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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세계 각지의 한학 연구자들 대부분은 한국에 소장된 중국문헌을 중시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현재 서울대학교에 위치한 규장각을 장서의 요충지로 꼽는
다. ‘규장각(奎章閣)’이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유래하였다. 원나라 문종(文宗)은
천력(天曆) 2년(1329) 3월 수도에 ‘규장각’을 세우고 서적과 서화를 모아 소장하
였으며1)1)우집(虞集)․가구사(柯九思)와 함께 “이름난 서예 작품과 그림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일로 삼았다”고 한다.2)2)그러나 문종의 죽음에 따라 이 ‘규장각’도
점차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살도랄(薩都剌)의 규장각감흥
(奎章閣感興) 이라는 시에는 “꽃이 지고 봄이 깊은데 각문(閣門)은 닫혀 있네
[花落春深鎖閣門]”, “꽃이 지고 봄이 깊은 것이 작년과 비슷하네[花落春深似去
* 南京大學 文學院 域外漢籍研究所 敎授.
1) 虞集, 奎章閣銘(李修生 외, 2004 全元文 제27책 권860, 鳳凰出版社, 60면) 참조.
2) 陶宗儀, 南村輟耕錄 권7, ‘奎張政要’조(1959, 中華書局,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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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라는3)3)탄식이 보인다. 이윽고 혜종(惠宗) 지원(至元) 6년(1340) 11월에는
선문각(宣文閣)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바, ‘규장각’이 중국에 존재했던 기간은 12
년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규장각이 처음으로 설치된 시점은 조선시대 정조
(正祖) 연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규장각은 조선왕조의 도서관으로 기능하였다.
당시의 장서는 3만여 책으로 그 중 동본(東本), 즉 조선본은 약 1만여 책이고
화본(華本), 즉 중국본은 2만 책 가량이었다. 이후 대원군 시대(1864년 이후)의
규모 축소를 거쳐 1895년 개화파 정부 시기에는 규장원(奎章院)으로 명칭을 고
쳤다가 1897년 수구파 정부에서 옛 명칭을 회복하였다.
1909년 모든 장서가 ‘제국도서(帝室圖書)’로 바뀌었다가 1911년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후에는 ‘조선총독부장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30년 이후에는 경성
제국대학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1946년 10월 국립서울대학교의 성립 이
후 중앙도서관에 소속되었다가 1975년 학교가 관악산 캠퍼스로 옮기면서 ‘규장
각도서관리실’을 새로 설치하고 고서를 구입한 결과 일사문고(一蓑文庫)․가람
문고(伽藍文庫)․상백문고(想白文庫)․경제문고(經濟文庫)에 소장된 고서 또한
규장각 관리로 통합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1962년에 편찬한 규장각도서한국본
서명색인(奎章閣圖書韓國本書名索引)과 1963년에 편찬한 규장각도서중국본서
명색인(奎章閣圖書中國本書名索引)의 통계에 의하면, 당시 소장하고 있었던 한
국본은 총 19,708종 73,442책이었고, 중국본은 총 5,920종 65,568책이었다. 이 외
에도 그때까지 정리되지 못한 도서 약 5,000책이 있었다. 1994년 보경문화사에서
출판한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 수정판의 통계에 따르면, 규장각의 한국본
은 모두 33,088종 113,820책이었는데, 각종 고사본(古寫本), 목판본, 활자본, 탁본
(拓本), 석판본(石版本)과 등사본(謄寫本)을 포괄하였으니 규장각은 명실공히
큰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4)4)
이상 규장각 연혁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규장각 장서는 왕실
장서에 속했으므로 본고에서 검토할 대상의 범위는 조선시대로 한정한다. 그리
3) 雁門集 권11(1982, 上海古籍出版社, 310-311면).
4) 규장각의 연혁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규장각 편, 1994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解題,
보경문화사, VII—XII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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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장각 장서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지방․민간․개인의 장서와 간략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수많은 장서를 일일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그중
일부 장서는 이미 남아 있지 않다) 본고는 주로 장서목록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한다.
2. 경부 문헌의 목록

