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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대 중국에서 문인들이 각종 문헌을 수집하고 그 목록을 정리․작성하여

학문의 토대로 삼는 전통은 이미 오래되었다. 청대 학자 王鳴盛은 “목록학은

학문을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다. 반드시 이렇게 학문하는 방법으로 시

작해야 만이 그 문장을 장악하여 깊이 연구할 수 있다”1)고 하였다. 각종 정보

검색시스템이 발달된 오늘 날 고문헌의 목록을 정리하는 일이 일견 고루하고

불필요한 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존

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며, 목록정리는 심화연구의 기반이 되

는 토대성 연구로서의 가치가 크다. 따라서 어떠한 텍스트를 연구하는데 우선

관련 판본과 주석본이 어떻게 존재하고 流傳되는지 관련 목록을 작성하는 일

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역대 ≪국어≫주석본을 조사하

고 정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시도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1-A00286]

** 世明大學校 中國語學科 講師

1) 王鳴盛≪十七史商榷≫卷一: “目錄之學, 學中第一要事, 必從此問途, 方能得其文而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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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지목록 작업은 ≪漢書․藝文志≫를 시초로 하여 그 역사가 이미

깊은데, 고증학이 발달하게 된 청대에 이르면 문헌목록정리 성과는 최고조에

이른다. 청대 여러 목록서가 있지만 역대 경전류 서적을 정리한 것으로 朱彛尊

의 ≪經義考≫2)가 대표적이다. ≪경의고≫卷二百九<春秋四十二>장에는 한대

부터 명대에 이르는 26종의 역대 ≪국어≫주석본이 나열되어 있고 각 주석본

에 대해 언급한 문인들의 평설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필자는 우선 주이존이

정리한 내용의 기초 위에 각종 문헌목록집과 ≪四庫全書≫․≪四部備要≫․

≪四部叢刊≫ 등 원문DB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검색어는

‘國語’를 기본으로 하고, ‘春秋外傳’, ‘左國’, ‘左氏傳’ 등으로 확대하여 자료조

사에 있어서 누락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자료 검색 후 정리과정에서 보통

명사로서 ‘國語’라는 어휘가 갖는 이중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피하

기 위해 그것이 ≪국어≫주석본인지를 일일이 선별하였고 또한 ≪좌전≫과의

중복도 확인하여 구분하였다. 아래 본문에서는 朝代別로 ≪국어≫주석본을 배

열하여 저자, 권수, 출처, 소장처 등의 기본 서지를 解題하였다.

Ⅱ. 역대 ≪國語≫주석본의 書誌

1. 漢代 3종

1) 劉向 ≪新國語≫

≪국어≫주석본에 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한서≫이다. <예문지>에는

“≪신국어≫五十四篇이 있다. 劉向이 ≪국어≫를 나누어 만들었다”3)고 기록되

어 유향이 처음 ≪국어≫의 편집 또는 주해에 착수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

다. 또 淸 조굉은 등이 지은 ≪江南通志≫에도 ≪신국어≫五十四篇이라 기재

2) ≪경의고≫는 역대 경서전적을 ≪역≫․≪서≫․≪시≫․≪주례≫․≪춘추≫ 등 20여
가지로 분류하여 그 서목을 나열한 후, 매 서목 하위에는 작자․권수․권수의 異同․존
망여부 등 서지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아울러 그 서적의 序, 跋과 여러 문인들의 평설

을 부기해 놓은 서적이다.

3) ≪漢書≫<藝文志>: “≪新國語≫五十四篇. 劉向分≪國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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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4) 주이존은 이 서적을 <春秋>류에 편입시키지 않고 <擬經十>편에

서 설명하고 있다.5) 이는 아마도 ≪신국어≫를 주석본이기 보다는 ≪국어≫를

모방하여 지은 별개의 서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이 ≪신국어≫

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가령 胡念貽는 <左傳的眞僞和寫

作時代問題考辨>에서 康有爲가 劉向의 아들 劉歆이 ≪국어≫五十四篇을 나

누어 ≪좌전≫三十卷과 ≪국어≫二十一卷으로 편집한 후 새로이 ≪신국어≫

라는 위작을 만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이 책은 유

향이 어떤 책으로부터 분리해 온 것 같다. 그래서 ‘新’이라는 글자를 붙인 것이

다. 나는 이 책이 유향이 찬집한 ≪좌전≫에 기록된 각 나라의 사실을 ≪국어≫

의 체례에 근거하여 나라별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신국어≫라고 부른 것

이라고 생각한다. 환담이 ≪신론≫을, 왕충이 ≪논형≫을 지은 예를 비추어 보

아도 유향은 ≪좌전≫을 애독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다.”6) 즉 ≪신국어≫는 좌전에 나오는 나라를 ≪국어≫같은 ‘國

別’형식으로 새롭게 편제한 것이라 본 것이다. 아뭏튼 康氏나 胡氏 모두 ≪신

국어≫를 ≪국어≫의 주석본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현재로서는 ≪신국어≫가

일실되었기 때문에 ≪국어≫주석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明 朱睦

㮮의 ≪授經圖義例≫卷十六에 “≪春秋外傳國語≫五十四篇[劉向]”라는 기록

이 있는데, 그 저자와 권수가 같으므로 이 ≪춘추외전국어≫가 ≪신국어≫와

동일 서적이라면 ≪국어≫주석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鄭衆 ≪國語章句≫

宋庠의 ≪國語補音原序≫에 “후한의 大司農인 정중의 字는 仲師이고 ≪국

어장구≫를 지었으나 그 편수가 망실되었다”7)고 기록하고 있다. 정중은 東漢

4) 趙宏恩等≪江南通志≫卷一百九十<藝文志>: “劉向≪新國語≫五十四篇.”

5) 朱彛尊≪經義考≫卷二百七十七<擬經十>: “劉氏[向], ≪新國語≫. ≪漢志≫: 五十四

篇, 佚. ≪漢書志≫注: 劉向分≪國語≫”

6) 胡念貽<≪左傳≫的眞僞和寫作時代問題考辨>(≪文史≫11. 1981. 3): “這部書似乎是劉
向從甚麽書中分出來的, 因此稱爲‘新’. 我疑此書是劉向纂集≪左傳≫中所紀各國事實,
依照≪國語≫体例按國别分列出來, 所以稱爲≪新國語≫. 據桓譚≪新論≫和王充≪論衡≫,

劉向愛讀≪左傳≫, 他做這樣一件工作, 不是沒有可能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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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학가로 그의 부친으로부터 ≪춘추좌전≫을 수학하여 춘추학에 조예가 깊

다. 그의 ≪국어장구≫는 망실되었으나 韋昭注≪국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淸 馬國翰의 ≪玉函山房輯佚書≫<春秋類>에도 정중의 ≪국어장구≫

一卷8)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는 韋昭注≪국어≫에 산재된 정중, 賈逵, 虞

翻, 唐固, 孔晁 5인의 古注와 무명씨 ≪國語音≫一卷 등 모두 6종을 각 주석

자별로 분류하여 순서대로 그 주석 내용을 실었다. 또 ≪경의고≫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9)

3) 賈逵 ≪國語解詁≫

≪後漢書≫<賈逵傳>에 가규는 “≪좌씨전≫과 ≪국어≫에 더욱 밝아 두 서

적에 대한 ≪解詁≫五十一篇을 만들어 永平년간에 황제에게 헌상하였다. 顯

宗이 그 서적들을 중히 여겨 抄寫하여 秘閣에 소장하였다”10)고 기록한다. 가

규는 동한의 경학가이자 천문학자로 讖緯에 능하였고 ≪古文尙書≫와 ≪爾雅≫

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고문경학의 지위를 높인 자이다. ≪隋書≫<經籍志>에는

“≪春秋外傳國語≫二十卷을 賈逵가 注하였다”11)고 하였다. 宋庠의 ≪國語補

音原序≫에는 ≪左氏春秋≫와 ≪국어≫에 대한 ≪解詁≫五十一篇을 지었는

데 ≪좌전≫三十篇과 ≪국어≫二十一篇으로 만들었고 唐代에 이미 망실되었

다고 설명한다.12) 南宋 王應麟이 찬한 ≪玉海≫<藝文><漢國語解詁>편에서도

가규의 ≪국어해고≫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또 거기에는 “≪唐志≫에 王義의

≪國語章句≫二十二卷과 唐固, 虞翻, 韋昭가 주하고 孔鼂가 解한 것이 각각

二十一卷이 있다[吳의 위소가 정중, 가규, 우번, 당고 四家를 합쳐 주함]”13)

7) 宋庠≪國語補音原序≫: “後漢大司農, 鄭衆字仲師, 作≪國語章句≫, 亡其篇數.”

8) 馬國翰≪玉函山房輯佚書≫卷七十九<附․補編><春秋類>: “≪國語章句≫一卷[後漢鄭衆]”

9)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佚. 宋庠曰: 鄭仲師作≪國語章句≫, 亡其篇數.”

10) ≪後漢書≫卷三十六<賈逵傳>: “尤明≪左氏傳≫、≪國語≫, 爲之≪解詁≫五十一篇,
永平中, 上疏獻之. 顯宗重其書, 寫藏秘館.”

11) ≪隋書≫卷三十二<經籍志>志第二十七: “≪春秋外傳國語≫二十卷, 賈逵注.”

12) 宋庠≪國語補音原序≫: “漢侍中賈逵, 字景伯, 作≪左氏春秋≫及≪國語≫解詁五十一

篇, ≪左傳≫三十篇, ≪國語≫二十一篇, ≪隋志≫云, 二十卷, 唐已亡.”

13) 王應麟≪玉海≫卷四十<藝文><漢國語解詁>: “賈逵傳為≪國語解詁≫二十一篇. ≪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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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하고 있는데, 王義는 아마도 王肅의 착오인 듯하다. 南宋 鄭樵의 ≪通

志≫14)에는 ≪春秋外傳國語≫二十卷으로, 明 주목결의 ≪수경도의례≫15)에는

≪春秋外傳國語注解≫二十卷으로, 明 趙廷瑞의 ≪陜西通志≫16)에는 ≪春秋外

傳國語≫二十巻으로 기재되어 題名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淸 汪遠孫은 가

규의 주와 우번, 당고의 주 세 가지를 모아 ≪國語三君注輯存≫을 편집하기도

하였다. 한편 清 朱轼은 ≪史傳三編≫17)에서 賈徽가 劉歆으로부터 ≪좌전≫

및 ≪국어≫를 전수받고 아들인 가규가 父業을 이어 ≪左氏國語解詁≫를 만

들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경의고≫18)에는 宋庠≪補音

≫의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고 이어서 ≪太平御覽≫에 韋注本에는 보이지 않

는 가규의 注解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2. 魏晉南北朝 7종

1) 虞翻 ≪春秋外傳國語注≫

虞翻은 삼국시대 會稽사람으로 王朗과 孫策 등을 연이어 모셨다. ≪三國志≫

에 의하면 ≪老子≫, ≪논어≫, ≪국어≫ 등에 訓注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수서≫<경적지>19), ≪舊唐書≫<經籍志>20), 정초≪통지≫21), 주목결≪수

≪春秋外傳國語≫二十卷, 賈逵注[唐已亡, 鄭衆作≪國詩章句≫, 亡其為數]. ≪唐

志≫, 王義≪國語章句≫二十二卷, 唐固、虞翻、韋昭注孔鼂解各二十一卷[吳韋昭集
鄭、賈、虞、唐四家為注].”

14) 鄭樵≪通志≫卷六十三<藝文略>第一<經類>第一: “≪春秋外傳國語≫二十卷, 賈逵.”

15)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春秋外傳國語注解≫二十卷[賈逵]”

16) 明趙廷瑞≪陜西通志≫巻七十四<經籍第一․經類>: “≪左氏國語解詁≫, 五十一篇[賈

逵撰] 賈逵尤明≪左氏傳≫、≪國語≫, 為之≪解詁≫五十一篇, 永平中上䟽獻之, 顯
宗重其書, 寫藏秘舘[≪後漢書本傳≫]” “≪春秋外傳國語≫二十巻[賈逵注]”

17) 朱軾≪史傳三編≫卷二<名儒傳二․漢>: “賈逵, 字景伯, 扶風平陵人. 誼九世孫也. 父
徽, 從劉歆受≪左氏≫, 兼習≪國語≫、≪周官≫, 又受≪古文尚書≫於塗惲, 學≪毛詩≫

於謝曼卿. 逵既悉傳其父業, 復能兼通≪大夏侯尚書≫及五家≪榖梁≫之説, 自兒童時,
常在太學, 不通人間事, 性愷悌, 多智思, 俶儻有大節, 身長八尺二寸, 諸儒為之語曰,
‘問事不休賈長頭’. 永平中, 為≪左氏國語解詁≫, 凡五十一篇.”

