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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淸學書 小兒論의 出處에 관한 연구
淸學書(청학서) ≪小兒論 (소아론)≫은 여진학서 ≪소아론≫을 바탕
으로 조선중기에 司譯院(사역원)에서 출간한 청어 학습을 위한 청학
서이다. 본고에서는 이 ≪소아론≫의 출처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일명 項託(항탁) 설화에 바탕을 둔 이 책은 그 제목은 明代(명대)에
유행한 ≪소아론≫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은 후대에 유행한 通
勝(통승)의 ≪소아론≫보다는 敦煌(돈황)에서 발굴된 이야기에 더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청학서 소아론을 통해 한국에 그리
고 ≪今昔物語集 (금석물어집)≫을 통해 일본에 전해진 이야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원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그 책의 쓰임에 따라 내용
의 가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아론≫의 출처를 찾기 위한 정밀한 비교연구를 위하여 청어 ≪
소아론≫의 제5문답을 중심으로 주요어 분석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청어 ≪소아론≫ 및 통승의 ≪소아론≫, ≪騎黑牛的少年傳 (기흑우적
소년전)≫, ≪공자항탁상문서≫, ≪P.T. 992(Pelliot Tibetain 992)≫: 공
자항탁상문서의 장문본(藏文本), ≪금석물어집≫의 설화를 면밀히 비
교분석하였다.
청어 ≪소아론≫은 어떤 책을 보고 그대로 쓴 책이 아니라 기본 어
학서로서의 목적을 위해서 같은 문장이 반복되며 ≪공자항탁상문서≫
와 비교할 때 어려워 보이는 부분은 삭제되어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
다.
주요어: 소아론, 만주어 소아론, 여진어 소아론, 청학서, 여진학서, 항
탁설화, 돈황, 금석물어집, 기흑우적소년전, P.T. 992, 통승.
학번 2008-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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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1. 연구의 목적
청학의 교재로 사용되었던 淸語 ≪小兒論≫의 출처를 찾아내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소아론≫이 청학서의 교재로 사용되었음으로 충
분히 그 목적에 맞추어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
로 한국에서 원전을 어떻게 번역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려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발간된 ≪통승≫이라는 책에 항탁설화가
≪소아론≫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어서 이것과 이것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敦煌變文(돈황변문)인 ≪孔子項託相問書(공자항탁상문서)
≫ 한문본과 P.T. 992(Pelliot Tibetain 992)로 통칭되는 공자항탁상문
서 장문본(藏文本)을 참고로 하여 청학서의 소아론이 나온 것인지를
면밀히 살피려한다. 또한 平安(헤이안)시대에 일본으로 전해져 ≪今昔
物語集(금석물어집)≫에 실린 이야기를 발굴하여 그것과도 비교를 꾀
하였다. 중국의 동쪽인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된 이야기 이외에 서쪽
인 몽고로 전해진 西蒙古民間故事(서몽고민간고사) ≪騎黑牛的少年傳
(기흑우적소년전)≫과도 비교했다.
시기적으로 이른 시기의 ≪공자항탁상문서≫, ≪금석물어집≫과 明
(명)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통승≫에 게재되어 지금까지도 전해
지고 있는 ≪소아론≫과 ≪기흑우적소년전≫을 이용하여 청학서 소아
론의 출처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앞선 연구 개관
민영규(1964)가 처음으로 ≪소아론≫과 항탁설화와의 관련성에 대하
여 논하였다. 그에 따르면 금나라 세종(1161-1208)대에 만들어진 여진
자료가 고려로 흘러 들어왔고 그 여진 자료를 통해서 여진어 ≪소아
론≫ 나아가 청어 ≪소아론≫이 만들어졌다는 의견을 폈다. 그는 청어
≪소아론》과 ≪공자항탁상문서≫를 각각 7부분 13부분으로 나누어
간략히 비교하며 청어 ≪소아론≫의 모든 부분은 ≪공자항탁상문서≫
안에 들어 있다고 필자의 분석과는 다르게 조금은 과장하여 일반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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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성백인(1999)는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나, 여진문자로 된
여진학서1)에서 왔다라고 하였다. 송기중(2000)은 여진학서의 아동들
의 동화에서 만주어로 번역되었다고 보았다.
정광은 항탁설화와 연관 지어 정광(2002)에 자세한 분석을 한 바
있으나, 왜어(倭語) 역학서 기원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의 훈몽서에서
비롯되었다는 그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이 금나라에서 유아 계
몽서로 출판되었고 그것이 수입되어 청학서 ≪소아론≫이 되었다고
확대해석한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비슷한 류의
항탁설화와의 대조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승의 ≪소아론≫
이 정광(2002)에서 언급한 Fuchs본과 동일한 책으로 보이며 그 이유
는 알 수 없으나 그는 9단락으로 나눈 것 중에 첫 2단락만 비교하였
으며 이것이 통승의 ≪소아론≫과 완전 일치한다.
중국에서 伏俊琏(복준련)이 ≪소아론≫의 출전 연구와는 무관하게
항탁설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관하였기에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
도 적극 수용하여 다양하게 비교 연구하려 한다. 伏俊琏(2004)2)의“≪
孔子項讬相問書≫的寫作時代與體制特征”의 연구가 있다.
≪孔子項讬相問書≫是敦煌俗文學傳本中抄卷最多，流傳最廣的作品.現在已知的
有十六個漢文寫卷 ..... <중략>
日本平安朝時3)（約當宋仁宗時）的≪今昔物語4)≫中也有≪臣下孔子道行值一
童子問申語第九≫，內容亦爲孔子與小兒論難的故事，其中有兩段與敦煌本同.
在越南古籍中，至少保存了三篇孔子項橐問答的故事，其敘述次序接近敦煌藏
文和明代的≪小兒論≫. 由此可知，這一傳說故事，長久以來流傳在全國各
地，遍及中原和西域，同時更遠播日本、韓國、越南等國家.
성백인(1999:2)에서 ≪經國大典(경국대전)≫에 올라 있는 여진학서 15冊은 여진문자로
된 여진학서였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2)복준련(伏俊璉)
http://www.literature.org.cn/article.aspx?id=4919
<≪孔子项讬相问书≫的写作时代与体制特征 >, ≪敦煌文学文献丛稿≫, 中华书局. 2004年8月
3) 794년-1185년
4) 今昔物語集은 헤이안시대(平安時代)말기에 완성되었다고 알려진 설화집으로 全31
巻이며 인도 중국 일본 3국의 1000개 정도의 설화가 수록되어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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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可以幫助我們推斷≪孔子項讬相問書≫創作年代的較爲可靠的資料，首推寫卷
後面的題記. 在≪孔子項讬相問書≫的現存十六個漢文寫卷中，有題記記年的
有兩個寫 卷：一，斯395號，題記爲"天福八年癸卯歲十一月十日淨土寺學郎
張延保記".天福是後晉高祖年號，天福八年就是公元九四三年. 二，伯3833
號，該寫卷 ≪孔子項讬相問書≫後，接著抄有≪王梵志詩卷第三≫，末署"丙
申年二月十九日蓮台寺學郎王和通寫記." 字體一致，當爲一人所抄. 據考證，
丙申年應爲後唐廢 帝清泰三年，即公元九三六年. 根據這兩則題記，我們可以
推定，≪孔子項讬相問書≫創作的下限即爲公元九三六年.

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孔子項讬相問書≫라는 제목으로, 돈
황 통속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전사(抄卷)되고 가장 널리 전파
되었던 작품이며, 현재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 16개, 티베트어로 된
책 3개에 있으며, 한문을 된 책은 대부분 파리 박물관, 런던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16개 책 중 2개 책자에 題記가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추정하면 이 이야기는 늦어도 936년5)에 창작되었다.
1.3. 연구 방법
세칭 ≪소아론≫과 청학서의 ≪소아론≫의 대조 연구에서 정광
(2002)은 항탁설화의 이본과 청어 ≪소아론≫을 대조하며 마치 항탁설
화를 저본으로 삼아 그대로 청어 ≪소아론≫을 만든 듯 분석하고 항
탁설화 이본에는 있으나 청어 ≪소아론≫에는 없는 부분을 밝혔으나,
본고에서는 청어 ≪소아론≫에 있는 항탁설화 관련부분을 추출하려한
다. 청어 ≪소아론≫에만 있고 항탁설화에는 없는 부분은 다른 출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제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하
며,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史記≫에 언
급될 만큼 유명한 설화이며 일본에까지 전해진 이야기여서 정광
5) 민영규(1964), 郝蘇民(1994)은 Stein395의 연대기를 이용하여 943년으로 잡았
다. 그러나 Pelliot 3883에 의하면 936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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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의 주장처럼 청어 ≪소아론≫이 꼭 여진어로 된 훈몽서로부터
나온 책으로 보는 것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전된 몽학서에 ≪孔夫子≫라는 책이 있어서, 만약 청어 ≪소아론
≫을 항탁설화에서 그 이야기를 따온 것이라고 본다면 비록 청어 ≪
소아론≫에서는 ‘夫子’로 나오지만 항탁설화에서는 ‘孔子’로 정확히 그
이름을 밝히기에, 아마도 책명만 다른 비슷한 내용의 책이었을 수도
있음을 주장하려한다. 이 논문에서는 통승의 ≪소아론≫과 나타난 연
대가 가장 오래될 것으로 추정되는 돈황에서 발굴된 ≪공자항탁상문
서≫ 비슷한 시기에 전해진 일본의 ≪금석물어집≫에 실린 내용과 西
蒙古民間故事 ≪기흑우적소년전≫도 자세히 다룰 것이다.
정확하고 편리한 비교방법을 위하여 훈민정음 창제이후의 문헌의
번역 양상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청어 ≪소아론≫의 내용에
통승의 ≪소아론≫등의 내용을 찾아서 비교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것
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청어 ≪소아론≫이 어학서로서 충분히 역할
을 할 수 있게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민영규(1964)의 두 자료를 나열만하고 자세한 키워드의
분석 없이 크게 간략적으로 비교하는 평면적인 비교방법이나 정광
(2002)의 방법과 반대되는 접근방법을 취했다. 정광(2002)은 항탁설화
의 내용과 전개에 청어 ≪소아론≫을 대조하여 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잘못되고 누락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문답이
되는 청어 ≪소아론≫의 제5문답의 키워드를 정밀히 분석하여 이본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할 것이다.
1.4. 다룰 자료
돈황출토의 공자항탁상문서 寫卷으로 알려진 11점의 검토는 민영규
(1964)에 행해져서 그 내용이 王中民의 ≪돈황변문집≫ (1956) 상권에
실린 것과 대차 없다고 했으니 여기에서는 王中民(1956)과 비슷한 책
인 대만판 楊家駱(1989) ≪敦煌變文≫ 上을 참조해서 돈황본의 ≪공자
항탁상문서≫로 삼았다. ≪광경당 통승≫에 게재된 ≪소아론≫을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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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자항탁상문서≫를 4장에서, P.T. 992를 5장에서 일본의 ≪금
석물어집≫을 6장에서 西蒙古民間故事 ≪기흑우적소년전≫을 7장에서
청어 ≪소아론≫에 있는 내용과 대조하며 그 상이점에 대하여 중점적
으로 다룰 것이다.
자료발굴자 민영규(1964)
Stein 395호, 1392
호, 2941호, 5529호,
5530호, 5674호.
Pelliot 3255호, 3754
호, 3833호, 3882호
3883호
총 11점
자료 (공자
항탁상문서
사권)

학소민(1994)
Stein 395호, 1392
호, 2941호, 5529호,
5530호, 5674호.
Pelliot 3255호,
3754호, 3826호,
3833호, 3822호
3883호 (이상 12점)
李木齋鑑藏敦煌寫
本 222호, 돈황변문
집 기돈황변문잔권
목록 1581, 俄國卾
登堡所劫<1481공자
항탁상문서>, 藏文
寫卷(
Pelliot
Tibetain 992, 1284
)
총 17점

복준련(2004)
Stein 5529,
5674, 5530,
1392, 2941, 395
Pelliot 3883,
3833, 3255,
3754, 3882,
3826
李木齋鑑藏敦煌
寫本 222호
俄羅斯藏卷(列
1481, 2861,
2862) 3개의 藏
文 寫卷 (S te in
Tibetain 724,
Pelliot
Tibetain 992,
1284)
총 19점
표 1 ≪공자항탁상문서≫의 돈황 사본 종류

1.5. 관련 자료 개관
1.5.1. 청어 ≪소아론≫
이 논문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책은 성백인(1999:130)에 따르면 청
학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재로 김진하 감수로 1777년(정조1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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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원에서 중간6)된 책이다. 이 책의 초간본은 1703년(숙종 29년)에 개
간(開刊)되었다. 이 책의 출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현종 8년(1667
년) 여진학이 청학으로 바뀌기7) 전부터 존재했던 여진학 교재로서 인
조 17년(1639년) 신계암에 의해 여진자에서 만주자8)로 바뀌기 전부터
존재했던 책이다. 즉 조선(1392년~1910년) 초기부터 사역원에서 四
學9)의 하나였던 여진학의 교재로 사용되던 책이다. 민영규(1956)에
의하면 금나라 세종 재위 년간(1161-1208)의 한적번역사업의 일환으
로 찬술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의 문헌에 등장하는 소아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백인(1994:1-2)에 의하면 ≪소아론≫은 ≪經國大典(경국대전)≫ ≪
通文館志(통문관지)≫ ≪譯官上言謄錄(역관상언등록)≫등에 언급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인 ≪경국대전≫의 내용만
살피려한다. ‘경국대전10)> 예전(禮典) > 취재시험(取才)’조에 여진학
(女眞學)의 시험 과목으로서 ≪소아론≫이 등장한다. 관련 기사는 아
래와 같다.
한학(漢學) : 『직해소학(直解小學)』, 『박통사(朴通事)』, 『노걸대
(老乞大)』이상은 책을 보지 않고 강론하되
<중략>
“몽고학 : 『장기(章記)』, 『첩월진(帖月眞)』, 『공부자(孔夫子)』,
『하적후라(何赤厚羅)』, 『정관정요(貞觀政要)』, 『대루원기(待漏院
記)』, 『토고안(吐高安)』, 『거리라(巨里羅)』, 『백안파두(伯顔波
豆)』, 『노걸대』, 『속팔실(速八實)』이상은 글씨로 써낸다. 『수성
사감(守成事鑑)』, 『왕가한(王可汗)』, 『어사잠(御史箴)』, 『황도대
훈(皇都大訓)』, 『고난가둔(高難加屯)』이상은 책을 펴놓고 강론한다.
6) 성백인(1999:130)에 따르면 초간본은 1703년(숙종 29년)에 개간(開刊)되었다.
7) 小倉進平(1964:610),성백인(1999:131) 통문관지 권1 관제에 (康熙丁未女眞學改
稱淸學)이라고 씌여있다.
8) 1599년에 무권점 문자를 사용하고, 1632년에 達海(다하이)에 의해 유권점 문자
가 만들어졌다.
9) 강신항(1978:32-44)에 따르면 한학, 몽학, 왜학, 여진학/청학 등의 四學이다.
10) 1469년(예종 1)에 전체 六典의 편찬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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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놓고 강론하는 책이 작은 책이면 2책을 한학(漢學) 1책에 해당시
킨다. 왜학, 여진학도 이렇게 한다.
왜학(倭學) : 『응영기(應永記)』, 『본초(本草)』, 『이로파(伊路波)』,
『소식(消息)』, 『의론(議論)』, 『통신(通信)』, 『구양물어(鳩養物
語)』, 『부사(富士)』, 『노걸대』, 『동자교(童子敎)』, 『서격(書
格)』, 『정훈왕래(庭訓往來)』, 『잡어(雜語)』, 『잡필(雜筆)』이상은
글씨로 써낸다.
여진학(女眞學) : 『소아론(小兒論)』, 『칠세아(七歲兒)』, 『천병서
(天兵書)』, 『십이제국(十二諸國)』, 『구난(仇難)』, 『천자(千字)』,
『귀수(貴愁)』, 『태공(太公)』, 『팔세아(八歲兒)』, 『손자(孫子)』,
『오자(吳子)』, 『상서(尙書)』, 『삼세아(三歲兒)』, 『거화(去化)』,
『자시위(自侍衛)』. 이상은 글씨로 써낸다. 언어만 해득하면 각각 세
군데 시험을 실시하며 한학에서도 언어만 해득하면 다 함께 시험을
보게 하여 각 학에 한 사람씩 뽑되 5품에 국한한다.

위에서 보듯이 현전하는 한학의 ≪노걸대≫와 실전된 왜학과 몽고
학의 ≪노걸대≫, 후대의 ≪청어노걸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내용
을 여타 언어로 번역해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진학에 ≪소아론≫이 있다면 현재로는 실전되어 그 자세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왜학의 ≪동자교(童子敎)≫와 몽학의 ≪공부자(孔夫子)≫
는 항탁설화를 다룬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생각된다. ≪동자교≫는 ≪
논형(論衡)≫등에서 “項託年七歲敎孔子”라는 대목이 있고 또한 ≪소아
론≫의 주인공이 夫子인 것을 감안하면 ≪공부자(孔夫子)≫도 같은 계
열의 이야기일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5.2. 통승의 ≪소아론≫
먼저 ≪통승≫이란 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본
칭은 ≪통승≫이며 舊 ≪黄历(황력)≫을 지칭한다. 진(秦)나라 때 이미
통승이 있었으며, 대략 송나라 때부터 ≪通勝≫에서 술수에 관한 내용
이 실리게 된다11).
현재 많은 통승이 홍콩에서 출판되고 있고 본고에서 다룰 책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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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계열의 ≪廣經堂通勝≫이며 여기에 ≪소아론≫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 책의 표지에는 ‘漢明監製’라고 쓰여 있으며 ‘2007年 丁亥年
通勝 蔡伯勵先生編訂'이라고 적혀 있다. 이 ≪소아론≫은 정광
(2002:583)의 Fuchs 박사 구장본과 일치한다.
1.5.3. 孔子項託相問書
돈황에서 전해지는 항탁설화관련 책으로 산문과 운문이 합쳐진 변
문 양식으로 되어있으나 이후 동서로 전해지는 항탁설화는 운문이 생
략되고 산문만이 전승된다. 항탁설화가 가장 먼저 중국 사서에 등장
하는 것은 ≪전국책12) 권7 〈진책5〉≫ “(夫項橐生7歲而爲孔子師) 옛
날 항탁(項橐: 項託으로도 표기한다)은 불과 7세에 공자(孔子)의 스승
이 되었습니다.”13)이며 이후로 ≪사기 권71 <樗里子甘茂列傳 (저리자
감무열전)>≫ “항탁(項橐)은 나서 일곱 살 때에 공자(孔子)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추남자 권17 19≫, ≪삼국지 위지 양부전주≫, ≪논
형14) 권 26 <實知第七十八>≫ “項託年七歲敎孔子”, ≪한서≫ (예문지
의 회남자 제17편 설림(說林)에 “(項託使嬰兒矜)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15)” 제19편 수무에 “(夫項託七歲爲孔子師, 孔子有以聽其
言也) 무릇 항탁(項託)은 일곱 살에 공자의 스승이 되었는데, 이는 공
자가 그의 말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이다.16)” 등 학소민(1994:175)에
언급된다.
민영규(1964)는 Pelliot 3883호의 전문을 Stein 395호, 1392호, 3833
호 등 삼자와 교합(校合)한 돈황본을 그의 논문에 게재한 바 있다. 본
고에서 다룰 돈황본은 敦煌變文의 ≪孔子項橐相問書≫로서 楊家駱 主
通胜|黄历|皇历之解说,
陈永泰风水命理文化中心,
2013
[引用日期
2013-10-06]
http://www.chaninstitute.com/almanac-detail/
12) 전국 시대(戰國時代: 기원전 403~221)의 이야기를 전한(前漢: 기원전 206년~
기원후 8년)의 유향(劉向, 기원전 77년~기원전 6년)이 정리한 것이다.
13) 한국의 지식 콘텐츠 http://www.krpia.co.kr
14) 논형(論衡) 은 후한의 왕충(王充, 27년~99년?)에 의해 저작되었다.
15) 한국의 지식 콘텐츠 http://www.krpia.co.kr
16) 한국의 지식 콘텐츠 http://www.krpia.co.kr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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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의 ≪敦惶變文≫上卷에 실린 것이며 Pelliot 3883을 원본으로 하여
Pelliot 3833, Pelliot 3833, Pelliot 3255, Pelliot 3754, Pelliot 3882,
Stein 5529, Stein 5674, Stein 5530, Stein 1392, Stein 395, Stein
2941 이상 12개의 문서를 교합한 것이다.
1.5.4. P.T. 992(Pelliot Tibetain 992)
돈황막고굴(敦煌莫高窟)에서 한문본과 같이 발견된 P.T. 992로 통
칭되는 공자항탁상문서 장문본(藏文本)은 산문 부분만이 있고 그 내
용은 한문본에 비해 내용의 가감이 심하다. 이것과 청어 ≪소아론≫을
비교하여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진천(陳
踐)(2011)의 한역(漢譯)을 이용하였다.
1.5.5. 今昔物語集
금석물어집(今昔物語集) 10권17)에 실려 있는 “臣下孔子、道行、値
童子問申語第七”이 비교 대상이 되는 이야기다. 平安時代(헤이안 시
대)(794-1192) 말기에 쓰였다. 문명대(2006:13)에 의하면 ≪今昔物語集
≫에는 1000여 화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천축(인도), 진단
(중국), 본조(일본)의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편은 불법부와 세
속부로 나뉘어 있다. 그 중에서 본고에서 다룰 “臣下孔子、道行、値
童子問申語第七”은 진단(중국)편의 세속부에 속해 있는 설화다.
1.5.6. 西蒙古民間故事 ≪騎黑牛的少年傳≫
항탁설화가 서쪽으로 전해진 이 이야기는 內蒙古 鄂尔多斯 地區에
서 발견된 ≪內蒙古通行蒙文≫의 필사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러시
아의 몽고학자인 波波夫(Попов)가 1836년에 출간한 ≪蒙古作品精華≫
중 ≪騎無鞍黑牛的小兒傳≫ (ʤaiƞ xar-a uxərtu xobəɡunu tɷɡɷʤi)에
수록된 것이며, 이후 小兒傳 孩子傳 三歲小兒傳 등으로 전해진 설화
이다. 본고에서 다룰 내용은 1959년에 출판된 ≪蒙古文學作品精萃一
17)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사용된 것은 교토대학 소장의 자료이며
이 대학의 텍스트화 작업에 의한 것이다.

