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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에 들어가며

초기 奎章閣은 조선시대 왕의 御製, 御筆, 御畵, 顧命, 遺誥, 密敎, 璿譜, 世譜,

寶鑑, 狀誌 등을 보관,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肅宗(1674∼1720 재위)때에 이르러

규장각내에 직제를 편성하여 내실을 기하기 시작하였고, 正祖(1776~1800 재위)

때에 단순 保藏의 기능 외에 학술기능을 더해 종합적인 文翰기관으로 탈바꿈하

게 된다. 정조는 초계문신을 선발하여 규장각에서 학문과 정책을 토론하며 자신

의 문신친위세력으로 육성하였고, 그에 따라 규장각도 일련의 학술활동에 필수

요소인 도서의 수집 및 소장 그리고 출판 기능도 아울러 갖추면서 내외적으로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규장각에서 길러진 초계문신들은 정조의 가장 믿음직스

러운 측근으로서 언론 및 비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1)1)이렇게 확대된 규장각

은 단순히 왕실의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서 정치적으로는 격화된 당쟁 속에 약화

된 왕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당대 문화와 학문을 선도해나가게 된다.

* 성균관대학교 강사.

1) 한영우, 2008 문화정치의 산실: 규장각, 지식산업사,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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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확대된 규장각 내에서의 왕성한 학술활동을 통해 저술물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규장각의 君師로 자처한 정조의 御定書와 命撰書 151종 3960권이 群書
標記에 정리되어 있다. 저술은 治國과 관련된 의학, 병법, 천문, 외교 등 실용적
인 분야에 두루 미쳤지만, 그 가운데 역사류 서적과 經學관련 서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조가 초계문신과 尙書에 관한 경학적 논의를 담은 尙書講義는 당대의
조선 상서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 가운데 정조는 당시에 금기시되

던 古文尙書에 대한 辨僞논쟁을 공론화시켜 당시의 학자들의 연구를 이끌어 낸

공로가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중국본 書類는 정조의 古文尙書인식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本稿는 규장각의 經學 특히 尙書類의 검토에 있어, 奎章閣 所藏 한국본과 중

국본 書類의 목록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 중 韓國本 書類는 韓國經學資料集
成이나 개별 연구를 통해 그 내용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本稿에서는 국내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中國本 주요 書類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가치를 살펴보도록 한다. 규장각

소장 書類를 통해 당시 정조가 尙書를 어떻게 공부했고, 무엇에 중점을 두었
는지를 대강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奎章閣 所藏 韓國本 書經類

주지하는 바와 같이 奎章閣圖書綜合目錄에는 韓國本과 中國本이 구분되어

있다. 먼저 韓國本 經部類 가운데 書類의 주요 書目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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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奎章閣圖書綜合目錄 가운데 韓國本 經部類 書類의 주요 書目
韓國本 書名 編著者 刊行年 備考

古尙書(古貴1323-9) 申綽 1825(純祖25)

箕範衍義(奎5304) 李源坤 1850(哲宗1)

梅氏尙書平(奎4920) 丁若鏞 미상

範學全篇(奎722~723, 2968) 朴世采 1684(肅宗10)

範學全篇(古1323-3) 朴世采 미상

尙書講義(古1321-1) 李書九 1824(純祖24) 甲辰(1784)爲主

尙書講義(奎6927) 正祖 미상 癸卯(1783)

尙書講義(奎7872) 正祖 미상 辛丑(1781)

御製書傳條問(奎12233) 正祖命撰 1781(正祖5)
表題: 內閣講義
甲辰(1784)講義條問

尙書古注(古貴1323-10) 申綽 1825(純祖25)

尙書古訓(奎7016) 丁若鏞 미상

尙書補傳(古1323-2) 미상 미상

尙書二十五篇(古貴1323-11) 申綽 1825(純祖25)

尙書知遠錄(奎4912) 丁若鏞 미상

書經疾書(古1323-6) 李瀷 미상

書經蔡傳辨正(古1323-5) 沈大允 미상

書經淺說(奎4522) 趙翼 미상

書傳人物類聚(奎5335) 純祖命編 1801(純祖1)

