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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1. 머리말

본 논문은 조선후기 시경학의 절정기인 정조조 왕실 도서관의 시경 문헌 목
록과 정조의 시경 텍스트 편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조조 시경
학의 성격을 고찰하는 데 중심 목표를 둔다. 본 연구는 經說의 구체적인 비교․

* 이 논문은 2015년 10월 23~24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경학학회가 공동 주최
한 <한국 경학의 위상과 경서류 문헌: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를 중심으로> 학술대회에서

의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지면을 빌어, 발표문 준비 기간 동안 자료 열람과

사진 이미지 제공에 편의를 제공해주신 규장각 도서관 관계자 선생님들과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아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노경희 선생님, 논문심사 단계에서 소중한 수정의견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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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와 접근 방향을 달리하여 시경 관련 所藏 書目 및
書目의 解題 내용, 간행 문헌의 텍스트 형식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규장각 장서 연구는 문헌학․목록학의 발전과 함께 심도있는 성과

를 이루어 왔다. 조선시대 왕실 장서 서목에 대한 연구나 장서․출판 상황 전반

의 성격을 고찰하는 연구 등 통시적이고 거시적인 연구와 아울러 규장각 소장

경전 관련 장서 및 판각상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 고찰하는 바탕 위에, 시경 문헌과 관련된 특징적인 면에 주
목해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2. 書目類로 살펴본 정조조 시경 문헌

본 장에서는 정조조 왕실 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서를 중심으로 정조조의 시
경 문헌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록서의 범위에는 정조조 소장 華本과 東
本 도서 목록서 외에, 구입 (희망) 도서 목록서인 內閣訪書錄을 포함하였다.

1) 中國本 詩類 관련 목록을 통해 본 중국 시경학의 수용 양상

1781년(정조 5)에 王命을 받아 徐浩修를 주축으로 편찬된 奎章閣 皆有窩 소장

華本 圖書 目錄書인 奎章總目은 正祖 初期 시경 관련 문헌의 소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1)1)그 가운데 시경 문헌 및 시경 연구 관련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현전 奎章總目이 1781년(정조 5)의 607종 수록본이 아닌 1805년(순조 5) 증보본인 696
종 수록본임을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규장총목이 正祖代 왕
실도서관 중국본의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증보된 書目의 많은 부분이 1781년
이후 정조대에 열람되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奎章總目의 편
찬․증보 과정에 대해서는, 정호훈, 2012 奎章總目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外來知識 集
成 한국문화 57, 91-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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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奎章總目에서의 ‘詩類’ 관련 문헌 목록

구분 서목

經

總經

毛詩註疏(十三經注疏), 詩傳大全(四書五經大全),
奎璧詩經(奎璧四書三經), 經義考의 ‘詩’部(淸朱彛尊)

經解
(通志堂)

毛詩指説(唐成伯璵), 詩本義․鄭氏詩譜補亡(宋歐陽脩),
毛詩集解(宋李樗․黃櫄), 毛詩名物解(宋蔡卞), 詩説(宋張耒),
詩疑(宋王柏), (朱公)詩傳遺説(宋朱鑑), 詩補傳(宋范處義),
詩集傳名物鈔(元許謙), 詩經疑問(元朱倬撰), 詩解頤(明朱善)

經玩 毛詩異文補(淸沈淑)
詩

詩經大全(宣德元年欽賜本), 韓詩外傳(漢韓嬰),
詩經鍾評(明鍾惺), 詩傳彙纂(淸王鴻緖等), 詩義折中(淸傅恒等)

小學 詩本音(音學五書中, 明顧炎武)

史

掌故 文獻通考․詩(元馬端臨)
總目

直齋書錄解題․詩(宋陳振孫), 浙江書目․詩(淸鍾音等), 四庫全書簡明目錄․詩
(淸乾隆勅撰)

子

儒家
二程全書․經說․詩說(宋程頤), 讀詩一得(宋黃震, 黃氏日抄中), 讀詩錄(明薛
瑄, 讀書錄中), 日知錄卷三‘詩’(明顧炎武), (御纂)朱子全書卷三十五‘詩’(淸康熙御
撰), 義門讀書記․詩(淸何焯)

類事 (古今)圖書集成․理學彙編經籍典․詩經部(淸康熙勅撰)

叢書

漢魏叢書2)2) 詩說(漢申培)3)[*僞書], 韓詩外傳(漢韓嬰)3)
唐宋叢書 詩小序(魯卜商)

津逮秘書
詩序辨説(宋朱熹), 詩傳孔氏傳(周端木賜), 詩説(漢申培),
詩外傳(漢韓嬰), 毛詩草木鳥獸蟲魚疏廣要(明毛晉)
詩考(宋王應麟), 詩地理考(宋王應麟)

知不足齋叢書 诗传注疏(宋谢枋得), 昌武段氏诗义指南(宋段昌武)

集 別集
升庵外集․經說․詩(明楊愼), 儼山文集(卷31,32)․詩微(明陸源), 毛詩寫官記․詩札
 ․詩傳詩說駁義․白鷺洲主客說詩․國風省篇․續詩傳鳥名(西河集, 淸毛
奇齡), 榕村經說․詩所(淸李光地)

2) 漢魏叢書에 대해서는, 安鼎福, 順菴集 권13, 雜著 에서 愼後聃(1702~1761)이 漢魏
叢書 중의 大戴禮․王氏易例․焦氏․京氏易文․申公詩說之類를 수십여 차례 읽
었다는 기록, 申綽, 石泉遺集․後集 卷3, 上伯氏(丙午) 에서 이 책을 참고하였다는 기
록 등을 통해 영정조시대의 학자들이 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奎章總目 해제에 의거
할 경우, 明 萬曆 연간에 程榮이 編한 38種本에서 何允中이 補益한 何氏本 76種 254卷의

계열일 것으로 추정된다.

3) 각주 2번에 의거해볼 때, 18세기 중반 학자들이 漢魏叢書本을 통해 申培 詩說 을 접하

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毛晉이 明 崇禎 연간에 纂輯한 津逮秘書에는 申培 詩
說 외에 子貢 詩傳의 僞書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조선후기 僞詩說의 영향이 주로
叢書類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正祖, 弘齋全書 권51, 策問
四․詩(抄啓文臣親試及上齋生應製)에서는 “子貢詩傳․申培詩說은 황당한 책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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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록 가운데 정조대 시경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저술 몇 가지를 거론
하고자 한다. 먼저 總經類에 수록된 漢代 詩經學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毛
詩註疏의 원형은 단행본 형태의 毛詩正義로, 南宋 이후 十三經注疏에 편입
되면서 ‘毛詩註疏’로도 불리게 된 주석본이다. 조선시대에는 單行本 형태의 毛
詩正義本은 장서목록에 보이지 않으며, 十三經注疏本만 수록되어 있다. 奎章
總目에 의하면, 十三經注疏本은 당시 汲古閣本과 乾隆年間 內閣本 2종이 소
장되었다고 하였는데, ‘承華藏圭, 弘齋’의 印記가 있는 汲古閣本(奎中 3261)이 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현 규장각 소장의 毛詩註疏(奎中 2735-v.1-16)는 弘
文館 印記가 찍혀 있고, 版心에 ‘萬曆17年刊’이란 刊記가 있는 9행 21자의 판본

으로 총목 수록 판본과는 다른 것이다.
奎章總目의 十三經注疏 에 대한 解題에는 毛詩序 의 作者와 관련된 문제

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漢代 이전 詩經의 원형을 고구하기 어려움을 토로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논의와 관련하여 毛奇齡 詩札의 해당 문장을 그대
로 인용해두었다는 점이다.4)4)다만 毛奇齡의 학문이 정조 당시 俗學으로 분류되

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5)5)해제 작성자가 출처를 明示하지 않았을 뿐이

다. 이러한 경향은 正祖가 詩經講義 ‘條問’에서 毛奇齡說을 인용할 때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편집적으로 특정 논설 부분만을 援用하는 방식과 경향을 같

이 한다. 아래에는 규장총목의 십삼경주소 서목 해제에서 轉載한 모기령의

詩札 부분이다.

叢書類에 수록되어 있고, 束晳의 逸篇(補亡詩)과 豐坊의 石經은 괴이한 경우이건만
經類에 속해 있으니 이에 대해 일일이 변별하라[子貢詩傳․申培詩說, 其書荒唐, 而見載
於叢書, 束晳逸篇, 豐坊石經, 其事弔詭, 而猶登於經類, 亦可件件劈破歟!]”고 언급하였다.

4) 毛奇齡의 詩說이 正祖祖 경학연구에 참고되었던 상황은, 심경호, 1999 조선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일지사, 545-547면, 참조.

