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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주자학이 원나라를 통해 고려에 수용되자 이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신흥사

대부층이 형성되었으며, 마침내 이들 신흥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조

선왕조를 개국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주자학을 권장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주자(朱熹, 1130~1200) 관련 서적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 이 논문은 2015년 10월 23~24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경학학회가 공동
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한국 경학의 위상과 경서류 문헌: 규장각 소장 經部 자료를

중심으로>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南京大學 外國語學院 韓國語言文學科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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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조선의 활자본이나 목판본으로 간행하여 반포하는 등 주자학 보급에

힘쓰게 된다.

주자의 사상을 접할 수 있는 텍스트로는 사서집주를 비롯하여 단행본으로
출간된 주자의 경서 해석서나 역사 편찬물 이외에도 주자의 모든 시문을 수록한

朱子文集大全(이하 朱子大全이라 약칭함)과 주자의 평소 제자들과의 대화나
강의 기록들을 모아서 주자 사후에 편찬한 朱子語類大全(이하 朱子語類라
약칭함)이 전한다. 명나라에서 15세기에 이 두 텍스트가 새롭게 간행되자 곧바

로 조선에 수입되었으며 16세기 중엽에는 조선의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유포되었

다. 그리고 퇴계 이황(1501~1570)은 일찍부터 주자대전과 주자어류가 주자
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텍스트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연구

에 매진하였다. 이후 우암 송시열(1607~1689)에 이르러 두 텍스트에 대한 연구

가 보다 심화되고, 18세기에는 더욱 세분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조선 주자학 연구

의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런데 주자어류는 주자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수록한 ‘語錄體’ 문장으로
그 당시 주자와 제자들 사이에 대화현장을 보다 생동감 있게 재현시키고 있다.

하지만 언어 환경이 전혀 달랐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어록체’

문장이 훨씬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퇴계는 주자어류를 읽으면서 이해하
기 어려운 구어적 표현이나 난해한 단어 등을 가려 뽑아 알기 쉽게 풀이한 語
錄解를 남겼는데, 이것이 조선후기 주자어류 연구의 단서가 되었다. 또한 우
암은 주자어류에 수록된 기록들이 서로 뒤섞이고 중복된 내용이 많은 점 등
편집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朱子語類小分을 편찬하여 이 분야 연구에 크게
공헌했다.

그리고 주자학 연구가 한층 더 심화되어가는 18세기 이후에는 주자어류에
대한 연구 또한 더욱 세분화되면서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퇴계가

편찬한 朱子書節要처럼 주자어류에서 주자 사상의 핵심 내용만을 선별하는
抄節 작업이며, 다른 하나는 주자어류의 난해한 단어나 문장의 뜻을 풀이하는
주석 작업이다. 전자를 대표하는 것이 安鼎福(順菴, 1712~1791)이 편찬한 朱子
語類節要이고, 후자를 대표하는 것이 李宜哲(文菴, 1703~1778)이 편찬한 朱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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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類考文解義이다. 특히 이의철의 주자어류고문해의는 주자어류 텍스트에
대한 철저한 校勘에서부터 字句 및 본문 내용에 대한 해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주석서로 조선후기 주자학 연구 수준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자어류고문해의의 편찬배경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주자어류
연구에 나타난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주
자어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주자어류고문해의의 편제 및 주석상의 특징,
그리고 편찬배경에 대해서 차례로 고찰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주자
어류 연구 및 주자학 연구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조선본 주자어류의 간행 및 연구

현행본 주자어류 140권은 남송의 黎靖德이 咸淳 6년(1270)에 江西 建昌에서
간행한 朱子語類大全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여정덕은 이미 간행되어 유통되
고 있던 97명의 주자 제자들이 기록한 ‘語錄’ 및 이를 분류한 ‘語類’ 등을 수집하

여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26門으로 분류하여 편찬한 것이다.1)1)원나라를 통

해 주자학을 수용한 고려조에도 여정덕이 편찬한 주자어류 및 주자 관련 다양
한 ‘어록’ 등이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존하는 문헌자료에 의하면 조선

성종 7년(1476) 명나라에 사행을 다녀온 사은사 鄭孝常 등이 귀국할 때 주자어
류를 구입해왔다는 기록이 처음이다.2)2)이때 구입한 주자어류는 정효상 등이
진상하면서 “이 책은 최근에 편찬한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바로 3년

전인 明 成化 9년(1473)에 간행한 陳煒刻本 朱子語類大全이라고 판단된다.3)3)

1) 朱子語類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友枝龍太郞, 1979 朱子語類の成立: 付朱子大全 朱
子思想の形成, 春秋社; 岡田武彦, 1983 朱子語類の成立と版本 中国思想における思想
と現実, 木耳社 참조.

2) 成宗實錄 67卷, 成宗7년(1476) 5월 13일(乙卯) “謝恩使鄭孝常․朴良信回自京師復命. 傳
曰, 因齋戒未得引見. 中朝事如何? 且景泰追封後, 得無布告天下乎? 孝常對曰, 無矣. 仍進朱
子語類大全二十卷曰, 此書近來所撰, 故進之.”

3) 陳煒刻本 朱子語類大全은 黎靖德의 朱子語類大全 140卷本의 翻刻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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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효상보다 5년 후인 성종 12년(1481) 4월에 중국에 다녀 온 金訢(1448

~1492)이 귀국하면서 한 질의 주자어류를 바쳤다는 기록이 보이며,4)4)그 다음
해의 사행에서도 주자어류를 구입해 왔다.5)5)

주자어류가 수입되자 중종 39년(1544)에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90여 명의 조
정 대신들에게 하사되었다.6)6)이 중종간본 주자어류는 중국에서 성화 9년(1473)
에 간행한 진위각본 주자어류대전을 저본으로 삼았다.7)7)퇴계 또한 이때 간행
된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이용하여 주자 사상을 연구했는데, 이때 퇴계가
사용한 자필교정본의 일부가 현존하고 있다.8)8)이후 주자어류는 30여 년이 지
난 선조 8년(1575)에 柳希春(眉巖, 1513~1577)과 趙憲(重峯, 1544~1592) 등의

교정을 거쳐 주자대전과 함께 다시 동활자로 간행되었다.9)9)

4) 成宗實錄 128卷, 成宗12년(1481) 4월 25일(己巳) “弘文館校理金訢, 以質正官赴京而還,
進朱子語類一件, 賜毛馬粧一部.”

5) 成宗實錄 139卷, 成宗13년(1482) 3월 8일(丙子) “正朝使漢城府右尹李克基․副使大護軍
韓忠仁來復命, 仍進淸華集․劉向新語․劉向說苑․朱子語類․分類杜詩及羊角
書板.”

6) 眉巖日記草, 戊辰년(1568) 4월 10일 “遣書史, 考甲申年(1544)受朱子語類之賜者凡九十
人, 洪叙疇․尹漑․金天宇․韓澍之子弟處, 可仮矣.” 현재 중종 39년(1544)에 간행된 丙子
字本은 盧守愼(蘇齋, 1515~1590)內賜本이 일본의 靜嘉堂文庫에 유일하게 完本으로 전하

고 있으며, 이밖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도서관에도 상당수의 잔본이 전하고

있다. 銅活字本(丙子字, 大․小字, 木活字도 混用), 四周雙邊 半郭 25.5×18.5cm, 有界, 13行
22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內向3葉花紋魚尾 ; 38.8×23.5cm.

7) 金文植, 2011 朝鮮本 朱子語類의 刊行과 活用 史學志 43, 檀國大學校에서는 中宗 11
년(1516)에 朱子語類가 銅活字(丙子字)로 刊行되었다고 보고,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

된 殘本 卷23(일산貴1252-16)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中宗 11년에 朱子語類를 간행했
다는 具體的인 情況은 찾아볼 수 없다.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된 殘本 卷23 및 其他 圖書
館의 殘本은 모두 일본의 靜嘉堂文庫에 소장된 盧守愼의 內賜本과 同一한 板本이다.

8) 李滉이 校訂한 朱子語類에 대해서는 宋稶, 1970 李滉 自筆校正本 朱子語類의 價値와
그의 學問方法論(修養法) 歷史學報 47 참조.

9) 眉巖先生集 卷3, 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 “臣伏覩朱子大全․語類二書, 浩瀚若海涵
地負, 密微若蠶絲牛毛. 人雖欲校正, 莫不以掛一漏萬爲難. 臣以謏聞薄識, 忝在提調校勘之列,

謬當是任, 如蚊負山, 常懷兢悚. 適得李滉所校, 以爲據依. 又得僚屬趙憲之助, 旁稽文語所從
出之書, 參以愚臣千慮一得之見, 歷三載而粗成訂, 庶幾仰補聖學乙覽之萬一. 然校書掃塵之

喩, 古人所不免, 以臣昧陋, 誠不勝慚惶之至, 謹再拜稽首以聞. 萬曆三年(1575)六月日, 嘉善

大夫․工曹參判兼同知經筵․成均․春秋館事臣柳希春校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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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대전과 주자어류가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보급되자 이들 텍스트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조선의 주자학 연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특히 당

시 유학자들 사이에서 불붙기 시작한 ‘理氣’논쟁에서 퇴계가 주자어류의 내용
을 인용하면서10)10)이 책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李珥(栗谷, 1536~1584)는 초학자

들을 위해서 편찬한 擊蒙要訣의 讀書條 에서 주자어류를 필독서에 포함시
키고 있다.11)11)조헌은 선조 7년(1574) 올린 時務8條 에서, 주자어류가 비록 권
질이 많지만 분류가 매우 정밀해서 국왕과 신하 각각에 맞는 활용법이 있으므로

각 관청 및 각도의 관아에 구비해 두고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2)12)

그런데 주자어류는 주자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수록한 ‘어록체’ 문장이어
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퇴계는 주자어류
에 빈번히 출현하는 난해한 단어나 중국의 속어 등에 대한 뜻을 쉬운 단어나 언

문으로 풀이한 일명 語錄解를 편찬했다.13)13)선조 때 주자대전과 주자어류
의 교감 및 간행을 주관했던 유희춘 또한 경연에서 경서를 강의하면서 어록체의

난해한 뜻풀이나 중국의 속어 등을 해석한 語錄字義를 편찬하여 진상했다고
한다.14)14)이후 유희춘은 자신이 편찬한 어록자의를 여러 학자들과 함께 재검토
하고 수정하여 다시 진상하고,15)15)이후에도 이를 중국 사신들에게 문의하면서 계

10) 退溪集 16卷,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二書 “近看朱子語類, 論孟子四端處末一條,
正論此事. 其說云,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

11) 栗谷全書 27卷, 擊蒙要訣 第4章 讀書條 “五書五經, 循環熟讀, 理會不已, 使義理日

明, 而宋之先正所著之書, 如近思錄․家禮․心經․二程全書․朱子大全․語類
及他性理之說, 宜閒閒精讀, 使義理常常浸灌吾心, 無時閒斷.”

12) 선조수정실록 8卷, 선조7년(1574) 11월 1일(辛未) “又言, 朱子語類, 卷帙雖多, 分類
甚精, 君有君用, 臣有臣用. 請於各司, 各道大衙門, 各藏一本, 使於治事之暇, 擇其類而觀之,
則朱子之所未行者, 庶可明於東方矣.”