御定書傳人物類聚
(奎4540~4542, 7784)

純祖命編
朴準源 等 校訂

1801(純祖1)

書傳正音(奎1645, 3698, 3906) 司譯院編 1735(英祖11)

洪範(奎중1143~5) 미상 미상

皇極衍義(奎1478) 李敏坤 1744(英祖20)

書經(古181.112-Se62-v.3)

書經大文(奎중182)

書大文(古1323-7)

書傳(奎중176 外)

書傳大文(奎중882-5 外)

書傳大全(古132308 外)

書傳諺解(一蓑古181.1-Se62a 外)

書傳正文(一蓑古181.1-Se62m-v.2)

書集傳(古181.1346-C346s-v.1/3)

이상의 韓國本 書類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書傳大全과 비슷한 題下의 書
傳類이며, 趙翼, 朴世采, 沈大允 등의 개인 저작물 이외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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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正祖의 尙書講義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申綽, 丁若鏞의 저작이다. 특히
申綽과 丁若鏞은 英․正祖代의 새로운 학풍에 편승하여 經學분야의 걸출한 연구

성과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학문교류와 논쟁은 19세기 조선경학사의

중요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申綽의 詩次故․書次故․易次故 3부작은 우리
나라 경학사상 불멸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2)2)

3. 奎章閣 所藏 中國本 書經類

다음은 奎章閣所藏中國本綜合目錄에 기록된 中國本 書類의 대강이다.

<표 2> 奎章閣圖書綜合目錄 가운데 中國本 經部類 書類의 주요 書目

2) 鄭寅普, 鄭寅普全集 권2, 108면.

中國本 書名 編著者 刊行年 備考

古文尙書(奎중5306)
(宋)王應麟 撰集
(淸)孫星衍 補集

光緖6(1880)
古文尙書馬鄭注
附逸文(江聲撰集,
孫星衍補訂)

古本尙書(奎중3317) (元)金履祥 表注 光緖10(1884) 尙書表注

讀書隨筆(奎중4830) (淸)吳大廷 同治12(1873)

尙書(奎중5191) (淸)王松 等 刊 未詳

尙書古文疏證(奎중4844) (淸)閻若璩 嘉慶1(1796)

尙書大傳
(一蓑古181.1-J466sa-v.1-2)

(淸)鄭元→(漢)鄭玄 注 嘉慶17(1812)
盧見曾
(1690~1768)序

尙書約注(奎중3316, 零本) (淸)任啓運 約注 光緖12(1886)

表題:任翼聖先生尙
書約注
兪樾(1821~1907)
序

書經啓蒙捷徑選註(奎중4817) (明)袁黃 編 萬曆24(1596)

書經演(奎중5206) (明)張鼎→(明)張鼐
永思齋書經演
(卷1~12)
禹貢演(卷13)

書經直解(奎중4710) (明)張居正

禹貢指南(奎중4340) (宋)毛晃 乾隆38(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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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의 성리학자들이 교과서로 읽었던 書經은 역시 蔡沈의 書集傳이었으므
로, 書集傳과 그 확장본인 大全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본 書類에서 주목할 만한 몇가지 도서가 확인된다. 蔡沈 이후 저술된 宋代

이후의 개인 저작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古文尙書(奎중5306)

古文尙書로 표제된 이 책은 바로 “古文尙書馬鄭注”이다. 宋代 王應麟(1223

~1296)은 일찍이 孔氏本을 의심하여 尙書의 진면모를 찾기 위해 古文尙書
10권을 輯錄하고 각 권에 모두 馬․鄭注를 달았다. 이와 같은 王應麟의 尙書

融堂書解(奎중4643) (宋)錢時 乾隆39(1774)

欽定書經傳說彙纂(奎중2663 外) (淸)王頊齡 等 受命編 雍正8(1730)

欽定書經傳說彙纂(奎중25010) (淸)王圖炳 奉勅敬書 雍正8(1730)

欽定書經圖說
(古181.112-So57h-v.1-16)

