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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의 송대 경학사가들은 송대 경학의 전체적 특징이 ‘의경’(疑經) 혹은
‘개경’(改經)으로 대변되는 주관적 경전 해석이라고 규정하여 송대 경학자들 사이의
공통점만을 강조할 뿐, 그들 사이의 차이점과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송대 경학
의 내적 변화 논리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왕안석(王安石; 1021~1086)
의 춘추 관을 중심으로 내적 변화의 논리를 드러내 보이려 하였다. 당대(唐代) 말
기 이미 담조(啖助)․조광(趙匡)․육순(陸淳)에 의해 싹텄던 경전에 대한 ‘주관적 접
근법’이 북송의 경력 연간에 이르러 손복(孫復)․유창(劉敞) 등에 의해 만개하였지
만, 왕안석의 ‘객관적 접근법’이 곧 그 자리를 대체하였고 이후의 경전 해석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리고 왕안석의 ‘객관적 접근법’이란, 자설
(字說)로 대변되는 그의 문자학을 통하여 경전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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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중국 송대(宋代)의 경학(經學)은 한․당대(漢唐代)에 걸쳐 성립한 훈고학적 주
석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주관적 경전 해석을 중시하기 시작하며, 그러한 흐름은
경력(慶曆) 연간의 구양수(歐陽脩)․유창(劉敞)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왕안석의
삼경신의 (三經新義)에서 정점을 이룬다. 청대(淸代)의 피석서(皮錫瑞), 중국 근
대의 유사배(劉師培)․마종곽(馬宗霍) 등의 경학사가들은 그것이 한당대(漢唐代)
그리고 청대(淸代)와 다른 송대 경학의 특색이라고 보면서, 주관적 경전 해석이
의경(疑經)․개경(改經)으로 치달았고 그 결과 자의적이며 부정확한 경전 해석이
성행했다면서 송대 경학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1) 그러나 이들
의 비판적 태도는 기실 새로운 것이 아니니, 이미 송대의 사마광(司馬光)․육유

(陸游)․왕응린(王應麟) 등이 당시의 경학을 비판하였고 청대의 전대흔(錢大昕)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2)
필자는 송대 경학에 대한 기존 경학사가의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
들이 송대 경학의 내적 변화 양상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즉 그
들은 송대 경학의 전체적 특징이 ‘의경’ 혹은 ‘개경’으로 대변되는 주관적 경전
해석이라고 규정하여 송대 경학자들 사이의 공통점만을 강조할 뿐, 그들 사이의
1) 皮錫瑞 著/周予同 注釋, 1989 經學歷史 , 北京: 中華書局, 264면. 馬宗霍, 1985(7판), 中國經
學史 ,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26면. 劉師培의 견해도 馬宗霍의 책 126면에 소개되어 있다.

2) 사마광은 당시 학자들의 경학적 기초 소양을 문제 삼는다(“…新進後生, 口傳耳剽, 讀易未識
卦爻, 已謂十翼非孔子之言, 讀禮未知篇數, 已謂周官爲戰國之書, 讀詩未盡周南召南, 已謂毛
鄭爲章口之學, 讀春秋未知十二公, 已謂三傳可束之高閣.”(周彛尊, 經義考 卷296 ｢論風俗箚
子｣)). 육유는 五經精義 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회의적 풍조를 비판한다(“唐及
國初, 學者不敢議孔安國鄭康成, 況聖人乎. 自經曆後, 諸儒發明經旨, 非前人所及. 然排繫辭, 毁
周禮, 疑孟子, 譏書之胤征顧命, 黜詩之序, 不難於議經, 況傳注乎.”(王應麟, 困學紀聞 卷8 ｢經
說｣). 왕응린은 특히 왕안석의 三經義 를 비판한다(“自漢儒至于經曆間, 談經者, 守訓故而不
鑿. 七經小傳出而稍尙新奇矣. 至三經義行, 視漢儒之學若土梗, 古之講經者執卷而口授, 未嘗講
義也.…” 王應麟, 困學紀聞 卷8 ｢經說｣). 전대흔은 구양수와 왕안석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다(“宋初儒者, 皆遵守古訓, 不敢妄作聰明. 宋景文唐書儒學傳於啖助贊, 深致貶斥 , 蓋其時 , 孫
復石介輩 , 已有此等議論 , 而歐陽公頗好之 , 故於此論 , 微示異趣 , 以防蔑古之漸 . 其后王安
石以意說經 , 詆毁先儒 , 而經薄之徒 , 聞風效尤 , 競爲詭異之解 .… ” 錢大昕 , 十駕齋養新錄
卷 18 ｢宋儒之經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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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과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송대 경학의 내적 변화 논리를 밝히지는 않았
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래서 필자는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의 춘추
관을 중심으로 그러한 변화의 논리를 드러내 보이려 하였고, 왕안석이 춘추 를
학관에서 폐지했던 까닭을 논지 전개의 실마리로써 삼고자 한다. 특히, 왕안석을
비판하는 중국 전통 시대의 학자들은, 왕안석이 춘추 를 ‘단란조보’(斷爛朝報),
즉 ‘단편적인 조정의 기록’이라고 폄하하면서 학관에서 폐지했다며 비난하는데,
필자는 우선 그 문제부터 검토하여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먼저 결론을 얘기하자면, 춘추 해석에 한정해서 봤을 때, 당대(唐代) 말기 이
미 담조(啖助)․조광(趙匡)․육순(陸淳)에 의해 싹텄던 ‘경전에 대한 주관적 접근
법’이 북송의 경력 연간에 이르러 손복(孫復)․유창 등에 의해 만개하였지만, 왕
안석의 ‘객관적 접근법’이 곧 그 자리를 대체하고 이후의 경전 해석법에 큰 영향
을 끼쳤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리고 왕안석의 ‘객관적 접근법’이란, 자설

(字說)로 대변되는 그의 문자학을 통하여 경전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전개순서는, 먼저 왕안석이 춘추 를 가리켜 ‘단란조보’라고 칭하면서
학관과 과거시험에서 폐지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후, 그의 춘추 관 및
경전관을 살펴보고, 왕안석의 조치에 대한 소철(蘇轍)과 호안국(胡安國)의 반응,
그리고 그들의 춘추 관을 서술하는 순을 따랐다.

2. 왕안석의 ‘단란조보’(斷爛朝報) 발언의 사실 관계
신법(新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더러 신법을 추진하던 신법당 세
력의 송대 정권이 금나라에 의해 패퇴하자, 비난의 화살은 신법의 제창자였던 왕
안석에게 쏟아졌고 이른바 ‘형공신학’(荊公新學)은 남송 정권에 들어서 공식적으로
금지되기에 이른다. 왕안석 비판자들은 그의 정치경제적 개혁 정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고, 특히 그들은 왕안석이 춘추 를 가
리켜 ‘단란조보’ 즉 ‘단편적 조정의 기록’이라고 언급하면서 과거시험 과목에서
폐지했던 사실을 들어서 더욱 더 왕안석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왕안석에게 비판
적인 학자들은 왕안석 학문의 저열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용어로써 ‘단란
조보’를 사용하였는데, 그 용어는 심지어 현대 중국어의 관용어로써 자리 잡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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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명하다. 그러면 과연 왕안석은 정말로 춘추 가 ‘단편적 조정의 기록’에
불과하다고 언명하고 또 믿었던 것일까? 이 장은 우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왕안석과 ‘단란조보’의 관계를 가장 분명히 그리고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송사기사본말 (宋史紀事本末)의 신종 희녕 4년 2월 정사(丁巳) 조이다.

신종 희녕(熙寧) 4년(1071년) 2월 정사(丁巳), 과거법을 개혁하였는데 왕안석의 의
론에 따라 시부(詩賦)와 명경제과(明經諸科)를 폐지하고 오로지 경의(經義)와 론(論)
그리고 책(策)으로 시험을 치렀다. 왕안석은 “공자가 지은 춘추 는 실로 후세를 위
해 교훈이 되는 중요한 경전입니다. 당시 자유(子游)와 자하(子夏)는 거기에 한 글자
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진나라의 분서갱유를 거친 후 그 불씨조차 하나 남지 않았
습니다. 한대(漢代)가 남아 있는 서적들을 구하자 당시 유자(儒者)들이 억지로 갖다
모아서 후한 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건대 하나 같이 단편적인 조정의 기록
[斷爛朝報] 같으니 결코 중니(仲尼)가 직접 지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의례 (儀禮)도
그러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경연(經筵)에서는 진강(進講)을 하지 말고 학교에는 담
당 교수를 두지 말며 공거(貢擧)에서는 그것으로 관리를 뽑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그대로 따랐다.3)