10여 년 전 필자는 조선시대서목총간(朝鮮時代書目叢刊)을 출판한 적이 있
는데, 그 때 조선시대 목록학에 대한 미천한 소견에 따라 역대 서목을 네 가지
로, 즉 왕실서목, 지방서목, 개인서목과 사지(史志)서목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중 사지서목은 스스로 한 부류가 되고, 나머지 세 부류는 서적 혹은 서판이 소
장된 장소에 따라 나눈 것이다. 왕실도서는 왕실 구성원이 지었거나 왕실에 소
유했던 책으로, 이는 지금 규장각 장서의 주된 부분이다.
규장각지(奎章閣志) 와 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정조 5년(1776)에 규장
각을 세우는 동시에 부속 관서도 여러 개 설치했는데, 그 중 봉모당(奉謨堂), 이
안각(移安閣, 일명 書香閣이라고도 한다)과 이문원(摛文院)에는 역대임금의 어
진(御眞)․선적(璿籍)․어필(御筆)․어제(御製)․교명(敎命)․전장문적(典章文
籍) 등을 보관하였고 열고관(閱古觀)과 개유와(皆有窩)에는 화본(華本)을, 서고
(西庫)에는 동본(東本)을 보관하였다. 서적검색을 위해 “경부(經部)에는 붉은색
첨지, 사부(史部)에는 푸른색 첨지, 자부(子部)에는 노란색 첨지, 집부(集部)에
는 흰색 첨지로 표시하였다.”고5)5)한다. ‘화본’과 ‘동본’은 작가별로 분류하지 않
고, 간각지(刊刻地)에 따라 분류했다. 책을 화본과 동본으로 구분한 것은 검색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귀천경중(貴賤輕重)을 분별하기 위한 의
도에서였다. 이에 대해 서유구(徐有榘, 1764~1845)는 “동본은 투박하여 화본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 화본을 보관하는 곳의 동쪽 또는 서쪽에 따로 한 서각(書
5) 정조실록 5년(신축) 6월(한국 국사편찬위원회 편, 1955~1958 朝鮮王朝實錄 제45책,
249면) “經用紅簽, 史用青簽, 子用黃簽, 集用白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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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을 지어서 동본을 보관하면 된다. 책장에 보관할 필요 없이 시렁을 나열하여
책을 꽂아두면 된다.”고6)6)했다.
이 때문에 동본과 화본은 각각 장서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 규장총목(奎章總
目)은 화본을 보관한 개유와 갑․을․병․정 네 서고의 장서목록이며, 서고장
서록(西庫藏書錄)은 동본의 장서목록이다. 규장총목은 서명응(徐命膺, 1716~
1787), 서호수(徐浩修, 1736~1799), 서형수(徐瀅修, 1749~1824), 홍석주(洪奭周,
1774~1842) 등이 잇따라 주지하여 정조 5년(1781)부터 초고를 만들었고, 이후
새로 구입한 서적이 더해짐에 따라 수시로 증보하여 순조 5년(1805)에 완성하였
다. 현존하는 마지막 판본에는 그 초고에 비해 약 90종의 서적이 더해졌다.7)7)
규장총목은 경(經)․사(史)․자(子)․집(集)으로 분류하여 목록을 만든 것
이다. ‘경부’ 밑에는 총경류(總經類), 역류(易類), 서류(書類), 시류(詩類), 춘추
류(春秋類), 예류(禮類), 악류(樂類), 사서류(四書類)와 소학류(小學類)라는 세
부항목을 놓았다. 목록 기재 방식은 우선 서명(書名)이고 그 다음은 수량으로
‘부(部)’․‘본(本)’․‘권(卷)’의 구분이 있다. “종류를 부, 책을 본, 편을 권으로
삼았다”고8)8)한다. 간혹 그 판본도 기재하였다. 그 다음은 해제로, “반드시 그 지
은이의 성씨와 책의 체제를 표시하거나 서․발문을 초록하여 그 체제의 대략을
보여준다. 또는 관련 논평을 인용하여 그 책의 장점과 결점을 밝히기도 한다. 또
는 그 책이 간행되고 폐기되는 경위를 정리하여 책 연혁의 고증에 보탬을 준
다.”고9)9)하였다. 그 중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편집자의 안어(按語: ‘臣謹按’으
6) 怡雲志 권6, 圖書藏訪․藏弆․藏東本法 (2005 林園十六志 제5책, 보경문화사, 37면)
“東本粗重, 不可與華本同藏. 就華本藏庋之所之東或西, 別起一閣而藏之. 不必廚藏, 只列架
插峙耳.”
7) 승정원일기 순조 5년 5월 6일 “宗薰曰: ‘奎章總目 今當彙成, 而新冊當入者, 為九十餘
種矣.’” 금본 규장총목에 기재된 책은 모두 697종이며, 群書標記 권5 신축년에 왕명으
로 편찬된 규장총목에 기재된 607종과 비교하면 90종이 새롭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종훈의 말과 서로 맞는다. 정호훈, 2012 奎章總目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外來知
識 集成 한국문화 57 참조.
8) 奎章總目凡例(2004 朝鮮時代書目叢刊 제1책, 中華書局, 14면) “以一種為部, 一冊為本,
一編為卷.”
9) 앞의 책, 13면 “必標其撰人姓氏及所著義例. 或節取序跋, 以見其規模之概略; 或援引評騭,
以明其編摩之得失; 又或以簡帙之廢興, 俾資其沿革之考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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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하는 부분)로, 경부는 4칙(則), 사부와 자부는 각 3칙으로 모두 10칙이
있다. 여기에는 십삼경주소(十三經註疏) 아래의 한 칙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漢)나라 이후로 유학자들이 서로 전하면서 오직 오경(五經)이라고 했었는데,
당나라 때 그것을 학관(學官)에 세우고 삼례(三禮)와 삼전(三傳)을 나누어 배
우면서 구경(九經)이 되었다. 그것을 국자감에 돌로 새겨 놓을 때 효경․논어․
이아(爾雅)를 편입하여 십이경(十二經) 이 되었다. 송나라 휘종(徽宗) 선화(宣
和) 때에 석승헌(席升獻)이 맹자를 새겨서 편입했으니, 그 후로 십삼경(十三經)
의 명칭이 비로소 정립되었다. 이것이 그 변천해온 연원의 대략이다.
또한 살펴보건대 경소(經疏)의 신각(新刻)은 구각(舊刻)에 비해 글자가 가늘고
굵은 것과 판본이 정밀하고 조악한 것이 얼핏 보아도 매우 뛰어나다. 또한 구각에
없는 고이(考異) 가 새로 들어있다. 따라서 신각이 나오고 나서 구각은 거의 사라
졌지만, 고경(古經)의 진면목은 가면 갈수록 잃게 되었다. 잠시 그 한 방면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역사에서는 모장(毛萇)이 시고훈전(詩故訓傳)을 지었다고 한다. ‘고
(故)’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관저(關雎) 의 경우 편수(篇首)에 반드시 먼저 “關雎
三章, 一章四句, 二章章八句”라고 말한 후에 “關雎, 后妃之德”이라고 한 것을 말한다.
‘訓(훈)’이라는 것은 “風之始也”라고 시작한 부분을 말하며, ‘傳(전)’이라고 하는 것
은 “興也”라고 시작한 부분을 말한다. 정현(鄭玄)이 장구(章句)를 다시 정하면서 모
장 詩序 첫머리의 제판(題判)을 삭제하고는 한 편의 끝에 장구를 기록하고 그 중
모장의 뜻이 자신과 다른 것은 “故言某章章某句”라고 하였으니, 모전과 정전의 다른
부분은 여기에서 찾을 수는 있다. 시서 첫머리 판제의 진면목은 이때부터 모호해졌
지만 여전히 모시정의(毛詩正義)를 통해 그 옛 모습에 대해서 추론해볼 수는 있
다. 예컨대 갈담소(葛覃疏) 에서 말하는 “葛覃三章章六句”부터 “以婦道也”까지의
부분이 지금 신각의 범례에서는 정의의 해당 부분과 함께 삭제되었으니, 이후 총
명하고 빼어난 학자가 있어도 모시고훈의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아! 경전을 훼손한 재앙이 오로지 진나라 때의 분서에만 있지 않다는 것은 진실로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10)10)
10) 앞의 책, 22-23면 “自漢以來, 儒者相傳但言‘五經’, 而唐時立之學官, 則‘三禮’․‘三傳’而習之
為‘九經’, 其刻石國子學, 則并孝經 論語 爾雅 為‘十二經’, 至宋徽宗宣和間, 席升獻刻
孟子』參焉, 然後‘十三經’之名始立, 此其廢興源流之概略也.”; “又按經疏新刻之比舊刻, 字
樣細大, 板本精粗, 驟看之不啻懸勝, 且有舊刻所無之 考異 . 故自夫新刻之出, 舊刻或幾乎
息, 然古經真面則愈往而愈失其真. 姑舉其一端言之：史稱毛萇作詩故訓傳, 而所謂‘故’者,
假如 關雎 , 篇首必先曰‘ 關雎 三章, 一章四句, 二章章八句’, 然後曰‘ 關雎 , 后妃之德’是
也; 所謂‘訓’者, ‘風之始也’以下是也; ‘傳’者, ‘興也’以下是也. 及鄭玄更定章句, 削去毛萇序
首之題判, 自為章句於一篇之終, 而其毛義之與己不同者, 曰‘故言某章章某句’, 毛․鄭之不
同, 猶可即此求之, 至於序首題判之真面目, 於是乎泯矣, 然尚賴 正義 得以考論其舊者,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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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 단락은 ‘십삼경’ 성립의 경위
를 소개하면서 한나라부터 서술을 시작했다. 한대 이전에는 ‘육경(六經)’이라고
하였지만, 악경(樂經)이 진나라의 분서갱유에 의해 실전되어 한나라에 이르러
서는 ‘오경’만이 남았다. 당나라 사람들이 ‘삼례’와 ‘삼전’을 각각 나누어서 모두
‘구경’이 되었다. 중국의 관련 논의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당나라 서견
(徐堅)의 초학기(初學記)에 보인다. “옛날 사람들은 역․서․시․예․
악․춘추를 ‘육경’이라 하였는데, 진나라의 분서에 이르러서 악경은 없어
지고, 지금은 역․시․서․예․춘추를 ‘오경’이라고 한다. 또한 예에
는 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가 있어 ‘삼례’라 하였고, 춘추
에는 좌씨(左氏)․공양(公羊)․곡량(穀梁)이라는 ‘삼전’이 있어, 이들을
역․서․시와 함께 계산하여 ‘구경’이라고도 하였다.”11) 당나라 사람들은
국자감의 유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논어․효경․이아를 함께 돌에 새겼으
므로 ‘십이경’이라는 명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송나라 때 조공무(晁公武)는 “당
나라 태화(太和) 연간에 ‘십이경’을 다시 돌에 새겨 국학에 세워 두었다.”라고12)
했다.
송나라 선화(宣和) 연간에 석단[席旦, 자는 승헌(升獻)]이 맹자를 돌에 새
겨 ‘십삼경’이 완성되었다고 한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석
경을 새겼다고 해서 맹자가 ‘자부(子部)․유가류(儒家類)’에서 ‘경’으로 승격한
공로를 석단에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조공무가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에
서 이 석경에 대해 “그 논의는 황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자가 많다. 예컨대
‘빈축(頻顣)’의 ‘빈(頻)’자를 ‘유(類)’자로 오기한 것과 같은 오류는 일일이 다 기
11)

12)

如 葛覃疏 所云‘ 葛覃 三章章六句’至‘以婦道也’, 而今新刻凡例, 併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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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初學記 제3책 권21, 文部․經典 (1962, 中華書局, 497면) “古者以易․書․詩․
禮․樂․春秋為六經, 至秦焚書, 樂經亡, 今以易․詩․書․禮․春秋
為五經. 又禮有周禮․儀禮․禮記曰‘三禮’, 春秋有左氏․公羊․穀梁‘三
傳’, 與易․書․詩通數, 亦謂之九經.”
12) 石經考異序, 顧炎武, 石經考(文淵閣四庫全書, 台灣商務印書館) “唐太和中, 復刻‘十
二經’, 立石國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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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할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13)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
진손(陳振孫)의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에서 “지금 국가에서 과거로 인
재를 뽑을 때 논어․맹자가 함께 경(經)이 되었다.”라는14) 기록을 보면 맹
자가 이미 송나라 때에 ‘경’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맹자가 ‘경’
으로 승격한 것은 당나라 때부터 시작하였으며 송나라 때에 완전히 정착되었던
것이다.15) 그러나 ‘십삼경’을 책 제목으로 명명한 것은 명나라 때의 일로, 중국학
자 중에서 고염무(顧炎武)의 설명이 가장 간결하다. “한나라 이래로 유학자가
서로 전한 것은 단지 ‘오경’이라고만 하였다. 그런데 당나라에 학관을 세울 때에
‘구경’이라고 했던 것은 ‘삼례’와 ‘삼전’을 각각 나누어 배웠기 때문이다. 국자감
에 돌로 새길 때에 ‘구경’이라 한 것은 효경․논어․이아를 합쳐서 말한
것이다. 송나라 때 정자와 주자 등 대유학자가 나타나 비로소 예기에서 대학
과 중용을 추출하고 맹자를 논어와 나란히 하여 이를 사서(四書)라 하
였다. 본조(本朝, 즉 명나라)에서 이것을 계승하면서 ‘십삼경’이라는 명칭이 비로
소 정해졌다.”라고16) 하였다. 이를 참조해 보면 규장총목의 기록은 대체로 고
염무의 설을 저본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염무의 일지록(日知錄)이
규장총목 권3의 ‘유가류’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편찬자가 이 책을 읽고 참조했
다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실 유가 경전 총칭의 변천에 대해서는, ‘육경’,
‘오경’, ‘칠경’, ‘구경’, ‘십경’, ‘십일경’, ‘십이경’, ‘십삼경’, ‘십사경’, ‘이십일경’ 등이
있고, 각 총칭에 포함한 구체적인 경전에 대한 설도 분분하기 때문에 이를 구명
하는 것은 매우 번잡한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규장총목의 설명은 비
교적 간결한 서술이라 할 수 있다.
13)

14)

15)

16)

