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目 次

東洋古典譯註叢書를 발간하면서

解 題

凡 例

參考書目

目 次

曾文定公文抄引 ≪曾文定公文抄≫에 대한 서문[引] / 29

曾文定公本傳 文定公 曾鞏에 관한 正史의 傳記 / 31

卷1 疏․箚․狀

01. 熙寧轉對疏 熙寧 때 輪對할 당시 올린 疏 / 35

02. 移滄州過闕上殿疏 滄州知州로 전보되어 대궐을 지나다가 大殿에 올린 疏 / 46

03. 議經費箚子 국가의 경비 지출을 논한 차자 / 64

04. 請減五路城堡箚子 五路 城堡의 수효를 줄일 것을 청한 차자 / 69

05. 明州擬辭高麗送遺狀 明州에서 고려 사신이 주는 예물을 사양해야 한다는 뜻

으로 조정에 올리기 위해 썼던 奏狀 / 75

06. 請令州縣特擧士箚子 州縣에서 학생을 특별히 천거하게 할 것을 청한 차자 / 80

卷2 書

01. 上范資政書 范資政께 올린 편지 / 90

02. 上歐陽學士第二書 歐陽學士께 올린 두 번째 편지 / 95



24 唐宋八大家文抄 曾鞏

03. 上蔡學士書 蔡學士께 올린 편지 / 100

04. 上歐蔡書 歐陽脩와 蔡襄께 올린 편지 / 106

05. 福州上執政書 福州에서 執政께 올린 편지 / 114

06. 謝杜相公書 杜相公께 사례한 편지 / 124

卷3 書

01. 上杜相公書 杜相公께 올린 편지 / 128

02. 與杜相公書 杜相公께 보낸 편지 / 134

03. 與孫司封書 孫司封에게 보낸 편지 / 136

04. 與撫州知州書 撫州知州에게 보낸 편지 / 142

05. 與王介甫第二書 王介甫께 보낸 두 번째 편지 / 143

06. 寄歐陽舍人書 歐陽舍人께 부친 편지 / 147

07. 答范資政書 范資政에게 답한 편지 / 152

08. 答王深甫論揚雄書 王深甫가 揚雄에 관해 논한 것에 답한 편지 / 154

09. 答孫都官書 孫都官에게 답한 편지 / 162

卷4 序

01. 戰國策目錄序 ≪戰國策≫에 관한 목록서 / 165

02. 南齊書目錄序 ≪南齊書≫에 관한 목록서 / 170

03. 梁書目錄序 ≪梁書≫에 관한 목록서 / 175

04. 陳書目錄序 ≪陳書≫에 관한 목록서 / 180

05. 太祖皇帝總序 <太祖本紀>에 관한 총서 / 184

06. 新序目錄序 ≪新序≫에 관한 목록서 / 202

07. 列女傳目錄序 ≪列女傳≫에 관한 목록서 / 206

08. 說苑目錄序 ≪說苑≫에 관한 목록서 / 213

09. 徐幹中論目錄序 徐幹의 ≪中論≫에 관한 목록서 / 217



25

卷5 序

01. 禮閣新儀目錄序 ≪禮閣新儀≫에 관한 목록서 / 220

02. 李白詩集後序 ≪李白詩集≫에 쓴 후서 / 226

03. 范貫之奏議集序 ≪范貫之奏議集≫에 쓴 서문 / 230

04. 强幾聖文集序 ≪强幾聖文集≫에 쓴 서문 / 233

05. 王子直文集序 ≪王子直文集≫에 쓴 서문 / 236

06. 王深父文集序 ≪王深父文集≫에 쓴 서문 / 239

07. 王平甫文集序 ≪王平甫文集≫에 쓴 서문 / 241

08. 齊州雜詩序 ≪齊州雜詩≫에 쓴 서문 / 244

09. 先大夫集後序 先大夫의 文集에 쓴 후서 / 246

10. 相國寺維摩院聽琴序 相國寺 維摩院에서 거문고 소리를 듣고 쓴 서문 / 251

11. 類要序 ≪類要≫에 쓴 서문 / 256

卷6 序

01. 送傅向老令瑞安序 瑞安縣令으로 부임하는 傅向老를 전송하는 서문 / 259

02. 送丁琰序 丁琰을 전송하는 서문 / 260

03. 送周屯田序 周屯田을 전송하는 서문 / 265

04. 送趙宏序 趙宏을 전송하는 서문 / 268

05. 送江任序 江任을 전송하는 서문 / 272

06. 館閣送錢純老知婺州詩序 館閣에서 知婺州로 부임하는 錢純老를 전송하는 詩

의 서문 / 276

07. 贈黎安二生序 黎生과 安生 두 사람에게 주는 서문 / 278

08. 送蔡元振序 蔡元振을 전송하는 서문 / 281