이 기록에 따르면, 왕안석은 일단 춘추 는 공자가 직접 지었던 경전으로서 역
사상 실존했으리라 믿고 있다. 그러나 진나라의 분서갱유를 거치면서 그 원전은
찢겨져 흩어지거나 유실되기에 이르렀고, 한나라에 이르러 다시 옛 서적들을 모
으는 정책을 시행할 때, 이 시책에 부응하여 유학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단편들을 모아서 춘추 를 복원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때 모았던 단편들은 공자가
직접 지었던 문장들이 아니었다고 본다. 이는 춘추 에 대한 기존의 견해와 다르
다. 공자가 춘추 를 지은 후 공자 문하의 여러 학파가 그에 대한 해석을 구전으
로 후대에 전하다가 진나라의 분서갱유를 모면한 후 한대(漢代)에 이르러 구전 내
용을 필사하여 성립한 전(傳)이 춘추공양전 과 춘추곡량전 이며, 실존한 인물
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공문(孔門)인 노나라 사람 좌구명(左丘明)에 의해 지어졌

3) 宋史紀事本末 卷九 “神宗熙寧, 四年二月丁巳. 更令科擧法, 從王安石議, 罷詩賦及明經諸科,
專以經義論策試士. 王安石又謂, 孔子作春秋, 實垂世立敎之大典, 當時游夏不能贊一詞. 自經秦
火煨燼無存, 漢求遺書, 而一時儒者, 附會以邀厚賞. 自今觀之, 一如斷爛朝報, 決非仲尼之筆也.
儀禮亦然. 請自今經筵毋以進講, 學校毋以設官, 貢擧毋以取士.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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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후 분서갱유를 피하기 위해 건물 벽 속에 숨어 있다가 한대(漢代)에 발견되
어 공인을 받게 된 책이 춘추좌씨전 이라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기 때문이다. 왕
안석은 이런 전통적 견해와 달리 현존하는 춘추 의 경문은 원래의 경문이 아니
라, 한대(漢代)의 유학자들이 춘추전국시대 각 왕조의 공문[朝報]들을 얼기설기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왕안석은 경연(經筵)과 학교, 그리
고 과거(科擧)에서 춘추 과목을 폐지할 것을 주청했다고 송사기사본말 은 말
한다.
최근 왕안석의 춘추 폐지 이유에 천착한 중국의 왕서화(王書華)라는 연구자
는 이 구절을 분석한 ｢왕안석이 춘추 를 ‘단란조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고찰
및 분석｣이라는 논문4)에서, 당시 통행(通行)하던 춘추 는 공자가 직접 지은 책이
아니라고 하여 학교과목과 과거시험 교과목에서 폐지할 것을 왕안석이 신종(神
宗)에게 주청(奏請)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나 왕안석 제자들의 증언이나
윤돈(尹焞)․양시(楊時) 등의 견해를 봤을 때 왕안석이 춘추 자체를 부정한 것
이 아니라, 단지

춘추좌씨전 ․ 춘추공양전 ․ 춘추곡량전 의 춘추3전이 믿을

만하지 못하므로 춘추 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던 것이지 춘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논증한다.
왕서화에 따르면, 왕안석의 제자였던 육전(陸佃)은 이른바 ‘단란조보’설에 대해
왕안석을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고 한다.
형공(荊公)이 춘추 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다. 형공은 말하기
를 ‘3경은 선비를 길러내는 책이지만 춘추 는 선비를 길러내는 책이 아니다. 학자들
이 경전을 공부할 때 반드시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 (詩)를 배운
다음 서 (書)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예 (禮)를 배운다. 이 세 가지를 다 배웠다면
춘추 도 통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형공이

시 ․ 서 ․ 예 에 대해 평소

많이 말했으면서 춘추 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다.5)

즉 시 ․ 서 ․ 예 는 선비들을 교육시킬 때 교재로써 채택되어야 하지만 춘
4) 王書華, 2005 ｢王安石詆 春秋 爲‘斷爛朝報’之考辨｣, 社會科學論壇 , 河北省社會科學界聯
合會.

5) 陸佃, “若夫 公不 春秋, 蓋嘗聞之矣. 公曰, 三經所以造士, 春秋非造士之書也. 學者求經, 當
自近者始. 學得詩, 然後學書, 學得書, 然後學禮. 三者備, 春秋其通矣. 故詩書執禮, 子所雅言,
春秋罕言以此.”( 陶山集 卷12 ｢答崔子方秀才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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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는 그런 교육교재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 는 고대 이상 사회 백성들
의 성정을, 서 는 고대 성왕(聖王)과 현인들의 언행을, 그리고 예 는 그런 이상
사회를 수립할 수 있는 이상적 행위 규범을 제시한다. 반면 춘추 는 꼭 도덕적․
이상적이지만은 않은 구체적 역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그에 대한 도덕
적 판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춘추 를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고대 이
상 사회의 도덕 이념을 먼저 체득해야 할 것이다. 왕안석이 춘추 를 교육교재로
채택하지 않았던 까닭은 이렇게 교육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지, 일부러 춘추 를
비난하여 폐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육전의 의도인 듯하다.
한편 왕안석을 비판해 마지않던 양시(楊時)도 의외로 ‘단란조보’에 관해서는 왕
안석을 옹호했다고 왕서화는 근거를 든다.
희녕(熙寧) 초, 유학자와 경전을 높이면서 수많은 선비들을 길러냈다. 그러나 춘
추삼전 (春秋三傳)의 차이에 대해서는 고찰하여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 춘추 는]
6경 가운데서 가장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춘추 를 학관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아예 폐기하고 이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6)

육전과 달리 양시는 왕안석이 춘추 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춘추
과목을 학관에 설치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양시 역시 송사기사본말 과
는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왕안석을 격렬히 비판했던 이가 양시였음
을 상기한다면, 위와 같은 양시의 증언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양시와 마
찬가지로 이정(二程)의 고제(高弟)였던 윤돈(尹焞)도 비슷한 맥락에서 왕안석을
옹호했다. 임죽계(林竹溪)는 윤돈의 말을 아래와 같이 전하면서,
화정(和靖: 윤돈의 號)이 말하기를, “개보(介甫: 왕안석의 字)가 춘추 를 폐한 적
은 없다. 춘추 를 폐기하고 ‘단란조보’로 여겼다는 말은 모두 후대의 거리낄 것 없
는 이들이 개보의 말에 가탁한 것이다. 한옥여(韓玉汝)의 아들 종문(宗文)[字는 求仁]
이 개보에게 편지를 보내서 6경의 종지를 묻자 개보는 답장을 보냈다. 오직 춘추
에 대해서는 ‘이 경전은 다른 경전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춘추 3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화정은 개보의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니 그렇
게 말했던 것은 매우 공정하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단란조보’를 갖고서 형공의 죄
6) 楊時, 龜山集 卷25, ｢孫先生春秋傳序｣ “熈寧之初, 崇儒尊經, 訓迪多士, 以 三傳異同無所
考, 正於六經尤 難知, 故春秋不列於學官, 非廢而不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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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여기니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7)

라고 왕안석을 변호한다. 즉 왕안석은 단지 춘추 3전이 믿을만하지 못하므로 춘
추 를 공부하기 어렵다고 말했을 뿐인데, 후대인들은 본말을 전도하여 왕안석이
춘추 자체를 폐했다고 비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왕안석이

춘추 를 ‘단란조보’라고 비판했다는 말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왕서화는 그 결정적 논거를 이불(李紱)의 언급에서 찾았다.
‘단란조보’의 설을 선배들한테 들으니 그 말을 ｢감여한서｣(監汝閑書)에서 보았다고
한다. … 그의 고제(高弟)인 농사 육전(農師 陸佃)과 심보 공원(深甫 鞏原)이 춘추 를
연구하였다. 육전은 춘추후전 (春秋後傳)을 지었고 공원은 춘추해 (春秋解)를 지었
으나 의문 나는 곳에 닥칠 때마다 ‘궐문’(闕文)이라고 칭했다. 형공은 웃으면서 “궐문
이 그렇게 많다면 춘추 는 단란조보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8)

춘추 를 해석하다가 뜻이 통하지 않는 구절이 나오면 그 사이에 빠진 문장이
있기 때문에 맥락이 닿지 않는다고 육전과 공원이 왕안석에게 말했다. 그러자 왕
안석은 그렇게 빠진 문장이 많다면 춘추 는 “단편적인 조정의 기록”이 되어 버
리고 말 것이라며 “웃으면서” 말한다. 따라서 왕안석이 춘추 를 폐기하기 위하
여 ‘단란조보’라는 말을 창안해 내어 적극 주창했던 것은 아니며, 그것은 제자들
의 춘추 이해를 평하는 가벼운 언사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검토해 보면 왕안석이 춘추 를 ‘단란조보’라고 격하시키면서 그것을
과거시험과 학관, 그리고 경연에서 폐지했다는 송사기사본말 보다, 그가 춘추
그 자체를 아예 폐기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육적 견지에서 학관에서 그 과목을
뺐다거나 혹은 기존의 춘추 주석서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춘추 를 적극 선양하
지 않았던 것이며, ‘단란조보’라는 말 역시 춘추 해석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가
7) 宋元學案 卷98 ｢荊公新學略｣ “和靖曰, 介甫未嘗廢春秋. 廢春秋以爲斷爛朝報, 皆後來無忌
憚者托介甫之言也. 韓玉汝之子宗文, 字求仁, 嘗上介甫書, 請六經之旨, 介甫皆答之. 獨于春秋
曰, 此經比他經尤難. 蓋三傳皆不足信也. … 和靖去介甫未遠, 其言如此, 甚公. 今人皆以斷爛朝
報爲荊公罪, 寃矣.”

