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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9세기 말 王國維 선생은 새로운 학문이 시작되는 계기를 출토문물의 발견

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종이에 기록된 자료가 불완전하므로 지하

에서 발견된 출토자료에 의거해야한다는 二種證據法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

된 것이다.1) 李學勤 선생 역시 1970년대 이후 끊임없이 출토되고 있는 고대서

적을 주목하고 이들이 장차 학술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홀히 

할 수 없는 문헌적 가치가 있음을 거론하였다.2)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7-327-A00520)
** 명지대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朱淵淸, ≪再現的文明:中國出土文獻與傳統學術≫: 吾輩生於今日, 幸於紙上之材料外
更得地下之新材料。由此種材料, 我輩固得据以補正地上之材料,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年, 61-62쪽)

2) 李學勤著, 林亨錫譯, ≪잃어버린고리-신출토문헌과 중국고대사상사≫, 학연문화사,
1996年,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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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가문헌 ≪論語≫역시 竹簡本

과 敦煌에서 筆寫本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종이에 쓰여진 문헌을 대상으로 

字義, 編纂者와 傳授者, 文章構造, 思想, 哲學 등을 연구하고 분석하여왔다.

주지하다시피 ≪論語≫는 진시황의 焚書坑儒로 인해 漢代에 여러 가지 판

본이 존재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 魯論語 20篇, 齊論語 22篇, 古論語 21

篇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魯論語와 齊論語은 서로 다른 계보를 통해 전

수되다가 張禹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었고, 이 ≪張侯論≫은 東漢 靈帝 때 熹

平石經에 새겨지면서 그 영향력을 점차 넓혀갔다.3) 東漢 말에 이르면 鄭玄이 

≪張侯論≫을 저본으로 하고 齊論과 古論을 참고하여 ≪論語注≫를 저술하게 

되는데 이 판본이 후대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으나 아쉽게도 지금은 그 원본을 

볼 수 없다.

다행히 淸 光緖 16년(1900년) 스타인의 고고학적 발굴성과로 敦煌 莫高窟

과 吐魯番에서 대량의 ≪論語≫관련 唐寫本 실물들이 발견되었으며, 鄭玄의 

≪論語注≫4), 何晏의 ≪論語集解≫ 등도 이때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

었다. 이러한 출토문헌 ≪論語≫의 발견은 淸代 擬古學派들 사이에 존재하던 

≪論語≫의 주석과 계보 등에 관한 일부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通行

本 내용에서 누락된 문자나 異體字, 誤字 등의 발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미

결된 언어 문자 현상을 해결할 수 있었다.

사실, 엄격히 말하자면 발굴을 통해 발견된 가장 이른 ≪論語≫竹簡本은 漢

代 魯 恭王이 궁실을 넓히는 과정에서 얻어낸 壁中書이다. 이 壁中書에는 戰

3) ≪後漢書․靈帝記≫에는 “희평 4년, 봄, 3월에 유학자들을 불러 오경문자를 바로잡고 돌
에 새겨 태학문 밖에 세웠다.”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喜平石經”이다. 石經≪論語≫
가 근거로 삼는 底本은 ≪魯論語≫의 판본인 “張侯論”이다.

4) 敦鄭本 이란 1959년부터 1975년까지 新彊 투루번, 감숙 돈황 등의 고대 석굴 및 묘장
에서 발견된 30여건의 唐寫本≪論語鄭氏注≫殘卷을 일컫는다. ≪論語鄭氏注≫는 원래 
동한말의 경학대가였던 鄭玄의 注本인대 五代 시기에 散逸되었다. 南宋 시대의 王應麟
과 淸代의 惠棟의 輯佚本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으나 그 분량이 원래 注本의 10분의 1
도 안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투루번 및 돈황에서 출토된 30여건의 唐
寫本은 학계에 ≪鄭注≫를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불어 넣어주었으며 이
미≪鄭注≫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王素, ≪唐寫本論語鄭氏注及其
硏究≫, 文物出版社, 199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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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字로 쓰여진 ≪尙書≫, ≪禮記≫, ≪孝經≫등이 ≪論語≫와 함께 포함되

어 있었다. 또 다른 竹簡本≪論語≫는 ≪晋書․束晳傳≫을 살펴보면 그 내용

을 알 수 있다. 즉, 戰國時代 汲君에서 魏나라 安釐王의 묘를 도굴하면서 발

견된 汲冢書가 있는데, ≪禮記≫ ≪爾雅≫ ≪論語≫의 내용과 유사한 ≪事名≫

3편이 수록되어 있었다고 전한다.5) 그러나 이러한 竹簡 출토 사례는 문헌 기

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 실물은 모두 유실된 상태이다. 따라서 1973년 

河北省 定州市 八角廊村에 소재해 있던 中山懷王 劉修의 무덤에서 발견돤 

定洲漢簡 ≪論語≫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실물 竹簡本 ≪論語≫에 해당한

다.6) 이 竹簡의 제작시기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문물 발굴자

들에 의한 견해로 中山懷王 劉修가 漢 宣帝 五鳳 3年(BC 55)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筆寫本이 적어도 그 이전의 것 일 것으로 추정하는 설이다.7) 또 

하나는 陳東과 唐明貴선생 등이 여러 차례 劉邦의 “邦”字가 “國”으로 避諱된 

점으로 미루어 漢 高祖 劉邦시기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설

이다.8) 발굴보고서 작성자와 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

이가 있기는 하나, 필자는 定洲漢簡 ≪論語≫에 漢代 초기 隸書의 자형이 반

영된 점(부록1 참조)과 26차례 사용된 劉邦의 避諱字 등으로 미루어9), 후자

5) 太康二年，汲郡人不准盜發魏襄王墓，或言安厘王塚，得竹書數十車。其≪紀年≫十三
篇，記夏以來至周幽王爲犬戎所滅，以事接之，三家分，仍述魏事至安厘王之二十年。
蓋魏國之史書，大略與≪春秋≫皆多相應。其中經傳大異，則雲夏年多殷……≪易繇陰陽
卦≫二篇，與≪周易≫略同，≪繇辭≫則異。≪卦下易經≫一篇，似≪說卦≫而異。≪公
孫段≫二篇，公孫段與邵陟論≪易≫。≪國語≫三篇，言楚、晉事。≪名≫三篇，似≪禮
記≫，又似≪爾雅≫、≪論語≫。

6) 이 묘는 전한 말년에 이미 도굴된 바 있으며 도굴범이 묘안에서 큰 불을 내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물이 근래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槨室 동측에 놓여 있던 竹簡
이 불에 타서 이미 탄화된 상태로 변하였고, 이로 인하여 竹簡이 썩는 것을 모면했을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길로 인해 竹簡은 심한 훼손과 散亂을 면하지 못하였고,
1976년 7월 唐山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竹簡을 담아놓은 상자가 뒤집혀서 다시 한 번 
산란과 훼손을 면치 못하였다고 한다. 河北省文物硏究所定州漢簡整理小組, <定州西漢
中山懷王墓竹簡≪論語≫介紹> (執筆: 劉來成)≪文物≫, 1997年 第5期

7) 同注 6

8) 陳東, <關於定州漢墓竹簡≪論語≫的幾個問題>，≪儒家文獻研究≫，2004年12月，齊
魯書社

唐明貴 <定州漢簡≪論語≫硏究槪述>, ≪古籍整理硏究學刊≫, 2007年 第2期

9) 簡本≪論語≫에서 “邦”을 모두 “國”으로 쓴 것을 보면, “邦”은 확실한 避諱字이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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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에 더 주목하였다. 사실 위의 어떤 두 상황에 적용되든 기존에 제작

