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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顔氏家訓⋅書證 譯註

본고는 顔氏家訓에서 다루고 있는 顔之推의 소학적 지식에 주목하 다. 안지

추의 소학적 지식은 顔氏家訓에서 다루는 20편 가운데 ｢書證｣과 ｢音辭｣에 잘 

드러난다. 이 중, ｢音辭｣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주석, 판본, 
교감 분야에 향을 끼친 ｢書證｣에 대한 연구 자체가 드물고, 그 연구 내용 역시 

미비하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 연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顔之推의 소학적 지

식을 엿볼 수 있는 ｢書證｣을 엄 히 연구하고자 한다.
본고는 역주가 顔氏家訓 ｢書證｣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

한다. 따라서 顔氏家訓 ｢書證｣에 나오는 글자 수 총 6,057자, 구절 수 총 47개
를 대상으로 삼아 ｢書證｣을 역주하 다. 顔氏家訓의 판본 중에 가장 완비되었다

고 평가받는 판본은 王利器의 顔氏家訓集解 增補本이다. 이 판본은 顔氏家訓
판본 중에 최신 저작이며, 靑대 趙注盧補本과 이후 원대의 성과까지 집대성하여 

錢大昕, 盧文弨 이후의 여러 학자들과 王利器 자신의 견해를 덧붙 다. 본 역주에

서는 顔氏家訓集解 增補本을 저본으로 삼았다. 
본 역주 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書證｣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안지추는 여러 서적을 비교 분석하여 경물, 문자나 문장의 오류를 엄 히 

바로 잡았다.
둘째, 안지추는 正俗을 절충하는 문자관을 보여주며, 작자에 대한 의문 제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 다. 
셋째, 안지추는 說文의 잘못된 문자 풀이를 논하 다. 또한 說文의 체계가 

문자 운용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등 ｢書證｣ 전반에 說文을 여러 번 

인용하 다는 점에서 그가 說文의 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넷째, 당시 훈고학자들은 의미에 따라 단어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 는데, 안

지추 역시 문맥에 의존하여 글자를 풀이하는 훈고 방식을 취하 다. 
다섯째, 안지추는 현재까지도 잘못 통용되는 용어에 대해 正名 작업을 하 다. 
종합해보면, 안지추는 소리에 입각해 분석하는 聯綿詞에 대해 자의적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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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대적 한계를 보 다. 그러나 그는 혼란기 속에서 남⋅북을 넘나들며 두 지

역의 여러 문헌을 검토하고,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물, 문자나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들의 올바른 쓰임을 밝혔다. 이처럼 ｢書證｣에서 다루는 다방면의 내용

은 훈고, 주석, 교감 분야에 향을 끼쳤으므로 그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안씨가훈, 안지추, ｢서증｣, 역주, 훈고, 교감, 고증

학  번 : 201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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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言

1. 顔之推와 顔氏家訓

1.1 顔之推

顔之推(531-593?)는 字가 介이고, 본관은 지금의 산동성 臨沂현 북쪽 琅邪이

다.1) 그는 남조 말 梁에서 隨의 통일 초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는 

魏⋅蜀⋅吳로 삼국 분립이 일어나고 왕조 교체도 빈번하 다. 또한 胡族의 잦은 

침입으로 전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梁은 548년부터 4년 동안 侯景의 난을 거치며 

문벌 귀족사회 체제가 무너지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隨⋅唐의 통일제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도 하 다. 
안지추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는 학자 집안이었으며 좋은 가학의 연원을 가지고 

있었다. 춘추전국시대 齊魯 지역에서 학문을 닦았던 盛族으로, 공자의 72인의 제

자 중에 顔氏가 8명이었다.2) 안씨 가문에 대한 기록이 史書에 분명하게 남아 있

는 때는 8대조인 顔含에 이르러서이다.
안함은 琅琊 사람(지금의 산동성 臨沂현 북쪽)이며, 孝友로 유명하 고 西晉말

년에 琅琊王 司馬睿를 따라 南渡하여 강남에 터를 잡았다. 그는 자손들에게 안씨 

가문이 선비 집안으로서 대대로 부귀한 사람이 없고,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녹봉

이) 2천 석을 넘지 말며, 혼인할 때 세력가를 탐내지 말라고 하여 書生가문의 전

통을 제시하 다.3) 
안지추의 할아버지인 顔見遠은 南齊의 南康王 蕭寶融을 쫓아서 荊州에 출진하

고 이 연유로 온 집안이 金陵에서 호북 지역인 江陵으로 이주하 다. 梁書 ｢文
學傳｣에 안견원은 박학다식하고 志行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梁 武帝가 齊를 차지

1) 北齊書 ｢顔之推傳｣: “顔之推字介, 琅邪臨沂人也.”
2) 顔氏家訓 ｢誡兵｣: “顏氏之先，本乎鄒、魯，或分入齊，世以儒雅爲業，遍在書記. 仲尼門
徒，升 七十有二，顏氏居八人焉.”

3) 顔氏家訓 ｢知足｣: “汝家書生門戶世無富貴, 自今仕宦, 不可過二千石, 婚姻勿貪勢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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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단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대부의 충절을 보여주었다.
안지추의 아버지 顔協은 群書를 섭렵하고 초서와 예서에도 뛰어났다. 그는 晉
仙傳 5편과 日月災異圖 2권을 편찬하 다. 또한 그는 梁 湘東王 蕭繹이 王國

常侍로 출사하여 소역이 형주자사가 되어 강릉에 부임한 후부터 武帝 大同 5년
(539)에 42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줄곧 그의 막료로 지내며 아버지 안견원의 

충절을 계승하 다.4) 이러한 안지추의 가정 배경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선조들

의 유학적 가풍과 아버지의 문장 솜씨는 그의 학문과 사상에 많은 향을 끼쳤을 

것이다.
顔氏家訓 ｢終制｣5)에서 “내 나이 열아홉 살에, 梁나라에 난이 있었다. [吾年十
九，值梁家喪亂.]”라고 하 는데, 이 전쟁은 바로 侯景의 난으로 梁 武帝가 죽은 

해인 549년에 일어났다. 이를 통해 안지추는 아버지 안협이 소역의 막료로 지내

던 梁 武帝 중대통 3년(531년)에 강릉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안지추가 아

홉 살이 되었을 즈음, 아버지 안협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 안씨 가족의 생활은 곤

궁해졌다. 안지추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방황하며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안씨 집안의 가풍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 다.6) 그러나 엇나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내면에 내재된 유가 사상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北齊書 ｢顔
之推傳｣에 “12세에 湘東王 蕭繹의 老莊 강론에 참여하 을 때 안지추는 虛談은 

그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어서 돌아와 周禮와 左傳을 학습하 다.”7)라는 내용

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어지러운 시대상황과 정신적 갈등 속에서도 안지추에

게는 유가적인 현실주의 사상의 기틀이 잡혀 있었다. 그는 20세 이후 잠깐의 방

황 뒤에 꾸준한 학문 수련을 바탕으로 조정에 진출하게 된다. 
안지추의 어려웠던 유년시절과 맞물려 나라 상황 역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

었다. 안지추가 열아홉 살 때인 549년 봄, 반란을 일으킨 후경의 군대가 수도 建

康(지금의 南京)의 궁궐을 점령하 고, 이로 인해 남조의 문벌귀족들이 몰락하

다. 안지추의 자서전인 ｢觀我生賦｣에서 晉이 南渡할 적에 함께 내려온 여러 귀족

4) 梁書 ｢顔協傳｣: “協 …… 博涉羣書工於草隸. 湘東王, 國常侍又兼府, 記室世祖出鎭荊州, 
…… 又感家門事義, 不求顯達, 恆辭徵辟遊於蕃府而已. 大同五年, 卒時年四十二.”

5) 顔氏家訓 ｢終制｣: “死 ，人之常分，不可免也. 吾年十九，值梁家喪亂.”
6) 顔氏家訓 ｢序致｣: “年始九歲，便丁茶蓼，家塗離散，百口索然. 頗爲凡人之所陶染，肆欲
輕 ，不修邊幅.”

7) 北齊書 ｢顔之推傳｣: “年十二, 值繹自講莊、 . 虛談非其所好, 還習禮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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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후경의 난을 당하여 패멸하 다는 기록이 당시 상황을 대변해준다. 554년, 
西魏의 공격으로 梁 元帝가 사망하고 梁나라가 멸망하자 안지추는 長安으로 압송

되었다. 
얼마 후 장안을 탈출한 안지추는 北齊에 몸을 의탁하여 벼슬살이를 하 다. 북제 

말에 이르러 그는 문예자문기관인 文林館에 들어가 司徒 事參軍이 되었다. 中書
侍郞 李德林과 함께 문림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여러 문인들과 일종의 類書인 修
文殿禦覽을 공동 편찬하 다. 이러한 공을 높이 평가받아 안지추는 황제의 비서

관인 黃門侍郞으로 승진하 다. 그러나 당시 북제에 정권을 장악한 북방 선비족과 

남조 한인사대부의 알력이 난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림관은 한인

사대부의 세력을 결집시키고 문예를 좋아하던 後主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북방 선비족 崔季舒 등이 남조 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모반을 

꾀하여 남조 귀족 세력을 치려고 하 다. 이 때 안지추는 가까스로 화를 면하 지

만, 북제 後王의 失政으로 결국 나라가 멸망하 다. 
이에 안지추는 다시 자신의 있었던 강릉 일대인 北周로 가서 御史上士가 되었다. 
北周에서의 안지추의 행적에 대해서는 史書에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안지추는 隋에 들어가서는 太學士를 지내며 開皇(581-604) 초 백관의 급여를 

개정하는 일에 참여하고, 韻書인 切韻을 편찬하기도 하며, 魏書의 개정 작업

에도 참여하 다. 그는 531년에 태어나 590여 년, 60여세에 중풍으로 생을 마감

한 것으로 추정된다.8) 
이처럼 안지추는 梁에서 隋까지 분열과 침체기 속에서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통

해 다방면의 경험을 쌓게 되었다. 

1.2 顔氏家訓

    1.2.1 顔氏家訓의 체제와 특징

안지추는 다사다난한 40년의 세월동안 梁, 北齊, 北周, 隋 네 왕조를 거치며 남⋅

8) 顔氏家訓 ｢終制｣: “吾已六十餘. ……先有風氣之疾, 常疑奄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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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致 서문

2 敎子 자식 교육

3 兄弟 형제관계

4 後娶 재혼론

5 治家 가정론

6 風操 예의범절

7 慕賢 교우⋅인재론

8 勉學 학문론

9 文章 문장론

10 名實 명실론

북 사회의 풍속, 정치, 학문 등에 관하여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자신이 몸

소 겪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顔氏家訓을 저술하 다. 그는 이 책의 저술 목적

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이 책을 더하고자 하는 이유는 세상에 모범이 

되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 가풍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내 자손을 이끌어 주고 싶

을 따름이다.”9) 이처럼 안지추는 자신이 겪은 행적을 회고하면서 자손들에게 어

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강인한 인재가 되어줄 것을 훈계할 명목으로 이

를 저술하 고, 그리하여 ‘가훈’이란 이름으로 책을 편찬하 다. 
顔氏家訓이 정확히 언제 완성됐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顔氏家訓의 내용

을 통해서 그 대략적인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안지추는 隋가 통일된 589년 

직후 ｢風操｣을 통해 관리의 급여 문제에 대해 토의한 자리에 참석하 음을 알 수 

있다.10) 또한 ｢終制｣에서 자신의 나이 가 이미 예순을 넘겼다고 하 는데, 그 시

기가 590년 이후이다. 또한 ｢勉學｣과 ｢書證｣ 등에 보이는 자서인 廣雅가 604년 

즉위한 隋 煬帝인 楊廣을 피휘하여 博雅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

로 책의 완성 시기를 짐작해 보면, 顔氏家訓은 隋의 통일 이후 煬帝의 즉위 이

전인 590-603년 사이에 집필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顔氏家訓은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顔氏家訓에서 다루고 있는 20편의 

편명과 편명에 대한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顔氏家訓 ｢序致｣: “吾今所以複爲此 ，非敢軌物範世也，業已整齊門內，提撕子孫.” 
10) 顔氏家訓 ｢風操｣: “近在議曹, 共平章百官秩祿, 有一顯貴, 當世名臣, 意嫌所議過厚. 齊

朝有一兩士 族文學之人, 此貴曰: ｢今日天下大同, 爲百代典式, 豈得尙作關中 意? 
明公定是陶朱公大兒耳!｣ 彼此歡笑, 不以爲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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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涉務 실무론

12 省事 전심론

13 止足 분수론

14 誡兵 병사론

15 養生 양생론

16 歸心 불교론

17 書證 고전고증

18 音辭 음운론

19 雜藝 잡예론

20 終制 유언

위의 편명에서 볼 수 있듯이, 顔氏家訓은 다방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敎子｣, 
｢兄弟｣, ｢後娶｣를 초반에 배열하여, 자손의 행동 양식에 대한 처세를 강조하 다. 
또한 ｢文章｣에서 문인들의 변절을 비난하고, ｢止足｣에서 벼슬은 중간 이상을 넘지 

않아야 위태롭지 않다고 하 다. ｢省事｣에서는 섣불리 간쟁하거나 정치적 의견(政
見)을 보고하고 승진운동을 했다가는 화를 당한다고 하여 이를 경계했으며, ｢誡兵｣
에서는 병사에 참여하는 것 역시 경계하 고, ｢養生｣에서는 양생의 전제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다. 이처럼 가훈류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처세나 
치가(治家) 등에서의 규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顔氏家訓에서는 지식인이 

갖추어야할 학문적 소양까지 언급하고 있다. ｢勉學｣에서 “항상 수백 권의 책을 갖

고 있다면, 천년이 지나도 결국 미천한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11)라고 말한 구절

이 이를 대변한다. 이러한 안지추의 학문적 소양을 직접 엿볼 수 있는 편목이 ｢書
證｣과 ｢音辭｣이다. ｢書證｣에서는 문자학⋅훈고학⋅교감학 등의 내용을 토대로 문

헌의 문자나 문장의 오류를 지적하여 바로잡고 있다. 또한 중고시기 대표적 운서

인 切韻의 편찬에 참여할 만큼 음운학적 조예가 뛰어났던 안지추는 ｢音辭｣에서 

남북조의 음운을 비교하고, 각종 문헌의 음운을 교감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자신

의 학문 철학을 직접 드러냄으로써 자손들에게 경세치용의 학문관에 입각하여 실

질적 소양을 쌓을 것을 간구하고 있다.

11) 顔氏家訓 ｢勉學｣: “若能常保數百卷書, 千載終不爲 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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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氏家訓에서 특히 이례적인 편목은 ｢歸心｣이다. 안지추는 論語의 구절을 

여러 번 인용12)하여 중국 전체에 퍼져있는 유가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歸
心｣을 통해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자신의 해명을 담고 있어 종교에 대한 

관점을 피력하 으며 자신의 뿌리인 남조 귀족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顔氏家訓은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유가적 사대부의 면모뿐만 아니

라 사대부 계급에 대해 저항적이며 비판적인 면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조시기의 정치⋅사회⋅문학⋅가족제도⋅사상 등을 담고 있는 顔
氏家訓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는 사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13) 

  1.2.2 顔氏家訓 판본

顔氏家訓의 판본은 2권본과 7권본이 있다. 송나라 崇文總目, 直齋書 解題 
등의 목록에서는 7권본으로 등록되어 있다. 청나라 四庫全書總目에는 2권본으

로 등록되어 있으며, 여기서 顔氏家訓에 불교에 대해 언급한 ｢歸心｣이 있고, 음
운⋅훈고 등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雜家에 넣고 있다. 양본 모두 

2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顔氏家訓의 최초 판본은 宋나라 淳熙 연간(1174-1189)의 臺州公庫本이며, 
元代 廉臺田이 臺州公庫本을 重印하 다. 송대 陳振孫은 “顔氏家訓을 古今 가훈

의 시초”로 평가하 는데, 顔氏家訓 이후 家戒, 家約, 家誨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가훈류 서적이 편찬되었다. 明⋅淸代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여 판각이 보편화 

되는 상황과 더불어 명대 家學의 부흥과 가훈을 중시하는 흐름이 맞물려 顔氏家
訓 역시 수차례 간행되었다. 明⋅淸代 판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明 嘉
靖 甲申 傅太平刻本, 淸 康熙 朱軾朱文端公藏書十三種本, 淸 擁正 黃叔琳의 顔氏

家訓節抄本, 淸 文津閣四庫全書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판본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敎子｣: 或問曰: “陳亢喜聞君子之遠其子，何 也？”
｢治子｣: 孔子曰: “奢則不孫， 則固. 其不孫也, 寧固.”
｢文章｣: “行有餘力，則可習之.” 등에서 論語의 구절이 나온다. 

13) 이상의 내용은 김종완(1997), 王利器(19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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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나라 초기 鮑廷博이 엮은 知不足齋叢書에 편입된 판본은 7권본으로, 송나

라 淳熙 7년(1180년) 沈揆의 刊記가 적힌 覆述古 影宋本 (影宋本이라 약칭함)
을 다시 출간한 것이다. 이 知不足齋叢書本 (이하 知不足齋本이라 약칭함)은 송본

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송본은 沈揆가 입수한 謝公의 아들 景思의 手校가 있는 

것으로, 沈揆가 자신의 집에 있던 閩本에 謝公의 집에 소장되어 있던 蜀本을 참고

해서 더욱 세 하게 교정해서 출간한 판본이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교정하는 말

(校語)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謝公의 아들 景思의 手校의 手校本에 있

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교정하는 말 외에 따로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주석은 

아마 안지추 자신의 것이거나 顔氏家訓을 정리했던 아들 顔思魯나 湣楚의 주석

일 것이다. 이 판본을 출간하면서 沈揆는 攷證 1권을 따로 덧붙 다.
鮑廷博 이후로 독서가, 주석가이자 교감가이기도 한 盧文弨는 친구인 趙曦明이 

송본 顔氏家訓을 저본으로 해서 주석한 것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 다. 그래서 

盧文弨는 이를 기반으로 더욱 많은 주석을 보충하여 건륭 54년(1789년)에 知不

足齋本도 참고하여 重校本을 출간하 다. 이것이 바로 抱經 叢書本이다. 趙曦明
의 注와 盧文弨의 補注가 달린 이 顔氏家訓(일명 趙注盧補本)은 이후 대표적인 

판본이 되었다. 趙注盧補本은 송본에서 보이는 교정과 주석을 모두 ‘元注’라고 하

여 보존하고, 沈揆의 攷證도 각각 해당 구절 밑에 ‘沈氏攷記’라고 표시한 뒤 기

록해 넣었다. 또한 盧文弨 자신의 補注는 ‘補’라고 표시하 기 때문에, 아무 표시

가 없는 것은 전부 趙曦明의 주이다.
현대에 이르러 1980년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간한 王利器의 顔氏家訓集解가 

있는데, 이는 1993년 中華書局에서 이를 보충하여 顔氏家訓集解增補本 (이하 增

補本이라 약칭함)을 출간하 다. 이 책은 趙注盧補本을 저본으로 하고, 원대의 성

과까지 집대성하여 錢大昕, 盧文弨 이후의 학자들의 견해를 널리 모으고 王利器 

자신의 견해도 덧붙여 현재 나온 판본 중에 가장 완비된 판본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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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書證｣의 내용과 특징

안지추는 40년의 세월동안 梁에서 隋에 이르는 남⋅북 사회의 풍속, 정치, 학문 

등에 관하여 체득하 다. 이러한 체험담을 바탕으로 그는 顔氏家訓을 저술하

는데, 이 책은 가훈 저작이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윤리나 도덕관념뿐만 아니라 

종교를 대하는 자세와 인식, 지식인으로서 갖추어할 학문적 소양 등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점은 안지추가 顔氏家訓에서 다루고 있는 소학적 지식에 

관한 것이다. 가훈의 특성상 소학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안지추가 추상적이고 관습적인 유학적 가풍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소

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방면에 이르는 안지

추의 소학적 지식은 특히 ｢書證｣과 ｢音辭｣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중, ｢書證｣
에 81편의 서적이 인용되었는데, 經⋅史⋅子⋅集 다방면의 문헌들이 포함되어 있

다.14) 顔氏家訓 전반에 드러나는 120여 편의 문헌 중에 ｢書證｣에서 나오는 문

헌이 2/3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헌들이 포함된 ｢書證｣은 주석학, 판
본학, 교감학 분야에 많은 향을 끼쳤다. 안지추는 ｢書證｣에서 詩經, 漢書, 後
漢書 등에 음이나 주석을 달았는데, 그의 주석을 다는 방법은 후대 顔師古의 漢
書注에 향을 미쳤다. 또한 이전 시기와 달리 판본의 ‘本’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江南本’, ‘河北本’ 등 서로 다른 판본의 명칭을 보다 세 하게 구분하 다. 汪 楠

은 “혹자는 교감이 하나의 독립적 과학이 된 것이 北齊의 안지추로부터 시작되었

다”15)라고 하 는데, 이처럼 주석, 판본, 교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편목이 바로 

｢書證｣이라는 점에서 이를 연구하는 것은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안지추는 ｢書證｣을 통해 언어⋅문자 등과 관련된 서적을 이용하여 남북조의 언

어⋅문자의 오류를 바로잡고, 명문 등의 출토 문헌을 통해 서적에 기록된 내용의 

14) 詩經, 禮記, 爾雅, 字林, 說文, 玉篇, 三蒼, 通俗文 등의 자전, 음운 관

련 경서류가 31가지, 史記, 漢書, 全國策, 宋書, 晉中 書, 十三州志, 東宮
事, 三輔決  등의 역사서가 24가지, 孟子, 莊子, 淮南子, 呂氏春秋, 論衡, 

新衡, 易通統卦驗玄圖 등의 제자류가 16가지, 古 府,  禪書 등의 악부, 집서

류가 2가지, 蒼雅, 六韜, 國志, 春秋說, 詩說 등 기타류가 8가지이다. 이 분

류 내용은 민후기(2006) 참고.
15) 汪 楠(1997), 87: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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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증명하 다. 이러한 증명 과정에서 훈고와 교감 작업이 필요하다. 蔣禮鴻
은 ｢誤校七例｣에서 “校書는 訓詁에 통해야 한다. 문자의 본의, 인신, 가차는 각 시

대의 통속적인 일상어의 의미까지 모두 이해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곧 오류를 범한다.”16)라고 하 는데, 이는 교감과 훈고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조판 인쇄술이 없었던 당대 이전 고서는 필사본으로 널리 쓰 다. 전사 

과정에서 항상 誤脫字가 있다. 또한 동한 이후에 經文에 주석을 붙이면서 경문과 

주석이 뒤섞이는 현상이 나타나 주석이 경문에 섞이거나 經文이 주석에 포함되는 

경우가 나타났다.17) 이러한 상황에서 교감이 필요하 고, 교감 과정에는 또한 글

자⋅단어⋅문장의 의미 및 문법, 수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석하는 훈고 

작업이 필요하 다. ｢書證｣에 나온 총 47구절 중, 훈고와 교감과 관련된 구절이 

85%를 차지하며, 두 분야는 상호보완적으로 다뤄진다. 이는 고증 작업에 있어 훈

고와 교감이 필수적이며,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훈고와 교감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書證｣에서 강남과 하북의 경물 이름 차이

에 대해 바로잡고, 문헌에 나타난 문자나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이 대부분

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聯綿詞에 대한 그 당시 훈고학자의 관점, 설문에 대한 안

지추의 의견, 문헌의 작자에 대한 의문 제기 등을 담고 있다. ｢書證｣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나 문장의 오류를 바로 잡고, 正俗을 절충하는 문자관을 보여주며, 

작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면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 다. 예를 들어, 
‘陳’자에 대해 論語古異에서 ｢書證｣의 내용을 통해 ‘陳’자의 변천 과정(陳→陣→
陳)을 논하고 있다. 이처럼 ‘陳’자의 쓰임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그 문자의 변천 과

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안지추는 정자와 속자를 절충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문자관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그의 문자관은 唐대 字樣著作에 근본 관념으

로 자리매김하 다. 通俗文의 작자에 대해 지금까지 의견이  분분한데, 안지추

가 처음 작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안지추는 ｢書證｣ 전반에 說文을 여러 번 인용하며, 說文에 잘못된 문

자 풀이를 한 부분도 있으나 說文의 체계가 문자 운용에 도움을 준다며 說文

16) “校書要通訓詁. 從文字的本義、引申義、假借義到各個時代的通俗常 都要有 所了解, 一
經忽略, 難免致誤.”

17) 周大璞(1997), 306:16-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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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하고 있다. 안지추는 파생의를 가차의로 보는데, 허신 

역시 그와 관점이 동일하다. 이러한 점을 통해 안지추가 說文을 저술한 허신의 

견해를 답습하며 허신에게서 향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안지추는 ‘猶豫’, ‘徘徊’, ‘郭禿’을 자의에 따라 해석하 다. 현대 언어학에

서 두 단어는 자음에 입각하여 풀이하는 聯綿詞에 해당한다. 당시 훈고학자들이 

의미에 따라 단어를 해석하는 오류를 자주 범했던 상황에서, 안지추 역시 문맥에 

의존하여 글자를 풀이하는 훈고 방식을 취하 다. 
넷째, 현재까지도 잘못 통용되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안지추는 正名 작업을 

하 다. 가령, ‘疥(옴)’의 제 2의 의미로 ‘痎(학질)’이 있는데, 옴은 전염성 피부병

이고, 학질은 열병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疥(옴)’와 ‘痎(학
질)’를 혼동하여 쓰고 있다. 이에 안지추는 ‘疥(옴)’와 ‘痎(학질)’가 서로 다른 질

병이라는 점을 밝히는 正名의 성과를 이루었다.  
｢書證｣을 통해 안지추의 소학적 지식을 엿볼 수 있었다. 안지추는 聯綿詞에 대한 

자의적 풀이라는 시대적 한계도 보 지만, 남⋅북의 여러 문헌을 검토하고, 남⋅북

을 넘나들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자나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고, 경물에 대

한 올바른 쓰임을 권장하 다. 따라서 ｢書證｣에서 다루는 다방면의 내용은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3. 기존 연구 검토 

3.1 기존 연구 

1959년에서 2012년 사이에 CNKI에 수록된 顔氏家訓에 관한 논문은 총 229
편이다. 그 중, 가정교육과 같은 철학적 내용이 78%의 비중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다. 나머지 22%정도가 顔氏家訓의 언어학 관련 논문이다. 顔氏家訓의 언어학 

관련 논문에서도 顔氏家訓 ｢音辭｣에 대한 음운 연구, 複音詞 연구 등 어휘 연구

가 주를 이루고, 顔氏家訓 ｢書證｣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한국에서 나온 顔氏
家訓관련 17편의 기존 연구 역시 중국의 기존 연구와 그 성향이 비슷하다. 이처

럼 顔氏家訓 ｢書證｣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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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수 있는 顔氏家訓 ｢書證｣의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書證｣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李新華(2008)에서는 

‘駉駉牡馬’, ‘猶豫’, ‘五更’, ‘郭禿’, ‘長流’, ‘熭’ 등의 여섯 가지 구절에 대한 안지추

의 훈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둘째, 劉鵬程(2010)에서는 ｢書證｣에 나타

난 교감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書證｣에 校, 本校, 他校, 理校, 綜合校의 다

섯 가지 교감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언급한다. 셋째, 餘穎(2003)은 석사 학위 논

문으로, ｢書證｣ 각각의 구절에 대해 체례를 서술하고 내용을 운용하는 방법 및 ｢書
證｣에 나타난 안지추의 사상이 후대에 미친 향 등 다방면에서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書證｣에 나타난 47개의 구절을 전면

적으로 세 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書證｣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역해를 통해 상세히 탐구하고자 

한다. 

3.2 역  주석서  번역서

顔氏家訓의 주석서로는 周法高의 顔氏家訓彙注18)가 있다. 이 주석서는 趙

注盧補本을 저본으로 하고, 이를 보충하고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補正’이라 표시

하고, 周法高 자신의 새로운 의견을 덧붙여 2권본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

른 주석서로, 1980년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간한 王利器의 顔氏家訓集解가 있

다. 이 책은 趙注盧補本을 저본으로 하고, 원대의 성과까지 집대성하여 錢大昕, 
盧文弨 이후의 학자들의 견해를 널리 모으고 王利器 자신의 견해도 덧붙 다.  

顔氏家訓의 번역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번역서로는 程 銘의 顔氏
家訓全譯19)이 있다. 이 책의 원문은 王利器의 顔氏家訓集解를 참고하여 다른 

판본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세 히 교정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안씨가훈집해
와 안씨가훈휘주에 실린 여러 주석가들의 의견을 일정한 관점에 따라 채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吳玉琦⋅王秀霞의 顔氏家訓譯注20), 莊輝明⋅章義和의 顔氏家
訓譯注21), 張靄 의 顔之推全集譯22)이 있다. 
18) 顔氏家訓彙注, 臺灣國風出版社, 1958.
19) 顔氏家訓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3.
20) 顔氏家訓譯注, 吉林文史出版社,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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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번역서로는 우쯔노미야 기요시( 都宮淸吉)가 옮긴 중국고전문학대계(中
國古典文學大系 9권) 顔氏家訓23)이 대표적인 완역서이다. 그는 沈揆, 趙曦明, 
盧文弨, 周法高의 주석을 충실히 쫓아가면서도 독자적인 해석을 하 다고 평가 받

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박정숙, 유동환, 차순복, 김종완, 임동석이 안씨가훈이란 이름으로 

옮긴 번역서가 있다.24) 5권 모두 王利器가 엮은 顔氏家訓集解增補本를 저본으

로 하여 번역하 다고 한다. 앞의 세 번역본은 書證, 音辭의 내용을 생략하

으며, 적절치 않은 표현이나 애매한 표현들이 적지 않다. 김종완과 임동석의 안
씨가훈은 완역본이나, 전문적 해석을 요하는 書證, 音辭에 대해 엄 한 번역

과 고증이 빠져있고, 문장 또한 자연스럽지 못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

다.25) 

21) 顔氏家訓譯注, 上海古籍出版社, 1999.
22) 顔之推全集譯, 齊魯書社, 2004. 
23) 顔氏家訓, 平凡社, 1969.
24) 박정숙 譯, 안씨가훈,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유동환 譯, 안씨가훈, 홍익출판사, 2011. 
차순복 譯, 안씨가훈, 연변인민출판사, 2011.
김종완 譯, 안씨가훈, 푸른역사, 2007. 
임동석 譯, 안씨가훈, 동서문화사, 2009.

25) 판본과 주석서, 번역서에 대한 내용은 강신욱(1985), 王利器(1993), 임동석(2006), 
노인숙(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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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본 역주는 顔氏家訓 판본 중에 최신 저작이며, 작가 자신과 여러 주가의 

주석을 종합한 王利器의 增補本을 저본으로 삼아, 顔氏家訓 ｢書證｣에 나오

는 글자 수 총 6,057자, 구절 수 총 47개를 그 역해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 역주의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2.1) 원문: 宋나라 善本으로 여겨진 知不足齋本과 현대 가장 완비된 增補本을 

비교⋅검토하여 더 타당하다고 채택된 사항을 기준으로 원문을 

확정하 다.
2.2) 판본상의 차이: 知不足齋本과 增補本을 비교하여 두 판본에서 어떤 글자

가 더 타당한지 살피며 설명을 덧붙 다. 두 판본에는 다음과 같

이 2번 이상 문자 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다.

출현 

횟수
知不足齋本(增補本)

2 直( )

3 㫄(旁) 按(案)

4번 

이상
(傍) 竝(並) 閒(間) 荅(答)

尒

(耳,爾)
貌(皃) (簡)

      이는 속자이거나, 동일한 음과 뜻을 갖는 이체자이다. 47구절 중 

이체자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구절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판본상의 차이는 생략하기로 하 다.
2.3) 주석: 각 구절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러 공구

서를 참고하여 역자 나름의 주석을 달았다. 주석은 지명과 인명, 
어려운 글자에 대한 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인용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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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를 밝혔다. 다만 문자 의미 풀이에 사용한 사전과 같은 

공구서는 참고 문헌에서 통합적으로 다뤘다. 
2.4) 번역: 원문과 주석을 토대로 역자 나름의 번역을 하 다.
2.5) 해설: 각 구절에서 안지추가 하고자 하는 논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안

지추의 견해의 장단점과 오류를 짚었다. 그 과정에서 문헌학이나 

언어학 등 그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역자의 견해를 피력하 다. 

3. 顔氏家訓의 대표적인 판본 중, 시조라고 할 수 있는 覆述古 影宋本의 沈

揆 跋文을 역주에 실었다. 覆述古 影宋本는 知不足齋叢書에 편입되어, 知
不足齋叢書本이라고도 한다. 후대 顔氏家訓 판본에서 覆述古 影宋本을 저

본으로 삼아 수정, 보완하 고, 본 역주에서 知不足齋本과 增補本이 갖는 판

본상의 차이를 다뤘다는 점에서 비중을 차지하므로 覆述古 影宋本에 수록된 

沈揆의 跋文을 번역하 다.



1Ⅱ. 顔氏家訓⋅書證 譯註  17

<覆述古堂影宋本 沈揆 跋文>

顏黃門26)學殊精博. 此書雖辭質義直, 然皆本之孝弟, 推以事君上, 處朋友 黨之閒, 
其歸要27)不悖六經, 而旁貫百氏. 至辯析援證, 咸有根據; 自當啟悟28)來世, 不但可訓
思魯, 湣楚輩而已. 揆家有閩本, 嘗苦篇中字訛難讀, 顧無善本可讎. 比去年春, 來守天
台郡, 得故參知政事謝公家藏 蜀本; 行閒朱墨細字, 多所竄定, 則其子景思手校也. 
逎 郡丞樓大防取兩家本讀之, 大氐閩本尤謬誤:‘五皓’實‘五白’, 蓋‘博名’而誤作‘傳’; 
‘元歎’本顧雍29)字, 而誤作‘凱’; ‘喪服經’自一書, 而誤作‘絰’; 馬牝曰‘騲’, 牡曰‘騭’, 而
誤作‘驒駱’. 至以‘吳趨’爲‘吳越’,‘桓山’爲‘恒山’,‘僮約’爲‘童幼’, 則閩.蜀本實同. 惟謝氏
所校頗精善, 自題以五代宮傅和凝30)本參定, 而側注旁出, 類非取一家書. 然不正‘童
幼’之誤; 又秦權銘文‘ ’實古‘則’字, 而謝音制, 亦時有此疏舛;31) 讎書之難如此. 於
是稍加刊正, 多采謝氏書, 定著爲可傳. 又別列 證二十有三條爲一卷, 附於左. 若其
轉寫甚訛 音訓辭義所未通 , 皆存之, 以竢洽聞君子. 淳熙七年春二月, 嘉 沈揆題.

顏 黃門(顏之推)은 학문에 대한 조예가 매우 정 하고 해박하 다. 이 책이 비

록 말이 거칠고 뜻이 직설적이기는 하나, 모두 孝와 悌에 근본을 두고서 더 나아

가 임금을 섬기고 친구 사이나 마을에서 행동하는 것에 미치고 있는데, 그 요점은 

六經에서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諸子百家에 두루 관통하고 있다. 어떤 사항에 대해 

분석하거나 증거를 끌어오는 데에 언제나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에 합당하니 그저 그의 두 아들 思魯, 湣楚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내 집에 閩本이 있는데, 이전부터 책 속에 있는 글자의 오류 때문에 해독에 어

려움이 있는데도 대조해볼 좋은 판본이 없음을 힘들어하 다. 작년 봄에 天台郡을 

26) 黃門 : 후한시대에 나온 황제의 시종관으로, 안지추는 北齊 때 黃門을 지냈다. 
27) 歸要 : 요지.
28) 啟悟 : 깨닫다.
29) 顧雍 : 顧雍(168-243)은 吳나라 吳郡 吳縣 사람이다. 字는 원탄(元嘆)이고, 채옹(蔡

邕)의 제자 다. 
30) 五代宮傅和凝 : 和凝(898-955)은 五代 州 昌(지금의 山東省 東平縣) 사람이다. 

字는 成績으로, 역대로 後梁⋅後唐⋅後晉⋅後漢⋅後周의 다섯 왕조에서 벼슬을 했다. 
31) 疏舛 : 粗略紊亂. 누락되고, 무질서하다.



18  顔氏家訓⋅書證 譯註

다스리러 와서 參知政事를 지낸 謝公의 집에 소장된 蜀本을 얻었다. 줄 사이에 붉

은 묵으로 쓴 작은 글자가 있는데, 잘못된 것을 고친 곳이 많은 것을 보니 그의 

아들 景思가 직접 교정한 것이었다. 그래서 郡丞 樓大防과 함께 두 집안에 있는 

판본을 가져와 읽었는데 대체로 閩本에 오류가 더 많았다. ‘五皓’은 실은 ‘五白’이
고, ‘博名’의 ‘博’을 ‘傳’으로 잘못 쓰고, ‘元歎’은 본래 顧雍의 字인데 ‘凱’로 잘못 

썼다. 喪服經이 자체로 하나의 책인데, (‘經’을) ‘絰’로 잘못 썼다. 암말을 ‘騲’라 

하고, 수말을 ‘騭’이라 하는 것인데 이를 ‘驒駱’이라 잘못 썼다. ‘吳趨’를 ‘吳越’로,
‘桓山’을 ‘恒山’으로, ‘僮約’을 ‘童幼’라로 한 것은 閩本과 蜀本 실로 같다. 
謝氏가 교정한 것이 매우 정 하고 잘 되어 있는데 스스로 五代 宮傅인 和凝의 

판본을 근거로 교정한 것이라고 기술하 다. 그러나 옆에 쓴 注가 다양하게 나오

는데, 그 유형이 한 사람의 서적에서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僮約’을)‘童幼’
이라 한 것 같은 잘못을 바로 잡지 않은 것이 있는데 가령, 秦대 저울추에 새겨진 

銘文의 ‘ ’는 옛 ‘則’자인데, 景思가 음을 ‘制’라 하 으니, 때때로 이처럼 잘못된 

곳도 있다. 책을 교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렵다. 그래서 약간의 교정을 더하고, 
謝氏의 글을 많이 취하여 저작을 완성하게 되니 전할 만하게 되었다. 또한 별도로 

攷證이란 23개의 조목으로 구성된 책 1권을 뒤에 덧붙 다. 베껴 쓰는 과정에

서 크게 오류가 있거나 음과 뜻이 아직 통하지 못한 것은 모두 남겨 두어 후대의 

군자의 의견을 듣기를 기다리고자 하 다.  

淳熙 7년(1179년) 봄 2월, 嘉  沈揆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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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荇菜’를 ‘莧菜’로 혼동

(1) 원문

詩云: ｢參差荇菜.｣1) 爾雅云: ｢荇, 接余也.｣ 字或爲莕.2) 先儒解釋皆云: 水草, 圓

葉細莖, 隨水淺深. 今是水悉有之, 黃花似蓴,3) 江南俗亦呼爲猪蓴, 或呼爲荇菜. 

劉芳具有注釋.
4)

 而河北俗人多不識之, 博士皆以參差者是莧菜,
5)

 呼人莧6)爲人荇, 

亦可笑之甚.