- 9 -

百種≫ (Damdinsü Rüng Mongгol Uran ǰokiyal-Undege ǰiǰaгun
Bilig Orusibai) 의 77편의 작품 중에 실린 ≪騎黑牛的少年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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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문헌의 번역 양상

2.1. 개요
비록 훈민정음 창제보다 이른 시기의 문헌 중에서 그 번역 양상을
알아보면 흥미 있을 것1)으로 예상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번역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언해본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언해류만 다루려한다. 일단 불경류
에서는 ≪석보상절≫을, 교화서에서는 ≪삼강행실도≫를 선정하여 과
연 이들 문헌들이 단순한 직역이 아니라 각각의 책의 편찬 목적에 맞
추어 어떤 변개가 있었는지 살피려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만약 조선
에서 청어 ≪소아론≫이 어학서의 목적으로 편집되었다면 어떤 과정
을 거쳐 청어 ≪소아론≫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2.2. 석보상절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이 책은 ≪석가보≫를 바탕으로 지
어졌으며 序4a에 밝혔듯이 “이저긔 여러 經에 
여 내야” ≪법화경
≫의 내용도 들어있다. 김문호(1999)에 따르면 이 ≪석보상절≫이 실
려 있는 ≪월인석보≫에서 같은 내용을 비교해보면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석보상절’ 해당 부분의 내용에 많은 변개가 확인되는바,
그 편찬 목적에 따라 원전의 내용에 첨삭을 가하면서 독창적인 내용
을 만들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는 생략한다.
2.3. 삼강행실도
글을 아는 백성이든 모르는 백성이든 삼강(君爲臣綱, 父爲子綱, 夫
爲婦綱)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각 35명씩 총 105명의 이
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편
찬된 이 책은 한문 부분과 언해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전으로
1)

≪

≫

대명률직해 가 한국 실정에 맞추어 번역된 부분도 있으리라 추정되지만 이두
로 번역되었기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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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는 한문 부분의 내용이 언해 부분의 한문 환원 부분2)에서는
그 내용의 첨삭이 목격된다. 아래에 그 예를 들었다. 삼강행실도의 가
장 처음의 이야기인 노(魯)나라의 이야기 민손 홑옷(閔損單衣_魯)을
한문 원전과 언해본의 언해와 비교하여 그 번역의 첨삭에 대하여 알
아본다.
한문원전

원
본3)

해석

언 런던본
해
본
동경대본

閔損. 孔子弟子. 早喪母. 父娶後妻生二子. 母嫉損. 所生
子衣綿絮. 衣損以蘆花絮. 父冬月令損御車. 體寒失靷. 父
察知之. 欲遣後妻. 損啓父曰. 母在一子寒. 母去三子單.
父善其言而止. 母亦感悔. 遂成慈母
민손(閔損)은 공자(孔子)의 제자이다.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후처를 얻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계모가 민
손을 미워하여,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는 솜을 둔 옷을
입히고 민손에게는 갈대꽃을 둔 옷을 입혔다. 아버지
가 겨울철에 민손을 시켜 수레를 몰게 하였더니, 민손
이 몸이 추워서 손에 잡은 가슴걸이를 놓쳤으므로 아
버지가 살펴서 사실을 알아내고 후처를 내치려 하였
다. 민손이 아버지에게 아뢰기를“어머니가 있으면 한
아들이 춥고, 어머니가 나가면 세 아들이 추울 것입니
다.” 하니, 아버지가 그 말을 옳게 여겨 그만두었는데,
계모도 감동되어 뉘우쳐서 드디어 인자한 어머니가 되
었다.
閔損 다어미 損이 믜여 제 아란 소옴 두어 주
고 閔損이란 품 두어 주어늘 치  셕슬 노하 
린대 아비 알오 다어미를 내툐려 커늘 閔損이 러
 어미 이시면  아리 치려니와 업스면 세
아리 치리다 아비 올히 너겨 아니 내틴대 어미
도 도 뉘으처 어엿비 너기더라
민손 다어미 민손이를 믜여
제 아란 소옴 두어 주고 민손이란 품 두어 주어늘
치워 셕 노하 린대 아비 알오

2) 한문끼리의 비교를 위한 필자의 언해에서 한문으로의 환원문으로 만들었다.
3) 언해본의 뒤쪽 면에 실려 있는 한문 원본이다.
4) 언해부분의 한문부분. 괄호안의 굵은 이탤릭체가 원전에서 삭제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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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치환4)

다어미를 내툐려 커늘 민손이 러 오
어미 이시면  아리 치우려니와 어미 업스면 세 아
리 치우리이다 야
아비 올히 너겨 아니 내틴대 어미 도혀 뉘우처 어엿
비 너기더라
(閔損. 孔子弟子. 早喪母. 父娶後妻生二子.) 繼母嫉損.
所生子衣綿絮. 衣損以蘆花絮. (父冬月令損御車.) 體寒
失靷. 父察知之. 欲遣後妻. 損啓父曰. 母在一子寒. 母去
三子單. 父善其言而止. 母亦感悔. 遂成慈母.
표 2 삼강행실도의 閔損單衣_魯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다 정밀하게 문장 대 문장 대응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閔損. 孔子弟子. 早喪母. 父娶後妻生二子.) 母嫉損. 원전
閔損. 繼母嫉損.
閔損 다어미 損이 믜여5)
所生子衣綿絮.
제 아란 소옴 두어 주고
衣損以蘆花絮.
閔損이란 품 두어 주어늘
(父冬月令損御車.)
體寒失靷.
치  셕슬 노하 린대
父察知之.

欲遣後妻.

5) 의역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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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치환문
번역문

아비 알오

다어미를 내툐려 커늘

損啓父曰.
閔損이 러 
母在一子寒.
어미 이시면  아리 치려니와
母去三子單.
업스면 세 아리 치리다
父善其言而止.
아비 올히 너겨 아니 내틴대
母亦感悔.
어미도 도 뉘으처

遂成慈母.
어엿비 너기더라

표2와 위의 자료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언해에서는 삭제된 부분이
있다6).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훨씬 생동적인 감동을 주려고 조선의
실정에는 별로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한 경우라 하겠다.
이상으로 우리는 원전의 내용을 한국 실정 및 책을 편찬 목적에 따
라 그 내용을 과감히 첨삭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2.4 직역과 의역
≪소학≫의 언해본이 처음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의
역으로 ≪번역소학≫(1518년)을 만들었다가 내용이 원문과 달라 직역
인 ≪소학언해≫(1588년)으로 다시 만들었다. 크게 그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면 의역은 그 출전을 밝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령
아래와 같은 문장을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6) 괄호 있는 굵은 이탤릭체의 문장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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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러 하직고
(2) 들어가서 헤어질 예(禮) 올리고
위의 내용은 현전하는 다른 하나의 기본 청학서인 ≪八歲兒≫에서
따온 것이다.
dosime
도시머
(들어가서
드러

fakcara doro arafi7)
팍챠라 도로 아라피
헤어질 예(禮) 올리고)
하직고

직역
의역8)

위의 (1)과 (2)에서 보듯이 전혀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의
역과 직역의 차이일 뿐 같은 문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번역되어서 전해지는 문장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전해진 글이 의역인지 직역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7) doro arambi :예(禮)를 올리다.
8) 팔세아의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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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어 ≪소아론≫과 항탁설화(통승의 ≪소아론≫)

3.1. 청어 ≪소아론≫과 통승의 ≪소아론≫의 비교
먼저 청어 ≪소아론≫이 서두와 결론 및 7개 문답으로 이루어진 것
을 고려해서 전체 9부분으로 나누고 그것과 비교되는 통승의 ≪소아
론≫과 청어 ≪소아론≫의 부분을 비교해 나가도록 한다. 여기서는 전
반적 개요를 표를 만들어 보이고 3.3에서는 주요 장면과 키워드 순으
로 정리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청어 ≪소아론≫과 통승의 ≪소아론≫
의 비교이다.
통승의 소아론
孔子님 이름은 구요, 자는 중니시다. 노나라 서쪽에 학교를
하루는 제자를 모두 이끌고 차를 몰고 행하는 중,
도입부 설립하였다.
대로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많은 아이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놀지 않고 있어서
공자님이 어차를 멈추고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 홀로
놀지 않고 있는고?
아이가 답하기를 무릇 노는 것은 이로움이 없습니다, 의복이 찢
꿰매기가 어렵고 위로는 부모님에게 욕보이게 되고 아
문답 1 어지면
래로는 그 욕됨이 문중에까지 미치기 때문이요. 반드시 다툼이
있을 터이니 노력하여도 공로가 없으니 어찌 좋은 일이라 하리
오. 그런 연고로 놀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숙이고 기
와 조각으로 성을 짓는 놀이를 하였습니다.
공자 따져 말씀하시기를 어차가 가는데 어찌하여 피하지 않
느냐 호령하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자고이래로 당연히 수레가
문답 2 성을 피하여 다니지, 성이 수레를 피하는 것은 아니요. 공자가
이에 수레의 굴레를 풀고 하차하여 묻기를 어찌하여 어린 녀석
이 말 꾸밈이 많으냐? 하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태어나

- 16 -

문답 3

문답 4

문답 5

문답 6

서 삼세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구별하고, 토끼는 태어나서 삼
일이 되면 땅위의 논과 밭두렁을 뛰어다니고, 물고기는 태어나
서 삼일이 되면 강과 호수에서 노는 것이 우주와 자연의 이치
거늘 어찌 기만한다고 할 수 있으리오.
공자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느 향, 어느 리에 살며 너의 성과
이름, 자는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아이가 답하기를 내가 사는 곳
은 허름하고 천한 곳이요, 성은 항, 이름은 탁이라 하옵고 아직 어려서
자는 있지 않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이 여행하고 싶으니 너의 뜻은 어
떠하냐 하고 물으니 아이가 답하여 말하기를 집에 엄한 아버지가
계시어 마땅히 섬겨야 되고, 집에 사랑하시는 어머님이 계시니 마땅히
봉양하여야 되며, 집에 어진 형이 있으니 마땅히 따라야 되고, 집에
어린 동생이 있으니 마땅히 가르쳐야 되며, 집에 밝으신 스승님이 계
시니 마땅히 배워야 되니 어찌 동행할 겨를이 있으리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차 안에 삼십이 쪽 장기 있으니
나와 같이 장기나 두었으면 하는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아이가 대답하기를 천자가 장기 두기를 좋아하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신하가 장기 두기를 좋아하면 역사에 기록할 것이 없으며, 유
림선비가 장기 두기를 좋아하면 학문의 배움이 늦어지고, 소인이 장기
두기를 좋아하면 가정에 재물이 굴러 나가고, 노비가 장기를 좋아하면
상전에게 반드시 책망을 들을 것이오, 농부가 장기를 좋아하면 밭 갈
아 씨 뿌릴 때를 잃게 되니, 이런 연고로 장기 두기를 좋아하지 않습
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 더불어 천하를 평정하여
다스리고 싶은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아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천하를 평정하면 아니 되리오. 높
은 산과, 강, 호수가 있으며 왕과 제후가 있고, 혹은 남 여 노비
가 있을진대, 높은 산을 평평하게 하면 새와 짐승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고, 강과 호수를 평평하게 하면 물고기와 자라의
귀처가 없어지고, 왕과 제후를 제거하면 많은 백성들 사이에 시
비가 많아지게 되고, 노비를 완전히 없애면 군자는 누구를 부리
리오. 이처럼 천하가 광활한데 어찌 천하를 평정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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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늘아래 어떤 불은 연기가 없
고, 어떤 물에는 물고기가 없으며, 어떤 산에는 돌이 없고, 어떤
나무에는 가지가 없으며, 어떤 사람은 지어미가 없고, 어떤 여
인은 지아비가 없으며, 어떤 암소는 송아지가 없고, 어떤 암말
은 망아지가 없으며, 어떤 수컷은 암컷이 없고, 어떤 암컷은 수
컷이 없고, 군자는 무엇이고, 소인은 무엇이며, 부족함은 무엇이
여유가 있음은 무엇이며, 어떤 성에 시장이 없고, 어떤 사람
문답 7 고,
은 字가 없는지 아느냐?
아이가 답하기를 개똥벌레의 불에는 연기가 없고, 우물의 물에는 고
기가 없으며, 흙산에는 돌이 없고, 마른나무에는 가지가 없고, 흙으로
만든 소는 송아지가 없으며, 나무로 만든 말에는 망아지가 없고, 외로
운 수꿩에는 암꿩이 없고, 외로운 암꿩에는 수꿩이 없으며, 어진 자는
군자요, 어리석은 자는 소인이며, 겨울은 여유롭지 못하고, 여름은 남
음이 있으며, 황성에는 시장이 없고 , 어린아이는 字가 없습니다.
공자님이 물어 말하기를 너는 하늘과 땅의 기강이 어떠하고,
음양의 시작과 끝이 어디며, 오른 쪽은 무엇이고 왼쪽은 또 무
엇이며, 표면은 무엇을 말하고 안은 무엇을 말하며, 아비는 무
엇이고 어미는 무엇이며, 지아비는 무엇이고 지어미는 또 무엇
이며, 바람은 어디서 오고 비는 어디서 오며, 구름은 어디서 나
오고 안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며 하늘과 땅은 몇 천만리 떨어
져 있는지 아느냐?
소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구구 팔십 일이 돌아오고 돌아가니 이것
문답 8 이 하늘과 땅의 법강과 풍기를 세워 다스리는 일이요, 팔구 칠십이가
음과 양의 시작과 끝이며,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하며,
해를 지아비라 하고, 달을 지어머니라 하며, 동쪽을 왼쪽이라 하며, 서
쪽을 우측이라 하고, 바깥을 겉이라 하며, 내부를 안쪽이라 하고, 바람
이 불어오는 것은 푸른 오동나무 잎으로 오는 것을 알고, 비 오는 것
은 성의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구름은 산에서 나오고 안개는 땅
에서 일어나며, 하늘과 땅은 서로 천천 만여 리 떨어져 있고 동서남북
은 모두 귀에 둘 수 있습니다.
문답 9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친하냐? 지아비와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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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이가 친하냐?
아이가 답하여 말하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는 친인이고 , 지아비와 지어
미는 친인이 아닙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아비와 지어미는 살
아서는 한 이불 속에 자고 죽어서는 한곳으로 묻히거늘, 어찌하여 친
하지 않다 하는고?
아이가 답하여 말하기를 인생에서 아내가 없음은 바퀴 없는 수레와
같아, 없는 바퀴는 다시 만들면 새것을 얻게 되며, 지어미가 죽으면 다
시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또한 새로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어진 집안의
여인은 반드시 귀한 지아비를 배필을 얻을 수 있고, 열 칸짜리 집에서
대들보를 얻어야 하며, 삼창문과 육창이 있어도 하나의 창의 빛보다
못하고, 많은 별들이 밝다하나 외롭게 혼자 있는 달의 밝음만 같지 않
으니, 부모의 은혜가 이와 같아 어찌 놓을 수 있으리오
공자님이 탄복하여 말하기를 어질고도 어질도다.
아이가 공자에게 묻기를, 방금 전에 탁에게 물은 것에 대해 탁이 일
일이 답하였으니 탁이 이제 부자에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나니 탁
에게 밝히어 가르치시고 버리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아이가 말하기를
거위와 오리는 어찌하여 물위에 잘 뜨고, 기러기는 어찌하여 소리를
내며, 소나무와 잣나무는 어찌 겨울 내내 푸릅니까?
문답 10 공자 답하여 말하기를 거위와 오리가 물위에 잘 뜨는 것은 발이 넓
기 때문이요, 큰 기러기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목이 긴 것으로 인
함이요 소나무와 잣나무가 겨울에 푸른 것은 속이 견고해서 푸른 것
이니라. 아이가 답하여 말하기를 아니요 , 물고기와 자라가 물에 뜨는
것이 어찌 발이 넓기 때문이요 두꺼비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어
찌 목이 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 푸른 대나무가 겨울에 푸른 것
은 어찌 속이 견고하기 때문이라 하리오.
또 아이가 물어 말하기를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얼마나 되나이까?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가까운 땅에도 얼마든지 논할 것이 많거늘
어찌 하필 먼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느냐? 아이가 말하기를 땅에서
문답 11 바쁘게 돌아가는 집들이 얼마나 되리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을 논하지 어찌 하
늘 이야기 아니면 땅에 있는 일들을 말할 필요가 있는고? 소아가 말
하기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니 그러하면 눈 위에 눈썹 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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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나 되는지요?
공자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
기를 후생이 두렵도다. 어찌 능히 사람을 구함에 있어 오늘 같은 날이
하시며 어차에 올라 행차하였도다. 시에 이르기를 나이가 어
마무리 있으리오
리고 총명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지혜가 뛰어난 영재가 많아서 세
상의 한량없는 일을 담론하고 오래 되고 신성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
도록 분명히 하도다.
표 3 통승의 ≪소아론≫
청어 ≪소아론》
<小兒, 1a> 녜 한나라
시졀에 부 國家 다
려 天下 各省에 두루
니다가
<小兒, 1b> 쟝강셩에 다
도입부 르니 부 가 길
쟈근 세 아들이 막아
셔셔 셩 고 노롯더
니 부 보고 노롯
아니고 그저 안잣거

<小兒, 2a> 부 니
로되 이 아 네 엇지
노롯 아니다 三歲
兒ㅣ 답호되 官員 사
제1문답 이 노롯 즐기면 國事
ㅣ 어즈럽고
<小兒, 2b> 百姓 사이
노롯 즐기면 農桑을 뉘
거두료 그러모로 官員

통승의 ≪소아론≫
孔子님 이름은 구요,
자는 중니 시다. 노나라
서쪽에 학교를 설립하였
다 하루는 제자를 모두
이끌고 어차를 몰고 행하
는 중, 대로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많은 아이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아
이가 놀지 않고 있어서.
공자님이 어차를 멈추
고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 홀로 놀지 않
고 있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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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百姓 믈논여 노롯
원치 아니이다
부 니로되 <小兒,
3a>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만히 아뇨 네 내
제2문답 뭇 일을 다 잘 답
다 三歲兒ㅣ 답호되
부의 무르시 말을
잘 답리이다

통승의 ≪소아론≫
<문답 10>공자님이 탄
복하여 말하기를 어질고
도 어질도다.
청어 ≪소아론≫ <제7
문답> 부 니로되 쟈
근 아 네 엇지 그리
만히 아뇨

<小兒, 3b> 부 무르
되 쟈근 아 네 드르라
놉흔 뫼흘 업게 쟈 深
川을 업게 쟈 官員 사
을 업게 쟈 그러
면
<小兒, 4a> 고로 아니
되오랴 三歲兒ㅣ 답호
면 해당부분이 없다.
제3문답 되범과놉흔곰이뫼흘어업게의지에
살며 深川을 업게 면
남샹이와 고기
<小兒, 4b> 어 의지에
이시며 官員 사을 업
게 면 법녜 엇지 
호며 百姓 사이 뉘게
힘 어드료 天下ㅣ
<小兒, 5a> 고로 되오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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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문답과
마찬가지로
청어 ≪소아
론≫ 특유의
문체이다.
반복에 의한
어학서의 학
습효과 증대
를 위한 어
구라고 생각
된다.

期約지 못리이다

제2문답과
마찬가지로
청어 ≪소아
론≫ 특유의
문체이다.
반복에 의한
어학서의 학
습효과 증대
를 위한 어
구라고 생각
된다.

부 니로되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다 일
을 아다 내   일
제4문답 을 무르리라 三歲兒ㅣ
뒤흐로 믈<小兒, 5b> 러
두 손 잡고 니로되 무슴
일을 무르시리잇가

통승의 ≪소아론≫
<문답10>공자님이 탄복
하여 말하기를 현명하고
도 현명하도다.
청어 ≪소아론≫
<문답7> 부 니로되
쟈근 아 네 엇지 그
리 만히 아뇨

부 니로되 엇던 사
의게 妻 업고  엇던
겨집의게 지아비 업고
또 엇던 사<小兒, 6a>
의게 일홈 업고  엇
던 城에 官員 업고 
엇던 술의에  업고 
엇던 믈에 고기 업고 
엇던 불에  업<小兒,
제5문답 6b> 고  엇던 게 
아지 업고  엇던 게
아지 업고  엇던 약
대게 삿기 업스뇨 이런
일을 아다
<小兒, 7a> 三歲兒ㅣ 
답호되 부텨의게 妻 업
고 仙女의게 지아비 업
고 난 아게 일홈 업
고 뷘 城에 官員 업고

공자님이 말씀하시
기를 네가 하늘아래
어떤 불은 연기가 없
고, 어떤 물에는 물고
기가 없으며, 어떤 산
에는 돌이 없고, 어떤
나무에는 가지가 없으
며, 어떤 사람은 지어
미가 없고, 어떤 여인 통승의 ≪소
은 지아비가 없으며, 아론≫의 문
어떤 암소는 송아지가 답 7
없고, 어떤 암말은 망
아지가 없으며, 어떤
수컷은 암컷이 없고,
어떤 암컷은 수컷이
없고, 군자는 무엇이
고, 소인은 무엇이며,
부족함은 무엇이고, 여
유가 있음은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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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성에 시장이 없
고, 어떤 사람은 字가
없는지 아느냐 ?
아이가 답하기를 개똥벌
레의 불에는 연기가 없
고, 우물의 물에는 고기
흙산에는 돌
<小兒, 7b> 轎子에  가이 없으며,
업고 반도블에  업고 가지가없고,없고,마른나무에는
흙으로 만
나모게 아지 업고 든 소는 송아지가
없으
게 아지 업고
나무로 만든 말에는
약대게 삿기 업고 며,
없고, 외로운
우믈믈에 <小兒, 8a> 고 망아지가
수꿩에는 암꿩이 없고,
기 업니이다
외로운 암꿩에는 수꿩이
없으며, 어진 자는 군자
요, 어리석은 자는 소인
이며, 겨울은 여유롭지
못하고, 여름은 남음이
있으며, 황성에는 시장이
없고, 어린아이는 字가
없습니다.
부 니로되 쟈근 아
 네 그리 알면 내 
무르리라
통승의 ≪소아론≫ 핵심문답에
요 우희 골 난다 을 <문답10>공자님이
탄복 해당되는 부
제6문답 아다
말하기를 어질고도 분은 없다.
<小兒, 8b> 집 앏  하여
난다 을 아다 이 어질도다.
 번다 을 아
다 개 제 님자 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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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다
三歲兒ㅣ 답호되 골이
라 은 <小兒, 9a> 요
  돗기오 이라 
은 거슬이 셰온 발이오
이  번다 은
 흐모로 그러니이
다 <小兒, 9b> 개 제 님
자 즛다 은 쇽졀
업시 여러 손을 만나 즛
니이다
부 니로되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만히
아뇨
네 내게  무르라
<小兒, 10a> 三歲兒ㅣ
이리 니로믈 듯고 답
호되 내 무슴 말을 무르
믈 잘며 부의 뭇지
아니여 엇지 잘료
에 각 일
제7문답 이제
을 뭇고<小兒, 10b> 져
이다
여러 나모 즁에 소남근
엇지여 겨 녀름 업
시 프르고 곤이와 기러
기 믈에 헤움을 잘
고
<小兒, 11a> 벅국이
우 소 크뇨 부 니
로되 松栢은 속이 모

아이가 공자에게 묻기
를, 방금 전에 탁에게 물
은 것에 대해 탁이 일일
이 답하였으니 탁이 이
제 부자에게 한 가지 여
쭤보려고 하나니 탁에게
밝히어 가르치시고 버리
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아이가 말하기를 거위와
오리는 어찌하여 물위에
잘 뜨고, 기러기는 어찌
하여 소리를 내며, 소나
무와 잣나무는 어찌 겨울
내내 푸릅니까?
공자 답하여 말하기를
거위와 오리가 물위에 잘
뜨는 것은 발이 넓기 때
문이요, 큰 기러기가 소
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목이 긴 것으로 인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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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겨 녀름 업시 프르
고 곤이와 기러기 발
이 너브모로
<小兒, 11b> 믈에 헤움
을 잘고 벅국이 목
이 길모로 우롬이 크니
라
三歲兒ㅣ 답호되 松栢
은 속이 모로
<小兒, 12a> 겨 녀름
업시 프를지면 대 어
 속이 모로 겨 녀
름 업시 프르고 곤이와
기러기 발이 너브모
로 믈에 헤움을 잘 
지면
<小兒, 12b> 남샹이와
고기 어 발이 너브
모로 믈에 헤움을 잘
고 벅국이 목이 길모
로 우 소 클지면 죠
고만 머구리 어 목
이 길모로
<小兒, 13a> 우 소리
크다 리잇가
부 니로되 내 너
試驗여 짐즛 무럿더니
거시 장 明
마무리 네白다아
여 크게 기리니
<小兒, 13b> 그 시졀의
듯 사들이 三歲兒

소나무와 잣나무가 겨울
에 푸른 것은 속이 견고
해서 푸른 것이니라.
아이가 답하여 말하기를
아니요, 물고기와 자라가
물에 뜨는 것이 어찌 발
이 넓기 때문이요 두꺼비
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 어찌 목이 길기 때문
이라 할 수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겨울에 푸른 것
은 어찌 속이 견고하기
때문이라 하리라.