5) 正祖, 弘齋全書 권50, 策問三․俗學(抄啓文臣親試及泮儒應製) “今其三學源流之以其書行
于世者, 欲擧十之一二而言之. 豐坊․孫鑛之派, 有若王畿之龍溪語錄․王艮之心齋語錄․
羅洪先之冬遊記․朱得之之宵練匣․胡直之胡子衡齊․羅汝芳之會語錄․周汝登之
王門宗旨․毛元淳之尋樂篇․詹在泮之微言․毛奇齡之經說之屬是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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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闗雎 편은 반드시 먼저 “ 闗雎 三章一章章四句二章章八句”를 적은 뒤 “后

妃之德”을 기록하는데 이것이 ‘故’ 부분이다.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는가? 關雎 편

篇題 아래를 통해 알 수 있다. 關雎 편의 “五章章四句”는 鄭玄이 章句를 更定한 것

이다. “故言三章章四句, 二章章八句”에서의 ‘故’는 바로 (‘故訓’의) ‘故’이다. 篇題 아

래에 무릇 鄭玄이 更定한 곳에 대해, 故言을 더해 判別한 것이다. 孔穎達의 毛詩正
義에서 序 아래에 疏를 나누어 붙일 때, 반드시 “-句至-句”라고 기록해두되 유독
關雎 편만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毛詩序 와 鄭箋이 서로 다른 까닭에 기록하
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葛覃 편 序 아래 疏 文에 “ 葛覃 三章章六句, 至以婦道”

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序 첫머리 扁題 아래 필시 章句표기관련 문자가 모두

있었을 것인데 후대 사람들이 削去한 것이다.6)6)

毛奇齡의 관점을 따르면, 毛詩序 는 毛亨이 先秦時代의 舊說을 정리한 것으

로 毛詩故訓傳의 首句의 ‘故’ 부분과 續句의 ‘訓’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傳

은 毛亨 자신이 서술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毛詩序 와 毛

傳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 일정한 해석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논리

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毛奇齡이 거론한 예가 바로 孔穎達이 毛詩正義 疏
에서 표기한 章句 위치와 現傳 章句 표기 위치간의 불일치였다. 詩序 의 내용

에 따른 작성자의 層次와 시경 원문․주석 텍스트의 整合 과정의 이질성에 대
한 모기령의 분석은 오늘날에도 그 독창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7)7)奎章總
目 해제에서 毛奇齡 說을 인용해 毛詩序 의 판본전승과정상의 문제를 제시한

것은, 小序 및 텍스트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해도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조시기 小序 와 관련한 관점들을 이해하는 데

참고될 수 있다. 아울러 규장총목 해제에서는 모기령 설을 인용한 다음 毛詩
註疏 판본으로 漢代 毛詩故訓傳의 원형을 살피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6) 毛奇齡, 詩札 권1, “假如 關雎 詩, 必先曰‘ 關雎 三章一章章四句二章章八句’, 然後曰‘后妃
之德’也, 此是故也. 何以知之? 以 關雎 詩篇題下知之. 關雎 五章章四句, 此是鄭玄更定章

句, 又云: ‘故言三章章四句, 二章章八句’, 則此故言是‘故’也. 篇題下, 凡鄭玄有所更定, 輒加
故言判之, 而孔氏正義於 序 下分 疏 , 必曰若句至若句, 獨缺 關雎 , 以毛․鄭不同, 故不
疏, 而 葛覃 序下即 疏 云: ‘ 葛覃 三章章六句, 至以婦道’, 則當時 序 首篇題下, 必皆有章

句若幹等字, 而後人乃削去之矣.”

7) 薛立芳, 2008 關於毛詩序作者的新思考-論毛奇齡對 詩序 作者的研究 蘭州學刊 174,
蘭州市社科院, 127-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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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하였는데,8)8)이는 후대의 시경 텍스트가 원형과 다른 점에 대한 문제 인식
과 및 漢代 詩說의 원형에 대한 당시 학문적 관심을 일견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詩類에 있는 詩經大全․欽定詩經傳說彙纂․詩義折中은 모두 中國 漢宋
詩說을 종합한 彙集型 欽定注釋書이다. 이 중 1414년(永樂 12)에 반포된 四書
五經大全 중의 하나인 詩經大全은 1419년(세종 1)에 조선에 처음 유입되었
고, 1727년(雍正 5)에 간행․반포된 欽定詩經傳說彙纂은 다음해인 1728년(영
조 4)에 조선에 유입되었다. 모두 주희 시집전설을 중심으로 하여 以往의 註
釋을 종합한 성격을 지닌다. 한편 앞의 두 서적이 王朝實錄이나 개인 문집에
직접 언급이 되고 관련 연구도 진행된 데 반해 詩義折中에 대해서는 관련 기
록이 드물다. 주석 종합 시 毛․鄭說로 회귀하는 성격을 지녀, 주희의 分章 체계

대신 鄭箋의 分章체계를 따르며 주희의 淫詩說을 해석을 배제하고 毛詩序 에

의거해서 詩旨를 해석하는 특징을 지닌다. 詩敎를 지나치게 강조한 도덕윤리교

과서이자 청대 학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석서로 평가받기도 하나,9)9)중앙 정

부가 鄭玄 중심의 漢代 詩經學을 인정하는 상징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보충할 점은, ‘總經類’에 ‘四書五經大全 九十九本’이 기재된 외에, ‘詩類’에 따로
‘詩經大全 十二本(永樂勅修本. 宣德元年欽賜, 按欽文之璽)’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는 서적 소장의 과정에서 독서의 편의상 별도로 소장되기도 한 상황을 반영한다.

그 외 각 시대마다 詩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는 데 주목하고 評點式 시감상
을 추구했던 鍾惺의 詩經鍾評과 故事를 끌어들여 詩義를 斷章取義식으로 풀이
한 韓詩外傳은 앞의 詩類 소장 서적과는 성격이 다르다.
상기 도표를 통해 正祖代 왕실 도서관에 소장된 詩經 문헌들은 ‘詩類’에 기
재된 5종 외에 經部의 ‘總經類’․‘小學類’ 및 史․子․集의 항목에 散見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상기 서목들을 통해 정조조 왕실 도서관에서 참고 가능했던 시
경 관련 문헌의 대개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정조조 詩經講義에서 많은

8) 奎章總目 권1, 十三經注疏 “今新刻凡例, 倂與正義之自某至某而去之後, 雖有聰明特
達之士, 毛詩故訓之體, 將何從得之? 嗚呼! 殘經之禍, 不專在秦火者, 誠非過語也.”

9) 洪湛侯, 2002 詩經學史(下冊), 中華書局, 4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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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었던 毛奇齡의 詩說은 그의 文集(西河集)을 통해 수용되고 있으며
朱熹 詩說이 중시되고 詩經大全 小註의 문제점이 제기되던 상황에서도 朱熹
詩集傳本보다 詩傳大全本이 집중적으로 소장된 양상도 유의할 만하다.

2) 朝鮮本 詩類 문헌 목록을 통해 본 시경 텍스트의 본토화 양상

‘詩類’와 관련된 정조조 왕실 도서관 소장 東本(朝鮮本) 도서는 아래의 서목을

통해 일견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시경 학습시의 주요 참고 讀本으로 사료된
다. 東本 詩經 관련 문헌은 편집 체제가 조선시대 독자들을 배려해 가공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 西序書目에서의 ‘詩類’ 문헌 목록

西序書目籤錄(1792) 西序書目草本(1795)

詩傳大全(三十三部)
詩經諺解(十一部 各七本)
詩經正文(七部 各二本)
詩經正音(二部 各三本)

詩集傳(九10)部 一部十本 五部各九本 二部各八本)10)
詩傳大全(十一部 四部各十本活字本 一部十二本 六部各十本北
漢木板)
詩經諺解(十一部 各七本)
詩經正文(七部 各二本)
詩經正音(二部 各三本)

西序書目籤錄의 4종은 시경 학습시 주요 참고도서로서 지속적으로 刊印․
배포되어 오던 것이다. 이 4종은 정조조 이후 왕실 도서관 소장 詩類 목록에도

변함없이 등장한다. 4종 저서 모두 四書五經(후에는 四書三經)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 작업이므로, 출판 배경․체제 면에서 경전 간에 서로 유사성을 지닌다.

아래에는 시경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414년(永樂 12)에 편찬된 『四書五經大全』의 부분인 詩傳大全은, 1419년
(세종 1, 明成祖의 하사), 1426년(세종 8, 명에 요청해 받은 판본. 전라감사 沈道

源이 번각할 때의 底本), 1433년(세종 15, 明宣宗의 하사) 세 차례 수입되었다고

연구된 바 있다.11)11)각 大全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번각되었는데, 詩傳大全은

10) 일본 동북대 부속도서관 狩野文庫藏本에는 ‘九’자 옆에 朱筆로 ‘?’ 표시가 있다.