8) 李紱, ｢書周麟之孫氏春秋傳後序｣(王書華의 논문 154면에서 재인용) “斷爛朝報之說, 嘗聞之
先達, 謂見之鑑汝閑書. … 荊公嘗自爲春秋左氏解十卷, 言言精核. 辨左氏爲戰國時人, 其明驗
十有一事, 自來治經者未之能及. 其高第弟子陸農師佃鞏深甫原幷治春秋. 陸著春秋後傳, 鞏著
春秋解, 遇疑難者輒目爲闕文. 荊公笑謂, 闕文若此之多, 則春秋乃斷爛朝報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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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운 언사였다고 보는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송사기사본말 의 기록은 잘못이라는 말인가? 그것이 잘못된 기록이라
면 그런 기록은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되었을까? 왕서화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규
명하지 않았다. 필자가 조사하기로는, 비단 그 뿐만 아니라 송사기사본말 의 해
당 기사에 대해 의문을 표한 연구자는 아직 없었다. 왕안석의 ‘단란조보’설은 소
철(蘇轍, 1039~1112)의 왜곡과 호안국(胡安國, 1074~1138)의 기정사실화를 거쳐서
송사 (宋史)에서 공식화 되었고, 송사기사본말 은 그 ‘단란조보’설을 과거폐지
와 연관시키기에 이르렀다고 필자는 본다.
‘단란조보’라는 용어로써 왕안석을 공격한 최초의 인물은 소철(蘇轍, 1039~1112)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래 왕개보는 재상으로서 경전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널리 읽힌다. 춘
추 에 이르러서는 전혀 통하지 못하니까 ‘단란조보’라고 비난하고서 천하 선비들이
다시는 배우지 못하도록 했다.9)

소철은 왕안석이 삼경신의 를 저술하여 학교의 공식 교재로 채택했던 사실을
먼저 가리킨 후, 왕안석이 춘추 를 잘 이해하지 못하자 급기야 그것을 ‘단란조
보’라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도 폐지시켰다고 비난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패륜적 행위까지 그대로 기술하는 등 과거의 역사를 있
는 그대로 보여주어 읽는 이로 하여금 도덕적 판단을 하게끔 하는 춘추 는, 자라
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로써 적당치 않다고 왕안석은 보았다. 왜냐
하면 먼저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고대 이상사회의 도덕 이념을 먼저 체득해야
지 춘추 에 기재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왕안
석 스스로가 춘추 이해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도 사실이다. 소철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뒤섞어서 왕안석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해 냈던 것이다. 특히 왕안석이 농담
조로 가볍게 말했던 ‘단란조보’라는 용어를 끌어들여서, 그것이 왕안석의 춘추
폐지 이유라고 말했던 것은 악의적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호안국(胡安國, 1074~1138)은 소철의 견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 아
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
9) 蘇轍, 春秋集解 ｢春秋集解引｣ “近世王介甫以宰相解經, 行之于世. 至春秋, 漫不能通, 則詆
以爲斷爛朝報, 使天下士不得復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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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형공(荊公: 왕안석)이 문자학[字學]으로 경전의 의미를 풀이하고서 [그 풀
이는] ‘천년전 성인과 일치하는 오묘한 뜻’이라고 자부했지만, 춘추 에 대해서만은
글자의 변과 방, 그리고 점과 획에 통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단편적인 조정의
기록’이라고 비난하고 곧바로 폐기하고서 학관에 설치하지 않았다.10)

왕안석이 춘추 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기야 그것을 ‘단편적 조
정의 기록’이라고 격하하고서 학관에서 폐기했다는 호안국의 주장은 소철과 기본
틀에서 유사하다. 다만, 소철은 왕안석이 그저 춘추 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
했던 것에 비해, 호안국은 왕안석이 자신의 ‘문자학’으로도 춘추 를 이해하지 못
했다며 더 자세히 말하고 있다. ‘문자학’과 춘추 이해의 관계를 언급한 호안국
의 지적은 왕안석의 경전해석법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문제는 뒷 장에서
다시 상론하도록 하겠다. 호안국이 소철의 춘추집해 를 읽고 위와 같이 소철의
주장을 답습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호안국이 춘추전 을 지
을 때 기존의 여러 주석서들을 참고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왕안석에 대한 소철
의 비난 역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왕안석이 춘추 를 ‘단란조보’로써 격하했다는 것은 송사 (宋史)에 이르면 공
식화되기에 이른다. 그 점은 자치통감장편 (資治通鑑長編)과 비교해 보면 명확
히 드러난다. 그러나 송사 는 “ 춘추 를 폐기하여 학관에 세우지 않도록 했으며
심지어 ‘단란조보’라고 희롱하기까지 했다”11)고만 말하고 있다. 송사 는 송사
기사본말 처럼 왕안석이 춘추 를 ‘단란조보’라고 비난한 다음 그것을 근거로 학
관과 경연에서 폐지했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다. 즉 송사 는 춘추 를 폐기하
여 학관에 세우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과 “단란조보라고 희롱했다”는 사실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안석이 춘추 를 ‘단란조보’라고 하여
학관에서 폐지했다는 인과관계가 송사 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송사 는 송사기사본말 보다 사실에 접근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치통
감장편 과 비교해 보면 송사 는 왕안석이 ‘단란조보’라는 용어를 악의적 의도
로 사용했다고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자치통감장편 보다 공정치 못하다. 왜냐하
면 자치통감장편 에는 ‘단란조보’라는 용어조차 안 나오며, 왕안석은 다만 과거

10) 李糼武, 宋名臣言行錄外集 “初, 荊公以字學訓經義, 自謂千聖一致之妙. 而于春秋不可偏旁
點畵通也, 則詆以爲斷爛朝報, 直廢棄之, 不列于學官.”

11) 宋史 卷327 ｢王安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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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개혁을 주청하면서 “시부 (詩賦 )와 첩경 (帖經 ), 그리고 묵의 (黙義 )를 폐하
고, 각각 詩 ․ 書 ․ 易 ․ 周禮 ․ 禮記 중 한 경전을 택하도록 하며 아울
러 논어 와 맹자 를 겸하도록 한다”고만 기록했을 뿐이기 때문이다.12) 요컨대
송사 는 ‘단란조보’와 과거시험 폐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송사기사본말 보다 공정하지만, 왕안석이 ‘단란조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했다
고 기록한 점에서 자치통감장편 보다 공정치 못하다.
그런데 송사 는 왕안석이 가볍게 말했던 ‘단란조보’를 그의 공식적 언사로 확
정함으로써 오해를 낳을 여지를 남긴다.

송사 의 관련구절을 다시 언급하자면

“ 춘추 를 폐기하여 학관에 세우지 않도록 했으며 심지어 ‘단란조보’라고 희롱하
기까지 했다”는 것인데, 이 구절을 면밀히 검토해서 읽지 않는다면 마치 왕안석이
춘추 를 ‘단란조보’라고 희롱하면서 그것을 학관에서 폐지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다. 원대(元代)를 뛰어 넘어 명대(明代)에 지어진 송사기사본말 은 왕안석
과 춘추 의 관계에 대해서 송사 와 자치통감장편 보다 훨씬 상세하게 언급하
고 있지만, 왕안석의 ‘단란조보’ 발언에 대해서는 송사 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
이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왕안석이 신종(神宗)에게 주청할 때 춘추 를 ‘단란
조보’라고 격하하면서 과거에서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송사기사본말 의 해당기사는 정확치 않은 기록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3. 송대 춘추 연구의 새로운 흐름
송대의 경전 연구 사조는 기존의 공인된 주석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석자
가 직접 경문을 대하여 해석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그런 경향은 특히 춘추
연구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왕안석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서는 인물이자 송대
춘추 연구의 개조가 되었던 손복(孫復: 992~1057)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가 왕필과 한강백의