공자님이 웃으면서 대
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기
를 후생이 두렵도다
어찌 능히 사람을 구함
에 있어 오늘 같은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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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리오 하시며 어차에
올라 행차하였도다. 시에
이르기를 나이가 어리고
총명한 자를 업신여기지
장 착다 여 니고 말라. 지혜가 뛰어난 영
일로 니라
재가 많아서 세상의 한량
없는 일을 담론하고 오래
되고 신성한 것들이 드러
날 수 있도록 분명히 하
도다.
표 4 청어 ≪소아론≫과 통승의 ≪소아론≫의 비교

3.2. 자료 전체 개관
특기할 만한 것은 청어 ≪소아론≫에서는 공자와 항탁의 대결이라
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통승의 ≪소아론≫의 첫머리에 공
자의 이름과 자가 나오는데 청어 ≪소아론≫에서는 그냥 존경할 만한
자를 표시하는 부자(夫子)의 음역인 ‘부’로만 언급되는 것이다. 이것
은 조선이 숭유억불정책을 편 유교국가임을 감안할 때 의아하나 삼강
행실도 민손 홑옷(閔損單衣_魯)에서 굳이 민손이 공자의 제자임을 밝
혀 번역하지 않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제3문답과 문답 6이 구체적으로 맞는 것이 없는 것은 청어 ≪소아
론≫이 어학서로 편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뒤 전후 상황은 항탁
설화를 바탕으로 한 통승의 ≪소아론≫에서 가져오되 나머지는 청어
≪소아론≫이 지향하는 청학서로서의 수준에 맞추어 편집되었다고 본
다.
3.3. 내용 분석
주요 장면과 키워드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다.
물론 청어 ≪소아론≫을 기반으로 대응되는 내용의 조각들을 통승의
- 26 -

≪소아론≫에서 찾는다.

3.3.1. 도입부
공자가 어느 곳에 다다라 여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놀지 않고 있
는 것을 발견한다. 다만 청어 ≪소아론≫에서는 3명 중의 1명으로 통
승의 ≪소아론≫에서는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으로 묘사되어 있다.
3.3.2. 제1문답
왜 홀로 놀지 않느냐는 부분이 문답 1의 앞부분에 있다.
그 외에 주요 부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위치
놀이종류
내용
위치
놀이종류
질의응답

청어 ≪소아론≫
제1문답
노롯(장난)
관원-국사

통승의 ≪소아론≫
문답 1
戱(노는 것)
衣(의복)-父母(부모), 門中(문중)
표5

제1문답
노롯(장난)
관원-국사

문답 5
棋子(장기)
天子(천자)-理(다스림)
諸侯(신하)-政紀(역사기록)
士儒(유림선비)-學問(학문)
小人(소인)-(家計)재물 (輸却)나감
奴婢(노비)-受鞭撲(상전의 책망)
백성-농상(農桑) 農夫(농부)-耕種失時(경작)
표6

3.3.3. 제2문답
소아와 항탁을 칭찬하는 부분으로 통승의 ≪소아론≫ <문답 10>에
비슷한 내용이 있으며 이 칭찬은 청어 ≪소아론≫ <제7문답>에도 비
슷한 내용이 있다. 청어 ≪소아론≫ 특유의 문체로 반복표현에 따른
반복학습 효과를 노리고 편집된 것으로 생각된다.
3.3.4. 제3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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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해당하는 통승의 ≪소아론≫부분이 없다.
3.3.5. 제4문답
이 부분은 청어 ≪소아론≫의 제2문답과 더불어 소아를 칭찬하는
부분으로서 통승의 ≪소아론≫ <문답 10>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3.3.6. 제5문답

청어 ≪소아론≫
제5문답
사
-처-부텨
겨집-지아비-선녀
사
-일홈(이름)-
난 아
성-관원-뷘 성
술의-(바퀴)-轎子
믈-고기-우믈믈
불-(연기)-반도블
질의응답 쇼-아지-
쇼

-아지-나모 
약대-삿기-약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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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승의 ≪소아론≫
문답 7
수컷-암컷-외로운 수꿩
雄 - 雌- 孤雄
암컷-수컷-외로운 암꿩
雌 - 雄- 孤雌
사람-자-어린아이
人 - 字-小人
물-물고기-우물물
水-魚 - 井水
불-연기-개똥벌레
火-烟 - 螢
소-송아지-흙 소
牛-犢 - 土牛
말-망아지-나무 말
馬-駒 - 木馬
산-흙산-돌
山-土山-石
나무-마른나무-가지
樹- 枯樹枝
군자-어진 자
君子-賢
소인-어리석은 자
小人-愚

부족함-겨울
不足- 冬日
여유 있음-여름
有餘-夏日
성-황성-시장
城-皇城-市

표7

3.3.7. 제6문답
첫 부분은 통승의 ≪소아론≫ <문답 10>에서 보이는 것 같은 소아
에 대한 칭찬이며, 나머지 부분은 통승의 ≪소아론≫에서 찾을 수 없
는 내용이다.
3.3.8. 제7문답
청어 ≪소아론≫의 제7문답은 통승의 ≪소아론≫문답 10과 같다.
청어 ≪소아론≫
위치 제7문답
소
-사계절 푸름-속이 다
질 의 곤이와 기러기-헤움 잘함-발이
응답
너븜
벅국이-우는소리 큼-목이 길다
표8

소아의 반문

대
남샹이와 고기
머구리

표9

통승의 ≪소아론≫
문답 10
소나무․잣나무-푸름-속이
견고
松柏 靑- 心堅
거위와 오리-물에 뜸-발 넓
음
鵝鴨 - 能浮 - 脚足方
큰 기러기-소리냄-목이 김
鴻雁 - 能鳴- 頸長

竹(대)
魚鱉(물고기 자라)
蝦蟆(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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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마무리
거의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다만 청어 ≪소아론≫에서는 부
가 짐짓 시험해서 물었다는 내용이 더해져 있고 통승의 ≪소아론≫에
서는 지혜가 뛰어난 영재가 많다고 일반화되어 있다.

- 30 -

4. 청어 ≪소아론≫과 ≪공자항탁상문서≫

이 장에서 사용될 ≪공자항탁상문서≫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전홍철
(1997)을 따랐으며, 전체를 서두, 9개의 문답, 마무리의 11개의 부분으
로 크게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한문 원문은
<자료> 부분에 붙였다.
4.1 ≪공자항탁상문서≫
돈황변문 ≪공자항탁상문서≫
옛날 공자가 동쪽으로 여행하다 형산 아래 이르러 세 아이를
도입부 만났다. 그 중 두 아이는 장난치고 있었지만 한 아이는 장난하
고 있지 않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공자가 물었다.
“애야, 너는 어째서 놀지 않느냐?”
소년이 말했다.
“심한 장난은 서로 큰 손해며 가벼운 장난이 라도 서로에게 상
주니 장난이란 도움이 안 되고 옷에 구멍이나 낼뿐이에요.
문답 1 처를
서로 돌이나 던지고 노는 것은 집에 돌아가서 절구질하여 집안
일을 돕는 것만 못해요. 장난치다 부모나 형제 앞에 끌려가게
되면 말대꾸하여 변명하지 않으면 욕을 먹을 거예요. 이러한 점
을 심사숙고하여 장난하지 않는 것인데 어째서 괴이하게 여기
시는지요?”
또 한 번은 공자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길 한 복판에서 귀한
관상은 지닌 항탁이 흙으로 성을 쌓고는 그 안에 앉아 있었다.
물었다.
문답 2 공자가
“어째서 수레를 피하지 않는 게냐?”
소년이 대답했다.
“옛날 성인의 말씀에 ‘위로는 천문을 알고 아래로는 지리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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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운데로는 인정을 안다.’했지요? 자고로 수레가 성을 피한
단 말은 들었지만 성이 수레를 피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
신지요?”
공자는 답변을 못하고는 마침내 수레가 성을 피해가도록 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 물었다.
“너는 뉘집 아이이며, 성명이 어떻게 되느냐?”
소년이 대답했다.
“성은 항이요 이름은 탁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너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대단히 사리에 밝구나.”
소년이 말했다.
“제가 듣기로 물고기는 태어난 지 삼일 만에 강과 바다를 돌아
다니고, 토끼는 태어난 지 삼일 만에 수백 보를 뛰어다니고 말
은 태어난 지 삼일 만에 그 어미를 쫓아다니며, 사람은 태어난
지 삼일 만에 부모를 안다 하였지요. 천지자연의 이치인 것을
무엇이 대단하단 말입니까?”
공자가 물었다
“돌이 없는 산, 물고기 없는 물, 빗장 없는 문, 바퀴없는 수레,
송아지 없는 소, 망아지가 없는 말, 고리 없는 칼. 연기 없는
불, 아내 없는 남자, 남편 없는 여자, 태양 빛이 부족한 날, 태
양 빛이 남아도는 날, 암놈이 없는 수놈, 가지 없는 나무, 하인
이 없는 성, 자가 없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문답 3 소년이 대답했다.
“흙산은 돌이 없고, 우물물은 고기가 없고, 빈 문에는 빗장이
없고, 가마는 바퀴가 없고, 진흙으로 만든 소는 송아지가 없고,
목마는 망아지가 없고, 작두는 고리가 없고 반딧불은 연기가 없
고, 선인은 아내가 없고, 선녀는 남편이 없고, 겨울에는 해가 부
족하고, 여름에는 해가 여유가 있고, 홀로된 수놈은 암놈이 없
고, 마른나무는 가지가 없고, 빈 성에는 하인이 없고, 어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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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子)가 없지요.”
공자가 말했다.
“총명하구나 총명해! 내 너와 함께 천하를 주유했으면 하는데
하겠느냐?”
소년이 대답했다.
“가지 않겠어요. 저는 엄한 부친을 시중을 들어야 하고 자애로
운 어머님을 봉양해 드려야 해요. 또 큰 형님을 모셔야 하고 밑
의 아우를 가르쳐야 해요. 때문에 당신을 따라 갈 수 없어요.”
공자가 말했다.
“네 수레 속에 바둑이 있는데 내기 시합하는 것이 어떻겠느
냐?”
소년이 대답했다.
“저는 노름 같은 것 안해요. 천자가 노름을 좋아하면 풍우를 기
문답 4 대할 수 없고, 제후가 노름을 좋아하면 국사가 다스려지지 아니
하고, 관리가 노름을 좋아하면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농부가
노름을 좋아하면 농사의 시기를 잃고, 학생이 노름을 좋아하면
시서 읽는 것을 잊어버리지요. 아이가 노름을 좋아하면 종아리
를 맞게 되어 도움이 안 되는데 무엇 하러 그것을 배우겠는지
요?
공자가 물었다.
“내 너와 함께 천하를 평등하게 했으면 하는데 하겠느냐?”
소년이 대답했다.
“천하는 평등하게 될 수 없습니다. 높은 산이 있기도 하고, 강
과 바다가 있기도 하며, 공경이 있고 노비가 있는 경우도 있어
수 없습니다.
문답 5 평등해질
공자가 말했다.
“내 너와 높은 산을 깎아 강과 바다를 막아 버리고, 공경을 제
거하고 노비를 없애면 천하의 불평등이 어찌 제거되지 않겠느
냐?”
소년이 대답했다.
“높은 산을 평평하게 하면 금수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고, 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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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막아 버리면 물고기가 살 곳이 없어지고, 공경을 제거하
면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하고, 노비를 없애면 군자는 누구를 부
리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잘한다 잘해! 너는 집 위에서 자라는 소나무, 문 앞에 자라는
갈대, 책상 위에 있는 부들, 개가 주인에게 짖어 대는 것, 며느
리가 앉아서 시어미를 부리는 것, 닭이 꿩으로 변한 한 것, 개
가 여우로 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문답 6 소년이 대답했다.
“지붕위에 자라는 소나무는 서까래고, 문 앞에서 자라는 갈대는
발이고, 책상위에서 있는 부들은 방석이고, 개가 주인을 보고
짖는 것은 객이 옆에 있기 때문이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부리는
것은 신부가 처음 시댁 문을 지날 때고, 닭이 꿩으로 변하는 것
은 산과 못에서고, 개가 여우로 변하는 것은 구릉에서지요.
또 공자가 물었다.
“너는 부부와 부모 중 어느 쪽이 가까운지 알겠느냐?”
소년이 대답했다.
“부모가 친하지요.”
공자가 말했다.
“부부가 친하단다. 살아 있을 때는 침상을 같이 하고 죽어서는
관을 같이 할 만큼 아끼고 사랑함이 지극하니 어찌 친하지 않
문답 7 겠느냐?”
소년이 대답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에게 어머니가 있는 것은 나
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남자에게 아내가 있는 것은 수레
에 바퀴가 있는 것과 같지요. 수레가 부서져 다시 만들 경우 새
로운 바퀴가 필요하듯이 아내가 죽어 새장가를 들면 좋은 아내
를 얻을 수 있지요. 나무가 죽으면 모든 가지가 말라 버리듯 어
머니가 돌아가시면 모든 자식들이 고아가 되니, 아내를 어머니
에 비유하는 것이 어찌 거꾸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소년이 공자에게 물었다. 소년이 물었다.
문답 8 이제는
“거위와 오리는 어째서 물위에 뜨고, 기러기와 학은 어째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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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소나무와 잣나무는 어째서 항시 푸른지요?”
공자가 말했다.
“거위와 오리가 물위에 뜰 수 있는 것은 다리가 각이 졌기 때
문이고, 기러기와 학이 울 수 있는 것은 목이 길기 때문이며,
소나무와 잣나무가 항시 푸른 것은 중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소년이 말했다.
“그렇지 않지요. 거북이와 자라가 물에 뜨는 것이 어찌 다리를
가졌기 때문이며, 두꺼비가 울 수 있는 것이 어찌 목이 길기 때
문이며, 대나무가 항시 푸른 것이 어찌 중심이 강하기 때문이겠
습니까?
공자가 물었다.
“너는 하늘의 높이와 땅의 두께가 얼마나 되고, 하늘에는 몇
개의 기둥이 있고, 땅에는 몇 개의 기둥이 있고, 바람은 어디에
서 불어오고, 비는 어디에서 생겨나고, 서리는 어느 곳에서 생
겨나고, 이슬은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 알겠느냐?”
대답했다.
문답 9 소년이
“천지는 일억구천구백구십구리요, 땅의 두께는 하늘과 같습니
다. 바람은 창오산에서 불어오고, 비는 높은 곳에서 시작되고,
서리는 하늘에서 생겨나고, 이슬은 온갖 풀에서 생겨나지요, 하
늘에는 들보가 없으며, 땅에도 기둥이 없습니다. 사방의 구름으
로 서로 지탱하여 기둥 삼을 뿐이니 괴이하게 여길 것이 무엇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총명하구나 총명해! 정말 후배는 두려워할만하다는 사실을 이
깨닫겠구나!”
마무리 제야
공자는 항탁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답변이 한결같이 항탁만 못
하자 내심 항탁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지닌다. 다음은 시로 읊는
다(시는 생략)
표 10 돈황변문 ≪공자항탁상문서≫

4.2 청어 ≪소아론≫과 ≪공자항탁상문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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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청어 ≪소아론≫
<小兒, 1a> 녜 한나라
시졀에 부 國家 다
려 天下 各省에 두루
니다가
<小兒, 1b> 쟝강셩에
다르니 부 가 길
 쟈근 세 아들이
막아 셔셔 셩 고 노
롯더니 부 보고
노롯 아니고 그저
안잣거

<小兒, 2a> 부 니로
되 이 아 네 엇지
노롯 아니다 三歲
兒ㅣ 답호되 官員 사
이 노롯 즐기면 國事
제1문답 ㅣ 어즈럽고
<小兒, 2b> 百姓 사
이 노롯 즐기면 農桑을
뉘 거두료 그러모로 官
員 百姓 믈논여 노롯
 원치 아니이다
부 니로되 <小兒,
제2문답 3a>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만히 아뇨

돈황본 ≪공자항탁 비고
상문서≫
옛날 공자가 동쪽으로
여행하다 형산 아래
이르러 세 아이를 만
났다. 그 중 두 아이
는 장난치고 있었지만
<서두>한 아이는 장
난하고 있지 않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공
자가 물었다.
“애야, 너는 어째서
놀지 않느냐?”
<문답 4>제후가 노름
을 좋아하면 국사가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관리가 노름을 좋아하
면 행정 처리가 늦어
지고, 농부가 노름을
좋아하면 농사의 시기
를 잃고,
<문답 3>총명하구나
총명해!
<문답 6>잘한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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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항탁상
문서≫의 서
두와 문답 1
의 내용에서
일치를 하고
문답 4의 부
분이 변형된
형태로 청어
≪소아론≫에
나타난다.
이 부분은
청어 ≪소아
론≫의 제4문

네 내 뭇 일을 다 잘
답다 三歲兒ㅣ 
답호되 부의 무르시
 말을 잘 답리
이다
<小兒, 3b> 부 무르
되 쟈근 아 네 드르
라 놉흔 뫼흘 업게 
쟈 深川을 업게 쟈
官員 사을 업게 쟈
그러면
<小兒, 4a> 고로 아니
되오랴 三歲兒ㅣ 답
호되 놉흔 뫼흘 업게
제3문답 면 범과 곰이 어
의지에 살며 深川을 업
게 면 남샹이와 고기
<小兒, 4b> 어 의지
에 이시며 官員 사을
업게 면 법녜 엇지
호며 百姓 사이 뉘
게 힘 어드료 天下ㅣ
<小兒, 5a> 고로 되오
믈 期約지 못리이다

해! 청어 《소아론》
<제7문답>부 니로
되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만히 아뇨
<마무리>총명하구나
총명해!
공자가 물었다.
“내 너와 함께 천하를
평등하게 했으면 하는
데 하겠느냐?”
소년이 대답했다.
“천하는 평등하게 될
수 없습니다. 높은 산
이 있기도 하고, 강과
바다가 있기도 하며,
공경이 있고 노비가
있는 경우도 있어 평
등해질 수 없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내 너와 높은 산을
깎아 강과 바다를 막
아 버리고, 공경을 제
거하고 노비를 없애면
천하의 불평등이 어찌
제거되지 않겠느냐?”
소년이 대답했다.
“높은 산을 평평하게
하면 금수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고, 강과
바다를 막아 버리면
물고기가 살 곳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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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과 같이 소
아를 칭찬하
는 부분이다.

문답 5의 내
용의 변형이
다.

부 니로되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다 일을
아다 내   일을
三歲兒ㅣ
제4문답 무르리라
뒤흐로 믈<小兒, 5b>
러
두 손 잡고 니로되 무
슴 일을 무르시리잇가
부 니로되 엇던 사
의게 妻 업고  엇던
겨집의게 지아비 업고
또 엇던 사<小兒, 6a>
의게 일홈 업고 
엇던 城에 官員 업고
 엇던 술의에  업
제5문답 고업고엇던엇던믈에불에고기
업<小兒, 6b> 고
 엇던 게 아지
업고  엇던 게 
아지 업고  엇던 약
대게 삿기 업스뇨 이런
일을 아다
<小兒, 7a> 三歲兒ㅣ

어지고, 공경을 제거
하면 사람이 나쁜 행
위를 하고, 노비를 없
애면 군자는 누구를
부리겠습니까?”
<문답3>총명하구나
총명해!
<문답6>잘한다 잘해!
청어 ≪소아론≫<제
문답7> 부 니로되
쟈근 아 네 엇지 그
리 만히 아뇨
≪공자항탁상문서≫
<마무리> 총명하구나
총명해!
공자가 물었다
“돌이 없는 산, 물고
기 없는 물, 빗장 없
는 문, 바퀴 없는 수
레, 송아지 없는 소,
망아지가 없는 말, 고
리 없는 칼. 연기 없
는 불, 아내 없는 남
자, 남편 없는 여자,
태양 빛이 부족한 날,
태양 빛이 남아도는
날, 암놈이 없는 수놈,
가지 없는 나무, 하인
이 없는 성, 자가 없
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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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청어 ≪소아
론≫의 제2문
답과 같이 소
아를 칭찬하
는 부분이다.

≪공자항탁상
문서≫ 문답
3의 내용의
변형이다.