11) 관련 내용은 정우형, 1989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板 廣布 동방학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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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년 유입된 판본에 의거 1429년 전라감영에

서 번각되었고, 인쇄 책판은 추후의 이용을 위

해 鑄字所에 보내 보관되었다. 1435년(세종

17)에는 전해에 鑄造한 甲寅字를 사용하여 詩
傳大全을 간행하였다. 甲寅字로 인쇄한 시전
대전은 현재 규장각에 낙질 158건이 소장되어
있으며,12)12)그 이후로도 끊임없는 復刊을 거듭

했다. 세종조에 처음 四書五經大全을 번각할
때 동시에 한 곳에서 번각되지 않았듯이 이후

에 복간 과정에서 詩傳大全만 필요에 따라

별도로 刊印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복잡한 판본

양상을 보인다. 단 중국본 詩傳大全에는 있

던 詩序辨說 은 조선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는 점이 특징으로 제시된 바 있다.13)13)단, 현 규

장각 소장 도서 가운데 ‘侍講院’․‘宣賜之記’라

는 인장과 방점이 찍혀 있는 詩序辨說 1권이
조사되는데,14)14)이는 詩序辨說 이 단독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시
전대전의 지속적인 조선본 복간은 과거시험 준비로 인한 수요가 주원인이기도
하겠으나 다양한 주석을 집약시켜 시경 독해의 효율성을 높인 요소도 작용했
을 것으로 보인다.

詩經正文은 三經四書正文의 일부로 1775년(영조 51)에 王世孫이던 정조가
시경 경전 원문을 중심으로 간행한 것이다. 詩傳正音은 經書正音의 일부

1-27면; 김문식, 2006 조선시대 중국 서적의 수입과 간행: 四書五經大全을 중심으로
규장각 29, 123-124면; 심경호, 2004 조선전기 주해본 간행과 문헌 가공에 대하여 대
동한문학 20, 174면 등에서 이미 소개된 바 있다.

12) 김문식, 위의 논문, 130면 참조. 단, 논문 각주 33번에 기재된 해당본의 청구기호 ‘一簑古
貴 181.1-H65sc v.19/20’의 ‘sc’는 ‘Si’의 誤記로 추정된다.

13) 심경호, 1999 조선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일지사, 455면.
14) 청구기호는 ‘奎중 1731’이며 표제는 ‘詩序’로 되어 있다.

<그림 1> 甲寅字本
詩傳大全(落帙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생략)

一簑古貴 181.1-H65Si-v.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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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734(영조 10) 戊申字體 木活字로 인출한 후 1784년(정조 8)에 2차 간행되었

다. 경전 원문의 글자에 대해 2종의 중국 한자음(正音과 俗音)을 한글로 표기한

자료로서, 경전 읽기의 규범화를 시도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詩經正文의 텍
스트 편집상의 특징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詩經正音은 經書正音의 일부로 1735년(영조 11)에 司譯院에서 간행된 初
刊本과 1874년(정조 8)에 重刊本(‘甲辰冬重刊通文館藏板’)이 있으며, 漢學書들의

각 漢字 밑에 한글로 좌우 한자음(正音+俗音)을 표기하는 방식을 취한 텍스트

로, 시경 텍스트 언어문자의 우리말 발음 전환 작업과 관련이 깊다.
詩經諺解는15)15)조선시대 口訣․釋義․諺解로 이어지는, 경전의 우리말 전환

단계의 최종 작업으로 1613년경 校正廳本 詩經諺解가 완성된 이후 조선시대
시경 해석과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詩經諺解에 註音과 번역 방식은
학자들의 논의 대상이 되었다. 詩經諺解가 다른 경서 諺解本과 다른 점은 조
선에서 별도로 제작한 物名 편이 첨부되었다는 점이다. 제시 방식은 다양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物名의 경우는 대응되는 고유어로 직접 제시하고(예:駱 표구

렁․월라), 없는 경우는 자료를 인용해 설명을 덧붙이며(예: 兕 說文에 닐오

들쇼 고 털이 프르고 얼굴이 코키리 니라 交州記예 닐오 兕ㅣ 九德의셔

나니  기 석자 남고 얼굴이 馬鞭丙 니라), 비슷한 物名인 경우는 구분

되는 성격을 덧붙여 설명하는(예: 螓 암이 토 져그니라)16)16)등 우리나라

독자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환경과 이질적인 시경 속의 物名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物名 의 첨입 방식은 各卷 冒頭에 나누어 수록한 경우

외에 책머리나 말미에 일괄 수록한 경우도 조사된다.

西序書目草本 詩類 목록에는 위의 4種 외에 詩集傳이 추가되어 있다. 일
반적으로 ‘詩傳’이나 ‘詩集傳’이라는 서명이 단독으로 등장할 때는, 詩傳大全本
을 가리키기도 하나, 이 경우는 詩傳大全과 동시에 등장하므로 朱熹의 詩集
傳本에 해당한다.
15) 詩經諺解에 대한 연구는 三經諺解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이충구, 1989 三經諺解硏
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16) 諺解物名 에 대한 소개는 유재영, 1987 詩經諺解 物名에 對한 考察 백록어문 3․4合,
281-3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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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규장각 소장 詩集傳本 가운데,

1479년(성종 10)에 密陽府에서 간행된,

金宗直의 跋文이 있는 목판본은 각 詩

篇의 朱熹註 끝에 ‘音釋’을17)17)첨가해 읽

기의 편의를 제공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 정조의 藏書印인 ‘弘齋’․‘承華藏圭’

등이 찍혀 있는 6行 17字의 詩集傳本
은, 廣州府留守 洪啓禧가 英祖의 칙명을

받아 편찬한 ‘新刊經書’本이다. 본 詩集
傳본에는 간행 정보가 없지만, 동일

판본의 다른 경서본에 있는 간기(崇禎三甲戌 奉敎新刊 三經四書‚ 南漢永寶閣藏

板)를 통해 1754년(영조 30)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易本義 앞에 있는
新刊經書總目 목록에 의거하면, 詩集傳 간행에 詩集傳 二十卷, 詩序辨說
一卷, 詩傳音釋 一卷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판본에는 책머리에 集傳序 ․

詩綱領 이, 第7冊 끝에 考異 가, 第8冊 ‘附錄’ 부분에 詩序辨說 ․ 詩傳音釋

이 수록되어 있다. 洪啓禧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유통되던 八卷本 ‘奎璧本’이 詩
集傳의 원형태가 아닌 까닭에 ‘鄒氏本’에 의거해 二十卷本의 형태로 편집하고
詩綱領 은 다른 永樂 大全本 경전의 綱領 과 달리 후에 증입하지 않고 朱子

의 글인 까닭에 卷首에 수록한다고 설명하였다.18)18)아울러, 詩集傳 항목과는 별
도로 詩序辨說 1권,19)19) 詩傳音釋 1권의20)20)항목을 내어 이를 부록으로 수록한

17) 이 音釋 부분의 내용은 1754년(영조 30) 新刊經書本 詩集傳에 수록된 ‘音釋’과 동일
하며, 체제상 각 詩篇 말미와 시집전 篇旨 말미 등에 해당 내용을 나누어 판각한 차이
가 있다.

18) 洪啟禧, 易本義 卷頭, 新刊經書總目 “奎璧本八卷, 非朱子之舊, 故依鄒氏本作二十卷. 三
經大全俱有 綱領 , 而書․易, 則永樂本所增. 惟 詩․綱領 出於朱子, 故置於卷首.”

19) 위의 책 “詩序辨說一卷: 詩序 雖多差謬而其所從來也遠. 讀詩者不可不知. 朱子別爲一
編而辨說之, 刻詩傳子不能竝刻, 可慨也. 今依朱子遺書所載入錄於詩集傳後, 幷與鄒
氏音釋爲詩傳‘附錄’.” 이에 근거하면, 수록한 詩序辨說은 單行本이 아닌 朱子遺書
(奎章總目에 수록된 書目)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다.

20) 洪啟禧, 위의 책 “詩傳音釋一卷: 詩傳亦有鄒氏音釋. 雖未如書傳音釋之可觀, 而亦

<그림 2> 詩經諺解(18世紀以後, 木版本)

(奎 一簑 古 181.1-Si27e-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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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설명하였다.

‘新刊經書’本 詩集傳
해제에는 ‘鄒氏本’이라는

판본명이 등장하고, 附

錄의 詩經音釋 부분에

는 ‘鄒季友’라는 저자명

이 등장한다. 音釋의 내

용은 1479년 목판본에

수록된 音釋과 동일하며

단지 分節식 수록인가

卷末 일괄수록인가의 차

이만 있는 것으로 조사

된다. ‘鄒氏’와 ‘音釋’ 부

분에 대해서는 顧永新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그는 현전 宮內廳藏本 詩集傳
音釋 附錄인 詩圖 말미에 있는 기록에 의거하여 宮內廳藏本 音釋이 1352년
(至正 12) 宗文精舍刊本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판본계열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

러 “당시 書集傳에는 鄒氏의 音釋 이 있는데 詩集傳만이 音釋이 없어 독자
들이 아쉬움을 느끼므로, 宗文精舍에서 許謙의 詩名物鈔에 있는 音義로 纂釋
하고 사이에 何伯善의21)21)音釋을 덧붙였다”는22)22)識文을 인용하면서, 영조 30년

不無參考者, 故依書傳例別錄.”
21) 顧永新, 2013 詩集傳音釋本考 詩經硏究叢刊 25, 184면 참조. 이 연구에 의하면, 何
伯善은 이름이 淑이고 安樂 출신이다. 1351년에 進士 급제 후 1371년 太子賓客으로 초대
된 바 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詩經으로 명망이 높아 楊士奇의 蠖暗集序 에
서 그의 詩經衍義를 언급하고 千頃堂書目․經義考에서는 그의 詩義權輿를 언급
하였으나 모두 일실되었다. 여기에서 말한 ‘何伯善音釋’은 그의 詩經學 저작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22) 위의 논문 184면에서 소개된, 詩圖 말미의 기록을 轉載하면 다음과 같다. “書傳舊有
鄒氏音釋, 詩傳獨闕, 讀者不無遺憾. 本堂今以許益之詩名物鈔內音義纂釋爲之, 仍間以
何伯善音釋附焉, 俾二書經傳俱有音釋. 仍各纂圖於前, 以備參考. 正句讀, 明事義, 以便讀誦.