18)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隋志≫二十卷, 佚. 宋庠曰: 賈景伯≪國語解

詁≫二十一篇, 唐已亡.”

19) ≪隋書≫卷三十二<經籍志>志第二十七: “≪春秋外傳國語≫二十一卷, 虞翻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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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의례≫22) 嵇曾筠≪浙江通志≫23) 등에 모두 二十一卷으로 기재되어 있

다.

2) 唐固 ≪春秋外傳國語注≫

≪삼국지․吳書≫의 <鬫澤傳>에 당고가 ≪국어≫、≪公羊≫、≪谷梁传≫

에 注를 하고 항상 수십 인에게 강학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수서≫<경적

지>24), ≪구당서≫<경적지>25), ≪新唐書≫<藝文志>26), 정초≪통지≫27), 주

목결≪수경도의례≫28), ≪강남통지≫29) 등에 그 기록이 보인다. ≪경의

고≫30)에는 ≪隋志≫에 기록되어 있다하고 ≪初學記≫에서 당고의 주를 인

용한 내용을 부연하였다.

3) 王肅 ≪春秋外傳章句≫

삼국 魏의 저명한 경학가로 ≪예기≫, ≪좌전≫, ≪국어≫ 등을 참고하여 ≪

孔子家語≫를 편찬하였다. ≪수서≫<경적지>31), ≪구당서≫<경적지>32), ≪신

당서≫<예문지>33), 정초≪통지≫34), 宋庠≪國語補音原序≫35), 주목결≪수경

20) ≪舊唐書≫卷四十六<經籍志>第二十六: “≪春秋外傳國語≫二十一卷, 虞翻撰.”

21) 鄭樵≪通志≫卷六十三<藝文略>第一<經類>第一: “≪春秋外傳國語≫二十一卷, 虞翻.”

22)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春秋外傳國語注解≫二十一卷[虞翻]”

23) 嵇曾筠等≪浙江通志≫卷二百四十一<春秋>: “≪春秋外傳國語≫二十一卷[≪隋書經籍
志≫, 虞翻著]”

24) ≪隋書≫卷三十二<經籍志>志第二十七: “≪春秋外傳國語≫二十一卷, 唐固注.”

25) ≪舊唐書≫卷四十六<經籍志>第二十六: “又二十一卷, 唐固注.”

26) ≪新唐書≫卷六十三<藝文志>第四十七: “又注≪國語≫二十一卷.”

27) 鄭樵≪通志≫卷六十三<藝文略>第一<經類>第一: “≪春秋外傳國語≫二十一卷[唐固].”

28)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春秋外傳國語註解≫二十一卷[唐固]”

29) 趙宏恩等≪江南通志≫卷一百九十<藝文志>: “≪春秋外傳國語≫註二十一卷[俱吳丹陽
唐固]”

30)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隋志≫, 二十一卷, 佚. 按固注≪國語≫農祥晨
正云: 農祥, 房星也. 晨正. 晨见南方, 謂立春之日, ≪初學記≫引之. 餘見韋注者多.”

31) ≪隋書≫卷三十二<經籍志>志第二十七: “≪春秋外傳章句≫一卷, 王肅撰. ≪梁≫二十

二卷.”

32) ≪舊唐書≫卷四十六<經籍志>第二十六: “≪春秋外傳國語章句≫二十二卷, 王肅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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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례≫36), 陸釴≪山東通志≫37), ≪경의고≫38) 등에 모두 왕숙이 章句 한

권을 더하여 二十二卷이라 기록하고 있다.

4) 韋昭 ≪春秋外傳國語注≫

위소는 吳의 雲陽사람으로 어려서부터 博聞好學하여 孫亮 때 太史令을 지

내고 孙休때 中書郎博士祭酒를 역임하며 ≪효경≫, ≪논어≫, ≪국어≫ 등 여

러 서적에 校定작업을 하였다. 위소는 서한의 賈誼, 司馬遷, 東漢의 정중, 가

규 또 동시대의 우번, 당고 등 諸家의 주를 망라하여 ≪국어≫주석 작업을 하

였다.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석본이며 ≪국어≫연구에 가장 중요한 공

헌을 한 문헌이라 말할 수 있다. ≪수서≫<경적지>39), ≪구당서≫<경적지>40),

≪신당서≫<예문지>41), 정초≪통지≫<藝文略>42), ≪宋史≫<藝文志>43), 明

高儒의 ≪百川書志≫44), 주목결≪수경도의례≫45), ≪강남통지≫46) 등에 그

기록이 보인다. ≪경의고≫에서는 ≪吳志≫에 나오는 위소의 간략한 생평과 위소

의 <自序> 등을 싣고 있다.47) <자서>에는 선인의 전통과 전대 학자들의 업적을

33) ≪新唐書≫卷六十三<藝文志>第四十七: “又≪國語章句≫二十二卷.”

34) 鄭樵≪通志≫卷六十三<藝文略>第一<經類>第一: “≪春秋外傳章句≫二十二卷, 王肅.”

35) 宋庠≪國語補音原序≫: “魏中領軍王肅, 字子雍, 作≪春秋外傳國語章句≫一卷, ≪隋

志≫云, ≪梁≫有二十二卷, ≪唐志≫亦云, 二十二卷.”

36)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春秋外傳國語章句≫二十二卷[王肅]”

37) 陸釴≪山東通志≫卷三十四<經籍志>: “王肅註≪左傳≫[三十卷], 又≪春秋外傳章句≫
[二十二卷]”

38)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隋志≫一卷, 佚. 宋庠曰: 王肅≪國語章句≫.

≪梁≫有二十二卷, ≪唐志≫亦云.”

39) ≪隋書≫卷三十二<經籍志>志第二十七: “≪春秋外傳國語≫二十二卷, 韋昭注.”

40) ≪舊唐書≫卷四十六<經籍志>第二十六: “又二十一卷, 韋昭注.”

41) ≪新唐書≫卷五十七<藝文志>第四十七: “韋昭注二十一卷”

42) 鄭樵≪通志≫卷六十三<藝文略>第一<經類>第一: “≪春秋外傳國語≫二十二卷, 韋昭.”

43) ≪宋史≫巻二百二<藝文志>第一百五十五: “左丘明≪春秋外傳國語≫二十一卷, 韋昭
注.”

44) 高儒≪百川書志≫: “≪韋氏解春秋外傳國語≫二十一巻.”

45)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春秋外傳國語注解≫二十二卷[韋昭]”

46) 趙宏恩等≪江南通志≫卷一百九十<藝文志>: “≪春秋外傳國語註≫二十一卷[吳韋昭]”

47)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隋志≫二十二卷 ≪唐志≫二十卷, 存”



8 ≪中國文學硏究≫․제40집

어떻게 받아들여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주를 행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본인 韋昭는 후진의 학자로서 아는 것이 얕고 어두우며 견문이 적어서 여러

君들이 완성한 訓을 발판으로 삼아 사건의 義理에 대한 是非(옳고 그름)를 생각

하니 어리석은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었다. 지금 여러 학자들이 병행되면서 是非

가 서로 뒤섞여 있으니 비록 총명하고 지식에 통달한 선비들은 물러나고 나감을

알고 있지만 견문이 얕은 初學者는 오히려 과오를 제거할 수가 없다. 일체가 스

스로의 요량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재차 그것을 해석하려는 것으로 賈君의 精

彩한 結實에 근거하고, 虞翻과 唐固의 신뢰있고 훌륭한 注를 채록하며 또한 깨달

은 바를 가지고 늘리고 보충하고자 한다. <五經>을 참고하고, ≪內傳≫을 검토하

며, ≪世本≫으로 그 원류를 고찰하고, ≪爾雅≫로 그 訓을 齊整하며, 중요한 것

이 아닌 것은 제거하고, 사실은 보존하여 무릇 바로 잡은 것이 307가지 사례였다.

또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혼란하게 얽혀 서술을 기재한 것이 번잡하지만 이 때

문에 때때로 견해를 밝혔고 거의 사실의 정황에 꽤 가까와서 보충하고 더한 것을

裁定하였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여러 말이 두려워 그 연고를 자세하게 밝히지 못

하였으니 세상의 독자들이 반드시 그것을 살피기를 바란다.

昭以末學, 淺闇寡聞, 階數君之成訓, 思事義之是非, 愚心頗有所覺. 今諸家

竝行, 是非相貿, 雖聰明疏達識機之士知所去就, 然淺聞初學猶或未能祛過. 竊不

自料, 復爲之解, 因賈君之精實, 采唐、虞之信善, 亦以所覺增潤補綴, 參之以

≪五經≫, 檢之以≪内傳≫, 以≪世本≫考其流, 以≪爾雅≫齊其訓, 去非要, 存

事實, 凡所發正三百七事. 又諸家紛錯, 載述爲煩, 是以時有所見, 庶幾頗近事

情, 裁有補益. 猶恐人之多言, 未詳其故, 欲世覽者必察之.48)

黄震은 “≪국어≫의 문체는 크고 심원하며 정결하다. 위소注의 문장 역시

간략하면서 절실하다”49)고 평하였다.

5) 孔晁 ≪春秋外傳國語注≫

공조는 삼국시기 晉의 五經博士로 ≪逸周書注≫八卷을 저술하였다. 그의

≪국어≫주석본은 ≪수서≫<경적지>50), 정초≪통지≫<예문략>51), 주목결≪수

48) ≪國語≫<國語解敍>(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硏究所校點. 上海古籍出版社. 1995) P.661

49)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黄震曰: ≪國語≫文宏衍精洁. 韋昭注文亦簡切稱
之.”

50) ≪隋書≫卷三十二<經籍志>志第二十七: “≪春秋外傳國語≫二十卷, 晉五經博士孔晁

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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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의례≫52), ≪경의고≫53) 등에 기록이 남아 있다.

6) 孫炎 ≪國語註≫

손염은 삼국시기 경학가로 ≪毛詩≫, ≪예기≫, ≪춘추삼전≫, ≪국어≫, ≪

이아≫, ≪상서≫ 등에 주를 달았다고 한다. 明 육익의 ≪산동통지≫<경적지>

에 “손숙연은 ≪春秋列傳≫三卷이 있고, 또 ≪國語註≫一卷이 있다”54)는 내

용이 보인다. 하지만 다른 문헌에서는 그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7) 孔衍 ≪春秋時國語≫

공연은 삼국 晉代 인물로 中興초기에 元帝를 도와 中書郞을 역임했고 후에

廣陵郡이 되었다. 劉知幾의 ≪史通≫<內篇․六家>편에 ≪戰國策≫을 설명하

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공연이 ≪春秋時國語≫를 찬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전에 공연은 ≪춘추시국어≫를 찬술하고 다시 ≪春秋後語≫를

찬술하여 十卷씩의 두 책을 완성하였다. 현재 남겨진 것은 ≪춘추후어≫뿐이

다. 그 서적의 ≪서문≫을 살펴보면 ‘비록 좌씨라도 이 책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世人들은 모두 그가 자신의 역량과 도덕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다. 하지만 공연이 말한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과 좌구명을

비교한 것은 마땅히 ≪국어≫를 말한 것이지 ≪춘추전≫을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55) 주이존은 ≪경의고≫에서 ≪춘추시국어≫를 <춘추>류가 아닌

<擬經>편에 편입한 것으로 보아 ≪국어≫와 별개의 것으로 본 것 같다. 하지

51) 鄭樵≪通志≫卷六十三<藝文略>第一<經類>第一: “≪春秋外傳國語≫二十卷, 晉五經博

士孔晁.”

52)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春秋外傳國語註解≫二十卷[孔晁]”

53)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隋志≫二十卷. ≪唐志≫二十一卷, 佚. ≪隋書≫:
晉五經博士.”

54) 陸釴≪山東通志≫卷三十四<經籍志>: “孫叔然≪春秋列傳≫[三卷], 又≪國語註≫[一

卷]”

55) 劉知幾≪史通≫卷一<內篇․六家第一>: “始衍撰≪春秋時國語≫, 復撰≪春秋後語≫,
勒成二書, 各爲十卷. 今行於世者, 唯≪後語≫存焉. 按其書≪序≫云: “雖左氏莫能
加”. 世人皆尤其不量力, 不度德. 尋衍之此義, 自比於丘明者, 當謂≪國語≫, 非≪春

秋傳≫也.”