답호되 부텨의게 妻
업고
仙女의게 지아비 업고
난 아게 일홈 업고
뷘 城에 官員 업고
<小兒, 7b> 轎子에 
업고 반도블에  업고
나모게 아지 업고
게 아지 업고
약대게 삿기 업고
우믈믈에 <小兒, 8a>
고기 업니이다

부 니로되 쟈근 아
네 그리 알면 내  무
르리라 요 우희 골 난
다 을 아다
제6문답 <小兒, 8b> 집 앏 
난다 을 아다 이
 번 다 을 아
다 개 제 님자 즛
다 을 아다

소년이 대답했다.
“흙산은 돌이 없고,
우물물은 고기가 없
고, 빈 문에는 빗장이
없고, 가마는 바퀴가
없고, 진흙으로 만든
소는 송아지가 없고,
목마는 망아지가 없
고, 작두는 고리가 없
고 반딧불은 연기가
없고, 신선은 아내가
없고, 선녀는 남편이
없고, 겨울에는 해가
부족하고, 여름에는
해가 여유가 있고, 홀
로된 수놈은 암놈이
없고, 마른나무는 가
지가 없고, 빈 성에는
하인이 없고, 어린아
이는 자(子)가 없지
요.”
공자가 말했다.
“잘한다 잘해! 너는
집 위에서 자라는 소
나무, 문 앞에 자라는
갈대, 책상 위에 있는
부들, 개가 주인에게
짖어 대는 것, 며느리
가 앉아서 시어미를
부리는 것, 닭이 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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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항탁상
문서≫ 문답
6의 내용의
변형이다.

三歲兒ㅣ 답호되 골
이라 은 <小兒, 9a>
요  돗기오 이라
은 거슬이 셰온 발이
오 이  번다
은  흐모로 그러
니이다 <小兒, 9b>
개 제 님자 즛다
은 쇽졀업시 여러 손
을 만나 즛니이다

부 니로되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만히 아
뇨 네 내게  무르
라
<小兒, 10a> 三歲兒ㅣ
니로믈 듯고 답
제7문답 이리
호되 내 무슴 말을 무
르믈 잘며 부의 뭇
지 아니여 엇지 잘
료 이제 에 각
일을 뭇고<小兒, 10b>
져 이다

로 변한 한 것, 개가
여우로 변한 것이 무
엇인지 알겠느냐?”
소년이 대답했다.
“지붕위에 자라는 소
나무는 서까래고, 문
앞에서 자라는 갈대는
발이고, 책상위에서
있는 부들은 방석이
고, 개가 주인을 보고
짖는 것은 객이 옆에
있기 때문이고, 며느
리가 시어미를 부리는
것은 신부가 처음 시
댁 문을 지날 때고,
닭이 꿩으로 변하는
것은 산과 못에서고,
개가 여우로 변하는
것은 구릉에서지요?
이제는 거꾸로 소년이
공자에게 물었다. 소
년이 물었다.
“거위와 오리는 어째
서 물위에 뜨고, 기러 문답 8의 내
기와 학은 어째서 울 용의 변형이
수 있으며, 소나무와 다.
잣나무는 어째서 항시
푸른지요?”
공자가 말했다.
“거위와 오리가 물위
에 뜰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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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모 즁에 소남근
엇지여 겨 녀름 업
시 프르고 곤이와 기러
기
믈에 헤움을 잘고
<小兒, 11a> 벅국이
우 소 크뇨 부
니로되
松栢은 속이 모로
겨 녀름 업시 프르고
곤이와 기러기 발이
너브모로
<小兒, 11b> 믈에 헤움
을 잘고 벅국이 목
이 길모로 우롬이 크니
라 三歲兒ㅣ 답호되
松栢은 속이 모로
<小兒, 12a> 겨 녀름
업시 프를지면 대 어
 속이 모로 겨
녀름 업시 프르고 곤이
와 기러기 발이 너
브모로 믈에 헤움을
잘 지면
<小兒, 12b> 남샹이와
고기 어 발이 너브
모로 믈에 헤움을 잘
고 벅국이 목이 길모
로 우 소 클지면
죠고만 머구리 어
목이 길모로

다리가 각이 졌기 때
문이고, 기러기와 학
이 울 수 있는 것은
목이 길기 때문이며,
소나무와 잣나무가 항
시 푸른 것은 중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소년이 말했다.
“그렇지 않지요. 거북
이와 자라가 물에 뜨
는 것이 어찌 다리를
가졌기 때문이며, 두
꺼비가 울 수 있는 것
이 어찌 목이 길기 때
문이며, 대나무가 항
시 푸른 것이 어찌 중
심이 강하기 때문이겠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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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兒, 13a> 우 소리
크다 리잇가
부 니로되 내 너
試驗여 짐즛 무럿더
니 네 아 거시 장
明白다 여 크게 기
리니
<小兒, 13b> 그 시졀의
듯 사들이 三歲兒
 장 착다 여 니
고 일로 니라

공자가 말했다.
“총명하구나 총명해!
정말 후배는 두려워할
만하다는 사실을 이제
야 깨닫겠구나!”
마무리
공자는 항탁과의 대화
에서 자신의 답변이
한결같이 항탁만 못하
자 내심 항탁을 살해
하려는 마음을 지닌
다.
표 11 청어 ≪소아론≫과 ≪공자항탁상문서≫의 비교

4.3. 내용 분석
주요 장면과 키워드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다.
4.3.1. 도입부 (제1문답 앞부분)
공자가 어느 곳에 이르러 아이들을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아이들과
는 다르게 놀고 있지 않는 것을 공자가 묻는 장면이다.
4.3.2. 제1문답

청어 ≪소아론≫
위치
제1문답
놀이종류 노롯(장난)
내용

≪공자항탁상문서≫
문답 1/문답 4
戱(놀이)/博(노름)
衣裳(의상)-父母(부모)
天子(천자)-風雨(풍우)
諸侯(제후)-國事(국사)
史人(관리)-(文案)행정
農人(농부)-耕種(농사)

관원-국사
백성-농상(農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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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學生(학생)-書詩(시서)
小兒(아이)-(笞撻)매맞다

돈황변문 문답 7의 부부관계 등이 생략9)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정
광(2002:589)는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생략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공자항탁상문서≫ 문답 4의 내용이 청어 ≪소아론≫의 제1문
답에서 반 이상의 내용이 생략되어진 이유는 꼭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생략된 것 같지는 않다.
4.3.3. 제2문답
이 부분은 청어 ≪소아론≫의 제4문답과 같이 소아를 칭찬하는 부
분으로, 어학 학습서로서의 역할을 위해 반복 사용된 청어 ≪소아론≫
의 관용구라 할 수 있다.
4.3.4. 제3문답
위치
내용

청어 ≪소아론≫
제3문답
놉흔 뫼-범과 곰
深川 -남샹이 고기
관원 -백성

≪공자항탁상문서≫
문답 5
高山(높은산)-獸(금수)
江海(강과 바다)-魚(물고기)
公卿-是非
奴婢-(君子使誰?)군자가 부릴 사람
없다
표 13

위에서 보는 것 같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돈황본의 금수가 범과
곰으로 가장 흔한 예가 올라 왔고 물고기가 남샹이와 고기로 역시 평
범한 예가 등장한다. 다만 공경과 노비가 없어졌을 경우가 관원이 없
으면 백성이 의지할 곳이 없다고 간략화되어 있음을 본다.
9) P.T. 992와 통승의 ≪소아론≫에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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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제4문답
이 부분은 청어 ≪소아론≫의 제2문답과 같이 소아를 칭찬하는 부
분으로, 어학학습서로서의 역할을 위해 반복 사용된 청어 ≪소아론≫
의 관용구라 할 수 있다.
4.3.6. 제5문답

≪공자항탁상문서≫
문답 3
산-돌-흙산
山-石-土山
문-빗장-빈문
門-關-空門
칼-고리-작두
刀-環-斫刀
태양빛-부족-겨울
日 - 不足-冬
태양빛-남음-여름
日 - 有餘-夏
수놈-암놈-홀로된 수놈
雄 - 雌 - 孤雄
나무-가지-마른나무
질의응답
樹 - 枝- 枯樹
남자-아내-선인
사
-처-부텨
人 - 婦- 仙人
여자-남편-옥녀
겨집-지아비-선녀
女 - 夫 - 玉女
사
-일홈(이름)-
난 아 사람-자-어린아이
人- 字- 小兒
성-하인-빈성
성-관원-뷘 성
城-使 - 空城
수레-바퀴-가마
술의-(바퀴)-轎子
車 - 輪 - 轝車
물-물고기-우물물
믈-고기-우믈믈
水-魚 - 井水
위치

청어 ≪소아론≫
제5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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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기-반딧불
火-烟 - 螢火
소-송아지-진흙 소
牛-犢 - 泥牛
말-망아지-목마
馬- 駒 - 木馬

불-(연기)-반도블
쇼-아지 -
쇼

-아지-나모 
약대-삿기-약대
표 14

청어 ≪소아론≫의 항목에 준하여 돈황변문의 키워드를 배치하였다.
양쪽 모두 총 17항목중에 단 1항목(약대-삿기)만 관련 항목이 없고
청어 ≪소아론≫의 10개 항목 중에서 9개의 항목이 완전히 일치한다.
다만 ≪공자항탁상문서≫의 16개 항목 중 7개의 항목이 청어 ≪소아
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청어 ≪소아론≫의 10개 항목 중에서
9개의 항목의 문답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공자항
탁상문서≫에서는 선인으로 된 항목이 청어 ≪소아론≫에서는 “부텨”
로 나온다. 공자의 이름은 삭제되고 부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어
쩌면 이것이 유교의 영향보다는 불교의 세력이 강할 때 나타난 책을
참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청어 ≪소아론≫가
숭불정책을 펼친 고려시대의 여진 관련의 전통을 이어받은 책이라면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라 하겠다. 비록 훈몽자회등에도 실려 있는 ‘약
대’이지만 한국에는 없는 ‘약대’가 예로 들어왔다는 것이 약대가 있던
지방에서의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예) 사
-처-부텨
약대-삿기-약대

人(남자)-婦(아내)-仙人(선인)

4.3.7. 제6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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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청어 ≪소아론≫
제6문답

질의문답 요 우희-골-돗
집 앞-
-발

-
번
-
흠
개-제 님자 즛
다-손(손님)
표 15

≪공자항탁상문서≫
문답 6
집 위-소나무-서까래
屋上 - 松 - 椓
책상 위-부들-방석
床上 - 蒲 - 席
며느리-시어머니 부림 -처
음 시집올 때
妇 - 使姑 - 初来花下
문 앞-갈대-발
户前- 葦 - 箔
닭꿩-산과 못/개, 여우-구릉
鷄雉-山澤 /狗狐- 丘陵
개-주인보고 짖음-옆에 객
犬- 犬吠其主 -为傍有客

만약 청어 ≪소아론≫의 ‘요 우희-골-돗’와 ≪공자항탁상문서≫의
‘책상 위-부들-방석’을 유사한 비유로 본다면 청어 ≪소아론≫의 4항
목이 완전 일치를 하고 ≪공자항탁상문서≫의 2항목은 삭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8. 제7문답
위치
질의문답

1
2
3

청어 ≪소아론≫
제7문답
소남근-사계절 푸름
곤이와 기러기-헤움 잘함
벅국이-우는소리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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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황변문
8문답
松柏(소나무 잣나무)-常
靑(항시푸름)
鵝鴨(거위와 오리)-能浮
(물에 뜸)
鴻鶴(기러기와 학)-能鳴
(움)

1
소아의 반문 2
3

대
남샹이와 고기
머구리
표 16

竹(대)
龜鱉(거북과 자라)
虾蟆(두꺼비)

같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청어
≪소아론≫과 ≪공자항탁상문서≫이지만 위에서 보듯이 기러기가 청어
≪소아론≫에서는 헤움 질문편에 등장하고 ≪공자항탁상문서≫에서는
울음 질문편에 등장하며 소아의 반문 2에서 청어 ≪소아론≫에는 고
기가 추가되어있는 것을 봐서 ≪공자항탁상문서≫가 청어 ≪소아론≫
의 직접적인 저본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이본을 바탕으로 했
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공자의 답과 소아의 반격 모두 비슷하
게 진행된다. 다만 반문의 순서가 청어 ≪소아론≫의 것과 비교해서
반문 2->3->1로 진행된다.
4.3.9. 마무리
딱 맞지는 않으나 소아가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4.4. ≪공자항탁상문서≫에서 삭제되었거나 혹은 청어 ≪소아론≫에 없
는 ≪공자항탁상문서≫의 내용
크게는 문답 1, 문답 3의 후반부와 문답 7, 문답 8의 내용이 청어
≪소아론≫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4.4.1. 문답 1의 후반부
“심한 장난은 서로 큰 손해며 가벼운 장난이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니 장난이란 도움이 안 되고 옷에 구멍이나 낼뿐이에요. 서로 돌이
나 던지고 노는 것은 집에 돌아가서 절구질하여 집안일을 돕는 것만
못해요. 장난치다 부모나 형제 앞에 끌려가게 되면 말대꾸하여 변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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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욕을 먹을 거예요. 이러한 점을 심사숙고하여 장난하지 않
는 것인데 어째서 괴이하게 여기시는지요?”

4.4.2. 문답 3의 후반부
문답 3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은 성 쌓기와 관련하여 청어 ≪소아론
≫의 서두에 있다. 다만 후반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삼
세아≫라는 제목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공자항탁상문서≫에서는
시(詩) 부분에 항탁이 7세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7세는 지금은 실
전된 청학서 ≪칠세아≫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가 듣기로 물고기는 태어난 지 삼일 만에 강과 바다를 돌아다니

고, 토끼는 태어난 지 삼일 만에 수백 보를 뛰어다니고 말은 태어난
지 삼일 만에 그 어미를 쫓아다니며, 사람은 태어난 지 삼일 만에 부
모를 안다 하였지요. 천지자연의 이치인 것을 무엇이 대단하단 말입니
까?”

4.4.3. 문답 7
“너는 부부와 부모 중 어느 쪽이 가까운지 알겠느냐?”로 시작하는
내용은 청어 ≪소아론≫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것
에 대해서는 정광(2002)가 어린이에게 적절하지 못해서 생략되었다고
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청어 ≪소아론≫이 어린이 훈몽서에서 나왔
다고 봤을 때만 타당한 것으로,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보다는
기초 어학서라는 관점에서 삭제 편집되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하
다.
4.4.4. 문답 9

“너는 하늘의 높이와 땅의 두께가 얼마나 되고, 하늘에는 몇 개의
기둥이 있고, 땅에는 몇 개의 기둥이 있고,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고,
비는 어디에서 생겨나고, 서리는 어느 곳에서 생겨나고, 이슬은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 알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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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대답했다.
“천지는 일억구천구백구십구리요, 땅의 두께는 하늘과 같습니다. 바람
은 창오산에서 불어오고, 비는 높은 곳에서 시작되고, 서리는 하늘에
서 생겨나고, 이슬은 온갖 풀에서 생겨나지요, 하늘에는 들보가 없으
며, 땅에도 기둥이 없습니다. 사방의 구름으로 서로 지탱하여 기둥
삼을 뿐이니 괴이하게 여길 것이 무엇 있습니까?”

이것 역시 기본적 단어 습득에 초점을 맞춘 책의 편집 방침을 따른
다면 문장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아마도 삭제 편집되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공자항탁상문서≫와 청어 ≪소아론≫에 나타나는 내용의 흐름 순
위에 유의(4-> 5-> 3-> 6-> 8)할 필요가 있다 서로 반대되는 유의
어의 학습을 위해 본문의 가장 중간에 문답 3을 삽입한 것 같다. 만
약에 이런 어학적인 배려가 없었다면 문답 3의 위치만이 바뀌어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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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어 ≪소아론≫과 P.T. 992

비록 돈황 막고굴의 장경동에서 한문본 ≪공자항탁상문서≫와 같이
발견된 P.T. 992이지만 그 내용에서는 상당한 상이점이 보인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1 敦惶古藏文 P.T. 992 ≪공자항탁상문서≫
敦惶古藏文 P.T. 992 ≪공자항탁상문서≫
옛날에 공자가 차를 타고 동쪽으로 놀러 다니실 때 길에서 우
연히 3명의 아이와 만났다. 2명의 아이는 놀고 있는데 한 아이는
놀지 않고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공자가 물으시길 “(너희
들) 3명중에 2명은 놀고 있고 1명은 엄숙한 얼굴로 놀고 있지
왜 그러느냐?” 한아이가 대답하길 “나는 이미 들었는데 2
도입부 않다
명이 놀다가 1명이 다치면 반드시 싸움이 날 것이며 싸움이 나
면 의복이 찢어질 뿐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야
하면 가볍게는 한 사람을 다치게 할 것이며 위로는 부모의 명성
에 누를 끼치게 되며 아래로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까지 관련되
니 놀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어린 아이야 너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느냐?” 동자가 말하길 “작은 용은 태어나서 삼
일만에 대해에서 헤엄칠 수 있고, 어린 망아지는 태어난 지 삼
문답 1 일만에 천리를 갈 수 있으며, 작은 토끼는 태어난 지 삼 일만에
시력이 미치는 세 배의 거리를 달릴 수 있으며, 간난아이는 태어
난 지 삼 일만 부모를 알아봅니다. 이것처럼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인 것을 어찌 해괴하다고 하십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길: “좋다. 좋다. 어린아이야 너의 성과 이름은
무엇이냐?”
동자가 말하길: “저는 성도 이름도 없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어떤 사람에게 이름이 없느냐? 어떤 산에
문답 2 돌이 없느냐? 어떤 물에 고기가 없느냐? 어떤 남자에게 여자가
없느냐? 어떤 여자에게 남편이 없느냐? 어떤 나무에 가지가 없
느냐? 어떤 소에 송아지가 없느냐? 어떤 말에 망아지가 없느냐?
어떤 문에 빗장이 없느냐? 어떤 차에 바퀴가 없느냐? 어떤 불에
연기가 없느냐? 어떤 칼에 칼집이 없느냐? 어떤 사람에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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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느냐?”
동자가 말하길: “흙으로 쌓인 산에 돌이 없고, 우물물에 고기 없
고, 선인에게 부인이 없고 옥녀에게 남편 없고, 진흙으로 만든
소에 송아지 없고, 목마에 망아지 없고, 단신 여행객에게 아내
없고 마른 나무에 가지 없고, 가위에 칼집 없고 두 명이 나르는
가마에 바퀴 없으며, 무덤 문에 빗장 없으며, 반딧불에 연기 없
으며, 묘지에 선 시장에 이익 없고, 저 역시 이상과 같이 성과
이름이 없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좋다 좋다 내 차안에 바둑판이 있다 너와
내가 친밀하니 통쾌하게 한판 하자꾸나.” 동자가 말하길“ 제가
이미 듣길 국왕이 그것에 빠지면 백성의 생계를 돌아보지 않고,
그것에 빠지면 바람과 비의 시기를 잃어버리고, 상인이
문답 3 대신이
그것에 빠지면 가산을 탕진하고, 농부가 그것에 빠지면 씨 뿌리
고 거두는 시기를 놓칠 것이며, 행인이 그것에 빠지면 손실을 입
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그것에 빠지면 등에 매 맞을 것이니 저도
위와 같은 이유로 놀이 않을 것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좋다 좋아. 어린아이야 내 차에 와서 나
랑 천하를 돌아보지 않을래?” 동자가 말하길: “우리 집엔 부모가
엄하며, 곧 부친의 상을 치러야하며, 어머니를 잘 모셔하며, 또한
어린 동생들 교육을 시켜야함으로 천하를 돌아다닐 수 없습니
문답 4 다.”공자가 말씀하시길: “좋다 좋아. 너와 내가 동맹을 맺고 만약
좋은 술이 있으면 서로 청하고 만약에 싸움이 나면 서로 돕고,
두루 돌아다닌 후에는 힘을 나누도록 하자.” 동자가 말하길: “자
주 술을 마시면 명성이 떨어지며, 싸움을 도울 벗을 만들면 훗날
원망과 한이 깊어질 것이니 저는 피하겠습니다.”
공자가 물으시길: “부모가 친하냐 아니면 처자가 친하냐?” 동
자가 말하길 “부모가 친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처자가 친
하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같은 침상을 사용하고 죽은 후에
문답 5 는 같은 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동자가 말하길 “부모의 친밀
함을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나무의 뿌리에 비교할 수 있습니
다. 처자의 친밀하지 않음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차바
퀴를 만드는데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만약에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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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수백 가지가 마를 것이며 모친 한 분이 돌아가시면 10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됩니다. 마차가 오래되면 새것으로 바꿀 수 있
습니다. 처자가 세상을 떠나면 다시 장가들면 됩니다. 많은 별이
모여도 밝은 달만 못하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문으로 들어오
는 빛만 못합니다. 침구멍에 하나의 뿌리는 능히 천 줄의 실과같
이 구멍을 낼 것입니다. 공자여 소위 처자가 친하다는 것은 부모
의 소통을 간과한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나라 안에서 비교되
는 것으로 마땅히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끝까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어린 아이야 내가
너에게 묻겠는데 나와 우주는 어디에서 왔느냐? 아버지는 누구
이며 어머니는 누구냐? 수컷은 무엇이며 암컷은 무엇이냐? 왼쪽
은 무엇이며 오른쪽은 무엇이냐?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며 비
는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어떤 사람이 귀하며 어떤 사람이 천하
냐? 천지사이의 공간은 천리이다 그것은 왜 그러하냐?
문답 6 동자가 답하길: “사물을 이처럼 나누어서 묻는 것은 의미가 없
습니다. 하늘이 아버지이며 땅이 어머니입니다. 태양이 남편이고
달이 아내입니다. 동쪽이 오른쪽이며 남쪽은 밖이며 북쪽은 안입
니다. 바람은 곤륜산에서 불어오고 비는 동북산에서 내립니다.
부자는 귀하고 궁한 자는 천합니다. 천지간의 거리는 십만구백구
십이며 사변은 정방형입니다. 공자여 당신은 선배이면서 먼저 저
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자는 대답 없이 마차를 타고 3리를 가서 길 위에서 한아이
가 숨고 달아나는 물새를 쫓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공자는
마차를 돌린 후 물었다. “이 물새는 오곡을 먹지 않으며 그것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너희들이 그것을 때려죽이려 하느냐?” 작은
아이가 대답했다: “공자여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문답 7 제가 일찍 듣길 남자 아이는 15세에 이르러 아버지 대신에 군에
갈 수 있고 여자 아이는 10세에 엄마를 대신하여 밥을 지을 수
있고 갈매기는 태어나서 8일에 부모를 새집에 두고 밥을 먹여
보은합니다. 이 물새는 모태에서 형성되어 여타 동물과 같지 않
게 어미 배에서 폐를 흔들고 어미의 등을 쪼아 깨뜨리고 태어납
니다. 그 어미의 장사를 지내지 않고 나무위에 이르러 마구 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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귑니다. [저]는 새의 고기를 즐기지 않습니다. 다만 불효자손이기
에 죽이는 것입니다.”
공자는 구구절절 듣고 바로 고쳐서 온몸에서 땀이 흘렀다. 충
놀라고 당황하여서 직접 마차를 돌려서 년 월을 골라 부모
마무리 분히
의 장래를 거행했다. 공자는 또 큰 효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동자가 공자에 답하는 글을 마친다.
표 17 P.T. 992

5.2 청어 ≪소아론≫과 P.T. 992의 비교
청어 ≪소아론≫
<小兒, 1a> 녜 한나라
시졀에 부 國家 다
려 天下 各省에 두루
니다가
<小兒, 1b> 쟝강셩에
도입부 다르니 부 가 길
 쟈근 세 아들이
막아 셔셔 셩 고 노
롯더니 부 보고
노롯 아니고 그저
안잣거
<小兒, 2a> 부 니로
되 이 아 네 엇지
노롯 아니다 三歲
답호되 官員 사
제1문답 兒ㅣ
이 노롯 즐기면 國事
ㅣ 어즈럽고
<小兒, 2b> 百姓 사
이 노롯 즐기면 農桑을

P.T. 992
옛날에 공자가 차를
타고 동쪽으로 놀러
다니실 때 길에서 우
연히 3명의 아이와 만
났다. 2명의 아이는
놀고 있는데 한 아이
는 놀지 않고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공자가 물으시길
“(너희들) 3명중에 2
명은 놀고 있고 1명은
엄숙한 얼굴로 놀고
있지 않다 왜 그러느
냐?”
공자가 말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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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T. 992의
<도입부> 초
반에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P.T. 992의
<도입부> 후
반과 문답 3
에 비슷한 내
용이 담겨있
다.