주역 , 좌씨․공양․곡량․두예․하휴․범녕의 춘추 ,

모장과 정강성의 시 , 공안국의 상서 를 판목에 새겨 태학에 소장케 하고 천하에
반포하며, 또한 매년 예문(禮闈)에서 과목을 설치하여 선비를 뽑을 때 그것들을 표준
으로 견지하니, 수많은 선비들이 기예를 겨룰 때 한 번이라도 주석에서 어긋나면 곧
12)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卷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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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반박하고 쫓아냅니다. 저는 지극히 우둔하고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 잘 모르
겠습니다만, 국가가 왕필․한강백․좌씨․공양․곡량․두예․하휴․범녕․모장․정
성공․공안국 등 여러 학자의 설이 성인의 경전의 뜻을 철저히 밝힐 수 있다고 여기
는 것입니까? 또한 국가가 고금의 여러 유학자들이 ‘道에 따라 경전을 연구했던 것’
이 그 여러 학자의 설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그 여러 학자들의
설이 성인의 경전을 철저히 해석했다고 여기지만, 그런 설들에는 성인의 경전을 철
저히 해석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고금의 ‘道에 따라 경전을 연구했던’ 여러 유학
자들이 그 여러 학자들의 설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여기지만, 고금의 여러 유학자
들이 ‘道에 따라 경전을 연구했던 것’이 그 여러 학자들의 설을 넘어선 정도는 깊습
니다. 아! 오로지 왕필과 한강백의 설을 추존하면서 주역 의 뜻을 구하는 이들 가운
데에서 위대한 주역 의 뜻을 철저히 파악한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장과
정강성의 설만 추존하면서 시 의 뜻을 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시 의 뜻을 철저히
파악한 사람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그 여러 학자들의 설이 이미 성인의
경전을 다 해석하지 못하는데도 태학에 소장케 하고 천하에 반포할 것입니까? [그렇
게 하면] 또 다시 훗날 소(疏)를 지을 사람들이 새로 발명하는 바도 없이 세세한 곳
까지 오로지 옛 주석과 해설에만 따르게 될 것입니다.13)

국가 공인의 주석서에 의존치 않고 경전을 독자적이며 창의적으로 연구할 것을
주창하는 사상은 이미 당 중엽부터 춘추 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싹트고
있었다. 담조(啖助)․조광(趙匡)․육순(陸淳)이 그러한 경향을 뚜렷이 드러내는
대표적 학자들인데 그 중 담조는 “안타깝구나! 미언이 오래전에 끊어졌으며 통달
한 유학자는 나오지 않고 남아 있는 문헌이라고는 3전 뿐이구나. 3전은 이미 경전
의 취지에서 벗어났고 주석서도 3전의 뜻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 춘추 의 의리가
거의 사라질 지경이다”14)라고 말하여 춘추3전의 한계를 지적하고 춘추 의 의리
13) 孫復, 孫明復小集 ｢寄范天章書二｣ “國家以王弼韓康伯之易, 左氏公羊 梁杜預何休范甯之
春秋, 毛萇鄭康成之詩, 孔安國之 書, 鏤板藏於太學, 頒於天下, 又每嵗禮闈設科取士, 執 準
的, 多士較藝之際, 一有違戾於註 者,

皆駁放而斥逐之. 復至愚至暗之人, 不知國家以王韓左

氏公羊 梁杜何范毛鄭孔, 數子之 , 咸能盡於聖人之經耶. 又不知國家以古今諸儒服道窮經
者, 皆不能出於數子之 耶. 若以數子之 , 咸能盡於聖人之經, 則數子之 , 不能盡於聖人之經
者多矣. 若以古今諸儒服道窮經, 皆不能出於數子之 , 則古今諸儒服道窮經, 可出於數子之
者, 亦甚深矣. 噫. 專主王弼韓康伯之 , 而求於大易, 吾未見其能盡於大易者也. … 彼數子之

,

不能盡於聖人之經, 而可藏於太學, 行於天下哉. 又後之作疏者, 無所發明, 但委曲踵於舊

之註 而巳.”

14) 啖助, 啖氏集傳注義第三 ｢春秋集傳纂例｣ 卷一 “惜乎微言久絶, 通儒不作, 遺文所存三傳而
已. 傳已互失經指, 注又不盡傳意. 春秋之義, 幾乎泯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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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파악해야 함을 역설한다. 위에서 언급한 손복의 주장은 이러한 흐름을 뚜
렷이 잇고 있다. 기존의 공인된 주석서에 의존치 않고 경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지성의 자율성을 고양시키는 행위일 터이다. 하지만 경전의 독자적 연구는 경전
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며,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경전의 표준적 해석을 관리 선
발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 반길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공인 주석서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손복이 기본적으로 춘추
공양학의 입장에 서서 춘추 를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손복은 공자
가 춘추 를 지었던 까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공자가 춘추 를 지었던 까닭은 천하에 다시는 [주나라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지
[노나라] 은공(隱公)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춘추 가 은공에서 시작하는 까닭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은공이 즉위할 당시] 주 평왕(周 平王)이 죽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그 전에 [주 평왕의 아버지인] 유왕(幽王)이 화를 당하자 평왕이 동쪽으로
천도하였으니 평왕은 이미 왕이 아니게 되었으며 주나라의 道는 끊어졌던 것이다.
동천(東遷) 이후의 사건을 보면, 주나라 왕실은 쇠미해졌고 제후는 강대해져서 제후
는 천자 알현의 예를 지키지 않았고 세금납부의 직무도 하지 않았으며, 천자가 명령
해도 제후들은 구속되지 않았고 상벌을 시행할 곳도 없었다.…15)

춘추좌씨전 서문에서 두예(杜豫, 222~284)는 주 평왕은 동주의 첫 번째 왕이
고 노 은공은 나라를 물려 준 현군이었므로 공자가 이들에게 기대를 걸고서 주
평왕과 노 은공을 춘추 의 시작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16) 손복은 이를 비판하
면서, 춘추 가 노나라 은공에서 시작한 까닭은 은공이 즉위할 당시 서주(西周)의
마지막 왕인 주평왕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주에 이은 동주(東周)는 실질적
인 왕자(王者)의 나라가 아니라고 보며, 때문에 이제 공자가 천명을 받고 실질적
인 왕자로서 춘추 를 저술했다고 본다. 이처럼 공자를 천명을 받은 실질적인 천
15) 孫復 春秋尊王發微 卷一 “孔子之作春秋也, 以天下無王而作也. 非爲隱公而作也. 然則春秋
之始於隱公者, 非他以平王之所終也. 何者. 昔者幽王遇禍, 平王東遷, 平旣不王, 周道絶矣. 觀
夫東遷之後, 周室微弱, 諸侯强大, 朝覲之禮不修, 貢賦之職不奉, 號令之無所束, 賞罰之無所
加.…”

16) 杜豫, 春秋左氏傳序 “周平王, 東周之始王也, 隱公讓國之賢君也. … 若平王能祈天永命, 紹
開中興, 隱公能弘宣祖業, 光啓王室, 則西周之美可尋, 文武之跡不墮. 是故, 因其歷數, 附其行
事, 采周之舊, 以會成王義, 垂法將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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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간주하는 것은 바로 동중서를 대표로 하는 춘추공양학파의 핵심종지 중 하
나였다. 따라서 손복은 비록 춘추 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
로는 춘추공양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왕안석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왕안석의 반대편에서 그의 성정(性情) 이론
을 비판했던 유창(劉敞, 1019~1068)도 춘추공양학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17) 주
석서를 거치지 않고 춘추 의 뜻을 직접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18)
하지만 공양전 을 비롯한 공인주석을 넘어서 춘추 를 직접 연구하는 것과 춘
추공양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 아닐까? 일견 그렇게 보이지만,
춘추공양학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좌씨전 은 주례

(周禮)의 보존 및 계승자로서의 공자를 상정하는 반면, 춘추공양학은 새로운 왕조
를 담당하라는 천명을 받은 왕자(王者)로서의 공자를 상정한다. 특히 춘추공양학
의 경우 공자가 천명을 받아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음양
오행가의 설을 차용한 역사법칙을 그 논리적 근거로 들고 있다. 물론 춘추공양학

17) 공양전 을 비판하며 춘추좌씨전 의 서문을 썼던 진대(晉代) 두예(杜預)에 대해 유창은 다
음과 같이 비판한다. “두예의 춘추좌씨전 서문은 말한다. “중니는 노나라 사관이 책(策)에
기재한 기록에 근거하여 그 진위를 고찰하고 그 전례(典禮)에 뜻을 두었다. 위로는 주공이
남긴 제도를 따르고 아래로는 미래의 법도를 밝히려고 했다. [춘추의] 교훈이 남아있는 곳
중 언사가 [그 교훈을] 해치는 곳이 있다면 그 언사를 삭제해서 바로 잡았다. 그럼으로써 경
계시키고자 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옛 역사기록을 이용했다. 사관에는 형식적인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으며, 언사에는 상세한 것도 있고 소략한 것도 있으니, 굳이 고칠 필요
는 없었다.” 이는 철저한 의론이 아니다. 다만 언사가 교훈을 해치는 곳만 삭제하여 바로 잡
았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았다면, 성인이 춘추 를 지은 일은 중요치 않게
된다. 그런데 어째서 좌씨전 은 또 “성인이 아니면 편수할 수 없다”고 말했는가? 대체로
좌씨의 책은 성인의 춘추 의 뜻을 전부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춘추 에 ‘내용은 같지만
표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 두고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예는 좌전 이 춘추
를 올바로 전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얻을까봐 “이 부분은 성인이 옛 역사를 채택한 곳일 뿐이
다”라고 설을 지었다.”(劉敞, 春秋權衡 卷1).