09. 敍盜 도적들의 신상명세서에 쓴 서문 / 284

10. 序越州鑑湖圖 越州鑑湖圖에 쓴 서문 / 287

11. 送李材叔知柳州序 知柳州로 부임하는 李材叔을 전송하는 서문 / 300



26 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卷7 記

01. 筠州學記 筠州의 州學에 쓴 기문 / 304

02. 宜黃縣學記 宜黃縣의 縣學에 쓴 기문 / 308

03. 灜州興造記 灜州의 건설공사에 관한 기문 / 315

04. 繁昌縣興造記 繁昌縣의 건설공사에 관한 기문 / 319

05. 洪州新建縣廳壁記 洪州 新建縣 縣廳의 壁에 쓴 기문 / 323

06. 齊州二堂記 齊州에 있는 두 堂에 쓴 기문 / 325

07. 廣德湖記 廣德湖에 관한 기문 / 329

08. 襄州宜城縣長渠記 襄州 宜城縣의 長渠에 관한 기문 / 334

卷8 記

01. 徐孺子祠堂記 徐孺子의 祠堂에 쓴 기문 / 340

02. 閬州張侯廟記 閬州의 張侯廟에 쓴 기문 / 344

03. 撫州顔魯公祠堂記 撫州의 顔魯公祠堂에 쓴 기문 / 348

04. 尹公亭記 尹公亭에 쓴 기문 / 353

05. 墨池記 墨池에 쓴 기문 / 356

06. 飮歸亭記 飮歸亭에 쓴 기문 / 358

07. 廣德軍重修鼓角樓記 廣德軍에 있는 重修한 鼓角樓에 쓴 기문 / 361

08. 歸老橋記 歸老橋에 쓴 기문 / 364

09. 越州趙公救菑記 越州 趙公의 구황정책에 관한 기문 / 367

卷9 記․傳

01. 淸心亭記 淸心亭에 쓴 기문 / 372

02. 醒心亭記 醒心亭에 쓴 기문 / 374

03. 擬峴臺記 擬峴臺에 쓴 기문 / 376

04. 道山亭記 道山亭에 쓴 기문 / 380

05. 學舍記 學舍에 쓴 기문 / 384

06. 南軒記 南軒에 쓴 기문 / 387



27

07. 鵝湖院佛殿記 鵝湖院의 佛殿에 쓴 기문 / 391

08. 仙都觀三門記 仙都觀의 三門에 쓴 기문 / 393

09. 分寧縣雲峰院記 分寧縣의 雲峰院에 쓴 기문 / 395

10. 萊園院佛殿記 萊園院의 佛殿에 쓴 기문 / 398

11. 洪渥傳 洪渥에 관한 전기 / 401

卷10 論․議․雜著

01. 唐論 唐나라에 관한 논설 / 404

02. 講官議 講官에 관한 의견 / 408

03. 公族議 公族에 관한 의견 / 411

04. 爲人後議 大宗의 後嗣가 되는 것에 관한 의견 / 416

05. 救災議 구황정책에 관한 의견 / 429

06. 書魏鄭公傳後 <魏鄭公傳> 뒤에 쓰다 / 438

07. 蘇明允哀辭 蘇明允에 대한 애사 / 443

附 錄

1. 韓國 古文獻 所載의 曾鞏 關聯資料 / 448

2. 韓․中․日의 曾鞏 硏究圖書 및 論文 目錄 / 454





35

宋大家曾文定公文抄 卷1

疏․箚․狀

01. 熙寧轉對疏＊ 熙寧 때 輪對할 당시 올린 疏

＊ 본 편은 작자의 나이 50세 때인 神宗 熙寧 2년(1069)에 實錄檢討官으로 있다

가 越州通判으로 부임하면서 올린 상소이다. 神宗이 즉위하여 堯舜시대와 같은

치적을 이루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적출하여,

“그 근본을 올바로 세우면 만사가 다스려진다.[正其本 萬事理]”는 논리를 전개

하면서 儒家에서 추구하는 誠意ㆍ正心ㆍ修身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을 세

울 것을 권하였다. 經典의 내용과 역사사실을 근간으로 하여 논변과 충고를 적

절히 결합함으로써 어조가 완곡하면서도 엄중하여 강한 설득력을 지녔다. 轉對

는 輪對와 같다. 송나라 때 신료들이 5일 간격으로 한 사람씩 번갈아 內殿으로

올라가 時政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개진하였는데 이 일을 말한다.

勸學二字는 公之所見正하고 所志亦大나 而惜也才不足以副之라 故不

