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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奎章總目》은 18~19세기 조선 왕실의 장서문화와 중국문화 수용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장서목록이다. 현재까지 《규장총목》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대부

분 《규장총목》의 편찬배경, 편찬시기, 분류체계 및 특색 등을 분석, 정리하는 서지

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규장총목》이라는 조선 왕실의 장서 목록을 

청나라와 조선 간의 서적 교류 및 동아시아 학술사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연구는 상

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당시 《규장총목》으로 대표되는 조선 왕실의 학문 경향과 수

준을 직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臣謹按｣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선행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선행 연구의 성과 및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奎

章總目》 ｢臣謹按｣의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이를 통해 

정조시기 중국 학술에 대한 조선 왕실 및 학자들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15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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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奎章總目》은 徐浩修(1736~1787)가 정조의 명을 받아 규장각의 중국본 서고

인 皆有窩에 소장되어 있던 서적을 대상으로 편찬한 왕실 장서목록이다.1) 우리는 

이 목록을 통해 18~19세 조선 왕실의 장서문화와 중국문화 수용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까지 《규장총목》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규장총목》의 

편찬배경, 편찬시기, 분류체계 및 특색 등을 분석, 정리하는 서지학적 관점에 중점

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2) 그러나 《규장총목》이라는 조선 왕실의 장서 목록을 청나

라와 조선간의 서적 교류 및 동아시아 학술사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연구는 상대적

으로 적었다.3)

학술사의 관점에서 볼 때 목록이 (淸)章學誠이 《校讎通義⋅序》에서 주장한 ｢학
술사상의 내용을 구별하고 그 원류를 고구한다(辨章學術, 鏡源流)｣라는 기능을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규장총목》에 수록된 각 서적들

과 그 해제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규장총목》에 수록되어 

있는 서적과 해제의 내용을 통해 18~19세기 조선 왕실의 중국 학술에 대한 기본

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장총목》은 ｢臣謹按｣이라는 형식을 빌

려 해당 서적 및 그 서적으로 대표되는 학술사상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와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臣謹按｣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당시 《규장총목》으

로 대표되는 조선 왕실과 학계의 학문 경향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 《奎章總目》의 편찬과정에 대해서는 鄭豪薰, (<《奎章總目》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外來

知識集成>, 《韓國文化》 57, 2012, 94-100을 참조할 것.

 2) 《奎章總目》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주요한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신용하, <奎章總目解題>, 《奎章閣》 4, 1981, 93-98쪽;

정만조, <朝鮮正祖代奎章總目之編纂 其特徵>, 《慕山學報》 8, 1996, 675-702쪽.

文燦, <淺談奎章總目>, 《文學界(理論版)》, 2012.3, 209, 211쪽.

朱光立, <《奎章總目》 初探>, 《山東圖書館季刊》, 2007年第4期, 2007.12, 89-94쪽.

리상용, <《奎章總目》 저록 해제를 통한 도서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8輯, 2014.6, 247-285쪽.

 3) 이 방면의 선행연구로는 鄭豪薰, <《奎章總目》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外來知識集成>

(《韓國文化》 57, 2012, 91-125쪽)이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도 ｢臣謹按｣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이며 논지의 초점 역시 ｢臣謹按｣과는 큰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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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규장총목》의 ｢臣謹按｣이 갖는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 鄭萬祚는 

《奎章總目》의 圖書解題는 作 名을 적고 內容을 한두 줄로 簡單히 要約 紹介

하는 外에 目錄家들의 該當圖書에 대한 評隲를 引用하는 形態로 되어 大部分이 

적은 量으로 簡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例컨대 史部 總目類의 《四庫全

書簡明目 》에 대한 解題에서 보듯이 臣謹按이라는 머리 記事 아래 該當圖書에 

대한 編纂 의 見解와 評價를 相當히 길게 提示하고 있는 境遇도 적지 않다. 이

런 部分은 《奎章總目》  編纂 의 眼目과 學問的 水準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四

庫全書總目》의 그것과 比시켜 볼 수 있는 味로운 分野인만큼 앞으로의 硏究

가 期待된다.4)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규장총목》과 관련된 선행연

구에서 ｢臣謹按｣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호가 

<18-19世紀朝鮮朝廷的中國圖書蒐集及其學術風尙>에서 《규장총목》에 존재하는 

｢臣謹按｣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깊이 있는 논지는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5)

본 논문은 선행 연구의 성과 및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奎章總目》 가운데 ｢臣謹

按｣의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이를 통해 정조시기 중국 

학술에 대한 조선 왕실 및 학자들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臣謹按｣의 자료 가치와 내용 분석

1. ｢臣謹按｣의 자료 가치와 내용 개

｢臣謹按｣의 내용이 갖는 자료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장총목》의 편

찬 의도 및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조는 저술 가운데 가장 어려운 

 4) 鄭萬祚, <朝鮮 正祖代 奎章總目之編纂 其特徵>, 《모산학보》 8집, 1996.6, 695쪽.

 5) 본문은 특히 <18世紀後期朝鮮朝廷的中國圖書蒐集及其學術風尙—以《奎章總目》爲討

論的範圍>, 《中國典籍 文化》(2016(總第96期), 118-127쪽)의 ｢四. 《奎章總目》的案

語分析｣부분에서 제시된 자료와 관점의 기초 위에서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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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목록을 편찬하는 것이며, 목록의 해제를 통해 고루한 학자들의 학풍을 

일신할 수 있고 동시에 학자들에게 학문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6) 

이런 의미에서 그의 직위 직후에 편찬되기 시작한 《규장총목》은 단순한 서목이 아

닌 중국 서적 수입과 관리 문제에 대한 정조의 구체적인 실천이며 스스로의 학문관

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것은 정조가 서적의 수입과 

관리가 정치 행위와 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이다. 즉, 정조는 ｢옛 것을 

연구하고 세상사를 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서적의 관리를 통해 그 시대 정

치의 수준을 예측하곤 하 으니, 세상에서 서적을 중시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다.｣7)

라고 서적의 수입과 관리를 통해 당시 정치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정조에게 있어서 서적의 수입과 관리는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바꾸어 말하면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하고 이전에 없던 서

적을 수집, 정리하고 목록을 편찬케 한 의도는 바로 수준 높은 정치를 실현하고자 

함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규장총목》은 단순히 규장각이라는 왕실 도서관의 

장서목록이 아니라 정조가 자신의 구체적인 정치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통치행위

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규장총목》의 내용 즉 수록된 서적과 해당 

서적에 대한 해제 내용은 단순히 《규장총목》 편찬자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조로 대표되는 18~19세기 조선 왕실의 학술 관점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 특히 《규장총목》의 체례를 고려할 때 ｢臣謹按｣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규장총목》은 하나의 서적에 대해 서명과 작자를 표시하면서 대부분 중국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는 체례를 취하고 있지만,8) 비록 소수이지만 ｢臣謹按｣이라

 6) 《日得 ⋅文學1》: ｢命閣臣編《奎章總目》, 曰: 書目之作, 實自劉歆之七略始. 而班固

有六略, 王 有七志, 阮孝緖有七 , 許善心有七林, 其義例損益, 各有所主. 至荀勗, 

初分四部. 其後李充, 謝靈運, 王亮俱因之. 獨任昉增爲五部, 然唐宋元明之祕閣書目, 

莫不以四部爲紀. 他如陳振孫《直齋書 》, 晁公武《讀書志》, 馬端臨《經籍 》, 皆從四

部. 則今著書目, 亦當以四部爲正. 而但四部之中, 分類易眩, 解題之際, 立 易錯. 著

書之難成, 莫難於書目. 大抵東人 患固陋, 若使此書善成, 劃卽刊 , 則馬貴 所

不但讀其書 潛加硏窮, 爲可以洞究旨趣, 卽閱其目 味玆題品, 亦足以粗窺端倪

, 其功又豈淺尠哉!卿等 旁搜博 , 悉心編摩, 一以副典守之職責, 一以著嘉惠之

實效也.｣  《弘齋全書》 권161, 《韓國文集叢刊》 本,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151

下-152上쪽. 