13) 孫猛, 郡齋讀書志校證 권10(1990, 上海古籍出版社, 418면) “其論既謬, 又多誤字, 如以
‘頻顣’為‘類’, 不可勝記.”
14) 直齋書錄解題 권3, 語孟類 (1987, 上海古籍出版社, 72면) “今國家設科取士, 語 孟
並列為經.”
15) 周予同, 群經概論(1983 周予同經學史論著選集, 上海人民出版社, 290면).
16) 黃汝成, 日知錄集釋 권18, ‘十三經註疏’조(1985, 上海古籍出版社, 1368-1369면) “自漢以
來, 儒者相傳但言五經, 而唐時立之學官則云九經者, 三禮․三傳分而習之, 故為九也.
其刻石國子學, 則云九經, 并孝經․論語․爾雅. 宋時, 程朱諸大儒出, 始取禮記中
之大學․中庸, 及進孟子以配論語, 謂之四書. 本朝因之, 而十三經之名始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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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락에서는 신각과 구각의 우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보통 학술연
구는 마치 장작을 쌓아 놓은 것처럼 나중에 나온 것이 위에 놓이는 법이지만 나
중에 나온 것이 반드시 더 정밀해지는 것은 아니다. 규장총목에서 신각본은
구각본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범례를 고치고서 본래의 면목을 말살했으므
로 후대 사람들이 고증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논의는 “명대 사람들이 책을 새겨
펴내자 책이 망하였다[明人刻書而書亡]”는 말과 유사하다. 이에 관해 사고전서
총목(四庫全書總目)에서는 “명나라 사람들이 책을 새겨 펴내면서 임의대로 삭
제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새로운 판본이 간행되자 옛 판본은 점차 사라졌으니,
책 원래의 모습은 마침내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17) 했다. 규장총목에 기록한
두 판본 중 하나는 ‘황명모봉포급고각본(皇明毛鳳苞汲古閣本)’이고, 하나는 ‘청건
륭내각본(清乾隆內閣本)’이니, 오로지 명대 사람만을 가리켜 논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 사실 이 논의가 은연중 노린 것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
고 기이한 것을 추구하는 학풍이 아닐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안어
(按語)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명나라 조환광(趙宧光)의 설문장전(說文長箋)
에 대한 안어에서는 “오류가 매우 많아 식견이 있는 자는 취하지 않는다. 전겸
익(錢謙益)은 장전(長箋)이 나오자 자학(字學)이 망했다고 했으며, 고염무는
작은 지혜를 부려 이전 학자와 다르게 하는 것을 추구했다고 하면서 십여 조를
거론하여 일일이 변정했다. (중략) 대개 장전이 나온 것은 기이한 것을 좋아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풍조가 풍미했던 때였다. 그 드문 것에 기대어 모색
한 것이 간혹 육경의 뜻에 들어맞았으므로 당시에 성행하고 후세에 전해졌지만,
그 실체가 고루하고 지리멸렬하여 끝내 안목이 있는 사람의 비판을 면할 수 없
다.”고18) 했다. 18)
17)

17) 華陽國志 上冊 提要 [永瑢 외, 四庫全書總目 권66(1965, 中華書局, 584면)] “明人刻
書, 好以意爲刊削, 新本既行, 舊本漸泯, 原書遂不可覿.”
18) 奎章總目 권1(朝鮮時代書目叢刊 제1책, 75-76면) “疵謬甚多, 識者不取. 錢謙益謂長
箋出而字學亡, 顧炎武謂好行小慧, 求異前儒, 且歷舉十餘條以辨正之. (중략) 大抵長箋
之出, 適當好奇務新之日, 其依稀摸索, 間或暗合於六書之指, 故雖盛行當時, 流傳後世, 然其
實之固陋滅裂, 終莫逃於具眼之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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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이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힘쓰는
[好奇務新]’ 학풍이다. 비록 일지록에서 설문장전이 나왔을 때는 “마침 새로
운 것을 좋아하고 기이한 것을 숭상했던 시대이므로 이 책은 당시에 성행했다.
그러나 지금 밝히지 않는다면 나중에 잘못된 것을 익힘이 옳은 것을 넘어서 후
학에게 해를 끼침이 심할 것이다.”라고19) 이미 지적한 적 있지만, 규장각 문신들
의 안어는 그 나름의 비판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시야를 더 넓혀 조선학풍의 병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규
장각 문신에 비해 후학인 윤기(尹愭, 1741~1826)는 일찍이 송나라 유고상(劉高
尙) 도인의 말인 “학술로 천하 후세 사람을 죽이지 말라[無以學術殺天下後世]”
를20) ‘격언(格言)’으로 삼았지만, 또한 그 범범함을 꺼려하여 이 말을 “새로운
것을 좋아하여 옛 것을 배반하는 것으로 당세와 후세 사람을 죽이지 말라[無以
好新畔古殺天下後世]”라고 바꾸었다. 이는 바로 당시의 폐단에 대해 지적한 것
이다. 윤기는 또 나아가 “학술은 가르침을 세우는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
고 기이한 것을 부러워하여 그 개인적 의견을 용납하거나 성인을 모욕하고 스스
로 현명하다고 하면서 법도를 멸시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또한
어찌 당세와 후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도달하겠는가?”라고21) 부연했다. 더 늦
은 시기의 김매순(金邁淳, 1776~1840) 또한 일찍이 본국의 학풍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의 기풍이 천박하여 선비 된 자가 참된 견해가 적으면서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기이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다른 곳보다도 심하다. (중략) 수십 년
동안에 모두 무너졌다.”라고 하였다.22) 조선후기 학풍의 변모라는 배경을 고려하
면, 규장총목에서 ‘기이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힘쓰는’ 것에 대해 비판
19)

20)

21)

22)

19) 日知錄集釋(中冊) 권21, 1606면 “適當喜新尚異之時, 此書乃盛行於世, 及今不辯, 恐他日
習非勝是, 為後學之害不淺矣.”
20) 說郛 권24, 曾鞏, 後耳目志 ‘無以’조(文淵閣四庫全書本) “世以為劉高尚道人語, 此
乃唐人語也.”
21) 峽裏閒話, 無名子集, 文稿 제13책(2000 韓國文集叢刊 제256책, 경인문화사, 534면)
“學術所以立教, 非好新慕奇而容其私意, 侮聖自賢而至於蔑法, 則亦豈至於殺天下後世哉?”
22) 題日本人 論語訓傳 , 台山集 권8(2002 韓國文集叢刊 제294책, 경인문화사, 431면)
“我國風氣之浮淺, 為士者少真實見解, 而好新慕奇, 甚於他方. (중략) 數十年來, 撞壞盡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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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심지어 “경전을 훼손하는 화가 진나라의 분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좀 과분한 탄식을 발하기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 마음을 썼던 것을 또한 헤
아릴 수 있을 것이다.
왕실서목의 분류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부(四部)로 분류하기도
하고 가장(架欌)으로 분류하기도 했으며, 여러 분류로 나누기도 하고 아예 분류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사부로 분류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
리고 책 분류에 있어 눈에 띄는 오류는 잘 안 보이지만 가끔 이상한 분류방식이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집경당폭쇄서목(緝敬堂曝曬書目)의 경부에는 어
찬춘추(御纂春秋)(즉 御纂春秋直解)와 두림주춘추좌전(杜林注春秋左傳)(즉
左傳杜林合注) 사이에 십국춘추(十國春秋)․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안
자춘추(晏子春秋) 세 책을 기록하고 있다. 사실 이 세 책은 경부에 속한 책은
아니다. 오임신(吳任臣)의 십국춘추는 오대십국(五代十國)의 역사책이고, 최홍
(崔鴻)이 지었다고 한 십육국춘추는 후진(後晉) 말 십육국(十六國)의 역사책
이며, 안자춘추는 제(齊)나라의 안영(晏嬰)에 대한 전기로, 모두 사부에 귀속
되어야 하는 책이다.
3. 경부 문헌의 판본

왕실도서의 판본으로는 ‘화본’과 ‘동본’이 주를 이루고 간혹 일본판(日本版)이
보이기도 한다. 규장총목에 판본을 기록할 때에는 보통 권수(卷數)를 기재하
지 않고 때로 해제 속에 언급하기도 하였다. 주목할 것은 규장총목에 기재된
책의 권수를 사고전서총목과 비교해보면 사뭇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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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규장총목과 사고전서총목 비교

(연대) 저자․책 제목
(清) 沈淑, 經玩
(元) 吳澄, 易纂言
(宋) 朱子, 儀禮經傳通解
(明) 趙宧光, 說文長箋
(明) 呂維祺, 音韻日月燈
(清) 虞咸熙․虞德升, 諧聲品字箋

12권
12권
44권
224권
60권
22권

규장총목

사고전서총목





20권
10권
37권
104권
70권
불분권(不分卷)