되었던 죽간본 ≪論語≫가 현존하지 않으므로 인해, 定州漢簡≪論語≫가 가

장 이른 시기의 실물 판본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 竹簡本≪論語≫는 

총 620여 매 분량에 이르나, 아쉽게도 두 차례의 화재와 지진으로 인해 殘簡

이 많은 것이 흠이다. 제작길이를 살펴보면 16.2cm(약 7寸), 너비는 0.7cm

로 다른 유가문헌에 비해 짧기 때문에 아동들이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제작된 

문고판으로 추정되며, 한 개의 竹簡에 19-21字가 기록되어 있다.10)

필자는 이 竹簡本≪論語≫가 “魯論”을 底本으로 하며, 전승한 스승이 다른 

민간 筆寫本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한 바 있다.11)

漢代 초기에는 문헌을 기록하면서 통가자 사용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定州漢簡에 사용된 通假字는 대략 230여조이며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竹簡本≪論語≫가 通假字이고 通行本이 本字인 경우 둘째,

竹簡本≪論語≫가 本字이고 通行本이 通假字인 경우 셋째, 竹簡本≪論語≫

와 通行本이 모두 通假字를 사용한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定州漢簡이 암송을 

통해 기록된 문헌으로 인해12), 불가피하게 通假字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

문에 竹簡本이 本字인 <표1>의 例는 우선 언급하지 않고, 簡本≪論語≫가 通

假字이고 통행본이 本字를 사용한 例만 다루려고 한다.

면 ≪八佾≫편에 “國君爲君兩之好，有反坫”, ≪公冶長≫편에 “至於也國，則曰猶吾大夫
□子也。”, ≪泰伯≫편에 “危國弗入, 亂國弗居”, ≪鄕黨≫편에 “……它國, 再拜……”,
≪子路≫편에 “壹言而興國, 有諸”, ≪季氏≫편에 “國君之妻……異國人稱之亦曰君夫人”
이 있다.

10) 儀禮 疏에 인용된「鄭玄注論語序」에서 “≪詩≫․≪書≫․≪禮≫․≪樂≫․≪春秋≫
는 2尺4寸(약55cm), ≪孝經≫은 1尺2寸(약28cm), ≪論語≫는 8寸(약18cm) 簡에 
쓴다.”라고 하고 있다. 정주한간 ≪論語≫가 8촌보다는 작지만 鄭氏 注에서 밝힌 원칙
과 일치한다. 陳東, <關於定州漢墓竹簡≪論語≫的幾個問題>，≪儒家文獻研究≫，
2004年12月，齊魯書社 463-478쪽 참고

11) 拙稿, ≪定州漢簡≪論語≫의 문헌학적 가치와 문자학적 특징 연구≫, 중국문학연구 제
35집, 2007년

12) 陳東, <關於定州漢墓竹簡≪論語≫的幾個問題>, ≪儒家文獻研究≫, 齊魯書社, 2004

年, 463-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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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竹簡本이 本字이고 통행본이 通假字를 사용한 예

本字

(竹簡本)

通假字

(通行本)
位置

本字

(竹簡本)

通假字

(通行本)
位置

页 簡001號/學而15章 彧彧 郁郁 簡050號/八佾14章

予 與 簡102號/公冶長24章 朋 簡105號/公冶長26章

歟 與 簡115號/雍也8章 此 斯 簡119號/雍也10章

職 識 簡139號/述而2章 诚 正 簡184號/述而34章

如 若 簡193號/泰伯5章 材 才 簡201號/泰伯11章

贛 页 簡216號/子罕6章 员 云 簡591號/子張23章

嘆 歎 簡222號/子罕11章 贾 沽 簡227號/子罕13章

择 绎 簡238號/子罕24章 于 於 簡571號/微子9章

何 荷 簡405號/憲問39章 武 舞 簡426號/衛靈公11章

潔 絜 簡565號/微子7章 毋 无 簡573號/微子10章

志 識 簡173號/述而28章 孰 笃 簡203號/泰伯13章

選 巽 簡237號/子罕24章 衍衍 侃侃 簡274號/先進13章

意 億 簡283號/先進19章 祝 笃 簡285號/先進21章

财 才 簡323號/子路2章 故 固 簡462號/衛靈公42章

涂 塗 簡503號/陽貨1章 亦 奕 簡545號/陽貨22章

狀 莊 簡027號/爲政20章 维 惟 簡029號/爲政21章

有 又 簡074號/裏仁18章 璽 爾 簡091號/公冶長12章

间 简 簡101號/公冶長22章 毋 无 簡104號/公冶長26章

唯 雖 簡131號/雍也26章 沃沃 夭夭 簡142號/述而4章

幕 莫 簡182號/述而33章 幾 豈 簡183號/述而34章

印 抑 簡183號/述而34章 俑 侗 簡206號/泰伯16章

迷 弥 簡222號/子罕11章 献 喭 簡282號/先進18章

璽 爾 簡298號/先進26章 雖 唯 簡308號/先進26章

襄 攘 簡345號/子路18章 屏 骈 簡370號/憲問9章

耐 能 簡394號/憲問28章 位 涖 簡448號/衛靈公33章

盍 蓋 簡468號/季氏1章 汤 荡 簡530號/陽貨16章

绞 徼 簡552號/陽貨24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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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竹簡本≪論語≫通假字와 생성 원인

“通假”는 先秦時期 典籍에 자주 나타나는 문자현상으로, 通假字를 정확하

게 이해하는 일은 출토문헌의 정확한 釋讀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 시기에 제

작된 竹簡은 서사자료가 무거워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筆寫者가 

시간을 두고 竹簡에 옮겨 적거나, 암송한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통상 소리가 

비슷한 다른 글자를 쓰거나, 단순히 들은 讀音대로 기록하는 현상이 비일비재

하였다. 그 결과 漢代에 이르면 通假字의 사용량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焚書坑儒가 행해진 秦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유행되던 서적이 우선 해금

되고 벽에 숨겨두었던 經典이 밝혀지자 유생들이 앞다투어 문헌을 기록하던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록된 竹簡本

≪論語≫ 역시 230여조라는 보다 많은 通假字가 사용된 것이다.

이외에도 秦漢時期 ≪臨沂銀雀山漢簡≫ ≪阜陽漢簡≫등에 通假字 사용이 

급증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 다섯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

째, 形聲字의 급증 때문이다. 形聲字는 商代 甲骨文에 20%, 西周 金文에 

40% 정도 사용되었으나, 春秋時期 이후 문헌에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대

폭 증가하였다. 이는 한자 偏旁의 성숙으로 인해 대량의 形聲字가 생겨났기 

때문이며, 이로서 다양한 通假字가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13)

둘째, 古文字의 隸變으로 인한 영향 때문이다. 戰國 中․後期에서 秦漢시

기까지는 古文字의 隸變시기에 해당한다. 이 隸變으로 漢字는 象形 意味를 

많이 상실하게 되었고, 동시에 적지 않은 자형구조의 訛變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글자 형체가 원래의 表意기능을 잃게 되었으며 따라서 字形과 字

義가 서로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字形의 의미 관계가 명

확하지 않고 관련성을 잃게 된 후 사람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通假字

의 대량 생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14)

셋째, 先秦시기 문헌암송으로 인한 발생을 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漢代 이

13) 張振林, <試論銅器銘文形式上的時代標志>≪古文字硏究≫第五輯, 中華書局, 1981年

14) 趙平安, <秦漢簡帛通假字的文字學硏究>≪河北大學學報≫, 1991年 第4期, 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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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焚書坑儒로 인하여 사라진 經典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經典을 암송하여 

베껴 쓰게 되었고, 이때 받아 적는 사람이 本字가 생각이 나지 않거나 불확실

한 경우 音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빌려와서 本字를 대체하여 쓰는 경우에도 

통가자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漢簡 ≪論語≫의 예를 보면 일부 문자 기록의 착오 즉 訛誤로 

인한 通假字의 예가 상당 수 있어 이 또한 通假字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추