 7) 《弘齋全書⋅奎章總目寫本》: ｢ 古論世之士, 每以是占其治之汙隆焉, 書籍之重於天

下也尙矣.｣  《弘齋全書》 권183, ｢群書標記⋅命撰1｣, 558上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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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식을 빌려 조선 왕실의 학술적 관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규장총목》에 등장하는｢臣謹按｣은 어느 부분에 몇 번이나 등장할까? 조사

를 통하여 《규장총목》에 등장하는｢臣謹按｣을 분류법에 따라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권수 분류 서명 按語 내용

1 卷之一

經

部

總經類 《十三經註疏》

《十三經註疏》의 성립과정과 

經疏의 新刻과 刻 체례 차이에 

한 견해 

2 卷之一 四書類 《四書輯釋章圖大成》
《四書輯釋章圖大成》의 문헌가치 

 본문제에 한 견해

3 卷之一 學類 《 學》 《爾雅》의 분류문제에 한 견해

4 卷之一 學類 《說文長箋》
《說文長箋》의 盛行과 流傳에 한 

견해

5 卷之二

史

部

正史類 《明史》
《明史》 가운데 遜國事實에 한 

조선 왕실의 입장

6 卷之二 地理類 《明一統志》
《明一統志》의 오류에 한 조선 

왕실의 입장

7 卷之二 總目類 《四庫全書簡明目 》 宋學과 漢學에 한 견해

8 卷之三

子

部

儒家類 《朱子晩年全論》 朱子晩年定論에 한 견해

9 卷之三 曆籌類 《渾蓋通憲圖說》 渾天 의 용도에 한 견해

10 卷之三 曆籌類 《治曆緣起》
명말 국에 유입된 서양 역법에 

한 견해

표1) 《奎章總目》의 ｢臣謹按｣ 내용

위 표의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臣謹按｣의 내

용은 크게 經部(4개), 史部(3개), 子部(3개)에 출현한다. 다만 그 출현빈도가 예

상외로 많지 않고 특히 集部에는 ｢臣謹按｣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그럼

에도 불구하고 ｢臣謹按｣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漢學과 宋學의 학문논쟁, 朱

子晩年定論, 중국에 전파된 西學에 대한 견해 등 18~19세기 중국 학술계의 중요

한 학술적 쟁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점은 정조와 당시 규장각 각신들이 중국 

학술계의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요한 학술적 쟁점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8) 물론 어떤 서적을 수록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떤 중국학자의 학술관점을 채용하는지도 

《규장총목》 편찬자의 학술적 관점을 설명하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78  《中國文學硏究》⋅제70집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按語의 내용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자 한다. 

즉, 표의 1~4와 7~8을 ｢명⋅청 경전 해석 방법에 대한 입장｣으로 5와 6을 ｢明史 

관련 서적에 대한 견해｣로 마지막으로 9와 10을 ｢서학 수용에 대한 입장｣으로 나

누고자 한다. 그리고 《규장총목》에 수록된 ｢臣謹按｣의 내용과 관련 서적 및 기타 

해제 내용을 보충 자료로 하여 18~19세기 중국 학술계를 바라보는 조선 왕실과 

학자들의 입장을 도출하고자 한다. 

2. 明⋅淸 경  해석 방법에 한 입장

1) 明⋅淸 경  해석 방법과의 동질성

표1)에서 1~4와 7~8은 명⋅청 학술사상에 대한 《규장총목》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 하

나는 중국의 전통 학술사상에 대한 명⋅청 시기의 입장과의 동질성을 엿볼 수 있는 

경우이다. 표1)의 4와 8이 이 방면의 예이다. 먼저 《說文長箋》에 대해서 ｢臣謹按｣
은 ｢그릇된 내용이 너무 많아 식자는 이 서적의 내용을 취하지 않는다(疪謬甚多, 

識 不取)｣9)라고 평가한다. 동시에 顧炎武(1613~1682)와 錢謙益(1582~1664)

의 관점을 인용하여 《說文長箋》의 학술 가치를 부정한다. 다만 《說文長箋》이 간행 

당시 및 후세에 일정한 향력이 있었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대체로 《長箋》이 학계에 출현한 것은 기이함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힘을 쏟

는 시대적 필요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長箋》이 이전 학자들과 다른 내용을 

모색하는 가운데 육서의 본뜻과 암암리에 부합한 까닭으로 당시에 널리 읽히고 후

세에 전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실질은 진실로 고루하고 지리멸렬하니 끝내 학식

이 있는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니 저술의 어려움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大抵《長

箋》之出, 適當好奇務新之日. 其依稀膜索間, 或暗合於六書之指. 故雖盛行當時, 

 9) 《弘齋全書⋅日得 》: ｢《說文長箋》出, 而曲智 慧傅 穿鑿之習, 無復可 . 然今之士

子, 卽初不窺經書之義, 只工於 摘文字, 用於科臼而止. 雖欲做得長箋, 亦不可得.｣ 
《弘齋全書》 권163, ｢文學三｣, 198쪽. 이를 통해 정조도 《규장총목》과 비슷한 관점으

로 《說文長箋》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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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傳後世. 然其實之固陋滅裂, 終莫 於具眼之見. 著書之難, 不其信乎)!

흥미로운 것은 《說文長箋》에 대한 ｢臣謹按｣의 관점이 청대 《四庫全書總目》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四庫全書總目》도 《說文長箋》의 학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으로 《四庫全書》에 수록하지 않고 다만 《四庫全書總

目⋅經部⋅ 學類存目》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동시에 그 

학술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顧炎武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說文》에 없었던 추

가된 글자들이 《說文》 원문과 뒤섞여있으며 注의 내용에도 오류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10) 

《朱子晩年全論》은 (淸)李紱(1673~1750)의 저작이다. 이 서적은 朱熹가 晩年

에 門人, 友人들과 학문을 논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輯 한 것이다. 이를 통

해 주희와 陸九淵이 晩年에 이르러 ｢배운 것이 서로 부합하고(所學 符節相合)｣, 
학문을 논한 것들이 결코 ｢얼음과 석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것(冰炭不相入)｣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했다. 서명이 《주자만년전론》인 이유는 이 서적이 (明)王守仁

(1472~1529)의 《朱子晩年定論》을 논지 전개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奎章總

目⋅주자만년전론》의 ｢臣謹按｣에서는 먼저 학술사의 각도에서 주희와 육구연의 학

문 논쟁이 程敏政의 《道一編》에서 시작되어 王守仁의 《晚年定論》을 거쳐 李紱의 

《晚年全論》에서 마침표를 찍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11) 그리고 《주자만년전론》에 

대해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自欺欺人)｣12)이라고 그 학술 가치에 대해 부

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주자만년전론》에 대한 《사고전서총목》

10) 《四庫全書總目提要⋅說文長箋》曰: ｢然所增之字, 往往失畫方圍, 原書淆亂. 所注所

論, 亦疎舛百出. 顧炎武《日知 》……凡十餘條, 皆深中其失. 然則炎武以宦光為好行

慧, 不學墻面, 而不為太過矣.｣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0, 1173쪽.

11) 《奎章總目⋅朱子晩年全論》: ｢朱陸早異晚合之說, 始起於程敏政之《道一編》, 中行於王

守仁之《晚年定論》, 終成於李紱之《晚年全論》, 而江西一派, 至於今餘波滿滿矣｡ 顧炎

武所以夷甫之清談, 介甫之新說, 伯安之良知, 並當一亂而深有望於後賢之撥亂反正

, 豈為過語哉! 然守仁之倡為此說也, 前有秦和之往復論辨, 後有東莞之《學部通辨》, 

明二家早晚之實, 著群儒顛倒之非｡ ｣ 196-197쪽.