13) 語錄解의 跋文에 의하면, “右語錄解者, 本出退溪李先生門. 先生嘗曰, 古無語錄, 至程
朱始有之. 是蓋當時訓誨門人之俗語, 而至於書尺, 亦迬迬用此, 則本欲人之易曉. 而我東顧

以語音之不同, 反成難曉, 可慨也已.”라고 하여 語錄解가 退溪로부터 연유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4) 眉巖先生集 卷6, 上經筵日記別編 戊辰(1568)下 “五月十一日, 夕講, 略陳語錄字義.”
15) 眉巖先生集 卷15, 經筵日記 戊辰(1568) “六月初二日, 晝講. (중략) 進榻前陳曰, 臣頃

撰語錄字義, 與金添慶․金啓․李後白及同僚, 反覆商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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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수정 보완해 간다.16)16)그런데 이후 유희춘이 어명으로 주자어류에 대한 교
정 작업 및 경서에 대한 口訣과 諺解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와 관련된 퇴계의

선행연구 자료를 얻어 보았다.17)17)그리고 이를 참고하면서 이전의 어록자의를
보충하여 새롭게 편찬한 것이 곧 朱子語類訓釋이다.18)18)
유희춘의 주자어류훈석은 17세기 중엽에 다시 鄭瀁(1600~1668)에 의해 보
충되면서 語錄解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널리 유통된다.19)19)정양의 跋文에

의하면, 어록해는 퇴계의 주해서인 ‘溪訓’과 眉巖 유희춘의 ‘眉訓’ 및 기타 주
해서에서 긴요한 것을 뽑아 언문과 한자로 주해하여 편찬한 것이다.20)20)그리고

정양의 어록해가 출간된 지 10여 년 만인 현종 10년(1669)에 南二星(1625~
1672)은 어명으로 이 책의 수정작업을 주관하여 교서관에서 간행했다. 여기에

붙인 宋浚吉(同春堂, 1606~1672)의 발문에 의하면, 원간본의 표제어 중 중복된

것은 줄이고 주석이 미비한 것은 추가 보완했으며, 借字口訣이 포함된 주석부분

을 한글로 바꾸는 등 원간본의 미비점을 크게 보충하였다고 한다.21)21)

그런데 퇴계에서 비롯된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에 대한 연구는 우암에 이르

16) 眉巖先生集 卷6, 上經筵日記別編 戊辰(1568)下 “七月初四日, (중략) 抄出語錄疑晦處,
送簡于遠接使朴淳處, 使從容俟問而質問, 幸得天使詳答.”

17) 宣祖實錄 8卷, 宣祖 7년 10월 19일(庚申) “有朝講訖. (중략) 希春又曰, 李滉校正朱子
大全․語類及四書五經口訣諺解之說, 竝乞取來參考. 上曰, 固可也. 凡著書者, 豈欲閟藏
其志? 固欲示人也.”

18) 宣祖實錄 14卷, 宣祖 13년 9월 29일(丙申) “卒副提學柳希春所著川海錄․讀蒙求․
詩․書釋義․朱子語類訓釋․綱目訓釋, 及他餘平生著述, 令全羅道, 無遺上送事,
有旨.”

19) 抱翁先生文集 卷7, 年譜(抱翁先生年譜) “壬辰先生五十三歲 (중략) 九月, 拜比安縣監.
修學校敎生徒, 考祭服祭器之故弊者, 而改新之. 言於方伯, 刊行朱子語類及小學, 又自
爲語錄解, 刻示學子.”

20) 語錄解의 구성을 보면 語錄解 44면, 漢語集覽字解 약 3면, 附錄 약 8면, 跋文 약 2

면으로 되어 있다. 語彙는 字類로 配列하여 1字類 183語, 2字類 831語, 3字類 88語, 4字類
65語, 5字類 13語, 6字類 2語로 總語彙數는 1,182語이다.

21) 同春堂先生文集 卷16, 語錄解跋 “我殿下臨筵, 方講心經, 討論忘倦. 一日敎曰, 語錄
實多未分曉處, 玉堂官可取所謂語錄解者, 詳加攷校, 以便繙閱. 茲役也, 應敎臣南二星實
尸之, 臣亦猥聞其一二, 删其繁蕪, 訂其訛謬, 摠合前後所錄, 務在明白簡易, 去取次序, 略有

權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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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서 보다 체계화되고 심화되었다. 우암은 먼저 퇴계가 편찬한 주자서절요와
이후 鄭經世(1563~1633)가 書札 이외의 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편

찬한 朱文酌海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롭게 정리한 節酌通編을 편찬했다. 이
어서 주자서절요의 주석서인 朱子書節要講錄과 후대에 이를 보충한 朱子書
節要記疑를 보완하고, 더불어 주자대전 전체에 대해서 주석을 시도한 朱子
大全箚疑를 편찬했으며,22)22)이 밖에도 心經釋義와 近思錄釋義 등 주자학 관
련 서적에 대한 주석서를 편찬했다.

이처럼 우암은 주자학 관련 주석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자어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자어류에 수록된 내용의 오류 및 편집상의
문제점 등을 발견하게 된다. 우암은 주자어류가 주자 당시의 문인들이 각각
기록한 문답을 통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를 읽고 있으면 주자와 그 제자들

사이의 학문 토론장에 직접 참여하여 가르침을 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하

지만 이 책은 권질이 방대하여 전편을 통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節略하는 공을

들여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 問目 중에 번잡한 것과 잘 못 분류된 것을 산삭하고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23)23)우암은 일찍부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착수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73세 때인 숙종 5년(1679) 거

제도 유배시절에 그의 손자 宋疇錫(1650~1692)과 함께 주자어류를 집중적으
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주자어류 내용 중에서 주자 문인들의 뒤섞인 기록을
정리하면서 번잡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산삭하고, 문목을 재분류하여 편집한 다

음 이를 朱子語類小分이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우암은 주자어류소분의
편찬 작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金昌協․權尙夏․李喜朝 등의 제자들에게 계승하

도록 부탁했다.24)24)이후 具時經․李箕洪․洪致祥․趙仁壽․金幹․洪禹翊 등의 제

22) 姜文植, 2008 宋時烈의 朱子大全 연구와 편찬: 朱子大全箚疑․節酌通編을 중심으
로 韓國文化 43; 金駿錫, 1987 조선후기 畿湖士林의 朱子 인식: 朱子文集․語錄 연
구의 전개과정 百濟硏究 18 참조.

23) 宋子大全 卷107, 答郭汝靜 “朱子語類是當時門人, 各錄所問答, 合以成編者也. 其耳
提面命, 丁寧反覆, 後人看讀, 有同親承訓誨於丈席之間也. 第編帙浩大, 難於遍閱矣. 茲者敢

施節略之功, 去其重複, 删其問目之繁絮者, 又其失其門類者, 互換而整釐之, 幾至卒業矣.”

24) 宋子大全 卷89, 奉訣致道[己巳(1689)五月十四日] “(중략) 又有所銜於心者, 一生讀朱
子大全․語類, 其中不無可疑者, 亦有難解處, 切欲抄錄, 略爲解說, 以與同志商量, 亦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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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도 참여하여 주자어류소분 정본(30책)을 정리․교정하면서 附籤紙를 붙여

완성했다.25)25)

3. 주자어류의 초절 및 경연강독

그런데 우암이 지적했듯이 조선지식인들이 140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어록

체 문장을 수록하고 있는 주자어류 전편을 통독하고 주자의 핵심적인 사상을
파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18세기에 들어서면 주자어류에
서 주자의 핵심사상과 관련된 내용만을 선별하여 읽기 위한 ‘抄節’ 작업이 다양

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초절 작업은 곧 퇴계의 주자서절요를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 퇴계학파의 李栽(密菴, 1657~1730)가 편찬한 朱語要
略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주자어류에서 ‘爲學之方’과 ‘修身’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7권 분량으로 재편한 것이다.26)26)이중 주자어류 권113에서
121까지의 訓門人 에서 초절한 내용이 주어요략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 책의 편찬의도를 엿볼 수 있다.27)27)

우암학파의 魚有鳳(杞園, 1672~1744) 또한 영조 13년(1737)에 朱子語類要略

示後來之人矣. 惜乎, 未能成緖, 顧念今世以此相託者, 惟吾友與仲和耳. 須與同甫․汝九․

美伯, 其餘可與共事者, 協同整理, 如何如何.”

25) 이렇게 완성된 朱子語類小分은 그 이후 한동안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최근 宋秉璿

(1836~1905)의 文忠祠에서 필사본이 발견되어 공개되었다. 朱子語類小分의 編纂 經
緯 및 이에 대한 解題에 대해서는, 박종천, 2009 尤庵學派의 朱子語類小分에 대한 연
구 역사와 담론 53, 67-100면 참조.

26) 密菴文集(25권 13책, 1986 麗江出版社 영인본)下冊에 收錄된 筆寫本이다. 李栽의 주자

학 관련 저술로는 朱語要略 外에도 朱子大全의 간략한 주해서인 朱全集覽 4책과
退溪의 朱子書節要의 이해를 돕기 위한 註解書 朱書講錄刊補 6권 3책이 전한다.

27) 朱語要略은 현행본 朱子語類 권8의 總論爲學之方 , 권9의 知行 , 권12의 持守 ,

권13의 力行 , 권104의 自論爲學工夫 , 권107의 雜記言行 , 권108의 論治道 , 그리고
권113에서 121까지의 訓門人 편에서 각각 절취해서 7권으로 재편한 것으로, 권1에는 自

論爲學工夫 , 雜記言行 , 續記言行 편이, 권2부터 6까지는 訓門人 1-5편이, 그리고 권

7에는 總論爲學之方 , 知行 , 持守 , 力行 , 論治道 편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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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찬했다. 어유봉은 주자어류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도 빠뜨릴 수 없

는 책이지만, 중복되고 번잡하여 본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별하여 읽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본의 번잡함을 제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

정한 다음 近思錄의 問目을 참작해서 21편으로 나누어 편집했다고 한다.28)28)洪

直弼(梅山, 1776~1852)은 이 책의 後序에서 이 책이 퇴계의 주자서절요와 짝
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29)29)그리고 3년 후인 영조 16년(1740)에는 우암학파의

李縡(陶庵, 1680~1746)가 朱子語類抄節을 편찬했다. 이 책 또한 주자어류에
서 핵심적인 내용을 선정하고 번잡한 곳 등을 제거한 점은 어유봉의 주자어류
요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上下의 文字를 바꿔서 문장의 語勢와 義理를

막힘없이 드러내어 열람에 편리하도록 했으면서도, 問目을 세워 분류하는 방법

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30)30)이러한 초절 방법에서 보면 주자어류요략과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 경연에서 주자어류가 강독되고, 이에 앞서 강독 교
재를 위한 주자어류의 초절과 간행 사업이 진행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주자어류가 경연의 교재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영조 12년(1736) 2월로,
처음 李光佐(雲谷, 1674~1740)가 召對 교재로 주자어류를 추천하면서부터이
다.31)31)그리고 다음해는 소대 교재로 사용할 주자어류의 편찬과 간행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32)32)이러한 논의를 거쳐 주자어류에서 초출하여

28) 杞園集 卷17, 附錄․ 杞園先生年譜丁丑條 . 다만 朱子語類要略은 현재 그 所在가 정
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29) 梅山集 卷52, 朱子語類要解後序 .
30) 陶庵先生家狀(朴聖源撰, 奎5478), 58章 참조. 朱子語類抄節 또한 현존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초절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31) 承政院日記 영조 12년 2월 29일(癸巳) “朱子語類, 乃是門人所記, 經訓義理, 無不該
載, 其於長識見最好. (중략) 其中論歷代理亂興亡, 及人物賢邪進退之卷, 最宜詳覽. 淸讌之
暇, 時入睿覽, 則似好矣.”