10 ≪中國文學硏究≫․제40집

만 필자의 견해로는 ≪춘추시국어≫ 말고 ≪春秋後國語≫를 한 편 더 만들었

다는 점이나 유지기의 견해처럼 공연이 서문에서 좌구명과 비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국어≫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신당

서≫<예문지>56), 宋 王欽若의 ≪册府元龜≫<國史部>57), 정초≪통지≫<예문

략>58), 왕응린≪옥해≫<예문>59), 육익≪산동통지≫<경적지>60) 등에 기록이

남아 있다.

3. 唐代 3종

1) 柳宗元 ≪非國語≫

≪비국어≫는 기존의 주석본이 字句를 해석하고 音注를 한 것과 달리 내용

과 사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비평주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비

국어≫의 등장이후 재차 반론에 반론을 제기하는 ‘非’논쟁이 벌어졌을 정도로

그 영향은 컸다. ≪비국어≫에 관한 기록은 ≪신당서≫<예문지>61)에 처음 나

타나는데, 관련 기록 및 평설 ‘非’논쟁 등에 관한 내용은 졸고 <≪국어≫에 대

한 ‘非(비평)’論爭過程 고찰>(중국문학연구37집, 2008.12)에서 상세히 논한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재차 언급하지 않겠다.

56) ≪新唐書≫卷五十八<藝文志>第四十八: “孔衍, ≪春秋時國語≫十卷, 又≪春秋後國
語≫十卷.”

57) 王欽若等≪册府元龜≫卷五百五十五<國史部>: “孔衍, 為廣陵太守, 撰≪魏尚書≫八卷,

≪春秋時國語≫十卷, ≪春秋後國語≫十卷.”

58) 鄭樵≪通志≫卷六十五<藝文略>第三<史類>第五: “≪春秋時國語≫十卷[孔衍撰], ≪春
秋後國語≫十卷[孔衍撰]”

59) 王應麟≪玉海≫卷四十<藝文><漢國語解詁>: “≪唐志≫雜家類, 晉孔衍, ≪春秋時國

語≫十卷, ≪春秋後國語≫十卷.” “史通孔衍[字舒元]以≪戰國策≫所書, 未為盡善, 乃
引太史公所記, 參其異同, 刪彼二家, 聚為一錄, 號為≪春秋後語≫, 除二周及宋、
衞、中山, 所留者, 七國而已. 始自秦孝公, 終於楚漢之際, 比於春秋, 亦盡二百四十

餘年行事. 始衍撰≪春秋時國語≫, 復撰≪春秋後語≫, 勒成二書, 各為十卷. 今行世
者, 唯≪後語≫存焉[書目十巻]. ≪唐志≫雜史: 孔衍≪春秋時國語≫、≪春秋後國語≫
各十卷.”

60) 陸釴≪山東通志≫卷三十四<經籍志>: “孔衍≪左氏訓註≫[十三卷], 又≪公羊集解≫

[十四卷], 又≪穀梁傳註≫[十四卷], 又≪春秋國語≫[二十卷]”

61) ≪新唐書≫卷六十三<藝文志>第四十七 : “柳宗元≪非國語≫二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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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作者未詳 ≪國語音≫

宋庠의 ≪國語補音≫序文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또한 선대 儒者

중에 ≪國語音≫을 지은 자는 없다. ≪외전≫과 ≪내전≫의 문장은 많은 부분

이 상호 중복되고 글자의 음 역시 통한다. 하지만 근래에 舊本 ≪音≫ 한 편이

전해져 오는데 편찬자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다. 그 말을 살펴보면 唐人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犬戎樹惇’라는 문장을 풀이하

는데 鄯州가 羌이라는 설을 인용한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 鄯을 善으로, 國

을 州로 바꾼 것은 당대부터 시작된 것이다.”62) 송상은 자신 이전에 유학자

중에 ≪국어≫에 音注를 한 사람이 없지만 최근 전해져 오는 舊本 ≪音≫一篇

이 있음을 밝히고 이것이 唐代 것이라 고증하였다. 마국한의 ≪옥함산방집일서≫

에도 이 ≪국어음≫一卷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싣고 있다. 그는 송상이 ≪국

어보음≫서문에서 이 ≪국어음≫을 고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편은 ≪唐志≫

나 여러 학자들의 書目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세상에 유통되는 판본이 없다.

오직 송상이 ≪국어보음≫에서 구본을 참고하여 확대했음을 말하였다”63)고 설

명한다. 日人 大野 峻은 ≪국어≫<解題․≪국어≫の硏究書>에서 ≪국어음≫

을 위진대에 편입해 넣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필자의 소견에 그 이유는

아마도 다음에 근거한 것 같다. ≪魏書≫<劉芳列傳>에 “유방은 鄭元이 注한

≪周官儀禮≫에 音을, 干寶가 注한 ≪周官≫에 音을, 王肅이 注한 ≪尚書≫

에 音을, 何休가 注한 ≪公羊≫에 音을, 范寗가 注한 ≪穀梁≫에 音을, 韋昭

가 注한 ≪국어≫에 音을, 范瞱의 ≪後漢書≫에 音을 각각 一卷씩 찬술하였

다”64)는 기록이 있다. 唐 李延壽가 찬한 ≪北史≫卷四十二<列傳第三十․劉

芳>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大野 峻은 위 기록에 근거하여 魏人 유방이

62) 宋庠≪國語補音序文≫: “又按先儒未有爲≪國語音≫者, 蓋外內≪傳≫文多相涉, 字音
亦通. 故邪然近世傳舊≪音≫一篇, 不著撰人名氏. 尋其說乃唐人也. 何以證之? 據解

‘犬戎樹惇’引鄯州羌爲說, 夫改鄯善, 國爲州, 自唐始耳.”

63) 馬國翰≪玉函山房輯佚書≫卷八十<附․補編><春秋類>: “此編唐志及各家書目皆不著錄.
世無行本, 惟庠≪補音≫謂因舊本而廣之.”

64) 齊魏收≪魏書≫卷五十五<列傳第四十三․劉芳>: “芳撰鄭元所注≪周官儀禮≫音、干寶
所注≪周官≫音、王肅所注≪尚書≫音、何休所注≪公羊≫音、范寗所注≪穀梁≫音、
韋昭所注≪國語≫音、范瞱≪後漢書≫音, 各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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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에 음을 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또 淸 王太岳은 ≪欽定四庫

全書考證≫<經義考下>편에서 송상이 舊音을 唐代의 것이라고 한 것에 다음과

같이 이견을 제시하였다. “내가 ≪魏書․地形志≫를 살펴보니 鄯州가 涼州와

瓜州사이에 배열되어 있었다. 이는 원래 위대부터 시작된 것을 말하니 송상은

아마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65) 이 같은 내용을 볼 때 大野 峻처럼

≪국어음≫을 위진대로 편입시켜야 하지만 좀 더 고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3) 劉貺 ≪外傳≫

유황은 저명한 사학가 유지기의 장자로 經史 뿐 아니라 천문, 지리, 율력

등에 박식하였다. 저서로는 ≪六經外傳≫三十七卷, ≪續說苑≫十卷, ≪太樂令

壁記≫三卷 등을 남겼다. 왕응린의 ≪옥해≫<예문><漢國語解詁>편에 “≪唐志≫

雜家類에, …… 유황의 ≪외전≫이 있다.[≪竹書紀年≫에 보임]”66)이란 내용이

있는데, ≪외전≫이라는 명칭 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만 <漢

國語解詁>편에서 거론했다는 점에서 ≪국어≫주석본이 아닌가 의심해본다.

4. 宋代 15종

1) 宋庠 ≪國語補音≫

송상은 북송 정치인이자 학자인데 그는 ≪국어≫ 판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국어≫ 양대 판본 가운데 하나인 公序本이 바로

송상이 보유했던 ≪국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비록 이전에 전해져오는 ≪舊

音≫이 있었다고 하나, 그가 찬술한 ≪국어보음≫은 전대의 주를 망라하여 전

면적으로 音注를 진행하였고, 저자가 분명한 현존하는 최초의 音注주석본으로

평가된다. 그는 <原目序>에서 “송상의 집안에 옛날부터 소장해오던 이 서적은

역시 완정하지는 않다. 천성 초에 집안 사람 중 동년배 宋緘이 이 책을 빌려

65) 淸王太岳≪欽定四庫全書考證≫巻四十七<經義考下>史部巻二百九: “案≪魏書地形志≫,
有鄯州列于涼州瓜州之間, 是始于元魏也, 庠蓋未深考.”

66) 王應麟≪玉海≫卷四十<藝文><漢國語解詁>: “≪唐志≫雜家類, …… 劉貺≪外傳≫[見

≪竹書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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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는데, 가장 체례가 있었다. 그래서 관장 및 개인 소장본 대략 열 대여섯본

을 취하여 宋緘의 책을 교감하였다. 그 가운데는 비록 틀린 글자도 있었지만

宋緘본이 대체적으로 상세하였다”67)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에 상당

히 많은 판본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초≪통지≫<예문략>68), 馬端臨≪

文獻通考≫<經籍考十>69), 高儒≪百川書志≫70), 주목결≪수경도의례≫71) 등

에 기록이 보인다. ≪경의고≫에는 송상의 ≪국어보음≫<自序>와 陳振孫과

王應麟의 評說 그리고 ≪송사≫에 나오는 宋庠傳 등을 싣고 있다.72)

2) 魯有開 ≪國語音義≫

노유개는 參知政事 魯宗道의 종자로 蔭補로 벼슬에 올라 衛州, 冀州 등의

知州를 역임하였다. 禮学을 좋아하고 ≪좌씨춘추≫에 능통했다고 한다. ≪국어

음의≫에 관한 기록은 주목결≪수경도의례≫73)와 ≪경의고≫74)에 보이나 자세

하지 않다.

3) 劉攽 ≪內傳國語≫

유반은 北宋의 사학가로 많은 저술을 남겼다. ≪資治通鑑≫의 편찬에 참여

한 것 이외에도 ≪東漢刊誤≫四卷, ≪漢宫儀≫三卷, ≪經史新義≫七卷, ≪五

代春秋≫十五卷 등이 있다. 宋人 趙希弁은 ≪郡齋讀書志≫에서 “≪내전국어

≫十卷이 있다. 戇父 劉攽이 지은 것이다. ≪외전국어≫와 다르다고 하여 内

67) 宋庠<國語補音原目>: “庠家舊藏此書, 亦參差不一. 天聖初有宗人同年生緘假庠此書,

最有條例. 因取官私所藏, 凡十五六本, 校緘之書. 其間雖或魯魚, 而緘本大體為詳.”

68) 鄭樵≪通志≫卷六十三<藝文略>第一<經類>第一: “≪國語補音≫三卷, 宋庠.”

69) 馬端臨≪文獻通考≫卷一百八十三<經籍考十>: “≪國語補音≫三卷, 陳氏曰, 丞相安陸
宋庠公序撰, 以先儒未有為國語音者, 近世傳舊音一卷, 不著撰人名氏, 蓋唐人也, 簡
陋不足名書, 因而廣之, 悉以陸徳眀釋文為主, 陸所不載, 則附益之.”

70) 高儒≪百川書志≫: “≪國語補音≫三巻, 宋宋庠補音.”

71)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國語補音≫三卷[宋庠]”

72)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宋志≫三卷, 聚≪樂堂目≫九卷, 存”

73)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國語音義≫一卷[魯有開]”

74)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一卷, 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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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이라 하였다”75)고 설명하였다. 內傳이므로 ≪左氏傳≫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긴 하지만 大野 峻은 ≪국어≫연구서 중 하나로 편입시켰다. ≪

송사≫<예문지>76), 주목결≪수경도의례≫77), ≪江西通志≫78) 등에 기록이 보

인다. ≪四庫全書總目提要≫79)에는 그 권수가 二十卷으로 기재되어 있다.

4) 林槩 ≪辨國語≫

임개는 景祐元年에 진사에 합격하고 太常寺博士와 集賢校理 등을 역임한

학자이다. ≪송사≫<예문지>80), ≪福建通志≫<藝文一>81), 왕태악≪흠정사

고전서고증≫<經義考下>82), 주목결≪수경도의례≫83) 등에 기록이 보인다.

≪수경도의례≫에서는 ‘辨’자를 ‘辯’으로 오기한 것 같다. ≪경의고≫84)에는 ≪

閩書≫에 나오는 생평을 기재하였다.

5) 江端禮 ≪非非國語≫

강단례는 圉城사람으로 ≪춘추≫에 밝았다. 유종원이 ≪비국어≫에 반발하

여 처음으로 ≪비비국어≫를 지었다. 晁說之의 ≪嵩山文集≫<江子和墓誌

75) 趙希弁≪郡齋讀書志≫卷五下<附志․拾遺>: “≪内傳國語≫十卷. 右劉攽戇父所作也.
以其異於≪外傳國語≫, 故曰内傳云.”