得見用於時라 姑錄而存之하여 以見公之槪하니라

‘勸學’ 두 글자에 대해 공의 견해가 바르고 뜻한 바도 컸다. 하지만 아쉽

게도 재주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대에 크게 등용되지 못하

였다. 우선 초록하여 남겨 공의 대체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하였다.

准1)御史臺2)告報臣寮朝辭3)日具轉對하니이다 臣愚淺薄하여 恐言不足采나 然臣竊

觀唐太宗卽位之初에延群臣與論天下之事하여而能絀封倫하고 用魏鄭公之說4)하니

所以成貞觀之治요 周世宗初卽位에 亦延群臣하여 使陳當世之務하여 而能知王朴之

可用이라 故顯德之政이 亦獨能變五代之因循하니이다 夫當衆說之馳騁하여 而以獨見

之言으로陳未形之得失일새此聽者之所難也라然二君能辨之於群衆之中而用之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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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收一時之效하니此後世之士所以常感知言之少하고而頌二君之明也니이다今陛下

始承天序하여 亦詔群臣하여 使以次對5)나 然且將歲餘에 未聞取一人하고 得一言하니

豈當世固乏人하여 不足以當陛下之意與잇가 抑所以延問者 特用累世之故事하여 而

不必求其實歟잇가 臣愚竊計殆進言者未有以當陛下之意也라하노이다 陛下明智大略은

固將比跡於唐虞三代之盛이니如太宗世宗之所至는恐不足以望陛下라故臣之所言도

亦不敢效二臣之卑近하노이다伏惟陛下는超然獨觀於世俗之表하여詳思臣言而擇其

中하시면則二君之明이豈足道於後世며而士之懷抱忠義者가豈復感知言之少乎잇가

臣所言如左니이다

御史臺의 통보에 의하면 신료들에게 朝辭하는 날 轉對할 내용을 준비하라고 하셨

습니다.

신은 우매하고 학식이 얕아 신이 하는 말이 채용할 만한 것이 못 될 소지도 있습니

다. 그러나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唐 太宗은 즉위 초기에 뭇 신료를 영접하여 함께

천하의 일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封倫의 주장을 배격하고 魏鄭公(魏徵)의 설

을 채용하였으니, 이 때문에 貞觀(唐 太宗의 연호)의 치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後周 世宗(柴榮)은 즉위 초기에 그 또한 뭇 신료를 영접하여 당대의 정사에 대한 의

견을 개진하게 하고 이를 통해 王朴을 크게 등용할 만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 때문

에 顯德(後周 世宗의 연호)의 정사가 또한 五代의 고식적인 정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여러 설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독창적인 말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의

득실을 개진하게 되면 이것은 그 말을 듣는 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

나 저들 두 군주는 능히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비범하다는 것을> 가려내 등용

함으로써 한때의 성과를 거두었으니, 이 때문에 후세의 선비들이 항상 옳은 말을 알

아주는 경우가 적음을 유감으로 여기면서 저 두 군주의 혜안을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제왕의 계통을 이어받은 초기에는 역시 뭇 신료에게 명하여 次對하