18) 주이존(朱彛尊, 1629~1709)은 경의고 (經義考)에서 유창의 춘추권형 (春秋權衡)에 대해 이
렇게 말했다. “송대 유창의 춘추권형 을 읽어 보니, 춘추3전 중 義에 해로운 것이 있으면
세밀히 고증하고서 반드시 경중을 따졌으며 시비를 판별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
였다. 참으로 춘추 를 잘 공부한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經義考 , ｢春秋權衡序｣) 또한 사
고제요 (四庫提要)는 “북송 이래 새로운 뜻으로써 춘추 를 해석한 자들은 손복과 유창으로
부터 비롯한다. 손복은 염․조의 흐름을 계승하여 거의 춘추3전을 다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유창은 춘추 3전에 온전히 다 따랐던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폐기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풀이가 손복보다 훨씬 뛰어났다.”(권26)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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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제(禮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19), 춘추공양학이 더욱 관심
을 기울이는 지점은 공자로 표상되는 구체적 인간과 음양오행설적 역사법칙으로
표상되는 천(天) 사이의 관계이다. 그리고 인간과 천을 매개하는 개념은 성명(性
命)이다. 인간의 본성과 천명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석서
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체험과 실천을 통해서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구양수(歐陽脩, 1007~1072)는 “요즘 세대는 본성을 말하는 자가 많다”고 했
고, 이어서 소식(蘇軾, 1036~1101) 역시 “세상에서 성명(性命)을 논하는 자가 많
다”고 했으며, 이정(二程)도 “오늘날의 학풍은 곧 먼저 성명도덕(性命道德)을 말하
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여준다.20) 요컨대 송대 춘추공
양학파의 춘추 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는 춘추 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을
뿐 아니라 성명(性命)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배태했다. 그러나 왕안석은 그러한
경향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옛날에는 도덕(道德)을 통일하여 천하의 풍속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의] 사대부들이 옛 사람들이 했던 것을 헤아려서 스스로를 지킨다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다. 지금 학파들이 도(道)를 달리하고 사람들이 덕(德)을
달리하니,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사대부도 말속의 세력에 이끌려서 하는 일마다
옛날처럼 할 수 없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이론이 다 그칠 수 있겠는
가?21)

왕안석에 따르면 사대부는 서로 다른 ‘도’와 ‘덕’을 내세우는 어느 학파에 참여
하여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도덕’이 통
일되어 천하의 풍속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더욱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는 기존의 태학과 과거시험에 대해 매우 비판적

19) 그러나 춘추공양학이 중시하는 예제도 주례(周禮)와는 다른 것이다. 동중서는 주나라의 禮는
형식을 중시하는 반면, 새로운 왕조는 바탕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 구양수, 소식, 이정의 발언은 土田健次郞, 1993. ｢王安石における學の構造｣ 宋代の知識人 ,
汲古書院, 27면에서 재인용

21) 王安石, 臨川先生文集

卷75 ｢與丁元珍書｣ “古者一道德以同天下之俗, 故士有揆古人之所

爲以自守, 則人無異論. 今家異道, 人殊德, 士之欲自守者, 又牽于末俗之勢, 不得事事如古, 則
人之異論可悉弭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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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왜냐하면 태학 교수인 손복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태학 교수들이 국가가
지정한 주석서에 따라 학생들에게 경전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인
사상을 내세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을 답안
으로 써내는 학생들을 과거시험에서 합격시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학파는 실리적인 목적과 결합하여 점차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학파들과 경쟁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면 특정 학파의 인사들이 태학과 과거
시험을 주관할 경우 그들에게서 배운 학생들만이 선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왕
안석은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 우수한 선비들이 관료로 선발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오로지 도덕을 하나로 통일해야만 관료를 올바르게 선발할 수 있다고
신종에게 고한다.22)

4. 왕안석의 문자학을 통한 경전 해석
유자건(劉子健)은 왕안석으로 대표되는 남방 출신 개혁파는 주례 를 정치 이
념의 근거로 삼음에 반하여, 이에 정면으로 대립한 북방 출신 보수파는 춘추 를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한다. 주례 에 나타난 주대(周代)의 이상적 질서야말로 기
존제도를 변혁하여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려는 왕안석에게 영감과 이론적 정당성
을 주었다고 한다. 반면 보수파는 춘추 로부터 도덕 원리에 입각한 정치적 행위
의 보편적 판단규범을 추출하고 그 규범을 체화한 군자(君子)가 되기를 목표로 삼
는다고 본다. 유자건은 이로부터 왕안석 및 개혁파는 민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제도개혁론으로 귀결하고, 보수파는 인격수양론으로 귀결한다고 정
리한다.23)
유자건의 이러한 구분법은 이른바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정치이념상의 차이
를 잘 보여주지만, 우리는 ‘제도개혁/인격수양’이라는 다소 애매한 구분법에 머물
지 않고 다른 구분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념과 현실의 거리를 어떻게 설
정하느냐에 따라 왕안석과 그 반대파의 성향이 갈린다는 것이다. 이는 주례 와
춘추 의 성격을 대별해 보아도 분명하다. 즉, 주례 는 주지하다시피 고대의 이
22) 宋史紀事本末 卷9 “他日王安石言於帝曰, 今人材乏少, 且其學術不一, 異論紛然, 不能一道德
故也. 欲一道德, 則當修學校, 欲修學校, 則貢擧法不可不變.”

23) James T. C. Liu(이범학 옮김), 1991. 왕안석과 개혁정책 , 서울: 지식산업사, 48~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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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회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이다. 반면 춘추 는 춘추전국시대
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읽는 이의 도덕적 판단력
에 호소한다. 그러므로 주례 는 순수한 이념형을 제시하는데 비해, 춘추 는 욕
망으로 가득 찬 현실과 공자의 미언대의(微言大義)가 한 데 섞여 있는 것이다. 비
유하자면, 주례 는 순수 이론서라 할 수 있고 춘추 는 그 응용서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왕안석이 주례 에 대해 자신이 수립한 문자학[字學]을 이용하여 그
한 글자 한 글자까지 일관된 체계로 묶을 수 있었던 까닭은 주례 의 순수 이론서
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가 주례 의 학습
을 강조했다는 것은 먼저 고대의 이념을 체득하고 나서 현실에 대처할 것을 주문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념과 현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춘추 중시자들은 복잡다단한 구체적 현실 속에 도덕이 내재해 있다고
본다. 즉 이념과 현실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언제나 서로 한 데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춘추 라는 책 자체의 구조가 춘추전국시대의 다기한 역사적 사건들을
담고 있는 한편 그에 대한 공자의 평가를 은밀히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
실과 이념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한 군데 섞여 있는 경전이 바로 춘추 이다. 그
러므로 그들은 춘추 에 드러난 공자의 미언대의를 찾아내고 체득하며 더 나아가
당대의 현실 속에서 공자처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이들
의 관심사는 현실과 유리된 이론적 체계의 수립이 아니라, 현실의 시(是)와 비(非)
를 가려낼 수 있는 마음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춘추 중시자들은 이념
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왕안석은 이념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파와 보수파의 철학적 입장 차이는 왕안석에 대한 유창의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즉, 왕안석은 태극과 본성을 등치시키고 오행과 감정을 등치시킨
후, 오행이 있음 다음에야 이해(利害)를 따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이 생
긴 다음에야 선악(善惡)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본성 그 자체는 선악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창은 태극과 본성을 등치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이
라고 본다. 곧 태극이 “無物之物”[구체적 사물이 아닌 어떤 것]이라고 해서 사람
의 본성 역시 “구체적 사물이 아닌 어떤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사람의 본성은 실재하며 선하다고 주장한다.24) 여기서 본성을 이념으로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왕안석은 이념이 현실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것이라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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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창은 본성은 실재하며 선하다고 주장하여 이념과 현실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춘추 중시자들처럼 이념과 현실의 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언제나 이념이 현실을 매개로 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이념의 전모
를 완전히 파악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춘추
에 있는 각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 방식을 통해 공자의 미언대의를 아무리 확정하
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자의 의도는 언제나 각 역사적 사
건들에 어느 정도는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춘추 는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왕안석이 어째서 문자학[字學]을 수립하려 했는지가 분
명해진다. 그는 모든 글자를 회의자(會意字)로 보고서 파자(破字)한 후 각 부분의
의미를 구한 다음, 그 의미들을 합하여 그 글자의 전체적 의미를 확정하려고 한
다. ‘空’자를 들어 그 실례를 살펴보자.
空: 구멍[穴]을 만들 흙[土]이 없다면 空은 형상이 없을 것이다. 구멍을 뚫을[穴之]
도구[工]가 없다면 空은 작용이 없을 것이다. 형상도 없고 작용도 없다면 空이라는
명칭은 성립하지 않는다.25)