76) ≪宋史≫卷二百二<藝文志>第一百五十五<藝文一>: “劉攽≪内傳國語≫十卷”

77)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内傳國語≫十卷[劉攽]”

78) ≪江西通志≫卷七十三<人物八․臨江府>: “所著文集暨≪五代春秋≫、≪内傳國語≫、
≪經史新義≫、≪東漢刋誤≫、≪詩話録≫、≪芍藥譜≫、≪漢官儀≫凡百卷.”

79) ≪四庫全書總目提要≫: ≪彭城集≫四十卷 “史载所著诸书有≪文集≫五十卷、≪五代
春秋≫十五卷、≪内傳國語≫二十卷、≪經史新議≫七卷、≪東漢刊誤≫四卷、≪詩話≫
二卷, ≪漢官儀≫三卷、≪芍藥譜≫三卷.”

80) ≪宋史≫巻二百二<藝文志>第一百五十五<藝文一>: “林槩≪辨國語≫三巻”

81) ≪福建通志≫巻六十八<藝文一>: “林概≪史論≫百篇, ≪辨國語≫四十篇.”

82) 王太岳≪欽定四庫全書考證≫巻四十七<經義考下>史部巻二百九: “林氏≪辨國語≫三巻
刊本三訛二, 據≪宋史藝文志≫改.”

83)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辯國語≫三卷[林概]”

84)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二卷, 佚. ≪閩書≫: 概字端甫, 福清人, 景祐元
年試禮部第一, 以大理丞出之連州, 遷太常博士, 集賢校理, 著≪辨國語≫四十篇, 曾

鞏志其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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銘>85), 王應麟≪困學紀聞≫86), 明 徐應秋≪玉芝堂談薈≫87), 陳士元≪名

疑≫88), 淸 王士禎≪香祖筆記≫89) 등에 관련 내용을 살필 수 있다. ≪경의

고≫90)에는 위 왕응린의 발언을 담고 있다.

6) 劉章 ≪非非國語≫

유장이 ≪비비국어≫를 지었다는 기록은 吳泳의 ≪鶴林集≫에 처음으로 보

인다. 유장의 문집인 ≪劉靖文文集≫의 서문에서 “王充이 ≪刺孟≫을 짓자 이

에 ≪刺刺孟≫을 지었고, 유자후가 ≪비국어≫를 짓자 이에 ≪비비국어≫를

지었다”91)라고 언급하고 있다. ≪절강통지≫92), ≪氏族大全≫93), 明 彭大翼

≪山堂肆考≫94), 淸 왕사정≪향조필기≫95)등에 기록이 보인다. ≪경의고≫96)

85) 晁說之≪嵩山文集≫卷十九<江子和墓誌銘>: “子和嘗病柳子厚作≪非國語≫, 乃作≪非

非國語≫. 東坡見之曰: ‘久有意爲此書, 不謂君先之也.’”

86) 王應麟撰≪困學紀聞≫卷六<春秋>: “江端禮嘗病柳子厚作≪非國語≫, 乃作≪非非國語≫,
東坡見之曰: ‘久有意爲此書, 不謂君先之也.’ 然子厚≪非國語≫而其文多以≪國語≫爲
法.[若璩按東坡≪續楚語論≫即東坡≪非非國語≫]”

87) 徐應秋≪玉芝堂談薈≫卷五<古今事相類>: “作≪非非國語≫者, 有江端禮[見王應麟≪

紀聞≫], 而又有虞槃.[見≪元史≫]”

88) 陳士元≪名疑≫巻三: “≪非非國語≫者有江端禮[見王應麟≪紀聞≫], 而又有虞槃[見
≪元史列傳≫]”

89) 王士禎≪香祖筆記≫卷八: “柳子厚作≪非國語≫, 宋江端禮作≪非非國語≫, 嗣是劉

章、虞槃皆有≪非非國語≫, 見張合宙載, 今不盡傳.”

90)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佚. 王應麟曰: 江端禮嘗病柳子厚作≪非國語≫,
乃作≪非非國語≫, 東坡見之曰：‘久有意爲此書, 不謂君先之也.’”

91) ≪鶴林集≫巻三十六<序․劉靖文文集序>: “王充作≪刺孟≫, 乃作≪刺刺孟≫, 柳子厚
作≪非國語≫, 乃作≪非非國語≫.”

92) ≪浙江通志≫卷二百四十六<經籍六․子部中>: “≪刺刺孟≫, 又≪非非國語≫”[弘治衢

州府志龍游劉章著]

93) ≪氏族大全≫卷十一<刺刺孟>: “劉章, 字文孺, 以小戴禮, 應鄕書四冠其選, 紹興廷對
天子, 親擢之第一, 晩年好著書, 王充作≪刺孟≫, 乃作≪刺刺孟≫, 柳子厚作≪非國

語≫, 乃作≪非非國語≫.”

94) 彭大翼≪山堂肆考≫卷八十四<親擢大魁>: “宋劉章, 字文孺, 以小戴禮, 應鄕擧四冠其
首, 紹興中廷對天子, 親擢爲第一, 晚年好著書, 王充作≪刺孟≫, 乃作≪刺刺孟≫, 柳
子厚作≪非國語≫, 乃作≪非非國語≫.”

95) 王士禎≪香祖筆記≫卷八: “柳子厚作≪非國語≫, 宋江端禮作≪非非國語≫, 嗣是劉

章、虞槃皆有≪非非國語≫, 見張合宙載, 今不盡傳.”

96)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佚. 黄瑜曰: 劉章有文名, 病王充作≪刺孟≫, 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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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黄瑜가 ≪雙槐歲鈔≫<비비국어>편에서 한 말을 싣고 있다.

7) 沈虛中 ≪左氏國語要略≫

明 彭大翼≪山堂肆考≫97)에 “宋 沈虚中은 廣徳사람으로 吏部尚書를 역임

하고 ≪左傳國語要略≫十卷, ≪國史要綱≫三十卷, ≪桐川集≫三卷을 저술했

다”고 한다. 이외에도 淸 조굉은의 ≪강남통지≫<예문지>98)와 <廣德州>99)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경의고≫100)에는 ≪姓谱≫의 내용을 싣고 있다.

8) 張九成 ≪標注國語類編≫

장구성은 高宗때 禮部侍郎 겸 侍讀 겸 權刑部侍郎 등을 역임하였고 만년

에 海寧第一所書院을 설립하여 강학을 하여 ‘横浦學派’를 이루었다. 관련 기

록을 찾아보기 힘들며 ≪경의고≫101)에도 일실되었다는 내용 뿐이다.

9) 葉眞 ≪是國語≫

≪송사≫<예문지>102)에 처음 그 서명이 보이는데, 유종원의 ≪비국어≫二

卷 다음에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국어≫에 상대되는 주석본으로 간

주한 것 같다. 주목결≪수경도의례≫103)와 ≪경의고≫104)에 기록이 있다.

子厚作≪非國語≫, 乃作≪刺刺孟≫、≪非非國語≫, 江端禮、虞槃亦作≪非非國語≫,
是≪非非國語≫有三書也.”

97) 彭大翼≪山堂肆考≫巻一百二十三<文學․著書下>: “宋沈虚中, 廣徳人, 歴官吏部尚

書, 所著有≪左傳國語要略≫十卷、≪國史要綱≫三十卷、≪桐川集≫三卷.”

98) 趙宏恩等≪江南通志≫卷一百九十<藝文志>: “≪左傳國語要略≫十卷.”

99) ≪江南通志≫卷一百六十七<廣德州>: “沈虚中, 廣徳人, 舉進士, 歴官吏部尚書, 所著
有≪通鑑事類≫、≪左傳國語要略≫、≪考異≫、≪國史要綱≫、≪桐川集≫.”

100)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十卷, 佚. ≪姓譜≫: 虛中, 廣德人, 擧進士, 歷
官吏部尙書.”

101)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佚”

102) ≪宋史≫卷二百二<藝文志>第一百五十五: “葉真≪是國語≫七卷.”

103)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是國語≫七卷[葉真]”

104)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七卷, 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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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呂祖謙 ≪左氏國語類編≫

陳振孫의 ≪直齋書録解題≫<春秋類>에 “≪좌씨국어류편≫二卷이 있는데

呂祖謙이 찬술한 것이다. ≪左傳類編≫과 대략 비슷하지만 綱領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개의 部門이 있을 뿐이며 또 ≪좌전≫과 ≪국어≫를 둘로 나누었

다”105)는 기록이 있다. 馬端臨≪文獻通考≫<經籍考十>106), ≪송사≫<예문

지>107), 元 程端學≪春秋本義≫108), 주목결≪수경도의례≫109), 왕태악≪흠정

사고전서고증≫110), ≪절강통지≫111)등에 관련 기록이 보이며, 書名을 ‘左氏’

혹은 ‘左傳’이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의고≫112)에는 ≪송사≫와 ≪直

齋書録解題≫의 기록을 싣고 있다.

11) 戴仔 ≪非國語辨≫

≪경의고≫113)에는 현존한다고 기록되었지만 현재는 관련 기록도찾기 어렵다.

12) 王柏 ≪續國語≫

105) 陳振孫撰≪直齋書録解題≫卷三<春秋類>: “≪左氏國語類編≫二卷, 呂祖謙撰, 與≪
左傳類編≫略同. 但不載綱領. 止有十六門, 又分≪傳≫與≪國語≫為二[案≪宋史藝
文志≫注, 祖謙門人所編]”

106) 馬端臨≪文獻通考≫卷一百八十三<經籍考十>: “≪左傳國語類編≫二卷, 陳氏曰, 吕
祖謙撰, 與≪左傳類編≫略同, 但不載綱領, 止有十六門, 又分傳與≪國語≫為二.”

107) ≪宋史≫巻二百二元<藝文志>第一百五十五<藝文一>: “≪左氏國語類編≫二巻[祖謙門
人所編]”

108) 程端学≪春秋本義≫<春秋傳名氏>: “[東萊]吕氏[祖謙伯恭]≪左氏國語類編≫[門人所

編]”

109)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左氏國語類編≫六卷[吕祖謙門人]”

110) 王太岳≪欽定四庫全書考證≫巻四十七<經義考下>史部巻二百九: “吕氏≪左氏國語類
編≫. 陳振孫曰, 與≪左傳類編≫略同, 但不載綱領, 刊本載訛識, 據≪書録解題≫

改.”

111) ≪浙江通志≫卷二百四十一<春秋>: “≪左傳國語類編≫[≪書録解題≫呂祖謙撰, 與≪
左傳類編≫略同, 但不載綱領]”

112)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宋志≫二卷, 未見. ≪宋史≫: 祖謙門人所編.
陳振孫曰: 與≪左傳類編≫略同, 但不識綱領, 止有十六門, 又分≪傳≫與≪國語≫爲

二.”

113)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一篇, 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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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백의 문집 ≪魯齋集≫卷四에는 <續國語序>편이 있다. 그가 “저는 따라

서 ≪통감≫의 처음 말이 즉 ≪외전≫의 끝나는 말임을 살폈습니다. 이것으로

서 사마공의 의도가 ≪외전≫에 비해 정성스럽지 못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간략한 말로 부분을 나누고, 여러 유가의 논변을 붙여 ≪속

국어≫ 약간 권을 편집하고 약간의 장을 합쳐서 일가의 지류를 갖추고자 합니

다”114)라고한내용을통해≪속국어≫의편집의도를파악할수있다. ≪송사≫115)

<王柏列傳>, 元 吳師道≪禮部集≫116), ≪절강통지≫117)에 관련 기록이 있

다. ≪경의고≫118)에서는 ≪속국어≫를 <擬經>편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

아 ≪속국어≫가 ≪국어≫의 주석본이 아닌 모방본 정도로 본 것 같다. 하지만

大野 峻은 ≪국어≫의 연구서 목록에 ≪속국어≫를 편입하였다.

13) 作者未詳 ≪國語音略≫

정초≪통지≫<예문략>119), 주목결≪수경도의례≫120), ≪경의고≫121)에기록

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14) 朱臨 ≪春秋外傳≫

≪송사≫<예문지>122)와 ≪절강통지≫<춘추>편123)에 ≪春秋外傳≫十卷이

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114) ≪魯齋集≫卷四<續國語序>: “僕因考通鑑之初語, 即≪外傳≫之終語也. 以是知司馬
公之意, 未嘗不拳拳於≪外傳≫, 於是分門約語, 附諸儒之論辨, 編為≪續國語≫凡若

干卷, 合若干章, 以備一家之支流.”

