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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經이란 글자는 周代 銅器銘文에 최초로 보이는데, 經維 즉 經營의 의미이고,

최초의 글자 형태는 巠으로도 썼다고 한다.1)1)이후 이는 引伸되어 織物의 縱橫을

구성하는 經緯의 經에 해당되기도 하고, 常道나 正常을 의미하게 되면서는 聖賢

의 저술로 간주되는 古典籍의 핵심 서적을 의미하게 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

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 다룰 경학이란 용어와 관련시켜 말하면, 경학이란 곧 경

영에 대한 핵심적인 학문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나라를 경영하거나[經國] 세

상을 경영하기[經世] 위한 학문이라는 말이다.

* 본 논문은 <한국 경학의 위상과 경서류 문헌: 규장각 소장 經部자료를 중심으로>라는 주
제로 2015년 10월 23~24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개최되었던 학술대회에서 발표

했던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의 논평자인 정현정 선생님의 논평 및 학술대

회 당시 여러 선생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였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1) 장영백 外 역해, 1992 經學槪說, 청아출판사,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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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경학은 이른바 六經이나 十三經으로 일컬어

지는 儒家의 經傳을 해석하고 고증하는 등의 제반학문을 말한다. 오히려 경영과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학문은 經世學이라 부른다. 즉 학문이 정형화되기 이전에

는 경학이 경세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후에는 경학이 경세학과

분리되어 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육경이란 말의 최초의 언급은 莊子에서 보이며,2)2)禮記에서도 공자가 육경
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이 보인다.

공자가 말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가르침을 알 수 있다. 그 사람됨이 온유하

고 돈후한 것은 詩의 가르침 때문이다. 두루 통달하고 옛일까지 알고 있는 것은

書의 가르침 때문이다. 널리 통하고 쉬이 선량한 것은 樂의 가르침 때문이다. 정
결하고 정미한 것은 易의 가르침 때문이다. 공손하고 검소하며 엄숙하고 공경한

것은 禮의 가르침 때문이다. 말을 엮고 일을 비교하는 것은 春秋의 가르침 때문
이다.3)3)

공자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육경은 先王의 道를 실어놓은 도구였

다. 시를 통해서는 溫柔와 敦厚를, 서를 통해서는 疏通과 知遠을, 악을 통
해서는 廣博과 易良을, 역을 통해서는 絜靜과 精微를, 예를 통해서는 恭儉과
莊敬을, 춘추를 통해서는 屬辭와 比事를 가르쳐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세상을
경영하는 도구로 삼은 것이다. 공자는 이를 위해 육경을 刪定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즉 선왕의 도를 실어놓은 經書를 考究하여[經學] 변화된 시대를 새롭게

경영할 학문[經世學]을 도출해내려고 했던 것이 공자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六經은 五經 혹은 七經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九經, 十二經, 十三經이

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역사적 연원이 있다. 육경 가운데 악경은 焚書坑儒
에서 살아남지 못하여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의 경서가 오경으로 통칭되기도

하였고, 東漢시기에 孝經과 論語가 더해져 칠경이라 통칭되기도 하였으며, 唐
代에는 易․詩․書․儀禮․周禮․禮記․左傳․公羊傳․穀梁傳

2) 莊子 天運 “孔子謂老聃曰, 丘治詩․書․禮․樂․易․春秋六經 自以爲久矣.”
3) 禮記 經解 “孔子曰 入其國, 其教可知也. 其爲人也, 温柔敦厚, 詩教也. 䟽通知遠, 書
教也. 廣博易良, 樂教也. 絜靜精微, 易教也. 恭儉莊敬, 禮教也. 屬辭比事, 春秋教也.”



조선예학의 흐름과 예기연구·125

을 통칭하여 구경이라고 하였고, 宋代에는 구경에다 論語․孝經․爾雅를
합해 십이경이 되었다가, 程朱學의 대표인물인 朱熹(1130∼1200)가 道統論에 입

각하여 孟子集註를 저술하고 존중하면서 십이경에 맹자가 더해져 십삼경체
제가 확립되게 되었다.4)4)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經學과 經世學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국․

한국․일본․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에도, 경학과 경

세학에서 파생된 여타의 제반학문은 修身에서 治國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와

관련성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학문의 핵심범위가 경학연구를 벗어나

지 않는다는 말이다.

금문학파와 고문학파의 경학논쟁, 鄭玄(127∼200)과 王肅(195∼256)의 학술논

쟁 등에서 파생된 多種多岐한 학문적 부침의 역사는 이론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의 대립과 연대로 현실의 장으로까지

이어지는 동시에, 현실문제에 대한 투쟁의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검토되어진다.

이처럼 동아시아 역사에서의 經學과 經世學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 역시 經學과 經世學의 磁場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조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기 위해서는 조선에서의 경학연구와 경세학연구

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적 시야에서 볼 때, 조선에서의 경학연

구와 경세학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대적 분과학문의 확산 및 응용학문의 위세에 눌려서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점에서 ‘규장각소장 경부문헌’에 대한 연구는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출발하였다. 특히 다른 經書에 비해 禮經으로 분
류되는 周禮․儀禮․禮記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를 경영하기 위해 적용되는 治國의 근본도서인 주례는 물론, 公家와 私家의
일상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적용되는 齊家의 근본도서인 의례 및 古禮의 다양
한 예학 담론과 실천 의례를 다양하게 담지하고 있는 禮記에 대한 연구는 조
선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考究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

구 성과는 아직도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5)5)

4) 장영백外 역해, 앞의 책, 2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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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사용된 三禮書 가운데 예기를 중심으로 논
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예기를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첫째 주례와 의례
에 비해 예기가 조선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기 때문이고, 둘째 주례가 조선
왕조의 建國초기, 兩亂이후의 再造시기, 勢道시기의 조선말기 등에 걸쳐 제한적

으로 연구되었다는 점 및 의례가 예송논쟁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예기에 대한 연구현황을 주례와 의례의 그것과 비교․검토해볼

때, 예기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6)6)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조선시대 예기연구의 현황을 살펴본다.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예
기저술은 陽村 權近(1352∼1409)의 禮記淺見錄이다. 그리고 예기천견록의
저술목적은 예기집설의 체제와 구성을 간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
다. 조선중기에 이르면 예기연구는 한 단계 더 진전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寒岡 鄭逑(1543∼1620)의 禮記喪禮類編과 眉叟 許穆(1595∼1682)의 經禮類纂
및 明谷 崔錫鼎(1646∼1715)의 禮記類篇과 淸沙 金在魯(1682∼1759)의 禮記
補註 등이 있다.
특히 예기유편과 예기보주는 양촌의 예기에 대한 접근방식을 一新하여
주희의 儀禮經傳通解의 체제에 따라 禮記의 經文과 傳文을 재분류하는 동시
에, 禮記集說의 소략한 부분을 보충하고 字句나 義理의 오류를 바로잡는 단계
로 나아가는 저술들이다. 조선후기에 오면, 청대 고증학의 성과를 반영한 글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白雲 沈大允(1806∼1872)의 禮記正解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이제 經文과 傳文 및 經文과 記文의 위상을 해석자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위치지우거나 전도해버리는 데에까지 이르게 된다.