왕안석은 ‘空’자가 ‘穴+土’ 또는 ‘穴+工’로 되어 있는 것에 착안한다. 여기서

‘穴’ 다음의 ‘土’나 ‘工’이 없게 되면 당연히 ‘空’자는 형성될 수 없다. 왕안석은
먼저 ‘穴+土’ 중 ‘土’가 없다면 구멍 뚫을 흙이 아예 없게 되어 空은 아무런 형상
이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다음 ‘穴+工’ 중 ‘工’이 없다면 구멍 뚫
을 도구가 없게 되어 空은 아무런 작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후, 아무런 형
체도 없고 작용도 없다면 ‘空’이라는 명칭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곧 ‘空’이
라는 명칭은 형체와 작용이 있어야지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논리
는 ‘上’이라는 명칭이 있기 위해서는 ‘下’라는 명칭이 있어야 하고 ‘無’라는 명칭
이 위해서는 ‘有’라는 명칭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이에 따르면 ‘空’이라는
명칭 역시 그에 대비되는 구체적 형체와 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이러한

24) 公是弟子記 卷四.
25) 楊時, 龜山集 卷七, ｢字說辨｣ “空, 無土以 穴, 則空無相. 無工以穴之, 則空無作. 無相無作, 則空名
不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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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에 대한 풀이는, 무(無)와 자연(自然)의 근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반드시
유(有)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그의 철학사상과 일치한다.26)
왕안석이 이러한 문자학을 정립하려 했던 까닭은 궁극적으로 경전에 대해 객관
적이며 통일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
에 따르면 경전의 각 구절은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글자에 대한 의미가 객관
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그 구절들에 대한 통일적 해석도 가능할 것이며 더 나아
가서 경전 전체에 대한 통일적이며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
가 달성된다면 당시의 주류였던 경전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풍조가 지양될 수 있
으리라 왕안석은 생각했을 것이다. 이는 ‘경전에 대한 객관적 접근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경전 해석에서 문자학의 사용례가 뚜렷이 나타나는 책은

주례의 이다.

왕안석은 주례의 에 나오는 개념들인 경(卿)․부(夫)․사(士)․여(旅)․부(府)․
리(吏)․서(胥)․도(徒)에 대해 자신의 문자학에 근거하여 의미를 규정한다.27) 그
러나 앞서 지적했다시피 주례 에 있는 주요 개념을 문자학에 따라 재정의할 수
있는 까닭은 주례 자체의 성격이 순수 이론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왕안석은 춘추 에 대한 주관적 접근법이 초래할 수 있는 사상적 통일성의 약
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자신이 문자학을 통해 주례 를 해석했던 방식
으로 춘추 를 해석하려고 했던 적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비록 왕안석에 대해
비판적인 호안국의 증언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왕안석이 춘추 를 어떻게 연
구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들어 있다.
처음에 형공(荊公: 왕안석)이 문자학[字學]으로 경전의 의미를 풀이하고서 [그 풀
이는] ‘천 년 전 성인과 일치하는 오묘한 뜻’이라고 자부했지만, 춘추 에 대해서만은
글자의 변과 방, 그리고 점과 획에 통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단편적인 조정의
기록’이라고 비난하고 곧바로 폐기하고서 학관에 설치하지 않았다.28)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왕안석이 자신이 정립한 자학(字學), 곧 문자학을

26) 西 順藏, 1969. ｢三人의 북송사대부의 사상｣, 中國思想論集 , 築摩書房, 289면.
27) 土田健次郞(성현창 옮김), 2006 북송도학사 , 서울: 예문서원, 427면.
28) 李糼武, 宋名臣言行錄外集 “初, 荊公以字學訓經義, 自謂千聖一致之妙. 而于春秋不可偏旁
點畵通也, 則詆以爲斷爛朝報, 直廢棄之, 不列于學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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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춘추 를 해석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춘추 경문
에 있는 “글자의 변과 방, 그리고 획과 점에 통할 수 없었다”는 호안국의 비판은
왕안석이 춘추 의 주요 개념을 파자(破字)하여 자신의 문자학 체계에 따라 재정
의를 하려 했던 점을 가리켰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왕안석의 실패는 이미 예
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이론서라 할 수 있는 주례 의 주요 개념들
과 달리, 춘추 의 주요 개념들은 언제나 역사상 실존했던 대상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춘추 의 개념들은 주례 의 그것들에 비해 더욱 더 ‘실체’적
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실체적 개념들을 자신의 이론에 입각해서 재정의한다는 것
은 지극히 난망한 일이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호안국이 춘추 의 개념들이
갖는 그런 특성에 주목하여, 개념을 ‘공언’(空言)으로 그리고 그것이 지시하는 대
상을 ‘사’(事)로 구분하여 양자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였던 것은 왕안석의 실패
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추측한다.
그런데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점이 한 가지 있다. 즉, 왕안석 역시 기존의
주석서에 의존하지 않는, 경전에 대한 독자적 접근을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증공(曾鞏, 1019~1083)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경전 연구법을 피력한다.
오랫동안 세상은 온전한 경전을 보지 못했다. 만일 경전을 읽기만 한다면 경전을 알
기에 충분치 않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읽었으니, 제자백가의 책에서부터 난경 (難
經),

소문 (素問),

본초 (本草)같은 의학서적, 그리고 다양하고 소소한 이론서까지

보았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았으니 농부와 여공(女工)에게까지 물어보았다. 그 때
만이 나는 경전의 대체(大體)를 알 수 있었으며 의심이 없어지게 되었다. 후대에 배
운 것과 선왕대(先王代)는 다르다. 성인(聖人)을 완전히 알려면 이러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29)

경전 이해를 위해 왕안석이 택한 방법은 공인 주석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백가에서 의학서적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섭렵하고 더 나아가서 농
부와 여공에게까지 관련 문제를 물어보는 매우 주체적이며 실증적인 것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손복․유창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인 주석서에서 벗어나려는 모
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가 이들과 달랐던 점은 오로지 1차 자료인 경전만을 마
29) 王安石, 臨川先生文集 卷73 ｢答曾子固書｣ “然世之不見全經久矣. 讀經而已, 則不足以知經,
故某自百家諸子之書, 至於難經素問本草諸小說, 無所不讀, 農夫女工無所不問, 然後於經爲能
知其大體而無疑. 蓋後世學者, 與先王之時異矣. 不如是, 不足以盡聖人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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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하고서 그 속에서 공자의 마음을 체득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30) 실증적 연구
를 통하여 경전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문자학을 통한 경전의 해석이었다. 문자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할 터인데, 여러 가지 의학서적과 이론서들
그리고 현장 노동자의 지식은 자설 을 쓰기 위한 훌륭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손복․유창과 왕안석 모두 기존의 공인 주석서에 의존치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손복․유창은 춘추 에 대한 주관적 접근법을 추구했던
반면, 왕안석은 문자 의미의 객관적 확증을 통한 객관적 접근법을 추구했던 것이
다. 우리의 이러한 결론은 송대에 이르러 경전에 대한 신의(新義)를 저술하려는
흐름이 주류가 되었다는 기존의 경학사에 부합하면서도, 경전에 대한 주관적 접
근법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 접근법이 출현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
경학사의 내용을 한층 풍부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 왕안석의 춘추 폐지에 대한 반응: 소철과 호안국
“사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춘추 를 학관에서 폐지한 왕안석의 조치에 대
해, 왕안석과 입장을 달리 하던 사대부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는
소철과 호안국을 중심으로 왕안석의 조치에 대한 대응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
다. 여러 학자들 중 특히 소철과 호안국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두 사람
이 특히 왕안석의 춘추 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왕안석․손복과
달리 소철과 호안국은 춘추 3전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종합하여 춘
추 를 이해하려고 했다. 춘추 3전을 단지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하려면 나름
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철은 그 기준을 ‘자연’(自然)에 두었고 호안국은

‘천리’(天理)에 두었다. 우선 소철의

춘추 관부터 살펴본다.

30) 왕안석의 춘추 폐지 조치에 반발하여 다시 춘추 를 학관에 세울 것을 요청하는 장돈례
(張敦禮)에 대하여, 왕안석의 주청을 받아들였던 신종이 장돈례에 대해서 “돈례는 다만 춘
추 만 읽었을 뿐 ｢전｣은 읽지 않아서 춘추 에 쉬이 통하지 못했다”( 資治通鑑長編 卷247
｢熙寧 6년 9월 辛未｣조)고 평한 부분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왕안석의 반대편에
서 있던 학자들이 춘추 를 어떻게 공부했느냐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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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철의 경우
소철(蘇轍, 1039~1112)은, 왕안석이 “ 춘추 에 대해 전혀 통달하지 못하니까 그
것을 ‘단편적 조정의 기록’이라고 비난하고서 천하 선비들이 다시는 그것을 배우
지 못하도록 했다”31)고 비난하면서 사정이 그렇게까지 된 것은 “왕안석의 잘못만
아니라 여러 유학자들의 춘추 해석이 명확치 못했던 것”32)에도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스스로

춘추

연구를 시작했다.