규장총목의 권수 계산으로 보아 비교적 정밀해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거
의 없다. 예를 들어 경완(經玩)의 해제에서는 “스스로 기재하기를 육덕명(陸
德明)의 경전석문(經傳釋文)에서 문자가 다른 것을 모아서 6권으로 기록하였
다. 그리고 경전 중의 문자가 서로 다른 것과 주소(註疏)와 사기(史記), 한서
(漢書), 설문해자(説文解字) 등 여러 책에서 인용한 경전의 문장이 다른 것
으로 보충하여 다시 6권을 얻었다.”라고 하였다.23) 설문장전의 해제에는 “본부
(本部) 112권, 술부(述部) 24권, 작부(作部) 62권, 체부(體部) 18권, 용부(用部)
4권, 말부(末部) 4권으로 총 224권이다.”라고 하였다.24) 음운일월등(音韻日月
燈)의 해제에는 “운모(韻母) 5권, 동문탁(同文鐸) 30권, 운약(韻鑰) 25권
으로 총 60권이다.”라고 하였다.25) 따라서 규장총목에 기록된 책은 비록 사고
총목에 수록한 것과 같이 모두 중국본이지만, 권질의 분합에서 다름이 있으니
이는 서로 다른 판본(版本) 또는 초본(抄本)이었을 것으로 본다.
서고장서록(西庫藏書錄)에 수록된 것은 모두 ‘동본(東本)’으로, 책 제목 아
래에 각각 ‘건[件: ‘부(部)’와 같은 수량단위로 봄]’, 책(冊), 판본(版本), 시대
및 저자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 중 판본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경서류’ 판본 부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23)

24)

25)

23) 朝鮮時代書目叢刊 제1책, 29면 “自識曰: 紬陸氏經傳釋文中文字之異者, 錄為六卷. 而
以經傳中文字互異及註疏․史漢說文諸書所引經傳文異者補之, 復得六卷.”
24) 앞의 책, 74면 “本部一百十二卷, 述部二十四卷, 作部六十二卷, 體部一十八卷, 用部四卷,
末部四卷, 總二百二十四卷.”
25) 앞의 책, 77면 “韻母五卷, 同文鐸三十卷, 韻鑰二十五卷, 總六十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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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 二十三件. 二十二件各十四冊, 一件十冊. 七件鑄, 三件鑄吐, 一件南吐, 十一
件木, 一件木吐.
易傳 二件. 各六冊. 南.
易本義 二件. 各四冊. 南.26)26)


周易은 책 제목이고, ‘二十三件’은 ‘서고(西庫)’에 저장된 것이 모두 23부라
는 것이며, 그 중 22부는 각 14책이고, 1부는 10책이다. 이어서 각판본을 묘사하
고 있는데, 그중 ‘鑄’는 금속활자본을, ‘木’은 목판본을 가리킨다. ‘吐’는 현토(懸
吐)를 단 판본을 말하는데 예컨대 ‘유가류’의 책인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5
부 아래에는 “4부는 현토본이다[四件懸吐]”라고 기재되어 있다.27) 전하는 이야
기에 의하면 신라시대의 설총(薛聰)이 한문해독을 돕기 위해 ‘이두(吏讀, 吏道,
吏頭 혹은 吏吐라 표기함)’라는 표기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발
전된 것이 ‘현토’이다. ‘현토’의 표기법은 대체로 한문으로 된 문장의 구절 아랫
부분에 작은 글씨로 된 한자를 표기하여 이 한자들의 음이나 뜻을 빌려 한국어
의 조사를 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라고 표시한 판본은 해당 판본에는 이와
같은 주석이 달려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 판본을 기재할 때 쓰는 용어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南’이라는 말
이다. 이에 대해 남권희(南權熙)는 “남(南) 혹은 남토(南吐)라 하는 이 용어는
다른 서목 중에서는 용례와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두 용어는 아마도 ‘주’, ‘주토’, ‘목’, ‘목토’ 등과 함께 간행
방식 혹은 간각재료를 표시하는 용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축한다.”라고28) 설명
했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이 ‘남’이라는 것은 간행방식이나 간각재료가 아
니라, 경기도의 ‘남한(南漢)’ 지역에 보관된 책판으로 인쇄한 책, 곧 ‘남한판(南
漢板)’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각도책판목록(各道冊板目錄)을 살펴


27)

28)

26) 앞의 책, 607면.
27) 앞의 책, 626면.
28) 南權熙, 1983 奎章閣의 西庫書目과 藏書變遷 分析: 現存書目을 中心으로 ,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1-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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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경기도인 ‘남한(南漢)’에는 34종의 책판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29) 그리고 서
고장서록(西庫藏書錄)의 ‘경서류(經書類)’ 중 역전(易傳)․역본의(易本義)․
서전(書傳)․시전(詩傳)․논어․맹자․중용․대학 등 ‘남(南)’ 혹
은 ‘남토(南吐)’라고 표기된 책들은 모두 각도판책목록․남한에 기록되어 있다
는 점을 그 논거로 들 수 있다. 문제는 서고장서록에서 서적의 판본을 묘사할
때 간각재료와 방식 외에 책 간행 시간, 간행 장소, 종이의 종류 등 다른 방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지라는 점이다. ‘경서류’에 기록된 서목만을 고찰하면 이 방면
들에 대한 기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규장총목 전체를 통독하면 관련 기재가
종종 보인다. 예를 들어 ‘사기류(史記類)’의 통감(通鑒) 항목에는 “금속활자본
이고, 기유년에 새로 인쇄하였다[鑄, 己酉新印]”라는 기재가 보이고, 같은 기재
가 사략(史略)과 누주통의(漏籌通義) 항목에도 발견되는데, 이는 정조 13년
(1789)에 새로 인쇄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또 ‘유가류’의 사칠왕복서(四七往復
書) 항목에는 “목판본이고, 무신년에 새로 인쇄하였다[木, 戊申新印]”라는 기재
가 보이고, 송자대전(宋子大全) 항목에도 동일한 기재가 보이는데, 이는 정조
12년(1788)에 새로 인쇄하였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자서류(字書類)’의 정음통
석(正音通釋) 항목에는 “정미년에 새롭게 인쇄하였다[丁未新印]”라는 기재는
정조 11년(1787)에 새롭게 인쇄하였음을 가리킨다. 이외에 궁원의(宮園儀) 항
목에서 “을사년에 새로 인쇄했다[乙巳新印]”, 간이집(簡易集) 항목에서 “병오
년에 새롭게 인쇄했다[丙午新印]”라고 기재한 것도 각각 정조 9년(1785)과 정조
10년(1786)에 인쇄했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팔자백선(八子百選) 항목에는 ‘분당지본(粉唐紙本) 1건’, ‘모면지본(毛
面紙本) 2건’, ‘간장지본(簡壯紙本) 2건’, ‘경장지본(京壯紙本) 2건’, ‘향장지본(鄕
壯紙本) 2건’, ‘백면지본(白綿紙本) 10건’, ‘저주지본(楮注紙本) 40건’, ‘영변지본
(寧邊紙本) 15건’, ‘완지본(完紙本) 10건’, ‘경지본(慶紙本) 10건’, ‘천은지본(天銀
紙本) 30건’, ‘별간장지본(別簡壯紙本) 1건’, ‘열품백지본(劣品白紙本) 24건’ 등과
같은 종이의 종류도 기재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종이 종류 중에서 중
국에서 생산된 ‘분당지(粉唐紙)’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한지이다. 그리고 한지
29)

29) 朝鮮時代書目叢刊 제5책, 2200-2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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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백면지(白綿紙)’․‘저주지(楮注紙)’와 같이 원료에 따라 분류한 것이 있
고, ‘장지(壯紙)’․‘열품백지(劣品白紙)’와 같이 종이의 두께, 길이, 넓이에 따라
분류한 것이 있으며, ‘경장지(京壯紙)’․‘향장지(鄕壯紙)’․‘영변지(寧邊紙)’․‘완
지(完紙)’․‘경지(慶紙)’와 같이 종이의 원산지에 따라 분류한 것도 있다. 아울러
‘경장지’는 서울의 조지서(造紙署)에서 생산된 종이, ‘향장지’는 각 지방에서 생
산한 종이로, 이 둘은 총칭이다. ‘영변지’는 평안도 영변에서 생산된 종이를, ‘완
지’는 전라도 완주에서 생산된 종이를, ‘경지’는 경상도 경주에서 생산된 종이를
말한다. 영변, 완주 그리고 경주는 모두 유명한 책판간인(冊板刊印)의 소재지
로,30) 해당 지역의 종이로 인쇄한 책은 해당지역에서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위 판본들을 ‘영변판(寧邊板)’, ‘완영판(完營板)’ 그리고 ‘경주판(慶州
板)’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상의 추론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팔자백선 항목의 마지막 문장인 “또한 2건은 각 3책이다. 목판본으
로, 기영인본(箕營印本)이다[又二件各三冊. 木. 箕營印本]”라는 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기영’은 평안감영(平安監營)으로 평안도에 속해 있는데, 평안도는
“자고로 풍요롭다고 알려지고 각 도에서 으뜸이다[素稱富饒, 甲於諸道]”라고31)
한 지역으로, 조선시대 서적 간각(刊刻)의 요지이다. 조선시대 문집 중 규모가
가장 방대한 송자대전(宋子大全)은 바로 정조 11년(1787)에 기영에서 간행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대규모 서적의 간행은 송시열이 당시의 정계와 학계에
서 가졌던 영향력과 직결되겠지만, 이를 통해 기영의 간각 능력 또한 짐작할 수
있다. 팔자백선 항목에 기재된 ‘기영인본(箕營印本)’이라는 말은 해당 판본이
‘기영판’이라는 정보를 분명하게 전달해 준다. 또한 ‘전장류(典章類)’의 대전통
편(大典通編) 항목에 있는 “양남(兩南) 지역에 간행된 것이고, 목판본이다.”라
30)

31)