(2) 주석

 1) 荇菜: 마름풀. 뿌리는 진흙 속에 박고 줄기가 길게 자라서 물 위에 뜬다. 
잎은 뭉쳐난 것처럼 보이며 잎자루에 굵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공기 주머

니로서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해준다. 
 2) 莕: 마름풀. 
 3) 蓴: 蓴菜. 길이 10cm 안팎의 잎은 길둥근 모양의 방패 같고 어긋맞게 나

며 잎자루가 길고 물 위에 떠 있는데 윗면은 녹색(綠色), 아랫면은 자 

색을 띤다. 
 4) 劉芳具有注釋: 劉芳(453-513)은 北朝 北魏 彭城 사람이며, 자는 伯文이

고, 호는 石經이며, 시호는 文貞이다. 그는 詩經과 관련하여 毛詩箋音
證을 저술하 는데, 隋書經藉志에 “ 毛詩箋音證 10권 後魏 太常卿 

劉芳이 편찬하 다[毛詩箋音證十卷, 後魏太常卿劉芳撰]”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增補本에 재인용된 盧文弨에 의하면, 魏書⋅劉芳傳에 “音義證
本卷은 후에 또한 劉芳義證이라고 하 다[音義證本卷, 後亦云, 劉芳義
證]”라는 하 다. 다시 말해서 魏書⋅劉芳傳에는 毛詩箋音證이 아닌 

毛詩箋音義證으로 되어 있다. 현재 毛詩箋音證이 남아 있지 않아, 劉
芳이 ‘荇菜’에 대해 주석한 내용을 알 수 없다.  



20  顔氏家訓⋅書證 譯註

 5) 莧菜: 비름.
 6) 人莧: 莧(비름)의 한 종류. 明 盧和 食物本草에 “莧에 6가지 종류가 있

는데, 人莧, 赤莧, 白莧, 紫莧 등 다섯 가지 색의 莧과 나머지 하나는 바

로 馬齒莧이다[莧有六種, 人莧⋅赤莧⋅白莧⋅紫莧, 五色莧, 其一即馬齒莧
也]”라고 하 다. 

(3) 번역문

詩經⋅周南⋅关雎에 “올망졸망 荇菜(마름풀).”32)라는 구절이 있다. 爾雅⋅
釋草에서 “ ‘荇’은 接余이다.”라고 하 다. ‘荇’자는 ‘莕’이라고도 쓴다. 선학들

은 모두 “(‘荇’은) 수초로, 둥근 잎에 가는 줄기이며, 물의 깊이만큼 자란다.”
라고 해석하 다. 지금도 물에서 자라니, 황색 꽃이 蓴菜와 비슷하고, 강남 

민간에서는 ‘猪蓴’이라 부르기도 하고, ‘荇菜’라고도 부른다. 劉芳이 자세히 주

석하 다. 그러나 하북 민간에서는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하고 박사들 모두‘올
망졸망 한 것’을 ‘莧菜’로 여기고 ‘人莧’을 ‘人荇’으로 부르니, 역시 매우 비웃

을 만하다. 

(4) 해설

안지추는 詩經⋅周南⋅关雎에 나온 ‘올망졸망한 荇菜(마름풀)’의 ‘荇菜’에 

대해 주석서와 선학의 말을 빌려 설명한다. 하북 민간에서 ‘荇菜’를 그와 다른 

식물인 ‘莧菜(비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남 민간과 비교하

며 그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 강남 민간에서는 수초인 ‘荇菜’를 ‘猪蓴’이라 부

르며, ‘荇菜’라는 식물에 대해 알고 있는 반면, 하북 민간에서는 길가나 밭에

서 자라는 ‘莧菜’를 ‘荇菜’로 여기고 있다. ‘荇’과 ‘莧’사이에 성모가 모두 狎母

로 동일하나, 단순히 성모의 유사성으로 인해 두 식물을 혼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오늘날 살펴볼 수 있는 식물의 모습과 남북조 시대 식물과 완전

32) 詩經에 대한 번역은 김학주(2010)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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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지금 볼 수 있는 두 식물의 모습을 살펴보

면, ‘荇菜’는 잎이 둥글고, ‘莧菜’는 잎 끝부분이 뾰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

다. 이러한 점에서 두 식물이 다른 식물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백과사전에 ‘莧菜(비름)’에 대한 별칭으로 ‘荇菜’라고도 한다고 설명

한다. 이는 지금까지 두 식물을 동일한 객체로 인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러한 상황에서 안지추가 서적을 살펴보고, 강북의 식물을 직접 살펴보며 얻은 

경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그 올바른 쓰임을 권장한다는 

데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苦菜’를 ‘龍葵’로 혼동 

(1) 원문

詩云: ｢誰謂荼苦?｣ 爾雅⋅毛詩傳並以荼,1) 苦菜2)也. 又禮云: ｢苦菜秀.｣3) 案: 易

統通卦驗玄圖4)曰: ｢苦菜生於寒秋,5) 更冬歷春, 得夏乃成.｣ 今中原苦菜則如此也. 

一名游冬,6) 葉似苦苣7)而細, 摘斷有白汁, 花黃似菊. 江南別有苦菜, 葉似酸漿,8) 

其花或紫或白, 子大如珠, 熟時. 或赤或黑, 此菜可以釋勞. 案: 郭璞注爾雅, 此乃

蘵9)黃蒢10)也. 今河北謂之龍葵.11) 梁世講禮者, 以此當苦菜; 旣無宿根,12) 至春方生

耳, 亦大誤也. 又高誘注呂氏春秋13)曰: ｢榮而不實曰英.｣14) 苦菜當言英, 益知非龍

葵也.

(2) 본상의 차이

  1) 又禮云: ｢苦菜秀.｣
⋅知不足齋本에서는 이 구절이 빠져있다. 꽃이 핀다는 의미의 ‘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의미의 ‘英’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이 구절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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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易統通卦驗玄圖曰

⋅知不足齋本에서는 ‘元’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玄’자로 표기하 는데, 
본고에서는 增補本을 따랐다.
⋅知不足齋本은 宋나라 때 만들어진 影印本이다. 宋나라 시조인 玄郞의 이름

을 피휘하여 불가피하게 ‘玄’대신 ‘元’으로 쓴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

래 이름인 鄭玄이라고 쓴 增補本을 따른다.
⋅이 구절과 더불어 5, 17, 35, 44 구절 역시 玄郞의 이름을 피휘한 것과 관

련 있다. 중복된 내용이므로 추후 구절에 대해서는 이 판본상의 차이를 다루

지 않을 것이다.

(3) 주석

 1) 荼: 씀바귀. 여러해살이풀로 잎이나 줄기를 잘라보면 쓴맛이 강한 흰 즙

이 나오고, 꽃의 빛깔은 노랗다. 釋文에서 “ ‘荼’의 음은 ‘徒’이다 [荼音
徒]”라고 하 다.

 2) 苦菜: 씀바귀. 
 3) 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꽃은 피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인데, 

論語⋅子罕에서 “꽃은 피나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있도다[秀而不實 , 
有矣夫]”라는 구절에 나온다. 둘째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 爾
雅⋅釋草에서 “꽃은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을 秀라 한다[不榮而實
之秀] ”고 하 다.

 4) 易統通卦驗玄圖: 隋書經籍志에 通과 卦가 바뀐 “易通統卦驗玄圖一卷”이
란 기록이 있으나, 저자는 분명하지 않다. 

 5) 寒秋: 늦가을. 
 6) 游冬: 苦菜(씀바귀)의 일종. 
 7) 苦苣: 꽃상추.
 8) 酸漿: 꽈리. 
 9) 蘵: 까마종이. 꽃은 5∼9월에 흰색으로 피고, 열매는 장과로 둥글며 7월

부터 검게 익는데, 단맛이 나지만 약간 독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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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黃蒢: 까마종이. 
11) 龍葵: 까마종이. 
12) 宿根: 다년생 뿌리.
13) 高誘注呂氏春秋: 高誘(?-?)는 後漢 涿郡 涿縣 사람이며, 諸子集成에 수

록된 呂氏春秋注, 淮南子注, 孝經注, 戰國策注 등을 저술하 다.
14) 英: 열매가 맺지 않는 꽃. 爾雅⋅釋草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

는 것을 英이라 한다[榮而不實 之英] ”고 하 다. 

(4) 번역문

詩經⋅邶風⋅谷風에 “누가 荼(씀바귀)를 쓰다고 하는가?”라는 구절이 있

다. 爾雅⋅釋草와 毛傳에서 모두 ‘荼’를 ‘苦菜’라 하 다. 또한 禮記⋅月
令에서 “苦菜가 秀(열매를 맺지 않다)하다.”라고 하 다. 易統通卦驗玄圖
에 따르면, “ ‘苦菜’는 늦가을에 나와 겨울과 봄을 지나 여름에 다 자란다.”라
고 하 다. 지금 중원에서 나는 ‘苦菜’는 이와 같다. 일명 ‘游冬’이라고 하는

데, 잎은 ‘苦苣’와 비슷하지만 가늘고, 따서 갈라보면 흰 즙이 나오고, 꽃은 

황색으로 국화와 같다. 강남에서는 이와 다른 ‘苦菜’가 있는데, 잎이 酸漿(꽈
리)과 비슷하고, 그 꽃은 자색이나 흰색이고, 크기가 구슬만큼 크고, 익으면 

적색이나 흑색이니 이 식물은 피로를 풀어주는 데 쓰인다. 郭璞이 주를 단 爾
雅에서는 이것(강남의 ‘苦菜’)은 바로 “蘵으로, 黃蒢이다.”라고 하 는데, 지
금 하북에서는 이를 ‘龍葵’라 부른다. 梁나라 때 禮記를 강연하는 자가 이

를 (중원의) ‘苦菜’로 보았으나, 원래 (중원의 ‘苦菜’는) 다년생 뿌리가 없고 

봄에 이르러 비로소 (싹이) 나올 따름이니, 역시 크게 잘못 본 것이다. 또한 

高誘가 주를 단 呂氏春秋에서 “꽃은 피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英이라

고 한다.”라고 하 다. (중원의) ‘苦菜’는 (“ ‘苦菜’가 秀한다”가 아닌) 마땅히 

(‘苦菜’가) ‘英’한다고 해야 하니, ‘龍葵’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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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설

詩經⋅邶風⋅谷風에 나온 ‘荼’를 爾雅⋅釋草와 毛傳에서 ‘苦菜’라 하

는데, 이는 중원에서 자라는 ‘苦菜’를 말한다. 안지추는 중원의 ‘苦菜’와 하북 

지역에서 나는 ‘龍葵’를 동일시하는 점에 지역에 따른 식물의 특징을 논하며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禮記⋅月令에 나온 “苦菜가 秀하다(열매를 맺지 않다).”는 문장을 

거론하며 ‘苦菜’라는 식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다. 易統通卦驗玄圖
에서 말한 여름에 다 자라는 ‘苦菜’는 중원의 그것과 같다. 강남에도 ‘苦菜’라
는 식물이 자라는데 중원의 것과 꽃 색깔과 생김새가 다르다. 곽박은 爾雅
의 ‘苦菜’는 ‘黃蒢(까마종이)’라고 설명하 다. ‘黃蒢(까마종이)’는 독성을 가

진 열매를 맺는다. 당시 하북에서는 이를 ‘龍葵’라 부른다. 
그런데 梁나라 때 禮記를 강연하는 자가 하북에서 자라는 ‘龍葵’를 중원

의 ‘苦菜’와 동일시한다. 중원의 ‘苦菜’는 열매를 맺지 않는데, ‘龍葵’는 열매를 

맺는 식물로 다른 식물이다. 이에 안지추는 禮記⋅月令에서 “苦菜가 秀하다

(꽃이 피다).”라는 의미보다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의미인 ‘英’으
로 보아야 그 의미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안지추의 논지를 도식화해보면 다

음과 같다. 
지역 특징

중원 英(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다)

 苦菜

강남
秀(꽃은 피지 않고 열매를 맺다)

하북 (龍葵)

詩經에 나타난 식물에 대한 연구는 吳나라 陸璣의 毛詩草木鳥獸蟲魚疏
로부터 陸文郁의 詩草木今釋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는 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고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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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경물에 대해 현대 사람들은 식물도감을 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오

류를 범한다. 안지추는 ‘苦菜’라는 식물이 각 지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불리나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엄 히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경물에 대한 

올바른 쓰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3. ‘杕’를 ‘狄’으로 오용

(1) 원문

詩云: ｢有杕1)之杜.｣2) 江南本並木傍施大. 傳曰: ｢杕, 獨皃也.｣ 徐仙民3)音徒計

反.4) 說文曰: ｢杕, 樹皃也.｣ 在木部. 韻集5)音次第之第,6) 而河北本皆爲夷狄之

狄,7) 讀亦如字, 此大誤也.

(2) 주석

 1) 杕: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 모양. 
 2) 杜: 팥매나무.
 3) 徐仙民: 仙民은 徐邈(343-397)의 字이다. 그는 東晉 東莞 姑幕 사람이며, 

隋書經藉志에 “毛詩音2권을 徐邈이 편찬하 다[毛詩音二卷, 徐邈撰]”
라는 기록이 있다. 

 4) 徒計反: 徒計의 반절음은 [diei]이다. 이는 王力의 재구음을 따른 것이다. 
學 [http://xiaoxue.iis.sinica.edu.tw] 참고. 추후 다뤄지는 재구음 모

두 王力의 음을 따른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5) 韻集: 晋나라 呂靜(?-?)이 저술한 운서로, 6권이 있다. 呂靜은 字林을 

지은 西晉 呂忱(?-7)의 동생이다. 
 6) 韻集音次第之第: 第의 재구음은 [diei]이다.
 7) 而河北本皆爲夷狄之狄: 狄의 재구음은 [die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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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字 別字

 ‘ ’  ‘大’ → ‘犬’ 34)

 ‘狄’  ‘火’ → ‘犬’ 35)

 ‘析’  ‘木’ → ‘扌’ 36)

 ‘狐’  ‘犭’ → ‘扌’ 37)

(3) 번역문

詩經⋅唐風에서 ‘杕(우뚝 선)33)한 팥매나무.’라는 구절이 있다. 강남 판

본에서는 모두 (‘杕’를) ‘木’변에 ‘大’를 더한 ‘杕’로 썼다. 毛傳에서 “杕는 홀

로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 고, 徐仙民은 (‘杕’의) 음을 ‘徒計’의 반절이라고 

하 다. 說文에서 “杕는 나무의 모습이다.”라고 하 고, (문자는) 木部에 있

다. 韻集에서는 음이 ‘次第’의 ‘第’라고 하 다. 그러나 하북본에서는 모두 

‘夷狄’의 ‘狄’이라 하고, 읽는 것도 글자대로 읽으니, 이는 큰 잘못이다.

(4) 해설

안지추는 詩經⋅唐風에 나온 ‘杕’자에 대해 강남 판본에서는 그렇게 썼으

나, 하북 판본에서는 모두 ‘狄’으로 잘못 썼다고 지적한다. 안지추는 문자와 

음운 측면에서 ‘杕’자에 대해 교감을 하 는데, ‘杕’자에 대해 毛傳에서 홀

로 있는 모양이라고 하 고, 說文에서 나무의 모습이라고 하 다는 점과 徐

仙民은 그 음을 ‘徒計[diei]’의 반절이며, 韻集에서는 음이 ‘第[diei]’라는 점

을 그 근거로 삼았다. 
안지추 그 당시 字體가 篆에서 隸書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하북 판본처럼 

‘杕’를 ‘狄’로 혼동하여 쓰기 쉬웠을 것이다. 예서에서 ‘杕’자의 ‘大’편방과 ‘狄’
자의 ‘火’편방은 서로 유사하여 혼용하여 쓰 던 것으로 보인다. 안지추 당시 

‘杕’자의 ‘大’편방 대신 ‘犬’편방, ‘火’대신 ‘犬’편방으로 쓰기도 하며, ‘木’대신 

‘扌’편방으로, ‘狄’자의 ‘犭’편방 대신 유사한 ‘扌’편방으로 쓴 예가 있다. 그 예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김학주(2010)의 번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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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杕’자와 ‘狄’자는 편방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혼용 가능성이 있다

고 볼 수 있고, 하북 판본에서도 이를 혼동하여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된

다. 이에 안지추는 문자적 오해에 대해 판본을 비교하여 바로 잡았다. 

4. ‘驚驚牡馬’, ‘驚驚牧馬’의 문제

(1) 원문 

詩云: ｢駉駉牡馬.｣ 江南書皆作牝牡之牡, 河北本悉爲放牧之牧.
1)

 鄴下2)博士見難

云: ｢駉頌旣美僖公牧于坰野之事, 何限騲騭3)乎?｣ 余答曰: ｢案: 毛傳云: 駉駉, 

良馬腹幹肥張也. 其下又云: 諸侯六閑四種: 有良馬, 戎馬, 田馬, 駑馬. 若作放

牧之意, 通於牝牡, 則不容限在良馬獨得駉駉之稱. 良馬, 天子以駕玉輅, 諸侯以充

朝聘郊祀, 必無騲也. 周禮 圉人職: 良馬, 匹一人. 駑馬, 麗一人.4)
 圉人所養, 

亦非騲也; 頌人擧其强駿者言之, 於義爲得也. 易曰: 良馬逐逐.5) 左傳云: 以其

良馬二.6) 亦精駿之稱, 非通語也. 今以詩傳良馬, 通於牧騲, 恐失毛生7)之意, 且

不見劉芳義證8)乎?｣

(2) 본상의 차이

  1) ｢駉頌旣美僖公牧于坰野之事, 何限騲騭乎?｣
⋅知不足齋本에서는 ‘駉’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坰’자로 표기하 다. 知
不足齋本에서는 편명과 동일한 ‘駉’자를 썼는데, ‘駉駉’이라고 써 말을 수식하

는 형용사로써 그 역할을 한다. 增補本에는 ‘坰’이 쓰여 먼 들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坰’이 문맥상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增補本에 따라 본고는 

34) 隨 陳常 墓誌에 보인다. 碑別字新編 19p. 
35) 魏 李彰 墓誌에 보인다. 위의 책, 42p.
36) 魏 冀州刺史 元昭 墓誌에 보인다. 위의 책, 66p.
37) 魏 江陽 王元乂誌에 보인다. 위의 책, 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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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坰’자로 썼다. 
⋅段玉裁의 説文解字注에서 說文⋅馬部에 ‘駉’자 아래에 詩經⋅魯 ⋅駉
에 “在駉之野.”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썼다. 詩經의 四部叢刊景宋本에는 “在
坰之野.”라고 썼다. 段玉裁는 説文解字注 卷十篇上에서 ‘駉’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魯 ｣에서 “牧馬在坰之野”라고 하 는데, 여기서 坰 

혹은 冋자이며, 冋자가 古字이다. 邑外를 ‘郊’라 하고, 郊外를 ‘野’라 하며, 野
外를 ‘林’이라 하며, 林外를 ‘冋’이라 한다. 詩經에서 말을 冋에서 방목한다

고 하 으므로 (駉을) 馬冋을 의미부로 하는 意라고 칭한 것이다. 

  2) 易曰: 良馬逐逐.
⋅知不足齋本에서는 ‘云’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曰’자로 표기하 는데,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曰’자로 썼다. 39, 44 구절 역시 이와 중복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추후 구절에서는 생략한다.
⋅두 판본의 ｢書證｣에 출현한 云과 曰의 출현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知不足齋本에서 云은 107번, 曰은 49번 출현하 다. 增補本에서는 云은 104
번 나왔으며, 曰은 52번 출현하 다. 고대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직접 인용

은 ‘曰’을 쓰고, 간접 인용은 ‘云’을 쓴다. 그러나 두 판본에서는 이러한 뚜렷

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云과 曰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혼용되어 쓰 다.

(3) 주석

 1) 江南書와 河北本: 이 구절에서 江南書가 河北本과 대구를 이룬다는 점에

서 江南書의 ‘書’를 판본의 ‘本’으로 보고, 江南 판본이라고 해석할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顔氏家訓에서 판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本’이나 

‘書本’이라고 썼다. 가령, 世本, 原本, 江南本, 江南 本, 世間傳本, 俗本, 
江南詩古本, 鄴下詩本, 臣家 本, 江南書本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江南

書는 안지추가 江南에 있었을 당시 보았던 詩經이 수록된 책인지 판본

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河北本은 河北에서 유통되었던 詩經 판본으

로, 안지추는 이를 직접 보고 판본이라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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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鄴下: 五胡 16國 당시 后赵, 前秦, 東魏의 수도이다. 北城과 南城 두 성

이 있었는데, 北城이 지금의 河北省 临漳县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3) 騲騭: 玉篇에서 ‘騲’에 대해 ‘암컷의 통칭’이라고 하 다. 正字通에서

는 “본래 ‘草’라고 쓰고, 晉 郭欽과 魏 杜畿가 백성들에게 ‘암소(牸牛)’와 

‘암말(草馬)’을 기르게 하여 세금을 부과하 다.”고 하 다. 따라서 ‘騲’는 

‘암말’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騭’은 玉篇과 爾雅⋅釋畜에서 ‘수말

(牡)’이라고 하 다. 이를 토대로 ‘騲騭’는 암말과 수말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4) 良馬, 匹一人. 駑馬, 麗一人: 周禮⋅夏官⋅圉人조목에 나오는 구절이다. 

鄭玄은 周禮注疏에서 “麗는 짝(耦)이다.”라고 하 다. 이를 통해 ‘麗’는 

두 필의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 良馬逐逐: 易經⋅爻辭에 나오는 구절로, 四部叢刊景宋本에는 “良馬逐”

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漢나라 鄭玄의 周易鄭康成注에는 “良馬逐逐”
이라고 되어 있으며, “두 마리의 말이 달리는 것이다[兩馬走也]”라고 풀

이하 다. 안지추는 정현의 주를 따라 “良馬逐逐”이라고 쓴 것이다. 　
 6) 以其良馬二: 左傳⋅宣公 十二年에 나오는 구절로, “趙旃은 良馬 두 필

을 형과 숙부에게 주어 달아나게 하고, 자신은 다른 말로 돌아가려고 하

다[趙旃以其良馬二, 濟其兄 叔父, 以他馬反]”는 내용이다.
 7) 毛生: 王利器는 顔氏家訓集解에서 毛生은 漢 河間 太守 毛萇을 말하며, 

詩傳 10권을 지었고, 이 책은 지금도 전해진다고 하 다. 
 8) 劉芳義證: 魏書⋅劉芳傳에 “芳이 毛詩箋音義證 10卷, 禮記義證 10

卷, 周官 禮義證 각각 5卷을 편찬하 다”고 되어 있다. 이 구절은 毛

詩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논하므로, 義證은 毛詩箋音義證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4) 번역문

詩經⋅魯 ⋅駉에 “살찌고 튼튼한(駉駉)38) 牡馬(수말)”라는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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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나오는 ‘牡’자를 江南의 서적에서는 모두 ‘牝牡’의 ‘牡’로 쓰고, 河北 
판본에서는 모두 ‘放牧’의 ‘牧’으로 썼다. 鄴下의 박사들이(‘牡’라 쓰는 것을) 
어렵다고 여겨 이렇게 물었다. “駉 은 원래 희공이 먼 들판에서 방목하는 일

을 찬미하는 것인데, 어찌 암말인지 수말인지 경계를 두는가?”. 나는 이에 다

음과 같이 대답하 다. “내 생각은 이렇다. 毛傳에서 “ ‘駉駉’은 良馬의 몸통

이 살찐 모습이다.”라고 하 다. 그 아래 문장에서도 “제후의 여섯 마구간에 

네 종류의 말이 있는데, 良馬, 戎馬, 田馬, 駑馬이다.”라고 하 다. ‘放牧’의 의

미로 써서 암수에 통용된다면 良馬에 유독 ‘살찌고 튼튼한(駉駉)’이라고 칭할 

수 없다. 良馬는 천자가 수레를 탈 때와 제후가 조빙과 교사 하는 데 충당되

는데, 결코 암말은 없다. 周禮⋅夏官에 圉人이란 관직에 대해 “良馬는 매 

필마다 한 사람씩, 노마는 두 필마다 한 사람씩”이라고 하 다. 어인이 기르

는 것 또한 암말이 아니다. 을 쓴 사람이 (수말 중에) 굳세고 뛰어난 말을 

들어 이를 읊은 것이 의미에 부합할 수 있다. 易經⋅爻辭에서 “良馬가 달리

는 것이다”라고 하 고, 左傳⋅宣公 十二年에서 “良馬 두 필’이라고 하 으

니, 또한 (수말 중에) 뛰어난 것을 칭하는 것이지, (암말까지) 통틀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毛傳에 나온 ‘良馬’를 암말을 방목한다는 데에도 통용한

다는 것은 아마도 毛萇의 의미를 잃는 것인데, 劉芳의 毛詩箋音義證을 보지 

못한 것이리라.” 

(5) 해설 

안지추는 詩經⋅魯 ⋅駉의 ‘駉駉牡馬’란 구절에 대해 강북 판본에서 ‘駉
駉牧馬’라고 쓴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牧’자로 쓴 강북 판본에 

대해 毛傳에서 언급한 良馬의 특성과 周禮에서 논한 어인이 기른 良馬를 

언급하며 잘못된 점을 교감하고 있다. 여기에서 바로 ‘牡’, ‘牧’ 두 글자가 논

의 대상이 된다. 두 글자는 자음이 유사하며,39) 육조 시대, 당대에 이르기까

38) ‘駉駉’에 대한 번역은 김학주(2010)을 따랐다. 
39) ‘牡’는 廣韻에서 ‘莫厚’의 반절이며, 厚韻明母이며, ‘牧’은 廣韻에서 ‘莫六’의 반절이

며, 屋韻明母라고 하 다. 두 글자의 성모가 같으며, 운모 역시 牙音으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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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牡’나 ‘牧’으로 쓴 판본이 공존하 다.40) 이는 자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두 

글자가 서로 통가되어 혼용되기 쉬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지추는 毛傳에서 ‘駉駉’이 몸이 살찐 良馬의 모습이라는 해석을 근거로 

하여 ‘駉駉’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수말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며, 良馬
의 네 종류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牡馬’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良馬

와 수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선재돼야한다. 毛傳에서 良馬란 제후들이 기

르는 말의 종류일 뿐, 이것이 말의 성별과 관련 있다는 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良馬와 수말의 연관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이 표현을 암말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과관계상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안지추는 周禮
를 근거로 어인이 기르는 말에 암말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내용은 

업하의 박사가 주장한 ‘駉 은 원래 희공이 들에서 방목하는 일을 찬미하는 

것’이란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 여기서 언급된 ‘良馬’에 대해 淸代 卢文弨

는 다음과 같이 말하 다.

“康成은 ‘良은 善이다.’라고 주를 달았다. 그렇다면 毛傳에서 말하는 良

馬는 대개 훌륭한 말을 말할 뿐이다. 무릇 망아지를 기르고 수말을 치는 일

로 인해 수말과 암말이 서로 섞여 사는 것이다. 먼 들판에서 방목하는 땅 

역시 수레를 타거나 조빙, 교사하는 것에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저절로 

수말과 암말에 경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詩經⋅鄘風⋅干旄에서도 

良馬에 대해 언급하는데,41) 하필 그 뜻을 수말에 한정하는가? 하물며 毛傳
에서 良馬, 戎馬, 田馬, 駑馬 네 종류의 말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 의미는 毛
傳의 전 편42)에 나눠져 있다. 통언(通 )하면 모두 良馬의 이름이라 할 수 

40) 增補本에 재인용된 卢文弨는 다음과 같이 말하 다. 釋文에 “ ‘牡馬’는 ‘茂后反’이며, 
草木疏에서 ‘騭馬’라고 하 다. 說文에서도 이와 동일하나 ‘牧’으로 쓰기도 하 다”. 
당대의 李陵의 答 武書에 ‘牡馬悲鳴’이란 구절이 있다. 藝文類聚 93, 太平御覽
55에 ‘駉駉牧馬’란 구절이 있으며, 初學記 29, 白氏六帖 96에 ‘駉駉牡馬’란 구절이 

있다. 
41) 孑孑幹旄，在浚之郊. 素絲紕之，良馬四之. 彼姝 子，何以畀之？孑孑幹旟，在浚之都. 

素絲組之，良馬五之. 彼姝 子，何以予之？孑孑幹旌，在浚之城. 素絲祝，良馬六之. 彼
姝 子，何以告之？

42) 駉駉牡馬，在坰之野. 薄 駉 ，有驈有皇，有驪有黃，以車彭彭. 思無疆思, 馬斯臧.
駉駉牡馬，在坰之野. 薄 駉 ，有騅有駓，有騂有騏，以車伾伾. 思無期思, 馬斯才.
駉駉牡馬，在坰之野. 溥  駉 ，有驒有駱，有騮有雒，以車繹繹. 思無斁思，馬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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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석언(釋 )하면 良馬는 네 종류 중 하나이다.”43) 

卢文弨는 鄭玄의 말을 토대로 良馬는 수말이 아니라 훌륭한 말을 말하며, 
말을 방목하는 것과 안지추가 내세운 ‘천자가 수레를 탈 때나 조빙⋅교사하는 

데 충당되는 良馬’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한 희공이 방목하는 대상은 수말과 암말이 모두 섞여 있으므로, 수말에 국한

하여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안지추는 ‘牡馬’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써 毛傳과 周
禮에서 말한 良馬의 특성을 내세우나, 이는 詩經⋅魯 에 쓰인 ‘牡馬’라는 

표현의 타당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수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鄭玄이 ‘良馬는 훌륭한 말’이라고 주장한 바를 토대로 희공이 방목

하는 대상은 말의 성별과 관계없이 포괄할 수 있는 ‘駉駉牧馬’란 표현이 시의 

의미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5. ‘荔挺’에서 ‘荔’만 식물 이름

(1) 원문

月令云: ｢荔1)挺出.｣ 鄭玄注云: ｢荔挺, 馬薤2)也.｣ 說文云: ｢荔, 似蒲而小, 根可爲

刷.｣ 廣雅云: ｢馬薤, 荔也.｣ 通俗文亦云馬藺. 易統通卦驗玄圖3)云: ｢荔挺不出, 則

國多火災.｣ 蔡邕月令章句4)云: ｢荔似挺.｣ 高誘注呂氏春秋5)云: ｢荔草挺出也.｣ 然

則月令注荔挺爲草名, 誤矣. 河北平澤率生之. 江東頗有此物, 人或種於階庭, 但呼

爲旱蒲, 故不識馬薤. 講禮者乃以爲馬莧;6) 馬莧堪食, 亦名豚耳, 俗名馬齒. 江陵7)

嘗有一僧, 面形上廣下狹; 劉緩幼子民譽,8) 年始數歲, 俊晤善體物, 見此僧云: ｢面
駉駉牡馬，在坰之野. 薄 駉 ，有駰有騢，有驔有魚，以車祛祛. 思無邪思,馬斯徂.

43) “康成注, ‘良，善也.’ 則毛傳所雲良馬，亦只 善馬耳. 凡執駒攻特之政，皆因其牝牡相雜
處耳. 坰野放牧之地，亦非駕輅朝聘祭祀可比，自當不限騲騭. 墉風幹旄，亦 良馬，何必
定指爲牡？況毛傳以良馬、戎馬、田馬、駑馬四種爲 ，意在分配駉之四章，統 之，則
皆得良馬之名；析 之，則良馬乃四種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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似馬莧.｣ 其伯父縚9)因呼爲荔挺法師. 縚親講禮名儒, 尙誤如此.

(2) 본상의 차이

  1) 俗名馬齒

⋅知不足齋本에서는 ‘曰’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名’자로 표기하 다. 
‘名’으로 쓰는 것이 앞의 구절인 亦名豚耳와 대구를 이루며 더 매끄럽게 연결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名’자로 썼다.

(3) 주석

 1) 荔: 타래붓꽃. 잎은 줄 모양이고, 잿빛을 띤 녹색이지만 아랫부분에 자줏

빛이 돈다. 꽃은 5∼6월에 하늘색으로 피는데, 꽃줄기 끝에 달리고 향기

가 있다. 
 2) 馬薤: 염교. 중국이 원산지이며 쪽파의 모습과 비슷하다. 잎은 가늘며 길

이 20∼30cm이고 짧은 잎 집이 있다. 품종은 흰 것과 붉은 것 두 종류

가 있으며, 흰 것은 재배종이며 붉은 것은 야생종이다. 
 3) 易統通卦驗玄圖: 隋書經籍志에 通과 統이 바뀐 “易通統卦驗玄圖一卷”이

라는 기록이 있으나, 책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다. 
 4) 蔡邕月令章句: 蔡邕(132-192)은 後漢 末期 陳留 圉縣 사람이며, 月令

章句 12권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5) 高誘: 高誘는 생졸년도가 정확하지 않으며, 後漢 涿郡 涿縣 사람이다.
 6) 馬莧: 비름. 줄기는 높이가 1미터 정도로 곧게 서 있고, 잎은 어긋나고 

마름모처럼 생긴 달걀 모양이다. 
 7) 江陵: 502-557 동안 존속하 던 梁의 552-554년 2년 동안의 수도.
 8) 劉緩幼子民譽: 劉緩은 549년 전후시대에 활동하 으며, 梁 平原 高唐 사

람이다. 劉緩의 아들 譽는 어떤 인물인지 분명하지 않다.
 9) 其伯父縚: 縚는 劉縚를 말하며, 劉緩의 형이다. 547년 전후 시대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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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梁 平原 高唐사람이다. 

(4) 번역문

禮記⋅月令에 나온 “荔가 挺出한다(쑥 나오다).”라는 구절에 대해 정현은 

“荔挺은 馬薤이다.”라고 주를 달았다. 說文에서 “荔는 ‘蒲’와 비슷하나 작고, 
뿌리로 솔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 다. 廣雅에서 “馬薤는 荔이다.”라고 하

고, 通俗文에서도 (荔자는) ‘馬藺’이라고 하 다. 易統通卦驗玄圖에서 

“荔挺이 나오지 않으면 나라에 화재가 많다.”라고 하 다. 蔡邕의 月令章句
에서는 “荔는 挺과 비슷하다”라고 하 고, 高誘가 주를 단 呂氏春秋에서도 

“荔草는 挺出한다(쑥 나온다).”라고 하 다. 그렇다면 禮記⋅月令의 정현 주

에서 ‘荔挺’을 풀이름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河北 평지의 소택에는 대부분 이

것이 자란다. 江東에서는 이것이 매우 많아 사람들이 섬돌의 뜰에 심기도 하

나 단지 ‘旱蒲’라고 부르기 때문에 ‘馬薤’를 알지 못한다. 禮記를 강의하는 

자는 ‘荔’를 ‘馬莧’으로 여긴다. ‘馬莧’은 먹을 수 있고, ‘豚耳’라고도 불리며, 
세간에서는 ‘馬齒’라고 부른다. 江陵에 일찍이 한 승려가 있는데, 얼굴 모양이 

위는 넓고 아래는 좁았다. 그런데 劉緩의 어린 아들인 民譽는 나이는 몇 살 

안 되었지만, 특하여 물건의 형체를 잘 묘사하 다. (이 아이가) 그 승려를 

보고 “얼굴이 ‘馬莧’과 비슷하다.”라고 하 다. 그의 伯父인 劉縚는 이로 인해 

그 승려를 ‘荔挺法師’라고 불렀다. 劉縚는 자신이 禮記를 강의하는 이름난 

유학자임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 다. 

(5) 해설

안지추는 禮記⋅月令의 “荔가 挺出한다(쑥 나오다).”라는 구절에 대해 정

현이 “荔挺은 馬薤이다.”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說文, 廣
雅, 通俗文, 呂氏春秋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荔’만이 풀이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荔’라는 식물을 지역에 따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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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부분의 禮記강연자들이 안지추의 논리대로 ‘荔’만을 ‘馬莧’이란 풀이름

으로 여기나, 劉縚는 ‘馬莧’의 모습과 닮은 승려를 ‘荔挺法師’라고 부르며, ‘荔’
가 아닌 ‘荔挺’을 풀이름으로 잘못 인식한 점에 대해 안지추는 이를 비판한다. 

‘荔’는 說文에서 ‘艸’라고 풀이하는 점에서 풀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挺’은 說文에서 ‘뽑는 것(拔)이다’라고 하 고, 廣韻에서 ‘쏙 비어져 

나오는 것(挺出)이다’라고 풀이하 다. 이처럼 ‘荔’는 풀이름인 고유 명사이

고, ‘挺’은 ‘荔挺出’의 ‘出’과 함께 동사라고 볼 수 있다. 
‘荔’는 馬薤, 馬藺, 旱蒲, 豚耳, 馬齒, 馬莧 등으로 불리는데 별칭 중 대다수 

‘馬’가 들어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辭海에서 ‘馬’는 “벌레나 풀의 종류가 

특히 큰 것을 칭한다. 馬蜂, 馬蓼가 그 예이다.[蟲類及草類特大 之稱 如: 馬
蜂 馬蓼]”라고 하 다. ‘크다’라는 의미의 ‘馬’의 용례는 춘추시기부터 보인다. 
爾雅⋅釋蟲에서 “蜩 가운데 가장 큰 것을 馬蜩라고 한다[蜩中 大 爲馬

蜩]”라고 하 다. 또한 李時珍의 本草綱目⋅草五⋅馬蓼에서 “무릇 사물이 

큰 것은 모두 馬로써 명명하는데, 세속에서 馬蓼를 大蓼라고 하는 것이 이것

이다[凡物大 , 皆以馬名之, 俗呼爲大蓼是也]”라고 하 다. 章炳麟의 新方
⋅釋 에서도 “고대 사람들은 큰 사물에 대해 항상 馬자를 썼다[古人於大物
輒冠馬字]”라고 하 다. 이처럼 ‘크다’의 의미를 갖는 ‘馬’는 오래전부터 쓰여 

왔고, ‘荔’의 별칭 중에 ‘馬’가 들어간 식물이 그 종류 중에서 큰 편에 속한다

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44)
종합해보면, 안지추는 ‘荔’에 대해 여러 서적을 살펴 ‘荔’라는 식물이 무엇

이며 어떠한 별칭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쓰 는지를 탐구하

다. 이러한 탐구과정을 통해 그는 ‘荔’가 아닌 ‘荔挺’을 풀이름으로 본 점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경물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권장한다. 

44) 김 일(2007), 13:11-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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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施施’에 대한 강남 판본의 오류

(1) 원문

詩云: ｢將其來施施.｣1) 毛傳云: ｢施施, 難進之意.｣ 鄭箋云: ｢施施, 舒行皃也.｣ 韓

詩2)亦重爲施施. 河北毛詩皆云施施. 江南舊本, 悉單爲施, 俗遂是之, 恐爲少誤.

(2) 주석

 1) 施施: 천천히 가는 모양.
 2) 韓詩: 前漢 燕 韓嬰(?-?)이 전한 詩經. 韓嬰은 韓生이라고도 하는 데, 

그는 韓詩內傳 4권과 韓詩外傳 6권을 지었지만, 현재는 남송 이후부

터 韓詩內傳만 전한다.

(3) 번역문

詩經⋅王風에서 “그 오기를 施施(천천히 하는 것입니까)하는 것입니까”라
는 구절이 있다. 毛傳에서 “ ‘施施’는 나아가기 어렵다는 뜻이다.”라고 하

는데, 정현은 箋에서 “ ‘施施’는 천천히 가는 모양이다.”라고 하 다. 韓詩
에서 또한 ‘施施’라고 중복 사용하 다. 하북의 毛詩는 모두 ‘施施’라고 하

는데, 강남 옛 판본에는 모두 ‘施’라고 단독으로 썼는데, 세간에 마침내 이

를 옳다고 여겼으니, 아마 약간의 잘못인 듯하다.

