. 然杜氏過於簡, 朱․林過於繁, 繁簡差錯, 未得歸一, 讀者病之. 昔在宣祖朝, 依綱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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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좌씨전을 만들고, 그 책을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도록 지시하였다.38) 정조
는 좌씨전의 정본 텍스틀 만들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춘추는 공자가 천하 만세를 위해 대일통(大一統)을 밝힌 책이다. 삼전이 경과
나란히 배열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좌씨전이 국사에 대해서는 가장 상세하여, 한
나라 때 학관을 세운 이후로 (좌씨전을 제외한) 나머지 학파는 거의 사라져 버렸
다. 그러나 경과 전이 별개의 책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체계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세상의 학자들 중에 오로지 전의 문장만 공부하여 경의 뜻에는 도리어 어두
운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겨진 경만을 붙잡고서 종시를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자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근원을 탐구하여 끝을 이해하고, 지엽적인 것을 찾아서
궁극적인 것을 깊이 연구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39)39)


이 책은 당시까지 좌씨전의 표준 주해서로 여겨졌던 두예의 춘추경전집해
와 공영달의 춘추좌전정의를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 그렇지만 이 책들을 그대
로 옮겨서 간행한 것이 아니라, 두 책 속의 번잡한 주석은 삭제하고 필요할 경
우 두 책에는 없는 새로운 주석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좌씨전이나 그
주석의 해석이 모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인용하여 변정
하고, 그들의 성씨를 모두 기록해두는 엄밀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양전과
곡량전에 보이는 이체자도 경문 아래에 주석으로 기록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이 책은 당시까지 통용되던 좌씨전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체
제와 내용으로 구성된, 조선조의 독자적인 좌씨전 정본 텍스트이자 표준 교본
이라고 할 수 있다.40)40)
規, 以春秋爲綱, 以左傳爲目, 繕寫以進, 而今逸其本矣. 命護軍李書九․副護軍成大中,
就杜林合注本, 刪其宂雜, 以就簡潔, 又追宣廟故事, 經則大書, 而傳則小字, 俾便考閱, 書成
以進.”
39) 弘齋全書 卷184, 羣書標記 六․命撰 二 春秋左氏傳二十八卷 刊本 “春秋者, 夫子爲
天下萬世, 明大一統之書也. 三傳竝列於經, 而左氏最詳於國史, 自漢立學官, 諸家殆爲所
掩. 然而經傳自爲一書, 不相統屬. 故世之學者或專治傳文, 反昧經旨, 抱遺經而究終始者, 蓋
無幾矣. 惡在乎原始要終, 尋其枝葉, 究其所窮也?”
40) 정조 시대에 간행된 좌씨전과 중국본의 편성 체제의 차이점, 예를 들어 춘추 경문과
좌씨전 전문의 배열 방식이나 두예 주의 처리 방식 등 서지학적 측면에서의 세부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梁桂鳳,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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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씨의 이론은 혹 경문의 내용과는 달라서 의리를 해치는 경우가 많으니, 예를 들
면 ‘공자 수가 납폐한 것은 예(禮)이다’( 문공 2년)라고 한 것, ‘송나라 저구가 무도
하였다’( 문공 16년)라고 한 것, ‘진나라 조순이 국경을 넘었더라면 죄를 면했을 것
이다’( 선공 2년)라고 한 것, ‘숙손교여를 기록하면서 종족의 명칭[叔孫]을 쓰지 않
은 것은 부인을 존중한 것이다’( 성공 14년)라고 한 것 등이 그런 사례이다. 앞선
학자들의 이론을 널리 수집하여 그것을 바로잡았고, 아울러 그들의 성씨를 표기하였
다. 주해는 비록 두씨를 위주로 하였지만, 전의 이론 중에 잘못된 것을 두씨가 억지
로 합치시켜 따르고 있으니, 결코 통론이 아니다. 상제를 논의한 경우에 ‘장례를 치
르고 나서는 최복을 벗는다’( 은공 원년 ‘歸賵’)라는 이론, 난신적자를 토벌하면 ‘제
후들이 회합하여 임금을 정한다’( 은공 4년 ‘州吁’)라는 이론 등 이러한 사례가 매
우 많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자기의 주장을 억지로 펼친 것이며, 대의와 관련이 있
기 때문에 혹은 삭제하여 기록하지 않았고, 혹은 고쳐서 다른 이론을 따르기도 하였
다. 그 외에 주석 중에서 예를 들어 근거가 부족한데 다른 의리 중에서 더 좋은 것
이 있으면 또한 그 이론을 취하여 바로잡았다. 그러한 경우에 성씨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전문과 비교했을 때 경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경과 전을 27권
으로 만들고, 3편의 도(圖)와 1편의 유례(類例), 2편의 보(譜)를 만들어 책머리에 붙
였다.41)41)