나는 젊었을 때 춘추 를 공부하였는데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손복을 스승으로 삼
으면서 ‘공자가 춘추 를 지었지만 한 시대의 사건을 대략 밝혔을 뿐’이라고 말하고
다시는 사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공양전․곡량전․좌씨전]의 3전을 폐기하고 다
시는 취하지 않았다. 나는 좌구명(左丘明)이 노나라 사관이라고 생각한다. 공자는 의
거한 자료를 근본으로 삼아 춘추 를 지었기 때문에 사건은 반드시 좌구명을 기본으
로 삼아야 한다. … 공자가 [원 자료에] 글자를 넣고 뺐던 것은 좌구명도 다 밝히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양전 과 곡량전 그리고 담조와 조광 등 여러 사람의
설을 참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 유학자들은 각각 자기 학문만 믿고서 자기를 옳다
고 여기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여겼기 때문에 해석이 막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
았다. 노자 에는 “배움이 없기를 배우기 때문에 뭇 사람의 잘못을 원래대로 되돌림
으로써 만물의 ‘원래 그러함’[自然]을 돕고 감히 인위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나
는 이 말을 종지로 삼았으므로 리(理)에 따라 말했다. 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은, 마치 물이 동서로 흘러가고 곡직(曲直)의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데도 그것을 하
나로 묶어서 통하게 하려는 것과 같다.33)

앞에서 필자는, 손복을 위시한 경전의 독자적 연구 흐름과 그로 인한 학문 분파
의 형성에 대해 왕안석이 비판적이었다고 보았는데, 위 인용문에서 소철은 손복
을 분명히 지목한 후 그 문도들이 춘추 3전을 폐기하였던 사실과 “각각 자기 학문
31) 蘇轍, 春秋集解 ｢春秋集解引｣ “近世王介甫以宰相解經, 行之於世. 至春秋, 漫不能通, 則詆
以爲斷爛朝報, 使天下士不得復學.”

32) 上同 “孔子之遺言而凌滅至此, 非獨介甫之妄, 亦諸儒講解, 不明之過也.”
33) 上同 “予少而治春秋, 時人多師孫明復, 謂孔子作春秋, 略盡一時之事, 不復信史, 故盡棄三傳,
無所復取. 予以爲左丘明魯史也. 孔子本所據依以作春秋, 故事必以丘明爲本. … 至於孔子之所
予奪, 則丘明容不明盡, 故當參以公穀啖趙諸人. 然昔之儒者, 各信其學, 是己而非人, 是以多窒
而不通. 老子有言, 學不學, 復衆人之所過, 以補萬物之自然, 而不敢爲. 予竊師此語, 故循理而
言. 言無所係理之所至, 如水之流東西, 曲直勢不可常, 要之於通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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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믿고서 자기를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여기는” 독단성을 비판한
다. 따라서 소철이 비록 왕안석을 격렬히 비판하고는 있지만, 역시 주석서를 거
치지 않는 경전의 독자적 연구와 그로 인한 독단성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소철의
춘추 관은 왕안석의 춘추 관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손복을 필두로 하는 북
송대 춘추공양학파의 춘추 관에 대한 대안을 정립하기 위해, 소철은 우선 춘추
를 공자의 미언대의가 담긴 경전으로서 보지 말고, 노나라의 사서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춘추 연구의 기본 주석서는 좌씨전 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철은 공양전 과 곡량전 이나 다른 주석가들의 주석서도 배척하지
않고 참조할 것은 참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 취해야 할 태도는 노자 의 “배
움이 없기를 배우는 것”, 곧 자기만의 새로운 견해를 세우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뭇 사람들의 잘못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곧 기존의 인위
적 견해들을 반박하고 수정하여 “자연”(自然)에 부합하게끔 하는 방식이라고 소
철은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소철은 춘추 해석상에서 손복 등을 위시한 여타 해
석자들과 달리 자신만의 독창적 견해를 세우려 하지 않고, 기존의 여러 해석들을
검토하면서 그런 해석들 중 ‘리’(理)에 어긋나는 부분은 제거하고 ‘리’에 부합하는
부분은 모두 채택함으로써 춘추 해석의 객관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소철의 연구론에서 문제되는 점은 과연 ‘리’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위 글
에서 보면 그의 ‘리’는

노자 적인 “만물의 원래 그러함”[萬物之自然]이다.

여기까지 보면 소철은 춘추 를 연구할 때 두 가지 입장을 취했던 것처럼 보인
다. 곧, 먼저 춘추 를 역사서로 보면서 좌씨전 에 입각하여 그 역사적 사실 관
계를 착실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의 입장은 “만물의
원래 그러함” 곧 ‘자연’에 근거해서 여타 주석서들로부터 취할 것은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입장은 서로 모순되지 않을뿐더러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만물의 원래 그러함”에 근거해서 춘추 를 본다는 것은 해석자
의 자의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역사적 사실을 원래 그러했던 대로, 다시 말해
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여타의 춘추주석서들
가운데에서 취할 것은 공자의 미언대의를 밝힌 부분이 아니라 춘추 속의 역사
적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에 불과할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다. 이렇듯 춘추 를 역사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자연’에 입각
해서 춘추 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서로 표리의 관계를 이룬다.
요컨대 소철은 좌씨전 의 처지에서 나머지 주석서들을 취사선택하여 나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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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을 이루어내고자 했던 것이며, 그 때의 기준은 ‘ 춘추 의 역사적 사건들을 규
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 기준을 “만물의 원래 그러함”

[萬物之自然]이라는 추상적 언사로써 표현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철처럼

춘추 를 바라볼 경우,

춘추 로부터 우리가 읽어낼 내용은

그저 역사적 사건과 당시 실행되던 주례(周禮)의 편린에 불과하며, 실제 춘추시대
각 역사적 사건들을 공자가 어떻게 가치판단을 내렸으며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공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알 수 없게 된다. 역사에 대한 가치
판단을 특히 중시하는 유학자들로서는 소철 식의 춘추 관이 흡족치 않았을 것임
은 쉬이 추론할 수 있다.

2) 호안국의 경우
호안국(胡安國, 1074~1138) 역시 왕안석 및 형공신학파의 춘추 폐지 조치에 대
한 격렬한 비판으로부터 그의 춘추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사(事)는 좌씨전 으
로부터 취하고 의(義)는 공양전 과 곡량전 에서 취한다”34)고 하여 기존의 춘추

3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는 이정(二程)이 제시했던 천리(天理)
개념을 통하여 그러한 종합을 이루려고 했다.
먼저, 호안국은 먼저 역사적 사건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후 그 속에 담긴 의(義)
를 파악하겠다고 한다.
옛날 열국에는 각각 사관이 있어서 당시 사건의 기록을 관장했다. 춘추 는 노나
라의 역사일 뿐이다. 그런데 중니는 거기에 필삭(筆削)을 가하여 [ 춘추 는] ‘역사 이
면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史外傳心] 핵심 경전이 되었다. … 중니는 천리의 체득자
이니 [춘추 저술을] 자기 임무로 삼지 않았다면 그 누가 그럴 수 있었겠는가? … [공
자는] “나는 거기에 공언(空言; 실례로 뒷받침되지 않은 말)을 실으려고 했지만 그것
은 행해진 사건의 절실함과 분명함 속에서 드러내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였다. 공언
은 리(理)를 실을 수만 있을 뿐, [그것은] 구체적 사건 이후에야 그 작용을 볼 수 있
다. 이 때문에 노나라 역사를 빌어서 왕법을 가탁하였다. … 모든 왕의 법도와 만세
의 기준이 모두 이 책에 있으므로 군자는 ‘5경에 춘추가 있는 것은 마치 법률에 판례
가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35) 이 경전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궁리(窮理)의 핵심이
34) 胡寅, 斐然集 卷25 ｢先公行狀｣.
35) 사량좌는 호안국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록의 경우 두 세 글자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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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인이 죽은 후 이미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남긴 경전을 통해서 성인의
마음씀[用]을 엿보는 것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세대에 선후가 있다
하더라도 “인심의 똑같이 맞다고 여기는 것”[人心之所同然]은 똑같을 뿐이다. 만약
“똑같이 맞다고 여기는 것”을 체득한다면 비록 [성인으로부터] 우주만큼 멀리 떨어
져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성인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과 같을 것이며 춘추 의 권도
(權度)가 내게 있게 될 것이다. 근래 왕안석의 신설(新說)을 추숭하여 그것을 국시로
삼고, 춘추 에 대해서는 공거(貢擧)에서는 그것으로써 선비를 선발하지 않고 학교에
는 해당 교수를 세우지 않으며 경연에서는 그것을 강독하지 않는다. 국론을 판단하
는 이들은 그것을 참고하지 않으니, 천하가 갈 곳을 모르고 인욕은 날로 증가하며 천
리는 날로 소멸해 간다. …36)

호안국은 사기 ｢태사공자서｣에 인용된 공자의 말인 “나는 거기에 공언(空言)
을 실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행해진 사건의 절실함과 분명함 속에서 드러내는 것
만 못하다”를 ‘리’를 통하여 재해석한다. 곧, 그는 “공언은 리를 실을 수만 있을
뿐, [그것은] 행해진 사건 이후에야 그 작용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호안국의 말
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공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호안국에게서