5) 金文植, 1999 朝鮮後期 經學思想硏究, 一潮閣; 안병휴 외, 1999 朝鮮後期 經學의 展開
와 그 性格, 大同文化硏究院; 김문식, 2000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해석사; 鄭一
均, 2000 茶山 四書經學 硏究, 一志社; 이영호, 2004 朝鮮中期 經學思想硏究, 경인문화
사; 김영호, 2011 조선시대 논어해석 연구, 심산; 금장태, 2014 조선실학의 경전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등이 있다. 이들 저서들은 대체로 四書중심이거나 조선시대 주요

인물의 經學觀을 살펴보는 데에 그치고 있다.

6) 규장각소장 三禮관련 서적들을 모두 비교․검토하는 것은 시간과 지면 관계상 불가능하

다. 본 연구의 후속작업으로 주례와 의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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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조선시대 예기판본의 의미를 살펴본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예
기의 주요 독서대상은 주희의 학문을 계승하고 있는 陳澔(1261∼1341)의 禮記
集說이었다. 그리고 예기집설에 대한 이해는 주로 明代 五經大全의 하나인
禮記集說大全이 조선에서 간행되어 유포되면서 더욱 깊어진다.
조선전기의 경우 예기천견록의 작성시 참고자료격인 禮記集解와 黃氏日
抄의 이해가 중요하며, 조선중기의 경우 禮記大文과 禮記大文諺讀의 간행
이 이루어져서 학습의 효과를 넓히고 있다. 또한 儀禮經傳通解의 간행과 유포
는 이 시기 주희의 예학을 전면적으로 확산․심화시키는 데에 일조를 한다. 조

선후기에 이르면 청대 고증적 예서인 徐乾學(1631∼1694)의 讀禮通考와 秦蕙
田(1702∼1764)의 五禮通考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희의 예학을 강화하거나 이
를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2. 조선시대 예기연구의 현황

조선시대 禮學은 그 연원을 東方理學의 祖로써 불리는 圃隱 鄭夢周(1337∼

1392)에게서 단서를 찾고 있다. 이는 그가 家禮를 몸소 體行하였고, 小學을
推獎하여 보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포은의 소학과 가례의 사회적 보
급과 확산은 三代의 至治를 재현하고자 하였던 후학들인 寒暄堂 金宏弼(1454∼

1504), 慕齋 金安國(1478∼1543), 靜庵 趙光祖(1482∼1519) 등으로 전수된다. 이

들은 소학을 정치적 이념으로 삼아 지배층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사회
의 교학 기초로 삼아 鄕校의 필수과제로 교육시켰으며, 鄕約을 자치적으로 보급

하려고 하였다.7)7)

그러나 家禮의 보급과 확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첫째 조선전기에는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經濟六典 등의 憲章的 典
書類의 간행에 집중한 시기였고,8)8)둘째, 가례의 遵行을 위해서는 祠堂의 건축

7) 趙光祖, 靜菴先生文集 附錄 卷6, 行狀 李滉 “小學爲育才之本, 鄕約爲化俗之方, 百僚無
不聳勵, 而四方爲之風動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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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衣服의 개정 등 문물제도의 정비와 함께 당대 통행되던 冠婚喪祭의 樣式이

상당히 改變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家廟를 설치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한 사람도 실행하는 이가 없었다.”라는9)9)기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포은을 비롯

한 사대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선전기에는 小學, 家禮, 禮記를 통해 儀禮의 이
해와 실천을 도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陽村 權近이다. 양촌은 禮記淺見錄을 지어 陳澔의
禮記集說을 교정하였으며, 小學을 교육의 바탕으로 삼게 하였고, 家禮를
시행케 하는데 기여하였다.10)10)양촌의 예기천견록의 저술은 스승인 牧隱 李穡
(1328∼1396)의 遺業을 계승한 것이다. 그는 예기천견록의 저술 경위를 다음
과 같이 적고 있다.

내가 일찍이 牧隱선생의 문하에서 禮를 배웠는데, 선생께서 命하시기를, “禮經
이 秦의 焚書坑儒로 없어졌는데, 漢儒들이 그것 가운데 타다 남은 것을 주워 모았으

나, 얻은 순서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글이 차례를 잃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

程子와 朱子가 中庸과 大學을 表章하여 섞이고 어지러워진 簡篇들을 정돈하였

으나, 다른 편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내가 일찍이 尊卑의 등급과 吉凶의 분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通言의 事例로써 部門을 나누고 종류대로 모아 보기에 편리하고자 하
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너는 마땅히 여기에 힘쓰도록 하라.”고 하시었다.11)11)

程子와 朱子가 中庸과 大學을 表章하여 理學적 이념과 실천에 맞는 학문

8) 장동우,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 東傳 板本 문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6,
185면. 장동우는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을 가례의 보급과 시행의 단계로, 16세기 후
반을 鄕約의 極盛期로, 예학의 시대로 불리는 17세기를 지나야 조선예학이 학문의 중심
부에 자리 잡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경우, 조선 예학사에서 가례문화의 정착기는 18
세기가 되어야 한다.

9) 高麗史 卷121, 列傳 “今國家下令立家廟, 無一人行之者.”
10) 배상현, 1994 기호예학의 성립과 발전 유학연구 2, 87면.
11) 權近, 禮記淺見錄 卷1, 自序 “愚嘗學禮於牧隱之門, 先生命之曰, 禮經亡於秦火, 漢儒
掇拾煨燼之餘, 隨其所得先後而錄之. 故其文多失次而不全, 程朱表章庸學, 又整頓其錯
亂之簡, 而他未之及, 予嘗欲以尊卑之等, 吉凶之辨, 與夫通言之例, 分門類聚, 以便私觀而未

就, 爾宜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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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체계를 도모하였으나, 다른 편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본래 대학과 중용은 예기에 속해 있는 것이었으나, 정자와 주자가 리학의
맥락 안에서 학문방법과 이념체계를 세우기 위해 독립저술로 표장한 것이다. 牧

隱은 이러한 先進의 遺意를 계승하여 예기 전체의 체제와 구성을 재정립하고
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룰 수 없게 되자 그의 제자였던 양촌에게 遺

業으로 남긴 것이다.