“좋다 좋다 내 차안에
장기판이 있다 너와
내가 친밀하니 통쾌하
게 한판 하자꾸나.”
동자가 말하길“ 제가
이미 듣길 국왕이 그
것에 빠지면 백성의
생계를 돌아보지 않
고, 대신이 그것에 빠
지면 바람과 비의 시
뉘 거두료 그러모로 官 기를 잃어버리고, 상
員 百姓 믈논여 노롯 인이 그것에 빠지면
 원치 아니이다 가산을 탕진하고, 농
부가 그것에 빠지면
씨 뿌리고 거두는 시
기를 놓칠 것이며, 행
인이 그것에 빠지면
손실을 입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그것에 빠
지면 등에 매 맞을 것
이니 저도 위와 같은
이유로 놀이 않을 것
입니다.”
부 니로되 <小兒,
3a> 쟈근 아 네 엇
공자가 말씀하시길
지 그리 만히 아뇨 “어린
아이야 너는
네
내
뭇
일을
다
잘
제2문답 답다 三歲兒ㅣ  나이도 어린데 어떻
답호되 부의 무르시 게냐?”그렇게 많이 아느
 말을 잘 답리
이다
제3문답 <小兒, 3b> 부 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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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청어 ≪소아
론≫의 제4문
답과 같이 소
아를 칭찬하
는 부분. 문
답 1의 첫머
리에 해당된
다.
해당부분이

되 쟈근 아 네 드르
라 놉흔 뫼흘 업게 
쟈 深川을 업게 쟈
官員 사을 업게 쟈
그러면
<小兒, 4a> 고로 아니
되오랴 三歲兒ㅣ 답
호되 놉흔 뫼흘 업게
면 범과 곰이 어
의지에 살며 深川을 업
게 면 남샹이와 고기
<小兒, 4b> 어 의지
에 이시며 官員 사을
업게 면 법녜 엇지
호며 百姓 사이 뉘
게 힘 어드료 天下ㅣ
<小兒, 5a> 고로 되오
믈 期約지 못리이다
부 니로되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다 일을
아다 내   일을
三歲兒ㅣ
제4문답 무르리라
뒤흐로 믈<小兒, 5b>
러 두 손 잡고 니로되
무슴 일을 무르시리잇
가
부 니로되 엇던 사 공자가 말씀하시길:
妻 업고  엇던 “좋다. 좋다. 어린아이
제5문답 의게
겨집의게 지아비 업고 야 너의 성과 이름은
또 엇던 사<小兒, 6a>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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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 부분은
청어 ≪소아
론≫의 제2문
답과 같이 소
아를 칭찬하
는 부분으로
문답 1의 첫
머리에 해당
된다.
P.T. 992의
문답 2와
관련된다.

의게 일홈 업고 
엇던 城에 官員 업고
 엇던 술의에  업
고  엇던 믈에 고기
업고  엇던 불에 
업<小兒, 6b> 고
 엇던 게 아지
업고 엇던 게 아
지 업고 엇던 약대게
삿기 업스뇨 이런 일을
아다
<小兒, 7a> 三歲兒ㅣ
답호되 부텨의게 妻
업고
仙女의게 지아비 업고
난 아게 일홈 업고
뷘 城에 官員 업고
<小兒, 7b> 轎子에 
업고 반도블에  업고
나모게 아지 업고
게 아지 업고
약대게 삿기 업고
우믈믈에 <小兒, 8a>
고기 업니이다

동자가 말하길: “저는
성도 이름도 없습니
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어떤 사람에게 이름
이 없느냐? 어떤 산에
돌이 없느냐? 어떤 물
에 고기가 없느냐? 어
떤 남자에게 여자가
없느냐? 어떤 여자에
게 남편이 없느냐? 어
떤 나무에 가지가 없
느냐? 어떤 소에 송아
지가 없느냐? 어떤 말
에 망아지가 없느냐?
어떤 문에 빗장이 없
느냐? 어떤 차에 바퀴
가 없느냐? 어떤 불에
연기가 없느냐? 어떤
칼에 칼집이 없느냐?
어떤 사람에 이름이
없느냐?”
동자가 말하길: “흙으
로 쌓인 산에 돌이 없
고, 우물물에 고기 없
고, 선인에게 부인이
없고 옥녀에게 남편
없고, 진흙으로 만든
소에 송아지 없고, 목
마에 망아지 없고, 단
신 여행객에게 아내
없고 마른 나무에 가
지 없고, 가위에 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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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니로되 쟈근 아
네 그리 알면 내  무
르리라 요 우희 골 난
다 을 아다
<小兒, 8b> 집 앏 
난다 을 아다 이
 번 다 을 아
다 개 제 님자 즛
다 을 아다
제6문답 三歲兒ㅣ 답호되 골
이라 은 <小兒, 9a>
요  돗기오 이라
은 거슬이 셰온 발이
오 이  번다
은  흐모로 그러
니이다 <小兒, 9b>
개 제 님자 즛다
은 쇽졀업시 여러 손
을 만나 즛니이다
부 니로되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만히 아
네 내게  무르
제7문답 뇨
라
<小兒, 10a> 三歲兒ㅣ
이리 니로믈 듯고 답

없고 두 명이 나르는
가마에 바퀴 없으며,
무덤 문에 빗장 없으
며, 묘지에 선 시장에
이익 없고, 저 역시
이상과 같이 성과 이
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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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분이
없다.

해당부분
없다.

호되 내 무슴 말을 무
르믈 잘며 부의 뭇
지 아니여 엇지 잘
료 이제 에 각
일을 뭇고<小兒, 10b>
져 이다
여러 나모 즁에 소남근
엇지여 겨 녀름 업
시 프르고 곤이와 기러
기 믈에 헤움을 잘
고
<小兒, 11a> 벅국이
우 소 크뇨 부
니로되 松栢은 속이 
모로 겨 녀름 업시
프르고 곤이와 기러기
 발이 너브모로
<小兒, 11b> 믈에 헤움
을 잘고 벅국이 목
이 길모로 우롬이 크니
라 三歲兒ㅣ 답호되
松栢은 속이 모로
<小兒, 12a> 겨 녀름
업시 프를지면 대 어
 속이 모로 겨
녀름 업시 프르고 곤이
와 기러기 발이 너
브모로 믈에 헤움을
잘 지면
<小兒, 12b> 남샹이와
고기 어 발이 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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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모로 믈에 헤움을 잘
고 벅국이 목이 길모
로 우 소 클지면
죠고만 머구리 어
목이 길모로
<小兒, 13a> 우 소리
크다 리잇가
부 니로되 내 너
試驗여 짐즛 무럿더
니 네 아 거시 장
明白다 여 크게 기
리니
<小兒, 13b> 그 시졀의
듯 사들이 三歲兒
 장 착다 여 니
고 일로 니라
표 18 청어 ≪소아론≫과 P.T. 992의 비교

소아를 칭
찬하는 청어
≪소아론≫과
는 다르게 공
자의 효를 칭
송하며 마친
다.

5.3. 주요 장면과 키워드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다.
5.3.1. 도입부
P.T. 992의 <도입부> 초반에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공자와 소
아의 조우 장면이다.
5.3.2. 제1문답
청어 ≪소아론≫
위치
제1문답
놀이종류 노롯(장난)
내용

P.T. 992
도입부/문답 3
玩(놀이)/棋(바둑)
衣服(의복)-父母(부모)
天子(천자)-百姓生計(백성의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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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국사
백성-농상(農桑)

大臣(대신)-風雨(풍우)
商賈(상인)-輸却家私(가산탕진)
農夫(농부)-耕種(농사)
行人(행인)-損失(손실)
小兒(아이)-(笞撻)매맞다
표 19

P.T. 992의 문답 3은 ≪공자항탁상문서≫의 문답 4와 거의 같은 내
용이며 그것과 비교하면 청어 ≪소아론≫에는 반 이상의 항목이 생략
되어있다.
5.3.3. 제2문답, 제4문답
이 부분은 소아를 칭찬하는 부분으로 문답 1의 첫머리에 해당한다.
5.3.4. 제3문답
해당부분이 없다.
5.3.5. 제5문답
P.T. 992의 문답 2와 관련이 있다.
위치

청어 ≪소아론≫
제5문답

P.T. 992
문답 2
산-돌-흙산
山-石-土山
문-빗장-묘문
門-閂-墓門
칼-칼집-가위
刀-鞘-剪刀
장 – 이익 -묘지
市 - 利 - 墳地
-처 없음-단신여객
- 無妻 - 單身旅客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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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지-마른나무
樹 - 枝- 枯樹
남자-아내-선인
사
-처-부텨
人 - 妻- 仙人
여자-남편-옥녀
겨집-지아비-선녀
女 - 夫 - 玉女
-동자
사
-일홈(이름)-
난 아 사람-성명
人- 姓名- 幼童
성-관원-뷘 성
수레-바퀴-가마
술의-(바퀴)-轎子
車 - 輪 - 輦車
물-물고기-우물물
믈-고기-우믈믈
水-魚 - 井水
불-연기-반딧불
불-(연기)-반도블
火-烟 - 螢火
소-송아지-진흙 소
쇼-아지 -
쇼
牛-犢 - 泥牛
말-망아지-목마

-아지-나모 
馬- 駒 - 木馬
약대-삿기-약대
표 20

청어 ≪소아론≫의 10 항목 중에서 ‘성-관원-뷘 성’ ‘약대-삿기-
약대’를 제외한 8 항목이 일치한다. 특이한 것은 ≪공자항탁상문서
≫의 것과 비교했을 때 ≪공자항탁상문서≫의 ‘문(門)-빗장(關)-빈문
(空門)’과 ‘칼(刀)-고리(環)-작두(斫刀)가 P.T. 992에서는 ‘문(門)-빗장
(閂)-묘문(墓門)’과 칼(刀)-칼집(鞘)-가위(剪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5.3.6. 제6문답 및 제7문답
해당부분이 없다.
5.3.7.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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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를 칭찬하는 청어 ≪소아론≫과는 다르게 P.T. 992에서는 공자
의 효를 칭송하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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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어 ≪소아론≫과 ≪금석물어집≫

6.1. 개요
平安時代(794-1192) 말기에 쓰였다는 ≪금석물어집≫의 10권에 실
려 있는 “臣下孔子、 道行、 値童子問申語第七”의 내용을 가지고 청
어 ≪소아론≫과 비교하려 한다. 중국의 이야기가 일본으로 흘러들어
기록된 내용이기에 그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소개하도록 한다. 다만
그 당시의 문화의 전파 방향을 봤을 때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이야기
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비슷한 형태로 남았을 가능성
이 있기에 이것을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꽤 이른 시기
에 결집된 것이어서 ≪공자항탁상문서≫의 내용을 참조하며 살피면
어떤 형태로 항탁설화가 전해져 왔는지 그 대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내용의 핵심 사항인 제5문답을 집중해서 비교
하기로 한다.
≪금석물어집≫에 실린 내용은 도입부 및 마무리와 문답 3의 부분
으로 나뉘어 있으며 문답 1은 마차를 피하지 않는 이유 문답 2는 핵
심 질문인 청어 ≪소아론≫등의 제5문답 그리고 ≪금석물어집≫에만
실려 있는 태양과 관련한 질문. 이것은 해가 뜨는 나라라는 고대 일
본 특유의 사상이 담긴 토착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도 있겠으나 비슷한 내용이 ≪기흑우적소년전≫에도 등장한다.
6.2. ≪금석물어집≫

≪금석물어집≫의 “臣下孔子,道行,値童子問申語第七”
옛날 중국 주(周)시대에 노(魯)나라에 공구(孔丘)란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는 숙량(叔梁)이라하고 어머니는
안씨(顔氏)이다. 이 공구란 세상에서 흔히 공자라고 부르는
도입부 사람을 말한다. 키는 구척육촌이고 총명하여 깨달음이 깊었다.
어렸을 때는 노자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깨닫지 못하는 바가
없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학식이 넓어 제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공무에 임해서는 정사를 바로잡고 사적으로는

- 63 -

제자들을 교육했는데, 모든 일에 뛰어났기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숙이고 공경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는데, 길에서
일곱 살 정도의 동자 세 명이 놀고 있었다. 그 중 한 아이는
다른 두 아이와 같이 놀지 않고 길에 흙으로 성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공자가 그 곁에 이르러 아이에게 말했다.
「너희들 어서 비켜서 내 수레를 지나게 하라.」
그러자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아직까지 들은 일이 없습니다, 수레를 비키는 성을.
문답 1 성을 비켜가는 수레는 들었지만 말이오.」
그래서 공자는 수레를 돌려서 그 아이의 성을 피해서
지나갔다. 그리고 공자가 아이에게 이름이 무엇인가를 묻자,
아이는 성이 장씨이고 아직 여덟 살이 라서 자(字)는 없다고
대답했다.
공자가 물었다.
「너는 알고 있느냐. 가지가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송아지 없는 소가 있을 수 있는가, 망아지 없는 말이 있느냐,
남편이 없는 아내도 없지 않느냐, 돌이 없는 산도 없다.
물고기 없는 물이 있느냐, 관리가 없는 성도 없고, 그리고
자(字) 없는 사람이란 없지 않느냐.」
아이가 답했다.
문답 2 그러자
「시든 나무엔 가지가 없지요 흙으로 만든 소에게는
송아지가 없지요, 나무로 만든 말에게는 망아지가 없지요,
선인에게는 처가 없고 선녀에게는 남편이 없지요, 흙으로 된
산에는 돌이 없지요, 우물물에는 물고기가 없지요, 빈 성에는
관리가 없지요, 어린애에겐 자(字)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이 아이가 평범한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곳을 지나갔다.
공자가 다시 길을 가는데 칠팔 세쯤 된 두 아이를 만났다.
문답 3 두 아이는 언쟁을 하면서 공자에게 판단을 구하였다. 한
아이가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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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처음 뜰 때는 해가 가깝고 한낮에 이르면 해가
멀어지는 것이야.」
라고 말하자 다른 아이가 말했다.
「해가 뜰 때는 멀고 한낮이 되면 가까워지는 것이야.」
그러자 먼저 말한 애가 따졌다.
「하지만 해가 뜰 때는 수레를 덮는 양산만 하다가 한낮에는
냄비뚜껑만큼 작아지잖아.」 나중 아이도 반박했다.
「해가 뜰 때는 서늘하고 한낮이 되면 뜨거워서 끓는 물을
더듬는 것 같잖아. 그런데 어찌 해 뜰 때가 가깝고 한낮에
말다고 할 수 있겠나.」
이처럼 둘이서 싸우면서 공자에게 물었지만 공자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두 아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공자님은 깨달음이 넓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알고
사실은 매우 어리석군요.」 공자는 이 말을 듣고 두
문답 4 있었는데,
아이에게 감탄하였다. 그리고 이 애들도 보통 애들이 아니라고
칭찬했다. 옛날에는 어린애들 중에도 이렇게 현명한 애들이
있었던 것이다.
다시 공자가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의 울타리에서 말이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이를 본
공자가 말했다.
「여기 소가 머리를 내밀고 있구나.」
그러자 제자들이, 틀림없이 말인데 소라고 하시다니
이상하다고 여기면서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문답 5 각자 걸어가면서 계속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윽고
안회(顔回)라는 제일 제자가 일 리(里)쯤 갔을 때, 「달력의
말(午)이란 글자의 위를 내밀어 쓰면 소(牛)란 자가 된다.
앞에서 본 말은 머리를 내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의
생각을 시험해 보려고 생각하시고 소라고 하신 것이다」하고
알아챘고 스승에게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안회 이하의
제자들은 십육 정(町)을 갈 때마다 현명한 자로부터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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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아 갔다. 그래서 머리가 영리한 자와 둔한 자가 분명해진
것이다.
공자는 이처럼 깨달음이 넓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마무리 머리는
숙이고 존경한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다.
표 21 ≪금석물어집≫의 관련글

6.3. 청어 ≪소아론≫과 ≪금석물어집≫의 비교

도입부

청어 ≪소아론≫

≪금석물어집≫

<小兒, 1a> 녜 한나
라 시졀에 부 國家
다려 天下 各省에 두
루 니다가
<小兒, 1b> 쟝강셩에
다르니 부 가 길
 쟈근 세 아들이
막아 셔셔 셩 고 노
롯더니 부 보고
노롯 아니고 그저 안
잣거

≪금석물어집≫ 도입
부에 공자의 자세한 가
족사항이 기록됨.
3명의 7세 아이들이
흙으로 된 성을 쌓고
노는 모습을 묘사.

<小兒, 2a> 부 니
로되 이 아 네 엇지 문답 1에는 마차를
아니다 三歲 피하지 않는 이유에 대
제1문답 노롯
兒ㅣ 답호되 官員 사 해서 물음이다.
이 노롯 즐기면 國事
ㅣ 어즈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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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공자
항탁상문
서≫에 비
하여 공자
에 대한
묘사가 풍
부하다.
그것은 일
본인들이
공자에 대
해서 잘
모를 것이
기에 자세
히 묘사한
것으로 추
정된다.
≪공자
항탁상문
서≫ 및
≪기흑우
적소년전
≫에 있는

<小兒, 2b> 百姓 사
이 노롯 즐기면 農桑을
뉘 거두료 그러모로 官
員 百姓 믈논여 노롯
 원치 아니이다
부 니로되 <小兒,
3a>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만히 아뇨
제2문답 네 내 뭇 일을 다 잘
답다 三歲兒ㅣ 답
호되 부의 무르시
말을 잘 답리이다
<小兒, 3b> 부 무
르되 쟈근 아 네 드르
라 놉흔 뫼흘 업게 쟈
深川을 업게 쟈 官員
사을 업게 쟈 그러
면
<小兒, 4a> 고로 아니
되오랴 三歲兒ㅣ 답호
되 놉흔 뫼흘 업게 면
제3문답 범과 곰이 어 의지에
살며 深川을 업게 면
남샹이와 고기
<小兒, 4b> 어 의지
에 이시며 官員 사을
업게 면 법녜 엇지
호며 百姓 사이 뉘
게 힘 어드료 天下ㅣ
<小兒, 5a> 고로 되오
믈 期約지 못리이다
니로되 쟈근 아
제4문답 부
네 엇지 그리 다 일

내용이다.

해당부분이 없다.

해당부분이 없다.

해당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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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다 내   일
을 무르리라 三歲兒ㅣ
뒤흐로 믈<小兒, 5b>
러 두 손 잡고 니로되
무슴 일을 무르시리잇가
부 니로되 엇던 사
의게 妻 업고  엇던
겨집의게 지아비 업고
또 엇던 사<小兒, 6a>
의게 일홈 업고  엇
던 城에 官員 업고 
엇던 술의에  업고 
엇던 믈에 고기 업고 
엇던 불에  업<小兒,
6b> 고  엇던 게
아지 업고  엇던 
게 아지 업고  엇던
삿기 업스뇨 이
제5문답 약대게
런 일을 아다
<小兒, 7a> 三歲兒ㅣ
답호되 부텨의게 妻
업고 仙女의게 지아비
업고 난 아게 일홈
업고 뷘 城에 官員 업고
<小兒, 7b> 轎子에 
업고 반도블에  업고
나모게 아지 업고
게 아지 업고
약대게 삿기 업고
우믈믈에 <小兒, 8a>
고기 업니이다
니로되 쟈근 아
제6문답 부
네 그리 알면 내  무

아래 내
용분석에
문답 2와 비슷하다. 서 간략한
키워드 비
교했다.

해당부분이 없다.