大字刻梓, 開卷了然比之衆本嘉善. 收書君子幸垂藻鑒. 至正壬辰仲秋 宗文精舍 謹識.”

<그림 3> 詩集傳
(1479, 木版本)

(想白古181.113-J868s-v.19∕20)

<그림 4> 詩集傳
(1754, 木版本)
(奎中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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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刊經書’本 詩集傳 부록의 ‘鄒季友音釋’이란 설명은 오류로 보인다고 부기하
였다. 顧永新의 견해에 의거할 경우, 朝鮮刊本 詩集傳에 수록된 ‘音釋’은 宗文
精舍刊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鄒季友音釋’으로 표기한 이유는 書集
傳과 같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혼동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정조조 왕실 도서관 소장 東本 시경 관련 판본 상황을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영조조부터 이미 八卷本 시집전본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새
로운 定本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정조는 영조조에 형성된 定本 인식을 계승하

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23)23)아울러 朝鮮刊本 시경 판본에는,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音釋을 分節해 經文 사이에 수록하거나 卷末 附錄의 형식으로 첨입하

였고, 諺解․物名 번역을 經文 사이나 난외주 형식으로 첨입하였는데, 이는 조선

간본 시경 텍스트가 지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內閣訪書錄의 詩類 목록을 통해 본 시경 연구의 지향점

중국 도서 구입 시의 참고자료로 편찬된 內閣訪書錄의 經部 서적은 총 134
종이며 이 가운데 詩類에 수록된 서적은 24종이다. 각 書目은 卷數, 著作時代,

著者 정보 및 간략한 내용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이 간략하여 10字가 안 되

는 경우도 있지만,24)24)이 書目은 여전히 正祖朝의 시경에 대한 관심 방향을 이
해하는 데 유용하다.

內閣訪書錄의 書目과 解題는 주로 浙江採集遺書總錄과 같은 목록서에서

추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5)물론 많은 부분이 浙江採集遺書總錄을 인용한
것이지만, 목록서 편성의 특성상 기존의 목록을 참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듯하다. 이는 浙江採集遺書總錄 ‘詩類’의 많은 부분이 經義考를 참고한 것과

23) 참고로 今西龍의 日本所在韓國古文獻目錄에 따르면, 현전하는 朝鮮刊本 詩集傳은
1587년(선조 20), 庚辰字本, 內閣藏本(刊年未詳), 1764년(영조 40) 刊本 등이 있다고 하

였다.

24) 內閣訪書錄 권1, 經史類 “自 聞音 至 聞人 , 總十聞.”
25) 內閣訪書錄에서 인용한 書目과 解題의 由來에 대해서는, 정연식, 1990 內閣訪書錄
解題 규장각 13, 59-60면 및 趙望秦․蔡丹, 2012 內閣訪書錄爲浙江採集遺書總錄
之節抄 文獻 4月第2期, 79-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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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관된다. 內閣訪書錄의 選取 양상은 당시 시경 연구의 관심 방향을 이
해하는 데 참고될 수 있다.

먼저 內閣訪書錄 수록 서목의 시기별 분포를 보면, 24종 가운데 宋代 著作
이 9종, 元代 1종,26)26)明代 13종, 淸代 1종으로 宋代 저작이 중심으로 이루는 반

면, 浙江採集遺書總錄의 경우 ‘詩類’ 총 56종 가운데, 宋代 7종, 元代 2종, 明代
26종, 淸代 20종, 明淸代間(撰者不明) 1종으로, 시대별 저작 구분 측면에서 볼

때 內閣訪書錄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서목 가운데 浙江採集遺書總錄과
중복되는 것은 14종이고 그 중 해제의 文字까지 동일한 경우는 12종이며, 浙江
採集遺書總錄에는 없고 經義考와 중복되는 서목은 10종이며 그 중 해제의 文
字까지 매우 유사한 경우는 5종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내각방서록 ‘詩類’ 부
분 작성은 일방적인 抄錄 작업이 아닌 의도적 選別 작업의 성격을 지님을 유추

할 수 있다.

한편, 內閣訪書錄 ‘詩類’에 수록된 서적들은 내용 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
향성을 보이는데, 이를 解題 내용에 의거해 개략적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內閣訪書錄에서의 ‘詩類’ 문헌 목록

毛詩序 중심 詩集傳중심 綜合․折衷 특정 주제 중심

呂氏家塾讀詩記(呂祖謙)
白石詩傳(錢文子)
廣川詩故(董逌)
毛詩說序(呂柟)
詩故(朱謀㙔)
毛詩原解(郝敬)
毛詩世本古義(何楷)

童子問(輔廣)
詩緝(嚴粲)
詩傳通釋(劉瑾)
詩傳通釋(黃佐)
詩蘊(姜兆錫)
cf) 宋代初期
詩解集傳(蘇轍)

毛詩微言(唐汝諤)
詩經類考(沈萬鈳)
詩經補傳(蔡毅中)
毛詩六帖(徐光啟)
詩解(黃櫄)27)27)

[地理] 詩地理攷(王應麟)
[名物] 六家詩名物疏(馮復京)

毛詩鳥獸草木疏28)28)(吳雨)
(毛詩)多識編(名物+詩旨)

[六義․詩旨] 詩經疑問(姚舜牧)
[多項目] 詩總聞(王質)

26) 內閣訪書錄에서는 劉瑾의 詩傳通釋을 ‘宋’으로 표기하였으나 여기에서는 ‘元’으로 분
류하였다.

27) ‘詩解(黃櫄)’는 通志堂經解에도 수록된 毛詩集解(宋李樗․黃櫄)를 가리키는 것으
로 보인다. 翁方綱의 經義考補正에서는, “經義考에서 이를 따로 나누어 수록한 것으
로 볼 때 원래는 두 종의 서로 다른 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合輯者의 이름은 알 수
없다.”고 하였고,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李樗․黃櫄이 모두 閩지역 사람으로 建陽書
肆에서 合編된 것으로 추정하였다(劉毓慶, 2002 歷代詩經著述考(先秦~元代), 中華書
局, 253면에서 재인용). 內閣訪書錄에서는 “考據正確, 說詩者多取之.”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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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閣訪書錄의 詩類 서목에는, 毛詩 說이나 詩集傳說을 중심으로 분석하
거나 兩說 내지 衆說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미차이를 변별하는 주석서가 중

심을 이루며 그 외 地理․名物․六義․詩旨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저술

이 포함되어 있다.29)29)서목 분포를 통해 정조조 시경 연구의 관심 방향을 살펴
보면, 毛詩說과 詩集傳說에 대한 의미 고구나 비교 분석이 중심을 이루며,
지리․명물 등을 고찰하는 저서나 詩義․詩旨 파악을 다루는 저서가 보충적으로

추가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詩類’ 書目의 성격은, 정조가 제시한 詩經講義의 편찬 배경 및 목적
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시경의 篇旨․六義․古韻․詩樂․鳥獸草木․器用․服飾 등은 분류됨이 지극히

심오하고 공들임이 지극히 치밀해서 呂祖謙의 박식함으로도 그의 呂氏家塾讀詩記에
서 小序 에 치우침을 면치 못하였고, 輔廣의 醇正한 유학자적 자질로도 그의 童子
問에서 朱子의 詩集傳과 어긋남이 많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중략) 이 책의
發問은 주희 詩集傳에 바탕에 두고 여러 설을 참고하였으며 名物은 다만 실제의
증거만을 찾고 字句는 문맥의 通順한 해석을 가려내어 詩를 논하는 이들의 과장된
것․奇異한 것을 다투어 찾는 풍조를 경계하였다.30)30)

이 문장에서 정조는 序 說 및 前時代 詩說을 존숭한 인물인 呂祖謙의 詩篇

분석 방법이 小序 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朱熹의 門人으로서 평소의

朱熹에게 들은 바를 기록함으로써 詩集傳說을 發明하고자 했던 輔廣의 설도
朱熹說과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여조겸과 보광의 저서는 모

두 內閣訪書錄 목록에 있는 것이다. 내각방서록의 ‘詩類’ 목록과 상기 인용
28) 內閣訪書錄에는 ‘三十卷’으로 되어 있으나, ‘二十卷’의 誤記이다.
29) 群經音辨(宋賈昌朝撰)․十三經註疏正字(淸沈廷芳輯) 등 音韻․文字訓詁를 다룬 群

經類 저작에도 詩經을 다룬 부분이 있으나, 여기서는 詩類 書目에 한정해서 서술하기
로 한다.