30) 各道冊板目錄(朝鮮時代書目叢刊 제5책)에는 조선 헌종시대 이전의 각 도에 소장된
책판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 전라도의 전주, 경상도의 경주와 평안도의 영
변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任埅, 水村集 권11, 先
考今是堂府君行狀 (1995 韓國文集叢刊 제149책, 경인문화사, 250면) 참조.
31) 任埅, 水村集 권11, 先考今是堂府君行狀 (1995 韓國文集叢刊 제149책, 경인문화사,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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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32) 기록은 이 책이 ‘양남(호남과 영남)’ 지방에 보관된 책판으로 인쇄해 온 것
임을 밝혔다. 이로 미루어 보면 경부서적의 판본 관련 기록에 나온 ‘남’은 ‘남한
판’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또한 무리가 없으며, 그 기록 방식에도 부합하여 또
한 필자의 추측에 일정한 합리성과 신빙성을 더하게 된다.
규장각에 소장한 경부 문헌은 그 목록을 통해 또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서적
유통 양상을 발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규장총목 경부의 ‘사서류’에 예사의
(倪士毅) 등이 편집한 사서집석장도대성(四書輯釋章圖大成)을 기록할 때 특별
히 ‘일본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해제에서 이 판본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32)

절강유서총록(浙江遺書總錄)에도 이 책을 기록했지만, 태백(泰伯) ․ 자한(子
罕) ․ 향당(鄉黨) 세 편이 빠져 있다. 대개 명나라 영락(永樂) 연간에 사서대전
(四書大全)을 간행한 이래로 조정에서 인재를 뽑거나 서당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모두 사서대전을 위주로 하였다. 따라서 배우는 자들은 사서집석(四書輯釋)이
있는 줄을 모른지 수백여 년이 되었다. 절강(浙江)은 옛 가문의 남아 있는 책이 모
이는 지역인데도 이 원간본(元刊本) 하나만 남고 노론(魯論)의 세 편이 이미 일실
되고 해외의 다른 나라로 유전되었는데 예사의의 완전한 책을 얻어 볼 수 있으니 어
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설선(薛瑄)과 고염무(顧炎武)가 모두 사서집석은 폐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왕분(汪份)이 그 한두 가지의 흠을 캐서는 멋대로 꾸짖은 것은
망령된 일이다.33)33)

이 책은 사고전서에는 ‘존목(存目)’에 들어가 있고, ‘절강순무채진본(浙江巡
撫採進本)’으로 태백 등 세 편이 빠져 있으나, 규장총목에 기록된 ‘일본판’은
“예사의의 완전한 책(倪氏完書)”이었다. 사고전서』를 편찬한 문신들이 이 책
을 ‘존목’에 넣은 것은, 이 책이 이미 서적 상인에 의해 고쳐져서, 예사의의 원서
와 거리가 있으며 이 유일한 판본의 유래는 판매용으로 유전된 것이었다는 두
32) 西庫藏書錄(朝鮮時代書目叢刊 제1책, 634면) “兩南印來件, 木.”
33) 朝鮮時代書目叢刊 제1책, 62-63면 “浙江遺書總錄 亦載此書, 而缺泰伯․子罕․鄉
黨 三篇. 蓋自永樂頒行大全, 而朝廷之取士․塾師之教徒率用大全 為主, 故學者不知
有輯釋, 殆數百餘年矣. 浙江乃古家遺書之所萃, 而只此元刊一本, 已失魯論 三篇, 則流
傳海外之殊域, 得見倪氏之完書, 豈非幸歟？薛瑄․顧炎武皆謂輯釋 不可廢, 而汪份摘其
一二疵謬, 肆加詆斥, 則妄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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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원인이었다.34) 규장총목에서 이 책에 대한 설선과 고염무의 긍정적인 평
가를 가지고 왕분이 이 책을 “멋대로 꾸짖은 것”을 “망령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은연중에 사고전서총록의 기록을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보인
다. 이 책의 판본에 관해, 소장(邵章)이 증보한 증정사고간명목록표주(增訂四庫
簡明目錄標注)에서 일찍이 일본 문화(文化) 9년(1812)에 번각한 원나라 지정
(至正) 2년(1342)의 일신서당본(日新書堂本)이 보인다. 그러나 규장총목은 순
조 5년(1805)에 완성되었기에, 거기에서 말하는 ‘일본판’은 더 이른 시기의 판본
이었을 것이다. 이 책을 중국에서 구입한 것인지 일본에서 구입한 것인지에 대
해서는 참고자료의 결여로 더 이상 규명할 수 없지만 이곳의 기록이 매우 중요
한 정보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34)

4. 경부 문헌의 내용

조선시대 왕실의 장서 가운데 경부 문헌에는 내용상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규장총목과 사고전서총목을 한 번 비교해본다면, 둘 사이에 수록된 책
의 내용이 매우 차이가 있음을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수량으로 보더라도
전자의 규모는 후자에 비해 매우 작다. 그럼에도 오히려 규장각은 소장하였으나
사고에서는 수집하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사서류(四書類)’를 예로 들어서 대
비한 표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규장총목과 사고전서총목의 사서류 비교

(연대)저자․책 제목
永樂敕修 四書大全
四書
(元) 倪士毅, 四書輯釋章圖大成
(明) 蔡清, 四書蒙引
(明) 呂柟, 四書因問

수록
수록
수록
수록
수록

규장총목』



사고전서총목』



수록
수록
‘존목’에 들어있음
수록
수록

34) 四庫全書總目(上冊) 권37, 309면 “已爲書賈所改竄, 非士毅之舊”; “究其由來, 實轉相稗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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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項煜, 四書講意
(明) 張居正, 四書直解
(明) 薛應旂, 四書人物備考
(明) 呂留良, 晚村講義
(清) 張權時, 四書析義
(清) 周大璋, 四書朱子精言
(清) 陸隴其, 松陽講義
(清) 李戴禮, 四書講義彙通
(清) 汪份, 增訂四書
(清) 李沛霖, 四書異同條辨

수록
수록
수록
수록
수록
수록
수록
수록
수록
수록

미수록
미수록
‘존목’에 들어있음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수록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규장총목에 수록된 총 15종 가운데 동시에 사고전서총목에 보이는 것은
단지 7종이며, 그 중 2종이 존목에도 있다. 둘을 서로 비교하면 그에 내포된 경
중(輕重)의 뜻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사고전서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종류인 사서대전에서 사고전서 편찬관은 그 책을 포
함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명나라 영락(永樂) 때, 대전(大全)이 나
오자 지름길이 열리고, 팔고문이 성행하여 속된 학문이 흥성하였다. (중략) 대
전은 전대의 법도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경의(經義)의 명암이면서 학술 성쇠
의 큰 관건이 되었으니 또한 특별히 남겨두어 200여 년의 선비들의 익힘과 문풍
(文風)의 폐단의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대개 경계하라고 남겨두는 것이지, 본받
을 법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35) 존목류(存目類)의 책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그것을 남겨 두어도 취하기에 부족하고, 그것이 없어져도 안타깝지 않으며, 그
표절하고 중복한 것에 대해 파고들어 판별하기도 부족하고, 그 졸렬하고 속된
것 또한 따지기도 부족한”36) 것으로, 매우 폄하하여 거의 덧붙일 것이 없다. 반
대로 규장총목은 여러 책에 대한 평가에서 만촌강의(晚村講義)는 “경계하고
깨우쳐주는 말이 많다[多警發語]”고 하였고, 사서이동조변(四書異同條辨)은


35)

36)

35) 四庫全書總目(上冊) 권36, 307면 “明永樂中, 大全出而捷徑開, 八比盛而俗學熾. (중
략) 大全既爲前代之功令, 又爲經義明晦․學術升降之大關, 亦特存之, 以著明二百餘年士
習文風之所以弊. 蓋示戒, 非示法也.”
36) 四庫全書總目(上冊) 권36, 320면 “其存不足取, 其亡不足惜, 其剽竊重複不足考辨, 其庸
陋鄙俚亦不足糾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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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하는 것이 매우 정밀하고 방도가 올바르기에 근대 여러 유학자들 중에서
필적할 만한 자가 드물다[考核之精, 門路之正, 近代諸儒鮮有倫比]”고 하였으며,
또한 허여림(許汝霖)의 사서강의휘통(四書講義彙通) 서문에서 쓴 말을 인용하
여, 이 책을 “20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세 번 탈고하여 책이 완성되었다[殫二十
年心力, 三脫稿而書以成]”고 하였다.
사고전서 편찬관의 날카로운 눈에 들지 않았던 이러한 책들이 규장각학사의
눈에는 모두 힘과 마음을 다하여 경에 대한 설명을 밝혀주는 저작이었다. 이는
학술을 바라보는 눈의 높고 낮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학술상 추구하는
점의 같고 다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규장각학사의 사고전서간명
목록(四庫全書簡明目錄)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선택의 의도는 크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아마도 고고가(考古家)를 한
학(漢學)으로 삼고, 강학가(講學家)는 송학(宋學)으로 삼으면서 평가하는 사이에 한
학을 우위에 두고 송학을 아래에 둔 것일 듯하다. 이 때 염락(濂洛)의 여러 현자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존중하면서도 속으로는 억눌러서,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냈다. 주
문(朱門)의 제자 이하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공격하는데 온 힘을 다하였
다. 그리고 경(經)에 반대하고 이론에 거스르며 제멋대로 거리낌 없는 모기령(毛奇
齡)과 같이 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말을 잘 풀어내고 의견이 잘 관통
한다고 칭찬하고, 그 근거가 분명함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37)37)