12) 《奎章總目⋅朱子晩年全論》: ｢今之 李紱辨 , 寂未聞其人, 則朱子所 不知此禍何

時而已 , 似若 睹後日宗陸氏之弊矣. 夫以朱子此 發於象山已沒之後, 而強拈其因

人之教､ 因病之藥, 涵養之一二句語, 朱陸之卒爛漫 , 又何其自欺欺人也.｣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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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사고전서총목》은 《주자만년전론》을 ｢子
部⋅儒家類存目｣에 귀속시키면서 주희와 육구연의 학문이 ｢초기에는 서로 달랐으

나 만년에는 서로 부합한다는 견해(早異晚合之說)｣에 대한 李紱의 관점이 성립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13)

결론적으로 《說文長箋》과 《朱子晩年全論》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규장총목》의 학

술 관점이 일정 부분 당시 중국의 학술사상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향성이 《규장총목》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규

장총목》에 수록된 서적의 성격이나 ｢臣謹按｣의 관점은 당시 청대의 학술사상과 뚜

렷하게 대비되는 면이 더 크다. 이 점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설명된다. 

2) 明⋅淸 경  해석 방법에 한 비

《규장총목⋅경부》에 제일 처음에 수록되어 있는 서적은 《十三經註疏》이다. 이 

서적은 漢唐시기 註疏之學의 전통을 이어받은 경학 연구의 필독서로 꼽히던 것이

다. 《규장총목⋅十三經註疏⋅按語》는 주소라는 것이 원래 경문의 이해를 돕기 위

한 후인들의 학문적 노력이었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경문의 원래 의미를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규장총목》은 《十三經註疏》의 按語에

서 먼저 唐代부터 宋代에 걸쳐 十三經의 형성과정을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지적하

고 있다. 동시에 經疏의 新刻과 刻을 비교하면서 신각에는 구각에 없는 “다름을 

고구함( 異)”이라는 내용, 즉, 글자의 異同을 살피는 내용이 있음을 언급한다. 동

시에 “新刻이 출현한 때로부터 刻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古經의 眞

面目이 나날이 그 원래의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14)고 지적하면서 毛萇의 詁訓

傳의 체례를 鄭玄(127~200)이 변경한 사실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동시에 새롭게 

간행된 《十三經註疏⋅詩經》이 《毛詩正義》의 내용을 삭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13) ｢後之儒 , 各明一義, 理亦如斯. ……蓋各有所得, 卽各足自立, 亦何必强而同之, 使

之各失故步乎?｣ 《四庫全書總目提要⋅朱子晩年全論》 卷98, ｢子部⋅儒家類存目四｣, 
2516쪽.

14) 《奎章總目》: ｢自夫新刻之出, 刻或幾乎息. 然古經眞面目則愈往而愈失其眞｣, 張伯

偉編,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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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에 비록 총명하고 특별히 능력 있는 학자가 있더라도 《毛詩》 고훈의 체례

를 장차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오호라! 불완전한 경전이 불러오는 화가 오

로지 진대의 분서(焚書)에만 있지 않다는 견해는 진실로 과한 말이 아니로구나(後

雖有聰明特達之士, 毛詩故訓之體, 何從得之? 嗚呼! 殘經之禍, 不 在秦火

, 誠非過語也).15)

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즉, 《규장총목》은 《십삼경주소》로 대표되는 명⋅청시기 경전 

해석 방법이 ｢내용이 불완전한 경전이 야기하는 화(殘經之禍)｣를 초래했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정조 당시의 경전 해석 경향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정조는 ｢진실로 넓게 배우면 정 하기 어려우니 학문에 있어 중요한 것

은 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誠以博則難精, 所貴反約)｣16)라고 말하면서 경전 해석

에 있어 내용이 번다한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명⋅청시기 경전 해석 방법에 대한 비평은 《四書輯釋章圖大成》에 대한 이해에서

도 발견된다. 먼저 《四書輯釋章圖大成》에 대한 ｢臣謹按｣의 내용을 살펴보자.

《浙江遺書總 》에도 이 서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泰伯｣, ｢子罕｣, ｢鄕黨｣ 등 

세 편이 빠져있다. 무릇 永 년간에 《四書大全》이 반포되어 조정에서 과거를 통

해 문사를 뽑고 학교의 스승들이 학생들을 가르침에 《四書大全》을 위주로 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학자들은 《四書輯釋》의 존재를 거의 수백여 년 동안 알지 

못하 다. 절강 지역은 옛 선인들이 남긴 서적들이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각본 하나만도 노론 세 편이 실전되었는데, 나라 밖 다른 지역으로 흘러나간 예

씨의 완정본을 보게 된 것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설선과 고염무가 모두 《四

書輯釋》은 폐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왕빈이 그 내용가운데 한 두 가지의 오류

를 찾아 마음대로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다(《浙江遺書總 》亦載此書, 

而缺｢泰伯｣, ｢子罕｣, ｢鄕黨｣三篇. 蓋自永 行《大全》, 而朝廷之取士, 塾師之

敎徒, 率用《大全》爲主. 故學 不知有《輯釋》, 殆數百餘年矣. 浙江乃古家遺書之

所萃, 而只此元刻一本已失魯論三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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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輯釋》不可廢, 而汪份摘其一二疪謬, 肆加詆斥, 則妄

矣).17)

15) 《奎章總目⋅十三經註疏》, 23쪽.

16) 《日得 》曰: ｢八子百選, 朱書百選, 史記英選, 陸奏約選. 凡此必皆從事於選也 , 誠

以博則難精, 所貴反約.｣ 《弘齋全書⋅日得 》 권165, 235쪽.

17) 《奎章總目》,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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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案語에서 《규장총목》은 세 가지 중요한 학술사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당시 유통되었던 《사서집석》이 내용상 궐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규

장총목》은 《浙江採集遺書總目⋅丙集》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재 통용되는 판본에는 

｢泰伯｣, ｢子罕｣, ｢鄕黨｣ 세 권이 탈락되어 있다(今本缺 ｢泰伯｣, ｢子罕｣, ｢鄕黨｣ 
三卷)｣18)라는 내용을 근거로 중국판본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四書大

全》과의 관계에서 《사서집석》의 학술사적 지위와 가치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즉, 

《四書大全》이 간행된 이후로 학교 교육과 과거 시험에서 《四書大全》이 주된 텍스

트가 되었기 때문에 《사서집석》은 세상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사서집석》에 대한 대표적인 명⋅청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평가를 내림으로

써 간접적으로 조선 학계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즉, 정조와 《규장총목》은 《사서

집석》의 학술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까닭으로 薛瑄

(1389~1464)과 고염무의 입장에는 동의하면서 (清)汪份(1655∼1721)의 《사서

집석》 비판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조와 《규장총목》은 

무슨 이유로 《사서집석》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을까? 그 이유는 정조와 당시 규장각

신들이 ｢사서관련 주석서는 수십 종에 이르지만 주석의 내용에 의리가 다 갖추어져 

있고 해석이 정 하면서도 산만하지 않은 것으로는 (元) 倪士毅의 《輯釋》을 최고

로 친다(四書之疏解, 無慮累數十家｡ 其義理明備, 采擇精約, 稱元倪士毅《輯

釋》)｣19)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정조와 규장각신들이 《사서》에 대한 중국 註釋書의 체례 

및 주석 방법에 동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元明 이래로 《사서》  관련 주석서가 

점점 더 많이 등장하는 환경에서 학자들은 보다 많은 주석의 내용을 하나의 서적에 

다 모으려는 시도를 했다. 이 방면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사서집석》과 《사서

대전》이었다. 그러나 정조와 규장각신들은 경전 해석에 있어 번잡한 주석이 오히려 

정확한 경전의 이해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조

는 학문의 근본은 ｢義理｣에 있지만 ｢(한 서적의) 편폭이 너무 많으면 의리를 깨우

18) 張昇編, 《浙江採集遺書總目》, 《《四庫全書》提要稿輯存》,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6, 298쪽.