(4) 해설

안지추는 詩經⋅王風에서 ‘施施’라는 구절에 대해 毛傳, 정현의 箋,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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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하북본에서는 모두 ‘施施’라고 하 는데, 강남의 옛 판본에서만 ‘施’라고 

단독으로 쓴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施施’라고 중복으로 

쓰는 것이 옳은지, ‘施’라고 단독으로 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

다. 
우선 ‘施施’라고 쓴 판본이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增補本에서 청나라 학자 徐鼒는 讀書雜釋 3에서 張揖의 廣雅釋訓
에서도 “ ‘施施’는 가는 것이다.”라고 하 다는 점을 들며, 이것이 안지추가 본 

강남 고본 이전의 것이라면 毛詩傳의 ‘施施’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 다.
다음 ‘施’ 단독으로 쓰는 것이 맞는다고 여기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詩經⋅王風⋅丘中有麻는 4구절씩 총 3장으로 이루

어져 있고,45) 구절마다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유독 ‘ 其來施施’만 5글자라는 

점에서 운율의 측면에서 ‘施’로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하북본보다 강남본이 

善本이라는 점에서 강남본을 신뢰할 만하다. 셋째, 毛詩 古本에서 ‘ 其來
施’라 하여 ‘施’자로 단독으로 쓴 것을 보아, 후대에 임의로 ‘施施’로 고친 것

이다.
종합해보면, ‘施(施)’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판본의 경

우, 강남과 하북의 판본 중 어느 것이 더 우위를 차지하는지의 논의는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용례의 출현빈도의 경우, ‘施施’로 쓰인 

서적이 많다고 하여도 이는 잘못된 판본을 그대로 전사하여 생긴 오류일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견해가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안지추는 교

감 과정에서 ‘施施’로 중복하여 쓴 서적을 더 많이 접하 고, 그 주장이 더 타

당하다고 여긴 것으로 생각된다.

45) 丘中有麻, 彼留子嗟 彼留子嗟 其來施施. 
丘中有麥, 彼留子國, 彼留子國, 其來食. 
丘中有李, 彼留之子, 彼留之子, 貽我佩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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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興雲’대신 ‘興雨’로 써야함

(1) 원문

詩云: ｢有渰1)萋萋2)
, 興雲祁祁3)

.｣4)
 毛傳云: ｢渰, 陰雲皃. 萋萋, 雲行皃. 祁祁, 徐

皃也.｣ 箋云: ｢古者, 陰陽和, 風雨時, 其來祁祁然, 不暴疾5)也.｣ 案: 渰已是陰雲, 

何勞復云｢興雲祁祁｣耶? ｢雲｣當爲｢雨｣, 俗寫誤耳. 班固靈臺詩6)云: ｢三光宣精,7) 

五行布序,
8)

 習習9)祥風, 祁祁甘雨.｣ 此其證也.

(2) 주석

 1) 渰: 구름이 일어난 모양.
 2) 萋萋: 풀이 우거진 모양으로, 여기서는 구름이 성한 모양을 말한다.
 3) 祁祁: 衆盛한 모양. 
 4) 詩云: ｢有渰萋萋, 雲祁祁.｣: 이 구절에 대해 知不足齋本에서 趙羲明은 

다음과 같이 말하 다. “詩經⋅大田의 ‘ 雲祁祁’라는 구절에 주가 달려

있다. 그 주에 雨는 글자 그대로인데, 판본에 따라 雲이라고 쓰는 것

은 잘못이라고 하 다.[詩 雨祁祁注云, 雨如字, 本作 雲非]” 이를 통

해 趙羲明 역시 안지추의 관점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5) 暴疾: 갑작스럽고 맹렬하다(迅猛). 
 6) 靈臺詩: 東都賦 끝 부분에 나오는 다섯 편의 시 가운데 하나이다. 
 7) 三光: 옛날에 해, 달, 별을 지칭하여 이르는 말. 
 8) 序: 차례로 펴다. 
 9) 習習: 사늘한 바람이 온화하게 부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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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문

詩經⋅大田에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 雲祁祁(구름이 일어 고요하네).”
라는 구절이 있다. 毛傳에서 “ ‘渰’은 먹구름 모양이다. ‘萋萋’는 구름이 가는 

모양이다. ‘祁祁’는 고요한 모양이다.”라고 하 다. 정현의 箋에서 “옛날에 

음과 양이 조화롭고 바람과 비가 때를 맞추면 그 오는 것이 고요하지, 갑작스

럽고 빠르지 않다.”라고 하 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渰’은 이미 먹구름인데, 
어찌 다시 수고로이 ‘ 雲祁祁(구름이 일어 고요하네)’라고 하는가? ‘雲’은 마

땅히 ‘雨’라고 해야 하며, 세간에서 잘못 베꼈을 따름이다. 班固의 靈臺詩에
서 “해⋅달⋅별이 빛을 널리 밝히고, 오행이 (옷을 펴는 것처럼) 차례로 퍼지

니, 가볍고 보드랍게 부네, 상서로운 바람 祁祁甘雨(내리네, 단비가).”라고 하

다. 이것이 그 증거이다. 

(4) 해설

안지추는 詩經⋅大田의 “먹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 雲祁祁(구름이 일

어 고요하네)[有渰萋萋, 雲祁祁]”에서 이미 먹구름(渰)을 언급했는데, 다시 

‘구름이 일어( 雲)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여기며 ‘雲’을 ‘雨’로 바꿔

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 근거로 班固의 靈臺詩의 “祁祁甘雨(내리네, 
단비가).”라는 문장을 삼고 있다.
오늘날 여러 서적에서도 시경의 이 구절을 인용하며 ‘ 雨’와 ‘ 雲’ 두 표

현으로 쓴 판본이 적지 않다. ‘ 雨’와 ‘ 雲’ 중 무엇이 적합한지에 대해 정

확히 결론내릴 수 없다. 안지추는 앞에서 먹구름을 언급했는데, 반복할 필요

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 역시 타당하며, 오늘날 班固의 靈臺詩를 인

용한 여러 서적에서도 “祁祁甘雨(내리네, 단비가).”라고 쓴 점에서 그의 논리

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먹구름이 점차 일어나서 (많아져)하여 

(그 모습이) 고요하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안지추의 지적처럼 ‘雲’을 ‘雨’
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뒤에 나오는 구절인 ‘우리 公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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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 내리고, 마침내 나의 私田에도 이르네[雨我公田, 遂及我私]’를 살펴보

았을 때, 구름이 모여 비로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8. ‘猶豫’, ‘狐擬’에 대한 의미적 풀이

(1) 원문 

禮云: ｢定猶豫, 決嫌疑.｣1)
 離騷曰: ｢心猶豫而狐疑.｣ 先儒未有釋者. 案:尸子2)曰: ｢

五尺犬爲猶.｣ 說文云: ｢隴西3)謂犬子爲猶.｣ 吾以爲人將犬行, 犬好豫在人前, 待人

不得, 又來迎候, 如此往還, 至於終日, 斯乃豫之所以爲未定也, 故稱猶豫. 或以爾

雅曰: ｢猶如麂, 善登木.｣4)猶, 獸名也, 旣聞人聲, 乃豫緣木, 如此上下, 故稱猶豫. 

狐之爲獸, 又多猜疑, 故聽河冰無流水聲, 然後敢渡. 今俗云: ｢狐疑, 虎卜.｣5) 則其

義也.

(2) 주석

 1) 定猶豫, 決嫌疑: 禮記⋅曲禮上에 나오는 구절로, 현행본인 四部叢刊景

宋本에는 “决嫌疑, 定猶 [의심나는 것을 해결하고, 주저하여 행하지 못

하다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2) 尸子: 隋书经籍志에 “秦의 재상인 卫鞅의 上客 尸佼가 尸子 20권을 

편찬하 다”라고 되어 있다. 姚振宗의 隋書經籍志 證에서 “蕭山汪繼
培輯本⋅序에 평소의 간략한 기록들을 모아 점점 더하고 개정하여 여러 

서적의 요점(治要)이 실린 13편을 上卷으로 삼았다. 그것이 아닌 내용으

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 下卷으로 삼았다”고 하 다. ‘五尺
犬爲猶’ 란 구절은 下卷에 보이며, 현행본인 清平津館叢書本에는 “五尺大
犬為猶[5척 만큼 크기의 개를 猶라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隴西: 고대의 지역 이름이며, 지금의 甘肅省 六盤山 서쪽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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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西’를 ‘右’라고 불러, ‘隴右’라고도 하 다. 汉书⋅地理志下에 

“陇西郡, 秦置.”라는 구절에 대해 颜师古는 “이 郡은 陇의 서쪽에 위치한 

것이므로, 陇西라고 한다.”고 풀이하 다. 
 4) 猶如麂, 善登木: 爾雅⋅釋獸에 나오는 문장으로, 郭璞은 爾雅 疏에서 

“說文에서 “원숭이 과에 속한다.”라고 하 다. 그 모습이 노루와 같은

데, 굳세고 민첩하여 나무를 잘 오른다.[説文云: 猶貜屬也. 其狀如麂, 爲
獸健捷, 善能上樹.]”고 말하 다. 

 5) 虎卜: 虎苑에서 “매번 이동할 때 발톱으로 땅을 긁어 먹이를 점치고, 
(긁어 생긴 선이) 홀수와 짝수인지 보고 간다. 지금 사람들이 땅에 선을 

그어 점치는 것을 호복(虎卜)이라 한다[每行以爪畫地卜食，觀奇偶而行. 
今人畫地卜曰虎卜]”고 하 다.

(3) 번역문

禮記⋅曲禮上에 “猶豫(주저하여 행하지 못하다)한 것을 결정하고, 의심나

는 것을 해결하다.”라는 구절이 있다. 離騷에서 “마음은 猶豫(주저하고)하
고, 狐疑(의심하다)하다.”라고 하 는데, 선학(先學) 중에 이를 해석한 자가 

아직 없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尸子에서 “5척 크기의 개를 猶라 한다.”고 

하 고, 說文에서 ‘猶’자에 대해 “隴西에서 강아지를 猶라 한다.”고 하 다. 
내 생각에는 사람이 개를 데리고 갈 때 개가 豫(미리)하여 사람 앞에 가 있

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기다렸다 오지 않으면 다시 와서 마중하는데, 이처

럼 갔다 오기를 종일토록 한다. 이것이 바로 ‘豫’가 ‘아직 결정하지 않음(未
定)’을 뜻하게 된 이유인 듯하다. 그리하여 ‘猶豫’라고 하는 것이다. 혹은 爾
雅⋅釋獸에서 “猶는 큰 노루와 비슷한 동물이며, 나무를 잘 탄다.”고 한 점을 

들어, ‘猶’는 짐승의 이름이며,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豫(미리)하여 나무를 오

르는데, 이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猶豫’라고 하기도 하 다. 
여우라는 짐승은 또한 의심이 많아서 황하가 얼어 흐르는 물소리가 없는 것

을 확인한 후에 감히 건너간다. 지금 세속에서 ‘狐疑(여우가 의심이 많다)’, 
‘虎卜(호랑이가 점을 치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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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

안지추는 ‘猶豫’에 대해 尸子, 說文, 爾雅⋅釋獸에서 ‘猶’를 짐승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猶豫’는 ‘개가 미리 어떠한 동작을 하다’라고 해석

하 다. 또한 離騷에 나온 “心猶豫而狐疑”에서 ‘猶豫’와 ‘狐疑’가 서로 대구

를 이루며, ‘猶’가 망설이고, ‘狐’가 의심하는 동작을 한다는 점에서 ‘猶豫’와 

‘狐疑’를 동일한 형태를 취한다고 보고 ‘狐疑’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하고 있

다. 
안지추는 ‘猶豫’를 글자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개가 앞서가다’라고 풀이하

고 있다. 그러나 ‘猶豫’의 사전적 의미는 ‘주저하여 결정하지 못하다’이다. 이
러한 풀이는 자의가 아닌 자음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을 때 가능하다. ‘猶豫’는 

[yóuyù]라는 음에서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지, 표기를 위해 쓰인 글자에서 나

타나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글자의 음을 중시하여 글자를 해석하려는 인식은 

청대부터 비로소 나타난다. 청대 학자 黄生과 王念孫의 ‘猶豫’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생은 义府⋅猶豫에서 “ ‘猶豫’는 ‘容 ’와 같다. ‘猶
豫’라는 글자는 본래 의미가 없어 소리로써 의미를 취한다”46)고 하 다. 또한 

王念孫은 廣雅疏證⋅釋訓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 다.: 후인들은 ‘狐疑’ 두 

글자에 대해 여우의 성질이 의심이 많으므로 ‘狐疑’라 한다고 잘못 설명하 다. 
또한 離騷에서 ‘猶豫’, ‘狐疑’가 서로 대구를 이루어 문장을 이룬다는 점을 

근거로 ‘猶’는 개의 이름이고, 개가 사람을 따라 갈 때에 매번 미리 앞에서 사람

을 기다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마중한다고 하여 ‘猶豫’라고 한다. …… 
무릇 쌍성자는 본래 소리로써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리에서 뜻을 구해야한

다. 그러나 자형에서 그 뜻을 구하려 하 으니 마땅히 그 설명이 명확하지 않

는 것이 많은 것이다.47)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猶豫’, ‘狐疑’는 이음절로 연철되어 이루어져, 분

리되어서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聯綿詞인 것이다. 또한 ‘猶豫’의 경우, 두 글

46) “猶豫猶容 也. 字本無義, 以聲取之.”
47) “後人誤讀狐疑二字, 以為狐性多疑, 故曰狐疑. 又因離騷猶豫, 狐疑相 成文, 而 猶是犬

名, 犬隨人行,每豫在前待人, 不得又來迎候, 故曰猶豫.……夫雙聲之字, 本因聲以見義, 不
求諸聲. 而求諸字, 固宐其説之多鑿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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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모가 같은 쌍성자로 소리를 통해 뜻을 나타내어 구전되어 전해지기 

때문에 ‘猶 [ʎǐuʎǐa]’, ‘夷猶[ʎǐeiʎǐu]’, ‘容 [ʎǐwɔŋʎǐa]’, ‘夷由[ʎǐeiʎǐu]’, ‘冘
豫[ʎǐuʎǐa]’ 등 여러 異形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북조 시기, 송대에는 대부분 하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두 글자가 모여 

단어를 이룬 聯綿詞 ‘猶豫’, ‘狐疑’에 대해 각각의 글자 의미에 국한하여 해석

을 하 다. 소리를 중심으로 해석해야하는 聯綿詞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청대 

段玉裁, 王念孫 등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안지추 역시 그 당시 聯綿

詞의 구성 성분을 각각 나누어 의미적으로 해석하려 했던 시대적 상황을 극

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9. ‘疥’를 ‘痎’로 잘못 쓰고 있는 상황

(1) 원문 

左傳曰: ｢齊侯痎,1) 遂痁.｣2) 說文云: ｢痎, 二日一發之瘧. 痁, 有熱瘧也.｣3) 案: 齊

侯之病, 本是間日一發, 漸加重乎, 故爲諸侯憂也. 今北方猶呼痎瘧, 音皆.4) 而世

間傳本多以痎爲疥,5) 杜征南6)亦無解釋, 徐仙民7)音介,8) 俗儒就爲通云: ｢病疥, 令

人惡寒, 變而成瘧.｣9) 此臆說也. 疥癬10)小疾, 何足可論, 寧有患疥轉作瘧乎?

(2) 본상의 차이

  1) 變而成瘧

⋅知不足齋本에서는 ‘痁’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瘧’자로 표기하 는데, 
둘의 의미가 ‘학질’로 동일하여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瘧’자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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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석

 1) 痎: 학질(瘧疾).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 
 2) 痁: 학질.
 3) 瘧: 학질.
 4) 音皆: [kei]라고 발음한다. 
 5) 疥: 옴. 옴 진드기가 기생하여 일으키는 전염 피부병.
 6) 杜征南: 西晉 京兆 杜陵 사람인 杜 (222-284)의 별칭으로, 晉 武帝의 

명을 받아 鎭南 대장군으로서 吳를 멸하 으며, 사후에 征南 장군에 추증

되어 杜征南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의 저서에는 春秋左氏經傳集解
30권, 春秋釋例 15권 등이 있다. 

 7) 徐仙民: 仙民은 徐邈(343-397)의 字이다. 그는 東晉 東莞 姑幕 사람이

다. 
 8) 音介: 介는 [keat]라고 발음한다.
 9) 病疥 … 變而成瘧: ‘瘧’를 知不足齋本에서는 ‘痁’으로 표기하 다. 뒤에 

“어찌 疥(옴)에 걸려 瘧(학질)로 변했다고 논할 수 있겠는가?[寧有患疥
轉作瘧乎?]”라는 문장을 봤을 때, 疥가 변해서 瘧이 된다는 문맥과 통하

기 위해 ‘瘧’으로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增

補本에 따라 ‘瘧’자로 썼다.
10) 疥癬: 옴. 

(4) 번역문

左傳⋅昭公 二十年에서 “제후가 痎에 걸렸는데, 결국 痁이 되었다.”라고 

하 고, 說文에서 “痎는 이틀에 한 번 발병하는 학질이고, 痁은 열이 나는 

학질이다.”라고 하 다. 내 생각에는, 제후의 병은 본래 하루 틈을 두고 한 번 

발병하는데 점차 심해져서 제후의 근심이 된 듯하다. 지금 북방에서는 여전히 

‘痎瘧’이라고 부르고, (‘痎’의) 음은 ‘皆’라 한다. 그러나 세간에 전해지는 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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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대부분 ‘痎’를 ‘疥’라고 쓰는데, 杜征南 역시 해석을 하지 않았고, 徐仙
民은 (‘疥’의) 음을 ‘介’라고 하고, 세속의 유학자들은 나아가 “疥(옴)에 걸리

면 사람을 오한이 나게 하고, 변하여 瘧(학질)이 된다.”라고 통석(通釋)하
다. 이는 억설로, 疥(옴)는 하찮은 질병이니, 어찌 疥(옴)에 걸려 瘧(학질)로 

변했다고 논할 수 있겠는가? 

(5) 해설

안지추는 세간의 左傳 판본에서 피부병인 ‘疥(옴)’을 말라리아인 ‘痎(학
질)’와 동일시하고, 세간의 유학자들이 疥에 걸려 변하면 瘧이 된다는 억설을 

하는 점을 지적한다. ‘痎’와 ‘瘧’은 학질의 일종이며, 이는 북방에서 ‘痎瘧’이라

고도 부른다. 안지추 당시 세간에서 ‘疥(옴)’와 ‘痎(학질)’의 자음 유사성으로 

인해 둘을 잘못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疥 [keat]’와 ‘疥[kei]’는 성모가 동

일하며, 운모 역시 牙音 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孔穎達은 左傳疏에서 “疥은 

痎라고 해야 하며, 痎는 작은 瘧이고, 痁은 큰 瘧이다[疥當為痎. 痎是 瘧, 痁
是大瘧]”라고 하 고, 오늘날 ‘疥(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때, 제 2의 의

미에 학질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도 ‘疥(옴)’와 ‘痎(학질)’를 

혼동하여 쓰고 있는 상황에서 안지추는 ‘疥(옴)’와 ‘痎(학질)’가 서로 다른 질

병이라는 점을 밝히는 正名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10. ‘影’과 ‘景’의 관계 

(1) 원문 

尙書曰: ｢惟影響.｣1) 周禮云: ｢土圭2)測影, 影朝影夕.｣3) 孟子曰: ｢圖影失形.｣4) 莊

子云: ｢罔兩問影.｣ 如此等字, 皆當爲光景之景. 凡陰景者, 因光而生, 故卽謂爲景. 

淮南子呼爲景柱, 廣雅云: ｢晷柱挂景.｣5) 並是也. 至晉世葛洪字苑,6) 傍始加彡,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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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於景反.8) 而世間輒改治尙書⋅周禮⋅莊⋅孟從葛洪字, 甚爲失矣.

(2) 본상의 차이

  1) 尙書曰: ｢惟影響.｣
⋅尙書뿐만 아니라 周禮, 孟子, 莊子에 나온 ‘影’자를 知不足齋本에서

는 모두 ‘景’자로 표기하 다. 아래 문장인 “이와 같은 글자는 모두 ‘光景’의 

‘景’으로 써야 한다.[如此等字, 皆當爲光景之景.]”는 내용과의 호응 면에서 ‘影’
자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影’자로 

썼다.

(3) 주석

 1) 土圭: 고대에 해 그림자를 측정하는 기구.
 2) 土圭測影, 影朝影夕: 이 구절은 본래 문장을 변형한 것으로, 본 문장은 

다음과 같다. 周禮⋅地官에 “해 그림자를 측정하는 기구의 법도로 땅의 

동서남북을 헤아리고, 해 그림자에 의거하여 땅의 중앙을 구한다. …… 해
가 동쪽으로 치우친 곳은 해 그림자가 서쪽으로 쏠리며 바람이 많다. 해
가 서쪽으로 치우친 곳은 해 그림자가 동쪽으로 쏠리며 음지가 많다[以
土圭之灋, 測土深, 正日景, 以求地中. 日東則景夕多風. 日西則景朝多陰]” 
본래 문장을 토대로 影朝影夕을 살펴보면, 해 그림자가 해가 나는 동쪽

으로 쏠려 아침이고, 해 그림자가 해가 지는 서쪽으로 쏠려 저녁이라는 

의미로 아침과 저녁의 그림자를 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3) 孟子曰: ｢圖影失形.｣: 현행본 孟子에는 이 구절이 없다. 增補本에 재인

용된 盧文弨는 孟子外書⋅孝經第三에 이 구절이 보인다고 하 다. 
 4) 景柱: 옛날에 해 그림자를 측정하는 장대.
 5) 晷柱挂景: 增補本에서 王利器는 이 구절이 淮南子에서 廣雅⋅釋天을 

인용한 것으로, 본래 문장은 “晷柱景也”라고 되어 있는데, ‘挂’는 잘못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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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 다.
 6) 葛洪字苑: 葛洪(283-343?)은 자가 稚川이며, 호는 抱朴子로, 江 省 句

容縣 사람이다. 葛洪이 지은 字苑에 대해 增補本에서 王利器는 新唐書
에 “葛洪, 要用字苑 1권[要用字苑一卷]”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字苑
은 要用字苑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 다.

 7) 傍始加彡: 이 구절에 대해 知不足齋本에서 趙羲明은 “彡은 杉의 음이다

[彡, 杉音]”라고 하 다. 
 8) 音於景反: 於景의 반절음은 [0(y)iaŋ]이다. 

(4) 번역문

尙書⋅大禹謨에 “ ‘影(그림자)’과 소리 울림일 뿐이다.”라는 구절이 있고, 
周禮⋅地官에 “土圭로써 影(그림자)을 측정하여, 아침과 저녁의 影(그림자)
을 잰다.”라는 구절이 있다. 孟子外書에 “ ‘影(그림자)’을 그려 그 형태를 잃

는다.”라는 구절이 있고, 莊子⋅齊物論에 “망량이 ‘影(그림자)’에게 물었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와 같은 ‘影’자는 모두 ‘光景’의 ‘景’자로 써야 한다. 무릇 
그림자는 빛에 의하여 생기기 때문에 바로 ‘景’이라고 해야 한다. 淮南子에
서 景柱(해 그림자를 측정하는 장대)라고 하고, 廣雅에서 “그림자(晷)는 柱

景이다.”라고 하 다. 이 모두 그러한 것이다. 晉나라 때 葛洪의 字苑에 이

르러서야 편방에 비로소 ‘彡’이 더해졌다. 음은 ‘於景’의 반절이다. 그러나 세

간에서 갑자기 尙書⋅周禮⋅莊子⋅孟子의 ‘影’자를 葛洪의 글자로 따

라 고쳤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5) 해설

안지추는 그 당시 尙書⋅周禮⋅莊子⋅孟子의 세간 판본에 나온 

‘影’자를 淮南子와 廣雅에 나온 빛을 의미하는 ‘景’자로 써야한다고 주장

한다. ‘景’은 說文⋅日部에 나오며, ‘影’은 說文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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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추의 말처럼 ‘빛(光)’에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점은 ‘景’자가 ‘影’자보다 먼

저 나온 글자이며, ‘影’은 后起字이다. 두 문자는 古今字 관계라는 것을 유추

해볼 수 있다. 문자의 선후관계라는 통시적 관점에서 이전 문헌을 지금 后起

字에 근거하여 글자를 대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현재 안지추가 본 경

전의 판본을 볼 수 있다. 晉나라 葛洪의 字苑에서 ‘景’자는 ‘경치’라는 의미

와 ‘그림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자의 의미를 ‘影’
자가 전담하며 ‘景’자의 그림자의 의미를 ‘影’자가 대신하 다. 안지추는 고금

의 차이 속에서 당시 통행된 문자인 今字를 古字가 대신하려는 경향을 지적

하 다. 그는 문자의 시대성을 고려하여 문자를 교감하는 데 있어 오용뿐만 

아니라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논한다는 점에서 그가 문자학에 능통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1. 각종 문헌에 나온 ‘陳’

(1) 원문 

太公六韜1), 有天陳⋅地陳⋅人陳⋅雲鳥之陳.2) 論語曰: ｢衛靈公問陳於孔子.｣ 左

傳: ｢爲魚麗之陳.｣3) 俗本多作阜傍車乘之車. 案諸陳隊, 並作陳⋅鄭之陳. 夫行陳

之義, 取於陳列耳, 此六書爲假借也, 蒼⋅雅及近世字書, 皆無別字; 唯王羲之小學

章,4) 獨阜傍作車, 縱復俗行, 不宜追改六韜⋅論語⋅左傳也.

(2) 주석

 1) 六韜: 周나라의 병법서로, 文韜⋅武韜⋅龍韜⋅虎韜⋅豹韜⋅犬韜 총 6권 

6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天陳⋅地陳⋅人陳⋅雲鳥之陳: 天陳⋅地陳⋅人陳은 虎韜⋅三陳에 나온

다. 雲鳥陳은 豹韜⋅鳥雲山兵에 나오는 구절이다. 豹韜⋅鳥雲山兵에



1Ⅱ. 顔氏家訓⋅書證 譯註  49

서 ‘雲鳥陣’은 구름이 모 다 흩어지고,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군사들의 

모임과 흩어지는) 변화가 무궁무진하다고 풀이하 다.  
 3) 爲魚麗之陳: 左傳⋅桓公五年에 나오는 구절로, 여기서 ‘魚麗’는 대열 이

름이다.  
 4) 學章: 顔氏家訓集解에서 王利器는 “좌전 소공 26년 孔潁達의 正義, 

郭忠恕 佩觿上, 王楙의 野客叢書 권21 등에 왕희지의  學章에 대

한 기록이 있다”고 하 으나, 어떤 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3) 번역문

태공망의 六韜에 ‘天陳’⋅‘地陳’⋅‘人陳’⋅‘雲鳥陳’이라는 구절이 있다. 論
語⋅衛靈公에서는 “위령공이 공자에게 陳法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하 고, 左
傳에서는 “魚麗의 陳을 치다.”라고 하 다. 속본에서는 ‘阜(阝)’편방에 ‘車乘’
의 ‘車’로 많이 썼다. 내 생각에는 이들 陳隊의 ‘陳’자는 모두 춘추전국 시기 

‘陳나라, 鄭나라’라고 할 때의 ‘陳’자로 써야한다. 무릇 ‘대열을 지어 나아가다

(行陳)’의 뜻은 ‘열을 지어 늘어놓다(陳列)’에서 취했을 따름이며, 이는 육서 

중의 가차이다. 三蒼⋅爾雅나 근래의 자서에는 모두 다른 글자로 쓰인 예

가 없는데, 유독 왕희지의  學章에서만 ‘阜(阝)’편방에 ‘車’를 써서 임의로 

세간의 유행을 따랐으니, 六韜⋅論語⋅左傳의 ‘陳’자를 거슬러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4) 해설

안지추가 본 六韜⋅論語⋅左傳의 판본에서 ‘대열’의 의미를 지닌 글

자로 ‘陳’자를 쓰는데, 속본에서는 그 의미로 ‘陣’자를 많이 쓴다. 이에 안지추

는 ‘陳’자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첫째, ‘대열을 지어 나아가다(行陳)’의 의미는 ‘陳’자
의 본래 의미인 ‘열을 지어 늘어놓다’에서 취했다는 점이다. 둘째, 한대 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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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三蒼⋅爾雅와 근래의 자서에 ‘陳’자에 대해 다른 글자로 쓰인 예가 없

으며, 왕희지의  學章에서만 ‘陣’자가 출현하 다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 논거에 대해 살펴보자. 안지추는 ‘陳’자의 ‘열을 지어 늘어놓

다’라는 의미에서 ‘대열을 지어 나아가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으며, 이를 육

서 중의 가차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안지추는 파생 역시 가차에 포함시켰다. 
이는 그가 ‘가차’에 대한 허신의 견해에 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생 의미를 가차 의미로 보고 가차를 설명한 허신의 견해에 裘錫圭, 蔣紹
愚 등의 학자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 다. 
허신은 說文⋅敍에서 ‘來’자를 들어 가차자를 설명한다. “ ‘來’자는 주나라

가 받은 상서로운 보리인 큰 보리, 작은 보리로서……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

문에 ‘가고 오다’를 말하는 ‘來’가 되었다”48)라고 설명하 다. ‘보리’라고 풀이

되는 ‘來’로 ‘오다’라는 의미의 ‘來’를 나타내는 것은 가차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허신은 이를 ‘보리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보고 ‘가고 오다’라는 의미

의 ‘來’로 풀이하 다. 이는 파생 의미를 가차 의미로 보고 풀이한 것이다. 
안지추가 다른 구절에서도 說文을 인용49)하여 문자, 음운 등에 대해 논

한 정황을 보아 그가 說文에 많은 향을 받았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안지추는 허신의 견해를 답습하여 ‘陳’자의 ‘열을 지어 늘어놓다’는 의미에서 

‘대열을 지어 나아가다’라는 의미로의 파생 역시 가차로 포함시켜 본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논거를 살펴보자. 안지추는 한대 초기 자서에 ‘陳’자 대신 다

른 글자로 쓰인 예가 없으며, 晉대 왕희지의  學章에서만 ‘陣’자를 쓴다고 

주장한다. 이는 안지추가 당시 살펴본 자서의 판본에 근거하여 주장한 바이

다. 그러나 안지추가 보았던 각 문헌의 판본을 구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단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안지추가 다양한 문헌의 용례

에 근거하여 문자 쓰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8) 來, 周所受瑞麥來麰也, …… 天所來, 故爲行來之來.
49) 안지추는 說文을 근거로 경물을 설명하거나(杕, 荔 등), 음운의 문제(戛爲棘)를 다루

면서 여러 방면에서 說文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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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叢’을 ‘㝡(最)’로 오용 

(1) 원문 

詩云: ｢黃鳥于飛, 集于灌木.｣ 傳云: ｢灌木, 叢木也.｣ 此乃爾雅之文, 故李巡1)注

曰: ｢木叢生曰灌.｣ 爾雅末章又云: ｢木族生爲灌.｣ 族亦叢聚也. 所以江南詩古本皆

爲叢聚2)之叢, 而古叢字似㝡字,
3)

 近世儒生, 因改爲㝡, 解云: ｢木之㝡高長者.｣ 案:

衆家爾雅及解詩無言此者, 唯周續之4)毛詩注, 音爲徂會反,
5)

 劉昌宗6)詩注, 音爲在

公反,
7)

 又祖會反: 皆爲穿鑿, 失爾雅訓也.

(2) 본상의 차이 

  1) 祖會反 

⋅‘㝡( )’자의 음과 관련하여, 知不足齋本에서는 ‘狙’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

서는 ‘祖’자로 표기하 다. ‘狙[tsʰ]’는 파찰 유기음이며, ‘祖[ts]’는 파찰 무기

음이다. ‘㝡( )’자의 음에 대해 周續之와 劉昌宗이 말한 발음은 모두 파찰 무

기음이라는 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祖 의 반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祖’자로 썼다.

(3) 주석

 1) 李巡: 东汉 시대 李巡(?-189)은 字가 미상이며, 汝南 汝阳 사람이다. 그
는 爾雅注를 지었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2) 叢聚: 떼를 지어 모임(叢集). 
 3) 㝡: 의 이체자. 
 4) 周續之: 周續之(358-423)의 자는 道祖이며, 東晉 때 雁门 廣武 사람이

다. 그가 단 毛詩注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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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徂 反: 徂 의 반절음은 [dzuat]이다. 
 6) 劉昌宗: 东晋 시대 劉昌宗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그가 단 

毛詩注는 보이지 않으며, 清 補晋書藝文志에 “毛詩音, 劉昌宗”이라

는 기록이 있다.
 7) 音爲在公反: 在公의 반절음은 [dzɔŋ]으로 발음된다. 

(4) 번역문

詩經⋅周南⋅葛覃에 “곤줄박이는 날아다니다가 灌木(떨기나무) 위에 모

여 앉네.”50)라는 구절이 있다. 毛傳에서 “灌木은 우거진 나무이다.”라고 하

다. 이는 爾雅의 문장으로, 李巡이 이에 “나무가 무더기로 자라는 것을 

灌이라고 한다.”라고 주를 달았다. 爾雅⋅釋木의 마지막 장에서도 “나무가 

族(가족처럼 모여)하여 자라는 것을 灌이라고 한다.”라고 하 다. ‘族’은 또한 

叢聚(무더기로 모이는 것)라 하 다. 그래서 강남의 시경 판본에서 모두 ‘叢
聚’의 ‘叢’이라고 썼으나, ‘叢’자의 옛글자가 ‘㝡( )’자와 비슷하여 근래에 학

자들은 이로 인해 ‘㝡’자로 고쳐 쓰고 “나무 중에 가장 높게 자란 것.”이라고 

해석하 다. 여러 爾雅 연구자나 詩經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독 周續之의 毛詩注에서 㝡의 음은 徂 의 반절이라고 하 고, 劉昌宗의 

詩經注에서 음은 在公의 반절이나 祖 의 반절이라고 하 다. 이들은 모두 

천착하여 爾雅의 나무가 무더기로 자란다는 의미를 잃은 것이다. 

(5) 해설

안지추는 그 당시 학자들이 詩經⋅周南⋅葛覃에 나온 ‘灌木’의 ‘灌’자의 

의미인 叢(무더기로 모이는 것)자를 ‘가장’이란 의미를 지닌 ‘㝡’자로 잘못 쓴 

점과 ‘㝡’자로 된 판본을 보고 周續之와 劉昌宗이 ‘㝡’자의 발음에 대한 주를 

단 점을 비판한다. ‘灌’자는 毛傳에서 “灌木은 우거진 나무이다.”라고 하

50) 김학주(2010)의 번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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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爾雅⋅釋木에서 나무가 族(가족)처럼 모이는 것이라고 풀이하 다. 여
기서 ‘族’은 叢聚(무더기로 모이는 것)라는 의미를 갖는다. 강남에서 유통되는 

시경 판본에 모두 ‘灌’자를 ‘叢’자로 썼는데, 그 당시 학자들이 자형의 유사성

으로 ‘무리지어 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叢’자의 옛글자와 ‘가장’이란 의미를 

가진 ‘㝡( )’자로 바꿔 쓰는 오류를 범하 다. 또한 周續之와 劉昌宗은 ‘叢’
자를 ‘㝡’자로 된 毛詩 판본에 ‘㝡’자의 발음에 대해서 논한 것 역시 잘못되

었다. 안지추는 강남에 유통된 시경 판본 모두 ‘灌’자를 ‘叢’자로 썼다는 점에

서 의구심을 갖고, 다른 판본과 爾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灌’자와 ‘叢’자
의 관련성을 찾았다. 이를 토대로 그 당시 周續之와 劉昌宗와 같은 소수 유생

들이 잘못된 판본을 보고 ‘叢’자를 ‘㝡’자로 잘못 인식한 오류를 바로잡았다.

13. 어조사 ‘也’의 중요성

(1) 원문 

｢也｣是語已及助句之辭, 文籍備有之矣. 河北經傳, 悉略此字, 其間字有不可得無

者, 至如｢伯也執殳｣,1) ｢於旅也語｣,2) ｢回也屢空｣,3) ｢風, 風也, 敎也｣,4) 及詩傳云: 

｢不戢, 戢也; 不儺, 儺也.｣5) ｢不多, 多也.｣6) 如斯之類, 儻削此文, 頗成廢闕.7) 詩

言: ｢靑靑子衿.｣ 傳曰: ｢靑衿, 靑領也, 學子之服.｣ 按: 古者, 斜領下連於衿, 故謂

領爲衿. 孫炎8)、郭璞注爾雅, 曹大家注列女傳,9) 並云: ｢衿, 交領也.｣ 鄴下10)詩本, 

旣無｢也｣字, 群儒因謬說云: ｢靑衿、靑領, 是衣兩處之名, 皆以靑爲飾.｣ 用釋｢靑
靑｣二字, 其失大矣! 又有俗學, 聞經傳中時須也字, 輒以意加之, 每不得所, 益成

可笑.

(2) 주석

 1) 伯也執殳: 詩⋅衛風⋅伯兮에 나오는 구절. 여기서 伯은 사랑하는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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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 구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 님은 씩씩한 나

라의 웅이네. 내 님은 긴 창 들고 임금 위해 앞장서네[伯兮 兮, 邦之
桀兮. 伯也執殳, 爲王前驅]”. 

 2) 於旅也語:  禮⋅鄕 禮記에 나오는 구절. 여기서 旅는 旅酬로,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으며 서로에게 술을 건네는 일을 

말한다. 
 3) 回也屢空: 論語⋅先進에 나오는 구절. 현행본에는 “回也其庶乎屢空”이

라고 되어 있다.
 4) 風, 風也, 敎也: 詩經⋅周南⋅关雎에 나오는 구절. 
 5) 不戢, 戢也: 不儺, 儺也:  雅⋅桑扈에 나오는 구절. 
 6) 不多, 多也: 大雅⋅卷阿에 나오는 구절.
 7) 頗成廢闕: 知不足齋本에 ‘誠’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成’자로 표기하

는데, 본고는 ‘成’자로 썼다. 여기서 廢闕은 사전적 의미로 새어서 없어

지는 것이다. 程 銘의 顔氏家訓全譯에서는 이 구절에서 廢闕은 문장

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 
 8) 孫炎: 孫炎(?-?)은 자가 叔然이고, 삼국 시대 魏나라 樂安 사람이다. 그

의 저서 爾雅注는 隋書經籍志에 수록되어 있다. 
 9) 曹大家注列女傳: 曹大家(32-102)는 자가 惠姬이고, 이름은 班昭이며 後

漢 和帝 때 인물로, 班固의 누이동생이기도 하다. 그의 저서 列女傳注는 

隋書經籍志에 수록되어 있다.
10) 鄴下: 지금의 河南省 安阳 지역으로, 고대 鄴城을 말하며, 삼국시대 魏 

나라, 北齊 등의 도읍지 다. 

(3) 번역문

‘也’는 말을 끝맺거나 구를 만들어주는 말로, 서적에 그러한 예가 많이 쓰이

고 있다. 하북의 經文과 典文에 모두 이 글자가 생략되어있는데, 그 중에 그 

글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나그네여, 창을 집어[伯也
執殳]’, ‘여수에 이르러 말한다[於旅也語]’, ‘回는 누차 여러 번 곡식이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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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也屢空]’, ‘風은 풍자하다, 가르치는 것이다[風, 風也, 敎也]’등과 毛傳에서 
‘그치지 않는 것은 그치는 것이다. [不戢, 戢也]나, 공손하지 않는 것은 공손

한 것이다[不儺, 儺也]’, ‘많지 않은 것은 많은 것이다[不多, 多也]’등인데, 이와 

같은 부류는 이 ‘也’를 없애면, 매우 문장이 빠진 것이 된다. 詩經⋅鄭風⋅子
衿에서 “푸르른 그대의 옷깃이여.”라는 구절에 대해 毛傳에서 “靑衿은 푸

른 옷깃이고, 학자의 옷이다[靑衿, 靑領也, 學子之服]”라고 하 다. 내 생각에

는 이렇다. 옛날에는 옷섶(斜領) 아래로 옷깃이 연결되어 ‘領’을 ‘衿’이라고 

불렀다. 爾雅에 손염과 곽박의 주, 列女傳에 조대가의 주에 모두 ‘衿은 

교차되는 옷깃이다.’라고 하 다. 업하의 詩經 판본에는 원래 ‘也’자가 없어

서 여러 유학자들이 이로 인해 ‘靑衿과 靑領은 옷의 다른 두 부분의 명칭이

고, 모두 푸른색으로 장식한다. ‘靑衿, 靑領, 是衣兩處之名, 皆以靑爲飾’라고 

잘못 설명하여 ‘靑靑’ 두 글자를 (잘못) 해석하는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다. 
또한 속되고 학문 정도가 낮은 학자들이 經文과 典文에 때때로 ‘也’자가 필수

적이라는 것을 듣고, 임의대로 이를 더하나 매번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니, 
더욱 비웃음을 사게 된다.