30) 正祖, 弘齋全書 권108, 羣書標記二○御定(二) 詩經講義九卷 “詩之篇旨․六義․古
韻․詩樂․鳥獸草木․器用․服飾, 爲類至賾, 用工至密, 雖以呂伯恭之博識, 所著讀詩記,
猶不免偏主 小序 之病, 輔漢卿之醇儒, 所著童子問, 亦不免多背朱傳之譏. (중략) 此編
發問, 本之以朱傳, 參之以衆說. 名物則只求其實然之證, 字句則但核其文從之訓, 以懲說
詩者好夸競奇之風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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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종합해 볼 때, 정조의 시경 읽기에 반영된 두 가지 의식을 짚어낼 수 있
다. 하나는, 宋代에 尊序派의 대표인 여조겸과 尊朱派의 대표인 輔廣의 說을 모

두 제시하는 것을 통해, 정조의 시경 읽기는 朱熹說이나 주희를 발명하는 설
에 경도되지 않고 타 해석의 이해를 동반하는 속에서의 균형적이고 비판적인 읽

기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呂祖謙說과 輔廣說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보다 精緻한 시경 읽기를 모색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조의 의지를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3. 정조의 시경 텍스트 편집 양상

정조의 三經四書正文 텍스트 편찬은 영조조 ‘新刊經書’ 편찬 작업에서 구현
된 定本化의 바탕위에 簡約化라는 경학 연구 방향을 구체화시킨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조의 경학 텍스트 편집에 나타나는 ‘約’의 특징은 정조가 跋文에서

직접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31)31)이를 정조 경학 연구 방법에서의 抄錄과 諷誦의

특징으로 규정한 연구도 제시된 바 있으며32)32)周易正文과 五經百篇에서 ‘約’
이 구현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도33)33)등장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우

리는 이미 정조의 경학 연구 방법이 텍스트 편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의 바탕 위에, 詩經正文의 ‘正文’ 범주
및 五經百選 ‘詩選’ 부분의 텍스트 편집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정조의 시
경 읽기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31) 正祖, 弘齋全書 권4, 春邸錄四․雜著․三經四書正文跋 “三經四書之集諸家箋註爲大全
者, 五十有一冊也. 余於視膳餘暇, 常欲從事於斯, 以其編帙旣廣, 難於領會病之. 謹取正文,
合爲一帙, 凡五冊也. 夫自五十有一冊而爲五冊, 可謂約矣, 自一心而視五冊, 則亦博矣, 運之

方寸, 以精其義, 推諸事爲, 以致其用, 則博固不可不約, 約又未始不博也. 然此編, 秖資循環

溫習而已, 欲詳求旨義, 其惟大全乎! 此又著工之序也.”
32) 심경호, 2005 정조의 경학 연구 방법에 대한 窺見 , 태동고전연구 21, 31면.
33) 송호빈, 2006 正祖의 易學觀과 周易 해석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2장 ‘(2)經書
正文: 古今易의 변경’, ‘(3)五經百篇: 義理易으로 경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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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 原文의 편집 양상

정조의 經典原文에 대한 관심은 王世孫 때부터 이미 두드러지는데, 1775년(영

조 51), 왕세손이던 정조가 甲寅字를 校正해 壬辰字를 만들어 처음 印出한 2종

의 서적 중 하나가 바로 經書正文이다. 정조는 당시 유통되던 51冊의 大全本
에서 5冊의 正文本으로 簡化시켜 常覽할 수 있는 正文 중심의 텍스트를 제작․

유포함으로써 학자들이 경전 독해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

다.34)34)물론, 정조조 이전에도 大全本 중심의 경전 읽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는 논의가 제기된 바 있으나,35)35)이를 경전 텍스트를 직접 편집하는 방식을 통

해 구체적인 시도를 감행한 것은 정조에 이르러서라 할 수 있다.

經書正文 중의 詩經正文을 1754년 ‘新刊經書’本인 二十卷本 詩集傳과 비
교해 보면, 詩集傳 序文만을 남겨두었을 뿐, ‘新刊經書’本에 첨입되어 있던 詩

傳綱領 ․ 詩序辨說 ․ 詩經音釋 등을 모두 생략하였다. 二十卷本이나 八卷本

등 기존의 詩集傳 판본 체제를 따르지 않고 詩經 全篇을 두 卷으로36)36)재편
집해둠으로써 시경 텍스트의 簡約化를 구현하였다.
그렇다면 정조가 經書正文을 통해 추구했던 經典原文 지향 방식은 과연 어
떠한 반응을 낳았을까? 徐瀅修의 敬跋宣賜經書正文後 (1789년)에는 經書正文
刊出 후 10여년이 경과한 뒤의 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文臣들과 易을 강론
하던 자리에서, 정조는 “본래 이 책(經書正文)의 刊出을 통해 古易의 참모
습을 되살려 俗儒들의 고루한 견해를 一掃하려 했으나, 臣僚들 가운데 異見이

34) 正祖, 弘齋全書 권179, 羣書標記․御定․經書正文十卷(刊本) “三經四書, 釋之者多 (중
략) 如詩二南之不曰南而曰風也, 紛若聚訟, 載籍隨博. (중략) 然如諸家訓詁, 尙多迷津之
歎. 今若秖取正文刊布, 如石經古文, 而得康成以前體裁, 則亦可爲經生學士深思力究之一助.”

35) 관련 논의는 김항수, 1999 16세기 후반 士林의 經世論 韓國思想과 文化 6, 106면 참조.
36) 다만, 이 경전 正文의 簡約化 작업은 기존에 제기되던 坊本의 錯刊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
정하지는 않았다. 가령 심경호, 1999 조선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일지사, 531면에서는,
王風․君子于役 편 제2장 ‘羊牛下來’구가 朝鮮刊本 詩傳大全에서 錯刊되어 ‘牛羊下來’
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말미암아 정조가 이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金達淳(1790년
선발된 초계문신)이 이를 坊本의 오류라고 條對한 바 있음을 소개한 바 있는데, ‘牛羊下

來’의 錯刊 상황은 1754년 ‘新刊經書’本 뿐 아니라 1775년, 1820년 三經四書正文本에도
정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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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아 현행본을 간행․반포하게 되었으니,” “지금에 이르러 이를 안타깝

게 여긴다.”고37)37)하였다. 이에 의거할 경우, 정조의 經書正文 출판사업으로 시작

되었던 經典 原文 텍스트의 지향은 실제 講論의 장에서 臣僚들에게 전폭적인 지

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정조의 經書正文의 편찬 의도는 정조조 문신들이 시경 원전을
바라보는 각도를 다양화시키는 데 적극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정조조의 經史講義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관련 논의자료를 남긴

徐有榘, 丁若鏞, 金義淳, 崔璧, 趙得永 등의 학자들이 정조조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시경 텍스트에 접근하는 데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했을 것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經書正文 편찬에서 보여준 정조의 경전 원문의 강조는, 經典 원문을 選取․
精選하는 작업과도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五經百選에 대해,
“大文 白文만을 수록한 서적을 편찬 간행한 것도 대전본을 평가절하하고 경의의

새로운 탐색을 요청한 것”으로38)38)평가한 것 또한 經書正文의 편찬 의의와 맥
을 같이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연유라 하겠다. 물론 정조의 經典 選編 작업은 유

가 경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朱書百選․八子百選․史記英選․杜陸千
選․詩觀 등 역사․문학․문집류 전반에 걸쳐있는 것이지만, 시경을 중심
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도, 이는 조선시대 시경학 이해에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고 할 수 있다.

시경의 選編 작업은 정조의 말년에 이루어졌으며 단독으로 편성되기 보다는
다른 유가 경전 텍스트와의 병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選

編은 官撰 木版本 五經百篇이다. 출판 경과에 대해서는, 正祖가 選編 작업을
완료한 후 작성한 示五經百選印所諸學士 (1796)와 목판본 간행 시에 작성한 五

經百篇印行義例 (1798) 등에 근거해 이미 학계에 비교적 상세히 소개된 바 있

다.39)39)이 五經百選에는 99편 가운데 67편이40)40)시경에서 選編된 것으로 五經
37) 徐瀅修, 明臯全集 권10, 題跋․敬跋宣賜經書正文後 “昔在春邸, 適會經書正文之刊

布, 欲一反古易眞面目, 俾洗俗儒固陋之見, 而宮僚中不能無異議者, 竟從見行本刊布, 此
書是也. 予至今恨之.”

38) 심경호, 앞의 책, 439면.



54·한국문화 73

가운데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한다.

필사본 五經百選 序頭에 수록된 示五經百選印所諸學士 는 正祖가 自選한

목록에 대해 문신들에게 자문하는 글이다. 이 문장에는 詩篇 선정과정에서의 고

민과 選編 작업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전자는 정조가 選編 과정

에서 누락시킨 魯頌․駉 편이 孔子 詩學의 핵심인데 이것을 수록할 것인지,
수록한다면 대신 무엇을 刪錄할 것인지에 대해 자문한 부분이다.41)41)비록 駉 편

한 편에 대한 언급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정조가 詩經 詩篇의 선정 과정에
서 詩篇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중시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후자에 관해서는

원문을 직접 인용해 본다.