좌씨전의 정본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편찬의 기본 방침을 크게 두 가지
로 설정하고 있다. 즉 주석을 달 때는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기존의 주석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첨가하는 방식이다. 첫째, ‘좌씨전의 주장이 경문의
내용과 달라서 의리를 해치는 경우’. 둘째, ‘통론이 아닌 좌씨전의 내용을 두예
가 억지로 합치시켜 따르고 있는 경우’이다.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주석을 재조정한 사례 중의 하나는 진나라 조돈의 사건
이다. 춘추 선공 2년에 “진나라 조돈이 그 임금 이호를 시해하였다[晉趙盾
弑其君夷獋]”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에 대한 좌씨전의 해석을 종합하면 다음


41) 弘齋全書 卷184, 羣書標記 六․命撰 二 春秋左氏傳二十八卷 刊本 “左氏之說, 或多違
經害義, 如‘公子遂納幣之爲禮.’ 文 二, ‘宋杵臼之無道.’ 文 十六, ‘晉趙盾之越境乃免.’ 宣
二, ‘叔孫僑如之舍族尊夫人.’ 成 十四之類是也. 博採先儒之說而是正之, 竝著其姓氏. 註解
雖主杜氏, 而傳說之乖謬者, 杜氏牽合曲從, 殊非通論. 至於論喪制則有旣葬除縗之說, 隱
元歸賵, 討亂賊則有列會成君之說, 隱 四州吁, 此類甚多. 而皆强抒己見, 有關大義, 故
或刪而不錄, 或改從他說. 其餘註釋, 如有考據欠詳而他義爲長者, 亦取其說而正之. 其不著
姓氏者, 以示比傳文, 有輕重也. 爲經․傳二十七卷, 爲圖三․類例一․譜二, 附於卷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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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42) 진나라의 정경이었던 조돈은 진나라 국내의 혼란을 피해 외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하였다. 국경을 막 건너려는 시점에 조천(趙穿)이라는 인물이 진나
라 영공 이호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경을 넘지 않고 바로 돌아왔다. 그런데
당시 사관이었던 동호(董狐)가 국사에 “조돈이 그 임금을 시해하였다”라고 기록
해버렸다. 조돈이 정경으로서 도적을 토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시해한 죄
가 조돈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조돈은 군주 시해의 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좌씨전에서는 이 기록의 끝부분에 공자의 다음과 같은 논평을 싣고
있다. “동호는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다. 서법(書法)에 숨김이 없었다. 조돈은 옛
날의 어진 대부이다. 사관의 서법에 의해 임금을 시해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애석하다! 만약 국경을 넘었더라면 죄를 면했을 것이다.” 정본 작업의 과정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조돈이 국경을 넘었더라면 죄를 면했을 것’이라는 좌씨전의
해석이다. 첫 번째 원칙에 근거하면, 이 해석은 의리를 해치는 잘못된 해석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좌씨전의 해석에 대해, 두예는 “국경을 넘으면 영공과의 군
신의 의리가 단절되니, 역적을 토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43) 보충 풀이하였다
(<그림 5> 참조).
세종조에 간행된 춘추경전집해에는 임요수와 주신의 부주가 실려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두예의 풀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두예의 소견이 세심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두예가 ‘국경을 넘으면 군신의 의리가 단절되니 역적을 토
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여, 마침내 분분한 의론을 불러일으켰다. 혹자는 이
것이 공자의 말이 아니라고 의심하였다. 내가 고찰하건대, 이 ‘국경을 넘었더라
면 죄를 면했을 것’이라는 말은, 끝내 다른 나라로 망명했다면 시해 사건이 망명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 되므로 시군(弑君)의 오명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지, 국
경을 넘었다가 돌아왔으면 역적을 토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군의 오명을
42)

43)

42) 左氏傳 宣公 2년 “乙丑, 趙穿攻靈公於桃園. 宣子未出山而復. 大史書曰, ‘趙盾弑其君’,
以示於朝. 宣子曰, ‘不然.’ 對曰, ‘子爲正卿, 亡不越竟, 反不討賊, 非子而誰?’ 宣子曰, ‘嗚呼!
詩曰我之懷矣, 自詒伊慼. 其我之謂矣.’ 孔子曰, ‘董狐, 古之良史也, 書法不隱. 趙宣子, 古
之良大夫也, 爲法受惡. 惜也! 越竟乃免.’”
43) 左氏傳 杜預 注 “越竟, 則君臣之義絶, 可以不討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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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앞 문장의 ‘亡不越竟’과 ‘反不討賊’은 두 가지 일이
니, 서로 견강부회해서는 안 된다.”44) 주신도 “저 ‘爲法受惡’ 이하의 말은 거의
의리에 맞지 않으니, 성인의 말씀이 아닌 듯하다”라고45) 하여, 좌씨전의 해석
자체를 의심하였다(<그림 6> 참조).
44)