(4) 해설

안지추는 업하의 詩經판본에 ‘也’자를 넣지 않아 잘못 풀이한 점을 지적

한다. 詩經⋅鄭風⋅子衿의 “靑靑子衿” 구절에 대해 毛傳에서 “靑衿은 푸

른 옷깃이다[靑衿, 靑領也]”라고 ‘也’자를 씀으로, 靑衿이 靑領임을 설명한다. 
그러나 업하의 詩經 판본에서 ‘也’자를 넣지 않아 ‘靑衿과 靑領’을 각기 다

른 명칭으로 간주하여 ‘靑衿과 靑領은 옷의 다른 두 부분의 명칭이다.[｢靑
衿、靑領, 是衣兩處之名]’라고 잘못 풀이하 다. ‘也’는 어떤 사물이 무엇이고, 
혹은 무엇이 아닌지 어떠한 부류에 속하고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판단의 

어기사로 쓰여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지추가 살펴

본 毛傳에서 문미에 ‘也’를 써서 靑衿이 靑領임을 판단해 주고 있다. ‘也’가 

없으면 업하의 시경 판본처럼 ‘靑衿과 靑領’을 각기 다른 종류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한다. 이처럼 ‘也’의 유무에 따라 ‘靑衿’에 대한 해석[靑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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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領也]인지, ‘靑衿과 靑領’ 두 종류에 대한 해석[靑衿, 靑領, 是衣兩處之名]
인지 달라진다. 사물에 대한 판단의 어기를 나타내는 ‘也’자는 經文과 典文에 

두루 쓰이며, 특히 문자나 문장의 의미를 풀이하는 훈고학에 있어서는 상용어

라고 할 수 있다. 안지추는 문장의 의미를 풀이하는 훈고 과정에서 ‘也’자의 

쓰임을 살펴보며, ‘也’자의 유무에 따른 의미 차이를 인식하 을 것이다. 이런 

인식을 통해 그는 ‘也’자를 써야 할 곳과 써야하지 않을 곳을 판단하여 융통

성 있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14. 周易의 주석가 논의

(1) 원문 

易有蜀才注,1) 江南學士, 遂不知是何人. 王儉四部目錄,2) 不言姓名, 題云: ｢王弼3)

後人.｣ 謝炅4)⋅夏侯該5), 並讀數千卷書, 皆疑是譙周6); 而李蜀書一名漢之書,7) 云; 

｢姓范名長生, 自稱蜀才.｣8) 南方以晉家渡江後, 北間傳記, 皆名爲僞書, 不貴省讀, 

故不見也.

(2) 주석

 1) 易有蜀才注: 隋書經籍志 卷三十二志 第二十七에 “周易十卷蜀才注”란 기

록이 보인다.
 2) 王 四部目 : 南齊書⋅王 傳에 “王 의 字는 仲寶이며, 琅琊 臨沂 사

람이다. 七略에 의거하여 七志 40권을 지었으며, 元徽四部書目을 

편찬하 다. [王 字仲寶琅琊臨沂人也, 依七略撰七志四十卷, 撰定元徽四
部書目]”고 하 다. 여기서 말한 元徽四部書目이 王 이 지은 四部目

으로 보인다. 
 3) 王弼: 王弼(226-249)은 魏나라 山陰(지금의 산동성) 사람이다. 何晏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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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尙書郞에 등용되었고, 何晏과 함께 魏晉 玄

學의 시조로 일컬어진다고 하 다. 또한 隋書經籍志 證 卷一 經部一
에 “周易七卷王弼注”라는 기록이 있다.

 4) 謝炅: 謝炅의 ‘炅’자는 隋書經籍志, 史通에 ‘吳’자로 되어 있는데, 이
는 북송 태종의 이름인 炅을 피휘하여 이와 같이 쓴 것으로 보인다. 김
종완 譯(2007), 書證篇 주석 72 참고. 

 5) 夏侯該: 知不足齋本에는 ‘該’다음에 다음과 같은 趙羲明의 注가 실려 있

다. “어떤 판본에서는 ‘該’자 아래에 五代 宮傅인 和凝의 판본에 ‘諺’이나 

‘詠’으로 쓰는 등 일정하지 않았다고 주를 달았다고 하 다[一本該字下注
云五代和宮傅凝本作諺作詠未定].”이처럼 夏侯該의 ‘該’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增補本에서 趙曦明은 “漢書音二卷을 夏侯詠

이 편찬하 으니 ‘詠’으로 쓰는 것이 옳다[漢書音二卷夏侯詠撰, 作詠為
是]”고 하 다.

 6) 譙周: 三國志⋅蜀書⋅譙周傳에 “譙周(201?－270)의 字는 允南이고, 巴
西 西充 사람이다. 經學에 정통하 고, 天文에 매우 밝았다. 저서로는 法
訓, 五經論, 古史 書를 포함하여 100여 편을 지었다[譙周字允,南巴西
西充國人也……精六經,頗曉天文……凡所著述撰定法訓五經論古史 書之屬百

餘篇]”고 하 다.
 7) 李蜀書一名漢之書: 史通에 “蜀은 초기 ‘成’이라 불렸는데, 이후에 ‘漢’으

로 바뀌었다. 李勢 散騎常侍 常璩가 漢書 10卷을 편찬하 는데, 후에 

晉의 궁중 서고에 유입되어 蜀書로 바뀌었다[蜀初號曰成, 後改稱漢, 李
勢散騎常侍常璩撰漢書十卷, 後入晉秘閣, 改為蜀李書]”라고 하 다. 後蜀인 

成汉의 皇帝인 李勢가 재위하던 시절에 李勢의 명칭을 따 李蜀書라고 

하기도 하고, 成汉의 나라 이름을 따 漢之書라고도 칭한 것으로 보인

다. 
 8) 姓范名長生, 自稱蜀才: 漢語大辭傳에도 이 구절을 인용하며 ‘蜀才는 成

漢 사람 范賢의 自稱이다’라고 하 다. 蜀才의 또 다른 이름으로 賢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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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문

周易에 ‘蜀才’라는 사람의 주가 있는데, 강남 학사들은 끝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 다. 王 의 四部目 에서 성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王弼의 후대 사람이다”라고 제하 다. 謝炅과 夏侯該 모두 수 천 권의 책을 

읽었는데, 모두 (蜀才를) ‘譙周’라고 의심하 다. 그러나 李蜀書 일명 漢之
書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이 范이고, 이름이 長生이며, 蜀才라고 칭한다.”고 

하 다. 남쪽에서는 晉나라가 강남으로 옮겨온 후 북쪽 傳記에 대하여 모두 

위서라고 여겨, 살펴 읽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다. 

(4) 해설

안지추는 周易에 注를 단 ‘蜀才’라는 사람에 대하여 四部目 , 漢之書 
등을 근거로 어떤 인물인지 밝히고 있다. 그는 당시 강남 학사들이 ‘蜀才’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 인물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 다. 魏대 왕필의 周易注가 알려졌던 시기, 안지추는 周易에 注를 단 

蜀才가 촉나라의 인재일 것이며, 蜀 지방 사람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 인

물에 대해 살펴보았을 것이다. 살펴보던 과정에서 사람들이 劉備가 지배하

던 당시 蜀漢(220-265)이 이와 관련이 있음을 파악하고, 蜀才라는 인물이 

蜀漢 사람 譙周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점을 거론하 다. 안지추는 蜀漢 이후 

成汉(304-347)에서 유통되었던 李蜀書일명 漢之書를 접하게 된다. 이 

책에서 마침내 蜀才가 范長生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강남 사람들이 북방의 

서적인 漢之書을 위서라고 여겨 蜀才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

나 안지추는 강남과 강북을 오고 가며 두 지역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며 남들

보다 두 지역의 문헌에 대한 파악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폭

넓은 생활 반경을 토대로 蜀才라는 인물을 파악하여 이를 강남 학사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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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禮記⋅王制 ‘蠃股肱’에 대한 정현 注의 ‘㩊’자

(1) 원문 

禮王制云: ｢臝股肱.｣ 鄭注云: ｢謂㩊衣出其臂脛.｣ 今書皆作擐甲之擐. 國子博士蕭

該1)云: ｢擐當作㩊, 音宣, 擐是穿著之名, 非出臂之義.｣ 案字林, 蕭讀是,
2)

 徐爰3)音

患, 非也.

(2) 주석

 1) 蕭該: 隋书⋅儒林何妥传에 蕭該에 대해 “隋나라 학자로, 梁나라 鄱阳王 

萧恢의 손자이다. 한서에 능통했으며, 漢書音義, 文選音義를 지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2) 案字林, 蕭讀是: 字林에서 ‘㩊’은 “팔을 걷는 것이다, ‘先全’의 반절이다

[㩊臂也, 先全反]”라고 설명하 다. 
 3) 徐爰: 徐爰(394-475)는 남조 송나라 琅邪 開陽 사람이다. 徐爰은 황제

의 명으로 何承天이 초고로 써놓은 宋史를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隋
書經籍志권 4 經部 4에 그의 저서인 禮記音 2권이 수록되어있는데, 
안지추는 이 책에서 서원의 음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번역문

禮記⋅王制에 “臝股肱”51)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에 대해 鄭玄은 “옷을 

㩊(걷어)하여 팔과 정강이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고 주를 달았다. 지금의 

서적에는 모두 (‘㩊’자 대신) ‘擐甲’의 ‘擐’으로 쓴다. 國子博士 蕭該는 “ ‘擐’은 

‘㩊’으로 써야하며, ‘㩊’의 음은 ‘宣(선)’이다. ‘擐’은 옷을 입는다는 의미의 글

51) 陳澔(2011)에서는 이 구절을 “다리와 팔을 드러내고”라고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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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지, 팔을 드러낸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하 다. 字林에 따르면, 蕭該
의 독음이 옳고, 徐爰이 말한 ‘患(환)’이라는 음은 옳지 않다. 

(4) 해설

안지추는 禮記⋅王制에 “臝股肱” 구절에 대한 鄭玄이 단 注 ‘㩊衣[옷을 

걷다]’의 ‘㩊’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걷다’는 의미인 ‘㩊’대신 今書에서 ‘옷
을 입다’는 의미의 ‘擐’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 蕭該의 견해와 字林의 

내용에 착안하여 그 쓰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擐’과 ‘㩊’은 송대 운서인 集韻에서 ‘걷다’라는 의미의 ‘揎’자와 의미가 동

일하며, 음 역시 ‘宣’으로 동일하다.52) 이를 통해 송대에는 이 두 글자가 서

로 통용되어 쓰 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안지추가 살았

던 당시에 두 글자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出典과 출현 시대가 명시된 중국 국가 코퍼스를 이용하여 ‘擐’의 출현 용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3) 선진시기부터 남북조 시기 문헌에 출현한 ‘擐’
의 예문은 총 37개이며, 모두 ‘옷을 입다’는 의미로 쓰 다. 남북조 시기 이후

부터 민초 시기 문헌에 출현한 ‘擐’은 총 247개이다. 이 중, ‘매다, 묶다’라는 

의미로 쓰인 예 7가지, ‘걷다’라는 의미로 쓰인 예 1가지로 총 8가지 예를 제

외하고, ‘옷을 입다’는 의미로 쓰인 용례가 239개이다. 
즉, 선진 시기, 남북조 시기 문헌에서 ‘擐’자는 대부분 ‘甲’자와 함께 쓰여 

‘옷을 입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남북조 이후 문헌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

은 쓰임을 보인다. 또한 集韻에서 ‘擐’, ‘㩊’과 더불어 ‘걷다’라는 의미로 쓰

이고 있는 ‘揎’자는 唐五代 敦煌變文,  唐書 등의 문헌에서야 비로소 출

52) 集韻에서 ‘擐’은 “ ‘荀緣切’이고, 音이 ‘宣’이며, ‘揎’과 같다. [荀緣切，音宣. 揎同]”
라고 하 다. 또한 ‘㩊’은 “ ‘荀緣切’이고, 音이 ‘宣’이며, ‘揎’과 같다. 이끄는 것이며, 손
으로 옷을 드러내는 것이다[荀緣切，𠀤音宣. 同揎. 引也，手發衣也]”라고 하여 두 글자

는 字音([sǐwɛn])과 字意(걷다)가 일치한다. 
53) 중국 국가 코퍼스는 중국 교육부가 언어 연구를 위해 텍스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언어 자료를 말한다. 고대 중국어와 현대 중국어 자료를 모두 제공한

다. 코퍼스를 통해 출현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 글자의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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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시대별 출현 용례를 통해 당시 사용상을 보면, ‘걷다’라

는 의미의 ‘擐’을 ‘㩊’으로 써야한다는 안지추의 견해는 원래의 문자 사용을 

중시하는 문자관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16. ‘ ’가 ‘宵’로 전승 과정에서 잘못 쓰임

(1) 원문

漢書: ｢田 賀上.｣ 江南本皆作｢宵｣字. 沛國 劉顯,1) 博覽經籍, 偏精班漢, 梁代謂

之漢聖. 顯子臻,
2)

 不墜家業. 讀班史,
3)

 呼爲田 . 梁 元帝嘗問之, 答曰: ｢此無義

可求, 但臣家舊本, 以雌黃4)改宵爲 ｣. 元帝無以難之. 吾至江北, 見本爲｢ ｣.

(2) 주석

 1) 沛國 劉顯: 沛国은 지금의 安徽省 淮北  相山 지역이다. 刘显(481—
543)은 字가 嗣芳이며, 南朝 梁의 시인으로, 沛国 相县현 사람이다. 隋
書經籍志에 “漢書音 2卷, 劉顯이 편찬하 다[漢書音二卷, 劉顯撰]”라
는 기록이 있다. 

 2) 顯子臻: 劉顯 劉臻(527-598)은 字가 宣挚이며, 沛国 相 사람이다. 隋書
에 본전이 있다. 

 3) 班史: 後漢 초 班固(32-92)가 지은 데서 온 말로, 漢書의 별칭.
 4) 雌黃: 광물을 이용하여 만든 안료. 고대 사람들은 글자를 쓸 때 黄纸 에 

쓰고, 오자가 있으면 雌黃을 칠하여 글자를 고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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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문

  漢書⋅高帝紀에 “田 이 황제에게 경하 다.’라는 구절이 있다. 강남 판본

에는 모두 (‘ ’자를) ‘宵’로 썼다. 沛國 사람 劉顯은 경전을 폭넓게 읽었는데, 
특히 班固의 漢書에 정통하여 양나라 때에 漢聖이라 불리었다. 劉顯의 아들 

劉臻 역시 가업을 실추시키지 않았다. 班固의 漢書를 읽을 때 ‘田 ’이라고 

읽었는데, 양 元帝가 일찍이 이에 대해 묻자, 劉臻이 다음과 같이 답하 다. 
“이는 증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의 집에 있는 옛 판본에서 雌黃(안
료)을 칠하여 宵를 으로 고쳤습니다.”
元帝는 이를 비난할 수 없었다. 내가 河北에 이르러 판본을 보니 ‘ ’으로 쓰

여 있었다. 

(4) 해설

안지추는 漢書⋅高帝紀의 ‘ ’자가 강남 판본에 ‘宵’로 쓰여 있는 것을 보

고, 강북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 ’자로 쓰인 것이 옳다는 점을 교감하고 있

다. 漢書에 정통한 劉臻이 ‘宵’로 쓰인 판본을 보고도 ‘ ’자로 읽은 것을 

의아해하며 양 원제가 묻자, 劉臻은 자신의 집에 있는 옛 판본에 오자가 있을 

때 칠하는 안료를 이용하여 ‘宵’를 ‘ ’자로 고쳤다고 하 다. 이에 안지추는 

河北에서 유통되는 漢書 판본을 보고 ‘ ’자가 옳다고 여겼다. 그는 당시 

강남에서 유통되던 판본의 잘못 쓰인 글자를 劉臻의 집에 있던 옛 판본과 강

북 판본을 참고하여 강남본의 ‘田宵’를 ‘田 ’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감학에서 쓰이는 동일 서적의 祖本과 別本을 대조하여 서로 다른 부

분에 대해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校법을 이용하여 문자의 오류를 바

로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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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紫色䵷聲’에 대한 해석 오류

(1) 원문 

漢書王莽1)贊云: ｢紫色䵷聲,
2)

 餘分閏位.
3)｣ 蓋謂非玄黃之色,

4)
 不中律呂5)之音也. 

近有學士, 名問6)甚高, 遂云: ｢王莽非 鳶髆虎視7)
, 而復紫色䵷聲.｣ 亦爲誤矣.

(2) 주석

 1) 王莽: 王莽(BC 45-AD 23)은 前漢 末期 濟南 東平陵 사람이며, 新
(8-23년 존속) 왕조의 건국자다. 자는 巨君이고, 元帝皇后의 조카다. 新
은 건국한지 15년에 멸망했다고 하 다.

 2) 紫色䵷聲: 漢書⋅王莽贊에 나온 이 구절에 대해 应劭는 紫는 여러 가

지가 뒤섞인 색(闲色)이며, 蛙는 부정한 음(邪音)이라고 하 다. 紫色은 

고대에 朱色(붉은 색)과 대비하여 정통이 아닌 색이며, 䵷聲은 정통 음

률에 부합하지 않는 음이라 거짓으로 진실인 척하는 것을 비유한다고 하

다.
 3) 閏位: 정통이 아닌 제위를 말한다.
 4) 玄黃之色: 玄은 하늘의 색이며, 黃은 땅의 색으로 天地의 색깔이다.
 5) 律呂: 고대에 음을 조율하는 악기.
 6) 名問: 名聞, 名聲.
 7) 鳶髆虎視: 鳶髆은 鳶肩이며, 솔개가 웅크리고 앉을 때처럼 위로 치  켜 

올라간 어깨를 말한다. 虎視는 (호랑이처럼) 탐욕스럽고 흉악하게 사방

을 주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구절과 유사한 내용으로, ｢勉学｣에 “王莽은 

솔개의 눈과 호랑의 입술처럼 흉악할 뿐만 아니라 얼굴빛이 자색이고 목

소리가 개구리 우는 소리이다.[王莽非 鴟目虎吻，亦紫色蛙声.]”라는 구

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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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문

漢書⋅王莽贊에서 王莽에 대해 “얼굴빛이 자색이고 목소리가 개구리 우

는 소리이며, 정통이 아닌 제위.”라고 하 다. 대개 (紫色은) 천지의 색깔이 

아니고, (䵷聲은) 음률에 맞지 않는 음이다. 근래의 학사 중에 명성이 매우 

높은 자가 있는데, (그도) “王莽이 솔개 같은 어깨와 호랑이 같은 눈을 가졌

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얼굴빛이 자색이고 목소리가 개구리 우는 소리.”라고 

말하 다. 역시 잘못된 것이다.

(4) 해설

안지추는 漢書⋅王莽에서 王莽에 대해 “얼굴빛이 자색이고 목소리가 개

구리 우는 소리.”라고 묘사하는데, 이 묘사를 그 당시 명성이 자자한 학사가 

王莽이 솔개 같은 어깨와 호랑이 같은 눈을 가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東漢 初 班固의 漢書⋅王莽에서 王莽은 

정통이 아닌 지위에 올랐으며, 흉악한 면을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인물로 묘

사되고 있다. 王莽은 前漢과 後漢 사이에 新나라를 건국한 인물이다. 東漢 사
람인 班固는 前漢을 찬탈한 王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

며, 이러한 시각이 그의 작품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저명한 학

자는 이를 잘못 오해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 지만, 안지추는 班固가 王莽을 

부정적 인물로 묘사한 것을 간파하여 ｢勉学｣에서 솔개의 눈과 호랑의 입술처

럼 흉악한 인물로 그를 평가한다. 그는 당시 잘못된 구절 해석을 바로잡고, 
그 구절 속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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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策’의 속자 

(1) 원문 

簡策字, 竹下施朿,
1)

 末代隸書, 似杞⋅宋之宋, 亦有竹下遂爲夾者; 猶如刺字之傍

應爲朿, 今亦作夾. 徐仙民春秋⋅禮音,
2)

 遂以筴爲正字, 以策爲音, 殊爲顚倒. 史

記又作悉字, 誤而爲述, 作妬字, 誤而爲姤, 裴⋅徐 鄒3)皆以悉字音述, 以妬字音

姤. 旣爾, 則亦可以亥爲豕字音, 以帝爲虎字音乎?

(2) 본상의 차이

  1) 猶如刺字之傍應爲朿 

⋅知不足齋本에서 ‘刺史’라고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刺字’로 표기하 는데, 
이 문장은 문자의 편방을 논하므로 ‘刺字’라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刺字’로 썼다.

  2) 裴⋅徐鄒皆以悉字音述 

⋅知不足齋本에서 ‘裴’를 ‘袞’자로 표기하 다. 裴는 裴駰을 말하는데, 그는 史
記의 주석가이다. 앞의 문맥에서 史記에 나온 문자에 대해 논하며 史記
의 주석가 徐野民와 鄒誕生을 언급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裴駰의 裴로 쓰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裴’자로 썼다.

(3) 주석

 1) 竹下施朿: 知不足齋本에서 趙羲明은 ‘朿’에 대해 ‘七賜反’이란 주를 달았다. 
 2) 徐仙民春秋⋅禮音: 仙民은 魏 徐邈(172-249)의 자이다. 그의 저작인 春

秋左氏傳音 3권과 禮記音 3권이 隋書經籍志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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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裴⋅徐鄒: 裴는 宋 裴駰이고, 徐는 宋 徐野民이며, 鄒는 梁 鄒誕生이다. 이
들 모두 史記의 주석가이다. 隋書經籍志에 “史記 80권, 宋南 中郎
外兵參軍인 裴駰이 주를 달고, 史記音義 12권, 宋 中散大夫 徐野民이 

편찬하 고, 史記音 3卷, 梁 輕車 事 參軍인 鄒誕生이 편찬하 다”란 

기록이 있다.

(4) 번역문

종이가 없을 때 대신 글씨를 쓰던 ‘簡策’의 ‘策’자는 ‘竹’자 아래 ‘朿’자를 쓴

다. 후대의 예서에서는 (‘朿’자가) ‘杞⋅宋나라’의 ‘宋’자와 비슷하며, 또한 ‘竹’
자 아래 ‘夾’을 쓴 것도 있다. ‘刺’자의 편방을 ‘朿’라고 써야하는데, 지금 또한 

‘夾’이라고 쓰는 것과 같다. (이는) 徐仙民의 春秋音과 禮記音에서 드디

어 ‘筴’을 정자로 하고, ‘策’을 그 음으로 하 는데,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이

다. 史記에서 또한 ‘悉’자가 잘못해서 ‘述’자로 쓰여 있고, ‘妬’자가 잘못해서 

‘姤’라고 쓰여 있다. 裴駰⋅徐野民⋅鄒誕生 모두 ‘悉’로 ‘述’자의 음을 표시하

고, ‘妬’자로 ‘姤’의 음을 표시하 다. 그렇다면 ‘亥’자를 ‘豕’자의 음으로 삼고, 
‘帝’를 ‘虎’의 음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5) 해설

 
안지추는 ‘策’, ‘述’, ‘姤’의 이체자를 정자로 여겨 이체자의 음으로 발음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는 春秋音과 禮記音에서 ‘策’의 이체자인 

‘筴’을 정자로 하고, ‘策’을 속자로 여겨 ‘策’의 발음인 楚革의 반절[tʃʰeək]이 

아닌 ‘筴’의 음인 古協의 반절[kiap]로 발음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한다. 또한 

안지추는 史記에서 ‘悉’를 ‘述’자로, ‘妬’자를 ‘姤’라고 써서, ‘悉’, ‘姤’의 음을 

‘述’, ‘妬’음으로 삼는 잘못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朿’편방을 지닌 ‘策’자는 한 대 이후 ‘宋’, ‘夾’ 등의 편방을 가진 글자로 와

변되었다. 남북조 시기 묘비명에 이러한 속자가 보인다.54) 남북조는 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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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마지막 시기로, 문헌과 문자를 기술하는 데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래 써야할 글자 대신 음만을 쫓아 잘못된 글자를 쓴 것이다. 이에 

안지추는 隸變 이후 글자 쓰임이 정확한 체계가 잡히지 않아 정자와 속자를 

혼용하는 문자 운용과 음운(반절)의 부정확성을 비판한다. 

19. ‘虙’을 ‘宓’으로 오용 

(1) 원문

張揖云: ｢宓, 今伏羲氏也.｣ 孟康漢書古文注1)亦云: ｢虙, 今伏.｣ 而皇甫謐云: ｢伏
羲或謂之宓羲.｣2)

 按諸經史緯候,
3)

 遂無宓羲之號. 虙字從虍,
4)

 宓字從宀,
5)

 下俱爲

必, 末世傳寫, 遂誤以虙爲宓, 而帝王世紀因更立名耳. 何以驗之? 孔子弟子虙子

賤爲單父6)宰, 卽虙羲之後, 俗字亦爲宓, 或復加山. 今兗州 永昌郡城,7) 舊單父地

也, 東門有子賤碑, 漢世所立, 乃曰: ｢濟南 伏生,8) 卽子賤之後.｣ 是知虙之與伏, 

古來通字, 誤以爲宓, 較可知矣.

(2) 본상의 차이

  1) 是知虙之與伏 

⋅知不足齋本에는 ‘知’자가 없고, 增補本에서는 ‘知’자가 있다. 본고는 增補本

에 따라 ‘知’자를 넣어 썼다.

(3) 주석

 1) 孟康漢書古文注: 王利器는 增補本에서 이를 隋書經籍志에 수록된 漢
書孟康音 9권이라고 보았다.

54) 元膽墓志: “公遂憑軾而東征, 望川而 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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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皇甫謐云: ｢伏羲或 之宓羲.｣: 皇甫謐(215-282)는 西晉 安定 朝那 사람

이다. 자는 士安이고, 어릴 때 이름은 靜이며, 자호는 玄晏先生이다. 그는 

三皇에서 魏에 이르는 제왕에 대해 기록한 帝王世紀를 지었는데, 이 

말은 여기에 수록된 것이다. 
 3) 緯候: 점복서.
 4) 虙字從虍: 知不足齋本에 趙曦明은 虙의 음이 宓과 같다고 주를 달았다.
 5) 宓字從宀: 知不足齋本에 趙曦明은 宀의 音이 綿이라고 주를 달았다.
 6) 單父: 春秋시대 鲁나라 邑 이름으로, 지금의 산동성 单县 남쪽에 위치한

다. 趙注盧補本에서 盧文弨는 單父의 음은 善甫라고 주를 달았다. 
 7) 兗州 永昌郡城: 南朝 宋 孝建 元年(456년)에 单父县이 사라지고, 单父故

城에 北济阴郡과 离狐县이 설치되었다. 北齐 天保 七年(556년) 北济阴郡
과 离狐县을 철거하고, 또 永昌郡을 城武에 설치하고 직접적으로 单县을 

다스렸다. 
 8) 伏生: 漢書儒林傳에 伏生은 濟南 사람이고, 秦의 博士 다고 전해진다. 

또한 孝文帝 때, 尙書에 능한 사람을 구하 는데, 伏生 나이가 90여세

라 갈 수 없자 太常에게 掌故 錯를 그에게 보내게 하여 尙書를 배워 

29편을 얻었다고 전한다.

(4) 번역문

장읍은 “ ‘宓’은 지금의 伏羲氏의 ‘伏’이다.”라고 하 다. 孟康의 漢書 주에

서 또한 ‘虙’은 지금의 ‘伏’이다’라고 하 다. 그러나 皇甫謐은 “ ‘伏羲’는 간혹 

‘宓羲’라고도 부른다.”고 하 다. 여러 경전⋅사서⋅점복서 등을 살펴보아도 

끝내 ‘宓羲’라는 호칭은 없다. ‘虙’자는 ‘虍’을 의미부로 하고 ‘宓’자는 ‘宀’을 

의미부로 하나, 아랫부분은 같이 ‘必’자를 쓴다. 후세에 전사하는 동안 마침내 

‘虙’자를 ‘宓’자로 잘못 써서 帝王世紀에서 이로 인해 다시 ‘宓羲’라는 이름

을 만든 것일 따름이다. 무엇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공자의 제자 虙

子賤은 單父의 재상이 되었는데, 그는 바로 ‘虙羲’의 후손이다. 속자에도 ‘宓’
이라고 쓰고, 간혹 ‘山’자를 더해 ‘密’이라고 쓰기도 한다. 지금 兗州의 永昌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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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은 옛날 單父의 땅이다. 그곳의 동문에 복자천의 비석이 있는데, 漢代에 세

워진 것으로, “濟南의 伏生은 복자천의 후손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로써 ‘虙’
은 ‘伏’과 예부터 통용되는 글자 으나, ‘宓’자로 잘못 썼다는 것을 견주어 알 

수 있다.

(5) 해설

안지추는 孟康의 漢書 고문 주와 帝王世紀에서 ‘虙’자를 ‘宓’자로 잘못 

쓰 음을 비석을 보고 교감하고 있다. 이는 후대 전사과정에서 ‘虙’자와 ‘宓’
자 공통적으로 ‘必’자를 부수로 갖는다는 점에서 안지추는 자형의 유사성에 

따른 오용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속자는 ‘宓’자의 이체자인 ‘密’로 쓰기도 한 

것도 자형의 유사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안지추는 이러한 오용을 당시 

虙子賤의 碑別字를 근거로 교감한다. 虙羲의 후손인 虙子賤 비석에 伏生이 虙

子賤 후손이라고 쓰여 있다는 점에서 ‘虙’과 ‘伏’이 예부터 통용되는 글자라는 

점을 통해 ‘虙’자와 ‘宓’자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宓’로 쓴 오용을 증명하고 있

다. 

20. ‘雞口’와 ‘牛後’의 교감 

(1) 원문 

太史公記曰: ｢寧爲雞口, 無爲牛後.｣1) 此是刪戰國策耳.2) 案: 延篤戰國策音義3)曰: 

｢尸, 雞中之主. 從, 牛子.｣ 然則, ｢口｣當爲｢尸｣, ｢後｣當爲｢從｣, 俗寫誤也.

(2) 주석

 1) 太史公記曰: ｢寧爲雞口, 無爲牛後.｣: 史記⋅ 秦傳에 나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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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대 중엽 東周 洛陽 사람인 秦이 강국인 晉에 맞서 楚나라와 합

종할 것을 韓 왕에게 말하는 부분이다.
 2) 此是刪戰國策耳: 前漢 劉向의 戰國策에서 漢의 策 부분에 “臣이 속어를 

들어 말하는데, 차라리 雞口(닭의 주둥이)가 될지언정, 牛後(소의 궁둥이)
가 되지는 않겠다고 하 습니다.[臣聞鄙語曰寧為雞口無為牛後]”라고 하

다. 史記⋅ 秦傳에서 이 구절을 줄여 쓴 것이다.
 3) 延篤戰國策音義: 延篤(?-167)은 後漢 南阳 犨 사람이며, 字는 叔坚이다. 

隋書經籍志에 “戰國䇿論一卷을 漢 京兆尹 延篤이 편찬하 다[戰國䇿
論一卷, 漢京兆尹延篤撰]”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隋書經籍志에 戰國策
音義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戰國䇿論이 戰國策音義와 같은 

책인지 알 수 없다.

(3) 번역문

太史公의 史記⋅ 秦傳에 “차라리 雞口(닭의 주둥이)가 될 지언정, 牛後(소
의 궁둥이)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하 다. 이는 戰國策의 漢策에 나온 구절

을 줄여 썼을 뿐이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延篤의 戰國策音義에서 “尸는 

닭 가운데 우두머리이고, 從은 소의 새끼이다.”라고 하 다. 그렇다면 ‘口’는 

‘尸’라고 써야 하고, ‘後’는 ‘從’으로 써야 한다. 세속에서 베낄 때 생긴 잘못이

다.

(4) 해설

안지추는 史記⋅ 秦傳에 나온 ‘雞口’의 ‘口’자와 ‘牛後’의 ‘後’자에 대해 

‘口’는 ‘尸’라고 써야 하고, ‘後’는 ‘從’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에 대해 延篤의 戰國策音義에서 “尸는 닭 가운데 우두머리이고, 從은 소의 

새끼이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
史記⋅ 秦傳의 “차라리 雞口(닭의 주둥이)가 될지언정, 牛後(소의 궁둥

이)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은 雞과 牛를 각각 열국과 강국에 비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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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인 晉에 속국이 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戰國策에 나온 

구절을 典故로 삼은 것으로, 이는 세속의 말을 근거로 신하가 임금에게 한 내

용이다. 안지추의 지적처럼 세속에서 자형의 유사성으로 인해 ‘尸’를 ‘口’로 

혼동하고, ‘從’을 ‘後’로 혼동하여 잘못 전사하 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口[k
ʰɔ]’와 ‘後[ɣɔ]’가 운모가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구를 따져 이와 같이 

썼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안지추의 사고방식 역시 일리가 있으나, 그 이전

시기의 戰國策 판본에서 안지추가 본 戰國策 판본에 내용이 추가될 가능

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그 당시 

유통된 戰國策 판본을 토대로 구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생각된다. 

21. ‘伎癢’을 ‘徘徊’로 잘못 피휘

(1) 원문 

應劭風俗通云: ｢太史公記1): 高漸離變名易姓, 爲人庸保,2) 匿作於宋子,3) 久之作

苦,
4)

 聞其家堂上有客擊筑, 伎癢, 不能無出言.｣ 案: 伎癢者, 懷其伎而腹癢也. 是

以潘岳射雉賦亦云: ｢徒心煩而伎癢.｣ 今史記並作｢徘徊｣, 或作｢徬徨不能無出言｣, 

是爲俗傳寫誤耳. 

(2) 본상의 차이

  1) 應劭風俗通云

⋅知不足齋本에서는 ‘卲’자로 표기하 고, 增補本에서는 ‘劭’자로 표기하 다. 
增補本에 따라 본고에서는 ‘劭’자로 썼다. 增補本에서 재인용된 盧文弨의 말에 

따르면, ‘卩’자와 ‘ ’자의 예서체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 다. 또한 趙羲明은 南
史에서 應劭의 ‘ ’자는 칼을 부른다는 부정적인 의미라 ‘ ’자를 ‘力’자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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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 썼다고 하 다. 이를 근거로 보면, 사람들이 ‘ ’자 대신 ‘力’자를 써서 ‘卲’
자와 ‘劭’자를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2) 聞其家堂上有客擊筑

⋅知不足齋本에서는 ‘ 客有擊筑’이라고 썼으나, 增補本에서는 ‘ 上有客擊筑’
이라고 표기하 다. ‘ 客有擊筑’에서 客有에서 ‘有’는 ‘손님이 있다’는 의미로 

동사로 쓰이거나 又와 통용되어 ‘손님이 또한’이라는 의미로 부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上有客擊筑’에서 ‘有’는 특정한 것을 지칭하지 않는 ‘某’처
럼 ‘어떤’이란 의미를 갖는 관형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통사적으로 볼 

때, ‘ 上有客擊筑’가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을 

따랐다.

(3) 주석

 1) 太史公記: 增補本에서 王利器는 “太史公釋名에서 史記의 본래 명칭은 

太史公書이다[史記本名太史公書]”라고 하 다. 또한 그는 漢⋅魏⋅南北朝 
사람들이 司马迁의 史記를 太史公記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 는데, 
漢書⋅楊惲傳, 論衡⋅道虛篇, 抱朴子⋅論仙篇 등에 나온 것이 그 

증거라고 하 다.
 2) 庸保: 고용된 사람.
 3) 宋子: 增補本에 徐廣이 宋子는 縣 이름이며, 지금 鉅鹿에 속한다고 하

다. 여기서 鉅鹿는 河北省 巨鹿县 북쪽에 있다. 
 4) 作苦: 피로를 느끼다.

(4) 번역문

應劭의 風俗通⋅聲音⋅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太史公의 史記⋅
刺客列傳에 高漸離가 성명을 바꾸고 남의 고용인이 되어 宋子에서 숨어 지



1Ⅱ. 顔氏家訓⋅書證 譯註  73

냈다. 오랫동안 고생하여 힘들 때 주인집 당상에서 어떤 손님이 筑을 켜는 소

리를 듣고 伎癢하여 말을 내뱉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생각에 ‘伎癢’은 伎(어
떤 재주)를 갖고 있어 (이를 드러내려고) 癢(몸이 간지러운 것)인 듯하다. 이
에 潘岳의  雉賦에도 “헛되이 마음만 괴로워 伎癢하다.”라고 하 다. 지금

의 史記에 모두 (伎癢이) ‘徘徊’라고 되어 있거나, ‘徬徨하여 말을 내뱉지 

않을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는 세간에서 전사할 때 생긴 잘못일 뿐이다. 

(5) 해설

안지추는 後漢 末 應劭의 風俗通⋅聲音⋅筑에 인용된 史記에는 ‘伎癢’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유통된 史記의 판본에는 ‘伎癢’을 ‘徘徊’나 ‘徬
徨’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전사 시 생긴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伎癢’은 ‘보여주고 싶어 간지러운 것처

럼 참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며, ‘徘徊’와 ‘徬徨’은 모두 ‘망설이다’라는 의미이

다. ‘徘徊’, ‘徬徨’은 의미가 통하나, ‘伎癢’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伎癢’과 ‘徘
徊’, ‘徬徨’ 사이에 혼동할 만한 자형의 뚜렷한 유사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
라서 안지추의 지적처럼 이는 전사 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현대 중국에서 세 단어 모두 聯綿詞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두 글자가 분리

되어서는 의미를 갖지 않는 聯綿詞는 구성 성분 간에 음성적 유사성을 지니

며, 음성적 요소로 이루어져 여러 이체자를 지니는 특징을 보인다. ‘徘徊
[buɒiɣuɒi]’, ‘徬徨[bɑŋɣuɑŋ]’은 각각 운모가 같은 구성 성분이 모인 첩운 連

綿字이고, ‘徘徊’, ‘俳佪’, ‘徬徨’, ‘旁皇’, ‘仿偟’, ‘傍偟’, ‘旁遑’ 등의 여러 이체자

가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伎癢’의 경우, 聯綿詞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伎癢[gǐejǐaŋ]’은 符定一의 連綿字典에 이 글

자가 수록되어 있으나,55) 連綿字의 특징인 여러 이체자가 있거나 구성 성분 

간에 음성적 유사성이 있지 않다. 또한 ‘徘徊’, ‘徬徨’은 구성 성분 각각이 따

로 쓰 을 때, 의미를 갖지 않지만, ‘伎癢’은 안지추가 말했듯이 ‘재주(伎)가 

있어 (이를 뽐내고 싶어) 몸이 간지러운 것(癢)이다’라고 각각의 구성 성분이 

55) 餘穎(2003), 43:33-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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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의미를 갖고 쓰일 수 있다. 連綿字가 소리에 치중한 분석이라면, ‘伎癢’
과 같이 ‘伎’와 ‘癢’이 각각 의미를 갖고 쓰이다 점차 두 글자가 합쳐져 새로

운 의미로 통용되면서 음성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 ‘媢’가 ‘媚’로 오용

(1) 원문

太史公論英布1)曰: ｢禍之興自愛姬, 生於妬媚, 以至滅國.｣2) 又漢書外戚傳亦云: ｢成
結寵妾妬媚之誅.｣3) 此二｢媚｣並當作｢媢｣, 媢亦妬也, 義見禮記⋅三蒼.4) 且五宗世

家亦云: ｢常山憲王后妬媢.｣5) 王充論衡云: ｢妬夫媢婦生, 則忿怒鬪訟.｣6) 益知媢
是妬之別名. 原英布之誅爲意賁赫7)耳, 不得言媚.