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한 해가 지났는데도 한 사람의 인재를 취했거나 한

마디 좋은 건의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당대에 진정 인

재다운 인재가 없어 <개진하는 내용이> 폐하의 의중을 충분히 채워드리지 못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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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것입니까? 아니면 신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처가 그저 과거 군주들의 의례적

인 고사만 따르고 굳이 그 내실을 추구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신은 삼가 헤아

려보건대, 아마도 진언한 자가 폐하의 의중을 채워드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폐하의

밝으신 지혜와 큰 계책은 진정 앞으로 堯舜과 三代(夏ㆍ殷ㆍ周)의 거룩한 치적과 어

깨를 나란히 할 만하고 太宗과 世宗이 도달했던 그 정도는 폐하의 역량으로 보아 하

찮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올리는 말씀도 감히 저들 두 신하(魏徵ㆍ王朴)

의 천근한 견해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초연히 세속 사람

들의 통속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신이 올리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좋은 점을

골라 행하신다면 저들 두 군주의 밝은 지혜가 어찌 후세에 거론될 만한 거리가 되겠

으며, 충성과 의리를 가슴에 품은 선비들이 어찌 다시 옳은 말을 알아주는 사람이 적

다고 유감스러워하겠습니까? 신이 올리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准：공문에 사용하는 투식어로, 許可 또는 依據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唐나라

와 五代 때부터 사용하였다.

2) 御史臺：조정 관리의 잘못을 사찰하고 탄핵하는 임무를 담당한 사정관의 하나

이다.

3) 朝辭：지방관에 임명된 관리가 조정에 나아가 천자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

는 일이다.

4) 唐太宗卽位之初……用魏鄭公之說：唐 太宗이 즉위하여 신하들에게 한탄하기를

“지금 큰 난리를 치른 뒤라서 천하를 다스리기 어렵겠구나.”라고 하자, 魏徵이

말하기를 “큰 난리 뒤에는 다스리기가 쉽습니다. 비유하자면 굶주린 자에게 밥

을 먹이기 쉬운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五帝 三王이 행했던 仁義政治를 행

할 것을 권하였다. 이에 대해 封倫은 후세에는 인심이 혼탁해져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였으나 唐 太宗은 魏徵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新唐書 魏徵列傳≫

5) 今陛下始承天序……使以次對：神宗이 治平 4년(1067) 2월에 즉위하여 그해

11월에 2차에 걸쳐 내외 文武官으로 하여금 인재를 천거할 것을 명하였고, 12

월에 또 매일 轉對할 관리를 2인으로 추가할 것을 명하였다.

臣伏以陛下는 恭儉慈仁하여 有能承祖宗之德하고 聰明睿智하여 有能任天下之材하니

이다卽位以來로早朝晏罷하고廣問兼聽하여有更制變俗하고比迹唐虞之志하니此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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群臣之所能及也니이다 然而所遇之時 在天則有日食星變之異1)하고 在地則有震動

陷裂水泉湧溢之災2)하고 在人則有饑饉流亡訛言相驚之患하니 三者皆非常之變也

니이다 及從而察今之天下하여는 則風俗日以薄惡하고紀綱日以弛壞하며 百司庶務一

切文具而已니이다內外之任은則不足於人材하고公私之計는則不足於食貨하며近則

不能不以盜賊爲慮하고 遠則不能不以夷狄爲憂하니 海內智謀之士는 常恐天下之勢

不得以久安也하니이다 以陛下之明으로 而所遇之時如此하니 陛下有更制變俗하고 比

迹唐虞之志면則亦在正其本而已矣니이다易에曰正其本이면萬事理라하니臣以謂正

其本者는 在陛下得之於心而已니이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공손하고 검소하며 인자하시어 祖宗(帝王의 선

조)의 덕을 계승하였고, 총명하고 지혜로워 천하의 인재를 가려 정사를 맡기실 수 있

습니다. 즉위하신 이후 이른 아침에 조정에 나오시어 정무를 처리하고 저녁 무렵에야

조회를 파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묻고 청취하여 제도와 풍속을 바꾸고

堯舜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겠다는 뜻을 지니셨으니, 이는 뭇 신하가 미쳐 갈 수 없습