주자가 纂定한 儀禮經傳通解에는 卜筮 편이 결락되어 있다. 실정을 모르는 사

람들은 이를 闕文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주자의 은근한 의도가 계몽하는 책에

있었던 것이다.42)42)

정조가 주희의 儀禮經傳通釋 편찬사례를 모델로 삼아 五經百選을 통해 經
典의 읽기 범주를 조정함으로써 교화적인 메시지 전달 효과를 강화하려는 의도

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蔡濟恭은 정조의 상기 諮問에 대해, “단순한 경전

誦讀에만 그치지 않고 誦讀한 글에 반영된 道로 조정과 백성을 교화시켜 사방의

수많은 생명이 그 은택을 입지 않음이 없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란다.”고43)43)獻議

39) 관련 원문의 번역․분석은 김문식, 2000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 해석사, 100-
120면 참조.

40) 100편 중 66편 수록 상황은 초기 필사본에 해당하며, 후기 목판본에서는 총 99편 중 魯

頌․駉 편이 추가된 67편으로 변동이 있다. 67편에 해당하는 구체 편명은 다음과 같다. 國
風 (關雎, 葛覃, 鵲巢, 采蘩, 谷風, 簡兮, 定之方中, 淇奧, 氓, 緇衣, 女曰鷄鳴, 鷄鳴, 陟岵,

伐檀, 蟋蟀, 小戎, 蒹葭, 匪風, 下泉, 七月, 東山), 小雅 (鹿鳴, 皇皇者華, 伐木, 天保, 出車,

南山有臺, 六月, 車攻, 吉日, 鶴鳴, 白駒, 斯干, 無羊, 大東, 楚茨, 信南山, 甫田, 大田, 賓之
初筵), 大雅 (文王, 大明, 緜, 棫樸, 旱麓, 思齊, 皇矣, 靈臺, 生民, 行葦, 旣醉, 公劉, 抑, 崧

高, 烝民, 韓奕, 江漢), 頌 (維天之命, 天作, 思文, 豊年, 敬之, 駉, 泮水, 閟宮, 那, 長發).

41) 正祖 編, 五經百選 卷頭, 示五經百選印所諸學士 “詩三百, 蔽一言曰思無邪, 魯頌
之 駉 章, 不入於選中, 若添此章, 則當過百數, 欲刪一而添此, 則可刪者當以何章爲歸耶?”

42) 위의 책 “朱子纂定儀禮經傳通解, 而 卜筮 一篇, 缺而不備, 不知者以爲闕文, 而夫子微意
在於啓蒙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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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 또한 정조의 選編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정조가 選錄한 67편의 詩篇 가운데는, 衛風․氓 편을 제외하고 朱熹가 所謂

淫詩로 구분한 詩篇들이44)44)모두 배제되어 있다. 이는 和平하고 溫厚한 詩篇을

選取함을 기본 입장으로 견지함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氓 편에 대한 選取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과 성격을 달리하며 일부 文

臣의 경우 氓 편의 刪削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45)45)본고에서는 이 부분

을 정조가 자신의 개인적인 시해석 입장을 반영한 부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詩
經講義 條問에서 정조는 氓 편이 婚姻의 正禮를 말한 것이며 시적 화자가 중

매를 통해 결혼한 상황임을 피력하고 詩旨에 대한 문신들의 견해를 물은 바 있

는데46)46)이는 氓 편에 대한 기존 詩旨에 대해 정조가 회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43) 蔡濟恭, 樊巖先生集 권29, 獻議․御定五經百篇議 “惟願繼自今不惟誦讀之爲務, 以誦
讀之文之道, 敎朝廷敎韋布, 以及乎八方億兆生靈, 無一不被其澤焉.”

44) 朱熹가 淫詩로 判定한 詩篇에 대해서는 이재훈, 1994 朱子 詩經學 硏究,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79-287면의 30편을 기준으로 한다.

45) 정조가 五經百篇에 수록할 詩篇의 選取에 대해 文臣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氓
편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일관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령, 李晩秀는 詩 이해의 핵
심 개념인 ‘思無邪’가 포함된 駉 편은 수록되어야 하지만 淫奔한 여인이 버림받은 후의
원망을 담은 작품인 氓 편은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李晩秀, 屐園遺
稿 권6, 賜笏集․答聖問․五經百篇答聖問 “竊覸聖裁, 與詩人美刺勸懲之法有異, 專取
其冲融和平之音, 溫厚正大之詞, 雖在變風變雅, 如 湊洧 ․ 桑間 ․ 巧言 ․ 民勞 之什一,
不之載, 所以觀其世也. 詩之開卷第一義, 在‘思無邪’三字, 駉 章之添入, 無容議爲, 而今
欲添一而刪一, 則 衛風 之 氓 章, 卽淫奔女子見棄㤪恨之作, 所謂立身一敗, 萬事瓦裂者也.
小雅 之 大東 章, 卽弱國下邑民窮財竭之詩, 其艱難困苦之狀, 溢於篇章之外, 與‘四國有王,
郇伯勞之’之意, 不可比同矣. 臣見則此二章刪之, ‘桑扈’之 車舝 章‘高山仰止, 景行行止’一句,

夫子稱詩之好仁如此, ‘生民’之 卷阿 章成周之泰和盛治, 莫如此詩, 而高岡之鳳․君子之
馬, 千載之下, 如見其人. 此二章中添其一, 以並與 駉 章滿百數, 似合於原編義例.”

46) 이 부분은 正祖의 氓 편에 대한 인식과 연결하여 고찰할 수 있다. 正祖는 禮記․曲禮

편의 ‘중매쟁이가 없으면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구절을 인용해 氓 편의 내용이
婚姻의 正禮를 말한 것일 듯하다는 어감을 비추었고 ‘刺詩’로 본 毛詩序 의 해석과 ‘淫

婦의 自作詩’로 본 詩集傳說과의 모순에 대해 질문한 바 있는데, 홍재전서에서는 ‘自
悔’의 측면에서 毛詩序 와 詩集傳의 해석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 洪義浩의 條
對를 수록하였다. 이는 正祖가 氓 편을 淫詩로 이해하기 보다는 ‘반성함’․‘일을 어렵게

여기고 마음을 견고하게 함’ 등의 주제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弘齋全
書 권87, 經史講義二十四․詩 “ 曲禮 曰: 非有行媒, 不相知名.’ 此特言昏姻之正禮耳. 至



56·한국문화 73

있음을반영한다. 氓

편의 選取는 詩篇의

선정 과정에서의 정

조의 보편적 입장과

개별적 특수 입장을

동시에 보여준다고할

수 있다.

한편 大畜觀書目
에 目錄이 보이며,

상호 유사한 필체로

보아 동시기에 필사

된 것으로 추정되는,

二經英華와 六經常覽에는 각각 57편과 8편의 시경 詩篇이 수록되어 있는
데, 二經英華의 경우 57편 가운데 41편이, 六經常覽의 경우는 8편 전체가 五
經百篇의 選文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47)47)차이점이 있다면, 五經百篇에는 詩
集傳 註文 가운데 賦比興과 選錄한 詩旨만을 수록한 반면, 二經英華와 六經常
覽의 경우는 해당 부분의 詩集傳 註文을 音註까지 그대로 옮겼다는 점이다. 이
두 책은 정조의 經典 原文 選編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또한 시경 텍스트의 選編 양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 경전 註釋의 편집 양상

복잡한 주석들의 혼선을 배제하고 경전 원문의 직접 읽기를 표방하는 三經四

於 氓 之婦人, 旣自言‘送子涉淇, 至于頓丘’, 則必已有謀昏之事, 亦何待於媒妁之往來道達,

而必以是爲言耶, 且 序 以此詩爲刺時, 而集傳則謂淫婦之自叙其事, 此果有據耶? 義浩
對: 旣與之約, 又託以無良媒, 所以難其事而固其心也, 序 說雖以爲刺時, 而其下文又有困

而自悔, 故序其事以風焉之語, 則 序 說․集傳固無所異矣.”)
47) 五經百篇과 二經英華․六經常覽간의 시경 목차 비교에 대해서는, 윤현정, 2015

朝鮮朝 正祖親撰 五經百篇 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硏究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19-128면 참조.

<그림 5> 二經英華
(奎 1296-v.1-4)

<그림 6> 六經常覽
(奎 1057-v.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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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正文과 五經百選의 詩經 부분은, 사실 온전히 경전 원문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본 절에서는 三經四書正文․五經百選에 절록된 朱熹 集傳
註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三經四書正文의 詩經正文 부분에는, 詩經 原文 이외에 먼저 詩集傳序

가 卷頭에 수록되어 있다. 序文의 수록 상황은 다른 경전들도 마찬가지이다. 다

른 경전 正文과 차이를 지닌 점은, 詩經正文에는 詩集傳의 詩旨 내용이 선
택적으로 節錄되어 있고, 각 詩篇의 篇章 말미에 賦比興 표기를 일일이 해두었

다는 점이다.