19) 《群书标记》, ｢重訂四書輯釋三十八卷寫本｣, 《弘斋全书》 卷182, 《韩国文集叢刊》 267

冊, 535a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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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 어려우니 이를 병폐로 여긴다(以其编帙旣廣, 难於领会, 病之)｣20)라고 말하

면서 과도한 분량의 주석이 오히려 올바른 경전 이해에 방해가 됨을 역설한다. 이

런 까닭으로 《사서》에 있어서도 《사서대전》보다는 《사서집석》의 가치를 더욱 중시

한 것이다. 다만 《사서집석》도 원대에 단행본이 간행된 이후 명대에 이르러서는 다

른 주석서의 내용이 합해져서 《四书辑释章图大成》의 형태로 간행되었고21), 《규장

총목》에 수록된 것도 바로 일본간본 《四书辑释章图大成》이었다. 정조와 규장각신

들은 《四书辑释章图大成》은 ｢주석의 범위가 넓고 내용이 많은 것을 욕심 낸(务博

贪多)｣22)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사서》의 본의를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까닭으로 《四书辑释章图大成》에서 후인이 부가한 《约说》､ 《章图》､ 《通 》､ 
《通义》 등을 삭제하고 倪士毅 《輯釋》의 원본만을 뽑아내고자 했던 것이다.23) 그 

결과물이 바로 《群書標記》에 수록되어 있는 ｢重訂四書輯釋三十八卷寫本｣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정조와 규장각신들이 《사서》라는 경전해석에 있어 원명이래의 중국

학자들과는 다른 해석 방법론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十三經註疏》와 《四书辑释章图大成》에 대한 《규장총목⋅臣謹按》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정조년간의 경전 해석 방법이 명청 시기 중국의 경전 해석 방법과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조와 규장각신들은 경전에 대한 주석에 

있어 ｢由博反约｣24)의 해석 방법을 존숭하 는데 이 점은 당시 중국의 주석 경향

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정조 당시 출판된 적지 않은 중국 경서가 註

20) 《群书标记》, ｢经书正文十卷刊本｣, 《弘斋全书》 卷179, 《韩国文集叢刊》 267冊, 492a

쪽.

21) 佐野公治, 《四書学史の研究》, 東京：創文社, 1988, 236-249쪽.

22) 《羣书标记》, ｢五经百篇五卷刊本｣, 《弘斋全书》 卷181, 《韩国文集叢刊》 267冊, 525b- 

525c쪽.

23) 徐命膺, <重鐫四书辑释序>: ｢酒之始, 醴也, 及盎醍诸齐, 极其丰腆. 然必以醴为上 , 

不忘本也. 冠之始, 也, 及皮爵诸 , 及其文章. 然必以 为先 , 不忘初也｡ ……凡

其《约说》､ 《章图》､ 《通 》､ 《通义》等后人所附益 , 并皆删去. 但取倪氏原本, 详加校

对, 鐫印广 , 俾作《大全》之醴 焉. 夫 之质, 若不及皮爵之文；醴之淡, 若不及盎

醍之旨. 然旨生于淡, 文生于质, 源流深浅, 固不可诬. 故善学 于其质且淡也, 用力

焉；而文且旨也, 自有以驯致. 臣知是书出后, 昔汨真见于《大全》 , 蔼然新意旁生行

墨间.｣  《保晚斋集》 卷十, 《韩国文集丛刊》 233册, 서울, 民族文化推进会, 1999, 

202a-202c쪽.

24) 《羣书标记》, ｢御定[一]⋅五经百篇五卷刊本｣, 《弘斋全书》 卷181, 《韩国文集叢刊》 

267冊, 525b-525c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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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가 실리지 않은 白文本이고 내용상 節約本 이라는 점은 상술한 《규장총목》의 관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25)

3) 주자학에 한 존숭과 漢學에 한 비평

《규장총목》의 ｢臣謹按｣ 가운데 표1)의 3과 7을 통해 정조와 편찬자들의 주자학

에 대한 존숭을 어렵지 않게 읽어 낼 수 있다. 당연히 이를 통해 청대 학술계에 대

한 비평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 學》은 朱熹가 50대 후반에 편찬한 주자학 입문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서

적이다. 《소학》은 조선에 유입된 이후로 다양한 주석서와 번역서가 등장하면서 조

선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주자학을 익히기 위한 사상서로서 동시에 조선 사회를 이

끌기 위한 이념서로서 존재했었다.26) 이 같은 《소학》의 학술적 성격은 정조대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 정조는 자신이 가장 힘써 공부한 서적이 바로 《소학》이

고 어려서부터 몇 백번이나 읽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소학》을 가리켜 ｢아이들

을 대상으로 한 학문이지만 대인의 도가 이곳에 갖추어져 있다.｣27)고 주장하면서, 

《소학》이 ｢육경에 다음 간다(亞於六經)｣28)라고 높게 평가한다. 이외에도 《홍재전

서⋅일득록》에는 《소학》과 관련된 적지 않은 내용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학

은 초학자들을 가르칠 목적의 서적이지만 성학의 공부도 이 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29) ｢소학이라는 책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25) ｢由博反約｣의 학술기풍은 비단 경학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문학에서도 같

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日得 》曰: ｢今之學 , 不必泛博於諸子, 只

取《陸宣公奏議》⋅《朱書節要》二書, 熟讀得力, 可以爲文章, 可以做事業.｣ 《弘齋全

書⋅日得 》 권163, 196쪽.

26)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호훈, 《조선의 《소학》》(서울, 소명출판, 2014)을 참조 할 것. 

27) 《弘齋全書⋅日得 》: ｢予之 精切用工 , 無如 學一書. 自幼時課讀, 不知爲幾百

遍.……平生 用, 多賴於此. 此書是 子之學, 而大人之道具焉.｣  《弘齋全書》 권164, 

209쪽.

28) 《弘齋全書⋅日得 》: ｢蓋以 學亞於六經, 訓註體裁, 本自謹嚴, 且牗蒙啓顓, 宜主簡

明, 尤不宜餖飣鹵莽, 以誤初學也.｣  《弘齋全書》 권165, 242쪽.

29) 《弘齋全書⋅日得 》: ｢ 學一部, 雖是訓蒙之書, 聖學工夫亦不外是. 之曾傳, 範圍

却 , 間架益密.” 232쪽. 《弘齋全書⋅日得 》: ｢近世學 無 學根基. 每每放過於正

冠 瞻容貌辭氣之間, 先欲玄妙之理窮得去. 縱使窮得盡, 何益於身心, 況無本領, 無

以窮得 乎.｣  《弘齋全書》 권165,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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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0) 등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학》이라는 서적을 단순한 계몽서가 아

니라 치국과 관련지어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규장

총목》에 《소학》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럼 《규장총목⋅소학》의 ｢臣謹按｣ 내용을 살펴보자.