이 문장은 홍석주에게서 나온 것이다. 서명응, 서호수가 편찬한 규장총목 초
고를 기초로 정조 5년(1781)에 책을 완성했다. 그렇지만 사고전서간명목록은
건륭(乾隆) 47년(1782)에 완성, 건륭 49년에 간행되었기에, 서명응과 서호수는
이를 보지 못했다. 서형수가 정조 23년(1799)에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북경에
도착하여 기윤(紀昀)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기윤의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
에는 주자학 저작 구매에 도움을 받은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가 기윤에 대해
37) 奎章總目 권2(朝鮮時代書目叢刊 제1책, 170-171면) “其持擇予奪之意, 則有大不可曉
者. 蓋以考古家為漢學, 講學家為宋學, 而評騭之際, 右漢左宋. 於濂洛諸賢則陽尊陰抑, 屢示
不滿; 於朱門諸子以下, 則昌言攻之, 不遺餘力; 而畔經橫議、猖狂無忌如毛奇齡之甚者, 則
稱其博辨淹通, 嘉其根據分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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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혀 편견이 없고, 또한 그가 쓴 기효람전(紀曉嵐傳)에서 사고전서간명
목록에서의 “주자를 폄훼하는 비유적인 말[貶朱之微辭]”에 대해 그를 위해 변
호했다.38) 따라서 이상의 문자 또한 그의 손에서 나올 수가 없다. 홍석주는 일찍
이 순조 3년(1803) 서장관으로 북경에 도착해서 사고전서간명목록을 읽고 바
로 중국의 학인(學人)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논점을 드러냈다. 그는 서길사(庶
吉士) 비란지(費蘭墀)에게 답하는 글[答費吉士蘭墀書] 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
였다. “사고전서간명목록은 저 또한 그 대략을 훑어보았습니다. 풍부하고 어마
어마하더군요. 그 사이에서 고고(考古)와 강학(講學) 두 분야를 한학(漢學)과
송학(宋學)으로 나누어 평가하면서 억누르고 고양함을 은밀히 드러냈습니다. 지
금 세상의 학자에 대해서는 체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위형제(三魏
兄弟, 위상(魏祥), 위희(魏禧), 위례(魏禮))와 고정림(顧亭林), 소자상(邵子湘)
전집은 모두 빠졌습니다. 모씨(毛氏)의 여러 책은 풍부하다고 하지만 어찌 크게
깨우침을 주겠습니까? 결국은 경서를 배반하는 효시가 될 것입니다. 두루 수록
하였지만 지저분한 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얕은 견해가 있으니, 실로 취하고 버
리는 표준으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39) 이러한 문장은 앞에서 말한 평론과
잘 들어맞는다. 이 외에도 홍석주가 순조 10년(1810)에 지은 홍씨독서록(洪氏
讀書錄)에 또한 사고전서간명목록이 있는데, 그 문장은 규장총목과 동일하
여 역시 위의 문장이 홍석주에게서 나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 홍씨독서록
38)

39)

38) 徐瀅修, 紀曉嵐轉[明臯全集 권14(2001 韓國文集叢刊 제261책, 경인문화사, 302
면)] “考證之學, 盛於明末, 其源盖出於楊升庵. 而及至顧亭林․朱竹垞, 雖謂之鄭․服之靑
藍, 不是過也. 曉嵐爲學, 亦主考證者. 而其所著作, 則布格嚴而無邅漫回遹之病, 摛詞雅而無
隱僻奇衺之譚, 命意莊而無支離浮靡之見, 叙事整而無凌亂龎雜之篇. 以其儲蓄之富, 文之以
絢爛之才, 而裒然成一家軌範. 夫華藻見於外者謂之文, 古今積於中者謂之學, 則斯其成就,
夫孰不曰真文學也乎? 或以簡明書目中多有砭朱之微詞, 疑其爲陸學. 而大抵考證家之不能
不貳於朱門, 爲其名物詁訓之間, 往往有信不及處, 未必皆因於袒陸也. 况曉嵐之學, 遠溯漢
晉, 而與宋講學之傳所入之門戶, 本自殊科也乎, 又何有於朱陸之尋派哉?”
39) 淵泉集 권16(2002 韓國文集叢刊 제293책, 경인문화사, 357면) “四庫書簡明目錄』僕
亦嘗略窺其一斑, 淵海之富, 茫然望洋. 顧其間以考古․講學二家分漢學․宋學, 而評隲之際,
微示抑揚. 至於當世鴻碩, 具見體裁. 而三魏兄弟及顧亭林․邵子湘全集, 皆不免遺珠. 毛氏
諸書, 雖曰博贍, 胡叫大拍, 終當爲背經之嚆矢. 而兼收並採, 不加澄汰, 謏聞淺見, 實無以瞭
然於取舍之權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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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러한 의식 또한 민간으로 침투되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위에서 기술한 평론은 상당히 정서적인 면이 있다. 기윤은 주자학 자체에 대해
서 어떠한 편견도 없었다. 기윤과 직접 접촉한 몇몇 조선학자의 인상 중에 드러
난 것은 또 다른 형상이었다. 예를 들어 서호수가 정조 14년(1790)에 진하부사
(進賀副使) 신분으로 북경에 들어가서 기윤(紀昀)을 만나 학술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선물을 주면서 우정을 돈독히 하였다. 그의 연행기(燕行紀) 8월 14일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편지로 상서(尚書) 기윤(紀昀)에게 문의하면서 더
불어 황서필(黃鼠筆) 30자루, 유묵매(油墨煤) 10홀(笏), 채전 30엽(葉)을 보냈
다. 기윤은 단연(端硯) 1방(方), 묵적(墨竹) 1축(軸)을 답례로 보내왔다. 벼루
머리에는 ‘옥정(玉井)’ 두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뒤에는 효람(曉嵐)이 손수 지
은 다음과 같이 명(銘)이 있었다. ‘소동파의 글은 샘이 매우 어마어마한 것과 같
다. 나는 내 우물을 파는데 밭에 물 댈 정도면 만족한다[坡老之文, 珠泉萬斛. 我
浚我井, 灌畦亦足].’ 글이 매우 고아하여 좋았다.”40) 더욱 주목을 요하는 것은,
기윤은 조선인과의 교류 중에 여러 차례 그들의 주자학 관련 저작을 구입하는
데에 협조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정조 23년(1799)에 서형수가 진하겸사은
부사(進賀兼謝恩副使)로 북경에 들어가 기윤에게 주자학 서적을 대신 구매해달
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1년여 후, 이기헌(李基憲, 1763~?)이 동지겸진주사서
장관(冬至兼陳奏使書狀官)으로 북경에 들어갔는데, 그의 연행일기(燕行日記)
의 임술(壬戌, 1802년) 정월 초7일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있다. “기상서(紀尚
書)가 주자어류(朱子語類) 한 질을 부사에게 보내서 서형수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다. 서형수가 1년 전에 명을 받고 이곳에 와서 주서정본(朱書正本)을 구입
하고자 하였는데 대부분 얻지 못했다. 이것이 그 중 하나라고 하였다.”41) 서형수
40)

41)

40) 燕行紀 권2[林基中 편, 燕行錄全集 제51책(2001, 동국대학교출판부), 194-195면] “書
問紀尚書昀, 兼致黃鼠筆三十支, 油墨煤十笏, 彩箋三十葉. 紀答以端硯一方, 墨竹一軸. 硯首
刻‘玉井’二字, 背刻曉嵐自撰銘曰: ‘坡老之文, 珠泉萬斛. 我浚我井, 灌畦亦足.’ 詞甚古雅可
喜.” 이 연명(硯銘)은 기윤(紀昀)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 벼루는 열미초당연보
(閱微草堂硯譜)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윤이 척인보(拓印譜)를 편찬할 때 이미 이
벼루를 서호수(徐浩修)에게 선물해 주어서 편입되지 못한 것이었다. 지금 한국에 이 벼
루가 소장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41) 燕行錄全集 제65책, 185-186면 “紀尚書送朱子語類一帙於副使, 使傳徐台瀅修, 蓋徐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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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 구입을 완수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우리는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연대재유록(燕臺再遊錄)에 기재된 그와 기윤의 담화에서 그 설명을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다. 주자서를 구매하러 왔는데 대략 어류(語類) 유편
(類編) 등의 권질입니다. 이 외에 독서기(讀書紀)가 간명서목(簡明書目)에
실려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효람(曉嵐)이 말하였다. 이는 모두
통행하는 책이었지만, 요즘의 풍조는 이아(爾雅)․설문(說文) 등의 부류를
추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책들은 마침내 서점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래 전에 그
쪽 부사께서 사방으로 사람들에게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여 대략 알아보게 되었습
니다. (중략) 이러한 여러 책은 대부분 남쪽에 있기에 따라서 구하기가 쉽지 않
았습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 또한 급한 물건이 아니므로 느긋하게 찾아도 된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새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전 것은 이미 표시해 친구
에게 재촉했으며, 대체로 있기는 있지만 한꺼번에 곧바로 응답할 수 없을 뿐입
니다.”42) 이는 기윤 본인이 주자 및 그 학설에 대해 결코 편견이 있지 않고 또
한 매우 열심히 조선인이 구매하는 것을 도와주었음을 반증해준다. 주자학설이
관방의 사상이 되고 사서가 과거 시험용 책이 된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속학
(俗學)이 되고 또한 필연적으로 조잡하게 만들고 넘치게 제조한 수많은 책들이
서점을 가득 채우게 되니 기윤의 경시를 받게 된 것도 또한 당연하다. 그렇지만
조선은 역대로 정주(程朱)의 성리학을 중시했기에, 북학파 유득공과 같은 사람
들도 또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43) 청대 고증학풍이 동쪽으로 전해는
42)