32) 承政院日記 영조 13년 12월 22일(乙巳) “(光佐曰) 朱子語類論古今人物治亂賢邪卷,
誠多開發處, 故臣曾有所陳白矣. 本冊字行甚密, 今若以鑄字改印, 則卷數必倍, 經費不可不

恤, 此有好事. 只取當爲進講者八卷印出, 而名之以朱子語類中抄出之書, 且改其每卷編次
以印之, 則無截出不成書之病. 此與朱子封事一例, 有何妨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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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한 朱子語類抄가 간행되었다. 주자어류초는 현행본 주자어류 권93-
137 중에서 帝王學과 관련된 내용 21권을 선별하고 이를 11책으로 재편하여 간

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영조 16년(1740) 10월 12일부터 다음해 3월 14일

까지 약 5개월 사이에 열린 소대에서 24차례에 걸쳐 강독되었다. 현존하는 奎章

閣本 朱子語類抄(奎 1588)는 바로 영조 때 소대 교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全篇에 붉은 색으로 口訣이 달려있다.33)33)

이처럼 소대에서의 주자어류 강독문제는 영조 12년(1736)부터 논의되기 시
작하여 4년 후인 동왕 16년(1740)에 강독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재의 편찬 및 간

행 방법 등이 빈번하게 논의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연교재

를 의식한 주자어류의 초절작업이 적지 않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거의

같은 시기에 출현한 어유봉의 주자어류요략과 이재의 주자어류초절 편찬 또
한 주자어류의 경연강독 및 이를 위한 교재의 편찬사업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조의 집정 초반에 주자어류가 경연교재로 채
택되어 강독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주자어류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한층 고
조되었다.34)34)그리고 이러한 학술적 배경 속에서 영조의 집정 후반에는 더욱 다

33) 鄭墡謨, 2013 奎章閣本朱子語類抄考 漢字漢文敎育 31 참조.
34) 李義鳳(懶隱, 1733∼1801)이 正祖 13년(1789)에 편찬한 古今釋林의 책머리의 小題 에

따르면, 李義鳳은 18세 때(1750)에 이미 朱子語類 등을 읽으면서 뜻을 모르는 말이 많
아 退溪 門下의 語錄解를 비롯한 몇 책을 참고하여 스스로 增註語錄解를 편찬한 일
이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編者未詳의 朱子語類
大全考證(1冊74張, 奎1075, 木板本 34.5×23cm. 版心:上下花紋魚尾. 四周雙邊 半郭:23.9×
18.6cm. 有界 13行 22字)이 소장되어 있다. 印記에는 弘文館, 帝室圖書之章이 있으나 序

文도 跋文도 없으므로 편자와 그 편찬연대는 알 수 없다. 이 책은 조선에서 간행된 朱子
語類의 판본상의 오류를 唐本과의 비교․대조를 통해 잘못된 것을 考證하여 밝힌 글이
다. 먼저 池州序 , 饒州序 , 建安序 , 徽州序 등에서 잘못된 것을 고증하여 밝히고,

姓氏 ․ 門目 등에서는 張과 行 및 小註에서의 誤字까지도 모두 고증하고 있다. 이어

서 朱子語類의 卷1-140까지의 잘못을 차례로 고증하여 일일이 밝히고 있다. 卷尾에는
後序 의 誤字도 밝혔다. 黎靖德의 주자어류 卷首에 수록된 語錄과 語類의 서문의 誤
字 및 卷尾에는 後序 의 誤字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洪啓禧校正本 朱子語
類大全이 간행되기 이전의 판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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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주자어류 연구서가 출현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조 47년(1771)에
홍계희의 교정을 거쳐 간행된 주자어류대전과 이 책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편찬된 이의철의 주자어류고문해의가 주목된다.35)35)다음은 먼저 홍계희교정본

주자어류대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 홍계희교정본 주자어류대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조대는 국왕의 주자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장려

로 지식인들의 주자학 연구가 한층 심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서적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었다. 그런데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영남감영에 보관하던 주자어류와
호남감영에서 보관하던 주자대전의 목판이 각각 화재로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에 홍계희는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의 교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새롭게 간행할 것을 조정에 건의하게 된다.36)36)

영조 46년(1770) 10월 20일에 홍계희가 국왕에게 올린 주소문에 따르면, 홍계

희는 원래부터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의 책판이 오류가 많아 이를 교정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영남감영의 주자어류가, 그리고 수 년 전에 호
남감영의 주자대전의 목판이 각각 화재로 소실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만간
에 조정에서 주자대전과 주자어류 판본의 改刊명령이 있을 것인데, 이전의
오류를 그대로 새길 수 없기에 이 두 책의 개수에 뜻을 두어 전년도에 草本을

만들고, 금년도에 刊本의 대본을 필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정 작업을 아직

35) 조선후기 주자어류 간행 및 홍계희교정본 주자어류대전과 이의철의 朱子語類考文
解義 편찬에 관련된 기본적인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鄭墡謨, 2014 李宜哲朱子語類考文
解義硏究 域外漢籍硏究集刊 10, 北京: 中華書局; 김문식, 2014 영․정조시대의 주
자학 이해와 주자어류 영정조대 문예중흥기의 학술과 사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
부 참조.

36) 英祖實錄 115卷, 영조 46년(1770) 10월 20일(壬辰) “奉朝賀洪啓禧, 將就養於其子趾海
邑, 上召見之, 啓禧曰, 尊朱子莫如我東, 而大全․語類兩冊板, 年前皆入煨燼. 故臣方就
前本之訛誤者, 留意校正, 非久當訖, 分送兩南, 入梓好矣. 上從之. 啓禧曰, 宣廟朝柳希春校

正本, 極爲精備, 故臣略倣而成凡例, 願塵一番睿覽矣. 上命承旨讀奏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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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지는 못했지만 다음해에 간행할 것을 요청했다.37)37)이에 영조는 홍계희의 제

안에 따라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의 교정을 마치고 정본이 교서관에 도착하면
주자대전은 호남감영에, 주자어류는 영남감영에 보내 전라도와 경상도의 관
찰사에게 다음해(1771)에 각각 刊印하도록 했다.38)38)

홍계희의 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 에 의하면, 그는 주자어류의 교정 작업 과
정에서 국내의 판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새로 들어온 다양한 판본을 참고했다

고 한다. 홍계희는 먼저 선조 8년(1575)에 어명에 의해 유희춘과 조헌이 교정하

여 간행한 주자대전과 주자대전의 정밀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곧이어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이때 간행된 책들이 대부분 소실되고, 이후에 간행

된 목판본은 오류가 심하며 유희춘의 교정범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래서 홍계희는 국내의 여러 판본과 연경에서 새로 구입한 10여 종의 판본을 일

일이 대조하면서 원문을 교감하여 교정본을 완성했다고 한다.39)39)

이처럼 홍계희는 교정작업을 통해 인조대 이후로 여러 차례 간행된 목판본의

오류를 바로잡고, 선조 때의 활자본(乙亥字本)의 옛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를 위해 몇몇 지인들과의 토론을 거쳐 초본을 만들고, 이를 나누어 정

사한 다음 다시 4~5차례 교감을 거쳐 교정본을 완성했다.40)40)따라서 홍계희교정본

37) 朱子大全 卷首, 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 “是年(1770)十月二十日, 奉朝賀臣洪啓禧, 登

臺言. 臣嘗以朱子大全․語類之多譌謬爲憫, 常欲校正矣. 嶺南語類板, 燒於數十年前,
湖南大全板, 燒於數年前. 天下之尊朱子, 莫如我朝, 而二書板本, 俱將泯沒. 臣竊慨惋, 固
知早晩有朝家改刊之命, 不當以譌謬之舊本入刻. 故臣留意改修, 己丑一年修草本, 庚寅一年

書刊本, 校役猶有未畢, 而欲請以辛卯入刻矣. 仍進萬曆校正凡例, 及今所修改刊凡例.”

38) 朱子大全 卷首, 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 “上命承旨書傳敎曰, ‘今聞奉朝賀所奏, 朱子大
全與語類, 勤勤校正, 訖工不遠云. 正本到芸閣後, 大全令湖營, 語類令嶺營刊印, 至
翌年辛卯, 全羅道觀察使臣尹東昇, 承命刊朱子大全, 慶尙道觀察使臣李命植, 承命刊朱子
語類.’”

39) 朱子大全 卷首, 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 “我宣廟八年乙亥(1575), 命刊朱子文集․語
類, 眉菴柳文節公希春, 實承命校正, 重峯趙文烈公憲, 相其役, 其考校之精詳可知, 而龍蛇
之難, 編帙散佚. 雖有亂後所刻, 不但譌誤甚多, 且考之柳公凡例, 多有不合者, 以此知其非柳

公之所校之本也. 近得亂前印本一件(玉山書院所藏, 宣廟朝須賜者, 而間有頭註書, 以李滉云

云, 似經文純公校勘), 譌誤差少, 似是乙亥校本, 而却無柳公凡例, 未知其故也. 燕市購來者,
有十數本, 校之我國前後本, 各有得失. 今就諸本, 參互校讎, 舍短取長, 以成此本.”

40) 朱子大全 卷首, 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 “二書自仁廟朝以後, 凡累刊矣. 大全刊於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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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어류는 유희춘교정본이 저본으로 삼았던 명 성화 9년(1473)의 진위각본
주자어류대전 140권과 같은 계열의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홍계희가 교정한 주자어류는 계획대로 영조 47년(1771)에 영남감영에서 목
판을 제작하여 朱子語類大全이란 이름으로 간인되었다.41)41)이 책의 편제를 보
면, 처음 장에는 ‘朱子語類大全(辛卯入梓嶺營藏板)’이란 속표지와 朱子語類大全

總目 이 실렸고, 다음은 서문이 이어진다. 서문에는 성화 9년(1473)에 쓴 彭時의

朱子語類大全序 , 그리고 萬曆 31년(1603) 重刊 때 쓴 葉向高의 重鋟朱子語類

序 , 朱吾弼의 重刻朱子語類大全序 , 汪應蛟의 重刻朱子語類大全序 를 싣고 있

다. 그리고 다음은 만력 3년(1575) 유희춘의 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 와 ‘萬曆乙

亥後196年’, 곧 영조 47년(1771) 홍계희의 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 가 실려 있다.

이어서 주자어류 卷首 부분에는 黎靖德類編의 ‘語錄’과42)42)‘語類’의43)43)권수가
제시되었다. 원래 유희춘교정본에는 이들 ‘어록’과 ‘어류’를 간행할 때 붙였던

각각의 서문들이 실려 있었다. 그런데 홍계희는 이들의 목록만 남겨두고 서문

들은 모두 자신이 새롭게 편찬한 주자대전의 부록 ‘諸編序跋’에 재편집하여

수록했다.44)44)

주자어류 권수에는 ‘어록’과 ‘어류’의 목록에 이어서 朱子語錄姓氏 , 朱子

語類大全門目 , 朱子語類大全卷目 , 그리고 여정덕이 景定 4년(1263)에 쓴 서문

과 咸淳 6년(1270)에 쓴 再序 와 考訂 부분을 수록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에는 考異 를 두었다. 이 고이 는 홍계희 자신이 직접 권수 내용에 대해서 교

南, 語類刊於嶺南, 若有刓缺, 隨卽改刊. (중략) 若無豫校之本, 而倉卒入梓, 則必復如前
踈脫, 無以復乙亥之舊. 故與二三士友, 謀成草本, 分校淨寫, 又四五校以成正本.”

41) 朱子大全 卷首, 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 “二書舊稱文集大全․語類大全, 而其以文
集只稱大全, 語類只稱語類者, 亦已久矣. 故今只於卷首著其本稱, 而餘卷則悉依舊
例, 覽者詳之.” 이때 간행된 朱子語類大全은 현재 전국 각지의 도서관에 수 십 종이 수
장되어 전하고 있다.

42) “池州所刊語錄, 饒州所刊語續錄, 饒州所刊語後錄, 建寧新刊別錄.”

43) “蜀中所刊語類, 徽州所刊語續類.”