正祖朝에 편찬된 三經四書正文 중의 詩經正文에 ‘正文’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詩集傳의 일부 해석이나 賦比興 표기가 포함된 배경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正祖朝의 抄啟文臣制度에서의 공부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듯하다.

정조와 文臣間 경전 학습은 抄啟文臣制度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었다. 특히 초

계문신의 학습 범위 및 방식에 대해서는 제1차 抄啟文臣 選拔時期인 1781년(正

祖 5)에 작성된 抄啟文臣 교육지침서 文臣講製節目에 정리되어 있다. 같은 해
에 작성된 再草本 奎章閣志에는 抄啟文臣制 시행의 초기 상황이 반영되어 있
고, 1784년(正祖 8)에 수정된 完成本 奎章閣志에서는 정비과정을 거쳐 簡約化
된 節目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48)48)文臣講製節目에서는 講書 대상과 순서를

제시하고 강론의 중심이 文義 파악에 있으며 句讀만 익히는 데 있지 않음을 전

반적으로 제시하였는데,49)49)奎章閣志 完成本에 이르러서는 대략적인 공부 방식
을, 경전별로 보다 구체화하여, “庸․學․論․孟의 경우는 章句를 모두
강론하고, 詩․書는 篇旨만을 강론하며, 周易은 程傳 을 겸하여 강론한

다.”고50)50)명시하였다. 이는 講製의 목적이 문자․훈고 파악보다는 주제․핵심의

48) 鄭玉子, 1984 文臣講製節目解題 규장각 8, 105-106면 참조.
49) 文臣講製節目 “講書, 則以大學․論語․孟子․中庸․詩傳․書傳․周易

爲之次序, 輪回肄習. 經書畢講後, 始講史記, 而讀書將以致用, 若只習句讀, 不主文義, 則
殆近於聖人所謂雖多亦奚以爲也.”

50) 奎章閣志(完成本) 권2 “講書, 則以大學․論語․孟子․中庸․詩傳․書傳․
周易輪回肄習. 畢講後, 始講史記, 而庸․學․論․孟盡講章句, 詩․書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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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에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시경에 있어서는 서경과 마찬가지로 ‘篇
旨를 중심으로 강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詩旨’가 시경 강독에 있어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함을 말해준다. 상기 문헌자료에는 篇旨[大旨]만이 언급되어 있

지만, 초계문신의 講製를 정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된 內閣日曆에는,
文臣들이 月講할 冊名의 次第를 기재할 때 해당 강론 범위를 기록해두었는데,

시경을 講할 때에는 篇旨[大旨]와 함께 六義를 講한다고 되어 있다.51)51)이는

당시 六義와 詩旨가 詩 講의 핵심 범위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詩經 경전 원
문의 간행이나 選編 과정에서 詩旨 내용과 六義, 구체적으로는 賦比興 표기가

수록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먼저, 詩旨의 選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詩經正文에는 305편 詩篇의 篇
名 아래에 雙行小註 형식으로 詩旨를 수록하였는데, 모두 集傳에서 절록한 것
이다. 그 대략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詩旨 몇 부분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講篇旨, 周易兼講 程傳 .”
51) 內閣日曆, 정조 5년 2월 18일 “文臣月講册名次第: 大學竝講大註, 論語竝講集註,

孟子只講章下註, 中庸竝講大註, 詩只講六義․大旨, 書只講篇題, 易只講卦序”
(內閣日曆의 원문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에
서 제공하는 DB를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참고로, 최종으로 정리된 文臣講製節目과
奎章閣志에는 보이지 않지만, 講製節目을 작성하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內閣日曆에는 月講의 강독분량이 보다 상세하게 적혀 있다. 여기에 시경 月講
은 총 17차로 나뉘어 있다. 內閣日曆, 정조 5년 2월 18일 “詩: 第四十八次自 序 止 召
南 (序三十六行大文六十九行大旨三十九行), 第四十九次 邶 (大文七十五行大旨二十行), 第
五十次自 鄘 止 衛 (大文八十二行大旨二十三行)第五十一次自 王 止 鄭 (大文九十二行

大旨十八行), 第五十二次自 齊 止 魏 (大文六十一行大旨十九行), 第五十三次自 唐 止

秦 (大文七十七行大旨十八行), 第五十四次自 陳 止 豳 (大文九十七行大旨二十二行), 第
五十五次自 鹿鳴什 止 白華什 (大文八十四行大旨五行), 第五十六次 彤弓之什 (大文五十

五行大旨十三行), 第五十七次 祈父之什 (大文九十四行大旨四行), 第五十八次 小旻之什

(大文八十九行大旨五行), 第五十九次 北山之什 (大文七十三行大旨七行), 第六十次自 桑
扈之什 止 都人斯之什 (大文一百二行大旨十二行), 第六十一次 文王之什 (大文九十行大

旨六行), 第六十二次 生民之什 (大文九十四行大旨八行), 第六十三次自 蕩 止 雲漢 (大

文七十八行大旨五行), 第六十四次自 嵩高 止 召昊 (大文八十七行大旨七行), 第六十五次
周頌 大文(六十九行大旨十二行), 第六十六次自 魯頌 止 商頌 大文八十九行大旨六行).”

본 內閣日曆의 行數 집계 상황에 의거할 경우, 당시 의거한 판본은 正文本이나 大字
本이 아닌 半葉 12행 정도의 小字本 계열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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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詩經正文에서의 詩集傳 詩旨 부분 節錄 방식(例示)

① 衛․淇奧
○衛人美武公之德 而以綠竹始生之美盛 興其學問自修之進益也 大學傳曰 如切如
磋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 瑟兮僩兮者 恂慄也 赫兮咺兮者 威儀也 有斐君
子 終不可諼兮者 道盛德至善 民之不能忘也

② 衛․考槃
○詩人美賢者隱處澗谷之間 而碩大寬廣 無戚戚之意 雖獨寐而寤言 猶自誓其不
忘此樂也

③ 衛․碩人
○莊姜事 見邶風綠衣等篇 春秋傳曰 莊姜美而無子 衛人爲之賦碩人 卽謂此詩
而其首章極稱其族類之貴 以見其爲正嫡小君 所宜親厚 而重歎莊公之昏惑也

④ 衛․氓

○此淫婦爲人所棄而自叙其事 以道其悔恨之意(也) 夫旣與之謀而不遂往 又責所
無以難其事 再爲之約 以堅其志 此其計亦狡矣 以御蚩蚩之氓 宜其有餘而不免於見
棄 蓋一失其身 人所賤惡 始雖以欲而迷 後必以時而悟 是以無往而不困耳 士君子
立身一敗而萬事瓦裂者 何以異此 可不戒哉

⑤ 鄭․東門之墠
門之旁有墠 墠之外有阪 阪之上有草 識其所與淫者之居也 室邇人遠者 思之而未
得見之詞也

<표 4>에서 인용한 원문은 주희 註 가운데 大旨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밑줄

친 부분은 詩經正文에서 절록한 부분이다. 절록된 詩旨 부분은 주희 註의 大
旨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한다. ①․②․③을 보면, 詩旨의 절록 방식이 위

치에 따른 기계적인 절록이 아닌 문맥에 따른 의도적인 절록임을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④와 같이, 절록하는 과정에서 詩集傳 註에 없는 어조사를 삽입
한 경우도 확인된다. 절록된 詩旨는 주로 주희 註 가운데 중심 요지에 해당하지

만, ⑤의 경우처럼, 주희 註 자체의 詩旨 서술이 집약적이지 않은 경우, 주희의

특정 구절에 대한 서술을 詩旨로 옮겨온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詩旨 제시 방

식은, 주희의 詩篇 해석 관점을 집약적으로 정리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주

희 관점을 詩經 텍스트의 이해와 더욱 일치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詩經正文
의 경우, ‘正文’의 범주에 集傳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정조가 ‘石經古文과

같은 經典正文을 제작’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經
書正文에서 모든 주석을 배제함으로써 독서하는 학자들이 주석에 얽매이지 않
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52)52)평가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52) 김문식, 2000 앞의 책,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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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旨와 관련된 註文 외에 通假字를 附記한 註文이 10여건 보이는데, 이는 難

解字 용례의 기억을 위한 참고용으로 언급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사료된다. 이

들 내용도 대체로 주희주에서 가져온 것으로, 가령 思齊 편 ‘無射亦保’의 ‘射’자

에 ‘斁同’을, 行葦 편 ‘敦弓旣堅’句의 ‘敦’자에 ‘雕通’을, 桑柔 편 ‘倉兄塡兮’의

‘兄’자에 ‘愴怳同’을 첨입한 예 등이 그에 해당한다. 한편 주희주에 수록되지 않

은 통가자 표기도 보이는데 가령 아래 書影에53)53)제시된 衛風․淇奧 편 終章

‘興’ 이후의 “‘匪’當作‘斐’”句는 朱熹 註 문장이 아니다. 주희 주에서는 오히려

“‘匪’자는 ‘斐’자와

통용되는 글자로

문채가 드러난 모

양”이라고54)54)설명

하고 있다. 따라

서 이 주석은 시
경 正文의 문자

고증의 관점이라

기보다는 大學
“有斐君子”句의

문자표기와 연관

시킨 표기로 볼

수 있다. 가령 詩
經講義의正祖 ‘條
問’에서 해당 구절을 인용할 때 ‘有斐君子’로 인용한 바 있는데 이를 연관시켜

본다면, 이 주석이 정조의 해당 문자에 대한 이해의 성격을 지님을 유추할 수

있다.55)55)또한 小雅․何草不黃 편 제3장 ‘何人不矜’句의 ‘矜’자 아래 삽입된 ‘作鰥’

53) 이 두 書影은 註文 표기 체제상의 미세한 차이가 있음도 함께 보여준다. 전자는 ‘興’표기

와 ‘匪當作斐’句 간에 구분을 두지 않았는데 후자의 경우는 ‘○’ 표기로 賦比興 표기와 기
타 註文을 구분하였다.