43)

年前奉命來此購朱書正本, 而多未得者, 此其一也云.”
42) 燕行錄全集 제60책, 265-266면 “余曰: 生為購朱子書而來, 大約語類 類編等帙, 外此
如讀書紀載在簡明書目, 此來可見否? 曉嵐曰: 此皆通行之書, 而邇來風氣趨爾雅 說
文一派, 此等書遂為坊間所無. 久為貴副使四處託人購之, 略有着落矣. (중략) 此數書多在
南方, 故求之不易. 受託之人又以為不急之物, 可以緩求, 故悠忽遂至今也. 前者已標以催諸
友, 大抵有則必有, 但不能一呼立應耳.”
43) 柳得恭은 燕臺再遊錄 에서 다음과 같은 감탄을 했다. “此行爲購朱子書, 書肆中既未見善
本, 紀公曾求諸江南云, 而亦無所得. 紀公所云‘邇來風氣趨爾雅․說文一派’者, 似指時
流. 而其實漢學․宋學, 考古家․講學家等標目, 未必非自曉嵐倡之也, 見簡明書目論斷可
知也. 多見南方諸子, 所究心者六書, 所尊慕者鄭康成, 相譽必曰通儒․曰通人, 程朱之書不
講, 似已久矣. 中國學術之如此, 良可嘆也(燕行錄全集 제60책,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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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10년을 기다린 후 김정희(金正喜)가 북경에 들어갔을 때(1809년)로, 비로
소 조선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44)44)
사서 외에도, ‘예류(禮類)’ 책이 많다. 규장총목에 10종이 기록되었고 내
각방서록(內閣訪書錄)에 24종이 기록되었고 집경당폭쇄서목에 15종이 기록되
어 있으니, 경부 서적 중에서 수량이 모두 현저한 위치에 있다. 뿐만 아니라 조
선인의 예학과 관련 있는 저작 또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일제 강점 시기(1915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도서해제(朝鮮圖書解題)
에 근거하면 경부 저작은 ‘역류(易類)’ 16종, ‘서류(書類)’ 6종, ‘시류(詩類)’ 3종,
‘예류(禮類)’ 35종, ‘춘추류(春秋類)’ 7종, ‘사서류(四書類)’ 17종으로 ‘예류(禮類)’
가 수위를 차지한다.
이는 결코 조선인의 경학 저작의 전모가 아니지만, ‘예류’ 책이 특히 많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45) ‘예류’에서 주자의 가례(家禮) 또한 매우 중시
되었는데, 신식(申湜)의 가례언해(家禮諺解) 5권, 조호익(曹好益)의 가례고증
(家禮考證) 7권, 유계(俞棨)의 가례원류(家禮源流) 14권과 가례원류속록(家
禮源流續錄) 2권,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家禮增解) 14권, 김종후(金鍾
厚)의 가례집고(家禮集考) 8권 등이 있다. 규장총목에서도 주자의 의례경
전통해구속(儀禮經傳通解具續)을 앞에 두었고(가장 앞선 것은 가례이다), 또
한 구준(邱濬)의 가례절의(家禮儀節)가 있어 조선 정부의 경향을 대표했다.
조선시대 주자 가례에 대한 중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필적할 만한 곳이 없
다. 노린(魯認, 1566~1622)이 선조(宣祖) 30년(1597) 포로가 되어 일본에 도착
했는데, 중국 복건차관종자(福建差官從者)인 진병산(陳屏山) 등의 도움을 받아
일본을 탈출하고, 이후 복건을 거쳐 북경에 도착하자 만력(萬曆) 황제가 사람을
보내 호송하여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이때의 경력과 감상을 일기로 기록하
였는데 바로 금계일기(錦溪日記)이다. 그 중에는 그가 복건에 있을 때 중국
수재(秀才)와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 수재가 말하였다.
45)

44) 藤塚鄰, 1975 清朝文化東傳の研究: 嘉慶․道光學壇と李朝の金阮堂, 國書刊行會 참조.
45) 韓國經學資料集成 외에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韓國禮學叢書(122책) 및 補遺
(16책)에 수록된 1550년부터 1936년까지 약 400년 동안 조선의 예학 관련 저술은 총 176
종이 있으니, 이를 통해서도 그 규모의 일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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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의 풍습과 예제(禮制)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공이 말하였다. 풍습은 기자
(箕子)의 팔정(八政)의 가르침에만 의거하고 예제는 주자의 가례를 오로지 존
숭하고 있습니다. (중략) 여러 학생이 서로 돌아보고 비로소 믿으면서 말하였다.
귀국의 문헌은 천하가 알고 있습니다만 법도를 지키고 예의를 아는 것이 어찌
이처럼 철저합니까? 주자의 가례는 양자강 이남에서는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국에 전반적으로 통행되지는 않습니다. 귀국이 이러한 것은 아마도 기자의 남
은 가르침 때문인 듯합니다.”46) 서술된 것은 비록 16세기의 일이지만, 실제로 이
러한 민간의 의례가 20세기 전의 조선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사대부
가정의 자제가 책을 읽을 때에도 또한 ‘예류(禮類)’를 매우 중시했다. 홍씨독서
록(洪氏讀書錄)은 그의 동생에게 독서를 지도하는 서목으로, 그 중 ‘역류(易
類)’ 16종, ‘서류(書類)’ 8종, ‘시류(詩類)’ 7종, ‘예류(禮類)’ 24종, ‘춘추류(春秋
類)’ 20종, ‘사서류(四書類)’ 14종, ‘효경류(孝經類)’ 4종, ‘소학류(小學類)’ 11종,
‘악류(樂類)’ 4종이다. 중국의 ‘사서오경(四書五經)’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뽑을 때에는 예기․춘추를 쓰지 않는다. 따라서 ‘사서삼경(四書三
經)’ 또는 ‘칠서(七書)’라 한다.”47) 예(禮)를 읽는 것은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고
완전히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의이다. 홍씨독서록의 ‘예류(禮
類)’ 서적에서 또한 3종의 조선인의 저작을 다음과 같이 추천하였다. 신의경(申
義慶)의 상례비요(喪禮備要)는 “200년 사이에 위로는 사대부에서 아래로는 일
반 가정까지 집마다 한 권씩 두고서 그것을 금과옥조로 받들었다[二百年之間,
上自搢紳, 下至委巷, 家置一本, 奉之如金科玉條焉]”, 김사계(金沙溪)의 의례문해
(疑禮問解)는 “이 책에 수록한 것은 모두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예의로
의심이 들면 여기서 올바른 것을 취한다[是書所載, 皆人家日用常行之禮, 有疑而
折諸中者也]”, 박성원(朴聖源)의 예의류집(禮疑類輯)은 “실려 있는 것은 모두
46)

47)

46) 錦溪集 권3, 院堂升薦 (1991 韓國文集叢刊 제71책, 경인문화사, 208-209면) “諸秀才
曰: ‘願聞貴國風敎及禮制.’ 公曰: ‘風敎只依箕聖八政之敎, 而禮制一遵晦庵家禮. (중략)’
諸生相顧始信曰: ‘貴國文獻, 天下所知, 然守法知禮, 豈意此極. 晦庵家禮, 大江以南則用
之, 而猶未徧行於中國. 貴國如是, 殆箕子之遺敎也.’”
47) 朝鮮時代書目叢刊 제8책, 4209-4210면 “本朝取士不用禮記․春秋, 故謂之‘四書三
經’, 亦謂之‘七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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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여러 선생의 설로 대개 우리 조정에서 예의라고 말하는 것이다. 선비와
군자가 평소에 서로 강의할 때 대략 이것을 가장 급선무로 삼았다[所載皆東方諸
先生之說, 蓋我朝素以禮義稱, 士君子平居相講, 率以是為先務也]”라고 하였다.48)
또 송길준(宋浚吉, 1606~1672)의 가장서적부(家藏書籍簿)를 참조하면, 그 ‘가
인질(家印帙)’ 속에 예기․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의례도(儀禮
圖)․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연평답문(延平答問)․가례(家禮)․가
례고증(家禮考證)․가례집람(家禮集覽)․가례언해(家禮諺解)․상례비요(喪
禮備要)․상제문답(喪祭問答)․의례문해(疑禮問解)․오복연혁도(五服沿革
圖)․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 등 관련 서적이 있다.49) 이덕무(李德懋, 1741~
1793)는 일찍이 규장각검서관(奎章閣檢書官)을 담당했다. 그는 정조 2년(1778)
북경에 갔을 때 유리창(琉璃廠) 서점에서 “우리나라에 드물거나 전혀 없는 책
[我國之稀有及絶無者]”에50) 대한 서목을 초록(抄錄)하였다. 그 중 ‘예류(禮類)’
에 속하는 것은 겨우 의례절략(儀禮節略) 한 종류뿐이었다. 이 또한 규장각에
서 구매한 중국 ‘예류’ 서적이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왕실 서적과 민간 장
서를 서로 대조해보면 바로 동방예의지국 정신면모의 한 측면이 구체적으로 드
러난다.
48)