45)

<그림 5> 중국 간행 춘추경전집해
(和刻本)

<그림 6> 세종조 간행본
춘추경전집해

그런데 정조조 간행본에서는 좌씨전의 ‘越竟乃免’ 아래에 있는 두예의 주를
모두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춘추경전집해의 임요수와 주신의 주석도 채택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이론을 인용하여 주석으로 달아놓았다. 즉 “좌씨의 식견이 천
박하다. 참으로 좌씨전의 해석과 같다면, 오로지 책임을 회피하고 편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은 계책이 된다. 성인이 춘추를 짓자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
44) 春秋經傳集解 附注 “林曰, 可惜其所見之不審也. 杜氏以爲越竟則君臣之義絶, 可以不討
賊, 遂致議論紛紛. 或疑以爲非孔子之言. 愚按, 此越竟乃免, 當爲遂奔他國, 則弑在出奔之
後, 可免弑君之名, 非為越竟而反可不討賊, 得免弑君之名也. 上文‘亡不越竟’․‘反不討賊’,
亦是兩事, 不可與此相牽.”
45) 春秋經傳集解 附注 “朱曰 (중략) 若夫‘爲法受惡’以下, 殊無義理, 恐非聖人之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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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어찌 도리어 그들이 죄를 벗어나도록 그런 말을 했겠는가!”라는 주자의
해석과 “이는 공자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단정해버린 유창(劉敞)의 해
석을 채택하였다(<그림 7> 참조).46)46)

<그림 7> 정조조 간행본 춘추좌씨전

최선의 해석을 선별하려는 노력은 다음의 주석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다. 춘추 문공 2년에 “공자 수가 제나라에 가서 납폐하였다[公子遂如齊納
幣]”라는 기사가 있다. 이에 대해 좌씨전에서는 “양중, 즉 공자 수가 제나라에
가서 납폐하였으니, 예법에 맞았다”라고47) 해석했고, 두예는 “양암을 마친 뒤에
우호를 맺는 일로 외국과 내국이 교통해야만 내외의 예법이 비로소 갖추어진다
는 말이다”라고48) 부연하여 풀이하였다. 그런데 정조조 간행본에서는 “공양전
47)

48)

46) 李書九 等受命編, 春秋左氏傳 注 “朱子曰, ‘左氏識卑. 苟如傳說, 專是回避占便宜者得計.
聖人作春秋而亂臣賊子懼, 豈反爲之解免!’ 劉敞曰, ‘此非夫子之言.’” 주자의 말은 朱子
語類 卷83, 春秋․綱領 에 있는 말을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 “左氏見識甚卑, 如言趙盾
弑君之事, 却云, ‘孔子聞之, 曰: 惜哉! 越境乃免.’如此, 則專是回避占便宜者得計, 聖人豈
有是意! 聖人作春秋而亂臣賊子懼,, 豈反爲之解免耶!”
47) 左氏傳 文公 2년 “襄仲如齊納幣，禮也.”
48) 春秋經傳集解 杜預 注 “謂諒闇旣終，嘉好之事通于外內，外內之禮始備.”

32·한국문화 73

에서 ‘상중에 장가든 것을 비판한 것이다’라고 했다. 유창이 ‘좌씨가 상중에 장가
드는 것을 예법에 맞다고 하였으니, 틀린 말이다’라고 했다”라는49) 내용을 주석
으로 달아놓았다. 좌씨전에 주석을 달면서 공양전의 해석까지 끌어들인 점
에서 보다 나은 해석을 찾으려는 엄정함과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주석을 재조정한 사례 중의 하나는 숙손교여와
관련된 사건이다. 춘추 성공 14년에, “가을, 숙손교여가 제나라로 가서 여인
을 맞이하였다[秋, 叔孫僑如如齊逆女]”라는 기사와 “9월, 교여가 부인 부강씨(婦
姜氏)를 모시고 제나라에서 돌아왔다[九月, 僑如以夫人婦姜氏至自齊]”라는 기사
가 함께 보인다. 이에 대해 좌씨전에서는 “[‘숙손(叔孫)’이라는] 종족의 명칭
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부인을 존중한 것이다”라고 해석했고, 두예의 주에서는
“족(族)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숙손’이라고 호칭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
다”라고 하여, 좌씨전의 해석을 다시 풀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50)50)
이에 대해 정조조 간행본에서는 송나라 황중염(黃仲炎)의 춘추통설(春秋通
說)을 인용하여, “종족을 호칭하기도 하고 호칭하지 않기도 한 것은 앞뒤의 일
이 같은 일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생략한 것이다. 좌씨는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
다”라는51) 주석을 달아 놓았다. 좌씨전의 해석이 일반적인 통론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비판한 이론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나름대로 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엄격하
게 적용하여, 주석의 삭제와 보완 작업을 과감하게 진행하였다.
정조는 책의 편집과 교정을 일일이 직접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책을 인쇄하
기에 앞서 경전을 강(綱)과 목(目)의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고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책의 편찬 과정 전반에 관여하였다.52) 이 책의 편
49)