정된다.15)

넷째, 竹簡과 帛書라는 서사 재료 특성의 한계로 인해 복잡한 글자를 쓰는 

일에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다. 漢代 초기 獻書를 하는 과정에서 ≪論語≫의 

전수는 대부분 암송에 의한 필사에 의존했고, 이때 竹簡에 刀筆이나 墨으로 

서사하였다. 즉 筆寫者가 속필하기 위해서 왕왕 필획수가 적은 同音字나 近音

字로 필획수가 많은 本字를 대체하면서 同音代替字의 사용이 증가한 예가 있

다. 또한 筆寫者 자신의 방언 때문에 本字를 다른 音同, 音近字로 서사했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通假字는 唐宋 이후 

문자가 점차 규범화되고, 조판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다섯째, 漢代 초기 직업적으로 문헌을 베끼던 筆寫者들의 학문 수준 미달 

때문에 발생한 경우도 있다. 筆寫者의 문헌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을 경우 자형

이 비슷한 글자를 쓰거나, 의도적으로 같은 필획을 생략하기도 하였으며, 쓰기 

힘든 글자를 音이 비슷한 간단한 글자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通假字가 많이 

생겨났다. 예를 들면 ≪論語≫公冶長片의 “孰謂微生高直。”의 “微”字를 竹簡

本 에서 “杘”라 쓴 것이다. 통행본 ≪論語≫의 “微生高”가 ≪戰國策․燕策≫

과 ≪漢書․古今人表≫에 모두 “尾生高”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尾”

와 “微”는 古音이 서로 비슷하여 通假되어 쓴 것이다. 그런데, 漢簡≪論語≫

의 “杘”는 “尾”字 안의 “毛”字 隸書 자형이 “木”과 비슷하여 잘못 기록된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16) 이러한 예는 鄭玄의 언급처럼 筆寫者가 서사시에 갑자

15)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罕見字를 常用字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경우, 繁體字를 簡體字로 대체하여 생겨난 경우, 문인들이 자신의 박학함을 드러내
기 위해 僻字를 簡明字로 대체하여 만들어진 경우를 들 수 있다.

16) 同注11 27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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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本字가 생각나지 않거나17), 혹은 기록하기 애매한 글자에 봉착했을 때 本

字의 확인절차 없이 同音代替의 방법으로 別字를 사용하고, 후대인들 역시 이

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別字를 답습한 결과 習用字가 되어 버린 경우에 해

당한다.

이렇듯 竹簡本≪論語≫는 漢 高祖 시기 암송을 근거로 민간인이 정리한 筆

寫本이었기 때문에, 베껴 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점을 피하기 어려웠

다. 이에 通行本≪論語≫18)와 竹簡本≪論語≫를 대조한 결과, 竹簡本≪論

語≫의 字와 詞의 운용상의 차이점과 通假字와 어조사 사용면에서19) 다른 竹

簡本과 많은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通行本 ≪論語≫의 2분의 1에 미치

지 못하는 7,576字 가운데 通行本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려 7백여 곳에 이

르며, 이는 전체 글자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다.20) 주목할 현상은 竹簡

本≪論語≫에 사용된  419차례의 어기사와 233조라는 대량의 通假字 사용으

로 이는 동시기 다른 출토문헌과는 구분되는 특징인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通假字만을 대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석에 앞서 우선 “假借”와 

“通假”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假借”라는 말은 본래 漢代 許愼의 “六書” 造字 方式에서 나온 것으로, 이

후 音을 토대로 글자를 빌려 표기하는 것을 동일한 표현으로 쓰게 되었다. 이

에 대해 淸代 王引之의 견해를 참고하면:

許愼은 ≪說文≫ 六書의 假借를 “본래 그 글자가 없어 소리를 근거로 빌려 쓴 

17) 陆德明, ≪经典释文≫: 其始书之也, 仓卒无其字, 或以殷类比方, 假借为之, 趣於近

之而已. (汉京文化事业有限公司, 1980年)

18) 통행본이란 ≪十三經注疏≫에 수록된 阮元 刻寫本으로 본고에서는 1989年 臺灣 藝文
印書館 印行本을 사용하였다.

19) 필자의 竹簡本≪論語≫의 어기사 사용 조사에 따르면 모두 10종의 어기사가 419차례 
사용되었다. 단용어기사가 也 (263) 矣54 乎 47 焉21 哉12 與16 已2 耶2 夫 1 者1
로 94%를 차지하고, 연용하여 사용된 어기사는 모두 9종으로 26차례 也與6, 也已2,
也者1, 也夫1, 乎哉3, 乎已1, 矣夫6, 矣乎2, 已矣1 而已矣 3 등으로 6%를 차지하였
다. 이로서 竹簡本≪論語≫는 다른 공자 관련 출토 문헌에 비해 보다 더 구어적라고 
판단된다.

20) 河北省文物研究所 定州漢墓竹簡整理小組(劉來成執筆):≪定州漢墓竹簡論語介紹≫，

≪定州漢墓竹簡<論語>≫，文物出版社，1997年,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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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令과 長이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본래 글자가 없고 후에 다른 글자를 빌

려 쓰는 것은 造字의 시작이다. 經典의 옛 글자에서 소리가 가깝거나 통함은 글

자가 없는 假借字에 한정되지 않는다. 종종 본래 글자가 있더라도 옛 서적에는 本

字를 사용하지 않고 소리가 같은 글자를 사용하였다. 학자들은 本字로 고쳐 읽어

야 사리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다. 借字를 통해 문장을 이해하면, 文으로 辭를 해

치는 것이다.21)

朱駿聲 역시 ≪說文通訓定聲≫에서 “무릇 假借의 근원은 세 가지로, 우선 

후에는 正字가 있으나 처음에는 正字가 없던 假借, 다음으로 본래 正字가 있

으나 우연히 다른 글자를 써서 된 假借, 마지막으로 계승하여 사용한지가 오래

되어 잘못된 글자가 습관적으로 사용되고 고쳐진 假借”22)로 보았다. 이렇듯 청

대 학자들은 通假를 假借와 합하여서 생각하였다. 그런데 ≪說文≫의 “假借”는 

本字가 없는 造字방식으로 글자가 없어 다른 글자를 빌림으로써 그 의미를 표

현하는 것인 반면, 漢代 竹簡本≪論語≫와 같은 문헌의 “假借”는 本字가 있는 

假借가 많다. 즉 본의와 문자가 모두 있지만 암송에 의한 讀音 위주의 전달 과

정을 거치거나, 기록 시간이 촉박하여 본래 글자를 쓰지 못하고 音이 비슷하거

나 또는 같은 글자로 대신하였으므로 본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假借”는 “本無其字”와 “本有其字”로 나누어야 하며, 이 가운데 전

자는 造字의 假借, 후자는 用字의 假借 즉, 通假로 따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

각된다. 일찌기 王力선생은“通假란 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通用하거나 

假借한 것이다.”라고 그 개념을 설명함과 동시에“두 글자의 음이 완전히 같

거나 聲音이 매우 비슷하면 古音 通假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이를 그대

로 따라 남용할 수 없으며, 만약 어떠한 증거도 없고 예도 없는데 古音通假로 

해석한다면 여전히 牽强附會하는 위험성을 가진다.”23)는 의견을 통해 섣불

리 通假라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孔德明은 假借가 造字時의 通時的 동

음대체자라면, 通假字는 用字時의 共時的 동음대체로서 서로 포용할 수 없는 

21) 王引之, ≪經義述聞第三十二․通說下․經文假借≫, 江蘇古籍出版社, 2009年, 476쪽

22) 朱骏聲, ≪說文通訓定聲≫, 武漢古籍書店影印, 1983年

23) 王力, ≪龍蟲幷雕齊文集(一)․訓詁學上的一些問題≫: 兩個字完全同音或者聲音十分
相近, 古音通假的可能性雖然大, 但是仍舊不可以濫用。如果沒有任何證據, 沒有其他
例子, 古音通假的解釋仍然有穿凿附會的危險. (中華書局, 1980年,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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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라고 주장하였다.24) 죽간본≪論語≫에 대해서는 張光裕가 “通假” 선정의 

3가지 기준을 밝힌 바 있다.25) 張光裕는 “通假”를 “本字”가 사용되지 않고 音

이 같거나 비슷한 다른 글자를 빌려 쓴 것이며, 本字”는 문장에서 어휘의미 혹

은 어법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이 때 차용한 글자가  “通假字”라는 것이다. 둘

째, “通假字”는 “本字”와 의미 관계가 없기 때문에 同源字, 異體字와도 구별

된다고 하였다. 셋째, “通假字”는 공시적 언어현상으로 “通假字”와 “本字”는 

書面語에 반드시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필자 역시 “本字”와 “通假字” 이 

두 항목이 상대적이라는 점과 양자는 반드시 공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한 張光裕 선생의 세심한 기준에 대체로 동의한다.