(2) 주석

 1) 英 : 英 (?-BC195)는 전한 六安 六縣 사람이고, 법을 어겨 黥刑을 당

해 경포(黥 )라고 불렸다.
 2) 禍之 自愛姬, 生於妬媚, 以至滅國: 史記⋅黥 傳에 나오는 구절을 변

형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본 史記에는 “禍之 自愛姬, 殖妒媢生患, 
竟以滅國”이라고 되어 있다. 안지추가 인용한 구절의 ‘妬媚’가 현행본에는 

‘妒媢’로 되어 있다.
 3) 成結寵妾妬媚之誅: 漢書⋅外戚傳에 게재된 漢 耿育의 상소문의  일부이다.
 4) 媢亦妬也, 義見禮記⋅三蒼: 增補本에서 王利器는 禮記⋅大學에서 ‘媦疾

以惡之’ 구절에 대해 정현이 ‘媢, 妬也’라고 주를 달았다고 하 고, 史記
⋅五宗世家 索隱에 인용된 郭璞의 주에 ‘三蒼에서 媢은 남자의 妒(시
기)이다[三蒼云, 媢丈夫妒也]’라고 하 다고 한다. 

 5) 常山憲王后妬媢: 史記⋅五宗世家에 나오는 구절로, 현행본 史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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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妬媢’가 ‘妒媢’로 되어있다.
 6) 王充論衡云: ｢妬夫媢婦生, 則忿怒鬪訟.｣: 增補本에 재인용된 盧文弨는 이 

구절이 현행본 論衡⋅論死와 다르다고 하 다. 현행본 論衡⋅論死에
서는 “妒夫媢妻同室, 而處淫亂失行, 忿怒鬭訟”라고 되어 있다. 

 7) 賁赫: 賁赫은 英 의 수하에 있던 中大夫이다. 英 가 賁赫이 자신의 애

첩과 간통을 했다고 의심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賁赫은 長安으로 도망가 

英 가 모반을 꾀한다고 무고하 다. 이 내용은 史記⋅黥 列傳에 나

온다. 
 
(3) 번역문

太史公이 英 에 대해 “禍는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일어났고, 妬媚(시샘하고 

아첨하여)에서 비롯되어 나라의 멸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 다. 또한 漢書⋅
外戚傳에서도 “총애 받은 후궁이 妬媚(시샘하고 아첨하여)하여 주살되도록 

조장하 다.”라고 하 다. 이 두 인용문에 ‘媚’는 ‘媢’라고 써야하고, ‘媢’는 또

한 ‘妬’이며, 그 뜻은 禮記와 三蒼에 보인다. 또한 史記⋅五宗世家에도 

“常山憲王의 왕비가 妬媢(시샘)하 다.”라고 하 고, 王充의 論衡⋅論死에는 

“妬(시샘)하는 남편과 媢(시샘)하는 부인이 살면 분노하고 다툰다.”라고 하

다. 이로써 ‘媢’가 ‘妬’의 별칭이라는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본래 英 가 

주살된 것은 賁赫을 생각했던 것일 뿐이니 ‘媚’라고 할 수 없다. 

(4) 해설

안지추는 史記⋅黥 列傳의 ‘媚’를 ‘媢’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漢
書⋅外戚傳의 내용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英 가 賁赫이 자신의 애첩과 간

통을 했다고 의심하 는데, 그 상황에서 英 는 賁赫을 시샘하고 의심한 것이

지 아첨하지 않았다. 따라서 안지추는 ‘의심하다’는 의미인 ‘媚’자는 잘못 쓰

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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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샘하다’는 의미인 ‘媢’는 ‘妬’의 의미로, 두 글자는 史記⋅五宗世家
와 論衡⋅論死에서 통용되었다. ‘媢’는 說文에서 ‘남편이 부인을 시샘하는 

것이다[夫妒婦也]’란 의미이고, ‘妬’의 이체자인 ‘妒’는 ‘부인이 남편을 시샘하

는 것이다[婦妒夫也]’란 의미로 시샘하는 행위자와 대상이 서로 반대이다. 본
래 시샘하는 대상이 달랐지만, 그 의미가 점차 일반화 되면서 ‘妒’와 ‘媢’는 

‘남을 시샘하다’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쓰 을 것이라 추정된다. 

23. ‘隗狀’을 ‘隗林’으로 오용

(1) 원문

史記始皇本紀: ｢二十八年, 丞相隗林⋅丞相王綰等,1) 議於海上.｣ 諸本皆作山林之

｢林｣. 開皇二年2)五月, 長安民掘得秦時鐵稱權, 旁有銅塗鐫銘二所. 其一所曰: ｢廿
六年, 皇帝盡幷兼天下諸侯, 黔首大安, 立號爲皇帝, 乃詔丞相狀⋅綰, 灋度量

不 歉疑者, 皆明 之.｣3) 凡四十字. 其一所曰: ｢元年, 制詔丞相斯⋅去疾,4) 灋度

量, 盡始皇帝爲之, 皆□刻辭焉. 今襲號而刻辭不稱始皇帝, 其於久遠也, 如後嗣5)

爲之者, 不稱成功盛德, 刻此詔□左, 使毋疑.｣6) 凡五十八字, 一字磨滅, 見有五十

七字, 了了分明. 其書兼爲古隸. 余被敕寫讀之, 與內史令李德林7)對, 見此稱權, 

今在官庫; 其｢丞相狀｣字, 乃爲狀皃之｢狀｣, 爿旁作犬; 則知俗作｢隗林｣, 非也, 當

爲｢隗狀｣耳.

(2) 주석

 1) 丞相隗林⋅丞相王綰: 隗林(隗状을 잘못 씀)의 생졸년도는 명확하지 않고, 
战国 말기 楚나라 사람이다. 王绾 역시 생졸년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둘
은 秦始皇의 명을 받아 도량을 법제화 하는 일을 주관하 다.

 2) 開皇二年: 582년. 開皇은 隋의 초대 황제인 文帝의 연호로, 文帝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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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04년 동안 재위하 다.
 3) 灋度量 不 歉疑 : 灋은 法, 은 則, 는 壹의 古字이다. 
 4) 丞相斯⋅去疾: 秦나라 승상 李斯(BC280?－BC208)와 冯去疾(?-BC208)

은 각각 左丞相, 右丞相으로, 秦始皇의 천하 통일을 도왔다. 
 5) 後嗣: 後代.
 6) 其一所曰……使毋疑.｣: 이 명문은 앞서 다룬 26년에 기록이 담긴 명문의 

주석으로 보인다고 한다. 또한 총 58자로 1자가 마멸되어 읽을 수 없다

고 하 으나, 본문에 인용된 명문은 총 59자로 2자가 읽을 수 없는 것으

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주가들은 판본상에 명문 내용이 차이가 있

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완 譯(2007), 書證篇 주석 109, 110 참고.
 7) 李德林: 李德林(531-591)은 자는 公輔이며, 隋나라 博陵 安平 사람이다. 

北齊 때 顔之推와 함께 館事를 담당하 고, 정부의 중요 문서를 주관하

다. 수나라 때 內史令이 되었다. 

(3) 번역문

史記⋅始皇本紀에 “28년 승상 隗林과 王綰 등이 바닷가에서 논의하 다.”
라고 하 다. 여러 판본에 모두 隗林의 ‘林’을 ‘山林’의 ‘林’으로 썼다. 開皇 2
년(582) 5월, 長安의 백성이 땅을 파다가 秦나라 때의 철로 만든 저울추를 

얻었는데, 그 옆 두 군데에 구리로 도금한 명문이 새겨있었다. 
한 곳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26년(BC 221년), 황제가 천하 제후를 모두 겸병하여 백성이 매우 편안해

졌으며, 존호를 세워 황제라고 불렀다. 이에 승상 狀과 綰에게 고하여 도량을 

법제화하여,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분명히 통일시키도

록 하 다.”모두 40자이다. 
다른 한 곳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元年(BC 209년), 승상 斯와 去疾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도량을 법제화한 

것은 모두 시황제가 그리 하라는 것이니 그 말을 모두 새겨라. 지금 존호를 

이어받으면서도 새긴 말에 시황제라고 칭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원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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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함이다. 후세의 사람이 황제라 칭할 만한 공을 이루더라도 성덕으로 칭송

하지 말라. 이 조서를 왼쪽에 새겨 의심하지 않게 하라.”모두 58자이고, 1자
가 마멸되었지만 57자가 보여 (그 뜻이) 분명하다. 
이 글은 옛 예서체로 겸비되어 있다. 내가 칙명을 받아 베껴서 판독하고, 
內史令 李德林과 대조하 으며, (직접) 이 저울추를 보았다. 지금 이 저울추

는 관고에 보관되어 있다. 여기서 승상 ‘狀’자는 ‘狀皃’의 ‘狀’으로, ‘爿’편방에 

‘犬’을 쓴 것이다. 그렇다면 속본에 ‘隗林’이라고 쓴 것이 틀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마땅히 ‘隗狀’이라고 써야한다. 

(4) 해설

안지추는 史記⋅始皇本紀에 나온 丞相 隗林의 ‘林’을 長安에서 발견된 저

울추 명문의 ‘丞相狀’이란 내용을 참고하여 잘못 쓰 음을 교감하 다. 그는 

여러 서적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문자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가 많았다. 
이 구절은 여러 서적과 더불어 서적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명문이라

는 출토 문헌을 이용하 다. 오늘날 백과사전에 승상 ‘隗狀’항목을 찾아보면, 
안지추가 논한 이 구절이 나온다. 이처럼 명문의 내용을 토대로 문자를 교감

한 안지추의 고증 작업은 그 당시 판본의 오류를 바로잡고, 후대 사람들이 문

자의 올바른 쓰임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다.

24. ‘禔’를 ‘提’로 오용 

(1) 원문

漢書云: ｢中外禔福.｣ 字當從示. 禔, 安也, 音匙匕之匙, 義見蒼雅⋅方言. 河北學

士皆云如此. 而江南書本,1) 多誤從手, 屬文者對耦, 並爲提挈之意, 恐爲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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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석

 1) 書本: 판본을 말한다. 王利器에 의하면, 이 말은 漢 대에 이미 나왔는데, 
本은 지금의 底本이며, 書는 지금의 副本이다. 또한 六朝, 唐代 사람들이 

자주 쓰던 상용어라고 한다. 
 2) 音匙匕之匙: 匙는 是支의 반절로, [ʑǐe]로 발음된다. 

(3) 번역문

漢書⋅司馬相如傳에 “안팎으로 禔福하다(평안하고 행복하다).”라는 구절

이 있는데, 여기서 ‘禔’ 자는 마땅히 ‘示’를 의미부로 삼아야 한다. ‘禔’는 평안

하다는 뜻이며, 음은 匙匕(숟가락)의 ‘匙’이다. 그 뜻은 三蒼⋅爾雅⋅方
에 보인다. 河北의 학자들은 모두 이와 같이 생각한다. 江南의 판본에서는 

잘못하여 ‘手’를 의미부로 삼는 경우가 많아(즉 ‘提’로 쓰는 경우) 문장을 짓

는 사람들이 대우할 때, 모두 ‘提挈(몸에 지니다)’의 의미로 여기고 있으니, 
아마도 잘못된 듯하다. 

(4) 해설

안지추는 漢書⋅司馬相如傳에 나온 ‘禔’자를 강남 판본에서 ‘手’자를 뜻으

로 삼는 ‘提’자로 여겨 강남 학자들이 문장을 짓을 때 ‘提挈(거느리다)’의 의

미로 사용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禔’자와 ‘提’자는 ‘示’편방과 ‘手’편방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禔는 두 가지 발음이 나는데, 廣
韻에서 禔는 是支의 반절[ʑǐe]이거나 章移의 반절[ȶǐai]이라고 하 다. 提 역
시 是支의 반절이므로 두 글자는 자음에서도 유사하다. 이처럼 자형과 자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두 글자는 자주 혼용되었고, 강남의 판본에서도 이러한 착오

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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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避諱에 따라 ‘禁’을 ‘省’으로 대체

(1) 원문

或問: ｢漢書注: 爲元后父1)名禁, 故禁中爲省中.2) 何故以省代禁?｣ 答曰: ｢案:

周禮 宮正: 掌王宮之戒令糺禁. 鄭注云: 糺, 猶割也, 察也. 李登3)云: 省, 察

也. 張揖云: 省, 今省詧也.4) 然則小井⋅所領二反,5) 並得訓察. 其處旣常有禁

衛省察, 故以省代禁. 詧, 古察字也.｣

(2) 주석 

 1) 元后父: 元后(BC 70-13)는 漢 元帝 劉奭의 황후이며, 濟南 東平 사람으

로, 성은 王씨고, 이름은 政君이다. 王莽의 고모이다. 그의 아버지 王禁

(?-BC 43)은 前漢 濟南 東平陵 사람으로, 字는 稚君이다.
 2) 爲元后父名禁, 故禁中爲省中.: 漢書 권 7 昭帝本紀에 省中에 대한 伏

儼의 주에 蔡邕의 말을 인용하여 효원 황후 아버지의 이름인 王禁을 피

휘하여 禁中을 省中이라 하 다. 
 3) 李登: 삼국시대 魏나라 사람으로, 隋書經籍志 1에 聲類 10권을 그가 

편찬했다는 기록이 있다.
 4) 省, 今省詧也.: 王利器는 增補本에서 이 구절과 관련하여 段玉裁가 ‘이

는 古今字詁에 나오며, 詧의 今字는 省이라고 쓴다.[此蓋出古今字詁, 
詧今字作省.]’라고 하 다고 하 다. 

 5) 井⋅所領二反: 井은 [sǐeŋ], 所領은 [ʃǐeŋ]으로 발음된다.

(3) 번역문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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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書 주에 ‘원제 황후 아버지 이름이 禁이기 때문에 禁中을 省中으로 쓴

다.’라고 하 는데, 어찌 ‘省’자로 ‘禁’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하 다.
“周禮 宮正 조목에 따르면, ‘왕궁의 계령과 糺禁을 담당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현의 주에서 ‘糺는 가르는 것(割)과 같다. 살펴보는 것(察)이다.’
라고 하 고, 李登은 “省은 察이다.”라고 하 습니다. 장읍은 “省은 지금의 省

詧이다.”라고 하 습니다. 그렇다면 ‘ 井’과 ‘所領’ 두 가지 반절 모두 察이라

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궁정은 원래 항상 禁衛君이 省察하는 곳이기 때문에 

‘省’을 ‘禁’으로 대신하 습니다. ‘詧’은 ‘察’의 옛글자입니다.”

(4) 해설

안지추는 혹자가 효원 황후의 아버지 이름인 ‘禁’를 피휘하기 위해 ‘省’으로 

대신 쓴 이유에 대해 묻자, 周禮宮正 조목에 나온 糺禁에 대한 주를 설명하

며 ‘禁’과 ‘省’의 관계를 설명하 다. ‘省’은 說文에서 ‘성찰하다(視)’라는 의

미로 풀이된다. 위진 시대 처음으로 ‘省’이라는 궁궐 안에 황제를 위한 기관이 

설치되었는데, 이를 ‘中書省’ 이라고 하 다. 이는 당시 피휘라는 사회적 원인

에 의해 의미 파생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 ‘小侯’의 명명 기원 

(1) 원문 

漢明帝記: ｢爲四姓小侯立學.｣1) 按: 桓帝加元服2), 又賜四姓及梁⋅鄧小侯帛,3) 是

知皆外戚也. 明帝時, 外戚有樊氏⋅郭氏⋅陰氏⋅馬氏爲四姓.4) 謂之小侯者, 或以

年小獲封, 故須立學耳. 或以侍祠猥朝5), 侯非列侯, 故曰小侯, 禮云: ｢庶方小侯.｣6) 

則其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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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석

 1) 爲四姓 侯立學: 이 구절은 “四姓 侯開立學校”을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後汉书⋅明帝纪에 대해 唐대 李賢은 “外戚인 氏⋅郭氏⋅陰氏⋅馬氏
의 자제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이들을) 四姓 侯라고 하 다.”고 

주를 달았다. 
 2) 元服: 汉书⋅昭帝纪에 “황제가 元服을 입는다[帝加元服]”라는 구절에 

대해 如淳는 “元服은 처음 관례를 치룰 때 옷을 입는 것이다[元服 初冠

加上服也]”라고 설명하 다. 
 3) 氏⋅郭氏⋅陰氏⋅馬氏爲四姓: 增補本에 재인용된 盧文弨에 의하면, 後

汉书 卷 32 宏傳에서 氏는 광무제의 어머니인 嫺都이라고 하 고, 
後汉书 卷 10 上 皇后纪에서 郭氏는 광무제의 곽황후이며, 陰氏는 광

무제의 또 다른 음황후이며, 馬氏는 명제의 마황후라고 하 다고 한다. 
 4) 又賜四姓及梁⋅鄧 侯帛: 이 구절은 後汉书⋅桓帝纪에 나온 “四姓과 梁⋅

邓 侯 등 여러 사람에게 비단을 하사하 다[赐……四姓及梁、邓 侯、
诸夫人以下帛诸夫人以下帛]”는 내용을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5) 侍祠猥朝: 관직명. 後汉书⋅百官志 5⋅列侯 조목에 이들 관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朝侯를 받은 자는 五校 에 다음 간다. 侍祠侯를 

받은 자는 大夫에 다음 간다. 그 나머지 胏附 및 公主 자손으로서 京都

에서 분묘를 받드는 자는 또한 수시로 모이는데, 지위는 博士와 議郞의 

아래다. 胡廣의 制度에서 이는 猥諸侯다[賜位朝侯次五校 , 賜位侍祠侯
次大夫. 其餘以胏附及公主子孫, 奉墳墓於京都 , 亦隨時見 , 位在博士議
郎下. 胡廣制度曰, 是為猥諸侯諸]”라고 하 다. 

 6) 庶方 侯: 禮記⋅曲禮下에 나오는 이 용어에 대해 정현은 “여러 곳의 

國이 天子의 나라에 들어오면 ‘某人’이라고 하고, 자기 역 밖에서 

‘子’라고 하고, 자신을 ‘孤’라고 한다[庶方 侯入天子之國曰某人, 於外曰子
自稱]”고 주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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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문

後漢書⋅明帝記에서 “四姓의 侯를 위하여 학교를 세웠다.”라는 구절이 

있다. 내 생각에는, 桓帝가 관례를 치룰 때 元服을 입고, 또한 四姓과 梁⋅鄧
氏 侯에게 비단을 하사하 다. 이를 통해 (이들은) 모두 외척임을 알 수 있

다. 명제 때 외척으로는 氏⋅郭氏⋅陰氏⋅馬氏 등 네 가지 姓이 있는데, 이
들이 四姓이다. 侯라고 명명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 봉해졌기 때문이며, (교
육할 필요가 있어서) 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혹은 侍祠候⋅猥諸候⋅
朝侯 등과 같은 諸侯는 列侯가 아니기 때문에 侯라고 하는 듯하다. 禮記⋅
曲禮下에서 ‘여러 지방의 侯’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이다. 

(4) 해설 

안지추는 後漢書⋅明帝記에서 “四姓의 侯를 위하여 학교를 세웠다.”라
는 구절에 나온 四姓과 侯에 대해 설명한다. 四姓은 명제 때 외척인 氏⋅
郭氏⋅陰氏⋅馬氏을 말한다. 여기서 그가 주목하는 대상은 바로 侯이다. 그
는 侯라는 개념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四姓의 侯를 위

하여 학교를 세웠다.”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侯는 어린 나이의 제후들

이다. 둘째, 列侯에 속하지 않는 제후를 侯라고 하며, 禮記⋅曲禮下에서 

나온 ‘여러 지방의 侯’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안지추는 後漢書⋅明帝記에 나온 侯에 대해 이전에 이를 해석하려는 

사람이 없어 그가 侯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侯라는 

개념을 어린 나이의 제후, 列侯에 속하지 않는 제후라고 보고 있다. 어린 나

이의 제후라는 의미는 明帝 때 외척 氏⋅郭氏⋅陰氏⋅馬氏 의 四姓이란 용

어가 정착되고, 이후 桓帝 때 四姓 이외에 후대에 외척이 된 다른 성씨에도 

侯라는 용어를 쓰며 어린 나이의 제후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

인다. 後汉书⋅桓帝纪에 桓帝가 관례를 치룰 때 元服을 입고, 四姓과 梁⋅
鄧氏 侯에게 비단을 하사하 다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그는 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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侯가 아닌 제후를 侯라고 하며, 禮記⋅曲禮下의 ‘여러 지방의 侯’를 그 

예로 들었다. 그러나 唐대 孔穎達은 이는 ‘오랑캐의 군주’라고 보고 있으며, 
현대 자전인 漢語大辭典에도 이와 같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안지추가 생각

한 侯라는 개념이 후대에 비해 포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7. ‘鱣’이 ‘鱓’으로 가차

(1) 원문

後漢書云: ｢鸛雀1)銜三鱓魚2)
.｣3)

 多假借爲鱣鮪之鱣;
4)

 俗之學士, 因謂之爲鱣魚. 

案: 魏武四時食制5): ｢鱣魚大如五斗匳, 長一丈.｣ 郭璞注爾雅: ｢鱣長二三丈.｣ 安

有鸛雀能勝一者, 況三乎? 鱣又純灰色, 無文章也. 鱓魚長者不過三尺, 大者不過

三指,6) 黃地黑文; 故都講7)云: ｢虵鱓, 卿大夫服之象也.｣8) 續漢書9)及搜神記10)亦說

此事, 皆作｢鱓｣字. 孫卿云: ｢魚鼈鰌鱣.｣11) 及韓非⋅說苑皆曰: ｢鱣似虵, 蠶似蠋.｣12) 

並作｢鱣｣字. 假｢鱣｣爲｢鱓｣, 其來久矣.

(2) 주석

 1) 鸛雀: 황새. 물새 이름.
 2) 鱓魚: 드렁허리.
 3) 後漢書云: ｢鸛雀銜三鱓魚.｣: 後漢書⋅楊震傳에 나오는 구절로, 안지추

가 인용한 구절의 ‘鸛雀’과 ‘鱓魚’가 현행본 後漢書에는 각각 ‘冠雀’과 

‘鱣魚’로 되어 있다. 
 4) 鱣: 잉어.
 5) 四時食制: 魏 武帝 曹操(155-220)가 지은 책으로,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6) 大 不過三指: 고대 중지의 가운데 마디를 1촌으로 여겼다. 
 7) 都講: 增補本에서 王利器는 都講은 뛰어난 제자를 칭한다고 하 다. 그의 

말을 근거로 하면, 後漢書⋅楊震傳에 都講이 등장하는데 그는 後漢 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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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 華陰 사람인 楊震(50?-124)의 뛰어난 제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8) 都講云: ｢虵鱓, 卿大夫服之象也.｣: 後漢書⋅楊震傳에 나오는 구절로, 관

작이 鱓魚 세 마리를 물고 날아오자, 都講이 물고기를 가져다 楊震에게 

올리면서 말한 내용이다.
 9) 續漢書: 西晉 司馬彪(?-306?)이 지은 책으로,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司馬彪의 字는 紹統이고, 西晉 河內 溫縣 사람이다. 隋書經籍志에 “續
漢書 83권, 晉 祕書監 司馬彪이 편찬하 다[續漢書八十三卷, 晉祕書監司
馬彪撰]”라는 기록이 있다. 

10) 搜神記: 東晉 干寶(?-317 전후)가 지은 책. 干寶는 字는 令升이며, 東晉 
汝陽 新蔡 사람이다. 隋書經籍志에 “搜神記 30권, 晋 干寶가 편찬하

다[搜神記三十卷, 晋干寶撰]”라는 기록이 있다. 
11) 孫卿云: ｢魚鼈鰌鱣.｣: 孫卿은 全國 시대 趙의 荀子(BC 315?-BC 230?)

의 이름이다. 增補本에 재인용된 盧文弨는 이 구절은 旬子⋅富國에 나

오는 구절이라고 하 다.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 자라⋅악어⋅물

고기⋅자라⋅미꾸라지⋅전어 등은 때에 맞게 새끼를 쳐서 한 종류만으로 

무리를 이룬다[黿鼉魚鼈鰌鱣以時别一而成羣]”
12) 說苑皆曰: ｢鱣似虵, 蠶似蠋.｣: 說苑은 前漢 末期 劉向(BC77?-BC6)이 

편찬한 책으로 총 20권이다. 어떤 사실에 대해 설명을 달리하는 여러 책

의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한 책으로서 是非를 정하지 않고 양쪽의 설을 

모두 수록하 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說苑⋅談叢에 “鱓은 蛇의 종류

인 듯하다[鱓欲類蛇]”라는 문장이 있다.

(3) 번역문

後漢書⋅楊震傳에 “관작이 鱓魚 세 마리를 물다.”라는 구절이 있다. ‘鱓’
은 ‘鱣鮪’의 ‘鱣’으로 많이 가차한다. 세간의 학자들은 이로 인해 ‘鱣魚’라고 

부른다. 내 생각은 이렇다. 魏 武帝의 四時食制에 “鱣魚는 크기가 다섯 말 

정도 되는 그릇만 하며 길이가 1丈(3.03m) 정도 된다.”라고 하 고, 爾雅⋅
釋魚에서 곽박이 “鱣魚는 (길이가) 2-3丈(6.06m-9.09m) 정도 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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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관작이 어떻게 (이렇게 큰 鱣魚) 한 마리를 물 수 있겠는가? 하물며 

세 마리는 물 수 있겠는가? 鱣魚는 또한 순회색이고, 무늬가 없다. 鱓魚 중 

긴 것이라도 3척을 넘지 않고, 길이는 세 손가락 마디를 넘지 않고, 누런 바

탕에 검은 무늬가 있다. 그래서 都講이 “虵鱓은 경대부 의복의 상징이다.”라고 

하 다. 續漢書와 搜神記에도 이 사실을 기록하 는데, 모두 ‘鱓’자로 쓰

고 있다. 孫卿은 ‘魚⋅鼈⋅鰌⋅鱣’이라고 하 고, 韓非子와 說苑에 모두 

‘鱣은 뱀과 비슷하고, 누에는 나비애벌레(蠋)와 비슷하다’고 하되, 모두 ‘鱣’자
를 썼다. ‘鱣’자를 가차하여 ‘鱓’으로 쓴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4) 해설

안지추는 後漢書⋅楊震傳에 나온 ‘鱓’자에 대해 ‘鱣’으로 가차하여 쓰이는 
유래를 살펴보며 後漢書⋅楊震傳에 나온 ‘鱓’자를 ‘鱣’으로 바꿔야한다고 지

적한다. 魏 武帝의 四時食制에서 鱣魚는 길이가 1丈정도 되고, 爾雅⋅釋魚
에서 곽박은 鱣魚는 (길이가) 2-3丈정도 된다는 점을 근거로 안지추는 두 

물고기의 길이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며 관작이 鱓魚가 아닌 鱣魚를 잡는 

건 무리라고 보았다. 또한 두 물고기는 색깔 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鱣魚는 

순회색이고, 무늬가 없고, 鱓魚는 누런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다. 이러한 차

이가 나타남에도 선진시기 韓非子, 旬子에서부터 漢, 晉에 이르는 서적에 

‘鱓’자와 ‘鱣’자를 통용하 다. 사람들이 두 글자의 자형이 유사하여 두 물고

기의 생김새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통용하여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안지추는 두 글자가 통용되어 쓰인 유래를 살펴보며, 오래도록 잘못 통용되었

음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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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穴’을 ‘六’으로 오용

(1) 원문 

後漢書: ｢酷吏樊曄爲天水郡守, 涼州爲之歌曰: 寧見乳虎穴, 不入冀府寺1).｣ 而

江南書本｢穴｣皆誤作｢六｣. 學士因循, 迷而不寤. 夫虎豹穴居, 事之較者; 所以班超

云: ｢不探虎穴, 安得虎子?｣ 寧當論其六七耶?

(2) 본상의 차이

  1) 不入冀府寺

⋅知不足齋本에서는 ‘ 城’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冀’자로 표기하 다. 
‘ ’자는 曄의 ‘曄’자의 이체자로, 知不足齋本에서는 曄이 다스리는 관아

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冀府는 당시 冀县에 속한 관아 명칭으로, 增補本에

서는 당시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增補本에 따

라 ‘冀府’자로 썼다. 

(3) 주석

 1) 冀府寺: 冀府는 冀县의 관아를 말하는데, 冀县은 天水郡에 속하고 天水郡

은 西漢 凉州에 속한다. 즉 冀府寺는 당시 曄이 다스리는 지역 관아를 

가리킨다. 

(4) 번역문

後漢書⋅酷吏 曄傳에서 “酷吏 曄이 天水郡守가 되었을 때 涼州 사람

들이 그를 위해 노래하기를, ‘차라리 새끼 있는 호랑이 穴(굴)을 볼지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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冀府寺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 다”. 그러나 강남의 판본에는 ‘穴’이 모두 

‘六’으로 잘못 쓰여 있다. 학자들이 이를 따라 미혹되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 다. 무릇 호랑이나 표범이 동굴에 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

므로 班超가 後漢書⋅班超傳에서 “호랑이 穴(굴)을 살피지 않으면, 어찌 호

랑이 새끼를 얻겠는가?”라고 하 다. 어찌 호랑이 六(여섯), 일곱을 논하겠는

가?

(5) 해설

안지추는 後漢書⋅酷吏 曄傳의 “차라리 호랑이 穴을 볼지언정, 冀府寺는 

들어가지 않겠다.”란 구절에 대해 강남의 판본에서 ‘穴’을 ‘六’으로 잘못 쓴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穴’자와 ‘六’자의 자형 유사성으로 인해 전사 과정 

중에 발생한 오류라고 생각된다. 안지추는 後漢書⋅班超傳의 “호랑이 穴

(굴)을 살피지 않으면, 어찌 호랑이 새끼를 얻겠는가?”라는 내용을 토대로 이

를 증명하 다. 그는 後漢書라는 책의 전후 문장을 살펴 이를 증거로 삼아 

그와 다른 부분을 찾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 즉 그는 後漢書에 보이

는 유사한 문장을 통해 교감한 것이다. 이는 교감학에서 말하는 ‘本校法’으로 

해당서적의 전후 문장 의미나 전체적인 의미를 증거로 삼아 오류를 교감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書證｣에서 그가 보여준 교감의 구체적 예는 교감학의 시초

라고 평을 받기도 할 만큼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9. ‘削杮’를 ‘削肺’로 오용

(1) 원문

後漢書 楊由傳云: ｢風吹削肺.｣1) 此是削札牘之柿2)耳. 古者, 書誤則削之, 故左傳

云｢削而投之｣是也. 或卽謂札爲削, 王褒童約曰: ｢書削代牘.｣3) 蘇竟書云: ｢昔以摩

硏編削之才.｣4) 皆其證也. 詩云: ｢伐木滸滸.｣5) 毛傳云: ｢滸滸, 柿皃也.｣ 史家假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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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肝肺字, 俗本因是悉作脯腊之脯, 或爲反哺之哺. 學士因解云: ｢削哺, 是屛障6)之

名.｣ 旣無證據, 亦爲妄矣! 此是風角7)占候8)耳. 風角書9)曰: ｢庶人風10)者, 拂地揚

塵轉削.｣ 若是屛障, 何由可轉也?

(2) 본상의 차이

  1) 王褒童約曰

⋅知不足齋本에서는 ‘僮’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童’자로 표기하 다. 본
고는 增補本에 따라 ‘童’으로 썼다.

  2) 或爲反哺之哺.

⋅知不足齋本에서는 ‘字’자를 덧붙여 ‘哺字’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字’자
가 없이 ‘哺’자만 표기하 다. ‘字’자 없이 표기하는 것이 이 구절 앞에 作脯

腊之脯와 대구를 이루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을 따랐

다. 

(3) 주석

 1) 楊由傳云風吹削肺: ｢楊由傳｣은 後漢書⋅方術傳에서 楊由(?-7)와 관련

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楊由는 字가 哀侯이고, 蜀郡 成都 사람이다. …… 또한 바람이 哺를 부추

기는데, 태수가 그 이유를 물었다[楊由字哀侯, 蜀郡成都人也. …… 又有風
吹削哺, 太守以問由]”라고 하 다. 여기서 나온 哺자에 대해 後漢書의 

현행본 景宋紹熙刻本에서 李賢이 “哺는 柿라고 해야 하며, 음은 孚廢의 

반절이다[哺當作柿, 音孚廢反]”라고 한 기록이 있다.
 2) 柿: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 대폐. 
 3) 王褒僮約曰書削代牘: 王褒(513?-576)는 南北朝 琅邪 臨沂 사람이며, 字

는 子淵이다. 僮约은 노비 계약을 기록한 서적으로, 宋 章樵의 古文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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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梅鼎祚의 西漢文紀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서 “削을 써서 牘을 

대신한다[書削代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竟書云昔以摩硏編削之才: 竟(?-?)은 前漢 末 後漢 初 扶風 平陵 사

람이며, 字는 伯況이다. 竟書는 後漢書⋅ 竟傳에 “編削하는 재주를 

연마하 다[摩硏編削之才]”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竟傳을 말하

는 것으로 보인다. 
 5) 滸滸: 나무를 쳤을 때 나는 소리를 형용하는 말로, 본 역주는 ‘우수수’ 정

도로 해석하 다. 
 6) 屛障: 안팎을 가려 막는 물건. 
 7) 風角: 四方과 네 모퉁이의 바람을 宮, 商, 角, 熾, 羽의 五音으로 감별하

여서 吉凶을 점치는 方術.
 8) 占候: 구름의 모양⋅빛⋅움직임 등을 보고 吉凶을 점치는 일.
 9) 風角書: 隋書經籍志에 “風角書十二卷”이란 기록이 있으나, 누가 지었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10) 庶人風: 楚 宋玉의 ｢風賦｣에 “庶人風이 비루한 곳에 휙 불어오는구나[夫

庶人之風，塕然起於窮巷之間]”라고 하 다. 여기서 庶人風은 속된 바람을 

말한다. 

(4) 번역문

後漢書⋅楊由傳에 “바람이 削肺를 부추긴다.”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削

肺는 札牘을 깎아 낸 나뭇조각을 말할 따름이다. 옛날에 글을 잘못 쓰면 이것

을 깎아냈다. 그러므로 左傳⋅襄公 二十七年에 “깎아서 던졌다.”라고 한 것

이 이것이다. 혹 ‘札’을 ‘削’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王褒의 童約에서 “削에 

써서 牘을 대신한다.”고 하 고, 蕭竟의 글에서 “옛날에 削을 편차하는 재주를 

연마하 다”라고 한 것이 모두 그 증거이다. 詩經⋅ 雅에 “나무를 치니 우

수수 떨어지네.”라고 하 는데, 毛傳에서 “滸滸는 (나무를 쳤을 때) 나무 조

각이 떨어지는 모양이다.”라고 하 다. 史家들은 (‘柿’자를) 가차하여 肝肺(간
과 허파)의 뜻으로 ‘肺’자를 썼는데, 속본에서는 이로 인해 모두 脯腊(저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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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 고기)의 ‘脯’로 쓰거나, 反哺(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다)의 ‘哺’로 쓴다. 
학사들은 이를 근거로 “削哺는 가리개(屛障)의 이름이다.”라고 해석하 다. 증
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령된 것이도다! 이것(削哺)은 자연 변화를 보고 길

흉을 점치는 것일 따름이다. 風角書에서 “庶人風이 땅을 스쳐서 먼지를 일으

켜 削이 구르는 것을 보고 점친다.”라고 하 다. 가령 削肺가 가리개라면 어

떻게 굴릴 수 있겠는가? 

(5) 해설 

안지추는 後漢書⋅楊由傳의 “바람이 削肺를 부추긴다.”라는 구절에 나온 

削肺에 대해 여러 서적 내용을 토대로 이를 설명하고, 削肺에 대한 학사들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는 削肺는 札牘을 깎아서 나온 나뭇조

각이라고 설명하고, ‘削’은 ‘札’과 통용되며, ‘柿’자가 가차되어 史家들은 ‘肺’로 

쓰고, 세속에서는 ‘脯’나 ‘哺’로 쓴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柿-肺-脯
-哺’간에 통용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削肺의 별칭인 削哺를 학자들이 근거 

없이 가리개의 이름이라고 해석한 점에 대해 안지추는 風角書의 나무 조각

(削)을 굴린 것을 보고 점을 치는 내용을 토대로 이를 비판한다. 
 

30. ‘顆’를 ‘果’로 오용 

(1) 원문

三輔決錄1)云: ｢前隊大夫范仲公, 鹽豉2)蒜果3)共一筩.｣ ｢果｣當作魏顆4)之｢顆｣. 北

土通呼物一凷, 改爲一顆, 蒜顆是俗間常語耳. 故陳思王 雀賦5)曰: ｢頭如果蒜, 

目似擘椒.｣ 又道經云: ｢合口誦經聲璅璅,6) 眼中淚出珠子 .｣ 其字雖異, 其音與

義頗同. 江南但呼爲蒜符, 不知謂爲顆. 學士相承, 讀爲裹結之裹,7) 言鹽與蒜共一

苞裹, 內筩中耳. 正史削繁音義8)又音蒜顆爲苦戈反,9) 皆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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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석

 1) 三輔決 : 後漢 趙岐가 편찬하 고, 晋 摯虞가 注를 달았다. 三輔 지역 

인물의 전기와 일사 등을 기술하 다. 宋 이후에 없어졌으며 현재는 청

대의 집본이 남아 있다. 三輔란 한 무제 태초 원년(BC 104년)에 수도 

장안의 인접 지역에 설치한 세 개의 행정구역, 또는 그 장관의 총칭이다. 
김종완 譯(2007), 書證篇 주석 124 참고.

 2) 鹽豉: 豆豉라고 하며, 노란 콩이나 검은콩을 물에 불려서 찌거나 끓인 후

에 발효시켜 만든 청국과 유사한 것이다.
 3) 蒜果: 마늘통(蒜頭)으로, 마늘이 달린 부분을 말한다. 
 4) 魏顆: 姬姓에 令狐氏이고, 이름이 颗이며, 令狐氏는 魏氏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魏颗라고 칭하는 것이며, 魏颗는 晋나라 장군을 지냈다고 한다. 
 5) 陳思王 雀賦: 陳思王은 魏 曹植(192-232)의 별칭이며, 그는 鹞이 雀

를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묘사한 雀賦를 지었다. 
 6) 璅璅: 소리가 작은 것을 형용하는 말. 본 역주는 ‘소곤소곤’ 정도로 해석

하 다. 
 7) 讀爲裹結之裹: 廣韻에서 裹는 古火의 반절[kuəi]이며, 顆는 苦果의 반

절[kʰuai]이라고 하 다. 두 글자의 자음이 다름을 알 수 있다. 裹結은 

짐꾸러미를 싸는 것이다. 
 8) 正史削繁音義: 隋書에 “正史削繁 94卷, 阮孝緒가 편찬하 다[正史削繁

九十四卷, 阮孝緒撰]”고 되어 있다. 그러나 音義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9) 苦戈反: 苦戈의 반절음은 [kʰuai]로 발음된다. 