44) 朱子大全 卷首, 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 “先生之註語․孟也, 爲序說以著事實, 編
二程全書, 則附以叙述文字, 諸賢文集之有附錄, 實昉於始. 蓋亦誦其詩讀其書, 不可不知其
人之意. 朱子大全之無附錄, 大是欠闕. 今取實紀․年譜及先生十六世孫玉所記類編, 略加
增刪, 爲附錄十二卷, 置遺集之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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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한 것을 수록하고 있으며, 또한 각권의 말미에도 본문 내용을 교감한 것을 수

록하고 있다. 사실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에 대한 교정작업에서 홍계희가 가
장 많은 공을 들인 곳이 이 ‘고이’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야말로 홍계희의 주자
어류에 대한 연구성과가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홍계희는 범례 에서 ‘고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래 16세기에 유희춘 등이 교정하여 간행한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에는 모두
‘고이’가 있었다. 홍계희는 유희춘이 남긴 고이 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여러 판

본을 대조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자신이 교정한 내용을 첨가했는

데, 이렇게 교정한 ‘고이’ 내용이 본래의 두세 배에 달했다고 한다. 이어서 홍계

희는 雙行小註로 ‘고이’의 처리방법 및 그 용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

명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 주자어류의 ‘고이’는 책의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를
주자대전과 같이 각 권의 끝에 붙여두고, 본문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교감 대

상이 되는 글자 옆에 점을 찍어 표시했다고 한다.45)45)

주자어류권수 다음에는 朱子語類 卷1 理氣 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卷140

作文․拾遺 까지가 이어진다. 홍계희는 이 부분의 권질 및 第次는 모두 乙亥字

本을 그대로 따랐으며, 字行과 高低가 격식에서 벗어난 것은 다른 판본을 참고

하여 바로잡았다고 한다.46)46)그리고 을해자본 각 판의 行과 字는 주자대전이
20행 18자, 주자어류가 26행 22자이었다. 그런데 홍계희는 이 행과 자를 모두
당시 성균관에서 일반적으로 간행하던 경서류와 같은 20행 22자로 통일시켰

다.47)47)또한 을해자본의 끝부분에는 성화 9년(1473)에 쓴 陳煒의 跋文과 張元楨

45) “二書皆有‘考異’, 而今以諸本參校, 又有多少同異, 輒復添錄, 故考異視前倍蓰(諸本之一是一
僞者, 則從其是, 而考異曰‘某一誤某’. 兩本皆通者, 則從其一, 而考異曰‘某一作某’. 前輩雖有

正譌, 而無一本可據以改者, 則考異曰‘某當作某’, 或曰‘某恐某’, 或曰‘某恐誤’. 近本之譌者,

則印行於世者已久, 今見改正, 必有疑惑, 故雖明知其譌, 而必爲考異. 他本譌者則否). 大全
舊本‘考異’, 在每卷下, ‘語類考異’, 在全帙之末, 今幷用大全舊例, 而若無表識, 則必不可
何字有考異, 故加點於本字之傍.”

46) 朱子大全 卷首, 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 “卷帙第次, 悉依舊本, 字行高低之失格者, 一從

他例釐正, 或涉更張者, 則不得已仍舊.”

47) 朱子大全 卷首, 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 “二書舊本, 行則大全一板二十行, 語類一
板二十六行, 字則大全一行十八字, 語類一行二十二字, 語類之行太密, 大全之字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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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後序가 실려 있었는데 홍계희는 이 두 문장을 완전히 삭제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계희는 당시 영남과 호남 감영에서 각각 보관해

오던 주자어류와 주자대전의 목판이 화재로 소실되자 이 두 책의 판본에 대
한 교정을 진행하고 영조의 윤허를 얻어 영조 47년(1771)에 간인했다. 홍계희의

판본교정은 인조대 이후로 여러 차례 간행된 목판본의 오류를 바로잡고 선조 8

년(1575) 유희춘 등이 교정한 을해자본의 옛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

다. 따라서 홍계희는 교정에 임해 국내의 여러 판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새로

들여온 10여 종의 판본도 참고했으며, 또한 매권 말에는 ‘고이’를 두어 여기에

자신의 교감성과를 반영했다. 그런데 홍계희는 자신의 생전에 주자대전과 주
자어류를 다시 간행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었는지 아주 짧은 시간에 방대한
두 책에 대한 교정작업을 서둘러 끝마치고 곧바로 간행했다. 이로 인해 홍계희

교정본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는 적지 않은 오류 및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
다. 교감상의 오류 이외에도 선인들의 교감성과를 자신의 것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고이’에 포함시키고 을해자본에 포함되어 있던 각종 서문과 발문을 임의로

삭제해버리는 등 편제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홍계희교정본의 오

류 및 편제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찬된 것이 이의철의 주자어류고문
해의이다.

5. 이의철의 주자어류고문해의

1) 규장각본 주자어류고문해의
李宜哲(文菴, 1703~1778)의 字는 原明, 號는 文菴 또는 陶湖,48)48)본관은 龍仁

으로 佐郞 李世運의 아들이며 李縡(陶庵, 1680~1746)의 문인이다. 이의철은 영

踈, 覽者病之. 故今本則行從大全, 字宗語類, 使二書爲一例(永樂本及我國成均館開板
經書, 皆十行二十二字).”

48) 硏經齋全集 卷49, 世好錄․李宜哲 “李公宜哲, 字原明, 號陶湖, 龍仁人. 少中文科, 浮

沉未達. (중략) 後官至藝文提學而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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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집정 말기에 중앙의 고위관직에 처음 임명되었고 정조가 즉위하자 홍문관

대제학에까지 오르게 된다.49)49) 朱子語類考文解義序 에 의하면, 주자어류고문해
의는 영조 50년(1774) 3월에 완성을 본 것으로,50)50)그의 말년에 중앙정계의 고
위직에 재직하고 있을 때 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

주자어류고문해의(42권 10책)는 현재 필사본이 두 곳에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서울대학교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51)51)다른 하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의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52)52)규장각본에는 각 책의 표지마다 ‘文菴藏書’라는

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의철의 장서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의철의 다

른 저서들과 필체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친필유고본으로 판단된다.53)53)장서각본

은 수정․보완한 규장각본을 국왕에게 진상하거나 간행할 목적으로 淨寫한 것으

로, 표지에 ‘李王家圖書之章’의 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왕실도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서각본 주자어류고문해의가 최근 영인되면서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54)54)필자 또한 최근 이에 대한 표점․교감 작업에 참여

하여 출간한 바 있다.55)55)

49) 영조 3년(1727) 司馬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된 뒤, 長陵參奉과 軍資監奉事를 거쳐 영조

24년(1748) 春塘臺文科에 丙科로 급제하고 檢閱에 취임했다. 이어서 正言․承旨․持
平․大司諫․淮陽府使 등을 거쳐 영조 45년(1769)에 大司憲에 임명되었다. 후에 正祖

(1776~1800)가 즉위하자 禮曹判書에 임명되고, 이어서 弘文館大提學에까지 이르렀다.

50) “(중략) 歲甲午(1774)三月日, 龍仁李宜哲序.”

51) 奎章閣圖書番號: 古1344-19. 42卷10冊. 四周雙邊. 半葉9行18字. 註雙行. 책크기: 29.3×19.0

cm. 책의 表題는 語類考解이다.
52) 藏書閣圖書番號: 3-138. 42卷10冊. 四周雙邊. 半郭 20.1×15cm. 烏絲欄. 半葉9行18字. 註雙

行. 上一葉花文魚尾; 33×21.2cm. 책의 表題는 語類攷解이다.
53) 서울대학교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朱子語類考文解義이외에도 李宜哲의 朱子大全
箚疑後語(古1344-18), 尤菴先生書節要集解(奎4198), 尤庵先生遺書集解(古1360-23),
翰林秘史修書雜志(奎5010) 등을 소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李宜哲은 文菴集, 四書
講義, 儀禮訓義, 周禮要義, 春秋精義, 易傳精說, 朱子典要 등을 남겼는데, 이
중 그의 문집인 文庵集(46卷22冊, 4包匣: 筆寫本 四周單邊 半郭 20.4×16.0cm, 無界, 10

行20字 註雙行, 無魚尾; 28.8×18.6cm)은 延世大學校圖書館 國學資料室(고서(I) 811.98)
에 소장하고 있다.

54) 朱子語類考文解義 上․下(2001 民族文化文庫).
55) 李昤昊․鄭墡謨 主編, 2013 (標點校勘) 朱子語類考文解義, 成均館大學校出版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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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규장각본에는 곳곳에 일부 문구를 삽입하거나 삭제를 표시한 곳이 많

이 보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附箋紙를 사용하여 보충한 곳이 산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의철이 주자어류고문해의를 완성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정․보완작업
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규장각본을 정사한 장서각본에는 여러 곳에

‘欄外註’가 있는데, 이는 모두 규장각본에서 수정․보완작업을 통해 첨가된 내용

을 수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예를 들면, 1책의 어류고해 제5권 大學의 綱領

卷14에는 5곳에, 그리고 或問 卷18에는 1곳에 각각 다음과 같은 난외주가 보

인다(【 】는 표제어로 大字이며, 그 이외는 雙行小註임. 이하 같음).

【大學捴說】 謂經文. (중략) 【又却絜矩】 旣遍治國節, 則治可堆去平天下節, 欲其所及
者廣.

【讀大學, 逐段崖】 崖, 捱同, 謂挨軌看去. 【無後面底】 (중략) 故曰不妨也.
【大學一日】 言一日之內, (중략) 則必草草, 而所修者少.

【問章句, 外來意】 謂非靜字本意, (중략) 【立說須寬】 (중략) 又見程子門人卅五.

【四注其失】 疑當作工夫.

【問程子格物, 合而觀之】 謂程子說, (중략) 【逐人告之】 謂各就其人所偏而告之, 故其

言亦不同.

여기에 제시된 장서각본의 난외주 부분을 규장각본과 대조해 보면, 이들은 모

두 규장각본의 부전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난외주는 장서각본이

정사된 이후에 다시 규장각본의 부전지에 수정․보완된 내용을 보충 첨가한 것

으로 추정된다.

한편 장서각본에는 규장각본의 수정․보완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

지 않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정․보완된 규장각본의 내용 중에서

도 특히 부전지를 사용하여 보충한 일부 내용이 장서각본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

도 있다. 예를 들면, 규장각본의 1책에 수록된 어류고해 제3의 義禮智等名義

卷6을 보면, 6장과 7장 사이에 첨부된 부전지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보인다.

【仁禮屬陽 便交付, 三者】 交猶相也. 謂自此而付與三者之情, 遍相齊用. 蓋三者由知

而生, 是收藏在內爲發生之本, 故知屬陰而視我收斂尤緊, 故曰快也.

【問元亨 發時】 指人心發動處. 【生時】 指天時運行相次而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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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渾淪言 對言】 猶分言也. 謂四者分而相對則 各是一箇理不相統, 仁與三者無異, 故

曰一般.

위 부전지의 내용은 곧 현행본 주자어류의 6권 56절,　59절, 그리고 63절에
대한 주석이다. 그리고 이 부전지 바로 앞에는 6권 55절에 대한 주석 내용이,56)56)

바로 뒤에는 6권 66절에 대한 주석 내용이 이어진다.57)57)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규장각본의 부전지의 내용이 같은 곳의 장서각본의 ‘난외주’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부전지를 사용하여 수정․보완한 규장각본의 일부 내용들이 장서각본에

는 수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규장각본에는 부전지에 수정․보완된

주석 이외에도 欄外 상단에 작은 글씨로 아주 촘촘하게 추가로 보완한 주석들이

간간이 보이는데, 이들 내용 또한 장서각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장서각본에는 규장각본의 수정․보완된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난외주’의 형식으로 수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존하는 장서각

본 주자어류고문해의는 규장각본의 최종 수정․보완 내용을 수록한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규장각본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이 수

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중간단계에서 장서각본이 정사되면서 연유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장서각본은 규장각본의 어느 수정․보완 단계에

서 정사되었던 것일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철은 영조 50년(1774) 3월에 주자어류고문해의
의 서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의철은 완성된 주자어류고문해의를 국왕 영조
에게 올리고자 乞改修朱子大全語類刊本疏 를 작성했는데, 이 주소문이 이 책의

맨 끝부분에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다. 그런데 규장각본에는 이 주소문의 마지막

부분에 “甲午(1774)五月作, 不果上”이라는 기록이 추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주

소문은 주자어류고문해의서 보다 2개월 뒤에 작성되었으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는 알 수 없지만 이를 국왕에게 진상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56) “【仁禮屬陽, 念得】 念, 猶記也. 於仁也柔, 於義也剛, 此楊子文也. 袁盖記此兩句, 爲證以明

己之說, 又見大學或問下五.”