따라서 본고는 通假의 판단 기준을 聲母와 韻母가 비슷하거나 같은 字이며,

本字와 通假字가 통시적 공시적으로 통용된 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簡本≪論語≫의 通假字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通假字

와 통행본 문자가 諧聲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諧聲관계를 살핌에 있어

서는 許愼의 ≪說文解字≫를 근거로 하고, 부분적으로는 段玉裁의 ≪說文解

字注≫,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 및 기타 韻書의 설명을 참고하였다. 아

울러 논지의 편리함을 위해 古音을 살필 시에는 董同龢 선생의 ≪漢語音韻學≫

上古音과 中古音 체계를 사용하였다.

Ⅲ. 竹簡本≪論語≫諧聲關係 通假字 釋例

1. 竹簡本이 通行本의 聲符인 字

1) 正 : 政

≪竹簡本․爲政1≫“子曰：“爲正以德，辟如北辰”(2號簡)의 “正”이 阮元

24) 孔德明, <通假字槪說>, ≪言語文字論集≫, 廣州, 廣東人民大學, 1990年, 318쪽 

25) 張光裕, <讀定州漢墓竹簡論語通假字札記>, ≪龍宇純先生七秩晋五壽慶論文集≫, 學生

書局, 2002年, 131-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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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26)과 敦集本27)에는 모두 18차례나 “政”으로 쓰였다.28) “正”은 ≪說文≫에 

“是也。”로 ‘옳다, 바르다’를 의미하며, “政”은 “正也。从攴从正，正亦聲。”으

로 ‘바로잡다, 정확하다’라는 의미로 풀이되어 의미상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正亦聲”을 통해 “政”이 “正”과 같은 소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正”이 “政”

의 聲符字(章母, 耕部)이므로 이 둘은 음이 같아서 자주 通假되어 쓰였다. 다

른 문헌에서도 그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上博楚簡≪緇衣≫ “隹秉或□,

□□□正”의 문장이 毛氏本≪詩․小雅․節南山≫에는 “誰秉國成? 不自為政”

으로 쓰여 “正”이 “政”의 通假字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馬王堆漢墓帛書

甲本≪老子․道≫에 “正善治, 事善能。”의 “正”이 王弼本, 傳奕本, 河上公本

에서는 모두 “政”으로 기록되었으며, ≪老子․德≫甲本과 乙本에서 “其正察

察, 其邦夬夬”의 “正”이 王弼本, 傳奕本, 河上公本에서 모두 “其政察察”이라

고 하여 “政”을 쓰고 있다.

2) 仁 : 佞

≪竹簡本․雍也16≫“□曰：不有祝鮀之仁，而有[宋朝]之美 ”(125號

簡)29)의 “仁”은 阮元本과 敦鄭本30)에서 “佞”으로 쓰였다. 그러나 竹簡本≪公

26) 阮元本이란 ≪十三經注疏≫에 수록된 阮元刻本으로 본고에서는 1989年 臺灣 藝文印
書館 印行本을 사용하였다.

27) 敦集本이란 돈황에서 발견된 <論語集解>를 李方이 ≪敦皇<論語集解>校證≫으로 출간
한 책을 말한다. ≪論語集解≫는 魏의 何晏이 漢魏시기의 孔安國․包咸․ 馬融․鄭
玄․ 周生烈 王肅등 8가의 설을 모으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저술한 서적이다. ≪論語
集解≫는 何晏이 혼자서 편찬한 것은 아니며 孫浥 鄭沖등 과 함께 저술한 것임을 서문에
서 밝히고 있다. 청말 돈황의 천불동에서 발견된 중요한 당사본인 何晏의 ≪論語集解≫
는 60여점으로, 발견된 당사본 집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黃侃本 邢昺本과의 대조와 교
감이 이루어졌으며 청대학자들의 ≪論語≫ 자구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
게 하였을 뿐 아니라 통행본 중에서 소실된 부분의 내용을 보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8) ≪爲政1≫2号简(1), ≪爲政21≫29号简(1), 30号简(3)≪雍也8≫115号简(1), 116号
简(1),≪泰伯14≫205号简（1,≪子路1≫321号简(1),≪子路2≫322号简(1),≪子路16
≫342号简(1),≪子路17≫343号简(1),≪子路20≫349号简(1)≪季氏3≫474号简

(1)≪子張18≫548号简(1)≪堯曰1≫601号简(1),≪堯曰2≫603号简(1), 604号简(1)

29) 는 손상 정도가 심해 몇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든 부분을, □는 손상 정도가 심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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冶長5≫에는 “佞”으로 本字를 쓰고 있으며31), 竹簡本≪憲問33≫第397簡,

≪衛靈公11≫第425簡, ≪季氏4≫第476簡의 “年”이 阮元本․敦鄭本․敦集

本에 모두 “佞”으로 쓰여 있어 “年”과 “仁”이 모두 “佞”의 通假字로 쓰였음을 보

여준다.32) “仁”은 ≪說文≫에 “親也。(친하다)”로, “年”은 “穀孰也。(곡식이 

익다)”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佞”은 ≪說文≫에 “佞, 巧讇高材也。从女，信

省。”으로 ‘말재주가 좋다’라고 풀이되어 있어 의미면에서 차이가 있다. “仁”에 

대해 段注는 “小徐는 仁聲을 따르고，大徐는 信聲을 따랐다.”라 하였으므로 

段玉裁는 小徐의 관점에 동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仁(日母, 真部)”은 

“佞(泥母, 真部)”의 성부자일 뿐 아니라, 上古音에서 “日”와 “泥”의 성모는 자

주 通假해서 쓰였다. 이러한 예는 上博楚簡≪容成氏≫ 第36簡의 “ 溺不

諹，衆 不聖訟”와 郭店楚簡 ≪老子甲本≫ 第37簡의 “溺也者, 道之甬(用)

也” 의 “溺”이 “弱”으로 通假된 예를 들 수 있으며, ≪尙書≫ “子仁若考能多材

多藝”의 “仁”을 兪樾이 ≪群經平議≫에서 “佞”의 通假라고 한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3) 絜 : 潔

≪竹簡本․述而29≫“人絜己以進，與其絜也，不葆 ”(175號簡)의 “絜”이 

唐 石經과 阮元本에 “絜”로, 皇本33)에는 “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竹簡

보기 힘든 글자 하나를, 竹簡本의 ○는 竹簡 위에 긁어낸 흔적으로 형성된 공백을, 竹簡本
의 [ ]는 당산지진 때 손상된 竹簡 내용을, 竹簡本의 숫자는 竹簡 번호를 의미한다. 河北省
文物研究所定州漢墓竹簡整理小組, ≪定州漢墓竹簡<論語>≫，文物出版社，1997년, 8쪽

30) 敦鄭本은 돈황에서 발견된 동한 말 정현이 쓴 ≪論語注≫이다. 이 판본은 북조시기에 크
게 유행하였으나, 당나라 때 하안의 ≪論語≫집해가 주목을 받으면서 더 이상 통행되지 
못하고 전해지지 않았다. 敦煌의 千弗洞과 吐魯番 등지에서는 唐 寫本 ≪論語注≫ 잔권
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王素≪唐寫本論語鄭氏注及其硏究≫(文物出版社, 1991年)로 발
표하였으며, 본인은 이 책을 주로 참고 하였다.