《漢書藝文志⋅六藝略》에서는 《爾雅》를 《孝經》에 부가하고 六書 서적을 소학으

로 분류했다. 《唐 》에는 訓詁와 學의 두 유목이 있어 《爾雅》는 훈고로 音韻書

는 소학으로 분류하 는데 馬端臨의 《文獻通 》에 이르러 이 둘을 하나로 합하

다. 지금 마단림의 분류 방법을 따르지만 《爾雅》가 기왕에 《十三經》에 편입되었다

면 마땅히 소학류에 다시 수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학류의 처음에는 陸佃의 

《埤雅》를 위치시키고 다음으로 주자의 《 學》을 그 다음에는 육서 관련 여러 서적

을 수록하고 모두 소학류로 귀속시킨다(《漢志⋅六藝》, 以《爾雅》附《孝經》, 六書爲

學. 《唐 》有訓詁 學二類, 《爾雅》爲訓詁, 音韻爲 學, 而馬端臨《文獻通 》

合之. 今一遵馬氏, 然《爾雅》旣進於《十三經》, 則不當重見於此. 首陸氏《埤雅》, 

次朱子《 學》, 次六書諸部, 並屬之 學).31)

표면적으로 이 안어의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다. 단지 분류법에 있어 《규장총목》

이 馬端臨(1254~1323)의 《文獻通 》의 분류법에 따라 소학과 육서에 속하는 여

러 서적을 ｢경부⋅소학류｣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소학》이라는 서적의 분류 상황이다. 즉, 《규장총목》은 주자가 撰한 《소학》을 경부

에 귀속시키고 있지만 《사고전서총목》에는 주자의 《소학》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明)陳選(1429~1486)이 注한 《 學集注》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 學集注》를 경부가 아닌 ｢子部⋅儒家類｣에 귀속시키면서 ｢이 서적에 기록된 것

은 모두 송대 유학자들의 이른바 올바름을 기르는 功夫요 가르침의 근본이니 유가

로 분류하는 것이 거의 사실에 부합한다(是書所 皆宋儒所 養正之功, 敎之本也. 

改列儒家, 庶幾協其實焉)｣32)라고 ｢자부⋅유가류｣로 귀속시킨 이유를 설명하고 있

30) 《弘齋全書⋅日得 》: ｢ 學一部書, 卽可修齊治平而有餘裕.｣  《弘齋全書》 권163, 

200쪽.

31) 《奎章總目⋅經⋅ 學類》, 71쪽.

32) 《四庫全書總目提要》: ｢是書自陳氏《書 解題》卽列之經部 學類. 《漢書⋅藝文志》以

弟子職附《孝經》. 而 學家之所列, 始於史籒, 終於杜林, 皆訓詁文字之書. 今案以幼

附之《孝經》, 終爲不類. 而入之 《 學》, 則於古無徵. 是書所 皆宋儒所 養正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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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는 주자의 소학에 대한 《규장총목》과 《사고전서총목》의 관점이 상당히 다

르다는 점이다. 이점이 바로 송학(주자학)에 대한 두 목록서의 학술적 관점의 상이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주자학에 대한 존숭과 청대 학술에 대한 비평은 《규장총목⋅四庫全書簡明目 》

의 ｢臣謹按｣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18세기 후반은 청에서 고증학이 매우 

흥성하던 시기 다. 이를 배경으로 탄생한 《사고전서총목》과 《사고전서간명목록》은 

기본적으로 한학을 숭상하고 송학을 억누르는(崇漢抑宋) 학문 방법을 견지하고 있

었다. 이에 대해 《규장총목》은 《사고전서간명목록》에 대한 비평을 통해 송학을 존

숭하는 학술 경향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규장총목⋅사고전서간명목록》의 ｢臣謹按｣
은 먼저 ｢이 목록의 편찬은 전적으로 紀 에게서 이루어졌다. 해제의 처음에 어떤 

서적, 몇 권인지를 열거하고 다음에 어떤 시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기술한다. 그 

다음에 간략한 내용으로 작자의 저작의도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정

하면서도 간략하고 종종 사실에 부합한다(是書編纂 出於直文淵閣紀 . 首列某書

幾卷, 下註某代某人撰. 其下係以數語, 略 作 之指歸, 精核簡當, 往往中

綮).｣33)라고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뒤이어 《규장총목》의 ｢臣
謹按｣은 《사고전서간명목록》에 대해 매우 신랄한 비평을 한다. 그 비평의 중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고전서간명목록》이 지향하는 학술경향이 공평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당시 정조를 중심으로 규장각신들은 여전히 주자학을 존숭하고 있었

다.34) 이런 까닭으로 《규장총목》은 《사고전서간명목록》의 서적 수록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크다(有大不可曉 )｣고 평하면서 ｢무릇 古家를 한학으로 

講學家를 송학으로 구분하고 평가하면서 한학을 존숭하고 송학을 폄하하 다. 또한 

程朱 諸賢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존숭하면서 속으로는 경시하며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주자의 여러 문인에 대해 그들을 공격함에 있어 조금의 힘도 

功, 敎之本也. 改列儒家, 庶幾協其實焉.｣ 권92, 子部二, 儒家類二, 2366쪽.

33) 《奎章總目⋅史⋅總目類》, 170쪽.

34) 예를 들어 정조는 ｢오늘날 학문적 폐단을 없앨 수 있는 도리는 정학을 더욱 분명히 드

러내는 것 만한 것이 없다(為今日捄弊之道, 莫過於益明正學).｣(《斥邪学教》, 《弘斋全

书》 卷34, 《韩国文集叢刊》 262冊, 580d쪽)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정학은 

바로 ｢사도를 보호하고 정학을 똑바로 세우는 것에 있어 그 근본을 살펴보면 주자를 존

중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衛斯道扶正學, 而究其本, 則 我朱夫子是耳).｣(《命使行购

朱夫子书真本纶音》, 《弘斋全书》 卷29, 《韩国文集叢刊》 262冊, 484d쪽)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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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지 않았다(蓋以 古家為漢學, 講學家為宋學, 而評隲之際, 右漢左宋. 於濂洛

諸賢則陽 陰抑, 屢示不滿. 於朱門諸子以下, 則昌 攻之, 不遺餘力).｣라고 《사

고전서간명목록》의 지향점이 한학을 존숭하면서 정주학을 비평하는 것에 있음을 지

적한다.

둘째, 《규장총목》은 《사고전서간명목록》의 서적 수록기준에 큰 의문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규장총목》은 程朱를 극렬히 비평한 (淸)毛奇齡(1629~1713)의 저작은 

《사고전서간명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반면 (宋)邵雍(1011~1077)의 저작은 儒家

類에 하나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35) 흥미로

운 것은 이 같은 평가가 18세기 이래 조선 학계의 학술 경향과 접한 관련이 있

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18세기 이래 소옹과 모기령에 대한 조선학자들의 평가

는 《규장총목》과 일맥상통 한다. 예를 들어 홍석주의 ｢근세의 고증학자가운데 전적

으로 송유를 헐뜯기를 능사로 하고 정주에 무례한 자들이 많았지만 모기령만큼 패

역한 자가 없었다(近世 證之家, 以掎摭宋儒為能事, 其無禮于程朱 亦多矣. 

然亦未有如毛奇齡之至悖 ).｣라는 평가는 그 좋은 예이다. 이 같은 수록기준에 대

한 비판은 문학작품에서도 발견된다. 《규장총목》은 《사고전서》에 徐渭(1521~ 

1593)와 公安三袁의 저작이 수록되지 않은 것은 타당하나, 魏禧(1624~1681)와 

顧炎武 등의 문집이 수록되지 않은 것은 ｢꺼리는 바가 있었기(有所諱忌)｣ 때문이

라고 주장한다. 앞의 견해는 정조가 평소에 문학을 배움에 있어 육경을 중시하고 

명⋅청 문집 및 소품문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36) 후자

의 경우는 조선 학자들도 《사고전서》의 서적 수록 기준이 공평하지 않으며 청조에 

불리한 서적은 금훼정책을 통해 수록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37)

35) 《奎章總目⋅사고전서간명목록》: ｢畔經橫議, 猖狂無忌, 如毛奇齡之甚 , 則稱其博辨

淹通, 嘉其根據分明, 片 隻字, 惟恐蒐採之不盡. 至以邵子經世之書不可入於儒家,而 

《太極》､ 《通書》､ 《正蒙》､ 《易啟蒙》之類, 皆不別立目 , 其意之所在可知矣.｣ 171쪽.