(淸)孫家鼐 等 奉勅纂 光緖31(1905)

無逸(奎중1453~1455) 編者未詳 未詳 口訣, 諺解

洪範(奎중1143~1145) 編者未詳 未詳 口訣, 諺解

監本書經(奎중6801 外) (宋) 蔡沈 集註
光緖17年
(1891) 外

書經大文(奎中182) 編者未詳 未詳

書經大全(古貴181.112-H65s 外) (明)胡廣

尙書注疏(奎중4144) (唐)孔穎達 疏 萬曆15(1587)

尙書蔡傳(奎중5155) (宋)蔡沈 光緖7(1881) 金陵書局開雕

書(古181.112-C346s-v.4) (宋)蔡沈 未詳

書經(古181.112-C346s-v.1-3) (宋)蔡沈 同治10(1871)

書經(一蓑古181.1-C346s-v.1-4) (宋)蔡沈 光緖12(1886) 校經山房藏板

書經集註(奎중4702) (宋)蔡沈 光緖17(1891) 掃葉山房藏板

書傳(奎중176 外) (宋)蔡沈 未詳

書傳大文(奎중175 外) 編者未詳 未詳

書傳大全(奎중4192) (宋)蔡沈

書傳大全(奎중168 外) (明)胡廣

書傳正文(奎중154 外) 編者未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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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은 그의 또 다른 저서인 困學紀聞내의 관련 자료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王應麟의 學術淵源은 朱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淸

代 孫星衍(1753~1818)이 王應麟의 撰集本을 바탕으로 江聲(1721~1799)이 輯錄

한 逸文을 補訂하여 古文尙書馬鄭注 10권을 완성하였다.3)3)奎章閣에 소장된 책
은 光緖 6년(1880)에 간행된 것이다.

② 古本尙書(奎중3317)

古本尙書로 표제된 이 책은 元代 金履祥(1232~1303)이 撰한 尙書表注이
다. 金履祥은 王柏의 제자로서 朱熹의 4전제자가 된다. 만년에 表注를 완성하
고 스스로 蔡沈의 集傳보다 낫다고 자부했다. 金履祥은 尙書가 二帝三王의
心으로 政事와 命令를 펼친 글임을 인정하는 등 철저하게 宋學의 학풍을 지지하

면서도 蔡傳과는 다른 說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함
부로 經文을 바꾸고 지나친 高論을 일삼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4)4)

③ 讀書隨筆(奎중4830)

淸代 吳大廷(1824~1877)이 書經을 읽고 각 篇의 要旨를 기록한 것이다. 序
文에서 古文이 비록 僞作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古文에는 先儒들의 舊義가 들어

있기 때문에 政事나 學問의 논의에 있어서는 매우 정밀하고, 宋儒들이 心性을

논한 구절로 가르침을 세운 핵심이 모두 古文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古文을

인정하였다.5)5)

3) 孫星衍의 岱南閣叢書에 전한다.
4) 四庫全書總目提要 권11, 尙書表注 “(전략) 集庶邦則營東都以均四方朝貢之道里, 先後
迷民則所謂毖殷遷洛以密邇王化。其說甚辨。而於篇首“王曰封”三字, 究無以解, 因複謂“王”

字當作“周公”, “封”字因上篇《酒誥》而衍, 則未免於竄改經文以就己意矣. 是則其瑜不掩瑕

者也.”

5) 吳大廷, 讀書隨筆 序 “(전략) 雖然梅賾當東晋之初, 去古未遠, 先儒舊義, 往往出于其中,

故論政論學莫大廣大精深, 而言心言性之語, 宋人所據以立教者其端要, 皆自古文發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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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尙書(奎중5191)

淸代 遼東都司이었던 王松과 芮元勛, 李仁 등이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古

文尙書 58편의 經文만 수록되어 있다. 간행연도와 장소는 未詳이다.