31) 竹簡本:惑曰：“雍也仁而不佞。”子曰：“焉用佞？御人以口給，屢[憎]78 不 其79

32) 竹簡本 :“ 年也，疾固也。”;竹簡本: 曰：“[≪武≫。放鄭聲，遠年人。鄭聲淫，年

人殆]。”426,竹簡本: 曰：“[便辟]，友善柔，友辨年，損476

33) 梁의 皇侃이 쓴 ≪論語義疏≫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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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微子7≫“[欲潔其身]”(566號簡)에는 “潔”로 적고 있다.34) 竹簡本에 “絜”

과 “潔”이 동시에 쓰인 이유는 1976년 당산 지진으로 인해 原簡이 소실되자 

정리자들이 카드에 재정리․기록하며 竹簡本≪微子7≫에는 본자로 섰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35) “絜”과 관련된 구절은 이 두 편의 예 밖에 없어 단언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原簡에는 “絜”이었던 것을 정리자들이 재자 작업하면

서 通假字 “潔”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絜”은 ≪說文≫

에 “麻一耑也。”이라 하여  ‘삼실의 한 끝’이라 풀이하고 있으며, “潔”은 ≪說文≫

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說文新附≫에 “潔, 瀞。從水, 絜聲。”이라 하

여 ‘정결하다’는 뜻으로, ≪廣雅․釋器≫의 “潔, 白也。”와 ≪楚辭․招魂≫의 

“朕有淸以廉潔兮”의 注에서 “不汚曰潔”이라 하여 ‘오염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

미임을 알 수 있다. ≪春秋左傳異文釋≫卷一 “恒六年傳, 契粢豊盛”을 ≪後漢

書․曹惠班傳≫注에서는 “潔”로 쓰고 있다. 또한 ≪墨子․天志下≫의 “絜爲粢

盛酒醴”를 孫詒讓≪經籍聞詁≫에서 “潔”로 풀이하였다. 이는 “絜”이 “潔”의 聲

符字(見母, 月部)로 자주 通假되어 쓰이던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4) 空 : 悾

≪竹簡本․泰伯16≫“[空空]而不信，吾弗智[之矣]。”(206號簡)의 “空空”은 

阮元本과 敦集本에 “悾悾”으로, 敦鄭本에는 “空空”으로 기록하고 있다. 簡文

≪子罕8≫에도 “有鄙夫問乎我，空空如□”(219號簡)의 용례가 보이는데36), 이 

구절의 “空空”은 阮元本․敦鄭本․敦集本이 모두 “悾”字로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釋文≫에서는 “空空”을 “鄭或作悾悾, 同音空。”이라 풀이하였다.

“空”은 ≪說文≫에서 “竅也。”로 ‘구멍’을 의미하며, “悾”은 ≪說文≫에는 없

34) 竹簡本: 君[臣]564 [之何其廢之也？欲潔其身]，而亂大倫。君子之仕也，565 之

[不]行也，已知之566

35) [ ]부호 사용은 정리자의 견해에 의하면 당산지진으로 인해 손상된 부분에 대한 정리자

들이 석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河北省文物研究所定州漢墓竹簡整理小組, ≪定

州漢墓竹簡<論語>≫，文物出版社，1997년, 8쪽

36) 竹簡本: 智□哉？無智也。有鄙夫問乎我，空空如□219 [其兩端]而竭焉。”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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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集韻≫에는 “誡心也。(성실한 마음)”로, ≪廣雅․釋訓≫에는 “誡也。

(경계하는 마음)”로 풀이하고 있으므로 두 字는 의미면에서 차이가 있다. “空”

은 “悾”의 聲符字(溪母, 東部)로 자주 通假되어 쓰였으며, 王念孫의 ≪廣雅疏

證≫과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에서도 역시 “空”을 “悾”의 通假字로 풀이

하고 있다.

5) 才 : 哉

≪竹簡本․衛靈公18≫“[子曰：“義以爲質，禮以行之，孫以出之]，信以[成

之，君子才]！”(432號簡)의 “才”는 阮元本과 敦集本에 “哉”로 쓰여 있다.

“才”는 ≪說文≫에 “艸木之初也。”로 ‘풀과 나무의 싹’이라 하였고, “哉”는 “言

之閒也。”, 즉 ‘말의 틈’이라 풀이하였으며 감탄사의 용법으로 사용되어 의미면

에서 차이를 보인다. “才”는 “哉”의 聲符字(從母之部)로 자주 通假되어 쓰였

다. 예를 들면 馬王堆漢墓帛書≪老子․乙本․道篇≫의 “望呵其未央才!”와≪

德篇≫“吾何以知其然也才!”의 “才”는 모두 王弼本과 河上公本에서 “哉”로 쓰

였고, ≪老子․甲本․五行≫의 “ 才 , 反廁”은 毛氏本≪詩․周南․

關雎≫에서 “悠哉悠哉，輾轉反側。”으로 감탄사의 용법으로 쓰고 있어, “才”가 

“哉”의 通假字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馬王堆漢墓帛書≪十六經․五政≫

의 “談臥三年以自求也。單才!”나, 銀雀山漢墓竹簡41의 “嬰幾婢子才!”에서의 

“才”는 모두 “哉”의 通假字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6) 湯 : 蕩

≪竹簡本․陽貨16≫“ 今之狂也湯；古之[矜]也廉”(530號簡)의 “湯”은 阮

元本에 “蕩”으로 적혀 있다. “湯”은 ≪說文≫에  “熱水也。”로 ‘뜨거운 물’이라 

풀이했고, “蕩”은 “游蕩, 放縱。”으로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으므로 두 字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湯”은 “蕩”의 聲符字(透母,

陽部)로 자주 通假되어 쓰였는데, ≪詩․陳風․苑丘≫“子之湯兮, 苑丘之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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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簡本38)이 
通假字

通行本39)이 
本字

출현 位置 및 빈도 出現 총차수 声符

辟 譬

≪爲政1≫2号简(1)

4
辟

(幇,錫)

≪雍也30≫137号简(1)

≪陽貨12≫525号简(1)

≪子張23≫589号简(1)

中 仲

≪八佾22≫58号简(1)

9 中(端,冬)

≪公冶長17≫96号简(1)

≪雍也8≫114号简(1)

≪憲問14≫376号简(1),

≪憲問16≫379号简 (1) ,

380号简(1)

≪憲問17≫381号简(1)

≪衛靈公14≫429号简(1)

≪子張24≫592号简(1)

御 禦 ≪公冶長5≫78号简(1) 1 御(疑魚)

欲 慾 ≪公冶長22≫101号简(1) 1 欲(余屋)

單 簞 ≪雍也26≫131号简(1) 1 單(端元)

卷 倦

≪述而2≫139号简(1),

≪述而34≫183号简(1) 3 卷(見元)

≪顔淵14≫317号简(1)

黑 默 ≪述而2≫139号简(1) 1 黑(曉職)

臧 藏 ≪述而11≫144号简(1) 1 臧(精陽)

兮。”의 箋에서 ‘游蕩은 하지 않는 행동이 없는 것’37)이라고 하여 “湯”이 “蕩”