36) 正祖云：｢今人多愛明清文集, 此甚可怪. 明文章則當以王陽明為第一歸, 震川､ 張太

岳集亦可讀; 清人則惟毛西何足 鉅匠, 而學問經路不正. 邵青門集又或以為 唐宋八

大家相上下.｣  《日得 》 卷1, 《弘齋全書》 卷161, 《韓國文集叢刊》 267冊, 148下쪽; 

正祖云: ｢唐學有三種, 有多蓄明清 品異書 , 有 尚西洋厲數之學 , 有衣飾器皿

之喜用燕 之物 , 其弊則一.｣ 《日得 》 卷17, 《弘齋全書》 卷177, 《韓國文集叢刊》 

267冊, 460下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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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과 《사고전서간명목록》의 ｢臣謹按｣의 내용을 통해 《규장총목》이 송학을 존

숭하면서 18세기 청조의 학술사상을 대표하는 《사고전서간명목록》과는 학문적 지향

점이 서로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3. 明史 련 서 에 한 견해

《규장총목》에 존재하는 10개의 臣謹按 가운데 2개가 史部의 明史관련 서적에 

출현한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규장총목》 사부에는 총 134종의 서적이 수록되

어 있다. 이 가운데 明史와 관련된 두 종류의 서적에만 按語가 존재한다. 즉, 正史

類에 수록된 총 27종의 서적가운데 유일하게 《明史》에만 그리고 地理類 22종류가

운데 《明一統志》에만 按語를 부가하고 해제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明史에 대한 조선 왕실의 관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明史》에 대한 안어에서는 《從亡隨筆》과 《致身 》  等에 기재되어 있는 근거가 

부족한 ｢遜國事實｣이 《明史》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38) 《明一

統志》에서는 顧炎武의 주장을 근거로 《明一統志》의 내용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가운데 조선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39) 명

37) 예를 들어 李德懋는 北京에 갔을 당시 당시 청 조정에서 錢謙益, 屈大均, 金堡 등 3

인의 저작을 불태우고 적은 분량이라도 숨기는 것이 큰 죄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顧炎武, 呂留良과 魏禧의 시문집이 《사고전서》에 수록되지 못했는데 이는 모두 

꺼리는 바(諱)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李德懋云：｢戊戌遊燕時, 見坊曲

揭黃紙詔書, 嚴禁錢謙益､ 屈大均､ 金堡三人遺集, 毁板焚燒, 勿遺片 , 蔵 抵罪. 

葢謙益則以明朝宰相, 投降淸朝, 而其述詩文, 侵斥不已. 大均､ 堡革世後, 托跡編流, 

亦斥淸朝故也. 至若已死於明朝 , 如黃道周､ 劉宗周輩, 其於䟽章間, 或有凌侮淸人

之語, 此係爲其本朝, 只可林去侵斥之句語, 亦爲謄寫四庫全書中, 其大畧如此. 問琉

璃廠書四陶生, 則以爲塗抹句語之書, 如亭林集､ 三魏集之類, 可至三百餘種云.｣ <盎

葉記[三]⋅四庫全書>, 《靑莊館全書》 卷56, 《韓國文集叢刊》 258冊, 540下쪽. 

38) 《규장총목⋅明史一百十本》: ｢《明史》遜國事實, 書以宮中火起, 帝不知所從, 而如《從亡

隨筆》, 《致身 》等無稽之 , 一切芟去. 道學則並於儒林, 曆志則詳於法原, 視前代諸

史體例彌嚴, 顧炎武, 朱彝 之功居多.｣ 101쪽.

39) 《규장총목⋅明一統志》: ｢明儒顧炎武極論此書之紕繆, 以爲當日儒臣令稍知今古何爲至

此, 爲之太息. 蓋如臨泃唐縣也, 而錯 漢縣. 叚遼人名也, 而認爲國名, 金宣宗之葵

在大梁也, 而列之於房山諸陵. 平州地之偶, 名朝鮮也, 而書之以箕子受 . 其他文字

之誤, 引事實之舛 , 無俟博雅之見, 已不勝其虧漏之著. 此書纂輯始自永樂訖於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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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역사서에 대한 《규장총목》의 관심은 사부에 수록된 명대 관련 史書의 수와 내용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규장총목⋅사부》에 수록된 서적가운데 明史관

련 서적의 수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총 수록 

서  수

明史 련 

서  수
비고

正史類 27 2

編年類 16 4

別史類 48 18
(淸)陳鼎 《雷溪外傳》은 명 와 청 의 인물을 모두

수록하고 있어서 명사 련 서 의 통계에서 제외하 음.

掌故類 15 4

地理類 22 4

鈔史類 2 0

譜系類 1 0

總目類 3 0

총 134종의 수록 서적가운데 약 23.8%에 달하는 32종의 서적이 명대 역사와 

관련된 것이다. 위 표의 수록상황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별사류｣ 부분이

다. 총 수록 서적의 37.5%가 명대 사서이다. 《규장총목》에 수록된 저작가운데 약 

50%가 명대 서적(343종)이고 25%가 청대 저작(171종)이다.40) 그러나 ｢별사류｣
에 단 2종류의 서적만이 청대 역사와 관련된 서적임을 고려한다면 18종의 명사 관

련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조시기 明史에 대한 조선 왕실의 관심이 매우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별사류｣에 수록된 명사 관련 서적의 내용과 경향

성이다. 이 문제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규장총목⋅별사류》에 수록되어 있

當時之優假責成, 豈不爲久遠傳信之圖而聊且粗略, 曾不致意負朝廷委畀之意, 取後人

抉摘之譏惜哉!｣ 152쪽.

40) 정호훈, <《규장총목》과 18세기 후반의 조선의 외래지식집성>,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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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사 관련 서적이 《사고전서총목》에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

유는 《규장총목》과 《사고전서총목》은 18세기 조선과 청 양국의 학술경향을 대표하

는 목록으로 이 두 목록의 비교를 통해 조선과 청의 서로 다른 학술 경향을 일정부

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41) 먼저 《규장총목⋅별사류》에 수록되어 있는 18종의 

명사 관련 서적 가운데 (淸)陳鼎(1650~?) 《東林列傳》만이 《四庫全書總目⋅史

部⋅傳記二》에 수록되어 있고42) 나머지는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현상

은 《규장총목⋅사부》의 다른 類目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즉, ｢지리류｣에 수

록된 (明)李賢(1408~1466)의 《明一統志》가 《四庫全書總目⋅史部⋅地理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명사 관련 서적은 모두 《四庫全書總目⋅史

部》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규장총목⋅사부》에 수록된 총 32종의 명사 

관련 서적가운데 단 2종만이 《사고전서총목⋅사부》에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가장 핵심

적인 것은 청대 이전의 史書 가운데 청의 원류인 만주족에 대한 기록(특히 만주족

을 이민족으로 폄훼하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록들

은 청 조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청 조정은 

《사고전서》를 편찬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서적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

신들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기록이 담긴 서적을 ｢應禁書籍｣, 
｢違礙書籍｣, ｢悖妄書籍｣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대다수의 경우 《사고전서》에 

수록하지 않는다. 《四夷 》, 《女直 》, 《東夷 略》 등이 이 방면의 대표적인 예이

다.43) 흥미로운 것은 위에서 언급한 32종의 명대 관련 역사서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41)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례는 김호, <18世紀後期朝鮮朝廷的中國圖書蒐集

及其學術風尙—以《奎章總目》爲討論的範圍>, 120-123쪽을 참고할 것.