⑤ 尙書古文疏證(奎중4844)

吳棫, 朱熹, 吳澄, 梅鷟으로 이어지는 疑辨의 큰 줄기는 閻若璩(1638~1704)의

尙書古文疏證으로 완성되었다. 尙書古文疏證은 “제1. 前後<漢書>에 기록된

古文篇數가 지금과 다름을 논함(第一.言兩漢書載古文篇數與今異)”을 시작으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의론을 하여 모두 128편을 立論하였는데, 중간에

28~30, 33~48, 108~110, 122~129 등 총 30條가 빠져 있다. 四庫全書總目提要
에서는 史記․漢書에 孔安國이 古文尙書를 獻上한 說만 있고 傳을 만들라
는 命을 받은 사실은 없으니, 이는 僞本이 근거가 없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지

만, 僞本을 변호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염약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한 기타의 條目뒤에 종종 군더더기 말을 덧붙여 내용을 방대하게 한 점 및 潛
邱箚記를 부록으로 붙여둔 점은 결과적으로 핵심을 벗어난 지엽적이라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반복적으로 千古의 大疑를 제거하고 떨어낸 공

헌은 考證學의 시초가 된다는 점을 기렸다.6)6)

⑥ 尙書大傳 (一蓑古181.1-J466sa-v.1-2)

東漢의 鄭玄이 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7)尙書大傳은 “尙書緯”의 鼻祖라

할 수 있다. 方士化된 漢代 今文家 즉 伏生一派의 歐陽生․張生들이 尙書의
일부분과 몇 마디를 근거로 자신들의 家學으로 주창한 雜說이 바로 尙書大傳

6) 四庫全書總目提要 권12, 古文尙書疏證 “又史記漢書但有安國上古文尙書之說, 並無受詔
作傳之事, 此僞本鑿空之顯證, 亦辨僞本者至要之肯綮, 乃置而未言, 亦稍疎畧. 其他諸條之後,

往往衍及旁文, 動盈卷帙, 葢慮所著潛邱剳記或不傳, 故附見於此, 究爲支蔓. (중략) 然反復釐

剔以祛千古之大疑, 考證之學則固未之或先矣.”

7)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에는 “淸 鄭元 注”로 誤記하였다. 鄭元은 鄭玄을 避諱한 것이
다.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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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로 陰陽五行說을 채용하여 經을 해석한 것이므로 四庫全書總目提要에
서는 이 책을 尙書의 緯書著錄에 배열하였다. 大傳의 鄭玄 注에 대해 龔自
珍은 非五行傳에서 鄭玄注의 僞作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⑦ 尙書約注(奎중3316, 零本)

원제는 任翼聖先生尙書約注이다. 편저자인 淸代 任啓運(1670~1744)의 학문
은 朱子를 宗主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尙書約注 兪樾(1821~
1907)의 序文에 따르면, 目錄 篇名아래에 伏生本과 梅賾本 여부를 각각 밝혔고,

漢宋을 兼하여 宋學만을 고집하지 않고 諸家의 설을 두루 취하였다고 하였다.8)8)

⑧ 書經啓蒙捷徑選註(奎중4817)

明代 袁黃(1533~1606)의 저작이다. 臺灣 國家圖書館 中文古籍聯合目錄 검색

에 보이지 않으며, 희귀본으로 판단된다.

書經啓蒙捷徑選註 序文 에 따르면, 萬曆황제가 “七政左旋”( 舜典 )과 “惟

天陰騭”( 洪範 )의 蔡注를 이해하지 못하자 袁黃(1533~1606)이 蔡注의 번잡한

것을 삭제해서 간략하게 만든 것이다.9)9)萬曆帝의 尙書講義를 위해 집필된 것
임을 알 수 있고, 아래에 보이는 張居正의 書經直解와 같은 유형의 저작이다.
袁黃의 初名은 表, 字는 慶遠, 坤儀, 儀甫, 號는 學海, 了凡이다. 袁黃의 尙書관
련 내용은 宋學을 계승하면서 漢學古義에도 관심을 가졌던 朱鶴齡(1606~1683)

의 尙書埤傳 凡例에 보인다. 尙書埤傳 凡例에서 袁黃이 古義를 發明한 사실
을 기록함과 아울러 본문에서도 袁黃의 說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奎章閣 소장

書經啓蒙捷徑選註는 잘 알려지지 않는 明代의 經筵관련 저작으로 희소성과 더
불어 경학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任啓運, 任翼聖先生尙書約注 序 “(전략) 其書先列目錄每篇之下, 注明伏生本梅賾本, 則

其於古文之僞瞭然矣. 蓋先生兼通漢宋, 非墨守宋儒成說者也. 其注雜取諸家之說, 融會成文,

(중략) 其擇善而從無偏主矣.”