禮記淺見錄은 양촌이 40세 되던 해인 1391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1405년에
완성한 것으로, 대략 15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陳澔의

禮記集說을 底本으로 하여 禮記를 經文과 傳文의 체제로 재구성하고 재해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양촌의 예기천견록은 陳澔의 예기집설에
대한 해석과 체제를 그대로 묵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그가 禮의 의미를 리학

적 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12)12)및 예기 각 편의 내용들에 대한 編
次의 수정을 통해 예기의 전반적인 체제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13)13)

즉 양촌은 程子와 朱子의 대학과 중용의 章句 작업과 같은 경전의 편차조
정 및 체제정립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대학과 중용 이외에 예기의
편차를 재정립하는 측면에 방향을 맞추었던 것이다.14)14)이때 권근이 참고한 관련

서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應氏의 禮記集解와15)15)黃震의 黃氏日抄 등이 있다.
黃震(1213〜1280)은 朱熹→輔廣→余端臣→王文貫의 학통을 이은 주자학자로,

주희의 4전제자라고 할 수 있다. 황진의 황씨일초는 양촌이 예기천견록 內

則 편을 저술하는 도중에 입수하여 관련 사항을 부록해놓은 책이다.16)16)양촌은

이 책에서 주로 고증적인 사항들을 인용하여 논거로 삼고 있다.

12) 금장태, 1992 양촌의 예학사상 동방철학사상연구, 163면.
13) 권정안, 1998 양촌 권근의 예기천견록 연구 조선조 유학사상의 탐구, 여강출판사,
9-10면.

14) 유권종, 2005 퇴계학파의 예기 해석에 대한 고찰 퇴계학과 한국문화 36, 70면.
15) 禮記集解의 저자 應氏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예기집해라는 同名의 저
술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淸代 孫希旦의 저술이다.

16) 權近, 禮記淺見錄 內則 “此篇以后始得黃氏日抄之書而附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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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려해봐야 하는 것은 陳澔의 예기집설은 永樂年間(1415) 明나라 조
정에서 간행한 五經大全 가운데 禮記大全의 중심 저본으로 채택되었다는 사
실이다. 이것은 명대에 진행되는 예기 해석에 앞서 조선에서 그와 유사한 시
각을 진전시키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17)17)

예기천견록은 1407년 太宗의 명으로 校書館에서 동활자로 처음 간행되었으
며, 1418년 제주판관 河澹이 양촌의 手校本을 구해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다시 간행된 것은 190여년이 지난 1706년(숙종 31) 제주판관 宋廷奎가 목판들이

훼손된 상태임을 발견하고, 향교에 보존되어 있던 간행본을 반각하여 간행하였다.

이처럼 예기천견록은 양촌 死後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양촌의 작업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小學의 글은 人倫과 世道에 매우 절실한 것인데, 오늘날의 學者들은 모두 익히
지 않고 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京中과 外方의 敎授官들은 生徒들이

먼저 이 글을 講한 후에 다른 글을 배우도록 허락하고, 生員試에 응시하여 太學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성균관 正錄所에서 먼저 이 글에 대한 通否를 상고하여 시

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길이 변치 않는 法規가 되도록 하십시오.18)18)

소학은 주희가 涵養工夫의 핵심으로 중시한 책이고, 窮理工夫의 단계인 大
學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책이기도 하다. 양촌은 소학을 人倫과 世道의 발휘
를 위해서 강론해야 하는 책으로 이해했으며, 소학의 이해수준을 太學에 들어
가고자 하는 이들을 평가할 때 하나의 지표로 삼게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

은 이후 체계화되어 결국 1462년(세종 8)에는 成均館 正錄所에 臺官을 나누어

배치하고 小學과 家禮 등을 시험과목으로 정하게 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19)19)

그렇다면 조선전기 예기연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일까? 양촌의 관심은

17) 이봉규, 2004 권근의 경전 이해와 후대의 반향 한국실학연구 13, 282면.
18) 權近, 陽村先生文集 卷31, 論文科書 “小學之書, 切於人倫世道爲甚大. 今之學者, 皆
莫之習, 甚不可也. 自今京外敎授官, 須令生徒先讀此書, 然後方許他經, 其赴生員之試, 欲入

大學者, 令成均正錄所先考此書通否, 乃許赴試, 永爲恒式.”

19) 世宗實錄 卷31, 세종8년 1월 27일 “赴生員試者, 始令文臣監察, 分臺于成均正錄, 所考講
小學․家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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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적 맥락에서 禮學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그를 위해 예기의 체제를 재구
성하려고 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예기천견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촌
의 예기천견록이 조선학계의 관심을 떠나 있었던 것은, 소학과 四書(대학․
논어․맹자․중용)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적 실천과 이해 및 향촌사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小學과 鄕約의 수립에 집중되었던 것에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이다.20)20)

조선중기에 이르면 예기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 정점에 退溪
李滉(1501∼1570)의 喪祭禮答問이21)21)있다. 이 저술은 家禮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더불어, 視空間을 달리하는 조선에서의 가례시행을 본격화하는 작업이
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예기의 독서와 이해는 古禮로서 今禮인
가례를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작동하게 된다. 예컨대 퇴계는 禮
記 大傳 의 글을 통해 古禮에서는 大夫가 四代까지 제사지내는 예를 특수한 경
우에 한정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程子와 朱子에 의해 四代奉祀가 대부에게 일

반화되는 禮論이 확립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2)22)

퇴계 사후 조선예학의 분화는 역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맥락에서 서로 영

향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게 된다. 예기를 중심으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예학연구의 실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계학파의 경우에는 鶴峯

金誠一(1538∼1593)과 西厓 柳成龍(1542∼1607)의 같은 이름의 喪禮考證, 寒
岡 鄭逑(1543∼1620)의 禮記喪禮分類, 眉叟 許穆(1595∼1682)의 經禮類纂과
十二月令考訂 및 芝山 曺好益(1545∼1609)의 曲禮首章圖 와 愚伏 鄭經世

20) 이봉규, 앞의 논문, 291면.

21) 관련 논문으로 한재훈, 2010 喪祭禮答問』 分析을 통한 退溪의 俗禮觀 考察 퇴계학
보 128 등이 있다.

22) 李滉, 退溪全書 卷38, 答趙起伯問目○戊辰 “祭四代, 古禮亦非盡然. 禮記 大傳 大夫
有事, 省於其君, 干祫及其高祖. 說者謂祫本諸侯祭名, 以大夫行合祭高祖之禮, 有自下干上

之義, 故云干祫. 以此觀之, 祭四代, 本諸侯之禮, 大夫則家有大事, 必告於其君而後, 得祭高

祖而告之, 不常祭也. 後來, 程子謂‘高祖有服之親, 不可不祭. 朱子家禮因程子說, 而立爲祭
四代之禮. 蓋古者, 代各異廟, 其制甚鉅, 故代數之等, 不可不嚴. 後世, 只爲一廟, 分龕以祭,

制殊簡率, 猶可通行代數, 故變古如此, 所謂‘禮雖古未有, 可以義起者’此也. 今人祭三代者,

時王之制也, 祭四代者, 程朱之制也, 力可及則通行, 恐無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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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1633)의 思問錄 등이 있다.
퇴계학파의 특징은 예기 가운데 상례 혹은 제례와 관련 있는 편들인 雜記 ,