115) ≪宋史≫卷四百三十八<列傳>第一百九十七 : “所著有 …… ≪左氏正傳≫、≪續國語≫、
≪閫學之書≫”

116) 吳師道≪禮部集≫卷二十<節録何王二先生行實寄史局諸公>: “≪續國語≫四十卷”

117) ≪浙江通志≫卷二百四十一<春秋>: “≪續國語≫四十一篇[金華正學編, 王柏著]”

118) ≪經義考≫卷二百七十七<擬經十>: “王氏[柏], ≪續國語≫四十卷, 佚.”

119) 鄭樵≪通志≫卷六十三<藝文略>第一<經類>第一: “≪國語音略≫一卷.”

120) 朱睦㮮≪授經圖義例≫卷十六: “≪國語音略≫一卷[通志略]”

121)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通志≫一卷, 佚”

122) ≪宋史≫卷二百二<藝文志>第一百五十五: “朱臨≪春秋外傳≫十卷”

123) ≪浙江通志≫卷二百四十一<春秋>: “≪春秋外傳≫十卷[宋史藝文志, 朱臨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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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黃震 ≪國語≫

≪黃氏日抄≫卷五十二<讀雜史二>에 <국어>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국

어≫의 일부 문장과 단어에 대해 해제를 하였다. 기타 관련 문헌 기록은 보이

지 않는다.

5. 元代 1종

1) 虞槃 ≪非非國語≫

≪元史≫<虞槃列傳>124)에 “槃은 어렸을 때, 항상 유자후의 ≪비국어≫를

읽고, ≪국어≫는 진실로 비난할 만 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유자후의 말에

도 역시 잘못된 것이 있어 ≪비비국어≫를 저술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 유

식함에 감탄하였다. ≪시≫, ≪서≫, ≪춘추≫에 모두 논저가 있고 ≪춘추≫는

그 家學이므로 더욱 조예가 깊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明 馮從吾의 ≪元儒考

略≫125)와曹學佺≪蜀中廣記≫126)에도 그생평과≪비비국어≫를저술하였다

는 기록이 보인다. 明 徐應秋의 ≪玉芝堂談薈≫127)와 淸 왕사정의 ≪향조필

기≫128)에도 기록이 나타나 있다. ≪경의고≫129)에는何孟春이 우반이 ≪비비

124) ≪元史≫列傳第六十八<虞集弟槃范梈主>: “槃幼時, 常讀柳子厚≪非國語≫, 以爲≪
國語≫誠可非, 而柳子之說亦非也, 著≪非非國語≫, 時人已嘆其有識. ≪詩≫、≪書≫、
≪春秋≫皆有論著, 而≪春秋≫乃其家學, 故尤善.”

125) 馮從吾≪元儒考略≫卷三: “槃字仲, 常以進士尹嘉魚方正有學識, 吳澄亟稱之, 集嘗

集方外士, 扣擊其説, 以爲聖人之敎不明, 爲學者無所底止, 苟於吾道異端疑似之間
不能深知, 而欲竊究夫性命之原、死生之故, 其不折而歸之者寡矣. 槃不然, 聞有僧
在坐, 輒不入, 雖集亦嚴憚之. 不幸年不及艾先集卒. 所著有≪非非國語≫行世元史

有傳.”

126) 曹學佺≪蜀中廣記≫卷四十二<人物記第二․川西道下․成都龍安二府․元>: “虞槃, 性
方正, 少與兄從吳澂遊, 嘗著≪非非國語≫, 時稱其有識. ≪詩≫、≪書≫、≪春秋≫

各有論著, 累官湘鄉州判官有巫稱神降其身州長吏莫不厚禮待之槃召巫並其黨繩之以
法人僉服其明.”

127) 徐應秋≪玉芝堂談薈≫卷五<古今事相類>: “作≪非非國語≫者, 有江端禮[見王應麟≪
紀聞≫], 而又有虞槃.[見≪元史≫]”

128) 王士禎≪香祖筆記≫卷八: “柳子厚作≪非國語≫, 宋江端禮作≪非非國語≫, 嗣是劉

章、虞槃皆有≪非非國語≫, 見張合宙載, 今不盡傳.”

129)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佚. 何孟春曰: 元虞槃讀柳子厚≪非國語≫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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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를 지었다고 한 발언과 ≪姓譜≫에 나온 우반의 생평이 실려 있다.

6. 明代 22종

1) 張邦奇 ≪釋國語≫

장방기는 명대 정치가로 ≪明史≫<列傳>130)에 “字는 常甫이고 鄞사람이다.

열 다섯이 되는 해에 ≪易解≫와 ≪석국어≫를 저술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경의고≫131)에 一卷이 있고 현존한다고 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찾기 어렵다.

2) 曾于乾 ≪非非國語≫

明 胡直의 ≪衡廬續稿≫132)에는 <亡友月塘曾君墓誌銘>이 있어 증우건의

생평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어려서 뛰어나고 절조있는 선비들과 사귀기

를 좋아하여 망우 증월당군을 얻은 바 있다. 군은 동년부터 옛 사람의 절제와

굳셈을 함께 하였다. 내가 구양문장공을 모시고 학문을 배우면서 오인회를 결

성하였는데 당시 이미 군의 바른 도덕을 흠모하였고 또 힘써 충고하기를 잘하

여 모임에서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하였고, 그 저술 가운데 ≪비비국

어≫一巻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경의고≫133)에도 一卷으로 일실되었다고 기

록하고 있다.

3) 黃瑜 ≪非非國語≫

황유는 香山 사람으로 惠州 등지에서 오랫동안 縣官을 역임하였고 퇴임 후

≪國語≫誠可非而柳說亦非也. 於是作≪非非國語≫, 槃具見正史. ≪姓譜≫: 槃集
之弟同游吳澄之門, ≪詩≫、≪書≫、≪春秋≫皆有論著, 官湘鄕州判官.”

130) ≪明史≫卷二百一<列傳第八十九>: “張邦奇, 字常甫, 鄞人. 年十五作≪易解≫及≪
釋國語≫”

131)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一卷, 存”

132) 胡直≪衡廬續稿≫巻八<墓誌銘><亡友月塘曾君墓誌銘>: “予少即好友奇節士, 得予亡
友月塘曾君, 君自舞象之年, 已與古人期既壯偕, 予事歐陽文莊公問學, 又結五人會,

當時已欽君徳範, 又善亹亹忠告, 會中無不折服.”

133)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一卷, 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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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으로 돌아가 역사전적의 정리와 저술에 전념하였다. 그의 문집 ≪雙槐歲

鈔≫에 <비비국어>134)편이 있다. 그는 먼저 宋 刘章, 江端禮, 元 虞槃이 각

각 ≪비비국어≫를 지은 사실을 나열하고 “이로서 ≪비비국어≫가 세 가지가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유종원이 ≪비국어≫에서 <滅密>과 <三川

震>편 등에 비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머지도 이와 비슷하여 일일

이 다 예를 들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것이 ≪비비국어≫를 저술한 세 사람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며 ≪비비국어≫저술의 당위성을 언급하였

다. ≪경의고≫에서 황유의 ≪비비국어≫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주석본

이기 보다는 일종의 評說로 본 것 같다.

4) 穆文熙 ≪國槪≫

목문희字는 敬甫, 东明사람으로, 명 萬曆년간廣東按察使, 户部侍郎, 兵部

侍郎 등을 역임했던 관리이자 문학가이다. ≪명사≫<藝文一>135), 黄虞稷≪千

頃堂書目≫136) 등에 ≪국개≫六卷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의고≫137)에

는 현존한다는 사실과 一卷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 明 萬曆12年 刻本이 中

國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5) 穆文熙 ≪國語鈔評≫

현재 首都師範大學圖書館과 중국국가도서관에 明 萬曆十二年 傅光宅, 曾

鳳儀刻本이 소장되어 있다.

134) 黃瑜≪雙槐歲鈔≫卷第六<非非國語>: “宋劉章嘗魁天下, 有文名, 病王充作≪刺孟≫、
柳子厚作≪非國語≫, 乃作≪刺刺孟≫、≪非非國語≫. 江端禮亦作≪非非國語≫,
……元虞槃亦有≪非非國語≫, 是≪非非國語≫有三書也. …… 今以子厚之書考之,

大率闢庸蔽怪誣之說耳. 雖肆情亂道, 時或有之, 然不無可取者焉. 其非≪滅密≫也,
曰: ‘康公之母誠賢耶? 則宜以淫荒失度命其子, 焉用惧之以数? 且以德大而后堪, 則
納三女之奔者, 德果何如? 若曰勿受之則可矣. 教子而媚王以女, 非正也.’ 斯乃正論,

其可以盡非耶? …… 餘類此者, 不容枚擧. 此所以來三子者之喙與?”

135) ≪明史≫卷九十六<志第七十二><藝文一>: “穆文熙≪國概≫六卷”

136) 黄虞稷≪千頃堂書目≫卷二: “穆文熙≪國概≫六卷”

137)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存, 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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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穆文熙 ≪國語評苑≫

≪四庫全書總目提要≫138)에 “≪左傳國語國策評苑≫六十一卷은 明 목문희

가 편집한 것이다. 문희에게는 이미 ≪七雄策纂≫이라는 저술이 있다. 이것은

≪좌전≫三十卷, ≪국어≫二十一卷, ≪전국책≫十卷을 모두 편집한 것이다. ≪

좌전≫은 杜預注와 陸德明 释文을 사용하였는데 두예의 이름은 표기했지만

육덕명의 이름은 표기하지 않았다. ≪국어≫는 韋昭注와 宋庠補音을 사용하였

다. ≪전국책≫은 鲍彪注를 사용하고 吳師道의 補正을 참고하였다. 모두 약간

씩 삭제하거나 보충하여 그 원문과는 다르다. 대개 明人들이 고서를 판각하는

방식이 이러하다. …… (서명을) 評苑이라고 한 것은 諸家의 이론을 잡다하게

취하여 그 단서만 간략히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

국어평원≫은 ≪좌전≫, ≪국어≫, ≪국책≫ 三書評苑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현재 ≪四庫全書存目叢書≫ 중에도 ≪春秋左傳評宛․國語評宛․戰國

策評宛≫이라는 제명으로 실려 있다.

7) 王納諫 ≪左國腆≫

≪販書偶記校證≫<總目>139)에 “≪좌국전≫四卷이 있는데 明 廣陵王納諫

이 찬술한 것이다. 萬曆 辛亥刊本이다. ≪左腆≫二卷과 ≪國腆≫二卷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南京도서관과 吉林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8) 陵迪知 ≪左國腴詞≫

大野 峻은 ≪좌국유사≫八卷의 저자가 陵稚隆이라고 명기하였다. 하지만

陵稚隆은 ≪四庫總目提要≫ 등에 ≪左傳評註測義≫七十卷의 저자로 기록되

138) ≪四庫全書總目提要≫卷一百三十四<子部>四十四: “≪左傳國語國策評苑≫六十一卷
(江蘇巡撫采進本)明穆文熙編. 文熙有≪七雄策纂≫, 已著錄. 是編凡≪左傳≫三十
卷, ≪國語≫二十一卷, ≪戰國策≫十卷. ≪左傳≫用杜預注、陸德明釋文, 而標預名

不標德明之名. ≪國語≫用韋昭注、宋庠補音. ≪戰國策≫用鮑彪注, 參以吳師道之
補正. 均略有所删補, 非其原文. 蓋明人凡刻古書, 例皆如是. 謂必如是, 然後見其有
所改定, 非徒翻刻舊文也. 其曰評苑者, 蓋於簡端雜采諸家之論云.”

139) ≪販書偶記校証≫<總目>卷二十五: “≪左國腆≫四卷. 明廣陵王納諫撰. 萬曆辛亥刊.