42) (淸)陳鼎《東林列傳》은 본래 ｢應禁書籍｣으로 취급되어 졌다.(｢湖北巡撫姚成㤠奏解第

十一次査繳應禁各書並繕單呈覽摺(湖北省第十一次査繳應禁書籍倂書板淸單)｣, 《簒修

四庫全書欓案》, 1655쪽) 그러나 후에 사료 가치를 인정받아 《四庫全書》에 수록된 것

이다. 《四庫全書總目提要⋅東林列傳》曰: ｢俾讀 論世知人, 得以辨別賢奸, 而深思其

熏蕕雜厠之所以然. 前事不忘, 後事之師, 其亦千古衡鑑矣.｣ 1599쪽.

43) ｢閩浙總督陳輝祖奏繳應禁書籍摺(査繳應禁書籍淸單)｣, 張書才, 呂 , 中國第一歷史

檔案館, 《簒修四庫全書檔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1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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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명 출처

編年類 吾學編

江西巡撫郝碩奏解燬書籍板片並請展限檢繳摺(彙解銷燬書

籍板片淸單)44);直隷總督袁守侗奏彙繳應禁書籍情形摺(査

出違禁書目)45)

別史類 明政統宗
署雲南巡撫劉秉恬奏 旨査繳應禁書籍並請展限一年摺(淸

單)46)

別史類 孤樹
江 巡撫楊魁奏續繳應燬書籍並再實力妥辨摺( 州書局收

繳違礙書目淸單)47) 

別史類 啓禎野乘
山東巡撫國泰奏繳應燬違礙書籍板片摺(山東省査出應燬書

目淸單)48)

別史類 明季遺聞 直隷總督袁守侗奏彙繳應禁書籍情形摺(査出違禁書目)49)

別史類 三藩紀事本末 直隷總督袁守侗奏彙繳應禁書籍情形摺(査出違禁書目)50)

別史類 三朝要典
山東巡撫國泰奏繳應燬違礙書籍板片摺(山東省査出應燬書

目淸單)51)

別史類 (皇明)名臣 行

江 巡撫楊魁奏續繳應燬書籍並再實力妥辨摺( 州書局收

繳違礙書目淸單)52)/直隷總督袁守侗奏彙繳應禁書籍情形

摺(査出違禁書目)53)

地理類 廣輿記
閩浙總督陳輝祖奏第二十二次繳 應燬書籍摺(第二十二次

奏繳應禁書目淸單)54)

掌故類 國故典彙
湖北巡撫姚成㤠奏解第十一次査繳應禁各書並繕單呈覽摺

(湖北省第十一次査繳應禁書籍倂書板淸單)55)

掌故類 大明 典 直隷總督袁守侗奏彙繳應禁書籍情形摺(査出違禁書目)56)

《사고전서》를 편찬할 당시 명대 역사서에 대한 청 조정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고

도 치 했다. 특히 明末의 野史 및 관련 인물들의 저작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

용조사를 통해 禁燬書籍을 구별해 내었다. 예를 들어 《규장총목⋅별사류》에 수록되

44) 《簒修四庫全書檔案》, 1281쪽.

45) 《簒修四庫全書檔案》, 1304쪽.

46) 《簒修四庫全書檔案》, 1402쪽.

47) 《簒修四庫全書檔案》, 1025쪽.

48) 《簒修四庫全書檔案》, 1368쪽.

49) 《簒修四庫全書檔案》, 1368쪽.

50) 《簒修四庫全書檔案》, 1367쪽.

51) 《簒修四庫全書欓案》, 1308쪽.

52) 《簒修四庫全書檔案》, 1027쪽.

53) 《簒修四庫全書檔案》, 1364쪽.

54) 《簒修四庫全書檔案》, 1625쪽.

55) 《簒修四庫全書檔案》, 1653쪽.

56) 《簒修四庫全書檔案》, 1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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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皇明寶訓》과 같은 저작들에 대해서 《사고전서》 편찬 관련 기록에는 ｢이전 

명대의 《實 》이나 《寶訓》 등은 이미 없앨 것을 아뢰었다(從前明代《實 》, 《寶訓》

已經奏明銷燬)｣라고 기록되어 있다.57) 그러나 ｢違礙｣부분이 존재하는 명대 관련 

저작이라고 할지라도 명의 멸망과 청의 건국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저작은 《사고

전서》에 수록하 는데 《明名臣奏議》가 대표적인 예이다.58)

결론적으로 《규장총목⋅사부》에 존재하는 2개의 ｢臣謹按｣은 명대 역사서에 대한 

조선 왕실과 규장각신들의 관심을 반 하는 것이다. 동시에 수록되어 있는 서적은 

대부분 청 조정에서 《사고전서》를 편찬할 당시 ｢違礙書籍｣으로 분류되었던 것들이

었다. 이를 통해 명대 역사서에 대한 《규장총목》과 《사고전서총목》의 서로 다른 입

장을 알 수 있다. 

4. 西學 수용에 한 입장

《규장총목》의 ｢曆算類｣에는 총 10종류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渾

蓋通憲圖說》과 《治曆緣起》에서 ｢臣謹按｣의 내용이 발견된다. 《奎章總目》에 존재

하는 ｢臣謹按｣이 모두 10편임을 감안할 때 ｢曆算類｣에만 2편이 존재한다는 사실

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내용적으로 볼 때 《渾蓋通憲圖說》 條에 수록된 ｢臣謹按｣은 渾天, 蓋天 및 通憲

의 개념과 渾蓋通憲圖에 나타나는 晝短規, 赤道規, 晝長規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낮에는 시각을 살피고 밤에는 별자리를 고찰하니 실제로 이 천체 관측기구의 신묘

한 변화이고 오묘한 쓰임이다(晝察時刻, 夜 星辰, 實 象之神變妙用)｣59)라고 

渾蓋通憲圖의 기능을 높게 평가한다. 《治曆緣起》 條에서는 먼저 ｢숭정부터 강희 

초까지 중서 역법으로 (천문을)비교 측량한 내용의 상주문(自崇禎末至淸康熙初中

57) ｢應銷燬書籍總檔｣, 《簒修四庫全書檔案》, 1741쪽.

58) 《簒修四庫全書檔案》: ｢除《明史⋅本傳》外, 所有入四庫全書諸人文集, 均當廣爲蒐採, 

裒集成編. 卽有違礙字句, 祗 略爲節潤, 仍 全文 入, 不可刪改. 此事關係明季之

所以亡, 我朝之所以 , 敬怠之分, 天人之際, 不可不深思遠慮, 觸目驚心.｣ 1429쪽.

59) 《奎章總目⋅渾蓋通憲圖說》: ｢渾天譬如塑像, 蓋天譬如繪像. 通憲卽渾天之影而蓋天

之法也. 南北兩極爲心, 晝短規爲 外, 赤道規爲次內, 晝長規爲 內. 三規旣具, 然

後地平隨北極而高低, 黃道隨日躔而游移, 晝察時刻, 夜 星辰, 實 象之神變妙用

也.｣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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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二法 測之章奏).｣이라고 이 서적이 내용을 설명한다. 뒤이어 ｢臣謹按｣에서는 

崇禎7년 9월에 徐光啟(1562~1633)와 衣인 魏文魁가 함께 月食을 관찰하고 

예측했던 中西 曆法論爭의 始末을 소개하고 있다. 그 결과 서양 역법을 이용한 徐

光啟(1562~1633)의 승리로 끝나 명 조정에서 서양 역법을 채택하려 했으나 나라

가 망하여 결국에는 청대 康熙년간에 湯若望(J. A. Schall vonBell, 1591~ 

1666) 등이 강희제의 명을 받아 ｢時憲曆法｣을 제작하여 시행되게 되었음을 설명

하고 있다.60) 소위 ｢時憲曆法｣은 ｢崇禎曆法｣을 가리킨다. ｢崇禎曆法｣은 137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당시 유럽의 중요한 천문학 저작을 거의 다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托勒密(Claudius Ptolemais)와 第谷(Tycho Brahe)의 이론을 중점적으

로 설명하면서 서방 고전 천문학이론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崇禎曆法｣은 明朝가 멸망하면서 정식으로 반포되지 못하 다. 청조가 건국되고 

湯若望이 부분적으로 내용을 삭제하여 103권으로 만들어 治2년(1645)에 청 조

정에 進程하 다. 순치제는 그 서명을 《西洋新法曆書》로 바꾸고 반포하 다. 