(3) 번역문

三輔決 에서 “前隊의 大夫 范仲公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조미료와 蒜果

(마늘)를 한 통에 함께 넣었다.”라고 하 다. 여기서 ‘果’자는 ‘魏顆’의 ‘顆’자
로 써야한다. 북방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덩어리(一凷)’를 ‘一顆’로 고쳐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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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蒜顆’는 세속에서 쓰는 상용어일 뿐이다. 그러므로 陳思王의 雀賦
에서 “머리는 蒜顆(마늘)과 같고, 눈은 쪼개진 산초와 같다”고 하 다. 또한 

道家의 경전에서도 “입을 모아 경문을 외우는 소리 소곤소곤, 눈에서는 구슬 

(덩어리) 같은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 다. 그 글자는 비록 다르지만 그 

음과 뜻이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강남에서는 단지 (蒜顆를) ‘蒜符’라고 불러 

‘顆’라고도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학사가 서로 전승하여 (‘果’자
를) ‘裹結(꾸러미를 싸다)’의 ‘裹’자로 읽어, 콩을 발효시켜 만든 조미료와 마

늘을 한 통에 함께 싸서 통 속에 넣는 것이라 말할 뿐이다. 正史削繁音義에
도 ‘蒜顆’의 ‘顆’를 ‘苦戈’의 반절이라고 하 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4) 해설

안지추는 三輔決 의 “范仲公이 콩을 발효시켜 만든 조미료와 蒜果(마
늘)를 한 통에 함께 넣었다.”라는 구절에 나온 ‘果’자를 ‘顆’자로 써야한다고 

주장하며 북방과 남방에서 ‘顆’자의 쓰임을 예로 들고 있다. 북방에서 ‘顆’자
는 세속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음과 뜻이 유사한 ‘ (덩어리)’와도 통용되었

다. 그러나 강남에서는 ‘蒜顆’를 ‘蒜符’라고만 불러 ‘顆’자에 대해 알지 못해 

이를 ‘裹’자로 읽는 착오를 범하 다. 이러한 쓰임과 더불어 正史削繁音義
에서도 ‘蒜顆’의 ‘顆’를 ‘苦戈’의 반절이라고 한 점에 안지추는 착오가 있음을 

지적한다.
안지추는 三輔決 의 ‘蒜顆’를 ‘蒜果’로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 ‘顆’자가 

북방에서 쓰는 상용어임을 밝히며 강남 학사들이 잘못 이어받아 쓰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다. 강남 학사들은 ‘顆’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顆’자를 ‘裹’자로 

읽으며, 正史削繁音義에서도 ‘蒜顆’의 ‘顆’를 ‘苦戈’의 반절이라고 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말한다. 正史削繁音義가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모르나, 문맥

상 강남에서 ‘顆’자를 잘못 읽고 있는 상황을 논한 후에 이 책을 언급한다는 

점과 이 책과 유사한 正史削繁 94卷을 南朝 梁나라 阮孝緒가 편찬하 다고 

한 점에서 이 서적이 南朝 사람 阮孝緒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正史削繁音義을 언급한 것 역시 ‘顆’자가 강남에서 잘못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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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그는 강북의 글자 쓰임을 통해 강남의 글자 사용을 바로잡았다. 
이처럼 강북과 강남의 글자 사용에 대한 차이를 언급할 수 있는 배경은 강남

과 강북을 오고 가며 두 지역의 언어를 두루 접한 안지추의 생활 반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31. ‘攰’를 ‘ ’로 오용

(1) 원문

有人訪吾曰: ｢魏志蔣濟上書云弊攰之民,1) 是何字也?｣ 余應之曰: ｢意爲攰卽是

㩻倦之㩻耳.2) 張揖⋅呂忱3)並云: 支傍作刀劍之刀, 亦是剞字. 不知蔣氏自造支

傍作筋力之力, 或借剞字, 終當音九僞反.｣4) 

(2) 주석

 1) 魏志蔣濟上書云弊攰之民: 魏志⋅蔣濟傳에서 蔣濟(?-249)에 대해 

“濟는 字가 子通이고 楚나라 平阿사람이다[濟字子通, 楚國平阿人]”라고 

하 다. 또한 ｢蔣濟傳｣에 “피곤한 백성이 설사 장마와 가뭄이 난다면, 
100만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弊攰之民, 儻有水
旱, 百萬之衆不為國用]”란 상서문의 내용이 담겨있다.

 2) 意爲攰卽是㩻倦之㩻耳: 宋대 운서 集韻에서 “㩻, 攰는 피곤하다는 것이

다[㩻攰, 疲極也]”라고 하 다. 이로써 ‘㩻’와 ‘攰’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知不足齋本에 ‘㩻’자에 대해 趙羲明은 다음

과 같은 주를 달았다. “要用字苑에서 㩻의 음은 九僞의 반절이며, 또한 

이 문자가 廣雅와 陳思王集에 보인다고 하 다[要用字苑云, 㩻音九
僞反字, 亦見廣雅及陳思王集]”. 이를 통해 㩻의 음이 九僞의 반절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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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 張揖⋅呂忱: 魏 나라 張揖은 廣雅를 지었고, 晉 呂忱은 字林를 지었

는데, 이 둘은 당시 상용된 字典이다. 
 4) 終當音九僞反: 九僞의 반절음은 [kjwe]이다. 

(3) 번역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다음과 같이 물었다.
“魏志에 나오는 蔣濟의 상서문에 ‘弊攰之民(피곤한 백성)’이라고 하 는데, 
攰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하 다.
“ ‘攰’는 바로 ‘피곤하다(㩻倦)’는 의미의 ‘㩻’일 뿐입니다. 張揖과 呂忱 모두 

‘支’편방에 劍의 ‘ ’를 쓴 것인데, 이 또한 剞자이다’라고 하 습니다. 蔣濟
가 스스로 支 편방에 ‘筋力’의 ‘力’을 쓴 글자를 만든 것인지 혹은 ‘剞’자를 가

차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음은 ‘九僞’의 반절이어야 합니다.”

(4) 해설

안지추는 누군가 자신에게 魏志⋅蔣濟傳에 나오는 ‘弊攰之民(피곤한 백

성)’의 ‘攰’자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攰’자의 자음, 자형, 자
의에 대해 논하는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안지추는 ‘攰’자는 

‘피곤하다(㩻倦)’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 다. 集韻에서 “㩻, 攰는 피곤하

다는 것이다[㩻攰, 疲極也]”라고 설명한 점을 통해 안지추의 말에 일리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攰’의 자형에 대해 張揖과 呂忱이 언급한 ‘支’편
방에 ‘ ’를 쓴 ‘剞’자와의 관련성을 논한다. 안지추는 ‘攰’가 ‘剞’를 가차한 것

일지도 모른다고 하 는데, 이는 ‘ ’와 ‘力’편방의 유사성으로 인해 이와 같

은 추측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그는 蔣濟가 ‘攰’자를 만든 것인지에 대

한 추측도 언급하며 자형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

로 안지추는 ‘攰’의 자음에 대해 ‘九僞’의 반절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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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知不足齋本에서 趙羲明이 ‘㩻’자에 대해 “要用字苑에서 㩻의 음은 九僞

의 반절이다”라고 말한 점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東晉 葛洪의 要用字
苑에서 ‘攰’와 ‘피곤하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㩻’자의 음이 안지추가 주

장한 ‘攰’의 음인 ‘九僞’의 반절과 동일하다. 이는 그가 ‘攰’자와 의미가 동일

한 ‘㩻’자의 음을 보고, ‘攰’자의 음 역시 유사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攰’자에 대해 알지 못한 당시 사람의 물음에 안지추가 ‘攰’의 

자형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다는 점, ‘攰’의 자음에 대해 ‘九僞’의 반절

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일 뿐이며, 안지추 이후 宋대 운서인 集韻에서 

비로소 그 음이 언급된다는 점에서 ‘攰’자는 南北朝 시기 ‘㩻’자와 함께 쓰

으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32. ‘濌’을 ‘ ’으로 오용

(1) 원문

晉中興書1): ｢太山羊曼,2) 常頹縱3)任俠4), 飮酒誕節,5) 兗州6)號爲濌伯.｣ 此字皆無

音訓. 梁 孝元帝常謂吾曰: ｢由來不識. 唯張簡憲7)見敎, 呼爲嚃羹之嚃. 自爾便遵

承之, 亦不知所出.｣ 簡憲是湘州刺史張纘謚也. 江南號爲碩學. 案: 法盛世代殊近, 

當是耆老相傳; 俗間又有濌濌語, 蓋無所不施, 無所不容之意也. 顧野王 玉篇誤爲

黑傍沓.8) 顧雖博物, 猶出簡憲⋅孝元之下, 而二人皆云重邊. 吾所見數本, 並無作

黑者. 重沓是多饒積厚之意, 從黑更無義旨.

(2) 본상의 차이

  1) 蓋無所不施

⋅知不足齋本에서는 ‘不見’으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不施’로 표기하 는

데, ‘베풀다’는 의미의 施와 ‘포용하다’는 의미의 容이 문맥상 어울린다고 생



1Ⅱ. 顔氏家訓⋅書證 譯註  97

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施’로 썼다. 

(3) 주석

 1) 晉中 書: 隋書經籍志에 “晉中 書 78卷, 東晋 이래 宋 湘東太守 何

法盛이 편찬하 다[晉中 書七十八卷, 起東晋宋湘東太守, 何法盛撰]”라는 

기록이 있다. 작자 何法盛은 南朝 宋나라 사람인데 생졸년도가 명확하지 

않다.
 2) 羊曼: 羊曼(274-328)은 晋 新泰县 사람이다. 唐 房玄齡의 晉書⋅羊曼

傳에 “羊曼은 …… 제멋대로 행동하며 술 마시기를 좋아하 다[羊曼, 
…… 任達頽縱, 好飲酒]”라는 원문과 비슷한 내용의 기록이 있다. 

 3) 頹縱: 퇴폐하고 방종하다.
 4) 任俠: 용맹스럽고 호협한 사람. 
 5) 誕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다. 
 6) 兗州: 현재의 산동성 서남부와 하남성 동부에 있는 구역으로, 晋 羊曼의 

본고지인 新泰县이 여기에 속한다.  
 7) 張簡憲: 簡憲은 張缵(499-549)의 시호이다. 張缵은 字가 伯緖이며, 南朝 

梁나라의 藏书家이다. 
 8) 顧野王玉篇誤爲黑傍沓: 顧野王(519-581)은 南朝 陳나라 吳郡 吳縣 사람

으로, 字는 希馮이다. 그는 古今字의 형체와 훈고를 수집하고 고증하여 

16,017자를 542부로 구분한 玉篇 30권을 저술하 는데, 玉篇에 “晉
書有䵬伯”이라고 쓰여 있다. 

(4) 번역문

晉中 書에 “太山사람 羊曼은 퇴폐하고 방종한데 협객처럼 행동하며, 술
을 마시면 제멋대로 행동하여 袞州 사람들은 그를 濌伯이라고 불렀다.”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濌’자의 음과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 
梁 孝元帝가 일찍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 다.



98  顔氏家訓⋅書證 譯註

“(‘濌’자의) 유래를 알지 못하지만, 張簡憲이 ‘嚃羹(게걸스럽게 먹다)’의 ‘嚃’
으로 해석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로부터 그의 말을 따랐지만 역시나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簡憲은 湘州刺史 張纘의 시호이다. 강남에서 그를 碩學이라 부른다. 내 생

각에는 이렇다. (晉中 書의 저자인) 法盛의 생졸년대가 매우 근래여서 당

연히 (그로부터) 연로한 학자들 사이에 서로 전수되었을 것이다. 세간에는 또

한 ‘濌濌’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체로 베풀지 않는 바가 없고, 포용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의미이다. 顧野王의 玉篇에는 ‘黑’편방에 ‘沓’자로 된 ‘䵬’으로 

잘못 쓰여 있다. 顧野王은 여러 사물에 대해 두루 알았지만, 簡憲과 元帝에는 

미치지 못하 는데, 두 사람은 모두 ‘重’편방이라고 하 다. 내가 살펴본 여러 

판본에 모두 ‘黑’을 편방으로 하는 ‘䵬’자는 없었다. ‘重’과 ‘沓’으로 구성된 

‘濌’자는 ‘두툼하게 많이 쌓이다’라는 의미인데, ‘黑’을 의미부로 하는 ‘䵬’자는 

더욱이 (그러한) 의미가 없다.
 
(5) 해설

안지추는 晉中 書에 나온 인물인 羊曼을 袞州 사람들이 濌伯이라고 부

르는 점에 대해 ‘濌’에 주목하여 그 글자의 유래에 대해 따져보고, 玉篇에 

수록된 ‘黑’편방을 지닌 ‘䵬’자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濌’의 의미

를 ‘嚃羹(게걸스럽게 먹다)’의 ‘嚃’이라고 梁대 張纘이 설명하 다고 하 다. 
이러한 설명의 근거가 명확치 않은데, 안지추는 ‘濌’자가 晉中 書를 지은 

南朝 宋대 法盛에서부터 시작되어 梁대 張纘에게 전수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
한 세간에서 ‘濌濌’이란 말이 ‘베풀지 않는 바가 없고, 포용하지 않는 바가 없

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濌’자와 관련된 단어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안지

추는 玉篇에 ‘黑’편방에 ‘沓’자로 된 ‘䵬’자가 있는데, 이는 ‘두툼하게 많이 

쌓이다’라는 의미의 ‘濌’자와 그 의미에 있어 관련성이 없음을 논하며 ‘䵬’자
는 잘못 쓰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濌’자가 羊曼의 행동양식을 보고 나온 글자라는 점에서 張纘이 말한 ‘게걸

스럽게 먹다’는 의미로, 濌濌의 ‘베풀고 포용하다’는 의미와의 관련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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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다만 集韻에서 ‘濌’자와 ‘䵬’자 모두 발음이 ‘託合’의 반절이라는 점

에서 자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지추

는 玉篇에 ‘濌’자를 ‘䵬’자로 잘못 썼다고 지적하 는데, 玉篇의 저자 顧

野王이 살펴본 晉中 書의 판본과 안지추가 살펴본 晉中 書의 판본이 

서로 달랐을 수 있으므로 안지추의 지적이 옳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인다. 

33. 古樂府 가사에 나온 ‘婦’와 ‘丈人’

(1) 원문

古樂府1)歌詞, 先述三子, 次及三婦, 婦是對舅姑之稱. 其末章云: ｢丈人且安坐, 調

絃未遽央.｣2) 古者, 子婦供事舅姑, 旦夕在側, 與兒女無異. 故有此言. 丈人亦長老

之目, 今世俗猶呼其祖考爲先亡丈人. 又疑｢丈｣當作｢大｣, 北間風俗, 婦呼舅爲大

人公. ｢丈｣之與｢大｣, 易爲誤耳. 近代文士, 頗作三婦詩,3) 乃爲匹嫡並耦己之群妻

之意, 又加鄭⋅衛之辭,4) 大雅君子, 何其謬乎?

(2) 주석

 1) 古 府: 선진시기부터 隋 시대까지의 樂府를 수록한 책으로 총 10권이

며, 元대 左克明이 편집하 다. 樂府란 인정⋅풍속을 노래한 글귀에 長短

이 있는 漢詩의 한 문체이다. 이 책을 후에 더욱 정리하여 明대 梅鼎祚

가 古樂苑 52권을 편찬하 다고 한다.
 2) 調絃未遽央: 遽央은 완비하다는 의미이다. 增補本에서 王利器는 이 구절

은  府⋅清調曲 相逢行과 長安有狹邪行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 다. 
 3) 三婦詩: 增補本에 재인용된 盧文弨에 의하면, “宋 南平王鑠가 비로소 

府 뒤에 6구절의 三婦豓詩를 지었는데, 매우 외설적이지는 않다. 梁昭明
太子, 沈約 (등)[宋南平王鑠, 始仿 府之後六句作三婦豓詩, 猶未甚猥褻也. 
梁昭明太子, 沈約……] 라고 하 다. 원문에 三婦詩는  府⋅清調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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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된 三婦豓詩를 말한다고 하 고, 이 시는 梁 昭明太子, 沈約 등 유명

한 학자들이 지었다고 한다.
 4) 鄭⋅衛之辭: 옛날에 郑나라와 卫나라는 경박하고 음란한 풍속을 지녀, 郑

과 卫를 풍속이 음란한 곳이라고 하 다. 여기서 두 나라를 들어 음란함

을 나타내었다. 

(3) 번역문

古 府의 가사에서, 먼저 세 아들을 서술하고, 다음에 ‘三婦(세 며느리)’
를 언급하 다. ‘婦’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상대되는 호칭이다. 그 가사의 

끝부분에 “丈人(시아버지)은 일단 편안히 앉았으나, (며느리는) 비파 줄을 다 

조율을 끝내지 못하 네.”라고 하 다.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느라 

아침저녁으로 곁에 있는 것이 어린 자식과 다르지 않았으므로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이다. 丈人은 또한 웃어른에 대한 호칭으로, 지금 세간에서 여전히 돌

아가신 할아버지를 ‘先亡丈人’이라고 부른다. 또한 ‘丈’자는 ‘大’자로 써야하는지 
의심이 된다. 북방의 풍속에는 婦(며느리)가 시아버지를 ‘大人公’이라고 부른

다. ‘丈’자와 ‘大’자는 (혼동하여) 잘못 쓰기 쉽다. 근래의 문사들은 ｢三婦詩｣
를 아주 잘 짓는데, (여기서 ‘三婦’는) 자신과 짝이 되는 여러 첩의 의미라 하

는데, 鄭⋅衛 와 같은 음란한 말이 더해진 것이니, 위대한 군자가 어찌 이런 

잘못을 한단 말인가? 

(4) 해설

안지추는 ｢古 府｣에 나온 ‘婦’와 ‘丈人’이란 호칭에 주목하여 각각의 호칭

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古 府｣에서 ‘婦’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상대되는 

호칭인 며느리이며, ‘丈人’은 시아버지라고 보았다. ｢古 府｣에서 ‘婦’는 며느

리를 뜻하는데, 그 당시 문사들이 짓던 ｢三婦詩｣에서는 ‘婦’를 첩의 의미로 설

명하 다. 북방에서 시아버지를 ‘大人公’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근거로 안지추

는 ‘丈’을 ‘大’로 써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帛書本 周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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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丈’자 대신 ‘大人’으로 쓰고 있는데, ‘大人’은 어린 사람과 상대되는 말로, 
어른이나 성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丈’자와 ‘大’자는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안지추는 본래 며느리란 의미의 ‘婦’와 시아버지란 의미의 

‘丈人’이 후대에 와서 각각 첩과 어른이란 의미로 쓰이며 쓰임이 광범위해졌

고, 별칭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 다. 

34. 古樂府 가사에 나온 ‘吹扊扅’

(1) 원문

古樂府歌百里奚1)詞曰: ｢百里奚, 五羊皮. 憶別時, 烹伏雌, 吹扊扅; 今日富貴忘我

爲｣ ｢吹｣當作炊煮之｢炊｣. 案: 蔡邕2)月令章句曰: ｢鍵, 關牡也, 所以止扉, 或謂之

剡移.｣ 然則當時貧困, 幷以門牡木作薪炊耳. 聲類3)作扊, 又或作扂.

(2) 본상의 차이

  1) 所以止扉

⋅知不足齋本에서는 ‘扉’자 다음에 ‘也’자가 있는데, 增補本에서는 ‘也’자가 없

다. 增補本에 따라 본고에서는 ‘也’자를 쓰지 않았다. 

(3) 주석

 1) 百里奚: 생졸년도는 분명하지 않으며, 춘추 시대 秦의 대부로서 字는 정

백(井伯)이고, 虞나라 출신이다. 虞나라의 大夫로 있다가 晉獻公이 虞나

라를 멸망시키자 포로가 되었다. 그 후 晉公室이 딸 穆姬를 秦 穆公에게 

시집보낼 때 그녀를 시종하여 秦에 갔다가 楚나라 宛 땅으로 달아났는데 

초나라 사람에게 잡혔다. 秦穆公이 소식을 듣고 五羖羊皮(검은 양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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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의 가죽)를 주고 그를 사서 국정을 맡겼다. 이로 인해 百里奚를 ‘五
羖大夫’ 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2) 蔡邕: 蔡邕(132-192)은 後漢 末期 陳留 圉縣 사람이며, 月令章句 12
권을 지었다. 

 3) 聲類: 隋書經籍志에 “聲類 10卷, 魏 左校令 李登이 편찬하 다[聲類
十卷, 魏左校令李登撰]”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

다.

(4) 번역문

古 府에서 ‘百里奚’를 노래한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다. “百里奚여, 다섯 

마리 양가죽에 (팔았도다). 이별할 때를 생각하여 암탉조차 삶았어야 했고, 
扊扅(빗장)까지 吹(불 땠어야)했어야 했네. 지금 부귀해졌다고 나를 잊었는

가!”라고 하 다. (여기서) ‘吹’는 당연히 ‘炊煮(불 때워 익히다)’의 ‘炊’로 써

야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蔡邕의 月令章句에서 “鍵은 빗장(關牡)이다. 문
을 잠그는 것으로, 剡移라고도 한다.”라고 하 다. 그렇다면 당시 가난하다하

여 하물며 빗장의 나무를 땔감 삼아 밥을 지을 따름인가. 聲類에서 ‘扊’으
로 쓰거나, ‘扂’으로 쓰기도 하 다.

(5) 해설

안지추는 古 府의 ‘百里奚’를 노래한 가사 중에 “扊扅(빗장)까지 吹(불 

땠어야)했어야 하 네.”라는 구절에 나온 ‘吹’와 ‘扊扅’에 대해 설명한다. 안지

추는 ‘吹’는 ‘불 때다’라는 의미의 ‘炊’로 써야한다고 보고 있다. ‘扊扅’는 蔡邕

의 月令章句에 “鍵이 빗장이며, 剡移라고도 한다.”라는 내용과 ‘扊’은 聲類
에서 ‘扂’으로 쓴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扊扅’와 ‘剡移’의 [jǐɛmjǐe] 라는 자

음 유사성을 통해 ‘扊扅’를 빗장이란 의미를 나타내며, ‘扊’은 聲類에서 빗

장이란 의미를 가진 ‘扂[diem]’과도 관련된다는 점을 통해 ‘扊扅’가 빗장이란 

의미라는 것을 보여준다.



1Ⅱ. 顔氏家訓⋅書證 譯註  103

35. 通俗文 작자에 대한 의문

(1) 원문 

通俗文, 世間題云｢河南 服虔字子愼造｣. 虔旣是漢人, 其敍乃引蘇林1)⋅張揖; 蘇⋅
張皆是魏人. 且鄭玄以前, 全不解反語, 通俗反音,2) 甚會近俗. 阮孝緖又云｢李虔所

造｣.
3)

 河北此書, 家藏一本, 遂無作李虔者. 晉中經簿及七志,
4)

 並無其目, 竟不得

知誰制. 然其文義允愜, 實是高才. 殷仲堪 常用字訓,5) 亦引服虔俗說, 今復無此

書, 未知卽是通俗文, 爲當有異? 或更有服虔乎? 不能明也.

(2) 주석

 1) 林: 三國志⋅魏書⋅劉劭傳에서 魏略의 내용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

이 林에 대해 설명하 다. “ 林의 字는 孝友이며, 建安中에 五官 文

學을 지냈다[ 林字孝友, 建安中, 爲五官 文學]”라고 하 다. 여기서 建

安은 东汉 献帝 刘协의 다섯 번째 연호로 196-220년 동안 사용되었다. 
 2) 反語, 反音: 中國語 學大辭典에서 反語는 음운학 용어로, 反折을 의미

한다고 하 다. 또한 反語는 王 莘(1998)에도 나오는데, 이는 위진 남

북조 시기 새롭게 생겨난 단어라고 볼 수 있다. 反音 역시 漢語大辭典
에서 反折을 의미한다고 하 다. 

 3) 阮孝緖又云｢李虔所造｣: 阮孝緖는 南朝 梁나라 陳留 氏 사람이다. 字는 

士宗이고, 은거한 채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했다. 梁武帝 普
通 4년(523년) 방대한 목록서적인 七 을 편찬하 다고 한다. 李虔에 

대해 晋書⋅孝友傳에 “李密은 字가 令伯이며 摓  武陽 사람이다. 또 

다른 이름은 虔이다[李密, 字令伯,摓 武陽人也, 一名虔]”라고 하 다. 이
를 통해 李密의 또 다른 이름이 虔인 것으로 보인다.

 4) 晉中經簿及七志: 晉中經簿는 荀勗(?-289)이 지은 책. 新唐書⋅藝文志
에 “荀勗晉中經簿十四卷”이라고 되어 있다. 七志는 隋書經籍志 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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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또한 별도로 七志를 지었다. 첫 번째가 經籍志, 두 번째가 文
翰志, 세 번째가 軍書志, 네 번째가 諸子志, 다섯 번째가 陰陽志, 
여섯 번째가 術藝志, 일곱 번째가 圖譜志이다[ 又别撰七志, 一曰經
典志, 二曰諸子志, 三曰文翰志, 四曰　軍書志, 五曰陰陽志, 六曰術藝志, 七
曰圖譜志]”라고 하 다.

 5) 殷仲堪常用字訓: 隋書經籍志에 “梁나라 때 常用字訓 1卷이 있는데, 
殷仲堪이 편찬하 다[梁有常用字訓一卷, 殷仲堪撰]”라고 하 다. 지금은 

산일되었다고 한다. 

(3) 번역문

通俗文이란 책은 세간에서 “河南 사람 服虔(字가 子愼)이 지었다.”고 제

하 다. 服虔은 원래 漢나라 사람인데, 通俗文⋅敍에 林과 張揖을 인용하

고 있다. 林과 張揖은 모두 魏나라 사람이다. 鄭玄 이전에는 모두 반절을 

이해하지 못하 는데, 通俗文의 반절법은 근세의 것과 매우 부합된다. 또한 

阮孝緖는 “李虔이 지은 것이다”라고 하 다. 河北에는 이 책이 집마다 한 권

씩 있지만 李虔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없다. 晉中經簿와 七志 모두 

그 조목이 없으니 결국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글의 뜻이 진실

로 합당하여 실로 뛰어난 인재가 쓴 것이다. 殷仲堪의 常用字訓에도 服虔이 

지었다는 속설이 있으나 지금은 이 책이 없어서 혹 이 책이 通俗文인지 다

른 책인지, 혹 또 다른 服虔이란 사람이 있는지 밝혀낼 수가 없다. 

(4) 해설 

안지추는 세간에서 通俗文의 작자를 服虔이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에 

다음의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通俗文에 東漢 末 사

람인 작자 服虔의 후대 사람인 林과 張揖의 말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通俗文에 두 글자에서 앞 글자의 성모를 취하고, 뒤 글자의 운모를 

취하여 독음을 표시하는 표음 방법인 반절주음(反切主音)을 시도하 다는 점



1Ⅱ. 顔氏家訓⋅書證 譯註  105

이다. 이 표음 방법은 東漢 이후 음운 연구가 성행하 던 위진 남북조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阮孝緖은 通俗文을 李虔이 지은 것이라고 하

지만, 河北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적이 없다는 점, 晉의 목록서인 晉
中經簿와 七志에 通俗文에 대한 조목이 없다는 점, 梁대 殷仲堪의 常
用字訓에 服虔이 지었다는 속설이 있으나 지금은 이 책이 전해지지 않는다

는 점이다. 안지추는 이러한 정황상 通俗文이라는 책이 맞는지 여부와 작자

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았다. 
通俗文 작자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 이어지는데, 학자들이 안지추의 논

지를 비판하며 通俗文의 작자가 服虔이라는 관점에 힘이 실리고 있다.56) 
안지추가 내세운 세 가지 논지를 바탕으로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첫째, 
후대 사람이 말을 인용했다는 점에 대해 현대 학자 龍璋은  學蒐佚⋅通俗文
⋅敘에서 服虔은 鄭玄과 동시대에 활동하 으며, 鄭玄은 建安 五年(200년)
에 죽었다는 점과 魏略에서 苏林은 “建安中에 五官 文學을 지냈다”는 점을 

연결시켜 服虔과 林을 동시대 사람으로 보고 있다. 張揖의 저작인 廣雅와 

服虔의 通俗文에 서로 인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張揖 역시 동시대 사람으

로 보고 있다. 출전의 내용을 근거로 服虔과 林을 동시대 사람으로 보는 관

점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東漢 저작인 通俗文에 후대 

魏晉 시기의 특징인 반절법에 대해 논했다는 점에 대해 章炳麟은 반절은 服

虔, 應劭가 살았던 後漢 시기에 시작하 다는 견해를 주장하 다. 그는 顔師

古의 漢書注에 服虔, 應劭의 반절을 인용한 것이 10차례가 넘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보고 있다.57) 마지막으로 晉의 목록서에 기록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新 唐书志 모두 “李虔이 续通俗 2권을 지었다”고 하 는

데, 通俗文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续通俗이라 했다는 점에서 通俗文과는 

다른 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通俗文의 작자가 

服虔일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通俗文의 완성 시기와 服虔의 생졸년도를 알 수 없는 상

황에서 이 역시 추론에 불과하므로 정확히 通俗文의 작자에 대해 어떠한 

56) 清 馬國翰의 玉函山房輯佚書⋅通俗文⋅序, 臧庸의 邃雅齋叢書⋅通俗文敘 , 胡奇
光의 中國 學史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57) 斐宰奭(199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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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맞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안지추 이후에 연구된 바

에 따르면, 通俗文의 작자가 服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안
지추는 通俗文의 작자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通俗文의 내용을 검토

하고, 목록서와 여러 서적들을 고증하 다. 그가 通俗文의 작자에 대해 다

방면에서 면 히 고증하고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36. 저작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

(1) 원문 

郡縣不少, 以爲何也?｣ 答曰: ｢史之闕文, 爲日久矣; 加復秦人滅學,3) 董卓焚書,4) 

典籍錯亂, 非止于此. 譬猶本草 神農所述,
5)

 而有豫章⋅朱崖⋅趙國⋅常山⋅奉高⋅
眞定⋅臨淄⋅馮翊等郡縣名,6) 出諸藥物; 爾雅周公所作,7) 而去張仲孝友;8) 仲尼

修春秋, 而經書孔丘卒; 世本左丘明所書,9) 而有燕王喜⋅漢高祖;10) 汲冢瑣語,11)乃載

秦望碑;12) 蒼頡篇李斯所造,13) 而云漢兼天下, 海乃幷廁, 豨鯨韓14)覆, 畔討滅殘; 

列仙傳劉向所造,15) 而贊云七十四人出佛經;16) 列女傳亦向所造,17) 其子歆又作頌, 

終于趙悼后,18) 而傳有更始韓夫人⋅明德馬后及梁夫人嫕:19) 皆由後人所羼, 非本

文也.｣

(2) 본상의 차이

  1) 非止于此

⋅‘于’자를 知不足齋本에서는 ‘於’자로 표기하 는데,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于’자로 썼다. ‘於’자와 ‘于’자는 두 판본에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중고 

시기 ‘於’와 ‘于’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자주 쓰 다. 39, 43 구절 

역시 이와 중복된 내용을 다루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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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석

 1) 山海經, 夏禹及益所記: 山海經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리서로, 이를 

지은 작가가 夏나라의 禹王과 益이라는 설이 있다. 益은 伯益의 이름으

로, 고대 전설 속 인물이다. 禹王 밑에서 치수(治水)를 도와 嬴씨 성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2) 長沙⋅零陵⋅桂陽⋅諸曁: 이들 모두 郡縣 이름으로, 增補本에서 王利器는 

漢書地理志에 이들 郡縣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하 다. “長沙
國은 秦의 郡이며, 零陵郡은 武帝 元鼎六年(BC 111)에 설치되었다. 桂陽
郡은 高帝 때 설치되었고, 稽郡은 秦 때 설치되었으며, 여기에 諸暨縣

이 있다[長沙國, 秦郡. 零陵郡, 武帝元鼎六年置. 桂陽郡, 高帝置. 稽郡, 
秦置, 有諸暨縣].”이를 통해 夏나라의 禹王과 伯益 이후 秦 나라의 郡縣

임을 알 수 있다.
 3) 秦人滅學: 秦始皇이 秦의 丞相 李斯가 주장한 탄압책을 받아들여 실용서

적을 제외한 모든 사상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한 焚書坑儒를 

말한다. 史記⋅秦始皇本紀에 焚書坑儒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丞相 李斯가 史官에게 청하여 秦나라 기록 이외의 것은 모두 태워 

없애라고 하 다. 박사가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것 이외에 감히 詩書나 

百家語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고을 수령들에게 이를 바

치게 해서 태워 없앤다. 감히 詩書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시장 

바닥에 끌어내 버린다. [丞相李斯, 請史官, 非秦記皆燒之. 非博士官所職, 
天下敢有藏詩書百家語 , 悉詣守 雜燒之. 有敢偶語詩書 , 棄 令下].”

 4) 董卓焚書: 董卓(139-192)은 字가 仲穎이며 隴西 西臨 洮 사람이다. 그
가 서적을 불태운 일화가 後漢書⋅董卓傳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천자(獻帝)가 西都 長安으로 천도하 을 때, 卓은 스스로 洛陽에 있는 

畢圭苑에 진을 치고, 종묘와 관부를 모두 불태웠다[天子西都初長安, 卓自
屯留畢圭苑中, 悉燒宮廟官府].” 風俗通 에 의하면, 이 때 다량의 서적

이 버려지고 소실되었다고 한다. 
 5) 本草 神農所述: 本草의 원래 이름은 神農本草이다. 秦漢 시대에 神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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氏에 의지하여 만든 식물지로, 맨 앞에 10조로 된 총론이 있고 이어서 

365종의 약품을 상⋅중⋅하의 세 가지 품종으로 나누어 각각 氣味와 藥

效와 異名을 서술하 다.
 6) 豫章⋅朱崖⋅趙國⋅常山⋅奉高⋅眞定⋅臨淄⋅馮翊: 모두 郡縣 이름으로, 

增補本에서 王利器는 漢書地理志에 이들 郡縣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고 하 다. “豫章郡은 高帝 때 설치되었다. 合浦郡은 武帝元鼎六年

(BC 111)에 설치되었고, 縣 다섯 가지에 朱盧가 있는데, 續志에서는 

朱崖라고 하 다. 趙國은 옛 秦의 邯鄲郡으로, 高帝 四年(430)에 趙國이

라 하 다. 常山郡은 高帝 때 설치되었다. 泰山郡은 高帝 때 설치되었고, 
그에 속한 縣이 24개이며, 그 중 奉高가 있다. 眞定國은 武帝 元鼎 四年

(BC 109)에 설치되었다. 齊郡에 속한 縣 12개 중 臨淄이 있는데, 師尙
의 아버지가 다스렸다. 左馮翊은 옛 秦의 內史 고, 武帝 太初 元年(BC 
109)에 다시 바뀌었다[豫章郡, 高帝置. 合浦郡, 武帝元鼎六年開, 縣五有
朱盧, 續志作朱崖. 趙國, 故秦邯鄲郡, 高帝四年為趙國. 常山郡, 高帝置. 泰
山郡, 高帝置. 縣二十四, 有奉高. 眞定國, 武帝元鼎四年置. 齊郡, 縣十二, 
有臨淄, 師尙父所 . 左馮翊, 故秦內史, 武帝太初元年更改].”이를 통해 이

들 모두 神農 이후의 郡縣임을 알 수 있다.
 7) 爾雅周公所作: 魏의 張揖이 爾雅를 “周公이 지었고‚ 孔子가 더하 고‚ 

子夏가 덧붙이고‚ 叔孫通이 보태었다”라고 하면서 周公이 편찬하 다고 

하 는데, 이는 하나의 설로 爾雅의 작자에 대해 학자 간에 의견이 분

분하다. 周公의 생졸년도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름은 旦이고, 周 왕조를 

세운 文王(?-793)의 아들이다. 
 8) 張仲孝友: 西京杂记에서 “爾雅에 ‘张仲은 효성스럽고 우애롭다’는 내

용이 있다. 张仲은 宣王 때 사람(BC ?-830)으로, (爾雅를) 周公이 지

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而 雅有张仲孝友. 张仲，宣王时人，非
周公之制，明矣.]”라고 하 다. 이를 통해 張仲이 周公 이후 西周 때 사

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 世本左丘明所書: 知不足齋本에서 이 구절에 대해 趙羲明은 “이 설은 皇甫

謐의 帝王世紀에 나온다[此說出皇甫謐帝王世紀]”라고 하 다. 또한 增

補本에서 王利器는 漢書地理志에 世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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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漢書藝文志에 “世本 15편은 옛 사관이 황제 이래 춘추 시대 

제후⋅대부에 이르는 (성씨⋅시호⋅도읍 등을) 것을 기록하 다[世本十
五篇,古史官, 記黄帝以來訖春秋時諸侯大夫].”지금 원서는 전해지지 않으

며, 여러 집본이 남아 있다. 현대 학자들은 책의 완성 시기를 

BC234-BC228로 보고 있다. 원문에 나오는 左丘明(BC556－BC451)은 

춘추 시대 魯나라 도읍 君庄 사람으로, 魯나라에서 史官을 지냈다고 한

다. 
10) 燕王喜⋅漢高祖: 燕王 喜는 左丘明의 후대인 BC254-BC222 동안 재위

하 다. 漢 高祖 역시 左丘明의 후대인 BC206-BC195 동안 재위하 다. 
秦嘉謨의 世本輯補에 漢 高祖는 한 나라 사람이 보충하여 기록한 것으

로, 원문이 아니라고 하 다고 한다. 김종완 譯(2007), 書證篇 주석 180 
참고. 

11) 汲冢瑣語: 增補本에서 王利器는 晋書⋅束晳傳에 汲冢瑣語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고 하 다. “(晉武帝) 太康 二年(281) 汲의 郡人 不準

이 魏 襄王(BC?-BC296)이나 安釐王(BC?-BC243)의 무덤이라고 전하

는 汲冢을 도굴하여 수십 수레 분량의 竹書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瑣
語11편이 있었다. [太康二年, 汲郡人不準, 盜發魏襄王墓或 安釐王冢, 
得竹書數十車, 有瑣語十一篇].”