의 通假字임를 보여준다. 이러한 예는 다른 출토문헌에서도 나타난다. 馬王堆

漢墓帛書≪春秋事語≫“齊亙公與蔡夫人乘周(舟)，夫人湯周(舟)。”의 “湯”은 

“蕩”을 通假한 것이며, 阜陽漢簡≪詩經≫S102 “魯道有湯齊”의 “湯”은 毛氏本

≪詩․齊風․載驅≫“魯道有蕩, 齊子發夕”과의 대조를 통해 “蕩”의 通假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竹簡本이 通行本의 聲符字인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2> 竹簡本이 通行本의 聲符字인 例

37) “游蕩無所不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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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 諾 ≪述而15≫152号简(1) 1 若(日鐸)

云 雲 ≪述而16≫156号简(1) 1 云(匣文)

曼 慢 ≪泰白4≫191号简(1) 1 曼(明元)

魏 巍 ≪泰白18≫208号简(1) 1 魏(疑微)

吴 虞 ≪泰白20≫209号简(1) 1 吴(疑魚)

卬 仰 ≪子罕11≫222号简(1) 1 卬(疑陽)

昷 韞 ≪子罕13≫227号简(1) 1 昷(影文)

免 勉 ≪子罕16≫230号简(1) 1 免(明元)

申 紳 ≪鄕黨18≫255号简(1) 1 申(書真)

動 慟 ≪先進10≫269号简(1) 1 動(定東)

則 側 ≪先進13≫274号简(1) 1 則(精職)

可 何 ≪先進14≫276号简(1) 1 可(溪歌)

付 附 ≪先進17≫280号简(1) 1 付(幫侯)

受 授 ≪子路5≫329号简(1) 1 受(襌幽)

韋 違 ≪子路15≫340号简(1) 1 韋(匣微)

弓 躬 ≪子路18≫345号简(1) 1 弓(見蒸)

閏 潤 ≪憲問8≫368345号简(1) 1 閏(日真)

矞 譎 ≪憲問15≫378号简(1) 2 矞(余質)

乍 怍 ≪憲問20≫386号简(1) 1 乍(崇鐸)

貴 蔶 ≪憲問39≫405号简(1) 1 貴(見物)

巠巠 硜硜 ≪憲問39≫406号简(1) 1 巠(見耕)

士 仕 ≪衛靈公7≫420号简(1) 1 士(崇之)

立 位 ≪衛靈公14≫429号简(1) 1 立(來緝)

才 哉 ≪衛靈公18≫432号简(1) 1 才(從之)

欮 闕 ≪衛靈公26≫440号简(1) 2 欮(見月)
失 佚 ≪季氏5≫478号简(1) 1 失(書質)

鼓 瞽 ≪季氏6≫480号简(1) 1 鼓(見魚)

生 性 ≪陽貨2≫504号简(1) 1 生(山耕)

其 期 ≪陽貨21≫539号简(1) 1 其(羣之)

又 有 ≪陽貨21≫544号简(1) 1 又(匣之)

亦 弈 ≪陽貨22≫545号简(1) 1 亦(余鐸)

山 訕 ≪陽貨24≫551号简(1) 1 山(山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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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仁 ≪微子1≫553号简(1) 1 人(日真)

至 致 ≪子張4≫576号简(1) 1 至(章質)

來 賚 ≪堯曰1≫599号简(1) 1 來(來之)

胃 謂
≪堯曰2≫604号简(1)

610号简(1)

611号简(1)

4 胃(匣物)

嚴 儼 ≪堯曰2≫609号简(1) 1 嚴(疑談)

內 納 ≪堯曰2≫611号简(1) 1 內(泥物)

2. 通行本이 竹簡本의 聲符인 字

1) 傰․倗 : 朋

≪竹簡本․公冶長26≫“老者安[之， 友信之，少者] (105號簡)”의 “ ”은 

阮元本․敦鄭本․敦集本에 “朋”으로 적혀 있으나, ≪子路28≫360號簡에는 

“倗友”라 기록하고 있다.40) “ ”은 “⺼”이 생략된 “傰”자의 異文인데, 이는 竹

簡의 필사자가 서사의 편리함을 위해 部件 하나를 생략하였거나, 급하게 기록

하면서 “⺼”을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는 정주 한간 판본이 출토자

료라는 점과 최초의 실물 죽간 판본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통행본과 비교할 때 

오히려 질적 수준이 낮은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倗”은 ≪說文≫에 “輔

也。(돕다)”라고 되어있으나, “朋”은 ≪說文≫에 없고, 다만 ≪廣韻≫에 “朋黨

也。五貝曰朋。”이라 하여 ‘무리’ 또는 ‘5개의 조개 묶음’이라는 계량단위로 풀

이하고 있어, 의미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形聲字인 “倗”은 甲骨文 에서

는 ‘인명’으로, 金文에서는 ‘친구’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41) “朋”과 “倗”

38) 河北省文物研究所定州汉墓竹简整理小组,≪定州漢墓竹簡論語≫, 文物出版社, 1997年

39) ≪十三經注疏≫阮元刻本, (臺)藝文印書館印行, 1989年

40) 竹簡本 : 子路問：“何如斯謂之士矣？”子曰：“ ，怡怡如也，可359 矣。”

倗友 ，兄弟飴飴。”360

41) 갑골문의 자형은 <一期 燕六五六>, 금문의 자형은 <倗 > < 曹鼎>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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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견해를 밝힌 바 있다. 羅振玉 선생은 “후대 벗

을 나타내는 朋은 화폐 貝를 假借해서 쓴 것이다.”42)라고 하였고, 容庚 선생

은 “金文에 쓰인 친구라는 의미의 倗이 經典에서 자주 朋으로 쓰이게 되자 

“倗”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43) 두 사람 모두 “朋友”의 “朋”이 

‘조개’의 의미를 빌려 쓴 것이라고 하였고, 陳煒湛 선생 역시 ≪朋倗說≫에서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44) 반면 黃文杰 선생은 ≪說朋≫에서 戰國 秦漢 시

기 出土 簡帛을 비교․검토하여, 通行本 古書 가운데 “朋友”의 “朋”이 金文

“倗友”의 “倗”에서 변화하여 전해진 것 일뿐, 金文 “朋友”의 “朋”을 假借한 것

이 아니라고 밝혔다.45) 필자는 이상 학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하여 “倗(傰)”이 

本字이고, 자주 발견되는 “朋”이 오히려 通假字가 된 예로 볼 수 있다고도 생

각되지만, “倗”자에 대한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사실과 정리자의 견

해를 우선 존중하여 본 항목에 배치하였다.

2) 葆 : 保

≪竹簡本․述而29≫“人絜己以進，與其絜也，不葆 (175號簡)”의 “葆”는 

阮元本․敦鄭本․敦集本에 “保”로 적혀 있다. “保”는 ≪說文≫에 “養也。”로 

‘양육하다’를 의미하며, “葆”는 “艸盛貌也。”로 ‘풀이 무성하다’의 의미를  나타

내고 있어 의미상 차이가 있다. 唐蘭의 ≪殷墟文字記≫에 보면 “아들을 등 뒤

에 업고 있는 것이 ‘保’이므로 引申하여 ‘책임을 지다’는 뜻이 되었으며, ‘보호

하며 양육하다’의 의미와 ‘守’의 의미로 引申된 것이다.”라고 하였다.46) “保”는 

“葆”의 聲符字(幇母, 幽部)로, 음이 같아 자주 通假되어 쓰인 글자이다. 그 

人名으로 사용 된 명문은≪倗尊≫ “朋作厥考寶尊彛”, 朋友의 의미 ≪艚曹鼎≫ “用경
(饗)倗友”등이 있다.