49)

50)

5. 나가며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실서목을 중심으로 규장각 소장 경부 문헌의 목록작성,
판본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장각 문신은 서적 목록을 작성이라는 방식으로 “학술을 밝아지게 하
고, 원류(源流)를 규명했다.”51) 더욱이 귀한 점은 서적 저록 중에 “기이한 것을
51)

48) 위의 책, 4192-4193면.
49) 손계영, 2007 동춘당 후손가 가전 家藏書籍簿의 작성시기에 대한 고찰 書誌學研究
38, 193-225면 참조.
50) 青莊館全書 권67, 入燕記(下) (2000 韓國文集叢刊 제259책, 경인문화사,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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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힘쓰는” 학풍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학술의 진보는 창신
(創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호기무신(好奇務新)’은 동력 중 하나가 아
니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만약 판단이 결여되어 한 번 맛보고는 새로운 것
에 힘쓰고 옛 것을 버리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며 바른 것을 미워한다면 오히려
학술의 병폐가 될 것이다. 매증량(梅曾亮)이 일찍이 조선인 김매순(金邁淳)의
이야기에 호응하면서 말하였다. “이단이 발생하는 것은 내 마음의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학자가 구차하게 날마다 번잡한 훈고의 사이에서 종
사하면 의리에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시비가 없는 지경에 점점 이르게 된
다. 대산씨(臺山氏)의 걱정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이다!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이다!”52) 진례(陳澧) 또한 말하였다. “이민족의 학문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은
중국이 그러한 학문을 추구하지 않아서이다. 만약 사람마다 그 학문을 추구한다
면 그것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는가!”53) 시대적 편견과 용어를 제거해보면 이
러한 의견이 나타내는 것은 자신의 식견을 끌어 올려 독서 중에 사고하고 사고
중에 독서를 한다면54) 각종 ‘새롭고 이상함[新異]’ 앞에서 판단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각종 ‘새롭고 이상함’ 속에서 자극과 양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학(漢學)’과 ‘송학(宋學)’의 대치와 취사 중에서 조선인은 ‘의리(義理)’에 대해
강조하여, 청조(清朝) 한학가(漢學家)의 ‘고거(考據)’에 대한 기호와 함께 모두
편벽되고 지나친 의견이다. 진례(陳澧)가 동치(同治) 10년(1871) 쓴 자술(自
述)에서 말하였다. “후한서(後漢書)를 읽으면 한유(漢儒)의 학문을 배우고
특히 한유의 행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자의 책을 읽으면 우리 왕조의
고거학(考據學)은 주자에게서 나온 것이니 주자를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52)

53)

54)

51) 章學誠, 章氏遺書 권10, 校讎通義敘 (1985 章學誠遺書, 文物出版社, 95면) “校讎之
義, 蓋自劉向父子部次條別, 將以辨章學術, 考鏡源流, 非深明於道術精微, 群言得失之故者,
不足與此.”
52) 柏梘山房文集 권6, 臺山氏論日本訓傳書後 (2005, 上海古籍出版社, 128-129면) “異端
之生, 自失吾心之是非始, 而學者茍日從事於瑣瑣訓詁之間, 未有不疏於義理而馴至於無是非
者. 臺山氏之憂, 有人矣哉! 有人矣哉!”
53) 東塾讀書論學札記 (黃國聲 외 편, 2008 陳澧集 제2책, 上海古籍出版社, 357면) “凡夷
狄之學得入中國, 皆因中國不講學故. 若人人講學, 彼豈得入哉!”
54) 陳澧遺稿에 學思自記, 學思錄序目가 있는데, 그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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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한유는 의리에 대해 이야기를 잘하였으니, 송유(宋儒)와 다를 것이 없다.
송유가 한유를 경멸하는 것은 잘못이다. 요새 유학자는 한유를 존숭하고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이다.”55) 중심을 잃지 않은 공평한 이야기
라 할 수 있다. 100년 동안 동아시아의 학술은 서양 학술의 영향과 도전을 마주
하고 있는데, 바로 가운데를 따라서 이로운 점을 얻어낼 수 있는 계시이다.
둘째, 조선 왕실이 소장한 화본(華本) 서적은 그 판본이 중국과 다른 것이 있
기 때문에, 지금 이후의 문헌 정리 작업 중에, 주의해서 두 가지를 서로 교감해
야 한다. 만약 그것이 중국에 없는 판본이라면, 또한 영인하여 학술 연구의 추진
에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고장서록(西庫藏書錄)에서의 ‘남(南)’의 해
석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하나의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 발전된 토론이 있기
를 기대한다.
셋째, ‘예학(禮學)’에 대한 중시는 조선 경학의 큰 특색이다. 조선왕실은 예학
서류를 구입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고, 조선시대의 학자는 예학을 밝히는 저작
에 마음을 썼고, 조선 민간에서 수장한 것 또한 이러한 서류의 개인적 인쇄를
중요시했다.56) 미국 인류학자 로버트 레드필드(Robert Redfield)는 1956년 출판
한 농민사회와 문화(Peasant Society and Culture)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제
시했다. 하나의 사회 속에는 ‘대전통(大傳統, great tradition)’과 ‘소전통(小傳統,
little tradition)’이 있는데, 전자는 사회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평
민 대중이 날마다 쓰는 것으로, 이 둘 사이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는 역사—인문학자와 인류학 학자가 두 종류의 문화 연구를 함께 담당해야 하
는 책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문명’의 모든 내용은 ‘사상을 행
동과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문명이 복잡한 까닭은 그것이 많은 층차와 많
55)

56)

55) 黃國聲 외 편, 2008 앞의 책, 10-11면 東塾讀書記卷首 “讀後漢書, 以為學漢儒之學, 尤
當學漢儒之行. 讀朱子書, 以為國朝考據之學源出朱子, 不可反詆朱子. (중략) 漢儒善言義
理, 無異於宋儒. 宋儒輕蔑漢儒者, 非也. 近儒尊漢儒而不講義理, 亦非也.”
56) 책판목록이 유난히 많다는 것은 조선시대 목록학의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는데, 책판목록
의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서적 인쇄나 소장의 소요가 있는 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다. 이에 관해 홍한주(洪翰周)는 그의 智水拈筆 권1(1984, 아세아문화사), 7면에 “我國
自國初亦行鋟梓, (중략) 京外朝士吏民之粗卞魚魯者, 動輒印出而家蓄之.”라고 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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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57) 대전통[엘리트 문화, 아문화(雅文
化)]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전통[대중문
화, 속문화(俗文化)]로 스며들어가야 하고, 또한 의식화의 방식으로 후자에서 확
정되어야만 한다. 비록 둘 사이에 상호작용과 변화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후자
는 상대적으로 더욱 안정적이다. 따라서 말하기를, “일종의 종교적 교의의 발전
성숙은 수많은 긴 연대를 거쳐야 하지만,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딱 달라붙게 된
다면, 그것은 모두 반드시 촌민에게서 그 자신의 최후 귀결점을 찾아야만 할 것
이다.”58) 한문화권(漢文化圈)에서 유가의 기본 이념은 바로 각종 의식이 민간에
보존, 성장과 발전을 거친 것으로, 또한 “행동과 상징으로써 표현해 낸” 것이다.
두 종류의 문화를 소통시키는 것은, 사실 조선학자가 지은 상례비요(喪禮備要)
와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의 책과 유사한 것이다. 민간과 개인의 소장이 이러
한 종류의 책에 대한 중시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에 대한 계속적이고 심도 있는
탐구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57)

58)

주제어

: 규장각, 규장총목』, 동본(東本), 화본(華本), 예학(禮學)

(2016. 2. 5), 심사시작일(2016. 2. 16), 심사완료일(2016. 3. 7)

투고일

57) 全社會圍繞着“傳統”而做的組織工作 (王瑩 역, 2013 農民社會與文化 제3장, 中國社會
科學出版社, 115면).
58) 위의 책,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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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Merit of Kyujanggak Collection of Confucian Classics
from the Bibliographical Perspective of Joseon Dynasty

59)

Zhang Bowei *
The article evaluates the Kyujanggak collection of Confucian Classics rest on the basis
of the bibliography of Joseon Dynasty. Firstly, from the aspect of records, editor’s
comments in Kyujang Chongmok show significance of proposing overall view of books
when tracking down their academic sources, or sometimes further develop into criticizing
certain academic traditions. Next,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those versions

東本) differs from the Chinese edition(華本) preserved by the

which the Korean edition(

royal library. Korean editions more or less present distinctions from the Chinese editions,
it is necessary to pick up the important ones to have them photocopied. Moreover, the

南

article suggests a hypothesis of “Nam( )” tagged in Seogo Catalogue, hoping to bring
further discussion. Finally, on the content, emphasis on texts about Four Books and
Ritual Studies demonstrates its unique feature. When compared with folk collection of
books, it would become clearer that there is relation between great tradition and little
tradition, and illustrative works on ritual studies composed by Joseon scholars are exactly
the representativ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traditions.

Key Words : Kyujanggak, Kyujang Chongmok, Korean edition, Chinese edition, ritu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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