- 68 -

르리라 요 우희 골 난다
을 아다
<小兒, 8b> 집 앏 
난다 을 아다 이
 번 다 을 아
다 개 제 님자 즛다
을 아다
三歲兒ㅣ 답호되 골이
라 은 <小兒, 9a> 요
  돗기오 이라 
은 거슬이 셰온 발이오
이  번다 은
 흐모로 그러니이
다 <小兒, 9b> 개 제
님자 즛다 은 쇽
졀업시 여러 손을 만나
즛니이다
부 니로되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만히 아
뇨
네 내게  무르라
<小兒, 10a> 三歲兒ㅣ
이리 니로믈 듯고 답
호되 내 무슴 말을 무르
잘며 부의 뭇지
제7문답 믈아니여
엇지 잘료
이제 에 각 일
을 뭇고<小兒, 10b> 져
이다
여러 나모 즁에 소남근
엇지여 겨 녀름 업
시 프르고 곤이와 기러
기 믈에 헤움을 잘

해당부분이 없다

- 69 -

마무리

고
<小兒, 11a> 벅국이
우 소 크뇨 부 니
로되 松栢은 속이 모
로 겨 녀름 업시 프르
고 곤이와 기러기 발
이 너브모로
<小兒, 11b> 믈에 헤움
을 잘고 벅국이 목
이 길모로 우롬이 크니
라
三歲兒ㅣ 답호되 松栢
은 속이 모로
<小兒, 12a> 겨 녀름
업시 프를지면 대 어
 속이 모로 겨 녀
름 업시 프르고 곤이와
기러기 발이 너브모
로 믈에 헤움을 잘 
지면
<小兒, 12b> 남샹이와
고기 어 발이 너브
모로 믈에 헤움을 잘
고 벅국이 목이 길모
로 우 소 클지면 죠
고만 머구리 어 목
이 길모로
<小兒, 13a> 우 소리
크다 리잇가
부 니로되 내 너 문답 4에 있는 “옛날
試驗여 짐즛 무럿더니 에는 어린애들 중에도
네 아 거시 장 明 이렇게 현명한 애들이
白다 여 크게 기리니 있었던 것이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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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석물
어집≫에
서는 공자
의 깨달음

이 넓고
<小兒, 13b> 그 시졀의
존경받았
듯 사들이 三歲兒 한다.
다라고 결
장 착다 여 니고
론지어진
일로 니라
다.
표 22 청어 ≪소아론≫과 ≪금석물어집≫과의 비교

6.4. 내용 분석
위치

청어 ≪소아론≫
제5문답

사
-처-부텨
겨집-지아비-선녀
사
-일홈(이름)-
난 아
성-관원-뷘 성
질의응답 술의-(바퀴)-轎子
믈-고기-우믈믈
불-(연기)-반도블
쇼-아지-
쇼

-아지-나모 
약대-삿기-약대
표 23

≪금석물어집≫
문답 2
나무-가지-마른나무
樹 - 枝 - 枯木
남자-아내-선인
夫 - 婦 - 仙人
여자-남편-옥녀
女 - 夫 - 玉女
사람-자(字)-소아
人 - 字 - 小兒
성-관리-빈 성
城- 史 - 空城
물-물고기-우물물
水 - 魚 - 井ノ水
소-송아지-토우
牛 - 犢 - 土牛
말-망아지-목마
木 - 駒 - 木馬

청어 ≪소아론≫에는 10개 항목이 있는 것에 반해 ≪금석물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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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개의 항목이 있어 여기서 다룬 자료 중에는 항목 수가 가장 적
다. 특히 ‘나무-가지-마른가지’를 제외하면 그 항목에서 일치한다. 이
로서 다양한 항탁설화가 전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수용과정에
서 향토적인 것을 감안해서 내용을 가감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특이한 것은 다른 판본들에서는 항탁이 이에 준하는 소아와 공자의
대화였으나 여기에서는 ‘長’이라는 성을 가진 아이와 청어 ≪소아론≫
의 제5문답(≪금석물어집≫, 문답 3을 나누고, ≪금석물어집≫ 특유의
문답 3은 장모(長某) 아이가 아닌 두 명의 아이와의 대화인 것을 미
루어 봐도 ≪금석물어집≫의 문답 3은 일본에서 추가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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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어 ≪소아론≫과 ≪기흑우적소년전≫
7.1. ≪기흑우적소년전≫
도입부

문답 1

문답 2

문답 3
문답 3

西蒙古民間故事 ≪騎黑牛的少年傳≫
옴, 모든 것 길하기 바란다!10) 옛날 옛날에 한 雷孔11)이란
선생이 있었다. 그의 문하 제자가 천명이 넘었다.
어느 날 선생이 제자들과 같이 사방팔방 여행 다녔는데, 강
변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우연히 봤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아
이가 같이 놀지 않고 옆에 자고 있었다.
선생이 물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놀고 있는데 너만 안 그
래, 이유가 뭐니?”
소년이 답했다: “아, 존경하는 선생님! 놀기만 하면 안 좋은
일입니다, 놀기 때문에 항상 옷을 찢어지고 친구들이랑 싸우기
도 하고 부모님한테 야단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노는 것에는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선생이 “좋다”라고 말했고 갔다.
선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소년이 알몸으로 안장을 설치
하지 않은 흑우에 타고 있었고 콧노래를 부르고 천천히 가고
있었다.
선생이 말했다:
“네 몸에 아무 옷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몸이다, 안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등에 앉고,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냐?
아이야?”
소년이 말했다:
“제가 부르는 노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귀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 자기가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지식과 재능을 배우고, 능
력을 키워야, 태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생이 이 말을 듣고 많이 칭찬하고 가셨다. 얼마 후, 선생이
또 한 번 여기 왔을 때, 그 소년이 흑우를 옆에 있는 풀숲에
두고 자기가 갈대로 만든 집으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옆에 앉았다. 선생이 말했다:

10) 산스크리트어의 인사말이다.
11)

“雷孔”은 “lui gun”의 舊蒙古文 병음자모 전사법에 의한 것으로 현대몽고어 발음
으로는 “雷公” 혹은 “雷洪”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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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4

문답 5

문답 6

“아이들아, 빨리 길에 놓고 있는 도시, 집처럼 보이는 장난감들
을 치워라! 내 차가 통과하면 그들이 다 부딪쳐서 망가지잖
아!”
놀지 않은 아이가 답했다: “감히 여쭤봅니다, 이것이 옛날의 법
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의 법칙입니까? 항상 차가 집을 피해서
가는 법이지, 어디에 집이 차를 피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선생이 말했다: “나이도 젊을 사람이 말도 참 예의 없게 하는
구나.”
아이가 답했다.
“토끼가 낳은 새끼는 7일 지나면 노는 자리를 찾아서 뛸 수 있
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낳은 새끼는 겨우 5일 만에 바다에
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데, 저는 천명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인
데, 어떻게 저한테 ‘예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선생이 듣자마자 말했다: “좋아! 그럼 난 한 마디만 물을게,
잘 대답해야 돼! 너는 어디 사람이고? 이름이 뭐고? 누구 집
아이이고? 성씨가 뭐니?”
아이가 답했다: “저는 아름다운 지역의 사람이고, 착한 집안
의 후손이고, 한씨이고, 이름이 ‘김정’입니다.
선생이 말했다: “내 차에 ‘오부산’이란 바둑돌이 있는데, 차에
올라와서 나랑 한판 하자구나!”
아이가 말했다: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고, 학자와
현명한 사람을 존경해야 하고, 훌륭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고,
자신의 형제자매를 도와줘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상
대해서 승패를 따질 수 있습니까?” 또한 “현명한 한왕(汗王)이
만약 오락에 빠지면 백성들이야말로 고통스럽게 살 것입니다.
관상, 대신들이 오락에 빠지면 나랏일에 반드시 실수할 것이고,
학자나 현명한 사람들이 오락에 빠지면 학문이나 사업을 제대
로 안 할 것이고, 여자들이 오락에 빠지면 명예가 없어질 것이
고, 서민들이 오락에 빠지면 배가 고파질 것이고, 친절한 사람
이 오락에 빠지면 친구들이 난감할 수 있고, 멍청이가 오락에
빠지면 재산을 반드시 날리게 생길 것이고, 효자가 오락에 빠
지면 효의나 예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
오락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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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6

문답 7

지면 효의나 예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
오락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이 말했다: “야! 네가 똑똑한 소년이면 나의 질문을 순
서대로 답해봐라!”
“어떤 산에 짐승이 없니?
어떤 나무에 나뭇잎이 없니?
어떤 물12)에 물고기가 없니?
어떤 사람한테 친구가 없니?”
아이가 답했다:
“모래산과 작은 토산에 짐승들이 없고.
이미 죽은 나무에 나뭇잎에 안 생깁니다.
우물물에 물고기가 없고.
이간질하여 시비 일으키는 사람한테 친구가 없습니다.”
선생이 또 말했다:
“어떤 불에 연기가 없니?
어떤 사람한테 이름이 없니?
어떤 여자한테 자식이 없니?
어떤 물건한테 주인이 없니?”
아이가 답했다:
“부싯돌로 불을 일으켰을 때 연기가 안 생기고,
배속에 있는 아이가 이름이 없고,
불임의 여자한테 후손이 없고,
야생의 짐승들한테 주인이 없습니다.”
선생이 또 물었다:
“어떤 소가 송아지를 못 낳니?
어떤 말이 망아지를 못 낳니?
어떤 성에 백성이 없니?
어떤 사람이 장가를 안 가니?”
아이가 답했다:
“수소가 송아지를 못 낳고,

12) 山으로 되어 있으나 水의 오타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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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7

문답 8

기형의 말이 망아지를 못 낳고
무너진 성에 백성이 없고,
고귀한 라마스님이 장가 안 갑니다.”
선생이 또 물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
어떤 사람이 제일 밉살스러워?
어떤 날에 낮이 제일 길어?
어떤 날에 낮이 제일 짧아?”
아이가 답했다: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 중에 안 좋은 사람이 없고
비열하고 멍청한 사람이 제일 밉살스럽고
여름에 낮이 제일 길고
겨울에 낮이 제일 짧습니다.”
선생이 물었다:
“무엇이 상향해서 다니니?
무엇이 하향해서 다니니?
무엇이 배로 다니니?
무엇이 발로 다니니?”
아이가 답했다:
“타오르고 있는 불이 위로 올라가고,
범람한 홍수가 아래로 내려가고,
뱀이 배로 다니고,
말이 발굽으로 걷습니다.”
선생이 물었다:
“낮이 많니?
밤이 많니?
남자가 많니?
여자가 많니?
가짜가 많니?
진짜가 많니?”
아이가 말했다:
“만약 어두운 낮도 밤으로 따지면 밤-야밤이 더 많고,
만약 어리석은 남자를 여자로 간주하면-여자가 더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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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보인 것이 진실이고 귀로 들린 것 다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더 많습니다.”
선생이 또 물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소심하고 화를 자주 내니?
어떤 사람이 포부가 원대하고 심성도 높니?
어떤 사람이 건방지니?
어떤 사람이 오만하니?
아이가 답했다:
“마음 좁은 사람이 소심하고
현명한 사람이 포부가 원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건방지고,
소처럼 멍청한 사람이 오만합니다.”
선생이 또 물었다:
“무엇이 서일까?
무엇이 동일까?
무엇이 밖일까?
무엇이 안일까?
무엇이 아버지일까?
무엇이 어머니일까?
무엇이 남자일까?
무엇이 여자일까?
기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비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구름이나 안개가 어디서 올라올 것일까?
하늘과 땅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아이가 답했다:
“우측은 서쪽이고,
좌측은 동쪽이고,
북쪽은 밖이고,
남쪽은 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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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아버지 같고,
땅은 어머니 같고,
음은 여자 같고,
양은 남자 같고,
기체는 구름에서 나오고,
비는 바다에서 나오고,
안개가 바닥부터 올라오고
구름은 습기에서 나오고,
하늘과 땅의 사이는
사람의 마음 같고,
동, 남, 서, 북
모두 다 동등한 것입니다.”
선생이 물었다:
“아내가 더 귀하니?
어머니가 더 귀하니?”
문답 9 아이가
답했다:
“아내가 경미하며,
어머니가 존귀합니다.”
선생이 다시 물었다:
“소년 시절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 무엇과 같니?
청년 시절에 지식을 배우는 것이 무엇과 같니?
어른이 될 때에 지식을 배우는 것이 무엇과 같니?
늙을 때까지 배움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문답 10 아이가
답했다:
“소년 시절에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 방금 떤 태양이나 달 같
고, 청년 시절에 지식을 배우는 것이 정오의 태양과 같고,
어른이 될 때에 지식을 배우는 것이 저녁 가까이 될 때 같
고, 늙을 때까지 배움을 모른다는 것은 야밤처럼 캄캄하다.”
선생이 바로 말했다:
“너는 역시 똑똑한 아이다! 그럼 네 똑똑한 머리로 나를 차 밖
문답 11 으로 내리게 해봐라!”
“저는 선생님을 차 위로 올라가게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선
생님 차에 내려서, 다시 차에서 내리게 해드린 것이 어렵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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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선생이 듣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차에 내렸다. “좋아,
어디 보자, 날 어떻게 다시 차에 올라가게 만들지 봐라.”
아이가 말했다:
“제 방법은, 바로 선생님 방금 차에 생각 없이 내리게 한 것입
니다.
선생이 제자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 싫어서, 말했다: “야, 학생!
정말 똑똑하면, 음양지학, 비적사서와 산경수학을 하나씩
문답 12 네가
다 써봐라!”
아이가 말했다: “그럼 산처럼 많은 먹을 가져다주시고, 광야처
럼 큰 종이, 그리고 단향목처럼 많은 죽필을 가져다주시면 써
드리죠.”
선생이 오히려 답하지 못 해서 똑똑한 아이가 말했다: “아,
선생님 물어보신 질문들을 제가 일일이 다 답했습니다. 지금
저도 선생님께 몇 마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러기의 울음소리가 왜 저렇게 아름답습니까?
오리가 물에 떠 있는 모습 어찌 저렇게 아름답습니까?
소나무가 왜 영원히 푸릅니까?”
문답 13 선생이 답했다:
“기러기가 목이 길어서 예쁘게 울고,
오리의 발이 평평해서 물에 잘 뜨고,
소나무의 속이 차서 영원히 푸르다.”
아이가 또 물었다:
“개구리의 목이 제일 짧은데 왜 제일 잘 웁니까?
물고기가 발이 없지만 왜 물 속에서 제일 잘 놉니까?
대나무의 속이 차지 않지만 왜 영원히 푸릅니까?”
선생이 답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민망해서 말했다:
“너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몇 개 있는지 아느냐?”
문답 14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멀리 있는 것들이고, 제가 여쭤본 것이
가까이 있는 것 입니다”, 아이가 말했다: “그럼 선생님의 속눈
썹이 몇 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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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답할 수 없고 제자 앞에서 망신당해서 몸을 돌려서
갔다. 의외로 똑똑한 아이의 아버지가 두 황소를 잡고 밭을 간
보습을 봤다. 선생이 물었다:
“영감님! 이 두 황소가 하루에 밭에서 몇 바퀴 돌아다닐 수 있
어요?”
노인이 말했다: “잘 모르겠네요.”
“그럼 내일 몇 바퀴 돌아다니는 지 잘 외워두세요. 만약에 잘
못 기록하면, 혼 날줄 아세요.”
노인이 집에 갔는데, 너무 고민해서 앉아서 계속 이 일만 생각
했다. 마침 이때 아들이 돌아왔는데 노인이 낮에 발생한 일을
다 아들에게 말했다.
소년이 말했다:
“아버지, 내일 그 선생님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인이 소
가 몇 바퀴 돌아다닐지 잘 기록했지만 먼저 선생님께 한 마디
좀 여쭤보고 싶다고 하세요,
선생님 집에서 여기까지 타고 오신 말이 몇 걸음을 걸어왔습니
까?”
선생이 도착한 후, 아이의 아버지가 물어보자마자 선생께서 말
씀을 잃었다.
선생이 다시 말했다:
“영감님! 내일 당신 집에 있는 두 수소의 젖을 짜서 요구르트
를 만들어보세요, 내가 내일 와서 마실 거니까. 만약 제시간에
준비할 수 없으면,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이 듣고 몹시 놀랐다, 이 모든 일을 다 소년한테 전해줬는
데, 소년이 말했다:
“아버지, 내일 선생님이 오시면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그래서 둘이 기다렸는데, 역시 선생이 오자마자
큰소리를 쳐서 노인을 찾았다. 소년이 밖으로 나왔을 때 선생
이 소리를 질렀다:
“영감, 나오세요!”
방우(放牛) 소년이 말했다: “아버지가 원래 수소에게 젖을 짜러
가고 싶었는데, 근데 갔다가 길에서 새끼를 낳기 시작한 것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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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가 알겠어요. 아직도 안 돌아오셨어요.”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니?!”
“아, 그렇다면, 수소한테 짠 유우로 만든 요구르트도 어디 있겠
습니까?”
그러므로 선생이 몹시 놀라서, 아이를 칭찬했다:
“너의 대답이 현명하고 유창하길 마침 떠오른 태양과 같고, 너
의 깊은 지식이 해박하고 세밀하니 선배와 연장자들의 도리를
파악하는구나. 좋아, 네가 진리를 배웠다! 좋아, 네가 규칙을
잘 이해했다!”
아이가 바로 답했다:
“제가 탐문하거나, 시문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제가 논쟁하려
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배들한테 진정한 학문을 구하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이상은 그들의 대화이다.
순조롭길 바랍니다!
표 27 西蒙古民間故事 ≪騎黑牛的少年傳≫

7.2. 청어 ≪소아론≫과 ≪기흑우적소년전≫의 비교
청어 ≪소아론≫
<小兒, 1a> 녜 한나
라 시졀에 부 國家
다려 天下 各省에 두
루 니다가
<小兒, 1b> 쟝강셩에
도입부 다르니 부 가 길
 쟈근 세 아들이
막아 셔셔 셩 고 노
롯더니 부 보고
노롯 아니고 그저
안잣거

≪기흑우적소년전≫
비고
옴, 모든 것 길하기
바란다! 옛날 옛날에
한 雷孔이란 선생이 있
다, 그의 문하 제자가
천명이 넘었다.
어느 날에 선생이 제
자들과 같이 사방팔방
여행 다녔는데, 강변에 거의 같다.
놀고 있는 아이들을 우
연히 봤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아이가 같이
놀지 않고 옆에 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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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兒, 2a> 부 니
로되 이 아 네 엇지
노롯 아니다 三歲
兒ㅣ 답호되 官員 사
이 노롯 즐기면 國事
제1문답 ㅣ 어즈럽고
<小兒, 2b> 百姓 사
이 노롯 즐기면 農桑을
뉘 거두료 그러모로 官
員 百姓 믈논여 노롯
 원치 아니이다

선생이 물었다: “모
든 아이들이 다 놀고
있는데 너만 안 그래,
이유가 뭐니?”
소년이 답했다: “아,
존경하는 선생님! 놀기
만 하면 안 좋은 일입
니다, 놀기 때문에 항상
옷을 찢어지고 친구들
이랑 싸우기도 하고 부
모님한테 야단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노는 것에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부 니로되 <小兒,
3a>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만히 아뇨 네
뭇 일을 다 잘  해당부분이 없다.
제2문답 내답다
三歲兒ㅣ 답
호되 부의 무르시
말을 잘 답리이
다
<小兒, 3b> 부 무
르되 쟈근 아 네 드
르라 놉흔 뫼흘 업게
쟈 深川을 업게 쟈
제3문답 官員 사을 업게 쟈 해당부분이 없다.
그러면
<小兒, 4a> 고로 아니
되오랴 三歲兒ㅣ 답
호되 놉흔 뫼흘 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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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범과 곰이 어
의지에 살며 深川을 업
게 면 남샹이와 고기
<小兒, 4b> 어 의지
에 이시며 官員 사을
업게 면 법녜 엇지
호며
百姓 사이 뉘게 힘
어드료 天下ㅣ
<小兒, 5a> 고로 되오
믈 期約지 못리이다
부 니로되 쟈근 아
네 엇지 그리 다 일을
아다 내   일을
三歲兒ㅣ
제4문답 무르리라
뒤흐로 믈<小兒, 5b>
러 두 손 잡고 니로되
무슴 일을 무르시리잇
가
부 니로되 엇던 사
의게 妻 업고  엇
던 겨집의게 지아비 업
고 또 엇던 사<小兒,
6a> 의게 일홈 업고
城에 官員 업
제5문답 고 엇던
 엇던 술의에 
업고  엇던 믈에 고
기 업고  엇던 불에
 업<小兒, 6b> 고
 엇던 게 아지
업고  엇던 게 

해당부분이 없다.
선생이 말했다: “야!
네가 똑똑한 소년이면
나의 질문을 순서대로
답해봐라!”
“어떤 산에 짐승이 없
니?
어떤 나무에 나뭇잎
이 없니?
어떤 물에 물고기가
없니?
어떤 사람한테 친구
가 없니?”
아이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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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흑우적
소년전≫ 문
답 7의 일부
와 일치한
다.

아지 업고  엇던 약
대게 삿기 업스뇨 이런
일을 아다
<小兒, 7a> 三歲兒ㅣ
답호되 부텨의게 妻
업고 仙女의게 지아비
업고
난 아게 일홈 업고
뷘 城에 官員 업고
<小兒, 7b> 轎子에 
업고 반도블에  업고
나모게 아지 업고
게 아지 업고
약대게 삿기 업고
우믈믈에 <小兒, 8a>
고기 업니이다

“모래산과 작은 토산에
짐승들이 없고, 이미 죽
은 나무에 나뭇잎에 안
생깁니다.
우물물에 물고기가
없고, 이간질하여 시비
일으키는 사람한테 친
구가 없습니다.”
선생이 또 말했다:
“어떤 불에 연기가 없
니?
어떤 사람한테 이름
이 없니?
어떤 여자한테 자식
이 없니?
어떤 물건한테 주인
이 없니?”
아이가 답했다:
“부싯돌로 불을 일으켰
을 때 연기가 안 생기
고, 배속에 있는 아이가
이름이 없고, 불임의 여
자한테 후손이 없고, 야
생의 짐승들한테 주인
이 없습니다.”
선생이 또 물었다:
“어떤 소가 송아지를 못
낳니?
어떤 말이 망아지를
못 낳니?
어떤 성에 백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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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니로되 쟈근 아
 네 그리 알면 내 
무르리라 요 우희 골
난다 을 아다
<小兒, 8b> 집 앏 
난다 을 아다 이
 번 다 을 아
다 개 제 님자 즛
다 을 아다
제6문답 三歲兒ㅣ 답호되 골
이라 은 <小兒, 9a>
요  돗기오 이라
은 거슬이 셰온 발이
오 이  번다
은  흐모로 그러
니이다 <小兒, 9b>
개 제 님자 즛다
은 쇽졀업시 여러 손
을 만나 즛니이다
부 니로되 쟈근 아
제7문답  네 엇지 그리 만히
아뇨 네 내게  무

니?
어떤 사람이 장가를
안 가니?”
아이가 답했다:
“수소가 송아지를 못 낳
고, 기형의 말이 망아지
를 못 낳고 무너진 성
에 백성이 없고, 고귀한
라마스님이 장가 안 갑
니다.”

해당부분이 없다.