9) 袁黃, 書經啓蒙捷徑選註 序 “高皇帝以蔡註七政左旋惟天陰騭二義未洞, (중략) 乃先生

僅刪厥漫衍以就簡約九峰氏倘用知其弗爲願解也者, 吾弗信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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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袁黃(1533~1606), 書經啓蒙捷徑選註(奎중4817)

⑨ 書經演(奎중5206)

明代 張鼐(？~1629)의 저작이다.10)10)張鼐의 書經演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서적이다.

張鼐의 字는 世調, 號는 侗初. 萬曆32年(1604)에 進士한 기록이 있다. 오직 經
義考 권92 江旭奇의 尙書傳翼 아래에 당시 經筵 진강에 참여한 인물과 함께
袁了凡(袁黃)과 함께 張侗初(張鼐)의 詮說이 매우 뛰어났음을 기록하고 있다.11)11)

張鼐의 門人 周宗建(1582~1627)이 쓴 序文 에서도 이 책이 尙書 進講과 관
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12)12)또한 이 책은 諸儒의 新說과 전통적인 舊說을 함께

10)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에는 저자를 張鼎으로 誤記하였다.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1) 經義考 卷92, 江氏旭奇 尙書傳翼 二卷. “存: 旭奇自述曰, 國家命儒臣收輯大全, 於以嘉
惠來學甚厚. 自元以前, 諸儒疏説, 其不詭於經者, 業已收之無遺矣. 迄今又二百餘年, 重熈累

洽, 經教益明. 邇者經筵進講, 則張江陵、申吳縣二公為最著. 他如莫中江氏․吕宇岡氏․黄

葵陽氏․袁了凡氏․孫柏潭氏․顧涇陽氏․張侗初氏․周玉繩氏․諸所詮説, 皆不可磨. 旭
奇研索十年, 刪繁補漏, 名曰傳翼. 又五年而始成編, 時萬厯戊午嵗.”

12) 書經演 序 “(전략) 昭代崇文稽古, 令甲以此爲宗, 一時治尙書者, 已快覩. 今日講義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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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용 교본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첩결과 實錄을

덧붙여 실용적인 편집을 구상하였다.13)13)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張鼐의 書經演
는 희소성이 있는 귀한 판본이니 만큼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기대 된다.

<그림 2> 張鼐(？~1629), 書經演(奎중5206)

⑩ 書經直解(奎중4710)

明代 張居正(1525~1582)이 당시 萬曆帝 神宗 어린 나이에 제위에 오르자 蔡

沈集傳을 기본으로 하여 書經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올린 것이다.

⑪ 禹貢指南(奎중4340)

宋代 毛晃의 禹貢指南은 經義考에는 “未見”으로 되어있고, 현재 傳本이

盛, 先王旣以四書行世, 又欲以尙書傳世.”

13) 書經演 “一纂翰苑新意 一擬鄕會秘旨 一集應試捷訣 一附通考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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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 따르면, 이 책은 爾雅, 周禮, 漢志, 水經注,
九域志 등을 두루 인용하여 古今山水의 本末을 증명하였으며, 考證에 의거하
면서도 諸儒의 牽强附會한 說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의 蔡氏集傳에서
많이 인용하였다고 하였다.14)14)취한 자료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해설은 매우 간명

하여 宋代 禹貢 관련 저서 가운데 뛰어난 저작으로 꼽힌다.