42) 羅振玉, ≪增訂殷墟書契考釋≫, 東方學會, 1927年, 21쪽

43)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陝西人民出版社, 1987年, 771쪽

44) 陳煒湛, ≪漢字古今探續編≫, 北京, 語文出版社, 1993年

45) 黃文杰, <說朋>, ≪古文字硏究≫ 第22輯, 中華書局

46) 唐蘭 ≪殷墟文字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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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上博楚簡≪老子甲≫“保此道者不谷(欲) (尚)呈(盈)。”의 “保”를 馬

王堆帛書≪老子甲≫에서는 “葆”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通行本≪莊

子․田子方≫“虛綠而葆眞”, ≪莊子․讓王≫“葆力之士也”, ≪禮記․禮器≫“不

樂葆大”의 “葆”를 陸德明의 ≪釋文≫은 모두 “葆, 本亦作保。”로 풀이하였는

데, 이는 모두 “葆”가 “保”의 通假字로 쓰인 예에 해당한다.

3) ․ ․ ․溉 : 旣

≪竹簡本․子罕5≫“子畏於匡，曰：文王 歿，文□□茲乎？”(214號簡)의 

“ ”, ≪先進26≫305號簡의 “ ”47), ≪子路9≫332號簡의 “溉”48), ≪陽貨2

1≫540號簡의 “ ”49)에 대해 阮元本․敦鄭本․敦集本에 “旣”로 기록하고 있

다. “溉”는 ≪說文≫에 “水”로 풀이하며50), “旣”는 “小食也。”로 풀이하고 있으

나, 李孝定은 “旣”에 대해 ≪甲骨文集釋≫에서 甲骨文의 자형이 사람이 이미 

식사를 다하고 나가는 모습을 상형하고 있으므로 引申하여 ‘다하다’ 또는 ‘이미’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竹簡本의 예문은 모두 ‘이미’라는 의미로 通

假되어쓰였으며 “ ․ ․ ․溉”는 “旣”를 聲符字(見母, 物部)로 가지므로 

음이 같아 通假되었다. 이 밖에도 兪越은 ≪諸子平議․春秋繁露二≫“生漑樂

以養, 死漑其哀以藏”의 “漑”를 “旣”의 通假字라 하였는데 같은 예에 해당한다.

4) 增 : 曾

≪竹簡本․爲政8≫“ 增是以爲孝乎？”(291號簡)와 ≪先進24≫51), 두 簡

에 쓰인 “增”은 阮元本과 敦集本에서 모두 “曾”으로 썼다. “增”은 ≪說文≫에 

47) 竹簡本 :“莫春者，春服[ 成，冠者五六人，童子六七]人，浴乎沂，305

48) 竹簡本 :曰“溉富者，[有……曰：”教]之。”332

49) 竹簡本: 三年不爲樂，樂[必項。舊榖 ]沒，新榖 升，銹[□改火]540 可已矣。”

50) 溉水, 出東海桑瀆覆甑山, 東北入海. 一曰灌注. 從水旣聲

51) 竹簡本 : 曰：“吾以子問異291之問，增由與求○之問。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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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也。”로 ‘더하다’의 의미가 있다. “曾”은 “詞之舒也。從八從曰, 四聲”으로 

“말이 퍼지다”라는 의미의 형성자로 풀이하고 있으나, 이는 小篆을 근거로 한 

자형 해석 오류에 해당한다. 갑골문의 자형을 살피면 으로 찜솥에서 증기가 

나감을 알 수 있다. 금문은 자형이 보다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中山王方壺≫

의 자를 보면 “從八從田從甘”으로 구성된 회의자로 “그릇의 아래부문에서 

수증기가 올라와 밥이 되는 형상을 하고 있고, 金文에서는 ‘國名’이나 ‘의외’라

는 의미의 부사로 자주 通假되었다. 예를 들면 戰國 시기 青銅器銘文≪中山

王方壺≫“故邦亡身死, 曾亡匹夫之救”의 “曾”이 그 예에 해당한다. 先秦 시기 

‘의외, 뜻밖’이라는 의미의 “曾”은 “增”의 聲符字(精母蒸部)로 자주 通假해서 

쓰였는데, 29號簡에 “吾以子問異之問，增由與求○之問。所謂大臣○，以道

[事君，不可][則]止。之文, 增由與求○之問”52)으로 두 차례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孟子․昔子下≫“增益其所不能”의 “增”을 荀子注는 “曾”이라 한 예를 

들 수 있다.

5) 節 : 卽

≪竹簡本․子路29≫“ 人教民七年，亦可以節戎矣。”(361號簡)의 “節”은 

阮元本․敦鄭本․敦集本에서 “卽”으로 쓰였다. “節”은 ≪說文≫에서 “竹約

也。(대나무에 쓴 약속)”라고 하였는데, 引申되어 ‘절개와 지조’라는 뜻으로 사

용되었다. “卽”은 ≪說文≫에서 “即食也。”로 풀이하고 있으며, 甲骨文의 자형 

<一期 典九九>, <三期粹一 六>과 金文의 자형 <盂鼎> <毛公

鼎>을 보면 사람이 음식을 먹는 형상을 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욱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節”과 “卽” 두 字는 의미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卽”이 “節”의 聲符

字(精母質部)이므로 음이 같아 자주 通假되었다. 그 예로 上博楚簡≪孔子詩

論≫第8簡 “卽南山”의 “卽”을 毛氏本≪詩․小雅․節南山≫에서는 “節”로, 馬

52) ○ 부호는 竹簡의 수정부호에 해당한다. 주 28에서도 밝혔듯이 竹簡에 ≪論語≫를 작
성할 때 작성자가 글자가 오자일 경우 삭제하여 생긴 공간을 ○으로 처리하거나 군더더
기 글자를 삭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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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堆漢墓帛書≪六十四卦․夬≫“不利節戎, 利有攸往。”의 “節戎”을 通行本≪

易≫에서는 “卽戎”으로, 馬王堆漢墓帛書≪六十四卦․鼎≫의 “鼎有實, 我仇有

疾, 不我能節, 吉。”에서의 “節”도 통행본≪易≫에서는 “卽”으로 썼다. 桂馥의 

≪說文義證≫에서도 “卽”은 “節”의 通假字라 하였다.53)

<표3> 通行本이 竹簡本의 聲符字인 例

簡本이
通假字

通行本이 本字 출현 위치 및 차수 총차수 声符

荑 夷 ≪八佾5≫40号简(1) 1 夷(余脂)

塚 冢 ≪憲問40≫408号简(1) 1 冢(端東)

3. 竹簡本과 通行本이 同聲符인 字

1) 佴 : 恥

≪竹簡本․爲政3≫“ [之]以禮，有佴且格。”(3號簡)과 ≪子罕27≫의 “

者立，而不佴者，其由也 終身誦之”(239-240號簡)의 “佴”는 阮元本과 敦集

本에 “恥”로, 敦鄭本에는 “耻”로 적혀 있다. “佴”는 ≪說文≫에 “佽也。從人耳

聲。”로 ‘돕다’로 풀이하며, “恥”는 “辱也。從心耳聲。”으로 수치스럽다고 풀이

하므로 의미상 차이가 있다. “耻”는 ≪說文≫에 없으나 ≪慧林一切經音義≫에 

“羞恥也。”로 풀이하고 있어 “恥”와 의미가 같음을 알 수 있다. “耻”는 唐代에 

생겨난 “恥”의 후기자로, 敦鄭本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한 것이다. 의미는 다르

지만 세 글자 모두 “耳”를 同聲符로 취하고 있고, “佴”의 上古音은 日母之部에 

속하고, “恥”는 透母之部에 속하므로 疊韻關係 通假字에 해당한다.이 밖에도 

馬王堆漢墓帛書≪經法․君正≫“民富則有佴”의 “佴”역시 “恥”의 通假字로 쓰였

음을 알 수 있다.