51)

52)

49) 李書九 等受命編, 春秋左氏傳 注 “公羊傳曰, ‘譏喪娶也,’ 劉敞曰, ‘左氏以喪娶爲禮悖矣.’”
50) 左氏傳 成公 14년 “舍族，尊夫人也.”; 春秋經傳集解 杜預 注 “舍族，謂不稱叔孫.”
51) 李書九 等受命編, 春秋左氏傳 注 “黃仲炎曰, ‘或稱族, 或舍族, 以前後一事, 故後從省文.
左氏妄也.’” 이 주석의 원문은 春秋通說 卷九 成公 에 보인다. “春秋内大夫, 或稱族, 或
舍族者, 以前後一事, 故後從省文爾 (중략) 左氏以僑如稱族爲尊君命, 舍族爲尊夫人者, 妄也.”
52) 日省錄 正祖21年(1797) 1월7일 “還給李書九有司堂上差下草記, 仍飭左傳編校之役斯
速修正.”; 日省錄 正祖21年(1797) 3월3일 “予謂書九曰, ‘昨日所入新編左傳未及詳閱,
而以此入印, 果無疵欠耶? 大抵經傳之立綱分目, 乃是初有之例, 非但出於大一統之義, 蓋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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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에는 정조를 비롯하여, 채제공․성대중․정약용․홍석주․성해응 등 많은 학
자들이 참여하였는데, 동원된 인원의 규모만 보더라도 정조가 이 책의 간행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끝부분에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사
람들의 전체 명단이 실려 있는데, 총재(總裁)에는 채제공․이병모, 편교(編校)에
는 이서구․성대중, 참교(參校)에는 이익진․윤광안․이상황․정약용 등, 선사
(繕寫)에는 황운조, 감인(監印)에는 이만수․김조순․이집두․한만유․김근순․
신현․조석중․홍석주․황기천․성해응 등이다.
정조는 이렇게 완성된 좌씨전 정본 텍스트를 전국에 유통시켜 보급하였으
며, 그 책을 경연과 과거시험의 교본으로 사용하여 보다 많은 학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53) 그 뿐만 아니라 어전회의에서는 그 책의 인쇄와 반포를 공개
적으로 축하하면서 유생들의 전강(殿講) 및 전경문신(專經文臣)의 강독에도 사
용하도록 지시하였다.54) 자신이 주도적으로 간행한 좌씨전의 유포에 정조가
이처럼 적극적이었던 것은 일종의 학자적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단지 주석을 바꾸고 편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편찬자의 수준 높은 학문적
역량이 발휘되었다는 강한 자부심의 표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53)

54)