⑫ 融堂書解(奎중4643)

宋代 錢時(1175~1244)의 저작이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 따르면, 이 책은 특
정 一家의 설을 전용하지 않고, 孔安國傳, 蘇軾說, 張九成說 등을 아울러 채택하

였을 뿐만 아니라, 朱熹와 蔡沈의 說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도 하였다. 특히 泰誓

는 西岐의 군대에 告한 내용이고 牧誓 는 遠方의 諸侯에게 告한 것이라고 한

說은 先儒에 의지하지 않은 스스로 心得한 것으로써, 宋人의 經解 가운데 특출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15)15)

⑬ 欽定書經傳說彙纂(奎중2663 外)

淸代 王頊齡 等이 칙명으로 편찬한 欽定書이다. 이 책은 “欽定”의 蔡傳확충
본으로써 “集傳”아래에는 蔡氏集傳을 모두 수록함과 아울러 馬․鄭 및 孔傳,
孔疏의 說을 채용하고 “集說”이라고 해서 그 뒤에 부록하였다. 引用姓氏는 宋
儒 110인, 元儒 29인, 明儒 86인에 달한다.

14) 四庫全書總目提要 卷11, 書類 禹貢指南 “(전략) 其書大抵引爾雅․周禮․漢志․水經

注․九域志諸書, 而旁引他說以證古今山水之原委, 頗為簡明. 雖生於南渡之後, 僻處一隅,

無由睹中原西北之古跡, 統核其真, 而援據考證, 獨不泥諸儒附會之說, 故後來蔡氏集傳多用
之. 亦言地理者所當考證矣.”

15) 四庫全書總目提要 卷11, 書類 融堂書解 “(전략) 複采經典釋文․史記集解․史記索隱
所引馬融․鄭康成說, 引伸其義. 雖因仍舊說, 不知書序非詩序之比, 未免稍失考證, 然用意

則可謂精勤. 所解如“羲和曠厥職”則本諸蘇軾, 康叔封衛在成王時, 則仍用孔安國傳, 康王之

誥則兼采張九成書說, 不專主一家之學. 至以泰誓爲告西岐師旅, 牧誓爲告遠方諸侯, 皆不傍
前人, 自抒心得. 又謂武成本無脱簡, 前爲武王告師之辭, 後爲史臣紀事之體. 康誥首節, 以周

公初基定爲東都營洛邑, 封康叔以撫頑民, 不當移置於洛誥, 尤爲不惑於曲說. 亦宋人經解中

之特出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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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欽定書經圖說(古181.112-So57h-v.1-16)

淸代 孫家鼐 等이 칙명으로 편찬한 欽定書이다. 京師大學堂編書局에서 江南의

화가들을 동원해 書經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다. 地理圖
는 淸 胡渭의 禹貢錐指를 참고했고, 인물의 衣冠과 用具 등은 晋 顧凱之의 列
女傳圖, 宋 聶崇義의 三禮圖 그리고 明 張居正의 帝鑒圖說 등을 참고로 하
였다.

⑮ 無逸(奎중1453~1455)과 洪範(奎중1143~1145)

편찬시기와 간행지가 未詳이다. 藏書印인 侍講院과 春坊으로 되어 있고, 원래

는 古文尙書 58篇이 다 있었을 것이다. 현재 奎章閣 소장본은 無逸 편과 洪範

편 각 3부가 있다. 蔡沈注를 중심으로 書經大全의 小注까지 편집되어 있다. 특

기할 만 한 것은 經文에 口訣吐가 표기되어 있고, 책의 하단에는 經文언해가 덧

붙여져 있는 점이다.

<그림 3> 편자미상, 無逸 (奎중145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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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편자미상, 洪範 (奎중1143~1145)

4. 奎章閣 所藏 中國本 書經類의 특징과 가치

규장각 소장 中國本 書類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첫

째, 古文尙書를 의심했거나 古文尙書을 완전히 부정했던 경학논저들이다. “古文

尙書”를 표제로 한 책의 原題는 곧 馬融, 鄭玄의 古注를 집록한 古文尙書馬鄭
注이다. 孔傳의 僞作과 관련한 의구심과 내용의 허술함에 대한 반발로 宋學 古

文尙書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는 저술로써 南宋의 王應麟이 집록한 것을 이후