“기러기의 울음소리가 ≪기흑우적
왜 저렇게 아름답습니 소년전≫ 문
답 13의 일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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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라
<小兒, 10a> 三歲兒ㅣ
이리 니로믈 듯고 답
호되 내 무슴 말을 무
르믈 잘며 부의 뭇
지 아니여 엇지 잘
료 이제 에 각
일을 뭇고<小兒, 10b>
져 이다
여러 나모 즁에 소남근
엇지여 겨 녀름 업
시 프르고 곤이와 기러
기 믈에 헤움을 잘
고
<小兒, 11a> 벅국이
우 소 크뇨 부
니로되 松栢은 속이 
모로 겨 녀름 업시
프르고 곤이와 기러기
 발이 너브모로
<小兒, 11b> 믈에 헤움
을 잘고 벅국이 목
이 길모로 우롬이 크니
라 三歲兒ㅣ 답호되
松栢은 속이 모로
<小兒, 12a> 겨 녀름
업시 프를지면 대 어
 속이 모로 겨
녀름 업시 프르고 곤이
와 기러기 발이 너
브모로 믈에 헤움을

오리가 물에 떠 있는
모습 어찌 저렇게 아름
답습니까?
소나무가 왜 영원히
푸릅니까?”
선생이 답했다:
“기러기가 목이 길어서
예쁘게 울고,
오리의 발이 평평해
서 물에 잘 뜨고,
일치한
소나무의 속이 차서 부와
다.
영원히 푸르다.”
아이가 또 물었다:
“개구리의 목이 제일 짧
은데 왜 제일 잘 웁니
까?
물고기가 발이 없지
만 왜 물 속에서 제일
잘 놉니까?
대나무의 속이 차지
않지만 왜 영원히 푸릅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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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면
<小兒, 12b> 남샹이
와 고기 어 발이
너브모로 믈에 헤움을
잘고 벅국이 목이
길모로 우 소 클지
면 죠고만 머구리 어
 목이 길모로
<小兒, 13a> 우 소리
크다 리잇가
부 니로되 내 너 “너의 대답이 현명하고
試驗여 짐즛 무럿더 유창하길 마침 떠오른
니 네 아 거시 장 태양과 같고, 너의 깊은 ≪기흑우적
明白다 여 크게 기 지식이 해박하고 세밀 소년전≫의
마무리 리니
하니 선배와 연장자들 결론 부분
<小兒, 13b> 그 시졀의 의 도리를 파악하는구 과 유사한
듯 사들이 三歲兒 나. 좋아, 네가 진리를 마침이다.
 장 착다 여 니 배웠다! 좋아, 네가 규
고 일로 니라 칙을 잘 이해했다!”
표 28 청어 ≪소아론≫과 ≪기흑우적소년전≫의 비교

7.3. 내용분석
주요장면과 키워드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다.
7.3.1. 도입부
한 선생이 강변에서 놀고 있는 애들과 놀고 있지 않는 아이를 발견
하는 장면은 청어 ≪소아론≫과 같다.
7.3.2. 제1문답
왜 홀로 놀지 않느냐는 부분의 이유가 문답1의 앞부분과 문답5에
있다. 그 부분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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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어 ≪소아론≫
위치
제1문답
놀이종류 노롯(장난)
백성-農桑
관원-국사
내용

≪기흑우적소년전≫
문답1/문답6
戱(노는 것)/棋子(바둑)
衣裳(의상)-父母(부모)
百姓(백성)-折磨(고통)
官相(관상),廷臣(대신)-國事(나랏일)
學者(학자), 賢人(현자)-學問과 事業
女人(여자)-聲譽(명예) 低落(실추)
平民(서민)-飢餓(배고픔)
和藹的人(친절한 사람)-難堪
胡塗蟲(멍청이)-揮盡家産(재산 날림)
孝子-情義規矩丢完(효의나 예의 잃음)
표 29

≪기흑우적소년전≫의 이 부분은 통승의 ≪소아론≫의 부분과 거의
일치하며 ≪공자항탁상문서≫와도 일부 일치한다.

7.3.3. 제2문답-제4문답
해당부분이 없다.
7.3.4. 제5문답

청어 ≪소아론≫
제5문답

≪기흑우적소년전≫
위치
문답 7
산-짐승 없음-모래산, 흙언덕
山-沒野獸 -沙山, 土丘
사람-장가-라마스님
사
-처-부텨
人物-娶妻-喇嘛
여자-불임의 여자-자식(후손)
질의응답 겨집-지아비-선녀
女- 不孕的女人-後代
사
-일홈(이름)-
난 아 람-이름-배속의 아이

人- 名- 肚里的孩子
성-관원-뷘 성
술의-(바퀴)-轎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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믈-고기-우믈믈
불-(연기)-반도블
쇼-아지-
쇼

-아지-나모 
약대-삿기-약대

물-물고기-우물물
水- 魚 - 井水
불-연기-부싯돌
火- 烟 -火鎌
소-송아지-수소
牛-犢 -公牛
말-망아지-기형의 말
馬-駒 - 畸形騍馬
사람-친구 없음-이간질 시비
人 - 無友 -搬弄是非的人
나무-나뭇잎 없음-죽은 나무
樹 - 無葉 - 枯槁的樹
물건-야생의 짐승-주인 없음
物- 荒野的禽獸- 無主人
표 30

7.3.5. 제6문답
해당부분이 없다.
7.3.6. 제7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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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1
질문
2
3
소아의 반 12
문
3

청어 ≪소아론≫
제7문답
소남근-사계절 푸름
곤이와 기러기-헤움 잘함
벅국이-우는소리큼
대
남샹이와 고기
머구리

≪기흑우적소년전≫
문답11
소나무-푸름-속이 참
松 - 常靑 - 心實
오리-물에 뜸-평평한 발
鴨子-浮水-爪子扁
기러기-울음소리-긴목
白額雁- 嗁鳴 -脖頸長
竹子(대나무)
魚(물고기)
蛙(개구리)

표 31

≪기흑우적소년전≫의 문답11에서는 질문의 순서가 청어 ≪소아론≫

의 것과 비교했을 때 3->2->1의 역순으로 나타난다. 소아의 반문은
청어 ≪소아론≫의 반문2에 남샹이 부분이 더 들어 있다.

7.3.7. ≪기흑우적소년전≫의 문답 11
≪기흑우적소년전≫의 문답 11에는 몽골의 옛이야기이며 주채혁
(1999:436)에 실린 “친왕을 가마에서 내리게 하다” 의 내용과 비슷한
것을 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독특한 몽골의 옛이야기가 항탁
설화와 융합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7.3.8. 마무리
둘 다 소아가 총명한 것으로 결론이 나나 ≪기흑우적소년전≫에서
는 보다 길게 찬양한다.

- 90 -

8. 소아론 관련 자료의 분석 종합

8.1. 대화의 주체
먼저 대화의 주체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청어 ≪소아론≫
통승의 ≪소아론≫
≪공자항탁상문서≫
P.T. 992
≪금석물어집≫
≪기흑우적소년전≫

대화상대
부(夫子13))-三歲兒
공자-소아, 항탁
공자-소년, 항탁
공자-동자
공자-長씨, 칠팔세쯤 되는 두 아이
雷孔-소년(韓 金廷), 雷孔-소년의 아버지,
소년- 소년의 아버지
표 32

≪기흑우적소년전≫에서만 선생과 소년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

이 더 들어 있고 나머지 이야기에서는 공자와 아이의 이야기만 실려
있다.
8.2. 항탁설화가 전파된 나라의 특징
제5문답의 아래의 항목을 살피면 항탁설화가 전파된 나라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청어 ≪소아론≫
통승의 ≪소아론≫
돈황변문
≪금석물어집≫
≪기흑우적소년전≫
13)

질의 응답
사
-처-부텨
수컷-암컷-외로운 수꿩
雄 - 雌- 孤雄
남자-아내-선인
人 - 婦- 仙人
남자-아내-선인
夫 - 婦 - 仙人
사람-장가-라마스님
人物-娶妻-喇嘛
표 33

겨집-지아비-仙女
암컷-수컷-외로운 암꿩
雌
雄 - 孤雌
여자-남편-옥녀
女 - 夫 - 玉女
여자-남편-옥녀
女 - 夫 - 玉女
항목 없다

민영규(1964)에 따르면 돈황변문에서도 이본에 따라 ‘夫子’ 혹은 ‘孔子’로 나타난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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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흑우적소년전≫의 이야기가 나온 서몽고 지방엔 라마불교가 들

어가 있어 사람 중에 장가 못간 사람은 라마스님이라 되어 있어서 그
지방색을 드러내며 ≪공자항탁상문서≫의 중국과 ≪금석물어집≫의 일
본은 동아시아의 보편적 사고처럼 선인이 나온다. 다만 청어 ≪소아론
≫에서 선인, 스님이 등장하지 않고 부텨가 나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것은 청어 ≪소아론≫이 전해온 경로 또는 시기에 불교가 흥행했음
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8.3. 각 자료의 항목별 일치 정도
청어 ≪소아론≫에 대한 각 자료의 일치 정도를 뽑아보면 아래와
같다.
청어 ≪소아
론≫
통승의 ≪소
아론≫
≪공자항탁
상문서≫
P.T. 992
≪금석물어
집≫
≪기흑우적
소년전≫

제1문답
제5문답
10항목 (어느것과도 일
2항목
치하지 않는 1개 항목
포함한다.)
7항목 중 3항목 14항목 중 7항목이 일치
(2항목으로 중복 한다.
일치한다.)
6항목 중 2항목 16항목 중 9항목이 일치
이 일치한다.
한다.
7항목 중 2항목 14항목 중 8항목이 일치
이 일치한다.
한다.
해당 항목이 없 8항목 중 7항목이 일치
다.
한다.
10항목 중 2항목 11항목 중 7항목이 일치
이 일치한다.
한다.
표 34 각 자료의 항목별 일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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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문답
3항목
3항목이 일치
한다.
3항목이 일치
한다.
해당 항목이
없다.
해당 항목이
없다.
3항목