12) 秦望碑: 增補本에서 王利器는 史記⋅秦始皇本紀에 나온 秦望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하 다. “37年(BC 210), 稽山에 올라 禹王에

게 제사 지냈고, 남해를 바라보며 비석을 세워 진의 공덕을 찬양하 다

[三十七年, 上 稽, 祭大禹, 望于南海而立石刻, 秦德望].”이를 통해 汲
冢瑣語가 발견된 이후에 秦望碑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13) 蒼頡篇李斯所造: 蒼頡篇은 秦나라의 재상 李斯가 篆체로 기록한 字書

로, 1편이다. 李斯(BC?-BC208)는 본래 전국 시대 말기 楚나라 上蔡 

(지금의 河南省 上蔡縣) 사람이다. 秦나라로 들어가 진시황을 도와 천하

를 통일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후에 丞相에 올랐다고 한다. 
14) 豨鯨韓: 陳豨⋅黥 ⋅韓信의 이름이며, 모두 漢 高祖 劉邦의 무장으로 楚 

漢전에서 활약하 으나 후에 모반한 인물들로, 楚나라 李斯 이후의 인물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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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列仙傳劉向所造: 劉向(BC77-BC6)의 본명은 更生이고, 字는 子政이며, 
江 省 沛 출신이다. 그가 지은 列仙傳은 仙人의 행적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장생불사를 중심 주제로 한,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신선 설화집

이자 신선 전기집이다. 각 전기마다 4언 8구로 된 贊이 붙어 있고, 전편

의 말미에는 總讚이 있다. 
16) 而贊云七十四人出佛經: 佛經이 BC 7년 前漢 哀帝의 元壽 元年에 들어왔

다는 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이는 劉向이 죽기 직전과 맞물린다.
17) 列女傳亦向所造: 前漢의 경학가인 劉向은 列女傳에 중국의 여러 문헌

에 기재된 역대의 뛰어난 여성들의 행적을 기술하여 각각에 贊을 붙

다. 隋書經籍志에 “列女傳 15권 劉向이 편찬하 고, 曹大家가 주를 달

았으며, 이에 대한  1권을 편찬하 다[列女傳十五卷, 劉向撰, 曹大家注
列女傳, 一卷劉歆]”라는 기록이 있다. 列女傳의 완성 시기는 劉向의 

졸년도인 BC 6년 전이라고 볼 수 있다.
18) 趙悼后: 趙悼后(BC?－BC228)는 赵悼倡后, 倡姬, 倡后 라고도 부르며, 전

국 시대 赵나라 悼襄王의 왕비라고 한다. 이를 통해 趙悼后는 劉向 이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 韓夫人⋅明德馬后及梁夫人嫕: 韓夫人은 更始帝(23-25) 劉玄의 寵姬이

며, 明德 馬后는 後漢 明帝(58-75)의 황후로 馬援의 딸이다. 梁夫人 嫕
는 調의 처로, 和帝(79-105)의 이모이다. 세 사람 모두 劉向 보다 후

대 사람들이다.

(4) 번역문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물었다.
“山海經은 夏나라 禹王과 伯益이 기록한 것인데, 長沙⋅ 零陵⋅ 桂陽⋅ 
諸曁 등의 (秦⋅漢대) 郡縣이 적지 않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에 대답하 다.
“역사에서 문장에 글자나 글귀가 빠진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더욱이 秦始皇이 

학문을 훼멸하 고 董卓이 서적을 불태워 전적을 어지러이 한 것은 여기(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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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經)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건대, 本草는 神農이 저술한 것인

데 豫章군⋅朱崖현⋅趙國⋅常山군⋅奉高현⋅眞定국⋅臨淄현⋅馮翊 등의 (神農 
이후의) 郡縣 이름이 있고, (그곳에서 나온) 여러 약물에 대해 나와 있습니

다. 爾雅는 周公이 지었지만, ‘張仲孝友’라고 하 습니다. 仲尼(孔子)가 春
秋를 편찬하 지만, 경문에 孔子가 죽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世本은 左

丘明이 저술하 지만, 燕王 喜와 漢 高祖가 나옵니다. 汲冢瑣語에는 秦望碑

가 실려 있습니다. 蒼頡篇은 李斯가 지었는데, “漢이 천하를 겸하여 사해가 

모두 통일되었는데, 陳豨⋅黥 ⋅韓信 등은 복멸되고, 배반한 자는 토벌되었

으며, 잔혹한 자는 소멸되었다”라고 하 습니다. 列仙傳은 劉向이 지은 것

인데, 贊에 74인은 불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 습니다. 列女傳 역시 劉向

이 짓고, 그의 아들 劉歆이 을 지었으나 趙悼后로 끝맺어야 하는데 그 傳에

는 更始帝의 韓夫人과 明德馬 황후와 양부인 嫕가 나옵니다. 이 모두 후대 사

람이 섞어 넣은 것으로, 본래의 문장이 아닙니다.”

(5) 해설

안지추는 여러 저작에서 작자와 저작의 완성 시기보다 후대 지명이나 사람이 
나오는 경우를 설명하며, 이는 본래 저작의 원문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안
지추는 총 9편의 서적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山海經은 夏 왕조의 禹와 伯益이 쓴 것인데, 秦 때의 郡縣 이

름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고대 전설 속의 帝王인 神農이 지은 本
草에 神農이 저술한 것인데도 秦 때의 郡縣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周 왕조를 세운 文王(?-793)의 아들인 周公이 지은 爾雅에 후대 西

周의 인물인 ‘張仲’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점이다. 넷째, 孔子가 지은 春秋
에 공자가 죽었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魯나라 사람인 左丘明

(BC556－BC451)이 지은 世本에 좌구명 보다 후대 인물인 燕王 喜와 漢 

高祖가 언급된다는 점이다. 여섯째, BC 243년 가량 발견된 汲冢瑣語에 그 

후대 BC 210년의 秦望碑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秦나라 李斯가 

지은 蒼頡篇에 후대 漢 인물인 陳豨⋅黥 ⋅韓信 이 나온다는 점이다.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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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劉向(BC77-BC6)이 지은 列仙傳에 후대 들어온 불경에 대해 언급된 

점이다. 마지막 아홉째, 劉向(BC77-BC6)이 지은 列女傳의 傳에 후대 사람

인 韓夫人과 明德馬 황후와 양부인 嫕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전 서적에 후대의 기록이 있는 것은 안지추가 언급한 진시황과 

董卓이 서적을 불태웠던 사건 등으로 인해 후대 사람이 이전 서적을 전사하

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발생하 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원문과 다른 내용을 

덧붙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안지추가 예로 든 9편의 서적처럼 원서의 내

용과 후대의 기록이 뒤섞여 그 완성 시기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래 작자가 맞고, 후대 기록이 잘못된 것일 수 있고, 후대 기록이 옳고 본래 

작자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37. ‘祠’를 ‘鴟’로 오용

(1) 원문 

或問曰: ｢東宮舊事1)何以呼鴟尾2)爲祠尾?｣ 答曰: ｢張敞3)者, 吳人, 不甚稽古, 隨宜

記注, 逐鄕俗訛謬, 造作書字4)耳. 吳人呼祠祀鴟祀, 故以祠代鴟字; 呼紺爲禁, 故

以糸傍作禁代紺字; 呼盞爲竹簡反, 故以木傍作展代盞字; 呼鑊字爲霍字, 故以金

傍作霍代鑊字; 又金傍作患爲鐶字, 木傍作鬼爲魁字, 火傍作庶爲炙字, 旣下作毛

爲髻字; 金花則金傍作華, 窗扇5)則木傍作扇: 諸如此類, 專輒不少.

(2) 본상의 차이 

  1) 故以木傍作展代盞字

⋅知不足齋本에서는 ‘展’자 다음에 ‘以’가 있고, 增補本에서는 ‘以’가 없다. 본
고는 增補本에 따라 ‘以’자를 쓰지 않았다. 이 구절에 나오는 ‘故以金傍作霍代
鑊字’, ‘故以金傍作霍代鑊字’ 등 다른 문장 역시 ‘以’자를 쓰지 않고 있어 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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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더 맞는다고 생각된다.

  2) 故以金傍作霍代鑊字

⋅知不足齋本에서는 ‘寉’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霍’자로 표기하 는데, 
자형의 유사성 측면에서 金과 霍이 합쳐진 ‘ ’으로 ‘鑊’자를 대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霍’자로 썼다. 

(3) 주석

 1) 東宮 事: 五代 劉昫의  唐書에 “東宮 事 11卷, 張敞이 편찬하

다”라는 기록이 있다.　
 2) 鴟尾: 지붕 용마루 양 끝에 놓이는 매 꼬리 모양의 장식물.
 3) 張敞: 南北朝 沈約의 宋書⋅張茂度傳에 “張茂度는 吳郡 吳나라 사람이

며, 아버지 張敞은 侍中尚書와 吳나라 內史를 지냈다[張茂度, 吳郡吳人 
…… 父敞, 侍中尚書, 吳國內史]”라는 기록이 있다.

 4) 書字: 문자. 
 5) 窗扇: 창문짝.

(4) 번역문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물었다.
“東宮 事에서 어찌 ‘鴟尾’를 ‘祠尾’라고 부릅니까?”
내가 이에 답하 다.
 “(東宮 事를 지은) 張敞은 吳나라 사람인데, 심히 옛 것을 살피어 공부

하지 않으면서 멋대로 주를 달고, 향속의 잘못을 쫓아서 문자를 썼을 따름입

니다. 吳나라 사람은 ‘祠祀’를 ‘鴟祀’라고 하기 때문에 ‘祠’로 ‘鴟’를 대신한 것

입니다. ‘紺’을 ‘禁’이라 하기 때문에 ‘糸’편방에 ‘禁’자를 쓴 ‘ ’으로 ‘紺’자를 

대신합니다. ‘盞’은 ‘竹簡’의 반절로 발음되기 때문에 ‘木’편방에 ‘展’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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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盞’을 대신합니다. ‘鑊’은 ‘霍’이라 하기 때문에 ‘金’편방에 ‘霍’으로 

된 ‘ ’으로 ‘鑊’을 대신합니다. ‘金’편방에 ‘患’으로 된 ‘ ’으로 ‘鐶’을 대신

하고, ‘木’편방에 ‘鬼’로 된 ‘槐’를 ‘魁’자로 삼고, ‘火’편방에 ‘庶’로 된 ‘熫(자)’
를 ‘炙(자)’자로 삼습니다. ‘旣’아래에 ‘毛’로 된 ‘ ’를 ‘髻’자로 삼습니다. ‘金
花’는 ‘金’편방에 ‘華’로 된 ‘鏵’로 쓰고, ‘窗扇(창문짝)’은 ‘木’편방에 ‘扇’으로 

된 ‘ ’로 씁니다. 이러한 부류처럼 제멋대로 쓴 것이 적지 않습니다.”

(5) 해설

안지추는 어떤 사람이 東宮 事에 나온 ‘鴟尾’를 ‘祠尾’로 부르는 까닭에 

대해 묻자, 東宮 事를 지은 吳나라 사람 張敞이 吳나라의 풍속에 따라 제

멋대로 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를 비판한다. ‘鴟尾’를 ‘祠尾’로 부른 것 외에도 

잘못 쓴 예를 들며 吳나라의 풍속에 입각하여 문자를 쓴 점을 비판하고 있다. 
안지추는 吳나라에서 ‘祠(제사)’를 ‘鴟’라고 하기 때문에 東宮 事에서 ‘鴟
尾’를 ‘祠尾’로 부른 것이라고 설명하 다. 이처럼 세속에 의거하여 잘못 쓰인 

용례를 덧붙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金花’는 ‘金’편방에 ‘花[hwa]’와 발음이 

동일한 ‘華[ɣwa]’로 된 ‘鏵’로 쓰고, ‘窗扇’은 ‘窗’대신 ‘木’편방에 ‘扇’으로 된 

‘ ’으로 쓰는 것 등이 있다. 당시 분열과 혼란이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중앙

의 통제가 심하지 않아 문자를 멋대로 쓰는 풍속이 적지 않게 유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예 모두 옛 서적에 대한 고증 없이 세속에만 입각하여 사용

한 것으로, 안지추는 엄 한 고증을 하지 않고 세속에 따라 제멋대로 문자를 

쓴 것에 대해 비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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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東宮舊事의 ‘六色罽 ’와 ‘ ’ 

(1) 원문

又問: ｢東宮舊事1)六色罽2) , 是何等物? 當作何音?｣ 答曰: ｢案: 說文云: 莙,3) 

牛藻也, 讀若威. 音隱4)
: 塢瑰反. 卽陸機所謂聚藻, 葉如蓬者也.

5)
 又郭璞注

三蒼6)亦云: 蘊,
7)

 藻之類也, 細葉蓬茸生. 然今水中有此物, 一節長數寸, 細茸如

絲, 圓繞可愛, 長者二三十節, 猶呼爲莙. 又寸斷五色絲, 橫著線股間繩之, 以象莙
草, 用以飾物, 卽名爲莙; 於時當紺六色罽, 作此莙以飾緄帶,8) 張敞9)因造糸旁畏

耳, 宜作隈.｣

(2) 주석

 1) 東宮 事: 五代 張敞 劉昫의  唐書에 “東宮 事 11卷, 張敞이 편찬

하 다”라는 기록이 있다. 張敞은 생졸년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吳나라 

吳縣 사람이다. 
 2) 罽: 털실로 만든 융단(絨緞).
 3) 莙: 버들말즘. 외떡잎식물 가래목(目)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水草.
 4) 音隱: 隋書經籍志에 “說文音隱四卷”이란 기록이 있으나, 작자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고,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5) 陸機所 聚藻, 葉如蓬 也: 增補本에서 王利器는 이 구절은 詩經⋅召

南⋅采蘋의 ‘于以采藻’란 구절의 蔬에 나온 것을 毛詩草木蟲魚蔬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하 다. 毛詩草木蟲魚蔬은 隋書經籍志에 “毛詩草木
蟲魚蔬 2권 烏程令 吳郡의 陸機가 편찬하 다[毛詩草木蟲魚疏二卷, 烏
程令吳郡, 陸機撰]”라고 한 것을 통해 陸機가 편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안지추는 毛詩草木蟲魚蔬를 보고 이 구절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6) 三蒼: 漢 나라 때에 편찬된 字典으로, 蒼頡篇⋅爰歷篇⋅博學篇의 3편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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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蘊: 붕어마름. 물속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
 8) 緄帶: 색실로 엮어 만든 허리띠. 
 9) 張敞: 東宮 事의 작자 張敞은 생졸년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吳나라 吳

縣 사람이다.

(3) 번역문

또 이렇게 물었다.
“東宮 事의 ‘여섯 가지 색깔의 융단 ’는 무슨 물건입니까? 어떻게 발

음합니까?”
나는 이에 대답하 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說文에서 “莙은 牛藻로, 자처럼 읽는다.”라고 

하 습니다. 說文音隱에서는 “塢瑰의 반절”로 발음한다고 하 는데, 바로 陸

機가 말한 “취조(聚藻)로, 잎이 쑥과 비슷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郭璞이 

주를 단 三蒼에서도 “蘊은 牛藻의 종류로, 가는 잎이 무성하게 난다.”라고 

하 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속에 이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한 마디가 수 

촌정도 되고, 실처럼 가늘고 둥글게 감겨서 사랑스럽습니다. 긴 것은 20～30 
마디가 되는데, 바로 莙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오색실을 짧게 잘라 둘로 접어

서 접은 곳을 옆으로 끈으로 엮어서 莙草 모양으로 본떠 물건을 장식하는 데 

쓰는데, 바로 이것도 莙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그 당시 여섯 가지 색의 융

단을 묶어서58) 이와 같은 莙을 만들어 緄帶(색실로 엮어 만든 허리띠)로 삼

았을 것입니다. 張敞이 이로 인해 ‘糸’편방에 ‘畏’자로 된 ‘ ’자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마땅히 ‘隈’라고 써야 합니다.”

58) 원문의 ‘紺’에 대한 번역이다. 주석가들이 이는 ‘紲’의 誤字라고 본 점을  근거로 ‘묶다’
라고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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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

안지추는 누군가 東宮 事에 나온 ‘여섯 가지 색깔의 융단 ’가 어떤 

물건이며, 어떻게 발음하는지 묻자, 그는 여러 字書를 근거로 ‘ ’에 대해 설

명한다. 그는 여러 字書를 통해 莙이라는 식물이 무엇이며, 그것의 발음이 

나, 塢瑰의 반절로 발음한다는 점을 설명하 다. 說文에서 “莙은 가래과의 

다년생 수초인 牛藻로, [0ǐwəi]처럼 읽는다.”라는 점, 說文音隱에서는 “塢
瑰의 반절[0uɒi]”로 발음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안지추는 당시 물

속에 자라는 실처럼 가늘고 둥글게 감긴 식물을 莙이라고 부르고, 또한 오색

실을 짧게 잘라 둘로 접어서 접은 곳을 옆으로 끈으로 엮어서 莙草 모양으로 

본떠 물건을 장식하는 장식물 역시 莙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안지추는 그 당시 여섯 가지 색의 융단을 묶어서 莙이란 식물

의 모양을 만들어 緄帶(짜서 만든 허리띠)로 삼았을 것이라고 추측하 다. 그
가 말한 [0ǐwəi]나 [0uɒi]로 발음하는 莙草모양의 ‘緄(허리띠)’를 張敞이 ‘糸’
편방에 ‘畏’자로 된 ‘ ’로 잘못 썼던 것이다. 따라서 안지추는 莙草의 모양을 

본떠 만든 허리띠이므로, 그 발음인 [0ǐwəi]나 [0uɒi]로 발음하는 ‘隈[0uɒi]’
라고 해야 한다고 설명하 다.59) 안지추는 여러 字書를 토대로 당시 속자에 

대한 자의와 자형에 대해 밝혔다고 볼 수 있다.

39. ‘巏嵍山’의 유래

 
(1) 원문

柏人城1)東北有一孤山, 古書無載者. 唯闞駰十三州志2)以爲舜納於大麓, 卽謂此山, 

其上今猶有堯祠焉; 世俗或呼爲宣務山, 或呼爲虛無山, 莫知所出. 趙郡3)士族有李

59) 해설에서 논한 모든 음은 王力의 중고음을 따르며, 隈의 음이 wəi에서 uɒi로 변한다는 

점을 통해 [0ǐwəi]와 [0uɒi]가 유사한 발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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穆叔⋅季節兄弟⋅李普濟,4) 亦爲學問, 並不能定鄕邑此山. 余嘗爲趙州5)佐, 共太

原 王邵6)讀柏人城西門內碑. 碑是漢桓帝時柏人縣7)民爲縣令徐整8)所立, 銘曰: ｢山
有巏嵍, 王喬9)所仙.｣ 方知此巏嵍山也. 巏字遂無所出. 嵍字依諸字書, 卽旄丘10)之

旄也; 旄字, 字林一音亡付反, 今依附俗名, 當音權務耳. 入鄴,11) 爲魏收12)說之, 

收大嘉歎. 値其爲趙州莊嚴寺碑銘, 因云: ｢權務之精.｣ 卽用此也.

(2) 본상의 차이

  1) 余嘗爲趙州佐 

⋅知不足齋本에서는 ‘耳’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余’자로 표기하 는데,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余’자로 썼다. 이 앞 구절 並不能定鄕邑此山에 ‘耳’가 

붙는다 하더라도, 누가 趙州의 佐使가 되었는지 밝히기 위해 ‘余’자를 써야한

다고 생각된다.
 
  2) 山有巏嵍

⋅知不足齋本에서는 ‘土’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山’자로 표기하 다. 
‘巏嵍’라는 산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山’자로 쓰는 것이 맞는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山’자로 썼다.

(3) 주석

 1) 柏人城: 지금 河北省 唐山  서쪽 지역으로, 春秋시기 柏人의 도읍지 다

고 한다. 
 2) 闞駰十三州志: 隋書經籍志에 “十三州志 10권 闞駰이 편찬하 다[十

三州志十卷, 闞駰撰]”라는 기록이 있으며,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작자인 

闞駰에 대해 魏書⋅闞駰에 “闞駰의 字는 玄陰이며, 敦煌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다.
 3) 赵郡: 北魏 孝文帝의 姓族分定에서 최고의 명족 가운데 하나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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赵郡李氏의 본거지 다고 한다. 김종완 譯(2007), 書證篇 주석 198 참
고. 

 4) 李穆叔⋅季節兄弟⋅李普濟: 세 사람 모두 赵郡李氏이다. 李穆叔은 이름이 

公緖이며, 경전에 박통하 고, 趙記, 趙語 등을 저술하 다고 한다. 
季節은 이름이 槪로, 李公緖의 동생이며, 全國春秋, 音譜를 저술하

다고 한다. 李普濟는 박학하기로 유명하 다고 한다. 김종완 譯(2007), 
書證篇 주석 198 참고.

 5) 趙州: 增補本에서 趙羲明은 通典에서 “趙國은 後魏에 趙郡이라 하 고, 
明帝에 殷州를 겸해 설치하 고, 北齊에 殷州를 趙州로 바꾸었다[趙國, 
後魏為趙郡, 明帝兼置殷州, 北齊改殷州為趙州]”라고 하 다고 하 다. 또
한 唐대 李百藥의 北齊書⋅顏之推傳에 趙州의 功曹參軍 顏之推란 기록

이 있다. 이를 통해 顏之推가 북제 때 趙州에서 功曹參軍을 지냈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6) 王邵: 字는 君懋이며, 隋나라 太原 晉陽 사람이고 생졸년도가 명확하지 

않다. 약관의 나이로 北齊에 있었는데, 魏收가 불러 開府參軍에 임명하고 

太子 人까지 올랐다고 한다. 
 7) 柏人縣: 柏人城에 속한 县으로, 西汉(BC 200년) 때 汉 高祖 刘邦이 처음

으로 이 县을 만들었다고 한다. 
 8) 徐整: 字는 文操이며, 豫章 사람이다. 三国시대 吴나라의 太常卿이었다고 

한다. 
 9) 王喬: 이름은 晉이고, 성은 姬이며, 王子喬라고도 한다. 춘추 시대의 周나

라 靈 王의 태자라고 하는데, 烈仙傳에 의하면, 崇山에 올라 仙人이 되

었다고 한다. 
10) 旄丘: 앞은 높고 뒤가 낮은 산.
11) 鄴: 後趙⋅冉魏⋅前燕⋅東魏⋅北齊의 수도 다. 지금 河北省 邯郸  临漳

縣과 河南省 安陽 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12) 魏收: 字는 伯起이며, 北齊 巨鹿 下曲陽(지금의 河北 晉縣) 사람이다. 北

齊 때 그는 中書令과 著作郞이 되었는데, 軍國詔冊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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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역문

柏人城 동북쪽에 외딴 산이 하나 있는데, 고서에 (그 산에 대해) 기록된 것

이 없다. 오직 闞駰의 十三州志에 舜이 큰 산림으로 들어갔다는 산이 바로 

이 산이다. 그 산 위에 지금도 여전히 堯의 사당이 있다. 세간에서는 ‘宣務山’
이라고 부르거나, ‘虛無山’이라고 부르는데 출처를 알지 못하 다. 趙郡의 士

族으로 李穆叔⋅李季節 형제와 李普濟 등이 있는데, 역시 배우기는 하 으나 

모두 자신의 고향에 있는 이 산 이름을 확정할 수 없었다. 내가 일찍이 趙州

의 佐吏를 맡았는데, 太原사람인 王邵와 함께 柏人城 서문 안에 있는 비문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비석은 後漢 桓帝 때, 柏人縣 사람이 현령인 徐整을 위하

여 세운 것으로, 그 명문에 “산 중에 巏嵍라는 산이 있는데, 王喬가 신선이 

된 곳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비로소 이 산이 巏嵍산임을 알게 되었다. 巏자

는 결국 출처가 없으며, 嵍자는 여러 字書에 의하면, 바로 ‘旄丘(높은 언덕)’
의 ‘旄’자다. 이 ‘旄’자는 字林에 여러 음 중의 하나가 ‘亡付’의 반절이니, 지
금 俗名에 따르면, 음이 權務여야 한다. 鄴으로 와서 魏收에게 이를 설명하

니, 크게 기뻐 감탄하 다. 마침 ｢趙州莊嚴寺碑銘｣을 지을 때, 이로 인해 “權
務의 정기”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인용한 것이다. 

(5) 해설

안지추는 柏人城 동북쪽에 있는 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柏
人城 서문에 있는 碑銘을 통해 이 산이 ‘巏嵍山’임을 밝혀내었다. 이 산에 대

해 闞駰의 十三州志에 舜이 큰 산림으로 들어갔다는 산이라는 점, 세간에서 

‘宣務山’이나 ‘虛無山’으로 부르다는 점 정도만 추측했을 뿐, 정확히 그 출처

에 대해 알지 못하 다. 안지추가 趙州의 佐吏를 지낼 때, 柏人城 서문에 있

는 비문의 명문에 “산 중에 巏嵍라는 산이 있는데, 王喬가 신선이 된 곳이다.”
라는 기록을 접하 다. 이를 근거로 巏嵍라는 이름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巏자는 출처가 없으며, 嵍자는 여러 字書에 의하면, 바로 ‘旄丘(높은 언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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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旄’자이며, 이 ‘旄’자는 字林에서 ‘亡付’의 반절임을 밝혀내었다. 巏嵍의 유

래를 알아내면서 당시 北齊의 수도 던 鄴으로 와서 魏收에게 이를 설명하여 

그가 ｢趙州莊嚴寺碑銘｣을 지을 때 안지추의 말이 인용되었다. 이 구절은 출처

가 정확하지 않은 경물에 대해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0. ‘五更’의 유래

(1) 원문

或問: ｢一夜何故五更?1) 更何所訓?｣ 答曰: ｢漢⋅魏以來, 謂爲甲夜⋅乙夜⋅丙夜⋅
丁夜⋅戊夜, 又云鼓, 一鼓⋅二鼓⋅三鼓⋅四鼓⋅五鼓, 亦云一更⋅二更⋅三更⋅
四更⋅五更, 皆以五爲節. 西都賦亦云: 衛以嚴更之署.2) 所以爾者, 假令正月建

寅,
3)

 斗柄4)夕則指寅,
5)

 曉則指午6)矣; 自寅至午, 凡歷五辰.
7)

 冬夏之月, 雖復長短

參差, 然辰間遼闊, 盈不過六, 縮不至四,8) 進退9)常在五者之間. 更, 歷也, 經也, 

故曰五更爾.｣ 

(2) 본상의 차이

  1) 縮不至四

⋅知不足齋本에서는 ‘過’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至’자로 표기하 다. 이 

문장 앞에 ‘盈不過六’과 대비를 이룬다는 점에서 ‘至’자로 쓰는 것이 더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至’자로 썼다.

(3) 주석

 1) 五更: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시각을 통틀어 이르는 말. 五夜, 五鼓, 등
으로 부르기도 하며,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말한다. 전통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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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각각의 시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甲夜 一鼓 一更 7-9

乙夜 二鼓 二更 9-11

丙夜 三鼓 三更 11-1

丁夜 四鼓 四更 1-3

戊夜 五鼓 五更 3-5

 2) 西都賦亦云衛以嚴更之署: 增補本에서 王利器에 의하면, 後漢 初 班固
(32-92)가 지은 ｢西都赋｣에 나온 ‘嚴更之署’은 文選에 수록되어 있는 

張衡의 ｢西京賦｣에도 나오며, 辥綜은 “嚴更은 밤에 (시각을 알리기 위해) 
북 울리는 일을 시찰하는 것이다[嚴更, 督行夜鼓也]”라고 주를 달았다고 

한다. 여기서 署는 문선역주에 의하면, (황제를 가까이서 모시는) 낭관

이 거처하는 관서라고 하 다.
 3) 正月建寅: 북두칠성 자루가 초저녁에 寅의 방향을 가리키는 정월.
 4) 斗柄: 북두칠성 가운데 자루가 되는 세 별을 말함. 
 5) 寅: 東北 방향.
 6) 午: 正南 방향.
 7) 五辰: 옛날에 十二支로 방향을 나타내었는데, 五辰은 그 중 寅, 卯,  辰, 

巳, 午 다섯 개를 말함. 12지 각각의 나타내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60) 

 8) 盈不過六, 縮不至四: 盈縮은 지구⋅달⋅태양⋅별 등이 서로 미루면서 돌 

때에 도수(度數)에 따라 나타나는 그들의 모양 정도를 나타낸다. 조선 

실학자 惠岡 崔漢綺(1803-1877)의 人政⋅敎人門 三에 수록된 天度盈

60) ｢육갑표｣, http://blog.naver.com/bluegem32?Redirect=Log&logNo=70008501341,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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縮이란 구절에서 이를 설명한다. 하늘의 운화(運化)는 지극히 커서 지구

⋅달⋅태양⋅별 등이 서로 미루면서 돌 때에 비록 도수(度數)의 차분(差
分)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빙 도는 동안의 그 지속(遲速)과 축(盈
縮)을 서로 보상(補償)한다. 한 번 주행하는 것을 구분하여 세 히 추험

(推驗)해 보면 차(盈差)와 축차(縮差)가 있다고 하 다. 
 9) 進 : 盈縮과 같이 周天 할 때의 상대적 정도를 말한다. 우주의 운행은 

12支의 운행인데, 작은 우주라 하는 사람의 운행에도 이것이 적용된다. 
사람의 운행은 周天이라고 하며, 子에서 午를 기준으로 삼아 子에서 

巳까지를 進陽化, 午에서 亥까지를 陰化라고 한다. ‘進 가 다섯 사이

에 있다’는 것은 1년의 절후(節候) 중 봄, 여름은 子에서 巳, 가을과 겨

울은 午에서 亥까지 오고 간다는 것을 말한다. 

(4) 번역문

어떤 사람이 물었다.
“하룻밤은 왜 五更입니까? 更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렇게 답하 다.
“漢⋅魏 이래, 甲夜⋅乙夜⋅丙夜⋅丁夜⋅戊夜라고도 하고, 또는 一鼓⋅二鼓⋅
三鼓⋅四鼓⋅五鼓라고도 하며,61) 一更⋅二更⋅三更⋅四更⋅五更이라고도 하

는데, 모두 다섯으로 나눈 것입니다. 班固의 西都賦에도 역시 “야경을 돌며 

엄히 단속하는 관서로써 호위를 받다”라고 하 습니다.62) 그러한 까닭은 正

月 建寅을 예로 들면, 북두칠성의 자루가 저녁에는 寅의 방향을 가리키고, 새
벽녘에는 午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寅에서 午까지 모두 五辰(다섯 방향의 별

자리)을 지나갑니다. 겨울과 여름 달은 비록 길이 역시 고르지 않더라도 성좌 

사이가 공활하여 꽉 차도 여섯을 지나지 않고, 짧아도 넷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오고 가는 정도가) 다섯 성좌 사이에 있습니다. 更은 지나치는 것(歷, 

61) 增補本에서 王利器는 一鼓 앞에 鼓자는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보았는데, 역자는 王利

器의 견해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 번역하 다.
62) 班固의 西都賦 구절 번역은 문선역주(2010)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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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이므로 五更이라고 할 따름입니다.” 

(5) 해설

안지추는 五更에 대한 일반적 궁금증에 대해 왜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눴는

지 별의 움직임을 논하여 설명한다. 그는 五更은 북두성의 자루가 寅에서 午

까지 다섯(五) 방향을 지나간다(更)고 설명하는데, 이는 동양에서 별자리를 

기준으로 시간과 방향을 보았던 전통적인 시간 관점이다. 이러한 동양의 전통

적 관점과는 다른 관점의 견해도 존재한다. 李新華(2008)은 숫자를 세는 방

식이 안지추가 언급한 地支보다 이전 시대에 존재하 다고 설명한다. 그는 

낮, 밤을 세는 방식은 손에서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보는데, 갑골문 학자 郭沫

若의 다음의 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숫자는 손에서 결정한다. 고문 一二三

四자는 一二三亖로 쓰고, 이는 손가락의 형상이다”. 이를 통해 五更의 기원은 

황제 이후가 아니라 갑골문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사람들의 습관 속에서 다섯

으로 나눈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41. ‘薊’를 ‘筋’으로 오용

(1) 원문 

爾雅云: ｢朮, 山薊也.｣1) 郭璞注云: ｢今朮似薊而生山中.｣ 案: 朮葉其體似薊,2) 近

世文士, 遂讀薊爲筋肉之筋,
3)

 以耦地骨4)用之,
5)

 恐失其義.

(2) 주석

 1) 朮, 山薊也: 朮은 삽주라고 하며,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중국에서는 

약재로 白朮만이 사용된다고 한다. 爾雅疏에서 郭璞은 “평지에서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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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薊라 하고, 산 속에서 자라는 것을 일명 朮이라 한다[生平地
即名薊, 生山中 一名朮]”고 하 다. 朮이 산에서 자라므로 山薊라고 칭

한 것으로 보인다. 
 2) 朮葉其體似薊: 현대 중국에서 朮과 薊의 잎 모양을 살펴보았을 때, 두 식

물의 잎 모양이 모두 둥글고 녹색을 띠고 있다. 
 3) 薊爲筋肉之筋: 宋나라 陳直은 增補本에서 南北朝 시기 筋의 俗字로 ‘ ’

자를 썼기 때문에 글자 모양이 유사한 薊자와 혼동하기 쉬웠다고 하

다. 
 4) 地骨: 地骨은 枸杞子의 별칭. 本草綱目에 “地骨에서는 뿌리의 껍질을 

쓰고, 枸杞子에서는 붉은 열매를 쓴다[地骨當用根皮, 枸杞子當用其紅實]”
고 하 다.

 5) 遂讀薊爲筋肉之筋, 以耦地骨用之: 山薊를 山筋이라고 읽어, 山筋을 마침 

이와 상응하는 식물인 地骨을 살펴보게 되어 山筋과 地骨을 서로 대우하

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번역문

爾雅⋅釋草의 “朮은 山薊이다”라는 구절에 대해 郭璞은 “지금의 朮은 薊

와 비슷하며 산 속에서 자란다”라고 주를 달았다. 내 생각에는, 朮의 잎은 그 

형체가 薊와 비슷한 것인데 근래의 문사들은 山薊의 ‘薊’를 筋肉의 ‘筋’으로 

읽어 地骨과 대우로 이를 쓰니, 아마도 그 의미를 잃은 듯하다. 

(4) 해설

 
안지추는 그 당시 문사들이 山薊의 ‘薊’를 ‘筋’으로 여겨 山筋으로 보고, 地
骨이라는 식물과 함께 쓰는 상황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陳直의 말

처럼 南北朝 시기 筋의 俗字로 ‘ ’자를 쓰던 상황에서 ‘ ’자와 ‘薊’자의 자

형 유사성으로 인해 이를 잘못 사용하 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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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들 역시 당시 筋의 俗字인 ‘ ’를 ‘薊’자로 보고 山筋을 山薊로 잘못 인

식하 을 것이다. 爾雅⋅釋草의 “朮은 山薊이다”라는 구절에 대해 郭璞은 

注에서 朮은 산에서 자란다고 언급하 다. 당시 문사들은 山薊가 산에서 자라

는 朮이라는 속성을 山筋에 적용시켜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살펴보던 중, 地
骨이라는 이름의 식물이 山筋와 상응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宋 李昉의 

文苑英華에 수록된 ｢梁武帝⋅玄覽賦｣에서 ‘山筋地骨’과 같이 대구를 이루어 

쓰이고 있다. 이는 당시 문사들이 실제로 山筋과 地骨을 대구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문사들이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안지추의 지적처럼 식

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42. ‘傀儡’와 ‘郭禿’

(1) 원문

或問: ｢俗名傀儡子1)爲郭禿, 有故實乎?｣ 答曰: ｢風俗通2)云: 諸郭皆諱禿.3)
 當

是前代人有姓郭而病禿者, 滑稽調戲, 故後人爲其象, 呼爲郭禿, 猶文康象庾亮耳.4)

(2) 본상의 차이 

  1) 當是前代人

⋅知不足齋本에서는 ‘代人’을 ‘世’자로, 增補本에서 ‘代人’이라고 표기하 다. 
이 문장 다음에 ‘郭씨 성을 가진 사람이 禿頭병에 걸리다[有姓郭而病禿 ]’라
는 문장과 문맥상 어울리는 표현이 ‘前世(이전 시대)’보다 ‘前代人(이전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代人’으로 썼다. 



1Ⅱ. 顔氏家訓⋅書證 譯註  127

  2) 滑稽調戲

⋅知不足齋本에는 ‘調戲’이라고 쓰고, 增補本에서는 그 순서를 바꿔 ‘戲調’라
고 표기하 다. 사전적 의미로 ‘戲調’의 제 2 의미가 ‘調戲’이다. ‘희롱하며 놀

리다’라는 의미를 제 1 의미로 갖는 ‘調戲’로 쓰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知不足齋本에 따라 ‘調戲’로 썼다. 

(3) 주석

 1) 傀儡子: 꼭두각시 인형극.
 2) 風俗通: 風俗通義의 약칭으로, 後漢 汝南 南  사람인 應劭(?-?)가 지

은 저서이다.  唐書에 “風俗通義 30권 應劭가 편찬하 다[風俗通義
三十卷, 應劭撰]”라는 기록이 있다. 당시 일반인들의 유속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데 그 저술 목적이 있다고 한다. 
 3) 禿: 대머리.
 4) 猶文康象庾亮耳: 晉 太衛 庾亮이 죽자 庾亮 집안의 기예자들이 庾亮을 

추모하기 위하여 가면을 만들어 쓰고 춤을 추었다. 그 가면이 庾亮의 얼

굴을 본떴기 때문에 그의 시호인 文康을 따서 수 개황(581-600) 초에 

제정한 七部樂 중에 文康伎가 있다고 한다. 김종완 譯(2007), 書證篇 주
석 209 참고. 

 
(4) 번역문

어떤 사람이 물었다.
“세간에 傀儡子(꼭두각시 인형극)를 ‘郭禿’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실례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하 다.
“風俗通에서 ‘여러 郭씨가 禿을 피휘한다.’라고 하 습니다. 전인 중에 郭

씨 성을 가진 사람이 禿頭병(탈모)에 걸렸는데, 골계가 있고 희롱하며 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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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郭禿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庾亮의 시호인 文康을 따서 만든) 文康樂이 庾亮을 본뜬 것과 같습니다.”

(5) 해설

안지추는 ‘郭禿’의 命名에 대해 風俗通을 근거로 郭씨 성을 가진 사람이 

禿頭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희롱을 잘해서 이를 본떠 꼭두각시 인형극(傀
儡子)을 만들어 ‘郭禿’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應劭는 風俗通
을 당시 세간에서 잘못 인식한 점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저술하 다. 風俗
通의 “여러 郭씨가 禿을 피휘한다.[諸郭皆諱禿.]”는 구절 앞에 “오월에 집을 

지으면, 사람 머리가 벗겨진다[五月蓋屋, 令人頭禿]”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대해 應劭는 “지금 천하의 여러 곽씨 성을 가진 사람이 禿을 피휘 한다면, 어
찌 다시 집집마다 오월에 집을 짓겠습니까?[今天下, 諸郭皆諱禿, 豈復家家, 
五月蓋屋邪?]”란 말을 하며 郭씨 성을 가진 사람이 禿을 피휘하면 머리가 벗

겨져 오월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속설에 대해 반박한다.63) 
應劭와 달리 안지추는 風俗通에 나온 속설을 받아들여 ‘郭禿’을 의미적으

로 해석하 다. ‘傀儡[kuə̂d]’를 ‘郭禿[kûk]’이라 부르는 것은 음운의 유사성에

서 비롯된다. ‘傀儡[kuə̂d]’와 ‘郭禿[kûk]’를 음운적으로 살펴보면, 반절법에 

따라 성모는 牙音이며, 운모는 音으로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두 글자는 聯

綿詞라고 할 수 있다. 안지추가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도록 의미적으로 

설명한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훈고학자가 범한 의미적 풀이의 오류

를 답습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지추는 앞서 언급한 ‘猶豫’, ‘徘徊’와 

더불어 聯綿詞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63) 餘穎(2003), 43:1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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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治獄參軍’을 ‘長流’라고 칭한 유래

(1) 원문 

或問曰: ｢何故名治獄參軍爲長流1)乎?｣ 答曰: ｢帝王世紀2)云: 帝少昊3)崩, 其神降

于長流之山,
4)

 于祀主秋.5)
 案: 周禮秋官, 司寇6)主刑罰⋅長流之職, 漢⋅魏捕賊

掾7)耳. 晉⋅宋以來, 始爲參軍, 上屬司寇, 故取秋帝所居爲嘉名焉.｣

(2) 주석

 1) 長流: 관직명으로, 隋晝⋅百官志에 “外兵, 騎兵, 長流, 城局, 刑獄 등은 

參軍의 업무를 하 다[外兵, 騎兵, 長流, 城局, 刑獄等參軍事]”라고 하

다. 이를 통해 長流는 參軍이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長流는 王公附나 군부의 佐吏로, 東晋 시대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宋 초
에는 長流賊曹參軍이라 하 고, 治獄과 捕盜를 맡았다고 한다. 김종완 譯

(2007), 書證篇 주석 210 참고.
 2) 帝王世紀: 西晉 安定 朝那 皇甫謐(215-282)이 지은 저서로, 帝王들의 

世系와 그들의 한 업적을 기술한 역사서이다.  唐書에 “帝王代記
10권 皇甫謐이 편찬하 다[帝王代記十卷, 皇甫謐撰]”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帝王世紀를 帝王代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3) 帝 昊: 삼황오제의 한 사람으로, 이름은 挚이며, 호는 金天氏이다. 
 4) 其神降于長流之山: 이 구절에 대해 知不足齋本에서 趙羲明이 “이 사항은 

본래 山海經에 나오는데, 山海經에는 ‘流’를 ‘留’로 썼다[此事本出山
海經, 流作留]”라고 하 다. 