57) “【仁與智包得】 智亦包四者, 見論語學而卅七. 又智藏仁義禮, 見孟子公孫丑上十七. 又仁理

一義分殊, 如敬一箇禮許多, 見訓門人四之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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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10책에는 홍계희본 주자대전을 교감한 大全集考異辨義를 수록하
고, 이어서 遺集 2卷과 附錄 12卷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甲午七月五日, 陶湖書”라는 작성 날짜와 서명이 보인다. 이는 이의철이 같은 해

7월 5일에 작성한 것으로 서문을 작성한 4개월 후의 일이다.

그런데 이의철은 규장각본의 각 책의 마지막 장에 이 책을 교정한 날짜를 각

각 밝혀놓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제1책에는 “時乙未臘月十六日, 第十校, 陶湖”

라는 기록이 보인다. 乙未년은 곧 서문을 작성한 다음해인 영조 51년(1775)이다.

이해 12월 16일에 이의철이 주자어류고문해의에 대한 10번째 교정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제2책에는 “丙申正月三日, 第十校, 陶湖”라고 보인다.

즉 제2책은 丙申년, 곧 영조 52년(1776) 正月三日에 10번째 교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제3책은 이해 正月十一日에, 제4책은 正月十八日에, 제5책은 二月初

에, 제6책은 二月十三日에, 제7책은 二月十九日에, 제8책은 三月二十三日에 각각

교정했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9책은 관련 부분의 판독이 불가능하며 10책에는 교

정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58)58)

이처럼 이의철은 영조 51년(1775) 12월 16일부터 다음해(1776) 봄 사이 약 4

개월간에 걸쳐 주자어류고문해의에 대한 10번째 교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철은 영조 50년(1774) 3월에 이 책의 서문을

작성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주소문을 짓고, 7월에는 주자대전에 대한 교감
등 마지막 부록부분을 정리했다. 따라서 위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의철이 주
자어류고문해의를 완성하고 이에 대한 서문을 작성한 이후 다시 10차례에 걸쳐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의철은 이

책의 10번째 교정을 마친 이후에도 2년을 더 생존한다. 따라서 ‘第十校’ 이후에

도 이 책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규장각본 주자어류고문해의가 이의철의 최종 수정․보
완작업을 마친 친필유고본이며, 장서각본은 이 책의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는

58) 語類考解 三冊에는 “丙申正月十一日, 第十校, 陶湖”, 四冊에는 “丙申正月十八日, 第十
校, 陶湖”, 五冊에는 “丙申二月初, 第十校, 陶湖”, 六冊에는 “二月十三, 陶湖”, 七冊에는

“二月十九日, 陶湖”, 八冊에는 “時三月二十三日, 陶湖”라고 보인다. 九冊에는 “■■十一

日■日了”라고 하여 判讀不可能 하고 十冊에는 아무런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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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단계에서 정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서각본에는 유집과 부록
에 대한 설명부분과 이의철의 주소문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장서각본은 적어

도 이를 작성한 영조 50년(1774) 7월 이후에 정사되었으며, 규장각본의 수정․

보완된 일부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第十校’를 마치는 영조 52

년(1776) 3월 이전에 정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장서각본은 수정․보완이

진행되는 중간 단계에서 정사된 것으로 자료적 가치에서 규장각본에 미치지 못

한다. 또한 현재 영인되어 유통되고 있는 장서각본 주자어류고문해의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거나,59)59)앞뒤 내용이 서로 뒤섞인 곳이60)60)산견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주자어류고문해의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반드
시 규장각본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2) 주자어류고문해의의 편제
주자어류고문해의는 홍계희교정본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편찬되었다. 이의철은 홍계희가 교정한 두 책에 대한 판본상의 오

류를 교정하는 한편, 주자어류의 난해한 구절이나 단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
세한 주석을 달아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주자어류고문해의는 홍
계희교정본 주자어류를 읽기 위한 참고용 사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책의 앞부분에는 먼저 이의철의 주자어류고문해의서 와 홍계희교정본 주
자어류에 수록된 서문의 대략을 소개한 語類大全序畧 , 그리고 여정덕의 주
자어류 권수 내용을 설명한 語類黎公編叙 와 홍계희가 교정한 考異 및 이를

보충한 자신의 今考 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어서 제9책까지, 즉 語類考解
59) 朱子語類考文解義 上의 438-9면, 朱子語類考文解義 第9 孟子 離婁 下, 즉 주자어
류 권57, 【大人, 如何】의 주석 “所知能之心, 而做出來也”에서부터 【因論, 老蘇說乖】의

주석 “有可憂而如此也”까지는 같은 문장이 거듭 출현하고 있다.

60) 朱子語類考文解義 上의 447-8면, 朱子語類考文解義 第9 孟子 告子 上, 즉 주자
어류 권59의 【告子說, 二程都說】의 주석 “書上之十六”에서부터 시작하여 【李時可, 先見
者便是】 단락의 마지막 부분 “【何緣∼發出】 會, 猶能也. 謂無以自然發出也”까지의 내용

이, 앞장의 萬章 下卷의 【問孔子, 皆由桓子】 단락의 주석 “又上論語顔”과 “淵下卄一”

사이에 잘못 삽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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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에서부터 第三十八까지가 본문내용으로 홍계희교정본 주자어류 권1 理氣

에서 시작하여 권140 作文 까지의 내용에 대한 교감 및 주석부분이다. 그리고

제10책 즉 어류고해 第39에서부터 第42까지는 부록부분으로 홍계희교정본 주
자대전의 오류를 교정한 것이다.61)61)그리고 10책의 끝 부분에는 乞改修朱子大

全語類刊本疏 가 첨가되어 있다. 다음은 이들 각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의철의 서문이다. 이 서문은 영조 50년(1774) 3월에 작성된 것으로 주
자어류고문해의를 편찬하게 된 동기가 잘 나타나 있다. 이의철은 먼저 유희춘
및 홍계희교정본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의철은

먼저 선조 때의 유희춘이 왕명을 받아 그 문장을 교정한 것이 있긴 하지만 소략

하고, 또한 일찍이 그 뜻이 애매한 부분을 풀이한 책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朱子大全箚疑後語를62)62)저술했으며, 주
자어류에 대해서도 또한 이전에 들었던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애매하고 난해한
부분을 풀이했는데, 다시 영남감영에서 새롭게 간행한 책을 얻어서 考異 부분

에 대하여 변증하여 그 오류를 바로잡고 원판과 다른 내용을 교정했다고 한다.63)63)

다음은 語類大全序畧 이다. 여기서 이의철은 먼저 성화 9년(1473)에 彭時가

쓴 朱子語類大全序 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자신이 이를 요약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又一本’에는 성화 9년 진위각본

61) 朱子語類考文解義 第39․40卷에 大全正集考異辨義 , 卷41에 大全續集考異辨義 , 卷
42에 大全別集考異辨義 순으로 각각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遺集 2卷과 附錄
12卷에 대한 간단한 批評이 첨부되어 있다.

62) 朱子大全箚疑後語(18卷 9冊)는 宋時烈의 朱子大全箚義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여러 차례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이 책은 현재
筆寫本(圖書番號:古1344-18, 책크기: 28.3×18cm)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63) “語類之書, 舊多誤文疑義, 讀者病焉. 宣廟乙亥, 文節柳公承命, 考正其文者有之, 而亦畧
矣. 又嘗有注解其疑義者, 而今亡矣, 不傳焉. 盖文集․語類, 皆先生遺書之大全, 而
語類所記, 爲纖悉精微, 萬理具備, 學者不可一日而不講也. 余於文集有後語之文, 其於
此書, 又敢竊記舊聞, 疏其疑難, 以自觀省. 又取嶺南新本, 就其所謂 考異 者, 幷加論辨, 而

仍正其謬戾畔古者. 藏諸巾笥, 以俟他日有所考据, 得反其舊而定得失, 其志亦可悲也. (중

략) 歲甲午三月日, 龍仁李宜哲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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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문 및 張元禎의 서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장원정의 서문은 “정주 후

학의 폐단을 소급해 언급하고 있어 볼만 한 것”이라고 하여 호평했다. 그런데

홍계희교정본에서는 이들을 부록에서 모두 삭제하고, 오직 葉向高의 서문 하나

만을 수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홍계희가 그렇게 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편찬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64)64)

여기서 이의철이 언급한 ‘又一本’은 선조 8년(1575)에 간행한 유희춘교정본을

말하며, 장원정의 서문은 곧 성화 9년의 진위각본에 수록된 朱子語類大全後序

이다. 그리고 섭향고의 서문은 만력 31년(1603) 중간 때 쓴 重鋟朱子語類序 이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희춘교정본에는 진위각본에 수록된 진위의 발문

및 장원정의 후서를 ‘全帙之末’에 수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홍계희는 이들 문장

은 삭제하고, 그 대신 만력 31년 중간 때 쓴 섭향고의 重鋟朱子語類序 , 朱吾弼

의 重刻朱子語類大全序 , 汪應蛟의 重刻朱子語類大全序 를 수록했다. 이의철은

이와 같은 홍계희교정본의 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語類黎公編叙 이다. 이 부분은 여정덕의 주자어류 권수 내용에 대
한 설명으로, 이의철은 홍계희교정본에 여정덕이 편한 각종 어록과 어류의
서문이 수록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원래 유희춘교정본의 주자어류
권수 부분에는 각종 어록과 어류에65)65)붙인 8명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었

다.66)66)그런데 홍계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희춘교정본의 주자어류권수에 포

64) “按, 安成, 他文成作城, 盖彭公鄕貫也. 皇朝列卿記有內閣太學士彭時, 卽公也. 此乃語類
重刊時, 本序載於原本之首, 其論語類始末, 及刊板事爲詳, 而其他語, 則無甚發明, 故今姑
就其文, 而撮畧之如此, 以俟他日. 又一本, 兼載陳煒本序, 及翰林張元禎序文, 皆成化刊板時

所作. 而張序泝言程朱後學末弊, 爲可觀者, 而今洪此本, 皆刊去之, 其附錄中, 獨載葉向高一
序, 不知何意也.”

65) 즉 池州所刊語錄, 饒州所刊語續錄, 饒州所刊語後錄, 建寧新刊別錄, 그리고 蜀中所刊語類,

徽州所刊語續類.

66) 즉 嘉定 乙亥年(1215)에 黃榦이 쓴 池州刊朱子語錄後序 , 嘉喜 戊戌年(1238)에 李性傳

이 쓴 饒州刊朱子語續錄後序 , 淳祐 己酉年(1249)에 蔡抗이 쓴 饒州刊朱子語後錄後序 ,

咸淳 初元年(1265)에 吳堅이 쓴 建安刊朱子語別錄後序 , 그리고 嘉定 己卯年(1219)에
黃士毅가 쓴 朱子語類後序 , 嘉定 庚辰年(1220)에 魏了翁이 쓴 眉州刊朱子語類序 , 淳

祐 壬子年(1252)에 蔡抗이 쓴 徽州刊朱子語類後序 및 같은 해 王佖이 쓴 徽州刊朱子

語續錄後序 가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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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던 이들 서문들을 어록과 어류의 목록만 남겨두고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홍계희는 삭제된 이들 서문들을 자신이 새롭게 편찬한 주자대전의 부
록 諸編序跋 에 재편집하여 수록했다.67)67)이의철은 홍계희의 이와 같은 편찬 방

식을 비판한 것이다.