喪大記 , 檀弓 , 喪服小記 , 問喪 , 曲禮 등의 글에서 禮文을 가져오고, 그

것과 관련된 注疏를 부기함으로써 상례와 제례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저술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同名의 상례고증 및 예기상례분류, 경례유찬이 예
기를 토대로 고례를 ‘고증’하고 있다고 한다면, 십이월령고정과 곡례수장도

는 예기를 토대로 고례를 ‘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기에 대
한 고증과 해석을 종합한 저술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문록이다.23)23)또한 경
례유찬은 전반적으로 예기의 예문에 근거해서만 편찬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
로 예기의 경문을 많이 인용하고 기준으로 삼으면서 時宜에 적합한 예를 정립
하고자 한 점에서 예기를 古禮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율곡학파의 경우에는 沙溪 金長生(1548〜1631)과 그의 문인들에 의해 예학연

구가 주도되었다. 김장생은 龜峯 宋翼弼(1534〜1599)과 栗谷 李珥(1536〜1584)

의 학문을 계승하였고, 그의 학문은 다시 愼獨齋 金集(1574〜1656), 同春堂 宋浚

吉(1606〜1672), 尤庵 宋時烈(1607〜1689), 草廬 李惟泰(1607〜1684), 市南 兪棨

(1607〜1664) 등으로 계승되어 학파를 이루게 된다.

율곡학파에서 예기와 관련 있는 연구는 沙溪 金長生의 經書辨疑, 明谷 崔
錫鼎(1646∼1715)의 禮記類編, 淸沙 金在魯(1682〜1759)의 禮記補註가 대표
적이다. 율곡학파에서 예학의 宗匠으로 일컬어지는 김장생은 經書辨疑에서 禮
記 經文에 대한 辨釋을 진행하였다. 예기 총 48편 가운데 26편 228조목에 대
해 辨疑하였고, 기타 관련 내용은 疑禮問解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字
訓과 訂誤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김장생이 예기 喪大記 를 변의하면서

退溪의 禮說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24)24)

또 최석정의 예기유편은 본래 예기에 소속되어 있던 대학과 중용을

23) 유권종, 앞의 논문, 92면. 유권종은 퇴계학파의 예기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증류와 해석
류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사문록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경문의 오류와
오자의 시정, 둘째 예기를 비롯한 제경전 및 주자의 학설을 동원한 고증, 셋째 예기집
설의 오류에 대한 辨析, 넷째 注疏의 비판과 禮文의 訂定이 그것이다.

24) 오석원, 1989 沙溪 金長生의 禮學思想 동양철학연구 10, 302-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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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한 것이 특징적인데, 그는 예기의 내용이 家禮, 邦國禮, 學禮, 吉禮, 凶禮,
嘉禮, 賓禮로 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예기의 체제를 재분류하였
다. 이는 주희가 만년에 완성하려고 했던 儀禮經傳通解의 구성을 쫓은 것이다.
다만 최석정이 주희가 四書의 한 권으로 독립시킨 경전을 다시 환원시킨 것은 예
기유편의 성격이 예기의 복원과 錯簡의 수정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25)25)
또 김재로의 예기보주는 예기집설대전의 진호의 학설에 잘못이 있거나 설
명이 부족한 부분을 각종 禮書를 참조하여 보완한 것으로 조선학자들의 관련 저

서 가운데 가장 방대하고 정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26)26)김재로는 영조시기 영

의정을 지내는 등 중앙관료로 활동한 노론집권층의 대표적인 인물로, 영의정을

재임하면서 왕실의 상례 등 예제에 대한 개혁을 주도한 바 있는 인물이다. 1757

년 2월 貞聖王后 徐氏가 별세하고 이어 3월에 숙종의 繼妃 仁元王后가 별세하자

상례가 겹쳐 문제가 되었는데, 이때 청사는 예기에 근거하여 영조비의 虞祭를
치르고 卒哭은 인원왕후의 졸곡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관철시켰다.27)27)

조선전기 예학이 각종 의례를 준수하기 위한 실용적 연구였다면, 퇴계와 율곡

이후의 조선중기 예학은 각종 의례를 준수하는 이유와 근거 등을 살펴볼 수 있

도록 체계적인 禮書를 저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각종 의례

가운데 조선중기에 중점이 되었던 것은 주희의 저술이라고 알려진 家禮의 이
해와 실천과 관련을 맺는다. 주희의 미완의 저서로 알려진 가례에 대한 해석
뿐만 아니라, 가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變禮에 대한 논의를 해결하기
위해 예기 등 각종 禮書의 이해와 근거가 적용된 것이다.
조선후기에 들어오면, 기왕의 방식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한편, 청대 고증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로 인해 禮書의 經文과 傳文, 經文과 記文 등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에 균열을 가하게 된다. 예컨대 禮記를 先王의 禮로 전제하는 것은 동일
하지만, 그 가운데 漢儒들의 牽强附會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측과28)28)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측이29)29)있다는 점이다. 禮書에 대한 적극적인

25) 이희재, 2012 崔錫鼎의 禮記類篇에서 본 學禮 공자학 22, 180면.
26) 이봉규, 앞의 논문, 293면.

27) 英祖實錄 卷89, 영조33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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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改와 소극적인 遵守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변개의 가능성은 白雲 沈大允의 禮記正解에서 정점에 이른다. 예
기정해는 예기를 聖人의 저술로 보지 않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저술된 책이
다. 이 저술은 특히 淸代 徐乾學의 讀禮通考와 秦蕙田의 五禮通考의 영향을
받은 저술이기도 하다. 백운은 徐乾學과 秦蕙田의 예학 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經文과 傳文 및 經文과 記文의 성격을 재규정하여 재배치하거나 轉置하는 방식

을 계승한다. 예컨대 다산 정약용(1762∼1836)의 경우 경문과 기문의 성격을 再

配置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백운의 경우는 이를 轉置하는 방

식을 계승하고 있다.30)30)특히 백운은 三禮書 자체를 聖經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

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禮書觀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31)31)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선전기에는 憲章類의 저술과 그에 따른 國制

28) 許傳, 性齋先生文集 卷12, 經禮類纂序 “禮記亦先王之禮, 而世或以間有漢儒之傅會
爲疑. 然大軆古經也, 有志於三代之治者, 捨是三禮, 奚以哉? (중략) 然禮有古今之異宜, 有

時俗之不同. 有可用於王侯而不可用於大夫士者; 有可用於大夫士而不可用於王侯者. 妄意
先生將以是參酌修潤, 以別貴賤, 以辨上下, 以定民志, 而未及成書者耳.”

29) 金幹, 厚齋先生別集 卷2, 雜著 “權陽村禮記淺見錄, 非但分裂, 裁割太多. 其立論釋經
處, 又多牽強穿鑿, 失其本旨, 恐起後學立私見毀聖經之弊也. 陽村就 曲禮 上下篇, 以首言

無不敬十二字, 爲經一章. 其下諸說, 裁割分裂, 隨類彙集, 爲傳十章. 模倣大學之經一章傳
十章, 其用功可謂勤矣. 然聖經謂之經, 賢傳謂之傳, 大學經一章, 卽聖經也, 傳十章, 卽賢
傳也, 故朱子於 大學序 曰, ‘聖經賢傳之旨, 燦然復明於世.’ 今 曲禮 則不然. 上下篇諸說,

不知孰爲聖經孰爲賢傳, 而陽村說如此, 其餘四十八篇中所言者, 好處有之, 而不好處亦有之.