54) 朱熹, 詩集傳 권3, 衛風․淇奧 “‘匪’, ‘斐’通. 文章著見之貌也.”

55) 正祖, 弘齋全書 권91, 經史講義․小雅․節南山之什․巷伯 “‘條問’ “‘斐兮’, 以 衛風․淇

<그림 7> 三經四書正文
(1775, 활자본)

(一蓑古181.1sa44)

<그림 8> 三經四書正文
(1820, 목판본)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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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註가 있는데, 이에 대해 주희는 鄭箋을 따라 ‘無妻曰矜’이라고 주석하였
으므로 주희 주에서 바로 옮겨온 것이 아니다. 矜자와 鰥자를 古今通假의 관계

로 풀이한 주석들이 이미 孔穎達의 毛詩註疏나 嚴粲의 詩緝․呂祖謙의 呂
氏家塾讀詩記 등에 보이므로 정조가 이를 참고해 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 詩經正文에 포함된 賦比興 표기 또한 註文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詩經正文의 각 篇章에는 雙行小註의 註文 형태로 주희의 賦比興 표기가 삽입
되어 있으며, 아울러 賦比興에 대한 주희의 개념 정의도 수록되어 있다. 漢代의

賦比興論이 美刺를 중심으로 함으로써 詩篇 언어의 일차적 해석의미와 일정한

거리가 있는 반면, 주희의 賦比興論은 詩篇의 언어표현과 밀착된다는 면에서 기

존 관점과 뚜렷한 차별을 지닌다. 詩經正文에서 朱熹의 賦比興을 포함시킨 것
은 바로 주희 시경학에서 賦比興論이 지닌 중요성을 인지한 데서 연유한 것으
로 파악된다. 한편, 주희 詩集傳에서 처음으로 모든 篇章에 賦比興을 표기하면
서 구체 적용 과정에서의 모순점․난해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弘齋全書
의 적지 않은 정조의 條問이 주희의 賦比興 표기에 대한 이해문제를 다루고 있
는 것과도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詩經正文에서의 賦比興․詩旨의 수록 방식은, 정조 만년에 편찬된 五經百
選으로까지 이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초기 五經百選 편찬시에는 欄上註로 처
리되거나 생략되어 있던 詩旨 부분이 후기 五經百篇 편찬시에는 正文으로 편
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註釋 체제상의 변동은, 정조의 經典 原文 지향의 편

찬 의도에도 불구하고, 1789년 易講時 正文 讀本에 대한 文臣들의 호응을 얻
지 못한 정조의 안타까움과 마찬가지로, 讀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

던 데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1> 書影에서는 文字․語彙 등의 朱熹

註를 적은 帖紙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後代 五經百篇의 讀者들이
註釋의 부재로 인해 느꼈을 독해의 불편함을 짐작할 수 있다.

澳 章‘有斐君子’之‘斐’觀之, 斐是燦然有文章之貌, 非小文之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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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五經百選
(가람古 181.1sa44)

<그림 10> 五經百篇
(奎 30-v.1-5)

<그림 11> 五經百選
(가람古 181.1sa44)

이제까지의 詩經正文 및 五經百選의 시경 부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
음 몇 가지 유의미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조가 제창한 正文 중심의

시경 讀本은 經典 原文만이 아닌 朱熹의 賦比興 표기와 節錄된 詩旨를 포함한
簡約化된 讀本이었다. 둘째, 이 讀本에는 주희가 새로이 구축한 賦比興 체제 및

이를 통해 분석된 詩篇의 핵심주제가 정조의 편집 과정을 통해 집약적으로 제시

되어 있다. 셋째, 詩經正文에서 詩旨와 賦比興을 수록한 방식은 후에 五經百
篇에 選編된 詩篇에도 계승되었다. 넷째, 詩旨 외의 文字의 通假를 언급한 註釋
은 朱熹註 외의 문자가 존재하는데, 이는 문자고증의 성격보다는 文義의 이해를

위한 참고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맺음말

이상에서 거칠게나마 정조조 왕실 도서관의 시경 관련 문헌목록을 중심으로
정조조 시경 문헌의 성격을 일견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관련 서목류나 텍
스트 편집 양상에 정조조 시경 읽기의 일정한 경향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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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서목류로 살펴본 정조조 왕실 도서관 목록서에 반영된 시경 관련 문헌의 특
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華本 도서 목록 가운데 ‘詩類’로 분

류된 주석서들은 中國 官撰本을 중심으로 하며 정조조에 참조된 시경 관련 주
석․해석 문헌들은 ‘詩類’ 외의 經․史․子․集 전반의 문헌목록을 참고해야 그

전모를 알 수 있다. 둘째, 東本 목록에서는, 詩集傳․詩傳大全 관련 판본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는 주희설을 중심으로 한 시경 텍스트의 본토화 양상을
반영한다. 특히 우리나라 독자의 편의를 위해 諺解․物名․音釋 등을 經文 사이

에 첨입하는 등 편집상의 변화를 주었는데, 이는 조선간본 시경 텍스트가 지
닌 특징에 해당한다. 셋째, 內閣訪書錄 ‘詩類’ 서목에 수록된 24종의 서적들은
시대별 분포로 볼 때, 浙江採集遺書總錄에 비해 宋代 서목의 비중이 크다. 이
는 정조조의 시경 연구의 관심 방향이 淸代 詩經學 보다는 宋代 詩經學의 세
부 연구에 있음을 반영한다. 내용면에서는, 毛詩說이나 詩集傳說을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兩說 내지 衆說의 의미차이를 종합적으로 변별하는 주석서가 중심을

이루며, 모시 계열과 시집전 계열 간 주석서의 비중이 대등한 경향을 보인
다. 이를 통해 정조조의 시경 읽기 흐름이 朱熹說 중심의 편향적 읽기가 아닌
균형적 읽기 방식으로 주희설에 접근하였음을 일견할 수 있다.

한편, 정조가 편찬한 시경 관련 텍스트는 정조조 시경학사의 내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조의 正文 편찬 작업과 正文․註釋文의 選取 작업

에는, 경전 텍스트의 簡約化를 통해 심도 있는 경전 읽기를 모색하는 정조의 실

험정신이 담겨 있다. 정조가 제창한 正文 중심의 시경 讀本은 正文만이 아닌
賦比興 및 節錄한 詩旨가 포함된 讀本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지닌다. 정조는 正

文 讀本에 주희가 새로이 구축한 賦比興 체제 및 詩旨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朱

熹 詩學의 핵심을 집약시키고자 하였다. 주희의 詩旨․賦比興論을 중심으로

한 시경 이해 방식은 후에 五經百選(五經百篇)에도 계승되는 등, 정조 이
후의 시경 읽기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규장각, 시경, 정조, 奎章總目, 賦比興 삽입, 三經四書正文, 五
經百篇, 五經百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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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hijing related Bibliographies of the King Jeongjo’s 

Imperial Library and the tendencies of Jeongjo’s Editions and 

Selections of Shijing

Kim, Sukyung*
56)

This essay aims to scrutinize the aspects of the Shijing related book collections in the 

King Jeongjo’s imperial library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Jeongjo’s editions 

and selections of Shijing text. 

The Shijing related books listed in the bibliographies have three aspects. Firstly, 

among the Shijing texts printed in China, the ones categorized in ‘Shilei(詩類)’ mainly 

contain government compilations. Secondly, the books printed in Joseon, Shijizhuan(詩集

傳) and shizhuandaquan(詩傳大全) are centralized, and have localized tendencies. 

Thirdly, there is a good balance in the numbers of Zhuxi-oriented and Xiaoxu-oriented 

commentaries, listed in Naegak-bangseolok(內閣訪書錄). 

In addition, Jeongjo’s editing and selecting versions of Shijing also help to comprehend 

the immanent context of his approach. Jeongjo’s Samgyeong-Saseo-Jeongmun(三經四書正文), 

Ogyeong-Baegpyeon(五經百篇) and Ogyeong-Baegpseon(五經百選) not only contain 

original texts, but also contain explanatory notes including the themes of the poems and 

Fu-bi-xing(賦比興) from Shijizhuan. This way of editing Shijizhuan has, over generations, 

influenced how people read Shijing. 

Key Words : Kyujanggak(奎章閣), Shijing(詩經), the Book of Odes(詩經), th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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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經百篇), Ogyeong-Baegpseon(五經百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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