니다. 그러나 지금 만난 시점이 천상에는 日蝕과 별자리의 이변이 있고, 지상에는 지

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지하수가 터져 나와 사방이 범람하는 재앙이 있으며, 인간 세

상에는 기근으로 인해 각지로 유랑하고 유언비어로 서로 소란을 피우는 우환이 있으

니, 이들 세 가지는 모두 비상한 변고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천하를 살펴보면 풍속은 나날이 각박해지고 기강은 나날이 해이

해지며 모든 관리의 온갖 정무가 일체 내실이 없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內外의 관직

은 <그것을 맡길 만한> 인재가 부족하고 公私의 계책은 <그것을 운영할 만한> 재력이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가깝게는 도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멀게는 변방 이민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천하의 지모 있는 선비는 항상 천하의 형세가 오랫동안 편안

을 유지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폐하의 밝으신 지혜로도 지금 만난 때가 이와

같으니 폐하께서 제도와 풍속을 바꾸고 요순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겠다는 뜻을 지니셨

다면, <해결책은> 또한 그 근본을 올바로 세우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易經≫에 “그

근본을 올바로 세우면 만사가 다스려진다.” 하였는데, 신은 그 근본을 올바로 세우는

일은 오직 폐하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자득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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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1) 在天則有日食星變之異：熙寧 원년(1068) 1월 1일에 일식이 일어났고, 7월에

熒惑星이 낮에 나타났으며, 8월 1일에는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고대의 점술

가가 주장하기를, 일식은 陰이 陽을 침범한 것으로 신하가 임금을 능멸하는 현

상인데 임금이 죽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홍수가 날 징조이고, 熒惑星이 낮에 나

타나는 것은 역적, 질병, 병란이 일어날 징조이고,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는 것

은 병란이 일어날 징조라고 하였다. 熒惑星은 火星의 옛 이름이고, 太白星은

金星의 옛 이름이다. ≪宋史 神宗本紀≫

2) 在地則有震動陷裂水泉湧溢之災：治平 4년(1067)과 熙寧 원년에 여러 지역에

서 지진이 일어났다. 治平 4년 8월에는 도성에서, 9월에는 潮州에서, 10월에

는 漳州ㆍ泉州와 建州의 昭武ㆍ興化軍 등지에서 일어났으며, 熙寧 원년 7월에

는 京都에서 두 차례, 河北에서 여러 차례, 8월에는 京都에서 두 차례 일어났

다. 특히 河北에서는 모랫벌이 융기하고 지하수가 터지는가 하면 성곽과 주택

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컸다고 한다. ≪宋史 英宗本紀, 神宗本紀≫

臣觀洪範은所以和同天人之際하여使之無間이니而要其所以爲始者는思也요大學은

所以誠意正心修身하여治其國家天下니而要其所以爲始者는致其知也라故臣以謂

正其本者는在得之於心而已라하노이다得之於心者는其術非他라學焉而已矣니此致

其知所以爲大學之道也라 古之聖人으로 舜禹成湯文武는 未有不由學而成이요 而傅

說周公之輔其君도未嘗不勉之以學이라故孟子以謂學焉而後에有爲면則湯以王하고

齊桓公以霸를皆不勞而能也1)라하니蓋學所以成人主之功德如此니이다 誠能磨礱長

養하여至於有以自得이면則天下之事在於理者未有不能盡也라能盡天下之理면則

天下之事物接於我者 無以累其內요 天下之以言語接於我者 無以蔽其外니이다 夫

然則循理而已矣라 邪情之所不能入也요 從善而已矣라 邪說之所不能亂也니 如是

而用之以持久하고 資之以不息이면 則積其小者 必至於大하고 積其微者 必至於顯하

나니이다古之人自可欲之善而充之하여至於不可知之神2)하고自十五之學而積之하여

至於從心之不踰矩3) 豈他道哉리오 由是而已矣니이다 故曰 念終始典于學4)하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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