다음은 朱子語錄姓氏 에 대한 설명이다. 朱子語錄姓氏 는 여정덕이 정리한

것으로 주자의 97명 제자들의 인명 및 강의를 들은 해를 기록한 것이다. 이의철

은 먼저 홍계희교정본에 수록된 처음 “【廖德明】 癸巳以後所聞”에 대해 원본과

비교하면서 체재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68)68)다음은 “【曾祖道】 字, 擇之, 贛州人”

조를 제시하고 원래 원본에 없었던 내용이 홍계희교정본에 첨가된 사실을 지적

하였다.69)69)이어서 이의철은 曾祖道에서 黃士毅까지 8명의 字 및 출신지를 제시

한 다음, 曾祖道 이하 8명의 자 및 출신지는 원본에는 없었는데 홍계희가 제멋

대로 첨가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홍계희의 편찬태도를 비판하고 있다.70)70)

다음은 朱子語類大全門目 과 朱子語類大全卷目 에 대한 설명이다. 門目 에

대해서는 黃士毅가 작성한 것을 여정덕이 합편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71)71) 卷目

에 대해서는 홍계희교정본에 수록된 여정덕의 서문 내용 중에서 특히 “諸公序

語, 列之篇端”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래는 語

類黎公編叙 에 어록과 어류의 목록과 함께 黃榦 이하 각종 서문이 수록되었
는데, 홍계희교정본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고 이 서문들을 주자대전의 附

67) “原本, 此下列錄, 朱門諸公所作語錄․語類序文. 自黃榦及李性傳․蔡抗․吳堅․黃士
毅․魏了翁․蔡杭․王佖, 凡八家之文, 詳記語錄․語類之所由, 及池 饒 建 蜀 徽州刊
板之說備矣. 而今此本, 乃刊而去之, 移載於附錄中, 其謬甚矣.”

68) “按原本, 凡某年所聞云者, 書在名下中一層, 而年名則大書, 而此本, 乃移之於上一列, 而細

書之.”

69) “按, 此名下所注六字, 原本所無, 而此本添之, 下放此.”

70) “按, 此自曾祖道, 以下至此, 所注字號及某地人, 皆洪所自添入者, 而不著其說, 人所不覺, 今

就原本, 旁抹以朱而表之. 盖此旣以己意, 輒去其序於前, 又就此條變幻其例, 而又私自添補

之如此. 盖此等處, 雖有他本可据, 猶當存其本文, 別錄已見於下, 庶或可矣. 而今乃輒以己說,
攙入先賢已成之文字, 而又泯其迹焉. 有若勒成一家之言, 去就增改, 不少畏忌, 甚可怪也.”

71) “【黃氏】 卽黃公士毅也. 作此門目, 以見編錄之例. 今黎公取而合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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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諸編序跋 에 재편집하여 수록했다. 이렇게 재편집하다보니 뒤의 여정덕의

서문에 보이는 “諸公序語, 列之篇端”이라는 내용과 서로 모순이 생긴 것이다.72)72)

여기서도 이의철은 홍계희의 사려 깊지 못한 편찬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다음은 考訂 부분이다. 여기서는 단지 “이는 곳 여정덕이 여러 판본을 고정

한 것이다”73)라고73)밝히고 있다.

이어서 考異 부분이다. 여기서는 “‘고이’란 본문의 異同을 고찰하여 바로잡

는 것이다. 이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에는 모두 ‘고이’가 있었는데, 이는 편집
할 때 주자 문인과 후학들이 함께 고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홍계희는 그들이

고찰한 것과 여러 본에서 차이가 나는 문장을 취한 다음 자기가 고정한 것을 섞

어 역시 ‘고이’라고 했다. 이 뒤에서도 모두 이와 같이 했다”74)라고74)설명한 다음,

홍계희교정본에 수록된 주자문집어류개간범례 에서의 고이 에 대한 범례 내

용을 제시하고 있다.75)75)그리고 홍계희의 주자대전 권수에 대한 고이 에 대해

서 고증을 통해 오류를 교정했다.76)76)

다음은 홍계희의 고이 에 대해서 그 시비를 구체적으로 논한 今考 이다. 이

의철은 금고 에서 홍계희의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에 대한 교정태도 및 홍계
희교정본에 나타난 각종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그런데 규장각본 주
자어류고문해의에는 홍계희교정본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각각의 문
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문장의 처음 부분에 길게 傍點을 찍어 전후문장의 내용을

72) “此文上段, 歷論黃榦以下諸序之意. 於此又明言列之篇端, 而此本乃去其序而不錄, 則此云列

之篇端者, 無所承而爲剩語矣, 其失爲大. 盖洪意, 但欲移置於附錄, 勒成一篇, 而不能詳考此

序之中, 有列之篇端之文, 徑加刊削, 反不免牴牾之失, 亦可歎也.”

73) “此, 乃黎公所考訂於諸本者.”

74) “考異者, 考正其文之異同也. 此大全․語類皆有考異, 盖編集時, 門人後學, 所共考校者.
今洪取其所考, 及諸本同異之文, 而又雜以己所考正者, 亦名考異, 此後皆同.”

75) “其凡例曰, 諸本之一是一僞者, 則從其是, 而考異曰‘某一誤某’. 兩本皆通者, 則從其一, 而考

異曰‘某一作某’. 前輩雖有正譌, 而無一本可據以改者, 則考異曰‘某當作某’, 或曰‘某恐某’, 或
曰‘某恐誤’. 近本之譌者, 則‘印行於世者已久, 今見改正, 必有疑惑, 故雖明知其譌, 而必爲考

異. 又曰大全舊本, 考異在每卷下, 語類考異, 在全帙之末, 今幷用大全舊例云.”
76) “【三婺源】 源, 一作女. ○ 按一統志, 婺源, 卽徽州縣名, (중략) 疑此潘亦其州人, 則婺女

爲是. ○ 今此, 洪不能決擇, 而置諸兩本皆通之例, 而曰一作, 則非是. 下皆同. 【四臨漳】 漳,

一作章. ○ 按, 臨漳, 卽漳州. 作章, 非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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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있다. 이들 방점은 이의철이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면서 직접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방점의 구분에 의거하면 이의철은 홍계희교정본의 문제

점을 14가지로 분류하여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14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의철은 考異 에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도 먼저 홍계희의 편찬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홍계희의 범례에 의하면

원래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에는 卷帙 끝에 모두 고이 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의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홍계희가 말하는 것은 중국

판본으로, 조선에서 간행된 주자어류에는 따로 고이 가 없고 다만 ‘行外紙頭’

에 오류를 교정하면서 간혹 퇴계의 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희춘이 교정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홍계희가 주자어류대전을 편찬하면서 선학들의 ‘고
이’에 자신이 ‘考正’한 것을 섞어서 하나로 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어느 것이

누구의 ‘고이’인지 서로 분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였다.77)77)이어서 이의철은

구체적으로 홍계희 ‘고이’에서의 교정 방법, 주자문집어류개간범례 의 불합리성,

그리고 주자대전 본문 내용의 글자 異同, 圖板의 변형, 大․小字 및 缺字 등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주자대전에 대한 ‘考異’ 및
遺集․附錄 의 문제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요컨대, 이 두 책의 잘못된 판본

으로 계속 후학 교육을 그르치고 유학에 누가되게 할 수 없으니 마땅히 다시 교

정하여 간행해야 한다”라고78) 주장하고 있다.78)

마지막으로 제10책 즉 어류고해 권39에서 권42까지는 주자문집대전의 考

異 부분을 교정한 것으로 주자어류고문해의의 부록에 해당한다. 이것은 곧

홍계희가 교정하여 간행한 주자문집대전의 고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주자대전의 正集․續集․別集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의철 자신이 찾아

낸 오류를 考異 와 今考 에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이의철은 주자대전의
의심스러운 뜻에 대해서는 이미 朱子大全箚疑 및 朱子大全箚疑後語에서 밝

77) “一. 按洪 凡例 云, 語類 考異 在全帙之末. 今按, 此据唐本而言也. 今俗本, 則語類無
考異 , 而但有行外紙頭, 所書考正誤文, 間引退溪之說者, 疑乙亥眉岩柳公所考. 而今洪通

据兩本, 而又有自考者, 雜於其間. 然皆刊去兩本主名, 不復別異, 而混錄爲一, 使後之讀者,
無以知孰爲彼考, 孰爲洪考, 則未知其意之所存, 此其失也.”

78) “要之, 此二書, 不可仍此錯本, 以誤後學而累斯文, 宜更刊正不可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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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으므로, 여기에는 다만 홍계희가 교정하여 간행한 주자대전의 고이 부분

을 교정하여 어류고해에 붙인다고 하였다.79)79)이의철은 이미 10여 년 전에 우

암의 주자대전차의를 보충한 주자대전차의후어를 편찬한 바 있다. 그런데

영조 47년에(1771) 홍계희교정본 주자대전이 간행되자 이곳의 고이 부분 및

판본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교감작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주자어류
고문해의에 부록 형식으로 첨가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철은 금고 에서 홍계희의 고이 에 대한 시

비를 구체적으로 논했다. 홍계희의 고이 에 나타난 오류 및 주자문집어류개간

범례 에 드러난 편찬상의 문제, 홍계희교정본에 나타난 판본의 형태 및 도형과

대․소자의 변형 등 10여 가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주자어류고문해의에서 가장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주자어
류 본문의 난해한 구절이나 단어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주석이다. 다음은 주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3) 주자어류고문해의의 주석방법
주자어류 본문에 대한 교감 및 주석부분은 제1책의 어류고해 제1 理氣

에서 시작하여 제9책의 어류고해 제38 作文 까지이다. 주자어류고문해의
각권에는 본문의 주석, 본문의 내용을 보충한 補語 및 補義 , 홍계희교정본 考

異 의 오류(疑誤․難辨)를 바로 잡은 고이 , 그리고 홍계희가 고이 에 빠뜨린

것을 추가로 고증한 今考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각권의 처음 부분에는 大字로 주자어류고문해의의 권수를 표시하고,

줄을 바꿔 한 글자 아래에 朱子語類大全門目 을 제시한 다음 다시 줄을 바꿔

한 글자 아래에 주자어류대전권목 과 주자어류의 권수를 제시하였다. 第1卷
의 問目은 理氣 이고, 卷目과 卷數는 太極天地上 卷1이다.

다음은 주자어류 본문 내용에 대한 주석이 이어진다. 주석방법은 먼저 주
자어류의 해당조목의 처음 2-4자를 大字로 써서 표제어를 내고, 그 아래에 小

79) 朱子語類考文解義 第39, 附錄 大全正集考異辨義一 “此大全集疑義, 已具於箚疑及
後語, 故此不復解, 而但取洪純甫所考異, 而訂定如左, 以附見於語類考解之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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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로 홍계희가 교정하여 간행한 영남감본 주자어류대전의 판수를 표시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래에 해당조목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2-4자를 대자

로 써서 표제어를 내고,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철의 주석을 소자로 정리했

으며, 만약 해당조목의 처음 표제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수에

이어 바로 소자로 주석을 정리했다. 第1卷의 처음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問太極】 第一板, 下同. ○ 太極者, 事物所以然之理也, 謂之極者. 天下之物, 自外而

觀, 則其狀不過如斯而已. 推其所本, 則必有所以如此之, 故在內而爲主是, 則所謂理

也. (중략)

【問昨謂, 那處做極】 那處, 猶何處. 謂理無窮盡之時, 盖形氣有窮盡, 而理則無間斷虧

欠故也.

이와 같이 난해한 단어 등을 가려 뽑아 알기 쉽게 풀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

운 구어적 표현　및　번잡한　구절　등을　알기　쉽게　부연설명하고 있다.