‘공언’이란 구체적 사건을 지시하지 않는 개념을 뜻한다. 예컨대 이런 것이다.
성인은 노나라 역사를 빌어 왕법을 보였다. 노나라의 사건들을 대할 때 군신의 정
의가 있기 때문에, 임금이 피살되면 ‘훙’(薨)자를 썼고, 땅을 맞바꾸면 ‘가’(假)자를
썼으며, 나라를 멸망시키면 ‘취’(取)자를 썼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면 ‘손’(孫)자를
썼으며, 자기를 굽히고 나라의 대부와 맹약을 맺으면 ‘급’(及)자를 썼다.…37)

도 맥락이 일관되지 못하고 말이 생생하지 못합니다. 春秋 가 바로 그러한데 다행히 그런
부분을 밝히셨습니다. 춘추 는 대체로 법가의 판례와 같습니다.”( 謝良佐, 上蔡語錄 卷下
제26조, “語 只少却三兩字, 便血脈不貫, 其語不活. 如春秋之 , 正如此, 幸亮之. 春秋大約如
法家㫁例也.…”)

36) 胡安國, 胡氏春秋傳 , ｢春秋傳序｣ “古者列國, 各有史官, 掌記時事. 春秋魯史爾. 仲尼就加筆
削, 乃史外傳心之要典也. … 仲尼, 天理之所在, 不以爲己任而誰可. … 故曰我欲載之空言, 不
如見諸行事之深切著明也. 空言獨能載其理, 行事然後見其用, 是故假魯史以寓王法…百王之法
度, 萬歲之準繩, 皆在此書, 故君子以謂五經之有春秋, 猶法律之有斷例也. 學是經者, 信窮理之
要矣. … 去聖旣遠, 欲因遺經窺測聖人之用, 豈易能乎. 然世有先後, 人心之所同然一爾. 苟得其
所同然者, 雖越宇宙, 若見聖人親炙之也, 而春秋之權度在我矣.”

37)위의 책 권20 “聖人假魯史以示王法, 其于魯史, 有君臣之義, 故君弑則書薨, 易地則書假, 滅國
則書取, 出奔則書孫, 屈己而與國之大夫盟則書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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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훙’, ‘가’, ‘취’, ‘손’, ‘급’ 등이 모두 공언에 해당한다. 이러한 각 개념들
은 모두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다. ‘훙’의 정의는 임금의 피살이고 ‘가’는 영토의
교환이라는 식이다. 호안국은 공언이 ‘리’를 싣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호안국
이 생각하는 ‘리’는 각 개념에 합당한 정의를 뜻한다. 그런데 각 개념과 그에 대한
정의만 본다면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례가
필요하다. 그 개념 정의에 대한 사례가 바로 ‘구체적 사건’인 것이다. “구체적 사
건 이후에야 그 작용을 본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마치 호안국이 먼저 각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린 다음에 춘추 를 해석하기 시작
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겠다. 그러나 “공언은 리를 실을 수만 있을 뿐, [그것은]
구체적 사건 이후에야 그 작용을 볼 수 있다”는 호안국의 발언맥락을 보건대, 그
의 분석 경로는 먼저 춘추 에 실린 구체적 사건의 분석을 통하여 거기에 사용된
각 개념들의 정의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공자가 공언에 대한 정의를 직접 말하지
않고 춘추 를 빌어서 그 정의를 간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해석자는 당연히
그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곧 춘추 를 통해서 공언에 대한 정의에 접근해야 한
다. 이렇게 보면 그가 공자를 “천리의 소재”라고 표현했던 구절이 이해된다. 왜냐
하면 공자는 모든 개념에 대한 정의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안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방법이 바로 ‘궁리’(窮理)라고 말한다. 따라
서 적어도 춘추 를 읽어나갈 때의 ‘궁리’란, 구체적 사건 분석을 통하여 각 개념
의 정의에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뜻한다. 고대의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자료를 통한 고증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춘추 의 역사적 사
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2차 자료는 물론 좌씨전 이다. 따라서 그는 “사

(事)에 대해서는 좌씨전 을 참고한다”는 방법을 취했다. 하지만 춘추 를 읽는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 개념에 대한 공자의 정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그는 춘추 의 의(義)를 밝히는 데 주력한 공
양전 을 참고하게 된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공양전 을 참고한다”고 그는 말
했다. 이처럼 호안국은 ‘궁리’의 방법을 통해, 구체적 사건의 설명을 잘 설명하고
있는 좌씨전 과 공자의 미언대의를 함축하고 있는 공양전 을 종합해냈던 것이
다.
그러나 호안국의 목적이 단지 좌씨전 과 공양전 의 종합에만 있지는 않았다.
그는 어디까지나 성인이 마음을 직접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삼고자 하
는 것이 목표였다. 물론 공양전 은 춘추 에 내재된 공자의 도덕적 판단 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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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를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지만 그것도 결국은 ‘참고’할 자료일 뿐이다.
호안국은 자신의 마음이 마침내 성인의 마음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단
을 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인심(人心)의 보편성에서 찾는다. 곧 나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은 원래는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좌씨전 을 참고하여 춘추 에 게
재된 역사적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정밀히 규명하고, 그 사건에 대해 어째서 공자
는 특정 글자를 사용하였는지는 공양전 의 해설을 참고함으로써 리와 의 그 자
체인 공자의 마음에 접근해 나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여 내 마음의 리와 의를 회
복해 나가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호안국에게서 춘추 연구는
수양론의 의의를 획득하게 된다.

6.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춘추 를 중심으로 여러 송대 사대부들의 관점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당대에서 발흥한 경전의 독자적 연구라는 흐름은 송대까지 이어졌고, 특
히 춘추 를 연구하던 손복과 유창 같은 학자들은 그런 흐름에 적극 편승하여 기
존의 공인 주석서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사고제요 (四庫提要)(卷26)는 “북송

이래 새로운 뜻 [新意]으로써 춘추 를 해석한 자들은 손복과 유창으로부터 비롯
한다. 손복은 [唐代의] 담․조의 흐름을 계승하여 거의 춘추3전을 다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유창은 춘추 3전에 온전히 다 따랐던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폐기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 풀이가 손복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평하였던 것이다. 왕안
석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각 경전에 대한 ‘신의’(新義)를
저술했다는 점만 보아도 명확하다. 그러나 왕안석이 손복․유창과 달랐던 점은,
만인이 공용할 수 있는 문자학을 수립하고서 그것을 통하여 경전에 대한 객관적
이며 표준적인 해석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곧, 경전의 객관적 의미를 보증
할 수 있는 최종적 권위를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 체험이나 견해에 두지 않고 보편
적 문자학 체계에 두고자 했다.
이에 대해 소철은 춘추 3전을 폐기하고 독자적인 설을 세우려는 손복의 주장을
비판한 후, ‘만물의 원래 그러함’이라는 도가적 개념에 입각하여 춘추 3전을 종합
하려고 했다. 또한 호안국은 “사(事)는 좌씨전 에서 취하고 의(義)는 공양전 에
서 취한다”고 하면서 이를 천리(天理)에 입각하여 종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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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춘추 3전의 종합을 통한 춘추 이해를 도모했다. 그러므로 소철과
호안국은 춘추3전을 나름의 상위 원칙에 따라 종합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
이다.
이제 당대의 담조․조광에서 손복을 거쳐 유창․왕안석으로 이어지던 경전관
과 시대적으로 그 뒤를 잇는 소철․호안국의 경전관을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어
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할 수 있다. 곧, 경전에 대한 독자적 연구를 강조하던
입장에서, 나름의 상위원칙에 입각하여 기존의 주석서를 종합하는 입장으로 변화
했던 것이다.
필자는 그런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던 이가 왕안석이라고 생각한다. 왕안석은
경전에 대한 독자적 연구의 흐름을 이으면서도, 보편적 문자학의 정립을 통하여
경전에 대한 새로운 표준적 해석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특히 그가 경전을 연구하
기 위한 보편적 도구로써 문자학을 상정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런 도구만
확보한다면 비단 춘추 만 아니라 다른 경전들도 일관되게 해석해 낼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왕안석의 시도는 불행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일단 문자에 대한 보
편적 해석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의(新義)를 국가 공인 주
석서로 채택하게끔 하는 독재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왕안석의 반대편에 있
던 학자들은 경전의 독자적 연구법이 극단에 이르면 어떤 폐해가 있을지 직접 목
도하면서, 다시 예전의 공인 주석서로 회귀하려고 했으나 서로 다른 주석서들을
종합하려면 나름의 상위원칙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서, 한편에서는 노자(老子)의
리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정(二程)의 천리를 상위 원칙으로 택하여 춘추3
전을 종합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상위원칙은 왕안석의 문자학에 해당하는 위상을
지니는 것이었으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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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Intellectuals’ Views of the Chunqiu
in Song China

Lee Won-seok

The studies of Confucian classics by the intelle ctuals in Song China have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a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classics represented by
‘skepticism of classcis’ (疑經) or ‘rectification of classics’ (改經), but the differences
among the methods of interpretation and the transition into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of classics have not been studied. By explaining Wang An-shih’s thoughts of Chunqiu,
I tried to make known the transition of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classics into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of it in Song China.
Keywords: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Wang An-shih, Sun Fu, Liu Chang, Su
Zhe, Hu An-gu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