9. 결론

청어 ≪소아론≫이 저본으로 삼았을 책에 대해서 살피기로 한다. 최
초의 항탁설화를 ‘H’본이라고 하면 그것에서 ≪공자항탁상문서≫와 ≪
금석물어집≫이 나왔고 그 이후 ≪공자항탁상문서≫ 등의 내용에 영
향을 받은 청어 ≪소아론≫과 통승의 ≪소아론≫이 나왔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할 듯하다.
항탁설화- H -≪공자항탁상문서≫
━━━ ≪금석물어집≫
━━━━━ 여진어 ≪소아론≫ 청어 ≪소아론≫
━━━━━━━ 통승의 ≪소아론≫
주요 연대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돈황본의 하한 926년
헤이안시대(794~1192)
금나라(1115년~1234년): 여진어 사용 시기
고려시대(918년~1392년)
명나라(1368년~1644년): 소아론이라는 명칭 등장14)시기
청나라(1616년~1912년)
조선시대(1392~1910년)
만주무권점문자(1599년)
만주유권점문자(1632년)
신계암에 의해 여진학 서적이 청학 서적으로 번역됨(1639년)
청어 ≪소아론≫(1777년, 중간)
14) 한 예로 明李廷机考正丘宗孔增释历朝故事统宗卷九（万历二十三年周曰校刻本）
1595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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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어 ≪소아론≫이 지금까지의 비교에서 돈황의 ≪공자항탁상문서≫
와 가장 유사한 내용을 축소해서 담고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저본
이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몇몇의 의문을 담고 있다. 청어 ≪소아
론≫의 제5문답에서 부텨와 약대의 등장은 ≪공자항탁상문서≫의 다
른 이본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
을 종합해서 고려해보면 ≪공자항탁상문서≫와 비슷한 항탁설화가 ≪
금석물어집≫에 채집되던 시기에 즈음해서 유행했을 항탁설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반도로 흘러들어와 여진어로 번역되고 나아가 청어
로 번역되었거나 그와 비슷한 시기에 금나라에 들어온 항탁설화가 여
진어로 쓰여지고 그것을 수입해서 여진어 ≪소아론≫ 나아가 청어 ≪
소아론≫이 되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비록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청
어 ≪소아론≫의 이야기 대부분이 ≪공자항탁상문서≫에 있고 핵심질
문인 제5문답이 한 항목만 제외하고 ≪금석물어집≫의 내용이 청어
≪소아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청어 ≪소아론≫과 통승의 ≪소아론≫, ≪공자항탁상문서
≫, P.T. 992, ≪금석물어집≫, ≪기흑우적소년전≫의 비교를 통하여 청
어 ≪소아론≫의 많은 부분이 ≪공자항탁상문서≫의 모티브를 따라서
만들어졌으며 또한 어학서로서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편집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조선조에 많은 서적들이 단순한 원전
의 번역에 그치지 않고 조선에 필요한 부분을 가감하여 집필한 정황
들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청어 ≪소아론≫은 ≪
공자항탁상문서≫ 류의 책을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공자항탁상문서≫의 한문본과 장문본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 볼 때 다양한 항탁설
화가 있어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거나 혹은 주변국에 전파되었을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본고에서 대조해본 기타 자료가 모두 상이함
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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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of Manchu version ‘So-a-ron’
Moon, Young Joon
Dep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chu version ‘So-a-ron’ is based on Jurchen ‘So-a-ron’.
The book was made at the ‘Sa yeok won’ during the mid-era of
Chosu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the origin
of ‘So-a-ron’.
It is based on the so called ‘Xiang Tuo’ tale. The title of the
tale, ‘So-a-ron’, started to prevail during Ming Dynasty. The
content is rather based on the version of Dunhang than on the
later days’ Tong seong’s ‘So-a-ron’.
First of all,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content of the tale
of Manchu version ‘So-a-ron’ and the story in the ‘Konjaku
monogatari shu’ was tailored based on the purpose of publishing
instead of blindly copying of the original story.
For the in-depth analysis, a keyword analysis on the 5th
conversation of Manchu version ‘So-a-ron’ was conducted. In this
thesis, Manchu version ‘So-a-ron’ and Tong sheng’s ‘So-a-ron’,
‘Black cow riding boy’ tale, a story of Dunhang, P.T. 992(Pelliot
Tibetain 992), and a story of ‘Konjaku monogatari shu’ was
analyzed.
The Manchu version ‘So-a-ron’ is not just copying o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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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book but edited for the book of conversation as repeating
verses and edited out some difficult contents of story for the
educational purpose.
Keyword: So-a-ron, Manchu version ‘So-a-ron’, Jurchen
‘So-a-ron’, Manchu Textbook, Jurchen Text book, ‘Xiang
Tuo’ tale, Dunhang, ‘Konjaku monogatari shu’, ‘Black cow
riding boy’ tale, P.T. 992, Tong s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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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통승에 게재된 “공자와 항탁(項橐)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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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통승의 ≪소아론≫의 한문 원본
孔子名丘.字仲尼.設教於魯國之西.
一日.率諸子弟.御車出遊.
路逢數兒嬉戲.中有一個不戲.孔子乃駐車.
●問曰.獨汝不戲.何也.
小兒答曰.凡戲無益.衣破難逢.上辱父母.下及門中.
必有鬥爭.勞而無功.豈為好事.遂低頭以瓦片作城.
●孔子責之曰.何不避車乎.
小兒答曰.自古及今.為車當避於城.不當城避於車.
●孔子乃勒車論道.下車而問曰.汝年尚幼.何多詐乎.
小兒答曰.人生三歲.分別父母.
兔生三日.走地畎畝▼(畎畝即田間)
魚生三日.遊於江湖.天生自然.豈謂詐乎.
●孔子曰.汝居何鄉.何里何姓.何名何字.
小兒答曰.吾居敝鄉賤地.姓項名橐.未有字也.
●孔子曰.吾欲與汝同遊.汝意下如何.
小兒答曰.
家有嚴父.須當事之.家有慈母.須當養之.
家有賢兄.須當順之.家有弱弟.須當教之.
家有明師.須當學之.何暇同遊也.
●孔子曰.吾車中有三十二棋.與汝博弈▼汝意下如何.
小兒答曰.
天子好博.四海不理.諸侯好博.有妨政紀.
士儒好博.學問廢弛.小人好博.輸卻家計.
奴婢好博.必受鞭撲.農夫好博.耕種失時.是故不博也.
●孔子曰.吾欲與汝.平卻天下.汝意下如何.
小兒答曰.天下不可平也.
或有高山.或有江湖.或有王侯.或有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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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卻高山.鳥獸無依.傾卻江湖.魚鱉無歸.
除卻王侯.民多是非.絕卻奴婢.君子使誰.
天下高山.豈可平乎.
●孔子曰.汝知天下.
何火無煙.何水無魚.何山無石.何樹無枝.何人無婦.
何女無夫.何牛無犢.何馬無駒.何雄無雌.何雌無雄.
何謂君子.何為小人.何為不足.
何為有餘.何城無市.何人無字.
小兒答曰.
螢火無煙.井水無魚.土山無石.枯樹無枝.仙人無婦.玉女無夫.土牛無犢.木馬
無駒.孤雄無雌.孤雌無雄.賢為君子.愚為小人.冬日不足.夏日有餘.皇城無市.
小人無字.
●孔子曰.
汝知天下之綱紀.陰陽之始終.何為左.何為右.何為表.何為裡.
何為父.何為母.何為夫.何為婦.風從何來.雨從何至.雲從何出.霧從何起.
天地相去.幾千萬里.
小兒答曰.
九九還歸八十一.是天地之綱紀.八九七十二.是陰陽之始終.
天為父.地為母.日為夫.月為婦.東為左.西為右.外為表.內為裡.
風從蒼梧.雨從郊市.雲從山出.霧從地起.天地相去.有千千萬萬餘里.東西南
北.皆有寄耳.
●孔子曰.汝言.父母是親.夫婦是親.
小兒答曰.父母是親.夫婦不親.
●孔子曰.夫婦生則同衾.死則同穴.何得不親.
小兒答曰.
人生無婦.如車無輪.無輪再造.必得其新.婦死再續.又得其新.賢家之女.必配
貴夫.十間之室.三窗六牖.不如一戶之光.眾星朗朗.不如孤月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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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母之恩.奚至也.
●孔子嘆曰.賢哉.賢哉.
小兒答曰.
適來問橐.橐一一答之.橐今欲求教夫子一言.明以誨橐.幸請勿棄.
小兒曰.鵝鴨何以能浮.鴻雁何以能鳴.松柏何以冬青.
●孔子答曰.
鵝鴨能浮.皆因足方.鴻雁能鳴.皆因頸長.松柏冬青.皆由心堅.
小兒曰.不.
魚鱉能浮.豈皆足方.蝦蟆能鳴.豈因頸長.綠竹冬青.豈皆心堅.
小兒又問曰.天上零零有幾星.
●孔子曰.適來問地.何必談天.
小兒又問曰.地下碌碌有幾屋.
●孔子曰.且論眼前之事.何必談天說地.
小兒又問曰.若論眼前之事.眉毛中有幾支.汝知之乎.
●孔子愕然.笑而不答.顧謂諸弟子曰.後生可畏.焉知來者之不如今也.於是
登車而去.
詩曰
休欺年少聰明子.廣有英才智過人.談論世界無限事.分明古聖顯其身.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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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공자항탁상문서≫의 한문자료
孔子項讬相問書
昔者夫子東遊，行至荊山之下，路逢三個小兒.二小兒作戲，一小兒
不作戲.夫子怪而問曰：“何不戲乎？”小兒答曰：“大戲相煞，小戲相傷，
戲而無功，衣破裏空.相隨擲石，不如歸舂.上至父母，下及兄弟，只欲不
報，恐受無禮.善思此事，是以不戲，何謂怪乎？”
項讬有相，隨擁土作城，在內而坐.夫子語小兒曰：“何不避車？”小兒
答曰：“昔聞聖人有言：上知天文，下知地裏（理），中知人情，從昔至
今.只聞車避城，豈聞城避車？”夫子當時無言而對，遂乃車避城下道.遣人
往問：“此是誰家小兒？何姓何名？”小兒答曰：“姓項名讬.”
夫子曰：“汝年雖少，知事甚大.”小兒答曰：“吾聞魚生三日，遊於江
海；兔生三日，盤地三畝；馬生三日，（趁）及其母；人生三月，知識父
母.天生自然，何言大小！”
夫人問小兒曰：“汝知何山無石？何水無魚？何門無關？何車無輪？
何牛無犢？何馬無駒？何刀無環？何火無煙？何人無婦？何女無夫？何日
不足？何日有餘？何雄無雌？何樹無枝？何城無使？何人無字？”小兒答
曰：“土山無石，井水無魚，空門無關，轝車無輪，泥牛無犢，木馬無
駒，斫刀無環，螢火無煙，仙人無婦，玉女無夫，冬日不足，夏日有餘，
孤雄無雌，枯樹無枝，空城無使，小兒無字.”
夫子曰：“善哉！善哉！吾與汝共遊天下，可得已否？”小兒答曰：
“吾不遊也.吾有嚴父，當須侍之；吾有慈母，當須養之；吾有長兄，當須
順之；吾有小弟，當須教之.所以不得隨君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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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子曰：“吾車中有雙陸局，共汝博戲如何？”小兒答曰：“吾不博戲
也.天子好博，風雨無期；諸侯好博，國事不治；吏人好博，文案稽遲；
農人好博，耕種失時；學生好博，忘讀書詩；小兒好博，苔撻及之.此是
無益之事，何用學之！”
夫子曰：“吾與汝平卻天下，可得已否？”小兒答曰：“天下不可平
也，或有高山，或有江海，或有公卿，或有奴婢，是以不可平也.”
夫子曰：“吾以汝平卻山高，塞卻江海，除卻公卿，棄卻奴婢，天下
蕩蕩，豈不平乎？”小兒答曰：“平卻高山，獸無所依，塞卻江海，魚無所
歸；除卻公卿，人作是非；奕卻奴婢，君子使誰？”
夫子曰：“善哉！善哉！汝知屋上生松，戶前生葦，床上生蒲，犬吠
其主，婦坐使姑，雞化爲雉，狗化爲狐，是何也？”小兒答曰：“屋上生松
者是其椓（椽），戶前生葦者是其箔，床上生蒲者是其席.犬吠其主，爲
傍有客；婦坐使姑，初來花下也.雞化爲雉，在山澤也；狗化爲狐，在丘
陵也.”
夫子語小兒曰：“汝知夫婦是親，父母是親？”小兒曰：“父母是親.”夫
子曰：“夫婦是親.生同床枕，死同棺槨，恩愛極重，豈不親乎？”小兒答
曰：“是何言與！是何言與！人之有母，如樹有根；人之有婦，如車有輪.
車破更造，必得其新；婦死更娶，必得賢家.一樹死，百枝枯；；一母
死，眾子孤.將婦比母，豈不逆乎？”
小兒卻問夫子曰：“鵝鴨何以能浮？鴻鶴何以能鳴？松柏何以冬夏常
青？”夫子對曰：“鵝鴨能浮者緣腳足方，鴻鶴能鳴者緣咽項長，松柏冬夏
常青者緣心中強.”小兒答曰：“不然也！蝦蟆能鳴，豈猶咽項長？龜鱉能
浮，豈猶腳足方？胡竹冬夏常青，豈猶心中強？”夫子問小兒曰：“汝知天
高幾許？地厚幾文？天有幾樑？地有幾柱？風從何來？雨從何起？霜出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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邊？露出何處？”小兒答曰：“天地相卻萬萬九千九百九十九裏，其地厚
薄，以天等同，風出蒼吾（梧），雨出高處，霜出於天，露出百草.天亦
無樑，地亦無柱，以四方雲，而乃相扶，故與爲柱，有何怪乎？”
夫子歎曰：“善哉！善哉！方知後生實可畏也.”
夫子共項讬對答，下下不如項讬；夫子有心煞項讬，乃爲詩曰：
孫景懸頭而刺股，匡衡鑿壁夜偷光，
子路爲人情好用（勇），貪讀詩書是子張.
項讬七歲能言語，報答孔丘甚能強.
項讬入山遊學去，叉手堂前啟孃孃；
“百尺樹下兒學問，不須受記有何方.”
耶孃年老惛迷去，寄他夫人兩車草；
夫子一去徑年歲，項讬父母不承忘.
取他百束將燒卻，餘者他日餧牛羊.
夫子登時卻索草，耶孃面色轉無光，
當時便欲酬倍價，每束黃金三錠強.
金錢銀錢總不用，婆婆項讬在何方？”
“我兒一去經年歲，百尺樹下學文章.”
夫子當時文（聞）此語，心中歡喜倍勝常.
夫子乘馬入山去，登山驀領（嶺）甚分方，
樹樹每量無百尺，葛蔓交腳甚能長.
夫子使人把鍬樕，撅著地下有石堂：
一重門裏石師子，兩重門外石金剛，
入到中門側耳聽，兩伴讀書似雁行.
夫子拔刀撩亂斫，其人兩兩不相傷：
化作石人總不語，鐵刀割截血汪汪.
項讬殘去猶未盡，回頭遙望啟孃孃：
將兒赤血{江瓦}盛著，擎向家中七日強.”
阿孃不忍見兒血，擎將寫（瀉）著糞堆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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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日二日竹生根，三日四日竹蒼蒼，
竹竿森森長百尺，節節兵馬似神王.
弓刀器械沿身帶，腰間寶劍白如霜，
二人登時卻覓勝，誰知項讬在先亡.
夫子當時甚惶怕，州懸（縣）分明置廟堂.
孔子項讬相問書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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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P.T. 992 ≪공자항탁상문서≫의 장문본(藏文本)
往昔,孔子乘車東遊, 路遇三幼童. 二幼童在玩耍, 1幼童旣不玩耍, 且臉色
嚴肅. 公子問道:“[爾等]三小兒, 二人歡樂玩耍, 一人旣不玩耍且臉色嚴肅,
這是爲何?” 一幼童答道:“我曾聽說, 兩人玩耍逗樂, 若一人傷害了一人 ,
必然發生斗毆, 若發生斗毆, 除了撕破衣服別無其他. 若一人要殺一人, 輕
則一人傷害一人,上至敗坏父母名聲, 下至叔伯受到牽連, 故而[不與他們]
玩耍.”
孔子曰:“小兒你如此年經, 却懂諸多道理, 這是爲何?”
幼童道:“小龍出生三日能游大海; 小駒出生三日能行千里; 小兎出生
三日能奔馳視力所及三培之地; 嬰兒出生三日能識父母, 此乃世間常事,
何足爲怪.”
孔子曰:“善哉! 善哉! 小兒你性 甚名誰?”
幼童道:“我無姓無名?”
孔子曰:“何人無名? 何山無石? 何水無魚? 何男無女? 何女無夫? 何
樹無枝? 何牛無犢? 何馬無駒? 何門無閂? 何車無輪? 何火無烟 何刀無
鞘? 何人無名?”
幼童道:“土堆之山無石; 井水無魚; 化身仙人無妻; 玉女(玻璃女人)無
夫; 泥牛無犢; 木馬無駒 ; 單身旅客行走無妻; 枯樹無枝; 剪刀無鞘; 二
人所坮之輦車無輪; 墓門無閂; 螢火無烟; 墳地集市無利; 我也同上; 無姓
無名.”
孔子曰:“善哉! 善哉! 吾車內有棋盤, 你我親密無間, 痛快地下一局,
可否?”
幼童道:“我曾聽說, 國王沈迷于此, 則不顧百姓生計; 大臣沈迷于此,
則風雨失期(時無寧日); 商賈沈迷于此, 則輸却家私; 農夫沈迷于此, 則會
錯過耕種農時; 出行人沈迷于此,則會遭受損失; 小兒沈迷于此, 背脊則遭
答撻; 我也與上相同, 故不想與你痛快玩耍.”
孔子曰:“善哉! 善哉! 小兒你來我車里, 一起周遊天下, 可否?”
幼童道:“我家父母[管敎]嚴厲, 旣要爲父親喪葬, 又要讓慈母安樂, 又
要敎育小子幼弟, 不能去周遊天下.”
孔子曰:“善哉! 善哉! 你我二人秘密結盟, 若有美酒則相互邀請, 若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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斗毆則相互援助, 周遊之後分手, 可否?”
幼童道:“經常喝酒名聲敗壞; 作斗毆相助之友, 日後仇恨加深. 因此,
不如遠離避之.
孔子問:“父母親, 還是妻子親?”
幼童道:“父母親.”
孔子曰:“妻子親. 爲何說妻子親? 活時同床共枕, 死後共葬墓穴.”
幼童道:“父母親可比作何物? 可比作樹根. 妻子不親可比作何物? 可
比作車輪. 樹根若斷, 百枝乾枯. 一位母親去世, 十個孩子則成孤兒. 馬車
舊了可以翻新. 妻子去世, 可以再娶. 繁星聚集, 也扺不上一輪明月光亮.
一窓六牑之亮光, 也比不上戶門進來的光芒. 一根針眼, 能穿過千條綹綫.
夫子, 所謂妻子親, 父母疏之看法, 是愚人國里才如此吧. 要說父母恩, 終
身難忘.”
孔子曰:“極好! 極好! 小兒, 我問你, 我與宇宙從何而來? 誰爲父? 誰
爲母? 何爲雄? 何爲雌? 何爲左? 何爲右? 風從何處刮來? 雨從何處降
下? 何人爲貴? 何人爲賤? 天地二者空間, 相距上千里 , 問你這是爲何?”
幼童道: “將事物如此分開詢問無意義. 天爲父, 地爲母. 太陽爲夫 明
亮爲妻. 東方爲右, [西方爲左]. 南方爲外, 北方爲內. 風從昆侖山刮來,
雨從東北山降下. 富人爲貴, 窮人爲賤. 天地之間相距十萬九百九十[里],
四邊成正方形. 夫子, 你是長輩, [你]前面問我之事, 從何而來?”
孔子無言對答, 將馬車調轉走了三里, 見路上一小孩正追殺一只逃竄
水鳥. 孔子拴住馬車後說道: “小兒, 此水鳥不食五谷, 它犯何罪, 你等要
打殺它.”
小孩答道:“夫子, 你只知其一, 不知其二. 我曾廳說, 男兒至十五歲,
便能代父從軍; 女孩至十歲, 便能替母做飯; 水鷗生下八日, 便將父母置于
窩內, 餵食報恩. 此水鳥從母肚一形成, 便與其他動物不一樣, 在母腹將其
心, 肺吃掉, 才啄破母背出來, 不喪葬其母, 到樹上一个勁兒亂叫.[我]幷非
喜食鳥肉, 只想殺死此不孝子孫而己.”
孔子句句聽得眞切, [愧得]渾身出汗, 十分驚惶, 直接調轉馬車返回
[故里], 選擇[吉利]年月, 才給父母擧行喪葬. 孔子也得大孝之名聲.
化身幼童答公子書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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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 ≪금석물어집≫ 10권 9
臣下孔子、道行、値童子問申語第七15)
臣下孔子ニ、道ニ行キ値ヘル童子ノ問ヒ申セル語第七
今昔、震旦ノ周ノ代ニ、魯ノ孔丘ト云フ人有ケリ.父ハ叔梁ト云フ.母ハ
顔ノ
氏也.此ノ孔丘ヲ世ニ孔子ト云フ、此レ也.身ノ長九尺六寸也.心賢クシテ
悟リ深シ.
幼稚ノ時ニハ老子ニ随テ文籍ヲ習フニ、悟リ得ズト云フ事無シ.長大ノ
後ニハ、
身ノ才広クシテ、弟子、其ノ数多シ.然レバ、公ニ仕ヘテハ政ヲ直シ、
私ニ行テハ人ヲ教フ.
惣ベテ事トシテ愚カナラズ.此ニ依テ、国ノ人、皆、首ヲ低ケ貴ブ事限
リ無シ.而ル間、
孔子、車ニ乗テ道ヲ行キ給フニ、其ノ道ニ七歳許ノ童三人有テ戯レ遊
ブ.其ノ
中ニ一人ノ童戯レ遊バズシテ、道ニ当テ土ヲ以テ城ノ形ヲ造レリ.
其ノ時ニ、孔子、
其ノ側ニ来リ給テ、童ニ語テ云ク、「汝等、速ニ道ヲ避テ我ガ車ヲ過ゴ
ズベシ」ト.
童咲テ云ク、「未ダ聞カズ、車ヲ避ル城ヲバ.但シ、城ヲ去ル車ヲバ聞
ク」ト.
然レバ、孔子、車ヲ去テ、城ノ外ヨリ過ギ給ヒヌ.
15)
http://edb.kulib.kyoto-u.ac.jp/exhibit/konjaku/frame/kj10/kj10fr1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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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童ニ問テ云ク、「汝ガ姓名
何ゾ」ト.童答テ云ク、「姓ハ長也.我レ、年八歳ナルガ故ニ字無キ也」
ト.孔子ノ云ク、
「汝ヂ、知レリヤ.何レノ樹ニカ枝無キ.何レノ牛ニカ犢無キ.何レノ馬ニ
カ駒無キ.何レノ
夫ニカ婦無キ.何レノ女ニカ夫無キ.何レノ山ニカ石無キ.何レノ水ニカ魚
無キ.何レノ
人ニカ字無キヤ」ト.童答テ云ク、「枯木ニハ枝無シ.土牛ニハ犢無シ.木
馬ニハ駒無シ.仙
人ニハ婦無シ.玉女ニハ夫無シ.大山ニハ石無シ.井ノ水ニハ魚無シ.空城ニ
ハ史無シ.
小児ニハ字無シ」ト.孔子、此レヲ聞テ、「此ノ童、只ノ者ニハ非ザリ
ケリ」ト思テ、過ギ給ヒヌ.
亦、孔子、道ヲ行キ給フニ、七八歳許ノ二人ノ童、道ニ値ヒヌ.共子ニ
問テ云ク、
一人ノ童ノ云ク、「日ノ始メテ出ヅル時ハ日近シ.日中ニ至テハ日遠
シ」ト.一人ノ童ノ
云ク、「日ノ始メテ出ヅル時ハ日遠シ.日中ニ至テハ日近シ」ト.先ノ
童、亦返シテ云ク、
「日ノ出ル時ハ熱クシテ湯ヲ□□如シ.日中ニ至ヌレバ涼シ」ト.後ノ
童、亦、返□□、
「日ノ出ヅル時ハ涼シ.日中ニ至□□レバ熱クシテ湯ヲ探ルガ如シ.豈□
日ノ出ヅル時□□
日中ヲ遠シト云ハムヤ」ト.此ノ如ク二人シテ諍テ、問フト云ヘドモ、
孔子裁リ給フ事能ハズ.
其ノ時ニ、二人ノ小児咲テ云ク、「孔子ハ悟リ広クシテ知ラヌ事在マサ
ズトコソ知リ奉ルニ、
極メテ悚ニコソ在シケレ」ト.孔子、此レヲ聞キ給テ、此ノ二人ノ童ヲ
感ジテ、只者ニハ非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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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也ケリトナム讃メ給ヒケル.昔ハ小児モ此ノ如キ賢カリケル也.
只、孔子、諸ノ弟子共ヲ
引具シテ道ヲ行キ給ケルニ、道辺ナル垣ヨリ馬ノ頭ヲ指出テ有ケルヲ見
給テ、
孔子、「此ニ牛ノ頭ヲ指出タル」ト宣ヒケレバ、弟子共「正シク馬ヲ牛
ト宣フ、怪キ事也」ト
思ヒケレドモ、様有ラムト思テ、終道ラ各ノ心得ムト思ヒケルニ、顔回
ト云フ第一ノ御［童］弟
子、一里ヲ行テ心得ケル様、「日読ノ午ト云フ字ヲ、頭ヲ指出シテ書タ
ルヲ、牛ト云フ
字ニテ有レバ、此ノ馬ノ頭ヲ指出タレバ、人ノ心ヲ試ムトテ「牛」ト宣
ケル也ケリ」ト思テ、師ニ
問ヒ申シケレバ、「然カ也」トゾ答ヘ給ケル.次々ノ御弟子共、次第ニ
十六町ヲ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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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西蒙古民間故事 ≪騎黑牛的少年傳≫
翁木, 愿一切吉祥! 古老的當年, 有一位敎書先生,名叫雷孔.門下有弟子千
人.
有一次, 先生率領弟子周遊各地,來到一條河邊.只見一群兒童正在岸邊遊
玩嬉戱, 可是其中却有一个少年幷不玩耍, 只是坐在一旁打瞌睡.
先生問道:“衆童子皆遊戱, 唯爾不,何故之有?”
少年回答說:
“哦,敬愛的先生!貪耍,那可幷不是一件好事呀, 因爲貪玩, 常常會把衣裳
磨壞撦破, 跟伙伴爭嘴斗舌, 受到父母親的斥責. 因此, 我是不貪圖玩耍
的.”
先生道聲 “善”,便走了.
當敎書先生重新返回來的時候, 只見那个少年從頭到脚赤身裸體, 騎乘着
一頭不備鞍韀的光背黑牛, 口哼山曲, 悠然漫游.
先生說道:
“汝身窮無釦無帶之衣裳, 從首至足赤條精光, 騎乘在无鞍无韀之牛背上,
唱的是什么呢, 兒郞 ?”
少年說 :
“我唱的是-要成爲身分尊貴的人, 使自己成長受到敎育, 學的知識才能,
身具威力, 過太平日子, 這是多么如意!”
先生聽了這番話, 大爲稱讚, 然後走去. 不久 , 當先生又一次來到這里的
時候, 只見少年黑牛放牧在草叢間, 自己坐在用芨芨草, 蘆葦搭着房子玩
耍的那伙孩子们旁邊. 先生說道:
“儒子们! 快般開擺設在路上的這些象城鎭, 房舍的玩藝吧! 我的車過來,
是會把
它们撞毁的呀!”
不玩的小孩答道:“請問先生這是先世的慣例呢? 还是当今的規矩呢? 向
來是車子绕过房舍走, 哪有房屋避过車子的道理呢?”
先生道: “小小年纪, 出言不逊也!”
孩子回答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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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兎子生下崽子过七天, 就能找到嬉戏的地方去蹦窜;
大海魚娃生下才五天, 就可以在海水里自由游玩; 我是受有天命的一个
人,
你斥我‘出言不遜’爲哪般?”
先生聽罷說道: 善哉, 善哉!那么我们你一句話, 汝須好好答來! 汝是何方
人? 何爲尔的名? 汝是誰家子? 何爲尔的姓? ”
孩子答道:“我是美好地方的人,我是善良人家的兒孫, 我姓韓, 我的名是
“金廷”.”
先生說道: “吾車上有名曰‘敖布散’之棋子, 尔上車來與吾對弈一局辯之!”
放牛娃說: “应该孝敬自己的双親,
应该敬重學者和賢明之人,
应该尊奉高尙的規矩,
应该帮助自己的姐妹兄弟
我怎好跟您對局争雄?”
又說:
“聖主汗王若是沈醉于玩樂, 百姓就要備受折磨;
官相, 廷臣迷戀于玩樂,
國事必有失誤差錯;
學者賢人貪圖玩樂,
學問, 事業就會旁搁;
女人追求玩樂,
聲譽必定低落;
平民貧圖玩樂,
肚皮就會飢餓;
和蔼的人一旦貧玩,
會給朋友们帶來難堪;
胡涂虫沈溺于游玩,
必定揮儘家産;
孝子只知貧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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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義規矩丢玩.
因此上,我訣不貧圖游玩!”
先生又說道: “呀! 你若是機靈聰慧的少年, 那么你就順序回答我的這些問
題吧!”
“何山無獸?
何樹無葉?
何山16)無魚?
何人無友?”
孩子回答說:
“沙山土丘沒野獸.
枯槁的樹上不長葉.
井水里面沒有魚.
搬弄是非的人沒朋友.”
先生又問道:
“何火無煙?
何人無名?
何女無子嗣?
何物無主人?”
孩子答道:
“火镰打火不冒煙.
肚里的孩子沒姓名.
不孕的女人沒後代.
荒野的禽獸沒主人.”
16) 水의 오타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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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生又問:
“哪種牛不生犢?
哪種馬不生駒?
哪種城池沒百姓?
哪種人物不娶妻?”
孩子回答:
“是公牛不生犢.
畸形騍馬不生駒.
破敗的城池沒百姓.
尊貴的喇嘛不娶妻.”
先生又問:
“何人者, 最好?
何人者, 討厭?
何時天長?
何時天短?”
孩子回答說:
“正直賢明的人沒有不好.
卑劣愚蠢的人今人討厭.
夏季天長,
冬季天短.”
先生問:
“何物者上行?
何物者下行?
何物者以腹行
何物者借足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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孩子答道:
“燃燒的火苗向上走.
氾濫的洪水朝下流.
蛇靠肚皮爬着走.
馬憑蹄子邁步走.”
先生問:
“白晝多乎?
黑夜多乎?
男多乎?
女多乎?
僞多乎?
眞多乎?
”
孩子說:
“如果把陰暗的白天算作夜晩-夜晩多.
如果將昏庸的男人當作女人-女人多
因爲眼見爲眞, 耳聽是虛-所以虛假多.”
先生又問:
“何人心小且氣短?
何人志大且心高?
何人妄自尊大也?
何人高傲自滿也?”
孩子答道:
“心胸狹小的人心小氣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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賢慧英明的人志大心高.
昏聵愚昧的人妄自尊大.
蠢笨如牛的人自滿高傲.”
先生又問道:
“何爲西?
何爲東?
何爲外?
何爲內?
何爲父?
何爲母?
何爲男?
何爲女?
氣體從何來?
雨自何方出?
雲,霧升自何地?
天與地之際,
相距些許里?”
孩子回答說:
“右是西方.
左爲東方.
北方是外
南方是里
蒼天如父
大地以母.
陰以女
陽以男
氣體昇自雲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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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來自海水.
霧昇自大地.
雲出自濕氣
天和地之間,
如同人心一样的,
東,南,西,北,
全部都是等同的.”
先生問:
“妻貴乎?
母貴乎?
孩子答道 :
“妻子輕微,
母親尊貴.”
先生再問:
“少年知求學與何相同?
靑年求學與何相同?
成年求學與何相同?
暮年求學與何相同?”
孩子答道 :
“少年時知學如初昇的日月一般,
靑年時求學如正午的太陽一般
成年時求學如同臨近傍晩,
到老不知求學如同深夜似的昏暗.”
先生随卽說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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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尔果然爲心術高明之後生! 那么就用你的心計將吾弄下車來!”
“我雖然沒有什么法子把您弄上車來, 但是如果您下了車, 再讓您下車,
那可是輕而易擧的哩.”
先生立卽漫不經心地跳下車來.
說道: “好吧, 我倒看看, 你現在怎樣把我弄上車去.”
孩子說道:
“我的法兒就是,讓您刚才在無意中從車上快快跳下來.”
先生羞于弟子面前, 只好又說:
“喂, 孺子! 倘若尔果眞聰明,就將那陰陽之學,秘籍史書和算經數學给我一
一書寫出來!”
孩子說:
那就给我拿來如山一樣多的墨吧, 平原一樣大的紙吧, 旃檀樹一樣多的竹
筆吧, 我給您寫.”
不料先生啞口無言, 聰明的小孩說:“哦, 您之所
問我已逐一回答完畢. 現在我也向您問兒句話,萬望指敎!”
“白額雁的啼鳴爲什么那樣悅耳動聽?
鴨子浮水爲什么那樣優美動人?
松樹爲什么永遠葱綠常靑?“
先生回答道:
“白額雁乃因脖頸長啼鳴得悅耳動聽, 鴨子由于爪子扁故此浮水精明,
松樹因心實, 故此永遠常靑.”
孩子又問道:
“蛙脖短,爲什么最善噪鳴?
魚無脚, 爲什么游水精明?
竹子是空心的, 爲什么永遠常靑?”
先生羞愧難答, 說道: 您知道天上的星數吗?”
您問的是遠的, 我要問近的, 孩子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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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那么您的眼睫毛有多少?”
先生武以言答, 又羞于弟子面前, 只號轉身便道. 不料在路中又碰見了
聰明孩子的父親正套着兩頭健牛耕地. 先生便問道“
“老頭子! 你的這兩斗牛, 一天耕地可转多少圈?”
老人說:“我沒有記過呀!”
“那你明天記住它是兒圈吧! 如果弄錯了,是要挨訓的!”
老人回到家里, 愁眉苦臉地坐在一旁, 想着這件事, 這時兒子回來了, 老
人就把事情的原委告訴他. 少年說: “父親呀, 明天那先生來後,你就這樣說
吧, 小人已記住了牛轉多少圈:但让我先問您一句話吧! 先生從家里起身到
這里,您駕車的辕馬一共走了多少步呢?”
先生到後, 孩子的父親這樣一問, 果然就把先生給窘住了.
先生又說道:
“老頭自! 明日你把耕地的兩頭公牛挤挤奶, 酿制些酸奶漿,我要來喝的
呀, 假若你不能按時準備好,我可是要殺人的哩!”
老頭一聽嚇壞了, 便一五一十地告訴給兒子, 少年說:
“父親呀, 明天先生來了, 您別吭氣, 我自有主張的.”
他们等待着, 果然先生一來就大叫起老人來. 當少年走出來時, 先生吼
道:
“老頭子, 給我出來!”
放牛娃說:
“爸爸本來說要去擠公牛奶,準知在路上坐起月子來了. 爲此, 他还沒回來
呢.”
“男人哪有分娩生育之理?!”
“哦, 如果是這樣, 用公牛奶酿酸奶漿的道理, 又是出自哪里呢?”
于是, 先生大驚, 便贊揚孩子道:
“你的回答多么機智,流暢,
就象噴薄升起的太陽,
你深入的學習多么渊博, 精細
掌握了先世, 長輩的道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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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呵, 你學得了眞理!
好呵, 你領會了規律!”
孩子隨卽回答道:
“我不是探詢, 老問,
我不是斗舌辯論,
我只爲向先輩人求索眞正的學問.“
以上就是他们對話的言辭. 愿吉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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