《渾蓋通憲圖說》과 《治曆緣起》에 대한 규장총목의 안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규장총목 편찬자들이 중국 천문학 분야의 발전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이해를 하고 있

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학 서적의 중국 천문학에 대한 향 문제를 매우 정확하

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는 서학 천문학 서적에 대한 규장총목의 긍정적 평가임에 틀

림없다. 《규장총목⋅曆算類》에 수록된 서적 9종 가운데 《五經籌術》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학 관련 서적이다.61) 徐光啓가 비록 중국인이지만 《西洋新法曆書》 역시 

60) 《奎章總目⋅治曆緣起》: ｢明崇禎時, 日食屢不驗, 帝責臺官. 禮部尙書徐光啟疏 , 本

朝曆數 用郭守敬《授時法》, 而元時嘗當食不食, 守敬且爾無恠臺官之失驗. 遂請用西

洋人湯若望新曆, 帝可之. 衣魏文魁 , 中曆本自不差, 西法 古不合, 上疏詆之. 

帝命開中西兩局 測日食, 以審優劣. 光啓, 文魁各 測日食, 具藁上之. 及食, 光啓

驗, 魏魁不驗, 乃命定用西法. 未幾國變, 不得施行. 至淸康熙初, 勅湯若望等開局於

首善書院, 基用西法推步行《時憲曆法》.｣ 209쪽.

61) 수록 서적은 1. (北周) 鸞撰, (唐)李淳風註, 《五經籌(算)術》/ 2. (明)徐光啓, 《西洋

新法曆書》/ 3. (西)利瑪竇授, 李之藻 , 《渾蓋通憲圖說》/ 4. (未詳撰人), 《治曆緣

起》/ 5. (西)南懷仁撰, 《 象志》/ 6. (西)戴進賢, 梅穀成等撰, 《數理精蘊》/ 7. (西)

戴進賢等撰, 《八線表⋅ 數闡微⋅ 數表⋅八線 數表》/ 8. (西)戴進賢, 梅穀成等

撰, 《欽若曆書》/ 9. (西)劉松齡撰, 《曆象 成後編》 등이다.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것은 《治曆緣起》는 서광계와 李天經(1579~1659)이 이끌었던 曆局에서 황제에게 올

린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규장총목》이 《治曆緣起》의 작자를 미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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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 관련 서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서광계의 저작까지 포함한다면 서양 예

수회 선교사 및 서학 관련 저작은 총8종에 이른다. 

흥미로운 것은 서학(특히 천문학)에 대해 《규장총목》과 《사고전서총목》의 입장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규장총목》에 수록되어 있는 서학관

련 서적들이 《사고전서총목》에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서명 규장총목
사고

서총목

經部⋅ 學類 西儒耳目資 수록 수록

史部⋅地理類 坤輿圖說 수록 수록

子部⋅曆籌類

五經籌術 수록 수록

西洋新法曆書 수록 수록

渾蓋通憲圖說 수록 수록

治曆緣起 수록 수록

象志 수록 수록

八線表⋅ 數闡微⋅ 數表⋅八線 數表 수록 수록

欽若曆書 수록 수록

曆象 成後編 수록 수록

표의 내용과 같이 《규장총목》에 수록되어 있는 서학관련 서적들은 모두 《사고전

서총목》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같은 수록상황은 사부의 명사관련 저작들의 수록상황

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8세기 후반에 《규장총목》을 통해 우리는 당시 

정조와 규장각신들이 서학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

으며 이 점은 《사고전서》를 편찬할 당시 청 조정의 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규장총목》과 《사고전서총목》을 조사하여 보면 서학가운데 종교와 관련된 서적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18세기 후반 

조선과 청은 모두 과학기술 방면에서는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지만 종교로서

의 서학은 매우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



《奎章總目》의 ｢臣謹按｣ 硏究  95

Ⅲ. 나오는 말

본문은 《규장총목》이라는 조선 왕실의 장서 목록을 청과 조선간의 서적 교류 및 

동아시아 학술사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먼저 《규장총목》이 단순한 

왕실 장서 목록이 아니라 18~19세기 조선의 학술 사상을 조명할 수 있는 좋은 창

구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규장총목》 ｢臣謹按｣의 내용에는 당시 학술계에 

가장 큰 향력을 갖고 있었던 정조와 규장각신들의 학술적 관점이 그대로 담겨 있

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규장총목》 ｢臣謹按｣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중국의 전통 학술사상과의 동질성

과 이질성을 함께 엿볼 수 있다. 다만 동질성은 특정 서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서 드러난다. 즉, 《說文長箋》과 《朱子晩年全論》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규장총목》의 

학술 관점이 《사고전서총목》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질

성보다는 이질성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규장총목》은 《십삼경주소》와 《사서집

석》의 예를 통해 경전 해석 방법에 있어서 명⋅청 학자들의 경전 해석 방법에 이의

를 제기하고 동시에 주자학에 대한 존숭을 통해 18세기 청조 학술계에서 성행하고 

있던 漢學에 대해 의미 있는 비평을 전개한다. 동시에 明史 관련 서적에 대해서도 

《사고전서총목》과는 구별되는 학술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학이라는 

외래문화의 수용에 있어서는 《규장총목》과 《사고전서총목》의 태도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이 바로 《규장총목》의 ｢臣謹按｣을 통해 18~19세기 조

선 왕실과 학계가 지향하고 있는 학술적 경향성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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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Kyujangchongmok” (the library catalogue of the Kyujanggak (the 

royal library of the Joseon Dynasty)) is a library catalogue through 

which we can look at the book collection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s royal family in the 18th~19th century and at the patterns 

of the family’s acceptance of Chinese culture. To date, most of 

previous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f the catalogue have been 

conducted from a bibliographical perspective, analyzing and arranging 

the background to the compilation of the catalogue, the period of the 

compilation, the classification system, its characteristics, etc. But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studies considering the catalogue of 

the royal family in terms of the book exchanges between the Joseon 

Dynasty (朝) and the Qing Dynasty (淸) and of the East Asian 

academic history. Notably, it is more difficult to find previous 

studies of “Shinggeunan” (臣謹按: the retainer’s advice for the king), 

through which we can directly assess the academic tenden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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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of the compiler. This paper aims to analyze in depth the 

contents of “Shinggeunan” (臣謹按) of the catalogue, considering the 

achievements and inadequate aspects of the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rough the in-depth analysis, it intends to look at the 

positions of the royal family and scholars on Chinese studies in the 

reign of King Jeong-Jo.

【主題語】

《규장총목》, ｢신근안｣, 《사고전서총목》, 朝⋅淸 서적교류, 장서문화

《奎章总目》, ｢臣謹按｣, 《四库全书总目》, 朝⋅淸 书籍交流, 藏書文化

“Kyujangchongmok”, “Shinggeunan”, “Sikuquanshuzongmu”, the book 

exchanges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the Qing Dynasty, book 

collecti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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