≪左腆≫二卷, ≪國腆≫二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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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을 뿐이지 ≪좌국유사≫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陵稚隆은 陵迪

知의 從弟로 陵迪知의 字가 稚哲로 稚隆과 유사하다. 아마도 大野 峻이 이것

을 혼동하고 오기한 것 같다. 陵迪知는 浙江인으로 저명한 문학가 凌濛初의

부친이다. 72세로사망하기전까지≪萬姓統譜≫150卷, ≪歷代帝王姓系統譜≫

6卷, ≪姓氏博考≫14卷, ≪史漢評林≫130卷 등 수많은저술을남겼다. ≪四庫

总目提要≫<史鈔類>140)에 “≪좌국유사≫八卷은 明 凌迪知가 찬술하였다. 迪

知의 字는 稚哲로 烏程사람이다. 嘉靖 丙辰일에 進士에 합격하였고 관직은

兵部員外郎에 까지 올랐다. 이 서적은 ≪좌전≫과 ≪국어≫의 자구를 모아서

분류하여 편집한 것이다. 대략 ≪좌전≫五卷을 四十류로 나누었고, ≪국어≫三

卷을 四十三류로 나누었다. 따온 내용이 겨우 한 두 마디만 남았기 때문에 그

앞뒤가 갖춰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한 말인지도 표기되지 않았다. 게다가

注와 본문이 뒤섞여 분별되지 않는다. 고증의 자료로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라

장구를 摘錄하는 일에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좌국유사≫는 ≪좌전≫

과 ≪국어≫를 선후로 나누어 각각 천문기후로부터 산천초목, 동식물 그리고

兵器와 法制, 言語에 이르는 구체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류 정리한

것이다. ≪절강통지≫141), ≪명사≫<藝文三>142), ≪續文獻通考≫<經籍

考>143), 황우직≪천경당서목≫<類書類>144) 등에 기록이 보인다.

140) ≪四庫總目提要≫巻六十五<史部>二十一<史鈔類>: “≪左國腴詞≫八卷[内府藏本]明

凌迪知撰. 迪知字稚哲, 烏程人. 嘉靖丙辰進士, 官至兵部員外郎. 是編采≪左
傳≫、≪國語≫字句, 分類編輯. 凡≪左傳≫五卷, 爲類四十；≪國語≫三卷, 爲類四
十有三. 所摘皆僅存一二語, 既不具其始末, 又不標爲何人之言. 且注與正文, 混淆

不辨. 非惟不足以資考證, 幷不可以供撏撦. 與所撰≪太史華句≫、≪兩漢隽言≫、
≪文選錦字≫諸書, 體例皆仿林越≪漢隽≫. 而冗雜破碎, 又出≪漢隽≫之下. 如“以
從欲鮮濟”一語, 列之≪澗溪類≫中, 蓋誤以爲“濟川”之“濟”也. 是尙足與論乎?”

141) ≪浙江通志≫卷二百四十一<春秋>: “≪左國腴詞≫八卷[烏程凌迪知著]”

142) ≪明史≫卷九十八<志第>七十四<藝文三>: “凌迪知, ≪文林綺繡≫七十巻, ≪文選錦
字≫二十一巻, ≪左國腴詞≫八卷”

143) ≪續文獻通考≫卷一百六十七<經籍考>: “凌迪知, ≪左國腴詞≫八卷, ≪太史華句≫
八卷, ≪兩漢雋言≫十六卷. 迪知, 字穉哲, 烏程人, 嘉靖進士, 官至兵部員外郎.”

144) 黄虞稷≪千頃堂書目≫卷十五<類書類>: “凌迪知≪文林綺綉≫五十九卷, 又≪文選

錦≫二十一卷, 又≪左國腴詞≫八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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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葉明元 ≪國語詳註≫

섭명원의 字는 可明, 號는 星洲, 同安縣사람이다. 隆慶 元年과 二年에 걸

쳐 연이어 進士에 합격하였고 石埭縣令, 南刑部郎中, 南安縣令, 貴州按察副

使, 廣西參政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國語詳註≫, ≪左國列傳≫, ≪檀

弓註≫ 등이 있는데 모두 일실되었다. ≪民國同安縣志≫<藝文志>에 그 서목

이 남아 있다고 한다.145) 한편 大野 峻은 <≪국어≫の硏究書>에서 섭명원의

≪國語鈔評≫十二卷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관련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題名이 다른 것은 아마도 ‘詳註’를 ‘鈔評’으로 오인한 것 같다.

10) 陳仁錫 ≪國語奇鈔≫

진인석은 字는 明卿, 長洲사람이다. 天啓二年에 翰林編修에 제수되나 후에

낙직되고 후에 다시 복직된다. 저서로는 ≪명사․藝文志≫, ≪古文奇賞≫, ≪

蘇文奇賞≫, ≪史品≫ 등이 있다. ≪續古文奇賞≫의 卷之八<국어>에는 <周

語><魯語><齊語><晉語上>이 卷之九<국어>에는 <晉語下>, <鄭語><楚語><吳

語><越語>가 편성되어 있다. ≪국어기초≫는 바로 이 ≪속고문기상≫에 나오

는 <국어>를 말하는 것 같다.

11) 劉城 ≪春秋外傳國語地名錄≫

유성의 字는 伯宗, 貴池사람이다. 저서로는 ≪嶧桐集≫이 있다. ≪강남통지≫

<예문지>146)에 “≪國語地名録≫一卷[貴池 劉城이 지음]”이라는 기록이 처음

보인다. ≪경의고≫147)에는 유성의 <自序>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5) ≪民國同安縣志≫卷之二十五<藝文志>: “葉明元≪國語詳註≫, ≪左國列傳≫, ≪檀
弓註≫”

146) 趙宏恩等≪江南通志≫卷一百九十<藝文志>: “≪國語地名録≫一卷[俱貴池劉城]”

147)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一卷, 存. 城≪自序≫曰: 予既詮次≪内傳≫, 地
名置之箧中, 蓋數歲矣. 後此讀≪春秋≫輒觀大義, 不復比類求之, 近偶一巡攬焉, 亦

自謂麤有考索也. 旋以≪國語≫參定其閒同者什之七, 異者什之三, 又周晉采地多散
見卿士姓號中.[如召樊范单赵栾羊舌之類]予鈔≪内傳≫時皆棄而勿取今倂裒采補其闕
遺, 試以合諸前錄, 庶幾備≪春秋≫之版籍云爾. 雖甚寥寥爲猶賢乎? 雞肋也. 崇禎丁

丑夏五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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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미 ≪내전≫에 대한 선별과 편차를 마치고 지명을 상자 속에 방치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이후 ≪춘추≫를 읽고서 문득 그 大義를 보고서 다시는

이처럼 구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최근 우연히 한 번 찾아보았으나 역시 고찰하

고 탐색하기에는 조잡한 부분이 있음을 알았다. ≪국어≫를 가지고 그 내용을

참고하여 상정하니 같은 것은 열에 일곱이고 다른 것은 열에 셋이었다. 또한

周나 晉의 采地는 대다수 卿이나 士人들의 성씨나 호 안에 산견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召, 樊, 范, 單, 趙, 栾, 羊舌 같은 종류이다] 내가 ≪내전≫을

초사할 때 대개 버리고 취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 아울러 채집하여 빠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이전의 기록에 합치하여 거의 ≪춘추≫라는 서적을

구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다.” 이전에 ≪春秋內傳地名錄≫이 있었

고 부족점이 많아 ≪國語地名錄≫에서 더 완정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추외전국어지명록≫은 현재 ≪四庫全書存目叢書經部≫<春秋類>에 실려

있다.

12) 劉城 ≪春秋外傳國語人名錄≫

≪경의고≫148)에는 一卷이라는 권수와 현존이라는 존망여부를 기록하고 유

성의 <自序>를 기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전≫)地名을

저록하고서 ≪외전≫(地名)을 별도로 만들었다. 때문에 인명록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국어≫는 역시 左氏의 손에 의해 다양하고 풍부하

게 채집되었으나 경전을 진술하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뜻 유형을 별도

로 사용하여 책을 만들어 그것을 ‘外’라고 하니 이로서 ≪내전≫과는 다른 것

이 되었다.” ≪內傳地名錄≫을 먼저 제작하고서 ≪外傳地名錄≫을 별도로 만

든 것처럼 인명록도 동일한 방식으로 저술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148) ≪經義考≫卷二百九<春秋四十二>: “一卷, 存. 城≪自序≫曰: 予錄地名, ≪外傳≫别
出, 故人名亦如之, 世稱≪國語≫, 亦左氏手, 以采摭博富繹經不盡, 乃别用義類成書

而外之, 以别乎≪内傳≫云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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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湯賓尹․林世選 ≪左國藝型≫

탕빈윤은 安徽 宣州사람으로 翰林院编修, 右春坊右中允, 左春坊左諭德 등

을 역임하였다. 저술로는 ≪睡庵文集≫, ≪宣城右集≫, ≪一左集≫ 등이 있

다. 大野 峻의 ≪국어≫<解題․≪국어≫の硏究書>에 八卷으로 기록되어있는

데 다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14) 湯賓尹 ≪國語狐白≫

중국국가도서관에 탕빈윤의 저술 중 縮微品 ≪新刻湯會元精遴評釋國語狐

白≫四卷(鄭州 河南省圖書館, 1996)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북경대학도서관에

는 明 湯賓尹輯評, 明 萬曆刊本의 ≪國語狐白≫四卷과 ≪新刻湯會元精選釋

評國語≫四卷이 소장되어 있다. ≪新刻湯會元精遴評釋國語狐白≫과 ≪國語

狐白≫은 題名상 동일 서적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 ≪新刻湯會元精選釋評國

語≫과는 그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5) 公鼐, 呂邦耀 ≪國語髓析≫

明代 公鼐와 呂邦燿가 ≪국어≫에 評을 덧붙여 간행한 책이다. 公鼐는 蒙

陰(山東省 蒙陰縣) 사람으로 字는 孝與이고 諡는 文介이며‚ 呂邦燿의 外叔이

다. 萬曆29년(1601)에進士가되어 翰林院編修 및禮部侍郞 등을역임하였다.

呂邦燿는 順天(北京市) 사람으로 字는 玄韜이고 公鼐의 조카이다. 1601년에

進士가 되어 通政司右參議를 지냈다. 저서로 ≪續宋宰輔編年錄≫이 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국어≫를 읽으면서 구두를 찍고 내용에 대하여 評해 놓았었

는데‚ 1612년 呂玄韜의 친구 董光宏이 원고를 보고 출간을 권하여 이 책을 간

행하게 되었다. 이 책의 구성은 董光宏의 <序公孝與呂玄韜國語髓析>과 21권

의 본문으로 되어 있고‚ 권의 분류는 宋公序補音本과 동일하다. 제 1책에는

<周語>上‚ 中‚ 下‚ <魯語>上‚ 下‚ 제 2책에는 <齊語>‚ <晉語>1 - 4‚ 제 3책

에는 <晉語>5 - 9‚ <鄭語>‚ 제 4책에는 <楚語>上‚ 下‚ <吳語>‚ <越語>上‚ 

下가 있다. 각 책의 맨 뒤에는 懷慶府(河南省 沁陽縣) 知府 梁隆吉 등이 校

刻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은 다른 주석 없이 ≪국어≫ 원문만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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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상단 여백에 “公鼐曰” 혹은 “呂邦燿曰”의 형식으로 두 사람의 평이 실려

있을 뿐이다. 대신 ≪국어≫ 원문에는 비교적 자세한 구두가 찍혀 있고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는 선을 그어 표시해 놓았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縮微制品

≪국어수석≫二十一卷이 소장되어 있다.

16) 許應元 ≪春秋内傳列國語≫

허응원의 자는 子春이고 錢塘사람이다. 泰安知州와 廣西布政使 등을 역임

하였고 ≪許水部集≫을 남겼다. ≪천경당서목≫149)에 허응원이 ≪춘추내전열

국어≫를 저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7) 許應元 ≪國語抄≫

≪절강통지≫<춘추>편에 허응원이 저술한 ≪국어초≫150)가 존재한다. 상술

한 ≪춘추내전열국어≫와 동일 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관련 기록

은 더 찾아보기 어렵다.

18) 陸萬達 ≪國語抄≫

≪절강통지≫<춘추>편에 육만달이 저술한 ≪국어초≫151)가 존재한다. 더이

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9) 焦竑 ≪新刊百家評林國語天梯≫

초횡은 명중기 저명한 학자로 자는 弱侯, 호는 漪園, 澹園이며 山東日照사

람이다. 저술로는 ≪澹園集≫이 있고 ≪老子翼≫과 ≪莊子翼≫ 등의 주해본

이 유명하다. 북경대학도서관에는 明刊本 焦竑 集評 ≪신간백가평림국어천제≫

二十一卷이 소장되어 있다.