본문 내용에 대한 주석이 끝나면 주자어류고문해의 각권 말미에는 補語

및 補義 를 두고 있다. 이의철의 설명에 의하면, 이 보어 나 보의 의 내용은

원래 이곳(本類)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다른 곳(他類)에 산견되어 있어서, 그

대강의 뜻을 抄錄하여 本類 아래 혹은 各條 사이에 붙인 것으로, 빠진 것을 보

충하여 편리하게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80)80)예를 들면, 이 책 第2, 鬼神 卷3의

補義 부분은 다음과 같다.

鬼神說, 見‘中庸鬼神章’及‘小戴祭義類’ 物怪神姦有此理, 見‘中庸下卅八’ ○ 鬼神有而
南軒謂無則不可, 見下‘春秋卅二’ (중략)

이어서 권말에 考異 를 달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이 부분은 홍

계희교정본 고이 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의철은 홍계희 고이 에서의

오류를 하나하나 다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오류를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에

80) 朱子語類考文解義 第1, 理氣․太極天地上 卷1, 補義 “凡當入此本類, 而散見他類者,

抄其大旨, 附諸本類之下, 或附見於各條之間, 名以‘補義’, 或稱‘補語’, 所以補其缺, 而便於考

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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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교정을 했으며, 그 오류가 명백하여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로 두었다고 하였다.81)81) 고이 부분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四萬一】 洪曰, 一, 一作乙. ○ 按, 凡此洪考, 不出主名, 未知何人所考何等本也. 盖

洪考爲多也乙謂上下其字也. 此文乙之, 則當作‘一萬’矣. 乙之, 非是. ○ 又按, 乙之本

義, 謂句記其文斷處, 漢東方朔傳乙其處, 是也, 又文字有遺落句, 其旁而添書, 亦曰乙.
又官府文書, 朱抹其要處, 亦曰乙. 俱見楊升庵‘丹鉛錄’. 今人乃以文之上下爲乙, 則誤

矣. 然自眉岩‘考異’, 已爲誤讀, 而世皆沿襲如此, 今不能悉正之.82)82)

여기서 【四萬一】의 ‘四’는 板數를 나타낸다. 즉 홍계희교정본 朱子語類 卷三
鬼神 의 제4판에 보이는 ‘萬一’에 대한 考異 이다. ‘洪曰’․‘洪考’는 홍계희의 고

이 를 뜻한다. 이의철은 홍계희의 고이 내용을 제시한 다음, “按, 凡此洪考 (중

략) 非是”라고 하여 홍계희의 고이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증하여 그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고이 다음에는 今考 가 이어지는데, 이는 홍계희가 고이 에 빠뜨린 것을

고증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주자어류고문해의에는 이의철이 새롭게 교정했
다는 금고 내용이 그리 많지 않으며, 금고 가 없는 권수 또한 적지 않다.83)83)

이처럼 주자어류고문해의 권1에서 권38까지는 주자어류 본문에 대한 교감
과 주석이며, 주석방법은 크게 주자어류 본문의 구절이나 난해한 어구에 대한
주석과 文字의 異同에 대한 교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주석부분에는 설명하고

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자로 표제어를 내고 그 아래에 소자로 주석을 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주자어류의 이해에 필요한 주해로 난해한 어구나 문장 및 의
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그리고　 보어 및 보의 를 두어 본문

과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주자

81) 朱子語類考文解義 第2, 鬼神 卷3 考異 “按, 凡此考異, 謬誤不可勝正. 今且据其疑誤

難辨者, 得與考訂. 其顯然誤着不辨可知者, 及可以兩存無害者, 則姑置不論也.”

82) 朱子語類考文解義 第2, 鬼神 卷3.

83) 예를 들면 朱子語類考文解義 第1, 太極天地上 卷1에는 今考 가 없으며, 이어 鬼神

卷2에는 “【五日月滚得】 月, 疑當作日. 【七一夜一夜】 上夜, 或疑作日”, 그리고 朱子語類
考文解義 第2 鬼神 卷3에는 “【卄四吊魂復魄】 吊, 恐當作招.”가 보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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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고문해의의 편찬은 이의철이 10여 년 전에 편찬한 주자대전차의후어에
이은 후속 작업이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주로 홍계희교정본에 대한 오류를 교

정한 부분이 보충된 것이다. 따라서 주자어류고문해의는 기본적으로 주자대
전차의후어의 주석방식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84)84)

6. 동궁시절 정조의 주자학 연구

주자어류고문해의의 편찬은 주자대전차의후어에 이은 후속 작업으로 주
자어류의 난해한 어구나 문장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한 주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철이 이 책을 편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홍계희교정본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1774년 5월에 국왕에게 올리고자 작성한 乞改修朱子大全語類刊本疏 에

는 이의철이 이 책을 편찬하게 된 배경 등이 보다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주목

된다.

이 주소문에서 이의철은 먼저 홍계희교감본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에 문제
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의철은 홍계희가 ‘天下之大典’ 곧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국가적 차원에서가 아닌 완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교정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85)85)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홍계희는 두 책의 교정 작업을 영조 45년(1769)에 시작했는데, 교정을 아직 완

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영조에게 두 책의 간행을 요청했다. 그리고 주자대전과

84) 주자대전차의후어의 주석 방식을 보면, 朱子大全의 編次順에 따라 차례대로 어려운
단어나 구절을 뽑아 大書하고, 그 아래에 小字로 分註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주석의 범위는 난해한 語句․人名․事件 등을 총망라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원전이나 출

전을 밝혀 설명하기도 하였다.

85) “伏以臣頃聞兩南監營重刊朱子文集․語類之書, 近嘗求得其本而見焉, 是蓋故奉朝賀臣
洪啓禧所自考訂而刊行者也. 啓禧聰敏强力, 其於此事, 用力勤而致意切, 宜其考訂精博而謹
審, 無所遺失, 而今乃不能然, 而多有可議者, 臣實惜之. (중략) 而今啓禧乃以一人之力, 當

天下之大典, 無上命之重․僚屬之助, 而私自校讐於里巷膠擾之中, 倉卒之間, 其所失誤而未

盡者, 無足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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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어류는 영조 47년에(1771) 호남과 영남감영에서 각각 간행되었다. 실제로
교감 작업을 시작한지 2년 만에 간행까지 완료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의철은 홍

계희교감본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주자어류고문해의를 편찬하게 되었음을

논한 다음 두 책의 판본 개수의 절심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제 문장을 유학자들로 하여금 널리 의론하고 자세하게 교정하

도록 하시고 영남과 호남감영의 관찰사에게 두 책의 판을 바꾸고 본문을 바로잡아

원래의 판본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홍계희가 교정한 것 중에 잘 된 것은 또한 부록
으로 남겨두어 그의 노력과 수집한 공로를 없애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동궁저하께서 학문과 덕행이 날로 발전하시어 장차 이 책을 가지고 강의코자 하시면

서 먼저 동궁에서 보좌하는 신하들에게 명하셔 이 책에 구두점을 찍고 주석을 달도

록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은 임금의 학문에 관계되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

에 반드시 하루빨리 교정해야 합니다.86)86)

여기서 이의철은 자신의 문장을 유학자들의 의론을 거쳐 자세하게 교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남과 호남감영에서 두 책의 책판을 바로잡아 원래의 판

본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로 이의철은 “지금 동궁

저하께서 학문과 덕행이 날로 발전하시어 장차 이 책을 가지고 강의코자 하시면

서 먼저 동궁에서 보좌하는 신하들에게 명하셔서 이 책에 구두점을 찍고 주석을

달도록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즉 동궁에서 왕세손 정조(1776~1800)가 당시

보좌하는 학자들을 시켜 홍계희교정본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가지고 구두
점을 찍고 주석을 달고 있다고 하면서 임금의 학문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므로

하루빨리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영조를 계승한 호학의 군주 정조는 동궁시절부터 주자학에 깊은 관심

을 표명하면서 주자서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그는 영조 43년(1767)부터 이미

자신을 보좌하는 학자들에게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나누어 주면서 장구를
정하고 의심난 뜻을 풀이하고 언문 현토를 다는 작업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86) “伏願殿下降付臣章, 仍命儒學之臣, 得以博議而詳訂, 俾得其當行下兩道之臣, 易其板而正其
文, 一依其舊. 其啓禧所考之善者, 亦附而存之, 無泯其勤勞蒐輯之功, 其亦可也. 况今東宮邸

下, 德學日就, 將講是書, 先命宮僚, 就此本而點釋其句讀. 然則玆事上關睿學, 事體有別, 不

可不及時厘正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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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지속적으로 보좌하는 학자들과 함께 이들 서적에 대한 抄節 및 현토 작업

을 진행했다.87)87)당시 동궁에서 정조의 학문을 보좌했던 안정복 또한 주자어류
의 현토 작업에 동원된 바 있는데, 그는 영조 50년(1774) 정월에 열린 書筵에서 정

조에게 주자어류의 현토 작업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88)88)

이처럼 동궁시절 정조는 일찍부터 자신을 보좌하는 학자들과 함께 주자대전
과 주자어류에 대해 연구하면서 주자어류에까지 현토 작업을 진행했다. 그
런데 홍대용의 桂坊日記 1774년 12월 25일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정조를 보좌

하던 학자들 또한 새로 간행한 주자대전이 오자가 너무 많아 한 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89)89)이를 보면 당시 동궁에서 정조를 보좌하던 학

자들이 초절이나 현토 및 주석 작업에 이용했던 텍스트는 홍계희교정본 주자대
전과 주자어류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의철은 동궁에서 학문에 정진
하고 있는 왕세손 정조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들어 홍계희가 교정한 두

책의 책판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를 위해 주자어류고
문해의를 편찬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이의철이 주자어류고문해의를 편찬하여 홍계희
교정본의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동궁시절 정조의 주자학 연

구를 의식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정조를 보좌하면서 주자어
류 전편에 대한 현토 작업에 참가했던 안정복도 주자어류절요를 편찬하게 되
는데, 이 또한 동궁시절 정조의 주자학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90)90)이처럼 조

선후기 주자어류 연구를 대표하는 두 책이 거의 동시에 편찬되었을 뿐만 아니

87) 承政院日記 正祖 21年 5月3日(壬寅) “命書傳敎曰, 往在丁亥(1767)間, 就朱子大全․
語類, 分與桂坊某某人, 定其章句, 釋其疑義, 錄其諺讀, 首尾數年而工告訖, 其時與是事者,
李灌․韓用和․朴師亨․李謙鎭․沈定鎭․安鼎福․任靖周等諸人, 而此人卽其中一人. 其

後甲午(1774)節要書, 將丁亥已定之本, 賓客趙明鼎․宮官李義駿, 專管考校.”

88) 順菴先生年譜 五十年甲午(1774), 先生六十三歲, 正月 乙亥條 “懸吐一節甚難, 且語類
是當時俗語過半, 實難通解. 臣意則不如不懸, 因其文勢而讀之, 沉潛玩索, 則庶有所得. 若強

爲懸吐, 則反使意味淺短矣.”

89) 湛軒書內集 卷2, 桂坊日記 “甲午(1774)十二月 二十五日 (중략) 韓曰, 新刊朱子大全,
極多誤字, 不可不一番釐改. 分授春桂坊, 使之精加考準, 似好. (중략)”

90) 鄭墡謨, 2013 安鼎福의 朱子語類節要考 한국실학연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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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편찬배경 또한 모두 동궁시절 정조의 주자학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조가 동궁에서 보좌하는 학자들에게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나누
어 주면서 장구를 정하고 언문 현토 작업을 지시는 등 주자학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은 영조 43년(1767)부터이다. 그런데 홍계희가 두 책의 교정 작업을

시작한 것은 이보다 2년 뒤인 영조 45년(1769)이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교정

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영조에게 두 책의 간행을 요청하고 다음해 간

행하여 유포했다. 이후 동궁에서는 홍계희가 교감하여 간행한 주자대전과 주자
어류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전후 사실로 보아 홍계희가 두 책을 성급하게
교감하고 간행했던 것 또한 정조의 동궁시절 주자학 연구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7. 이의철과 홍계희의 대립

주자어류고문해의는 홍계희교정본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에 대한 판본상
의 오류를 교정하는 한편, 주자어류의 난해한 구절이나 어구 등을 풀이하여
이 책을 읽기 위한 참고용 사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찬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의철이 주자어류고문해의를 편찬하게 된
동기를 밝히면서 홍계희교정본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

계희의 학문적 태도까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의철이

홍계희의 학문적 태도를 집요할 정도로 비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의철이 乞改修朱子大全語類刊本疏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과 홍계희와의 관계를 언급한 다음 대목이다.