覽者詳之.”

30) 백운 심대윤의 예기정의는 청대 예학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백운의 청대 학술 이
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다산 정약용의 喪禮四箋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의 연구가 요구된다. 다만 본 논문에서 첨언할 것은 다음과 같다. 경문과 기문에 대한 심

대윤과 정약용의 가장 큰 차이는, 정약용은 경문과 기문을 대체로 聖經과 賢傳으로 이해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현전의 지위를 성경의 지위로 격상시키거나 그 반대로 재배치하고

있는 데에 반해, 심대윤은 경문과 기문을 대체로 聖經과 賢傳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자

신의 판단에 따라 경문과 기문의 위상을 바꾸거나 다른 경문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점에서 정약용에게는 再配置라는 용어를, 심대윤에게는 轉置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다.

31) 沈大允, 禮記正解 禮記正解序 “余於經傳, 未嘗敢妄爲改易, 皆因舊文而解之, 以爲經傳

未有殘缺, 而先儒之好爲改易不可也. 然惟禮記非聖人之書也, 而出於戰國傳聞之謬, 漢儒
傅會之妄, 則不可不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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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을 중심으로 조선예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주례연구가 중심을 잡고 있
으면서 가례, 소학, 예기연구가 부가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소학과 예기는 리학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일상생활에서의 儀禮
의 실천을 위한 요소가 들어가 있기에 좀 더 간편한 연구대상으로써 자리매김하

였지만, 가례의 경우 祠堂의 건축, 衣服의 개정, 俗禮의 교정 등을 위해서 시
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중기는 公家禮와 私家禮중심의 예학이 집중된 시기로 역시 家禮와 儀
禮가 중시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때는 예송논쟁으로 인해 예학연구가
본격화된 시기인 만큼, 儀禮연구가 활발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宗統과 血
統, 親親과 尊尊, 長子와 嫡子 등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三禮書를 중심으

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 및 주희의 儀禮經傳通解의 간행과 보급으로 인한 儀
禮중심의 예학연구가 가례연구의 진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조선후기는 청대 고증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로 인해, 좀 더 多岐

한 방식의 예학연구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聖經과 賢傳, 經文과 記文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해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인정되던 聖賢의 말씀에 대한 是非판

정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經傳의 眞僞를 급진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注疏家들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예학은 이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해석과 실천이 가능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선후기는 家禮와 三禮書 및 諸家의 禮書들
이 총망라되어 叢集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32)32)

32) 고영진은 15세기에는 주례와 예기가, 16세기에는 의례와 가례가 중시되었으며,
17세기 초반에는 의례와 가례 외에 예기가 다시 부각되었다고 하였다(고영진,

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25면). 본 논문에서는 15세기의 경우 주례와 소
학 그리고 예기가 중시되었으며, 16세기에는 소학과 예기 그리고 가례가 중시
되었으며, 17세기에는 가례와 의례 등이 중시되었으며, 18세기부터는 가례는 물론
삼례서를 포함한 다양한 禮書들이 총집되어 이해되는 만큼 다양한 예서들이 모두 중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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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시대 예기판본의 의미

禮記集說大全은 明代 永樂年間(1402∼1424)에 胡廣(1370∼1418) 등이 勅命
을 받아 찬정한 것으로, 1417년(영락15)에 頒布되었다. 이 책은 元代의 학자 陳

澔가 지은 禮記集說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禮記에 대한 여러 주석들을 참
고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예기집설대전은 五經大全의 하나로서 科擧에
서 주요 교재로 채택되었고, 經學硏究에도 기본 교재로 쓰이는 등 禮記연구에
있어 필수적으로 숙독해야 하는 책으로 평가되었다.33)33)禮記集說에는 漢鄭氏
注․唐孔氏疏․儀禮經傳通解․陸氏經典釋文․杜氏通典․程子粹言․
朱子語類 등 약 30여종의 서적이 인용되었는데‚ 특히 道學正論에 관해서는 程

子와 朱子의 주석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조선시대 가장 많이 읽히고 연구된 것도 역시 陳澔의 禮記集說이었다. 규장
각소장 禮記集說大全은 대체로 30卷15冊의 목판본이며, 이외에는 이것의 零本
이며, 間紙와 口訣의 有無에서 차이가 난다. 주목되는 것은 口訣本인데, 禮記集
說大全의 欄上에 禮記 大文의 구결을 한글로 인쇄한 책들이 있다. 한문본의
欄上에 본문에 구결을 단 계통의 책으로는 小學集說口訣이 있는 바, 모두 세
조 때 경서 구결 작업의 일환으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13∼17의 1책

만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가람古貴181.1-H65y-v.13-17＞은 지질과 국어

학적 특징 등을 고려해 볼 때 15세기 후반의 초간본으로 추정된다.34)34)

33) 大全體制가 획일적인 경향을 불러와 經學연구에 크게 저해된다는 반론이 끊임없이 일어

나기도 하였다. 또 진호의 예기집설은 宋代의 학자 衛湜이 지은 禮記集說과 구분하
기 위해 雲莊禮記集說이라고도 한다. 陳澔는 都昌 사람으로 자가 可大‚ 호가 雲莊 또는
北山이다. 박학하고 고문에 뛰어났으며‚ 송나라 말기에 은거하여 출사하지 않고 향리에

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하였다. 四庫全書總目提要의 기록에 따르면 陳澔의 부친 陳大猷
는 주자의 사위인 黃幹의 제자 饒魯를 사사하였으며 禮記에 대한 강론을 많이 하였는
데‚ 陳澔가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禮記集說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한다.