149) ≪千頃堂書目≫卷二: “許應元≪春秋内傳列國語≫[字子春, 杭州人, 嘉靖壬辰進士,

廣西右布政使]”

150) ≪浙江通志≫卷二百四十一<春秋>: “≪國語抄≫[萬歴錢塘縣志, 許應元著]”

151) ≪浙江通志≫卷二百四十一<春秋>: “≪國語抄≫[天啟平湖縣志, 陸萬達著]”



28 ≪中國文學硏究≫․제40집

20) 胡應麟 ≪非非非國語≫

明후기 저명한 학자인 胡應麟은 ≪少室山房筆叢正集≫152)에서 유종원을

옹호하는 견해를 드러낸다. 기존의 문인들이 대부분 유종원의 ≪비국어≫에 반

발하여 ≪비비국어≫를 제작한 것과는 다른 예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종원은 ≪국어≫를 좋아하고, 그 문체를 좋아하였다. ≪국어≫를 비평한 것

은 그 의미(사상과 도리)를 비평한 것이다. 의미가 거짓되고 편벽되어서 비평한

것이고, 문체가 뛰어나고 기이해서 좋아한 것이니, 이는 서로 감싸서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면서도 그 잘못됨을 알고 있으니 종원은 ≪국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논자들은 유종원이 ≪국어≫를 공격했던 방법으로

유종원을 비난하는데,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자들 또한 너도 나도 그것에 부화뇌

동한다. 하지만 문체를 공교하게 만드는 일이 도리를 상하게 하고 배반한다고

해서 논할 수 없는 것인가?[虞槃이 ≪비비국어≫를 지었는데, 나도 ≪비비비국

어≫를 지어 유종원에 대한 조소를 풀어보고자 한다. 다만 본서에는 보이지 않

는다.]” 말미 주에 바로 ≪비비비국어≫를 저술하였다는 단서가 보이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비비비국어≫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

21) 王鳳生 ≪國語匯評≫

≪中國古籍善本書目≫史部上에 明 崇祯刊本 王鳳生輯≪국어회평≫十卷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 저자와 저술에 대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22) 鄭維岳 ≪新鍥鄭孩如先生精選國語旁訓便讀≫

정유악의 字는 申甫, 호는 孩如이며 萬曆4年에 丙子科에 합격하였고 직위

는 曲靖同知에 까지 올랐다. 북경도서관에 明 萬曆刊本 ≪신계정해여선생정선

국어방훈편독≫二卷이 소장되어 있다.

152) ≪少室山房筆叢正集≫卷五<史書佔畢一․內篇>: “柳宗元愛≪國語≫, 愛其文也 ; 非
≪國語≫, 非其義也. 義詭僻則非, 文傑異則愛, 弗相掩也. 好而知惡, 宗元於≪國語≫
有焉. 論者以柳操戈入室, 弗察者又群然和之, 然則文之工者, 傷理倍道皆弗論乎?

[虞槃作≪非非國語≫, 余欲作≪非非非國語≫爲柳解嘲, 第未見本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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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淸代 30종

1) 高士奇 ≪左國穎≫

고사기의 자는 澹人, 호는 江村, 全祖이며 錢塘사람이다. 저서로는 ≪春秋

地名考略≫, ≪左傳記事本末≫, ≪清吟堂集≫, ≪江村消夏錄≫, ≪天錄識余≫,

≪扈從目錄≫ 등이 있다. ≪절강통지≫<춘추>153)에 ≪좌국영≫八卷이 기록되

어 있다. 또 張英이 찬술한 ≪文端集≫에는 <左國穎序>가 있는데, “≪좌전≫

과 ≪국어≫의 一字 一語를 채집하여 그 중 아름답고 경이로운 내용을 별도로

서적으로 만들어 ≪좌국영≫이라 이름하였다”154)라고 저술경위를 밝히고 있

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縮微制品 高士奇 輯注 ≪左穎≫六卷과 ≪國穎≫

二卷이 소장되어 있다.

2) 高嵣 ≪國語鈔≫

상해도서관에 清 乾隆刊本 高嵣 選評 ≪국어초≫가, 중국국가도서관에 清

乾隆 高嵣 集評 ≪국어초≫二卷이 소장되어 있다.

3) 鮑蘅 ≪國語讀本≫

포형의 字는 逸农, 安徽 歙縣사람으로 金石판본 소장가로 유명하다. 大野

峻의 <≪국어≫の硏究書>에 一卷으로 표기되어 있다.

4) 陳樹華撰, 盧文弨校 ≪春秋外傳考正≫

진수화의 字는 芳林, 元和사람이다. 湖南에서 재직 중 宋 慶元 吳興沈이

注한 경전을 입수하였고 퇴임 후 이를 근거로 ≪좌전≫ 등 경전 고증에 몰두

하여 ≪春秋内傳考證≫五十一卷을 완성하였다. 大野 峻의 <≪국어≫の硏究

書>에 ≪春秋外傳考正≫二十一卷이 표기되어 있고 중국국가도서관에 ≪春秋

153) ≪浙江通志≫卷二百四十一<春秋>: “≪左國穎≫八卷”

154) 張英≪文端集≫巻四十<左國穎序>: “採輯≪左傳≫、≪國語≫中之一字一語, 瓌麗警

異者, 别為一書, 號曰≪左國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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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傳集解考正外傳考正≫二十一卷과 ≪春秋外傳考正≫二十一卷이 소장되어

있다.

5) 張星徽 ≪國語管規≫

장성휘의 字 北拱, 호는 居亭으로 평생 博覽群書하였고 저서로는 ≪歷代名

吏錄≫이 있다. 大野 峻의 <≪국어≫の硏究書>에 ≪국어관규≫四卷을 기록

하고 있다.

6) 劉台拱 ≪國語補校≫

유태공은 저명한 경학가이자 훈고학자로 字는 端临, 江蘇 寶應사람이다. 대

표적인 저서로 ≪經傳小記≫, ≪荀子補注≫, ≪淮南子補校≫, ≪方言補校≫,

≪漢學拾遺≫ 등이 있는데 모두 높은 수준의 고증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

清史稿≫<藝文二>155)에 ≪국어보교≫一卷 기록이 보인다. 王先謙이 編刊하

고 民國시기 王進祥이 重編한 ≪皇淸經解續編≫<春秋16>卷二百八에 원문이

실려 있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清 光緒14年 南菁書院 刻本 ≪황청경해속

편≫중 ≪국어보교≫一卷이 소장되어 있다.

7) 姚鼐 ≪國語補註≫

요내는 청대 저명한 경학가로 字는 姬傳이며 安徽 桐城사람이다. 서재명이

惜抱軒이라 세칭 惜抱先生 혹은 姚惜抱라 한다. 저서로는 ≪九經說≫19卷,

≪三傳補注≫3卷, ≪老子章義≫1卷, ≪莊子章義≫10卷, ≪古文辭類纂≫75卷

등이 있다. ≪청사고≫<藝文二>156)에 ≪국어보주≫一卷이 기재되어 있다. 중

국국가도서관에 惜抱軒全集 南菁書院叢書로 ≪국어보주≫一卷이 소장되어

있다.

155) ≪清史稿≫志一百二十一<藝文二>: “≪國語補校≫一卷, 劉台拱撰.”

156) ≪清史稿≫志一百二十一<藝文二>: “≪國語補註≫一卷, 姚鼐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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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汪中 ≪國語校文≫

왕중의 字는 容甫, 江蘇 江都사람이다. 주요 저서로는 ≪大戴禮記正誤≫,

≪經義知新記≫, ≪春秋列國官名異同考≫, ≪廣陵通典≫ 등이 있다. ≪청사

고≫<藝文二>157)에 왕중 撰 ≪국어교문≫一卷이 적혀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淸 江標 輯 刻本 ≪靈鶼閣叢書≫ 五十六種 가운데 ≪국어교문≫一卷을 소장

하고 있다. 본래 ≪국어교문≫은 ≪경의지신기≫에 들어 있는 문장 가운데 하

나이다. 본문에서는 위소의 <國語解敍>부터 <越語>까지 각 <語>편의 일부

문장 중 문자의 正誤를 교감하고 있다. 中華書局 출간 叢書集成初編 ≪경의

지신기≫에는 ≪國語校譌≫로 되어 있다.

9) 洪亮吉 ≪國語韋昭注疏≫

홍양길은 청대 문학가로 字는 君直 호는 北江, 更生居士이고 陽湖사람이다.

翰林院編修와 國史館編纂官을 역임하였다. ≪청사고≫<藝文二>158)에 홍양길

이 ≪국어위소주소≫十六卷을 찬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張之洞의 ≪書目答

問≫159)에도 旌德吕氏刻本 ≪국어위소주소≫十六卷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俞志慧의 <≪國語≫韋昭注辨正>에 의하면 본서는 애초에 존

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서목문헌에서

홍양길(1746-1809)의≪국어위소주소≫와 龔麗正(嘉慶元年인 1796年 進士에

합격함. 龔自珍의 부친)의 ≪국어위소주소≫를 언급하고 있다. 사실 홍양길은

결코 이 책을 저술하지 않았고, 이는 장지동(1837-1909)이 ≪서목답문≫을 저

록할 때의 오류이다. 郭萬青이 일찍이 이것 때문에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전문

적으로 논한 글을 우리에게 보인바 있다. 후자(龔麗正의 것)는 분명히 그 책이

존재했었다. 어떤 이는 이 책은 아직 발행되지 못하고 태평천국의 난 때 소실

되었다고 추측하는데, 필자도 찾아내지 못하고 기타 서적에서 인용한 흔적도

157) ≪清史稿≫志一百二十一<藝文二>: “≪國語校文≫一卷, 汪中撰.”

158) ≪清史稿≫志一百二十一<藝文二>: “≪國語韋昭注疏≫十六卷, 洪亮吉撰.”

159) 張之洞≪書目答問≫卷二<史部><右紀事本末類․古史第四>: “≪國語韋昭注疏≫十六
卷.[洪亮吉. 旌德呂氏刻本. 龔麗正≪國語韋昭注疏≫、董斯垣≪國語正義≫, 未見傳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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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을 보니 그러한 추측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160) 본고는 이 내용의 사

실 여부를 떠나 그 기록의 흔적이 있으므로 일단 주석본의 하나로 편제시키고

자 한다.

10) 龔麗正 ≪國語韋昭註疏≫

공여정은 徽州知府, 蘇松太兵備道 등을 역임하였고 그의 장인 段玉裁로부

터 小學, 訓詁 및 考古學을 학습하였다. 저술로는 ≪楚辭名物考≫, ≪兩漢書

質疑≫, ≪三禮圖考≫ 등이 있다. 장지동의 ≪서목답문≫161)에 龔麗正의 ≪국

어위소주소≫를 말하면서 그 전해지는 판본이 보이지 않음을 부연하였다. 大野

峻의 <≪국어≫の硏究書>에도 기록되어 있다.

11) 黃模 ≪國語補葦≫

황모의 字는 相圃, 호는 書崖로 錢塘사람이고 저술로는 ≪壽花堂詩集≫八

卷이 있다. ≪청사고≫<藝文二>162)에 ≪國語補韋≫四卷을 황모가 찬술하였

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 장지동의 ≪서목답문≫163)에 ≪國語韋昭注≫二十一卷

의 설명 중에 黄模의 ≪國語補韋≫가 있지만 전해지는 판본이 없다고 설명하

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중화서국 영인본 史籍叢刊 七種 중

하나로 ≪國語補韋≫四卷이 소장되어 있다.

160) 俞志慧<≪國語≫韋昭注辨正>(紹興文理學院學報, 2009 3期. P70):　“若干書目文獻
介紹中還提到過洪亮吉(1746-1809)的≪國語韋昭注疏≫和龔麗正(嘉慶元年, 1796

年進士, 龔自珍之父)的≪國語韋昭注疏≫, 其實洪亮吉并未著此書, 系張之洞(1837-
1909)著≪書目答問≫時誤錄, 郭萬青曾爲此爬梳各種材料, 著成專文示我 ; 後者确
曾有其書, 有人推測該書尙未來得及印行就已毁于太平天國的兵火, 筆者遍尋未得,

亦未見他書引用, 看來這種推測有它的道理.”

161) 張之洞≪書目答問≫卷二<史部><右紀事本末類․古史第四>: “≪國語韋昭注疏≫十六卷.
[洪亮吉. 旌德呂氏刻本. 龔麗正≪國語韋昭注疏≫、董斯垣≪國語正義≫, 未見傳本]”

162) ≪清史稿≫志一百二十一<藝文二>: “≪國語補韋≫四卷, 黄模撰.”

163) 張之洞≪書目答問≫卷二<史部><右紀事本末類․古史第四>: “≪國語韋昭注≫二十一
卷, 附≪札記≫一卷.[顧廣圻校, 黄氏士禮居仿宋刻本, 武昌局翻黄本, 黄模≪國語補

韋≫, 未見傳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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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黃丕烈 ≪明道本國語札記≫

황비열의 字는 紹武, 호는 蕘圃, 蕘夫 또는 復翁, 江蘇 吳縣 사람이다. 그

는 평생 서적 수집을 좋아하여 오직 校讎와 고증에 전념하였다. 친히 편찬한

藏書目錄으로 ≪求古居宋本書目≫, ≪百宋一廛賦注≫, ≪百宋一廛書錄≫ 등

이 있다. 大野 峻의 <≪국어≫の硏究書>목록에 ≪명도본국어찰기≫一卷이 기

재되어 있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同治8年 湖北崇文書局 판본 韋昭注 ≪

국어≫二十一卷, 黃丕烈劄記 ≪國語劄記≫一卷, 汪遠孫考異 ≪考異≫四卷이

있다. ‘札’과 ‘劄’는 이체자로 동일 서적임을 알 수 있다.