아! 신과 홍계희는 어려서 문자로 서로 사귀었습니다만 그가 이 작업을 할 때에

신은 외직에 있어 듣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를 입어 북쪽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정세
가 편안하지 않아 오랫동안 교외에 물러나 있으면서 마침내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이 만약 그가 살아있을 때 이 사실을 알았

더라면 곧바로 달려가서 그만두도록 했을 것입니다.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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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철은 여기서 먼저 자신과 홍계희가 어려서부터 서로 교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그는 외직에 있었기 때문에 홍계희가 추진했던 주자대전
과 주자어류의 교감 및 간행 사업에 대해서 몰랐으며, 이미 홍계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두 책이 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의철과 홍계희 두 사람은 일찍이 李縡(陶庵, 1680~1746)의 문하에

서 수학하였다. 홍계희의 모친은 李翔(1620~1690)의 딸로 이재의 재종고모였는

데, 이러한 친척관계로 홍계희가 어려서부터 이재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홍계희는 영조 13년(1737)에 別試文科에 장원급제해 正

言이 되었으며, 이어 우의정 趙顯命에게 아부하고 그의 천거를 받아 특진되면서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조현명에게 아부하고 영조의 탕평정책에

찬동한 홍계희의 정치적 행동은 의리론을 중시하던 이재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

었으며 결국 둘 사이는 결별하게 되었다. 홍계희는 1749년에 충청도관찰사가 되

었는데 시무 능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병조판서로 발탁되었다. 이때 영의정 조현

명과 함께 균역법 제정을 주관하여 ‘均役事目’을 작성하고 시행했지만 중신들로

부터 균역법이 시행상 문제가 많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 때문에 결국 이재의 문도들에 의해서 배척당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이재

의 문인들을 대표하는 朴聖源(諭善, 1697~1756)과 홍계희가 서로 각립하게 되

었다.92)92)

한편 홍계희는 영조 38년(1762) 경기도관찰사로 있으면서 영조 계비의 아버지

金漢耉 및 영의정 金尙魯 등과 결탁하여 정조의 부친 思悼世子의 잘못을 告變케

함으로써 세자가 죽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조 또한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동궁시절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조가 즉위하기 전에 홍

계희는 사망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등은 불가능했다.93)93)

91) “噫! 臣與啓禧少以文字相交, 其於是役也, 臣行譴在外, 不得與聞. 及其蒙恩北歸, 又以情勢

難安, 久屛郊次, 遂不相接, 遽先卒逝. 臣若及其在而知其如此者, 卽將嬴粮馳馬而救止之矣.”

92) 頤齋亂藁 第2冊 卷9, 丁亥(1767) 12월 24일.
93) 이 사건에 관련된 홍계희의 책임은 결국 정조가 즉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자손들에게까

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무슨 연유에서인지 홍계희의 두 손자가 정조시해

미수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홍계희의 두 아들 趾海와 述海 및 그의 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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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조실록에는 정조 즉위년(1776) 5월 26일조에 정조의 홍계희 평가
에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충청도 유생 成泰柱 등이 全義의 雷

巖書齋를 서원으로 삼아 李翔과 李縡를 함께 제사지내고 여기에 홍계희를 배향

하고자 하니 조정의 사액서원을 청한다는 상소가 있었다고 한다.94)94)당시 성태주

를 비롯한 충청도의 일부 유생들 사이에서는 홍계희의 학문이 이상과 이재를 계

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소에 대해서 정조는

이것이 홍계희를 우암의 학문적 연원에 연결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우암을 매우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보고, 이재의 문인들을 불러서 홍계희의 사승관계를 확인

하고자 했다.95)95)이에 趙重晦와 李最中, 그리고 당시 홍문관 대제학에 재직하고

있던 이의철을 입시하도록 하여 탐문하였다. 조중회 등은 홍계희가 이재의 친척

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기는 했지만 일찍이 문하의 제자로 칭하지

는 않았다고 하였다. 특히 홍계희 등이 추진한 균역법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의

문인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96)96)정조는 또한 홍계희가 이재의 문집에

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모두 빼버린 일 때문에 박성원과 홍계희가 다투었

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한다.97)97)이어서 정조는 동방의 주자인 우암의 연원에

홍계희를 연결시켜 놓은 것은 진실로 학계의 큰 變怪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처

분을 내리도록 했으며,98)98)결국 성태주는 江界府로 유배되었다.

이와 같이 홍계희는 정치적 노선으로 인해 일찍부터 스승 이재에게 심하게 배

척당했다. 또한 이재 사후에는 이재문집 가운데 자신을 비난한 글을 모조리 삭

처형당했으며, 홍계희의 관작이 추탈되고 逆案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

94)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5월 26일 “忠淸道幼學成泰柱等上疏, 請以全義雷巖書齋爲書
院, 合祭故參判李翔․故參贊李縡, 以洪啓禧配之, 仍賜院號.”

95) 위의 책 “觀此儒疏, 以洪啓禧爲宋先正淵源嫡派, 至有書院合設之請. 噫! 先正道學, 有此等

疏請, 辱先正大矣. 雖然朝家處分, 不可不明白, 問於師受陶庵之人則可知矣.”

96) 위의 책 “啓禧之於文正公爲戚屬, 故兒時受學, 而未嘗稱以門弟子, 道統云云, 初非擬議. 以

均役一事觀之, 文正豈以此等事敎之乎? 儒生輩之不稟朝廷, 任自私享, 尤極駭痛矣.”

97) 위의 책 “曾聞故諭善朴聖源, 以啓禧之拔去陶菴文集中書札事相爭云, 卿等知之乎?” 重晦
等曰: “臣亦聞此事, 而未之詳矣.”

98) 위의 책 “噫! 先正吾東之朱子, 以啓禧上接先正之淵源, 實是斯文之一大變怪, 朝廷處分, 當

以爲先正處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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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버렸기 때문에 이재의 문도들에게도 크게 공격을 받고 파문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홍계희는 영조집정 후반기에 영조의 두터운 신임으로 고위 관직에 있으

면서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업적을 쌓고 있었다. 그가 주자대전과 주자
어류의 교감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영조에게 이 두 책의 간인을 요청하
고 다음해 곧바로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 그의 정치적 역량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홍계희의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는 그가 이재 문인의 적통

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우암―이상―이재―홍계희로 이어지는 도통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조는 부친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사건에 깊이 관여했던 홍계희에 대

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성태주 등이 주장하는 홍계희의 학

문적 연원 및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학계의 큰 변괴라고 치부했다. 한편 이

재 문인들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여 이미 파문당한 홍계희에 대해

서 좋게 평가할 리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당시 이재 문인들을 대표하면서

우암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식이 강했던 이의철의 입장에서는 홍계희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자어류고문해의를 편찬하고 홍계희교정본의 오류를 집요하게 거론하면서 그
의 학문적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의철은 일찍부터 스승 이재의 주자학 연구 전통을 계승하면서 무엇

보다도 예학 연구에 침잠했으며, 또한 우암의 문집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우암

의 학문을 계승하고자 노력했다.99)99)따라서 이의철은 우암―이상―이재―자신으

로 이어지는 학문적 도통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영조 38년(1762)에

편찬한 주자대전차의후어는 우암 및 우암학파의 주자학 연구 전통을 계승한
것이며, 주자어류고문해의의 편찬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99) 이의철의 우암에 대한 연구 및 우암의 학문을 계승하고자 한 것은 주자대전차의후어의
편찬 이외에도 우암의 宋子大全 중 書部分만 뽑아서 尤菴先生書節要集解 20卷 10冊
(奎章閣本, 奎4198)과 尤菴先生遺書集解 2冊 2卷(奎章閣本, 古1360)을 편찬했다는 사
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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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지금까지 주자어류고문해의의 편찬배경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주자어류 연
구의 특징을 고찰했다. 주자어류고문해의는 영조 47년(1771)에 간행된 홍계희
교정본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의 오류를 바로잡아 교정하는 동시에 주자어류
의 난해한 구절이나 어구 등을 풀이하여 이 책의 참고용 사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이 책은 현재 규장각본과 장서각본이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

는데, 규장각본이 최종 수정․보완작업을 마친 이의철의 친필유고본이며, 장서각

본은 이 책의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는 중간단계에서 정사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편제 및 주석방식은 이의철이 이에 앞서 편찬한 주자대전차의후어를
따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조선후기 주자어류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서들의 출현이
모두 동궁시절 정조의 주자학 연구와 깊이 관련되었음에 주목했다. 동궁시절 정

조는 자신을 보좌하는 학자들과 함께 주자의 글을 초절하거나 현토 및 주석 작

업을 진행하는 등 주자학 연구에 몰두했다. 이때 정조와 정조를 보좌하던 학자

들이 이용했던 텍스트는 홍계희교정본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이었다. 따라서
이의철은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왕세손 정조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들어

홍계희가 교정한 두 책의 책판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자어류고
문해의를 편찬했다. 당시 정조의 학문 보좌를 담당했던 안정복의 주자어류절
요 편찬 또한 동궁시절 정조의 주자학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의철과 홍계희는 일찍이 이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지만 이후 정치적 노선으

로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당시 홍계희의 주변 인물들 사이에는 그가 이재 문인

의 적통으로 인식하고 우암―이상―이재―홍계희로 이어지는 도통의식이 존재하

고 있었지만 이는 이재의 문인들 및 정조에 의해서 철저히 부정되었다. 당시 이

재 문인을 대표하는 이의철 또한 우암―이상―이재―자신으로 이어지는 도통의

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의철이 주자어류고문해의에서 홍계희교정본의 오류를
집요하게 거론하면서 그의 학문적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은 그와 홍계희

와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기에는 사승 관계 및 학문 계승이라는 도통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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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잠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영조 38년(1762)에 편찬한 주자대전차의후
어는 우암 및 우암학파의 주자학 연구 전통을 계승한 것이며, 주자어류고문해
의의 편찬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주제어 : 주자어류, 홍계희, 이의철, 주자어류고문해의, 규장각본

투고일(2016. 5. 18), 심사시작일(2016. 5. 23), 심사완료일(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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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 of Zhuziyulei(朱子語類) study in late 

Joseon(朝鮮) dynasty 
 Foused on the compilation background of Zhuziyulei

Kaowenjieyi(朱子語類考文解義) 

Jung Sun-mo*
100)

This paper comprehensively studies the Zhuzi Yulei Kaowenjieyi(朱子語類考文解

義)compiled by Lee Ui-cheol(李宜哲) in the late Joseon(朝鮮) period. We firstly 

investigated the research trends of the Zhuzi yulei(朱子語類)which was carried out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Neo-Confucianism study. We then looked into 1, the problems 

in Zhuzi Yulei Daquan(朱子語類大全) compiled by Hong Gye-hui(洪啓禧); 2, the motive 

creating Zhuzi Yulei Kaowenjieyi; 3,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yujanggak(奎章閣)'s 

and the Janseogak(藏書閣)'s version of Zhuzi Yulei Kaowenjieyi; 4,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matters and annotations in this book. Through this research we re-illustrated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e Zhuzi Yulei Kaowenjieyi in the development of 

Neo-Confucianism in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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