3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禮記集說大全(가람古貴181.1-H65y-v.13-17) 해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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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禮記集說大全의 異本들
1

<가람古貴181.
1-H65y-v.13-17>

禮記集說大全 胡廣 撰 1冊 木版本 中國本

2 <奎中879> 禮記集說大全 胡廣 撰 17冊 戊申字 中國本

3 <奎中2112> 禮記集說大全 胡廣 撰 30卷19冊 壬辰字 中國本

4 <奎中2024> 禮記集說大全 胡廣 撰 30卷18冊 木版本 中國本

5
<奎中238~285, 289~291,
294, 295, 297~299, 300,

304, 305>
禮記集說大全 胡廣 撰 30卷18冊 木版本 中國本

6 <奎中2047> 禮記集說大全 胡廣 撰 17冊 壬辰字 中國本

7 <奎中310> 禮記集說大全 胡廣 撰 14冊 木版本 中國本

8

<奎中286, 296, 302, 303,
306, 316, 318, 321>,

<一簑古181.1-H65y-v.1-4>,
<古1325-11A>

禮記集說大全 胡廣 撰 30卷12冊 木版本 中國本

이상은 규장각소장 예기집설대전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30卷
15冊 이외의 판본을 기록한 것이다. 이들 판본들은 대체로 30권15책 판본의 零

本이거나, 口訣이나 諺解 등을 통해 增補된 것들로 보인다. 活字나 木板의 同異

및 刊記를 추정할 만한 기록이나 印藏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다음의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촌 권근이 예기천견록을35)35)쓰던 당시 저본으로 삼았던 예기집설
의 판본이 확인되어야 한다. 예기집설대전이 1417년 반포되었기 때문에 양촌
이 보았던 것은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판본이었을 것이다. 또한 예기천견록에
서 확인되는 참고도서가 禮記集解와 黃氏日抄인데, 황씨일초는 예기천견
록 작성 중에 확보한 책이기에 예기집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규장각소장본으로 禮記集解가 있기는 한데, 이는 1807년(同治 10) 간행
된 것으로, 淸代 孫希旦(1736∼1784)이 禮記에 대한 歷代의 注疏家들의 箋釋
들을 모아 정리해 놓은 것(奎中3399-v.1-16)이기에 양촌 권근의 예기천견록과
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기호는 <奎5128>이며 26卷 11冊, 木版本, 韓國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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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氏日抄는 南宋 末期에 黃震(1213∼1280)이 中國 古代 三皇으로부터 北宋
神宗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인물들을 골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관련 자료로 慈溪黃氏日抄(14世紀 後半∼15世紀 前半, 明 年間, 1368
∼1644) 및 黃氏日抄(17世紀 初∼20世紀 初, 淸 年間, 1616∼1911)와 黃氏日
抄紀要(乾隆32年 序)의 세 종류가 있다.

<표 2> 黃氏日抄의 異本들

1 <奎中3283-v.1-60> 慈溪黃氏日抄
黃震(宋)編輯
14世紀後半
∼15世紀前半

60冊 木版本 中國本

2 <奎中3727-v.1-20> 黃氏日抄
黃震(宋)編輯
17世紀初
∼20世紀初

20冊
宋本複刻
木版本
(淸版本)

中國本

3 <奎中3731-v.1-7> 黃氏日抄紀要 黃震(宋)編輯
乾隆32年(1767)

19卷7冊 木版本 中國本

둘째, 현재 규장각소장 예기집설대전의 경우, 漢文本과 口訣本 및 中國本과
韓國本의 정확한 변별이 요구된다. 즉 예기집설대전과 예기집설대전구결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예기집설대전 가운데 30권15책으로 된 경
우에도, 備考사항으로 표지서명 ‘禮記’(奎중309)․‘禮記奎璧’(奎中2337-2339, 2358),

‘欄上註’(가람古181.1-J562y- v.1-15), ‘欄上한글吐附’(古1325-11․奎中310) 등이

있다. 더불어 ‘戊申字’(奎中879)나 ‘壬辰字’(奎中2112․奎中2047) 등으로 판각된

것도 中國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임진왜란 직후에 만들어진 訓練都監字로 간행된 禮記大文 또한 예기연구
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예기대문은 禮記의 經文만 뽑아 놓은 책이
다. 訓練都監字로 간행된 것으로 보아 17세기 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거론해야 할 책이 있는데, 禮記大文諺讀이 그것이다.
예기대문언독은 禮記의 經文에 한글로 구결을 붙인 책이다. 晦隱 南鶴鳴
(1654∼1723)의 藏書印이 찍힌 책이 있다는 점, 1706년(숙종 32)에 禮記가 經
筵의 교재로 채택되어 1709년경에 진강을 마쳤다는 肅宗實錄의 기사 등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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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할 때, 1707년(숙종 33)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발문에 따르면‚ 

세종대에 成三問과 申叔舟 등이 왕명에 따라 처음으로 禮記에 口訣을 달았으
며‚ 丁亥年(1467)에 경연의 참고 교재로 사용하자는 弘文館의 건의에 따라 校書

館에서 간행하였다고 한다.36)36)

<표 3> 禮記原文의 活用書들
1

<奎中312-v.1-5>
<奎中1617-v.1-5>

禮記大文 編者未詳
17世紀前半

5卷5冊
活字本
訓練都監字

韓國本

2 <一簑古181.1-Y35> 禮記大文 編者未詳
刊年未詳

1冊(零本) 木版本 韓國本

3
<一簑古181.1-Y35e

-v.1-6>
禮記大文諺讀

成三問,
申叔舟 등
1707년 추정

6卷6冊 活字本 韓國本

禮記類篇은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최석정이 禮記를 분류하고 편찬
한 책이다. 예기유편은 1693년(숙종 19)에 완성되었으나 1700년(숙종 26) 9월
에 경연에서 거론되면서 校書館의 鑄字로 인쇄되었다. 본 필사본은 1책에 ‘洪純

甫章’이‚ 2~5책에는 ‘洪啓禧印’이 찍혀 있어 字가 純甫인 淡窩 洪啓禧(1703∼

1771)의 소장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사된 시기는 활자본이 간행된 1700년

부터 홍계희가 생존했던 1771년 사이이므로 대략 18세기 중엽일 것으로 추정된

다. 禮記의 編次를 儀禮經傳通解의 편찬체제를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최석정의 예기유편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자가 의례를
家禮․鄕禮․學禮․邦國禮․王朝禮로 분류한 것을 따라, 최석정은 예기 49편
을 家禮․邦國禮․學禮로 분류하고, 그 나머지를 吉禮․凶禮․嘉禮․賓禮로 재

분류하였다. 陳澔의 禮記集說을 宗旨로 삼으면서도 각 편의 제목과 본문의 문
단을 일정한 형식에 맞춰 바로잡고‚ 經文의 義理를 잘못 풀이한 것을 남겨두어

뒷날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기해야 할 점은 첫째, 예기유편이 양촌 권근의 禮記淺見錄을 참고하였

3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禮記大文諺讀(一簑古181.1-Y35e-v.1-6) 해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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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四書로 분리된 大學과 中庸을 學禮로 분류하여 주희와 권근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점은 주의할 대목이다. 둘째, 孝經을 예기에 포함시킨
것은 文體나 文勢가 예기의 편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최석정은 주자의 의례경전통해를 훌륭한 저작으로 평가하면서도 양이 많고
체제상의 문제가 있어 초학자가 공부하기에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예기유
편을 통해 예기 49편의 錯簡과 箋註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저술을 계기로 世宗代에 申叔舟가 만들었던 禮記口訣이 완성된 諺解本으로 정
리되기를 기대하였다. 주자학에 異論을 제기한 예기유편의 성격을 놓고 1709
년(숙종 35)에는 老論과 少論 사이에 학문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37)37)예
기가 초학자의 修養書가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禮記補註는 淸沙 金在魯가 禮記集說의 소루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한편,

경문의 잘못된 해석을 고증하고 수정하여 편집한 책이다. 30권5책의 木板本으로

1758년(영조 34)에 간행하였다. 기술체제는 각기 原文과 62편의 引用書의 說을

인용하여 주석을 붙였다. 원문은 첫 구절과 끝 구절만을 실었고 주석은 예기집
설 이외의 것을 위주로 기재하였으며, 끝에는 자신의 견해를 [按]字로 표시하
여 밝혔다. 卷尾에는 1758년 김재로 자신이 쓴 跋文이 실려 있다.