 5) 于祀主秋: 이 구절에 대해 知不足齋本에서 趙羲明이 “이 말은 본래 禮記⋅
月令에 있다[此說本於月令]”라고 하 다. 

 6) 司寇: 고대 중앙 정부에서 刑罰과 경찰을 맡아보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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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捕賊掾: 汉代 도적을 잡는 일을 했던 俗吏. 增補本에서 재인용된 盧文弨

에 의하면, 晉書職官志에 “縣에 獄 史, 獄門亭長, 都亭長, 賊捕掾등이 

있다[縣有獄 史, 獄門亭長, 都亭長, 賊捕掾等]”라고 하 다. 이를 통해 

捕賊掾은 賊捕掾이라고도 부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번역문

어떤 사람이 물었다.
“왜 治獄參軍을 長流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하 다.
“帝王世紀에 ‘帝 昊가 돌아가시어, 그 신령이 長流산에 내려와 秋祭를 

주관하 다.’라고 하 습니다. 周禮⋅秋官에 司寇는 형벌과 長流라는 직책

을 주관하는데, 漢⋅魏의 捕賊掾일 따름입니다. (捕賊掾이라는 관직은) 晉⋅
宋 이후, 비로소 參軍이라 하 는데, 위로는 司寇에 속하고 秋帝가 거한 곳을 

취하여 좋은 이름으로 삼은 것입니다.” 

(4) 해설

안지추는 治獄參軍을 長流라고 명명한 근거에 대해 司寇를 시작으로 長流, 
捕賊掾에 이르는 관직이 治獄(형벌을 다스리는)하는 參軍임을 소개하며, 제사

를 지낸 신성한 곳인 長流산의 이름을 따서 長流라는 관직명을 갖게 되었다

고 설명한다. 
그는 먼저 ‘參軍’이란 관직이 하는 일인 ‘治獄(형벌을 다스리는 일)’과 관련

하여 고대 司寇가 이 일을 하 고, 漢대에 捕賊掾이 이 일을 맡았으며, 東晋 
때 비로소 參軍이란 관직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됐다고 관직의 계보에 대해 설

명한다. 다음 司寇라는 직책이 있었던 고대에 長流산이 황제 昊의 제사를 

지낸 신성한 곳이라 여겨 이 이름을 따와 ‘長流’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

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안지추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관직 명칭의 유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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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 다.

44. 說文解字에 대한 견해

(1) 원문

客有難主人曰: ｢今之經典, 子皆謂罪, 說文所明, 子皆云是, 然則許愼1)勝孔子乎?｣ 

主人拊掌大笑, 應之曰: ｢今之經典, 皆孔子手迹耶?｣ 客曰: ｢今之說文, 皆許愼手

迹乎?｣ 答曰: ｢許愼檢以六文,
2)

 貫以部分,
3)

 使客有難主人曰: ｢今之經典, 子皆謂

罪, 說文所明, 子皆云是, 然則許愼勝孔子乎?｣ 主人拊掌大笑, 應之曰: ｢今之經

典, 皆孔子手迹耶?｣ 客曰: ｢今之說文, 皆許愼手迹乎?｣ 答曰: ｢許愼檢以六文, 貫

以部分, 使不得誤, 誤則覺之. 孔子存其義而不論其文也. 先儒尙得改文從意, 何況

書寫流傳耶? 必如左傳止戈爲武, 反正爲乏, 皿蟲爲蠱, 亥有二首六身之類, 後人

自不得輒改也, 安敢以說文校其是非哉? 且余亦不專以說文爲是也, 其有援引經傳, 

與今乖者, 未之敢從. 又相如 封禪書4)曰: 導5)一莖六穗於庖, 犧雙觡共抵之獸.6) 

此導訓擇, 光武詔云: 非徒有豫養導擇之勞是也. 而說文云: 䆃是禾名.7) 引封

禪書爲證; 無妨自當有禾名䆃, 非相如所用也. 禾一莖六穗於庖, 豈成文乎? 縱

使相如天才鄙拙, 强爲此語; 則下句當云麟雙觡共抵之獸, 不得云犧也. 吾嘗笑

許純儒, 不達文章之體, 如此之流, 不足憑信. 大抵服其爲書, 隱括8)有條例, 剖析

窮根源, 鄭玄注書, 往往引以爲證; 若不信其說, 則冥冥不知一點一畵, 有何意焉.｣

(2) 본상의 차이

  1) 說文所明

⋅知不足齋本에서는 ‘ ’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明’자로 표기하 는데,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明’자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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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往往引以爲證

⋅知不足齋本에서는 ‘以’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其’자로 표기하 다. 
‘其’는 일반적으로 주어로 사용되지 목적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知不足齋本에 따라 ‘以’자로 썼다.

(3) 주석

 1) 許愼: 許愼(58?-147?)은 後漢 汝南 召陵 사람이며, 자는 叔重이다. 그는 

당시 통용되던 문자에 근거하여 그 글자의 형체에 따라 이를 14편 540
부, 서목(敍目) 1편으로 나누어 각각 그 글자의 자형⋅자음⋅자의를 해

설하여 說文解字 15편을 편찬하 다. 
 2) 檢以六文: 說文解字(說文이라 약칭함)에서 六書(指事⋅象形⋅形聲⋅

意⋅轉注⋅假借)의 방법을 이용해 문자를 검토하 는데, 원문의 六文

은 이 六書에 해당된다.
 3) 貫以部分: 이 구절은 說文解字(說文이라 약칭함) 의 체제에 대해 설

명한 부분이다. 說文은 그 당시 통용된 모든 한자 9,353자를 540부
(部)로 분류하 다. 部首와 표제자의 배열은 자형 및 자의와의 연관에 

따라 그 순서를 정하 다. 
 4) 相如 禪書: 相如(BC 179 - BC 117)는 司馬相如의 이름이고, 前漢 蜀

郡 成都 사람이며, 자는 長卿이다. 禪書는 史記⋅司馬相如傳에 漢 武

帝에게 천지에 지내는 제사에 관하여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가리킨다.
 5) : 說文에서는 를 이끄는 것(引)이라고 설명하 다. 
 6) 雙觡共抵之獸: 裵駰의 史記集解에 의하면, “武帝가 白麟을 잡았는데, 

뿔 두 개가 한 가지에 (나 있다)[武帝獲白麟, 两角共一本]”고 하 다. 이
를 통해 ‘雙觡共抵之獸’는 光武帝가 잡은 기린으로, 두 개의 뿔이 한 가

지에 달린 짐승임을 알 수 있다. 
 7) 說文云: 䆃是禾名.: 段玉裁는 이에 대해 벼를 䆃하는 것은 쌀을 고르는 

것이라고 하며, 䆃은 ‘고르다(擇)’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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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隱括: 교정하다.

(4) 번역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따지며 말하 다. “지금의 경전에 대하여 그대는 모두 

그르다고 하면서, 說文에서 말한 것은 모두 옳다고 한다면 許愼이 孔子보다 

낫다는 것입니까?”
내가 박장대소하며 답하 다.
“지금의 경전 모두 공자가 직접 쓴 것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 다.
“지금의 說文 모두 허신이 직접 쓴 것입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답하 다.
“許愼이 六書로써 문자를 검토하고, 부수 분류법으로써 문자를 꿰뚫어 오류

를 범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깨달았습니다. 孔子는 문자의 

그 뜻을 보존하 지만, 그 문장 자체를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학들은 오히려 
문장을 고쳐서까지 의미를 따랐으니, 하물며 글을 베끼고 (후대에) 전해지는 

동안에는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左傳⋅宣公 十二年에 ‘止’와 ‘戈’를 합쳐 

‘武’자가 되고, 左傳⋅宣公 十五年에 ‘正’을 뒤집으면 ‘乏’자가 되며, 左傳⋅
襄公 元年에 ‘皿’과 ‘蟲’을 합쳐 ‘蠱’가 되고, 左傳⋅襄公 三十年에 ‘亥’는 

머리가 둘에 몸이 여섯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부류는 후대 사람들

도 스스로 제멋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감히 說文으로써 그 옳고 

그름을 교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 역시 전적으로 說文이 옳다고 여기

지는 않는데, 說文에 경전을 인용한 것이 지금의 것과 어긋나는 것은 감히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史記⋅司馬相如傳에서 司馬相如의 禪(천지에 지낸 

제사)에 관한 글에서 “하나의 줄기에 여섯 이삭인 것을 푸줏간으로 (가려)
하여 (제사에 바친다), 뿔 하나에서 쌍으로 가지를 가진 짐승을 犧(희생물로 

바친다)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 ’를 ‘擇(고르다)’으로 풀이하

는데, 後漢書⋅光武帝紀에 나오는 光武帝의 詔에서 “헛되이 미리 기르고 

擇(고르는)하는 수고로움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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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서 “ ‘䆃’는 禾(벼)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史記⋅司馬相如傳에서 禪

書를 인용하여 그 증거로 삼았습니다. 說文자체에서 禾(벼) 이름 ‘䆃’가 있

다고 해도 司馬相如가 (이 용례로) 쓴 것은 아닙니다. “禾(벼) 한 줄기에 여

섯 이삭인 것을 푸줏간에서 (가려 제사에 바친다)”라고 하면 어찌 문장이 되

겠습니까? 설사 司馬相如의 천부적인 재능이 비루하고 졸렬하여 억지로 이러

한 말을 썼다면, 그 아래 구절은 마땅히 “麟(기린)은 두 개의 뿔이 한 가지에 

달린 짐승”이라고 해야지, ‘犧(희생물로 바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찍이 許愼을 순수한 학자일 뿐 문장의 체제에 통달하지 못한 자라고 비웃

었는데, 이와 같은 것은 (許愼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대개 說文에 탄

복하는 것은 (문자를) 교정하는 조목이 있고, 그 근원을 분석하기를 끝까지 

다한 것이니, 정현이 경서에 주석을 달 때 자주 說文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

은 것입니다. 說文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면, 아득해서 한 점 한 획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5) 해설

안지추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說文의 말을 모두 옳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해 묻자 說文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며 說文의 허와 실에 

대해 논한다. 그는 먼저 說文에 육서의 원칙이 적용되고, 540부수로 나누

어 자형과 자의에 입각하여 문자를 풀이한다는 점을 논하 다. 즉, 說文을 

통해 문자 운용의 오류를 파악할 수 있다는 說文의 실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이러한 실과 더불어 그는 說文에서 문자를 잘못 풀이한 예를 들어 說文
의 허에 대해서도 논한다. 안지추가 주장하는 說文의 잘못된 풀이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그는 史記⋅司馬相如傳에서 司馬相如의 禪書에 나온 ‘ ’
자를 ‘擇’의 ‘고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說文에서 ‘고르다’는 

의미인 ‘ ’자와 자형이 유사한 ‘䆃’자를 禾(벼) 이름이라고 풀이하는데, 안지

추는 禪書에 나온 ‘ 一莖六穗於庖, 犧雙觡共抵之獸.’라는 문장을 근거로 이

를 비판하고 있다. 즉, 그는 禪書에 나온 ‘고르다’는 의미를 지닌 ‘ ’자와 

‘禾(벼) 이름’이라는 ‘䆃’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을 비판하며, 그는 그 아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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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나온 ‘희생물로 바치다’는 의미인 ‘犧’자와 ‘고르다’는 의미인 ‘ ’자가 

동목구조로 대구를 이룬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史記의 

현행본인 清乾隆武英殿刻本에서는 ‘ ’자 대신 ‘䆃’자를 쓰고 있으며, 索隱에

서 ‘䆃’를 ‘고르다’라는 의미의 ‘擇’으로 풀이한다. 이는 안지추가 본 史記의 

판본에서 ‘䆃’자와 자형이 유사한 ‘ ’자로 잘못 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러나 안지추 자신이 살펴본 판본에 입각하여 판본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說文에서 ‘䆃’자에 대한 풀이에 禪書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45. 字體의 난용

(1) 원문 

世間小學者, 不通古今, 必依小篆, 是正書記; 凡爾雅⋅三蒼⋅說文, 豈能悉得蒼頡
本指哉? 亦是隨代損益, 㸦有同異. 西晉已往字書, 何可全非? 但令體例成就, 不

爲專輒1)耳. 考校是非, 特須消息.2) 至如｢仲尼居｣, 三字之中, 兩字非體, 三蒼｢尼｣
旁益｢丘｣, 說文｢尸｣下施｢几｣: 如此之類, 何由可從? 古無二字, 又多假借, 以中爲

仲, 以說爲悅, 以召爲邵, 以閒爲閑: 如此之徒, 亦不勞改. 自有訛謬, 過成鄙俗, ｢亂｣
旁爲｢舌｣, ｢揖｣下無｢耳｣, ｢黿｣⋅｢鼉｣從｢龜｣, ｢奮｣⋅｢奪｣從｢雚｣,3) ｢席｣中加｢帶｣, 

｢惡｣上安｢西｣, ｢鼓｣外說｢皮｣, ｢鑿｣頭生｢毁｣, ｢離｣則配｢禹｣, ｢壑｣乃施｢豁｣, ｢巫｣
混｢經｣旁, ｢皐｣分｢澤｣片, ｢獵｣化爲｢獦｣,4) ｢寵｣變成｢竉｣,5) ｢業｣左益｢片｣, ｢靈｣底
著｢器｣, ｢率｣字自有律音, 强改爲別; ｢單｣字自有善音, 輒析成異: 如此之類, 不可

不治. 吾昔初看說文, 蚩薄世字, 從正則懼人不識, 隨俗則意嫌其非, 略是不得下筆

也. 所見漸廣, 更知通變,6) 救前之執, 將欲半焉. 若文章著述, 猶擇微相影響者行

之, 官曹文書, 世間尺牘, 幸不違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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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상의 차이 

  1) 說文｢尸｣下施｢几｣
⋅知不足齋本에서는 ‘居’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尸’자로 표기하 다. 知
不足齋本에서는 ‘居’자 아래 편방에 ‘几’를 쓴다는 의미이다. 增補本에서는 

‘尸’아래에 ‘几’를 쓴다는 의미이다. 增補本에 따라 본고에서는 ‘尸’로 썼다. 

  2) ｢業｣左益｢片｣
⋅知不足齋本에서는 ‘土’자로 표기하고, 增補本에서는 ‘片’자로 표기하 는데, 
增補本에 따라 본고에서는 ‘片’으로 썼다. 
⋅增補本에서 段玉裁는 ‘土’자는 잘못된 것이며, 마땅히 ‘片’자로 써야한다고 

하 다. 그는 業 자는 세속에서 ‘ ’로 쓰며 廣韻에 보인다고 하 다. 

(3) 주석

 1) 輒: 단독으로 결정하다(专断), 제멋대로 행동하다(专擅).
 2) 消息: 中古漢語語詞例釋에서 ‘참작하다(斟量)’라는 의미라고 하 다. 그 

예로 北魏 齊民要術⋅笨曲幷酒에서 “의미로써 참작해야 한다[ 以意消

息]”라는 구절을 들고 있다. 또한 王利器는 增補本에서 이 구절을 포함하

여 ｢風操｣와 ｢文章｣에서도 消息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안지

추가 자주 사용하는 상용어라고 보고 있다. 
 3) ｢奮｣⋅｢奪｣從｢雚｣: 知不足齋本에는 ‘雚’아래에 “胡官의 반절이다[胡官反]”

라는 내용의 趙曦明 注가 실려 있다. 
 4) ｢獵｣化爲｢獦｣: 知不足齋本에는 ‘獦’아래에 “음이 曷이며, 짐승의 이름으

로, 山海經에서 나온다. [音曷, 獸名, 出山海經]”라는 내용의 趙曦明 注

가 실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출전은 山海經⋅東山經箋疏를 말한다. 
 5) ｢寵｣變成｢竉｣: 知不足齋本에는 ‘竉’아래에 “竉의 음은 耶動의 반절이다. 

구멍이다. 그러므로 穴을 의미부로 삼는다[竉音耶動反, 孔也, 故從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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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의 趙曦明 注가 실려 있다.
 6) 通變: 시대적인 변화. 문학론에서는 周易에 근거하여 文心雕龍에서 

이론의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 ‘通’이란 문학 발전 과정 중의 계승

적 측면이고, ‘變’이란 새롭게 변화하는 혁신적 측면을 말한다고 하 다. 

(4) 번역문

세간의 소학을 연구하는 자들은 고금의 변화를 통하지 않고 오로지 篆 

字體에 의거하여 서적의 기록을 바로잡는다. 무릇 爾雅⋅三蒼⋅說文에 

나온 문자가 어찌 모두 창힐의 본뜻을 얻었겠는가? 또한 시대에 따라 (필획

의) 잃고 얻는 것이 서로 달랐다. 西晉 이후의 字書를 어찌 모두 그르다고 할 

수 있는가? 다만 체례를 맞게 하여 제멋대로 고치지 않은 것이면 될 뿐이며, 
옳고 그름을 교감할 때에는 특히 (변화를) 잘 참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仲
尼居’세 글자 중에 두 글자(尼, 居)는 체례에 맞지 않다. 三蒼에서는 尼자

가 ‘尼’편방에 ‘丘’가 더해졌고, 說文에서는 居자가 ‘尸’ 아래에 ‘几’가 더해

져 있다. 이와 같은 부류를 어떠한 근거로 따를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한 

글자에) 두 가지 형태의 글자가 없었고 가차하는 경우가 많아 ‘中’으로 ‘仲’의 

뜻을, ‘說’로 ‘悅’의 뜻을, ‘召’로 ‘邵’의 뜻을, ‘閒’으로 ‘閑’의 뜻을 삼았다. 이
와 같은 부류는 역시 굳이 고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문자 자

체가 잘못된 것인데도 세속적인 것이 되고만 경우가 있다. ‘亂’의 편방을 ‘ ’
로 써서 ‘乱’자로 쓰고, ‘揖’아래에 ‘耳’가 없고,64) ‘黿’자와 ‘鼉’자의 ‘黽’을 ‘龜’
로 쓰고, ‘奮’자와 ‘奪’자에서 ‘雚’으로 쓰고,65) ‘席’의 가운데에 ‘帶’를 더하

고,66) ‘惡’윗부분에 ‘西’를 두고,67) ‘鼓’의 바깥을 ‘皮’로 써서 ‘皷’로 쓰고, ‘鑿’
의 머리 부분을 ‘毁’로 쓰고,68) ‘離’자에 ‘禹’를 딸려 쓰고,69) ‘壑’자를 ‘豁’자 

64) ‘扣’자를 말한다.
65) ‘ ’, ‘ ’자를 말한다. 
66) ‘ ’자를 말한다. 
67) ‘ ’자를 말한다. 
68) ‘ ’자를 말한다. 
69) ‘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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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土로 쓰고, ‘巫’자를 ‘經’의 편방인 ‘巠’과 혼동하며, ‘皐’자는 ‘澤’의 ‘氵’
을 분리시켜 ‘睪’으로 쓰고, ‘睪’으로 분리시키고, ‘獵’자가 ‘獦’이 되고, ‘寵’자
가 ‘竉’이 되기도 하고, ‘業’자의 왼쪽에 ‘片’편방을 더하고,70) ‘靈’자 아래에 

‘器’를 쓰고, ‘率’자는 본래 ‘律(률)’음이 있는데도 일부로 형태를 변화시켜 다

른 글자를 만든다. ‘單’자도 본래 ‘善(선)’음이 있는데, 제멋대로 분석하여 다

른 글자를 만든다. 이와 같은 부류는 고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옛날에 說文을 처음 보았을 때, 세간의 글자를 멸시하 다. 正字를 

따르면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 두렵고, 俗字를 따르면 그 뜻이 그릇되는 것이 

싫어서 대체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소견이 점차 넓어지고, 더욱이 통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전의 고집을 구하여 정자와 속자를 반 정도씩 구하고자 

하 다.71) 문장을 저술한다면 오히려 (正字와 俗字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택하여 이를 행하고, 관청의 문서와 세간의 서간문은 俗字에 위배

되지 않기 바란다.

(5) 해설 

안지추는 소전만을 정자로 여기는 당시 시대 상황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

라보며, 소전 이후의 자형 변화를 수용하여 융통적으로 문자를 운용하고자 한

다. 그는 당시 잘못 쓰인 문자가 있음에도 수정하지 않거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형 변화로 인해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자를 수정하는 현상을 인식

하 다. 바로 안지추는 소전에서 예서로 자체가 변화⋅발전하는 隸變을 인식

하 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그는 문자 운용에 있어서 세간에서 인식하지 못

하는 正字와 그릇되어 의심받는 俗字 속에서 통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안지추는 正, 俗, 通을 논하면서 소전과 예변 이후의 자형을 절

충하여 각각의 쓰임에 맞는 문자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안지추의 문자관은 이후 당대 字樣저작에도 전승되었다. 이는 

70) ‘ ’자를 말한다.
71) ‘半’자에 대해 程 銘의 顔氏家訓全譯(1993)에서는 정자와 속자를 반 정도 취한다고 

풀이하 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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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廢不行’(群書新定字樣⋅後序), ‘下筆多礙’(干祿字書⋅序), ‘衆情驚懵’(五
經文字⋅序例), ‘古體驚俗’(九經字樣⋅碟文) 등에서 일부 소전의 그릇된 

부분을 비판하는 내용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72) 이를 통해 소전에만 얽매

이지 않고, 예변 이후의 자체까지 확장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안지추의 문자

관을 알 수 있다.

46. 字體와 破字

(1) 원문 

案: 彌 字從二閒舟, 詩云: ｢ 之秬秠｣是也. 今之隸書, 轉舟爲日; 而何法盛 中

興書乃以舟在二閒爲舟航字, 謬也. 春秋說以人十四心爲德,1) 詩說以二在天下爲

酉, 漢書以貨泉爲白水眞人, 新論以金昆爲銀, 國志以天上有口爲吳,2) 晉書以黃頭

小人爲恭,3) 宋書以召刀爲邵, 參同契以人負告爲造4): 如此之例, 蓋數術5)謬語, 假

借依附, 雜以戲笑耳. 如猶轉貢字爲項, 以叱爲七, 安可用此定文字音讀乎? 潘⋅陸

諸子離合詩⋅賦6)⋅栻卜⋅破字經,
7)

 及鮑昭謎字,
8)

 皆取會9)流俗, 不足以形聲論之

也.

(2) 본상의 차이

  1) 漢書以貨泉爲白水眞人

⋅知不足齋本에서는 ‘眞’자로 표기하 고, 增補本에서는 ‘真’자로 표기하 다. 
‘貨泉’중, ‘貨’에서 ‘眞人’을, ‘泉’에서 ‘白水’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知

不足齋本에 나온 ‘眞’자로 쓰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知

不足齋本에 따라 ‘真’자로 쓴다.

72) 이경원(1997), 13:14-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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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宋書以召刀爲邵

⋅知不足齋本에서는 ‘劭’자로 표기하 고, 增補本에서는 ‘邵’자로 표기하 다.
⋅增補本에서 이 문장에 대해 趙羲明은 宋書⋅二凶傳의 元凶인 劉劭에 대

해 논했다고 하 다. 이에 南史에서 “文帝가 즉위한 후 부모님의 상을 치를 

때 劭가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그를 卲라고 불렀다. 文帝가 즉위하 을 때 이

를 ‘칼을 부른다(召 )’라는 의미라서 나중에는 불길하여 를 力으로 바꾸었

다[帝卽位後諒闇中生劭, 初命之曰卲. 在文為召 , 後惡焉, 改 為力]”고 하

다. 덧붙여 盧文弨는 召 편방에 자로 쓴 것은 단지 刟자가 있는데, 廣雅
에서 “끊다(斷)”라고 하 다. 隸書에서 卩자가 자와 매우 비슷하여 力자를 

자로 바꾸기 쉬었을 것이라고 하 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 예서체

가 비슷한 ‘卩’과 ‘ ’를 혼동하고, 또한 ‘ ’자로 쓰면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 

하여 ‘力’자로 바꿔 쓴 것이다. 이는 ‘卩- -力’세 글자의 자형 유사성으로 

인해 ‘卲’자와 ‘劭’자를 혼용한 것이다. 이러한 혼동된 상황에서 당시 ‘邵’자를 

‘卲’자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3) 不足以形聲論之也

⋅知不足齋本에서는 ‘以形聲論也’자로 표기하 고, 增補本에서는 ‘以形聲論之
也’로 썼다. 본고에서는 ‘以…之’를 혼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增補本에 

따라 ‘以形聲論之也’자로 썼다. 
⋅‘之’는 앞의 문장을 받는 대명사로서 역할을 하며, 이때 ‘之’를 생략하여도 

의미는 통한다. 

  4) 以叱爲七 

⋅知不足齋本에서는 ‘匕’자로 표기하 고, 增補本에서는 ‘七’로 썼다. 본고는 

增補本에 따라 ‘七’자로 썼다. 
⋅‘叱’는 說文⋅口部에서 口를 의미부로 하고, 七을 소리부로 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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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석

 1) 春秋說以人十四心爲德: 增補本에 재인용된 盧文弨에 의하면, 北朝의 俗字 

중에 당시 人자를 彳자로 썼다고 하 다. 
 2) 國志以天上有口爲吳: 晋 陳壽의 三國志⋅薛綜傳에서 “口가 없으면 天이 

되고, 口가 있으면 吴가 된다[無口為天有口為吴]”라고 하 다. 안지추는 

이를 변형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3) 晉書以黃頭 人爲恭: 房玄齡의 晉書는 唐대에 편찬된 것이며, 隋書經

籍志에 唐대에 편찬한 晉書외에는 기록이 없어 안지추가 인용한 晉
書가 어떠한 서적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안지추가 인용한 내용이 南

北朝 沈約의 宋書⋅五行二에 “黃자 윗부분은 恭자의 머리 부분이며, 
人은 恭자의 아래 부분이다[黃字上恭字頭也, 人恭字下也]”라고 하 다. 
김종완 譯(2007), 書證篇 주석 236 참고.

 4) 參同契以人負告爲造: 增補本에 재인용된 盧文弨에 의하면, 參同契 下⋅
魏伯陽自敘에 “吉人이 등지는 것을 타게 되면 편안히 오래 살것이다[吉
人乘負, 安穩長生]”라는 구절을 합치면 造자가 된다고 하 다고 말하

다. 안지추가 말한 ‘告’는 ‘吉’의 오용이라고 보고 있다. 
 5) 數術: 술수.
 6) 離合詩⋅賦: 잡시이며, 자형을 나눈 후 다시 합쳐 하나의 글자를 만든 후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시.
 7) 栻卜⋅破字經: 栻卜⋅破字經에 대해 增補本에서 沈氏 證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 다. 隋書經籍志에 破字要訣 1권 , 式經 1권이 

있으나 拭卜破字經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여기서 沈葵는 ‘拭卜’
이라고 하 는데, 增補本에서 段玉裁는 拭은 栻자를 잘못 쓴 것이며, 栻
은 점을 치는데 쓰는 나무판이라고 하 다. 

 8) 鮑昭謎字: 鮑昭(414?-466)는 六朝 宋나라 東海 사람이다. 孝武帝 때 中

書 人이 되었다. 황제가 문장을 좋아해 남들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자부

했다. 이 사실을 알고 문장을 지을 때 일부러 비속한 말을 거칠게 늘어놓

아 황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 했다고 하 다. 謎字는 수수께끼 글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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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鮑照集에서 字謎 3수를 말하 는데, 그 중 한 수를 보면 다음

과 같다. “머리는 칼과 같고, 꼬리는 갈고리네. 가운데는 가로로 넓고, 네
모에 자루가 여섯이네. 오른쪽에 칼날을 두 개 지고, 왼쪽에 소띠가 한 

쌍이네. 이는 龜자이다. [頭如 , 尾如鉤. 中央横廣, 四角六抽. 右而負兩
, 左邊雙屬牛. 乃龜字]”이처럼 鮑昭는 언어유희에 능했던 것으로 보인

다.
 9) 取 : 남의 마음에 들도록 힘쓰다(迎合).

(4) 번역문

내 생각은 이렇다. 彌 (널리 마치다)의 ‘ ’자는 ‘二’사이에 ‘舟’가 있는 

것이다. 詩經⋅大雅⋅生民에서 ‘ 之秬秠(검은 기장 메기장 두루 심어)73)
가 그것이다. 지금의 예서에는 ( ‘二’사이에) ‘舟’가 ‘日’로 바뀌어져 ‘亘’으로 

쓴다. 何法盛의 晋中 書에는 ‘舟’가 ‘二’ 사이에 있는 글자인 ‘ ’자를 舟航

의 ‘航’자라고 하 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春秋說에서 ‘人十四心’을 ‘德’
자라 하 고, 詩說에서는 ‘二’자가 ‘天’자 아래에 있는 것을 ‘酉’자라 하 으

며, 後漢書⋅光武帝紀 論에는 ‘貨泉’을 ‘白水真人’이라고 하 고, 新論에서

는 ‘金’자와 ‘昆’자를 합쳐 ‘銀’자라 하 고, 三國志에서는 ‘天’자 위에 ‘口’자
가 있는 것을 ‘吳’자라 하 으며, 晉書에서는 ‘黃頭 人’을 ‘恭’자라 하 고, 
宋書에서는 ‘召’자와 ‘ ’자를 합쳐 ‘邵’자라 하 고, 參同契 下⋅魏伯陽自
敘에서는 ‘人(사람)’이 ‘告’자를 짊어진 것을 ‘造’자라고 하 다. 이와 같은 

예는 여러 차례 잘못된 말을 술수하여 가차하거나 부회에 의거하여 농담이 

섞 을 뿐이다. 가령 ‘貢’자를 뒤집으면 ‘ ’자가 되고, ‘叱’자의 ‘七’자가 ‘匕’자
가 된다면, 어찌 이를 사용하여 문자의 음독을 정할 수 있겠는가? 潘岳과 陸

機 등 여러 사람의 ｢離合詩⋅賦｣와 ｢栻卜⋅破字經｣이나 鮑昭의 謎字(수수께

끼) 등은 모두 유속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자의 형태나 음은 논할 만

하지 않다.

73) 김학주(2010)의 번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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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설

안지추는 隸變 이후 세간에서 문자를 생성할 때 세속에서 유행하는 잘못된 

문자 생성 방식으로 문자의 형태와 음을 판단하는 상황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彌 의 ‘ ’자는 ‘二’ 사이에 ‘舟’가 있다고 하 는데, 예서체

에서 (‘二’사이에) ‘舟’가 ‘日’로 바뀌어져 ‘ ’자를 ‘亘’으로 썼다. 또한 당시 

‘亘’을 자형이 유사한 ‘恒’자로 보고, ‘亘’을 ‘恒’자의 음인 ‘항’으로 발음한 경

우도 보인다. 또한 안지추는 何法盛의 晋中 書에는 본래 ‘ ’자를 舟航의 

‘航’자라고 잘못 인식한 경우가 있다고 하 는데, 春秋說, 詩說, 後漢書⋅
光武帝紀論, 新論, 三國志, 晉書, 宋書, 參同契下⋅魏伯陽自敘에도 

역시 자획을 분리시켜 문자를 분석하는 잘못된 예가 있다. 또한 潘岳과 陸機 

등의 ｢離合詩⋅賦｣와 ｢栻卜⋅破字經｣이나 鮑昭의 謎字(수수께끼) 등 모두 세

속에서 유행하는 자획을 분리시켜 문자를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이

용한다면, 마구잡이식 자형과 자음이 생성될 수 있다. 안지추는 세속에서 흔

히 범하는 문자 분석 방식에 문제점을 인식하 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문자 

분석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7. ‘熭’의 의미 

(1) 원문 

河間1)邢芳語吾云: ｢賈誼傳云: 日中必熭.2) 注: 熭, 暴3)也.4) 曾見人解云: 此是

暴疾5)之意, 正言日中不須臾, 卒然便 耳. 此釋爲當乎?｣ 吾謂邢曰: ｢此語本出

太公六韜,6) 案字書, 古者㬥曬7)字與曓8)字相似, 唯下少異, 後人專輒加傍日耳. 言

日中時, 必須㬥曬, 不爾者, 失其時也. 晉灼已有詳釋.｣9) 芳笑服而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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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석

 1) 河間: 冀州에 속했던 지역으로, 지금의 河北省 沧州 에 해당한다.
 2) 熭: 햇볕에 말리다. 
 3) 暴: 햇볕에 말리다, 조급하다. 
 4) 日中必熭 注: 熭, 暴也.: 清乾隆武英殿刻本 漢書⋅賈誼傳에 “黄帝가 

말하 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반드시 말리고, 칼을 쥐었을 때는 반드

시 베야 한다[黄帝曰, 日中必熭, 操 必割]”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邢

芳이 말한 “熭, 暴也”란 주는 보이지 않는다. 
 5) 暴疾: 빠르고 세차다(迅猛).
 6) 此語本出太公六韜: 太公(?-?)은 본명이 姜尙이며, 그의 선조가 呂나라에 

봉해졌으므로 呂尙이라 불렸고, 太公望이라고 불리기도 하 지만 姜太公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가 저술한 六韜는 周나라의 

병법서로, 文韜⋅武韜⋅龍韜⋅虎韜⋅豹韜⋅犬韜 총 6권 60편으로 구성되

어 있다. 邢芳이 인용한 漢書⋅賈誼傳의 구절은 본래 文韜⋅守土의 

“日中不彗, 操 不割”란 구절이다.
 7) 㬥曬: 햇볕에 쬐어 말리다. 여기서 ‘㬥’자만으로 ‘햇볕에 말리다’란 의미를 

갖는다.
 8) 曓: 조급하다. 
 9) 晉灼已有詳釋: 顔師古의 ｢漢書敍例｣에 의하면, 晉灼은 晉의 尙書郞을 지

냈으며, 新唐書⋅藝文志에 그가 편찬한 漢書集注와 漢書音義가 수

록되어 있다. 그러나 안지추가 말한 晉灼의 주는 그 전거를 알 수 없다

고 한다. 김종완 譯(2007), 書證篇 주석 244 참고.

(3) 번역문

河間사람 邢芳이 나에게 물었다.
“漢書⋅賈誼傳에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반드시 熭(말려야)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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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그 주에서 ‘熭는 暴(햇볕에 말리다)이다’라고 하 습니다. 일찍이 다

른 사람의 해석을 보니 “이는 暴疾(빠르고 세차다)의 의미인데, 바로 해가 중

천에 떠 있는 것은 반드시 잠깐일 수밖에 없어 곧바로 기운다는 것일 뿐이

다.”라고 하 습니다. 이 해석이 타당합니까?”
나는 邢芳에게 이렇게 말하 다.
“이 말은 본래 太公望의 六韜에서 나왔는데, 字書에 따르면, 옛날에 㬥曬

(햇볕에 쬐어 말리다)의 ‘㬥’자와 (曓疾(빠르고 세차다)의) ‘曓’자가 서로 비

슷하나 다만 아래 부분이 약간 달랐습니다. 후인들이 제멋대로 ‘日’자를 더하

을 (曝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반드시 햇볕에 쬐어 

熭(말려야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때를 잃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晉灼
이 이미 상세히 주석해 놓았습니다.”
邢芳이 웃으며 탄복하고 물러났다. 

(4) 해설

안지추는 邢芳이 漢書⋅賈誼傳의 ‘日中必熭’에서 ‘熭’를 그 주에서 ‘暴(햇
볕에 말리다)’라고 하 는데, 다른 사람은 ‘暴(조급하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설명한다. 안지추는 ‘日中必熭’은 본래 六
韜에 나온 문장으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반드시 햇볕에 쬐어 말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때를 잃는다는 것을 말한다며, ‘조급하다’는 의미가 아닌 

‘햇볕에 말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暴’에 ‘조급

하다’는 의미와 ‘햇볕에 말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日中必熭’ 뒤에 ‘칼을 쥐

면 반드시 베야 한다[操 必割]’는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안

지추의 지적처럼 ‘햇볕에 말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

다. 안지추는 ‘햇볕에 말리다’와 ‘조급하다’의 의미를 갖는 ‘曓’와 ‘㬥’자를 예

로 드는데, 이 두 글자는 ‘暴’의 本字이다. 따라서 두 글자가 각각 ‘햇볕에 말

리다’와 ‘조급하다’는 의미로 쓰이다가 字體의 어려움으로 점차 ‘暴’자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며 쓰이자, 이와 같은 해석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후대 사람들은 다의어에 의한 해석의 오류를 피하고자 ‘햇볕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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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다’는 의미로 ‘日’자를 덧붙인 ‘曝’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 구절은 難字에 

대한 해설로, 안지추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難字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 항목

을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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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氏家訓⋅書證 譯註

首 大学 中文系

李 秀 硏

本文著重考察顔氏家訓作者顔之推的小學知識。作者的小學知識在顔氏家訓20
篇中的｢書證｣和｢音辭｣中有明顯的體現。以往對｢音辭｣的研究很多, 而對於｢書證｣的研

究卻很少，內容也不全面。本文補充了先前研究的不足，並全面分析了｢書證｣。
本文認爲通過譯注能夠更好的揭示顔氏家訓之｢書證｣的本質。所以本文收錄了顔

氏家訓｢書證｣中的47句段(6057字)，進行了譯注。 
顔氏家訓最完善的版本應屬王利器的顔氏家訓集解增補本。這是顔氏家訓的最

新版本，彙集了清代的趙注盧補本，還包括元代的成就。所以本文中的譯注參照了顔

氏家訓集解增補本。
本文通過譯注歸納出｢書證｣的以下五個特點。
第一，顔之推通過比較，分析多類書籍，糾正了文章以及文字的錯誤。
第二，我們可以看出顔之推的折中正俗的文字觀，而且他還嘗試對作者提出疑問。

可以說他是這方面的先驅者。
第三，顔之推討論了說文中文字解釋錯誤的例子，並指出說文的體系對文字運

用有所幫助，在｢書證｣中他多次引用了說文的內容。由此可以看出他受了說文的
影響。
第四，當時的訓詁學者錯用字義解釋詞語，顔之推也犯了這類錯誤。
第五， 顔之推對以往的錯誤用語進行更正。
總之，顔之推用聲音來分析聯綿詞過於主觀，這也體現了當時時代的局限性。但

是，當時正處於混亂期，他縱橫於南⋅北地區，考察兩地的大量文獻，通過自身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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曆，糾正事物，文章，文字的錯誤，並提示出正確的方法, ｢書證｣在訓詁，注釋，校勘

方面都產生了深遠的影響。由此可見 ｢書證｣的學術價值非常之高。

關鍵詞 : 顔氏家訓, 顔之推, ｢書證｣, 譯註, 訓詁, 校勘, 考證 

學  號 : 201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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