53) ≪廣雅≫의 “鳳皇雄鳴卽卽”을 宗書符瑞志에서는 “節節”이라 한 예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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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本이 
通假字

通行本이 
本字

출현 位置 와 차수 出現총차수 聲符

狀 莊
≪爲政20≫27号简(1)

≪先進20≫285号简(1)

≪衛靈公33≫448号简(1)

4 爿(崇陽)

澤 擇 ≪述而22≫163号简(1) 1 睪(定鐸)

靼 坦 ≪述而37≫188号简(1) 1 旦(端元)

托 託 ≪泰伯6≫195号简(1) 1 乇(透鐸)

願 愿 ≪泰伯16≫206号简(1) 1 原(疑元)

隋 惰 ≪子罕20≫232号简(1) 1 隓(曉歌)

擇 繹 ≪子罕24≫238号简(1) 1 睪(余鐸)

2) 功 : 攻

第21號簡≪爲政16≫“子曰：功乎異端，斯害也已。”의 “攻”은 阮元本과 敦

集本에 “攻”으로 쓰였다. “攻”은 “治學(학문을 닦다)”의 “治”라는 설과 “攻擊

(공격하다)”의 “攻”이라는 설이 있는데, 定州漢墓竹簡의 정리자는 “治”라고 해

석하고, 楊伯峻은 ‘공격하다’는 뜻의 “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54) 본고

는 楊伯峻의 설을 따랐다. “功”은 ≪說文≫에서 “功, 以勞定國也。”, 즉 ‘나라

를 안정시키다’라 풀이하고, “攻”은 “攻, 擊也。”라 하여 ‘부딪치는 것’이라 했

는데, 이는 후에 ‘공격하다’라는 의미로 引申되었다. 의미상으로는 상통하는 바

가 없지만, “功”과 “攻” 모두 “工”을 聲符字로 하며 上古音이 見母東部로 音

이 같아 자주 通假된 것이다. 예를 들면 上博楚簡≪緇衣≫의 “□□□□, 隹王

之功”을 漢代 通行本≪詩․小雅․巧言≫은 “匪其止共, 維王之邛”으로, 馬王

堆漢墓帛書≪戰國縱橫家書≫四의 “天下有謀齊者請功之”나 동문헌 十一의 

“所聞於乾, 粱, 之功秦, 無變志矣”, 馬王堆漢墓帛書≪經法․君止≫의 “以不

足功, 反自伐也”에서의 “功”은 ‘攻擊’을 의미하+는 “攻”의 通假字로 쓰였다.

<표4> 竹簡本과 通行本이 同聲符字인 例

54) 楊伯峻, ≪論語譯注≫, 中文出版社, 199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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歿 沒 ≪鄕黨4≫244号简(1) 1 (明物)

怠 怡 ≪鄕黨4≫244号简(1) 1 台(透支)

郭 槨 ≪先進8≫268号简(1) 2 (見鐸)

隃 愈 ≪先進16≫279号简(1) 1 俞(余侯)

淺 踐 ≪先進20≫284号简(1) 1 戔(從元)

俴 殘 ≪子路11≫334号简(1) 1 戔(從元)

飴飴 怡怡 ≪子路28≫360号简(1) 1 台(透支)

房 防 ≪憲問14≫376号简(1) 1 方(幇陽)

蕳 簡 ≪憲問21≫387号简(1) 1 間(見元)

路 輅 ≪衛靈公11≫425号简(1) 1 各(見鐸)

游 遊 ≪季氏5≫478号简(1) 1 斿(余幽)

狀 壯 ≪季氏7≫482号简(1) 1 爿(精陽)

璽 邇 ≪陽貨9≫521号简(1) 1 爾(日脂)

媮 窬 ≪陽貨12≫525号简(1) 1 俞(余侯)

儒 孺 ≪陽貨20≫537号简(1) 1 需(心侯)

撫 憮 ≪微子6≫559号简 (1) 1 無(明魚)

漫 慢 ≪堯曰2≫608号简(1) 1 曼(明元)

Ⅳ. 맺는 말

한동안 주춤했던 ≪論語≫연구는 敦煌 唐寫本≪論語≫의 발견과 竹簡本

≪論語≫의 발굴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특히 定州漢墓에서 출토된 

≪論語≫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 실물 竹簡 판본으로, 통행본과의 대조를 

통해 후대에 저술된 ≪論語≫ 판본의 옥석을 가리고, 秦의 焚書坑儒로 인해 

漢代 재필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오류와 당시의 언어 문자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定州漢簡≪論語≫는 암송을 근거로 한 문고판 필사본이기 때문에 특히 異

文이 많이 존재하고 通假字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발굴된 620枚 竹簡 중 213

枚의 竹簡에 233개가 通假字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체 7,576자 중에서 700자

가 異文임을 생각한다면 30.8%에 해당하는 많은 수량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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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漢代에 이렇듯 通假字가 많이 생겨난 원인을 形聲字의 급증, 隸變,

암송으로 인한 오류, 서사재료의 한계, 필사자의 수준 문제 다섯 가지로 살펴보

았다. 定州漢簡에 사용된 通假字는 대략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암송

을 통해 기록된 문헌으로 불가피하게 諧聲關係 通假字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

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竹簡本≪論語≫가 通假字이고, 통행본은 本字인 경우

의 例만 다루었다. 또한, 竹簡本≪論語≫가 비록 출토문헌이기는 하지만 本字

를 사용한 경우가 52字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판본의 질적인 수준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고에서 竹簡本이 通行本의 聲符인 字로는 正 : 政, 仁 : 佞, 絜 : 潔, 空

: 悾, 才 : 哉, 湯 : 蕩을, 通行本이 竹簡本의 聲符인 字로는 傰(倗) : 朋, 葆

: 保, ․ ․ ․溉 : 旣, 增 : 曾, 節 : 卽 을, 竹簡本과 通行本이 同

聲符인 字로는 佴 : 恥 功 : 攻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 자형과 자의, 자

음관계를 고려한 후 通假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나머지 예는 도표로 정리하

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통행본 ≪論語≫의 보다 더 정확한 문장해석과 동시

기 한 대 출토문헌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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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1】 ≪文物≫1997년 제5기 50쪽에 실린 定州漢墓 論語 竹簡 摹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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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定州40号汉墓出土的简本≪论语≫1973年出土于西汉中山怀王刘修

墓中，1997年由文物出版社正式出版公布。由于它是目前发现最早的≪论

语≫抄本。简本≪论语≫的成书年代当≪齐论≫≪鲁论≫≪古论≫三≪论≫

并行的时期，无法达成共识。其实，从考察定州简本≪论语≫的用字抄写

时的情况来看，其应为汉高祖时期的产物。本文对照简本≪论语≫与今本

≪论语≫发现其与今本的差异较少，只是文字上有许多不同之处，大约70

0多字。而这些异文的产生，一是因抄写讹误、脱漏、误倒蹬原因， 一是

因多用通假字的关系，简本≪论语≫通假字使用了233次。其中简本≪论语

≫與今本≪论语≫文字具有谐声关系者有三种情况：1.简本≪论语≫文字

为今本≪论语≫文字之声符；2.今本≪论语≫文字为简本≪论语≫文字之声

符；3. 简本≪论语≫文字为今本≪论语≫文字同声符， 本文举一些有代

表性的例子作分析。 例如 正 : 政, 仁 : 佞, 絜 : 潔, 空 : 悾, 才 :

哉, 湯 : 蕩, 傰(倗) : 朋, 葆 : 保, ․ ․ ․溉 : 旣, 增 : 曾,

節 : 卽, 佴 : 恥 功 : 攻等, 其他例子作圖表整理。   



定州漢墓에서 出土돤 竹簡本≪論語≫의 諧聲關係 通假字 고찰 177

【主題語】

定州汉简, 简本，今本，≪论语≫, 文献学, 通假字，本子， 谐声字

투고일: 2010. 5. 10 / 심사일: 2010. 5. 20～6. 8 / 게재확정일: 2010.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