예기보주는 조선중기까지 나온 禮記의 해설서로서는 집대성적인 것이며

저자의 독자적인 해설이 많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2종의 中國書籍

과 함께 禮記淺見錄, 經書辨疑, 家禮輯覽, 疑禮問解, 愚伏集, 農巖集,
滄溪集, 玄石集, 禮記類編 등 10편의 禮說을 인용하여 예기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덧붙여 1757년(영조 33)에 완성하여

이듬해에 간행한 것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東國의 學者 인용서목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노론 중심의 禮說을 위주로 참고하고 있다는 점이다.38)38)

3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禮記類篇(古1325-27) 해제 참조.
38) 18세기 이후 등장하는 다양한 禮書의 참고도서목록을 살펴보면, 학파를 떠나 다양한 禮
書와 文集들을 기록해놓은 것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를 학파적 관점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들의 인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극적 서술을 할 경우

자기 학파의 예서를, 소극적 기술을 할 경우 상대 학파의 예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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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예기천견록은 예외로 하더라도, 경서변의, 가례집람, 의례문해
는 사계 김장생의 저술로 알려진 것이고, 농암집은 農巖 金昌協(1651∼1708)
의 문집이며, 창계집은 南溪 朴世采(1631∼1695)의 문인인 滄溪 林泳(1649∼
1696)의 문집이며, 현석집은 남계[玄石] 박세채의 문집이며, 예기유편은 明
谷 崔錫鼎의 저서이다. 그러므로 예기보주는 학파적 입장에서 저술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39)39)

禮記正解는 白雲 沈大允(1806∼1872)이 禮記․儀禮․周禮․孔子家
語․孝經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놓은 책이다. 표지 제목은 ‘禮記’
이다. 12책 후반부 孝經刪正 의 마지막 구절에 ‘壬申二月書’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72년에 지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1~8책의 禮記正解‚ 9∼10책의
儀禮正論‚ 11∼12책 전반부의 周禮刪正‚ 12책 후반부의 家語刪正과 孝經
刪正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40)40)
백운 심대윤은 禮記正解의 저술 동기에 대해 “禮記의 내용 중 漢儒들이
견강부회한 것들을 가려내어 선왕의 뜻을 밝히기 위해 본서를 저술하였다.”라고41)41)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심대윤은 禮記의 본문을 장구별로 서술하면서 經文과
非經文을 구별한 다음‚ 주석에서 경문은 字句를 위주로 주해를 달았고, 비경문에

대해서는 禮記集說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잘못된 점을 변정하였다.
이러한 심대윤의 사유는 청대 고증학의 성과를 수용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라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대 학자인 徐乾學과 秦蕙田 등의 예학 방법

확인할 수 있다.

39) 우복집은 우복 정경세의 문집으로, 우복이 퇴계학파에 소속되기는 하지만, 노론계(서
인계) 학자들과의 禮說에 대한 교류가 있었으며, 정치적이나 친인척 관계 등 복잡한 관
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

다. 퇴계의 예설보다는 우복의 예설에 손을 들어주는 서인계 학자들의 인식이 이러한 이

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40) 沈大允, 周禮刪正 “三禮, 乃秦漢之儒, 收拾傳聞而傅益之以己意者也. 禮記言禮義, 儀
禮言禮之儀文, 周禮言禮之名物度數. 名物度數, 猶注記目錄也, 本無大關於事者, 而時
有可據, 以髣髴先王之影響者. 今輒刪正三書, 合爲一書, 然後先王之禮樂, 燦然該備如指掌

焉. 後之學者, 用力於此, 則不迷於修濟治平之方也已矣.”

41) 沈大允, 禮記正解 禮運 “經文旣缺, 而記者自以己意補湊之耳.”; 禮記正解序 “今輒存

削註解, 以塞數千載聚訟之門, 而明先王之義, 使學者庶乎知禮之所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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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가운데 하나인 經文과 傳文 및 經文과 記文 등의 성격을 재규정하여 재배치

하거나 轉置하는 방식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대윤은 三禮書 자체를 聖經

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聖人의 말씀에 해당하는 경우를 簡易와 素朴함으로 판

별한다.42)42)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심대윤의 저술은 당대 고증학의 성과(독례통고
와 오례통고 등)가 어떤 측면에서 수용되고 활용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주
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讀禮通考는 淸代 徐乾學(1631∼1694)이 역대 喪葬制度에 관한 경전과 여러
설을 모으고 그 뜻을 밝힌 것이다. 의례와 예기의 경전에 대해서는 주희의
儀禮經傳通解를 모방하여 여러 가지 설을 두루 모으고 그 뜻을 분석하였으며‚ 

역대 典制에 대해서는 正史를 근본으로 하고 通典‚ 開元禮‚ 政和五禮新儀
등의 책을 참고하였다. 五禮通考는 淸代 秦蕙田(1702∼1764)이 五禮를 비롯한
고대 禮制를 총괄하여 지은 책이다. 오례통고는 徐乾學의 續禮通考의 체제
를 모방하는 한편‚ 주례의 吉禮․凶禮․軍禮․賓禮․嘉禮의 五禮 항목에 의거
하여 편찬된 것이다.

요컨대, 조선후기에는 청대의 고증학의 영향으로 인해 예기를 비롯한 각종
禮書들의 이해의 폭이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訓釋

과 考證 그리고 行禮의 세 측면을 고려한 禮書의 이해가 종합적으로 수행된 시

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 특히 조선왕조의 禮學者들은 經學의 입장에서만 경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측면, 즉 經世學의 측면에서 禮書를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볼 때, 韓中日을 포함한 동아시아 예학사에서 가장 실천성이 뛰어

난 경학연구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42) 沈大允, 周禮刪正 “先王之理, 必易簡而後得也. 周禮繁冗尤甚, 決不可用, 其非聖人之書
也, 斷然明矣. 周禮出於漢武之時, 而自漢武何休以爲末世瀆亂陰謀之書, 上而近者已如此,
而下而遠者, 謂爲周公之書, 而崇信之, 其誣妄而無據也甚矣.”; 禮記正解 禮器 “禮不叛

古, 亦不違時, 太古之時, 文物未備, 雖欲致之, 不可致也. 今文物已備, 欲致之, 可致也. 不可

致, 而強致之, 非禮也. 可致而不致, 非禮也. 在今而行太古之禮, 是違時也, 而不可用矣. 在今
而行今之禮, 是叛古也, 而不可用矣. 是故少物而無文者, 循古也, 多物而盛文者, 從時也. 循