6. 결론

이상에서 조선조 간행본 춘추 주해서의 출판 양상과 그 독자적인 특징을 전
기와 중기, 후기 세 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선조에 유통되었던 춘추 주
使讀是書者, 隨事推類, 開卷瞭然. 而若或編次失當, 淆亂無別, 則反不如仍舊. 成大中所見亦
何如?’”
53) 日省錄 正祖21年(1797) 윤6월29일 內閣編校春秋左氏傳以進, 命鑄字所印行 조목 “敎
曰, 左傳校正之役, 今旣告完, 印出明日當始役, 此是講筵及科試所用.”
54) 正祖實錄 卷50, 正祖 22年(1798) 11月 29日(戊子) “煥之又啓言, ‘春秋書左氏傳, 特
命印頒之聖意, 臣固欽誦. 而旣印頒之後, 不可束閣而止. 請以新頒春秋, 用於儒生殿講及
文臣專經之講.’ 敎曰, ‘左相之意何如?’ 左議政李秉模曰, ‘臣於向箚, 引臣先祖之言, 請用春
秋於科試, 今無他意矣.’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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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중국에서 유입된 중국본과 그것을 그대로 판각하여 인쇄한 판본, 그리고
조선조에서 독자적으로 간행한 판본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조 간행
본 중에서 조선 전기․중기․후기를 대표하는 춘추경전집해․춘추집전대전․
춘추좌씨전 세 주해서의 제작 과정과 그 책이 지닌 독창성에 주목하였다. 세
책은 춘추학 연구의 토대가 되는 기본 텍스트이기 때문에 춘추 주해서를 대표
하는 필독서에 해당된다. 조선조에서도 이 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
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출판과 보급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중국본이 지닌 형식상의 단점이나 내용상의 오류 등을 바로잡거
나 보완함으로써 보다 완성된 체제와 내용을 갖춘 표준 정본 텍스트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간행된 세 종류의 춘추 주해서는 조선조의 독자적 역량과
학문적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 간행본 춘추 주해서는 조선조 춘추학의 토대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
여했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그 책들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서 보다 정밀하고
발전된 이론을 도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조선조 학자들의 독창적인
시각과 주장이 담긴 춘추 저서들이 배출됨으로써 춘추학 분야에서 조선조만의
독특한 학문 영역을 구축하였다. 한국경학자료집성 춘추류 에 수록된 73명
학자들의 글을 살펴보면, 춘추 속에 기록된 단편적인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
논설한 논문 형식의 짧은 글에서부터, 춘추 사전과 주요 주해서의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정리한 책, 또는 춘추 전체를 자신만의 시각이나 방법론으로 체계
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저술까지 다양한 형식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글들이 춘추 사전은 물론, 각 전의 주석, 나아가
춘추학의 대표적인 이론 등을 종합적으로 인용하거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
다는 점이다. 이처럼 폭넓은 연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춘추경전집해․춘추
집전대전․춘추좌씨전 등의 기초 텍스트가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조 간행본 주해서가 지닌 학
술적 가치와 함께, 그것이 조선조 사상사에 끼친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조선조의 춘추학 저서 중에서도 이항복(李恒福)의 노사영언(魯史零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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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李惟樟)의 춘추집주(春秋輯註), 박세채(朴世采)의 춘추보편(春秋補編),
정약용(丁若鏞)의 춘추고징(春秋考徵), 심대윤(沈大允)의 춘추사전속전(春秋
四傳續傳)과 춘추사전주소초선(春秋四傳註疏抄選), 이진상(李震相)의 춘추
집전(春秋集傳), 서수석(徐壽錫)의 춘추전주초찬(春秋傳註抄纂) 등이 대표적
인 책으로 거론된다. 이 저서들은 기존의 춘추 이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
만의 독창적인 주장을 펼친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장의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이론을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또는 비
판이나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는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이유장의 춘추집주에서 거론한 책은 공양전·곡량전·좌씨전, 두예의 춘
추좌전경전집해, 호안국의 춘추전, 장흡의 춘추집주, 고항(高閌)의 춘추집
주(春秋集注), 조방(趙汸)의 춘추집전(春秋集傳), 호광 등의 춘추집전대전
등 대표적인 춘추 주해서를 거의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주해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이론 구축과 주장 전개가 가
능했을 것이다. 향후 이들 대표 학자들에 대한 개별 연구 성과들이 축적된다면,
중국의 춘추학과는 차별화되는 조선조 춘추학의 독창성과 사상사적 의미 등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규장각, 춘추, 주해서, 춘추경전집해, 춘추집전대전, 춘추좌
씨전
투고일(2016. 2. 5), 심사시작일(2016. 2. 16), 심사완료일(201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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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Commentary on Chunchu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Focused on Commentaries on Chunchu Stored in Kyujanggak 
Kim Dong Min*

55)
This paper

examines trends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publication of

commentaries on Chunchu (Four Seasons; Confucian classic) in the Joseon Dynasty.
Among commentaries on Chunchu, Chunchugyeongjeonjibhae,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Chunchujibjeondaejeon, published during the King Seongjong’s reign,
and one of the books published during the King Jeongjo’s reign, Chunchujuasijeon were
selected as subjects for this study. These classics’ titles are identical with similar books
published in China, yet they are different in structuring and content after redaction.
Through this process, shortcomings in format or errors in content of commentaries
published in China were corrected, giving birth to a standard text with perfected
structure and content. What is worth noticing particularly in this paper is that kings in
the Joseon Dynasty ordered in person to publish the commentaries, and put support and
efforts at the government level such as their engagement in structuring of the book’s
content. This represents a special attention to required readings for a classic study as
well as a will to create an independent and standard text on Chunchu. These three
commentaries demonstrate the Joseon Dynasty’s academic prowess and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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