淸의 孫星衍(1753~1818)이 보완한 것이다. 또한 천년동안 지속된 僞古文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閻若璩의 尙書古文疏證이 소장되어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둘
째, 漢宋의 注釋을 겸한 저작들이다. 蔡沈의 注釋만을 인정하던 당시 학문의 풍

토와는 달리 蔡沈注와 차별화를 시도한 尙書表注, 尙書約注, 融堂書解 등
은 正祖의 尙書인식을 확충시켜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셋째, 明代에 나온 經筵

書들은 희소성이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袁黃의 書經啓蒙捷徑選註, 張鼐의
書經演, 張居正의 書經直解 등은 明代의 저술이자 공통적으로 萬曆帝의 經
筵과도 관련이 있는 서적들이다. 특히 袁黃과 張鼐의 저술은 중국에서도 찾아보

기 힘든 귀중본으로 판단된다. 이상 거론한 규장각 소장 중국본 書類들은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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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극적으로 구입했던 도서들로써, 蔡沈의 주석뿐만 아니라 漢唐의 古注들을

다양하게 접하고 古文尙書를 의심하는 저술을 통해 정조의 尙書에 대한 이해
도는 조선의 그 누구보다도 수준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조의 尙書에
대한 이해는 초계문신들과의 토론을 다룬 상서강의에서 여지없이 발휘된다.

주제어 : 규장각(奎章閣), 중국본, 서류(書類), 상서(尙書), 고주(古注), 희소성

투고일(2016. 2. 2), 심사시작일(2016. 2. 16), 심사완료일(201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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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inese version’s the kind of The Book of history

in Kyujanggak and its value
16)

Lee Eunho*

Kyujanggak(奎章閣) of Jungjo(正祖) was the Royal Institution which led the learning 

of the day. The chinese version’s the kind of The Book of history(中國本 書類) which 

is housed in Kyujangkak is the material which helps to confirm Jungjo's awareness of 

Shangshu(尙書). One of the most remarkable list of books(書目) among the Kyujangkak's 

The chinese version’s the kind of The Book of history are as below. First, it's the study 

of Chinese classics which completely denied GuwenShangshu(古文尙書) or doubted 

GuwenShangshu which is similar as WangYingLin(王應麟)’s Guwenshangshumazhengzhu

(古文尙書馬鄭注, 奎5306) and Yanruoju(閻若璩)’s Shangshuguwenshuzheng(尙書古文疏

證, 奎4844). Second, it is writings which double as annotation of The han․Song 

Dynasty(漢․宋) such as Qianshi(錢時)’s Rongtangshujie(融堂書解, 奎4643), Renqiyun(任

啓運)’s Shangshuyuezhu(尙書約注, 奎3316) and Jinlüxiang(金履祥)’s Shangshubiaozhu(尙

書表注, 奎3317). Third, the shangshu of Gyeongyeon(經筵, lecture for king) such as, 

Yuanhuang(袁黃)’s Shujingqimengjiejingxuanzhu(書經啓蒙捷徑選註, 奎4817), Zhangnai(張

鼐)’s Shujingyan(書經演, 奎5206) and Zhangjuzheng(張居正)’s Shujingzhijie(書經直解, 奎

4710) etc. are the valuable materials which are high in scarcity. 

Especially it is considered that Yuanhuang(袁黃) and Zhangnai(張鼐)’s the writings 

are valuables which is hardly seen even in the China. It is understandable that Jungjo 

read not only annotation of Caishen(蔡沈) but also ancient annotation(古注) of The ha

n․Song Dynasty variously and aimed to figure out understanding of multiple about 

* Lecturer, SungKyunKwan University.



94·한국문화 73

Shangshu by writing of doubting GuwenShangshu. The understanding of Jungjo about 

Shangshu is proved in Sangseogangyi(尙書講義) which deals with discussion with 

Chogemunsin(抄啟文臣, Kyujangkak Scholar).

Key Words : Kyujanggak, The Chinese version, The kind of The Book Of History(書
類), Shangshu(尙書), ancient annotation(古注), scar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