古不忘本也, 從時不丧實也, 不忘本, 忠也, 不丧實, 信也. 忠信不失, 而禮之徳全矣. 外心内

心, 非知禮之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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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조선왕조를 조명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과 관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나라를 경영하거나[經國] 세상을 경영하기[經世] 위한 학문으로

써의 經學의 관점, 구체적으로는 禮記라는 書物의 조선에서의 연구현황을 통
해 조선왕조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經學 자체의 내용분석이나 의미파

악에 초점을 두지 않았으며, 예기연구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를 建國시기인 14∼15세기, 再造시기인 16∼18세기, 勢道시

기인 19∼20세기로 거칠게나마 구분하였다. 조선시대 禮書의 연구현황에 국한하

여 볼 때, 건국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주례에 대한 연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小學과 禮記가 추가될 수 있을 것
이다. 禮記연구의 대표적 성과는 양촌 권근의 禮記淺見錄이다. 元代 성립한
교조적 체계를 넘어 朱熹가 집대성한 理學의 진면목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단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기와 함께 소학의 중요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전기에 학자들
에게 실제적으로 중요시되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소학이라고 할 수
있다. 주희의 학문을 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涵養과 窮理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함양공부는 소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다시 궁리공부에
해당하는 大學으로 이어지며, 다시 論語, 孟子, 中庸으로 이어져, 주희가
제시하는 四書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게 된다. 특히 소학은 조선중기 이후 본
격화되는 家禮의 실천과 달리, 당대부터 쉽게 읽혀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었다
는 점에서 조선전기 禮學을 이해할 때 필수불가결한 독서대상이 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43)43)

43) 소학과 예기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예기 및 각종 經傳의 禮儀와 禮義에 대한 記載는 구체적인 일상
의례의 실천뿐만 아니라, 의례의 실천 맥락 등을 파편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하게 수록하

고 있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학 관련 최신의 연구는 정
호훈, 2014 조선의 소학: 주석과 번역, 소명출판이 있다.



144·한국문화 73

재조시기에는 조선왕조의 喪服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한 논쟁, 즉 이른바 禮訟

논쟁을 통해 考究되기 시작한 儀禮에 대한 고증과 해석이 중심이 되었으며,

의례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희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완성된 儀禮經傳通解에
대한 연구도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진전은 公家禮의 문제가 私家禮

로 전이되면서 四禮, 즉 冠婚喪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에는 家禮에 대한 해석과 고증 그리고 행례의 구체적 전범이 만들어지
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예기를 포함한 다양한 禮書들의 해석과 고증은 가례
문화의 전범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公家禮의 일정한 模

式과 私家禮의 다양한 禮式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국가차원에서는 禮記集說大全본이 들어온 뒤로 이를 지속적으로 간행하여
유포하였으며, 禮記集說大全口訣을 비롯한 禮記大文과 禮記大文諺讀 등을
간행하여 禮記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켰다. 반면 사대부 개인의 차원에서는 禮
記喪禮分類, 經禮類纂, 禮記類篇, 禮記補註, 禮記正解 등이 저술되었는
데, 이들은 각각 다양한 목적(家禮이해의 차원 및 三禮정비의 차원 등)에서
예기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세도시기에도 이어지는데, 그 핵심은 역시 가례와 관련성을
갖는다. 이때는 수많은 변례에 대한 集成작업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

고 이러한 집성작업의 확대는 家禮를 중심으로 公家禮의 실천에 따른 私家禮의

立場과 調整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불어 이때는 淸代 예학의

본격적인 흡수로 인해 三禮書에 대한 통상적인 관점이 轉變하는 시기이기도 하

다. 禮記의 經文과 傳文 및 經文과 記文의 위상이 同一視되거나 顚倒되기도
한다. 이는 讀禮通考와 五禮通考 등의 청대예학이 조선예학에 일정정도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44)44)

백운 심대윤의 경우는 예기를 중심으로 삼례를 재정립하여 聖經賢傳의 禮

44) 이러한 관련성은 禮書 자체가 갖는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대의 시대적 요청
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오면 일본을 비롯한 서구의 제국주

의적 침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衣服과 頭髮 등의 각종 개혁안 등이 강압적으로 요

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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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예기는 주희가 구상한 의례
경전통해의 맥락처럼, 의례의 禮文에 대한 보조적인 해설로써의 記文에 불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례보다 더 풍부한 古禮를 담고 있으며, 고례의 정신
을 살펴볼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총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경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45)45)더불어 조선왕조 전시기를 걸쳐 예기만큼 많이 읽힌 禮書가 없다는

측면에서, 예기는 소학과 함께 修養書로서의 역할도 해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예기, 예기집설, 예기집설대전, 경학, 예학

투고일(2016. 2. 4), 심사시작일(2016. 2. 16), 심사완료일(2016. 3. 7)

45) 주례를 왕조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관련한 것으로, 의례를 다양한 의식의 실천으로, 예
기를 의례의 보조적 해설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조선후
기에 오면 이러한 통상적인 이외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三禮에 대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

다. 예컨대 심대윤은 禮記正解라는 저술을 중심으로 經禮를 총집한다. 그는 삼례서 자
체를 漢代 유학자들의 저술로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聖賢의 말씀이 있다고 판단하

고 그것을 예기를 중심으로 총집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이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 조
선에서의 예기이해의 특징은 단순히 의례의 보조적 해설서라기보다는, 어떤 儀式에
대한 시비판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퇴계가 사대봉사의

대부 행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예기 대전 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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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Flow of the Ritual Theory with Record of Rituals

as the Central Figure in Choson Dynasty
46)

Jeon Sung-kun*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low of the ritual theory(禮學) with Record of Rituals 

(禮記) as the central figure in choson dynasty. Record of Rituals is one of the three 

ritual theory books(三禮書) which is made up of Zhouli(周禮) and Yili(儀禮) above 

this. We recognize Record of Rituals as the book of the interpretation on the Yili 

normally, but is not so understandable thing.

To comment on it before, we are to find accepting processing of Record of Rituals in 

choson dynasty. Record of Rituals was conveyed as a Colligated Compilation of Record 

of Rituals which has a variety of commentaries and among them, Compilation of Record 

of Rituals which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of Zhuxi(朱熹)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Understanding of the Record of Rituals has been changed with the times. Of 

course, it is true that Record of Rituals was recognized like have said before from the 

early days to the late days of the choson dynasty, but occasionally could be 

comprehended. For instance, the book could be a kind of the book on the self 

cultivation or the core book among the three ritual theory books. Consequently, Record 

of Rituals can have a role of parameter from the study of confucius classics(經學) to 

administrative studies(經世學) in the choson dynasty.  

Key Words : Record of Rituals(禮記), Compilation of Record of Rituals(禮記集說), 
Colligated Compilation of Record of Rituals(禮記集說大全) the study 
of confucius classics(經學), ritual theory(禮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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