13) 洪頤煊 ≪國語雜錄≫

홍이훤의 字는 旌賢, 호는 筠軒, 倦舫老人으로 浙江 臨海사람이다. 孫星衍

의 문하생으로 藏書를 좋아하여 삼만 여권을 소장하였다고 한다. 저술로는 ≪

台州札記≫十二卷, ≪倦舫書目≫十卷, ≪經典集林≫三十五卷, ≪讀書叢錄≫

二十四卷 등이 있다. 大野 峻의 <≪국어≫の硏究書>목록에 ≪국어잡록≫二

卷이 보인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光緒16年 刻本 ≪皇清經解依經分訂≫十

六種 가운데 ≪국어잡록≫一卷이 소장되어 있다.

14) ≪國語群解彙編≫

중국국가도서관에 光緒16年 刻本 ≪皇清經解依經分訂≫十六種 가운데 ≪

국어군해휘편≫一卷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저자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15) 譚雲 ≪國語釋地≫

≪청사고≫<藝文二>164)에 담운이 ≪국어석지≫三卷을 찬술하였다는 기록

이 있다. 大野 峻도 이 서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光緒3-6

年 湘潭譚氏味義根齋 刻本 ≪味義根齋全書≫五種 가운데 譚沄撰 ≪국어석

지≫三卷이 있다.

164) ≪清史稿≫志一百二十一<藝文二>: “≪國語釋地≫三卷, 譚澐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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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顧廣圻 ≪國語韋昭注≫

고광기의 字는 千里, 호는 澗萍, 江蘇 元和사람이다. 四部圖書를 박람하고

經學과 小學에 통달하였으며 校讎學에 정통하여 孫星衍, 黄丕烈 등과 清代

校勘學의 거장이라 불린다. 장지동의 ≪서목답문≫165)에 고광기가 黄氏士禮居

仿宋刻本 ≪국어위소주≫二十一卷을 校讎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7) 汪遠孫 ≪國語三君注輯存≫

왕원손의 字는 久也 호는 小米 또는 借閑漫士로 浙江 錢塘사람이다. 관직

은 内閣中書를 지냈고 집안에 振綺堂이라는 장서루가 있어 다양한 선본고적

을 접할 수 있었다. 저술로는 ≪三家詩考証≫, ≪世本集証≫, ≪漢書地理志校

勘記≫ 등이 있다. ≪淸史列傳≫166)에 “≪春秋外傳國語≫는 韋氏의 주 외에

는 古注가 대다수 일실되었다. 때문에 賈逵 등 三家의 일실된 주 三卷을 모아

≪發正≫二十一卷, ≪考異≫四卷을 다시 지어 그 보조로 삼고자 한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청사고≫<藝文二>167)에 왕원손이 찬술한 ≪국어삼군주집존

≫四卷, ≪國語考異≫四卷, ≪國語發正≫二十一卷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道光26年 振綺堂汪氏 판본 ≪國語校注本三種≫으로

≪국어삼군주집존≫四卷, ≪國語發正≫二十一卷, ≪國語明道本考異≫四卷이

소장되어 있다.

18) 汪遠孫 ≪國語發正≫

기본 내용은 위와 같음

165) 張之洞≪書目答問≫卷二<史部><右紀事本末類․古史第四>: “≪國語韋昭注≫二十一

卷, 附≪札記≫一卷.[顧廣圻校. 黄氏士禮居仿宋刻本, 武昌局翻黄本, 黄模≪國語補
韋≫, 未見傳本]”

166) ≪淸史列傳≫: “ ≪春秋外傳國語≫自韋氏而外, 古注多佚, 因輯贾逵等三家佚注三
卷, 復作≪發正≫二十一卷, ≪考異≫四卷, 以羽翼之.”

167) ≪清史稿≫志一百二十一<藝文二>: “≪國語三君注輯存≫四卷、≪國語考異≫四卷、
≪國語發正≫二十一卷, 汪遠孫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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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汪遠孫 ≪國語明道本考異≫

기본 내용은 위와 같음

20) 陳瑑 ≪國語翼解≫

진전의 字는 聘侯, 江蘇 嘉定사람이다. 그는 고문헌을 연구할 때 문자를 가

지고 聲音을 구하고 聲音을 가지고 訓詁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說文引經考證≫七卷과 ≪說文引經互異說≫一卷 등의 저술을 남기기도 하

였다. 또한 경전 및 당대 학자들의 학설을 모아 고증을 한 후 韋昭注에서 언급

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국어익해≫六卷을 완성하였다. 진전은 문자 해설

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국어익해≫ 역시 주로 자구의 해석을 가한 주석본

이라 말할 수 있다. ≪청사고≫<藝文二>168)에 진전이 ≪국어익해≫六卷을 찬

술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光緒연간 廣雅書局 출간

廣雅叢書 중에 ≪국어익해≫六卷이 소장되어 있다. 大野 峻은 ≪국어익해≫가

十六卷이라 하였는데 착오가 있는 듯하다.

21) 董增齡 ≪國語正義≫

≪국어정의≫에 동증령의 자가 歸安으로 나왔으며 四庫未收書輯刊 ≪論語

雅言≫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청사고≫<藝文二>169)에는 ≪戰國

策去毒≫二卷과 ≪국어정의≫二十一卷을 찬술한 자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국

가도서관에 光緒6年 會稽章氏式訓堂 판본 ≪국어정의≫二十一卷이 소장되어

있다. 大野 峻의 <≪국어≫の硏究書>에도 동증령의 ≪국어정의≫가 보인다.

22) 徐經 ≪外傳精語≫

大野 峻의 <≪국어≫の硏究書>에 서경이 ≪외전정어≫一卷을 찬술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밖에 서경과 ≪외전정어≫에 관한 기록은 찾기 어

렵다. 중국국가도서관에 同治11年 판본 서경이 찬술한 ≪雅歌堂文集≫二十二

168) ≪清史稿≫志一百二十一<藝文二>: “≪國語翼解≫六卷. 陳瑑撰.”

169) ≪清史稿≫志一百二十一<藝文二>: “≪國語正義≫二十一卷. 董增齡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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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이 있어 ≪외전정어≫의 기재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3) 儲欣 ≪國語選評≫

저흔의 字는 同人, 宜興사람이다. 어려서부터 好學하여 경서에 정통하였지

만 벼슬에 뜻이 없고 평생 저술활동에 힘썼다. 저서로는 ≪春秋指掌≫30卷, ≪在

陸草堂集≫六卷과 選編 ≪唐宋十家文全集錄≫51卷이 전해진다. 중국국가도

서관에 光緒9年 판본 古文七種 중 저흔이 評選한 ≪國語選≫四卷이 소장되

어 있다.

24) 俞樾 ≪春秋外傳國語平議≫

유월의 字는 蔭甫, 호는 曲園, 浙江 德清사람으로 만청의 저명한 서법가이

자 문학가이다. 오백여권이 넘는 ≪春在堂全集≫안에는 ≪群經平議≫五十卷,

≪諸子平議≫五十卷, ≪茶香室經說≫十六卷, ≪古書疑義擧例≫七卷 등 문헌

고증의 가치가 있는 저술이 많다. ≪춘추외전국어평의≫는 바로 ≪군경평의≫

第二十八卷에 나오는 <春秋外傳國語一>과 第二十九卷의 <春秋外傳國語

二>를 합편한 것을 말한다. 내용은 주로 자구나 문장의 해석이다. 중국국가도

서관에는 光緒25年 增修, 清末 重印한 ≪춘추외전국어평의≫二卷이 소장되어

있다.

25) 王引之 ≪國語≫

왕인지의 字는 伯申, 호는 曼卿으로 江蘇 高邮사람이다. 조부 王安國과 부

친 念孫 등의 가학을 그대로 계승하여 ≪爾雅≫, ≪說文≫, ≪音學五書≫ 등

을 연구해서 文字, 音韻, 訓詁學을 강구하였다. ≪康熙字典≫의 오류를 勘証

하고 ≪考証≫十二册을 편집하였고 대표작 ≪經傳釋詞≫十卷을 남겼다. 그가

저술한 ≪經義述聞≫에는 卷第二十에 <國語上․七十三條>, 卷第二十一에

<國語下․九十八條>가 있다. 중국국가도서관에 民國25年 ≪四部備要․經部≫

中華書局 鉛印本 ≪경의술문≫三十二卷이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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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王煦 ≪春秋外傳國語釋文≫

왕후는 乾隆년간의 擧人으로 대략 ≪文選考異≫의 작자 胡克家(1756-181

6)와 동시대 인물이다. 저서로는 ≪說文五翼≫八卷, ≪小爾雅疏≫八卷, ≪成

華節孝錄≫四卷 등이 있다. 현재 咸丰8年 王鏗觀海堂 刻本 ≪춘추외전국어

석문≫이 전해진다.

27) 王煦 ≪春秋外傳國語補補音≫

兪志慧의 <≪國語≫韋昭註辨正>에 王煦의 ≪春秋外傳國語釋文≫과 ≪春

秋外傳國語補補音≫를 기술하며 “후자는 敍文에 道光16年 즉 1836년으로 인

식된다. 이것은 ≪國語補音≫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한 저술이다”170)라고 부

연설명하고 있다.

28) 王懋竤 ≪國語存校≫

저서로는 ≪白田草堂存稿≫十四卷과 ≪朱子年譜≫四卷, ≪讀書記疑≫十

六卷 등이 있다. ≪국어존교≫는 바로 ≪讀書記疑≫卷之十一에 속한 문장이

다. <韋序>와 <宋敍目錄>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권의 자구에 대해 교감을 진

행한 주석본이다.

29) 于鬯 ≪國語≫

우창의 字는 醴尊, 호는 香草로 江蘇 南匯사람이다. 그는 일생 敎學과 經

史의 연구에 온 힘을 쏟았다. 그리고 ≪四書≫와 ≪五經≫에 대한 역대 학자

들의 주석을 섭렵하여 비교 분석한 후 ≪香草校書≫60卷을 완성하였다. 우창

의 ≪국어≫는 바로 ≪향초교서≫ 중의 한 문장이다. 중국국가도서관에 學術筆

記叢刊 中華書局 1984, 2006重印본 ≪향초교서≫가 소장되어 있다. 이 서적

은 上․中․下 三冊으로 나뉘며 주된 내용은 ≪十三經≫, ≪周書≫, ≪大戴

禮記≫, ≪국어≫, ≪說文≫ 등 十七종에 대해 校註를 한 것이다.

170) 兪志慧<≪國語≫韋昭注辨正>(紹興文理學院學報, 2009 3期. P67): “後者敘文識於

道光十六年，1836年，這是一部專門檢討《國語補音》問題的著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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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李慈銘 ≪國語≫

이자명의 字 式侯, 호는 蒓客, 浙江 會稽사람이다. 그는 經學과 史學을 모

두 중시하였는데 博覽群書하여 얻은 바를 ≪越縵堂讀書記≫에 서술하였다.

이 ≪국어≫편은 ≪월만당독서기≫<史部․雜史類>에 들어 있다. 도입부분은

孔傳鐸 詩禮堂 板刻 韋註≪국어≫를 입수하게 된 경위와 그 구성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晉語>, <魯語>, <鄭語>, <吳語>, <越語>

의 일부 자구에 대해 註解를 하고 있다. 중국국가도서관에 李慈銘著, 由云龍

輯 ≪월만당독서기≫ 商務印書館, 1959년 출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그 외에 民國시기에 출간된 것으로는 吳曾祺≪國語韋解補正≫(上海: 商務

印書館, 民國2年), 秦同培評注≪言文對照國語評注讀本≫(石印本, 上海: 世界

書局, 民國14年), 王覺斯手批≪國語讀本≫二十一卷(遼海書社影印本, 民國

23年), 沈鎔輯注․王懋校訂≪國語詳注≫(文明書局, 民國24年), 金其源≪國

語管見≫;≪讀書管見≫(商務印書館 57年), 楊樹達≪讀國語小識≫, 張以仁

≪國語斠證≫(臺灣: 商務印書館 1969)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어≫만을

가지고 주석을 하여 단독으로 저술 간행된 것은 아니지만 宋 眞德秀가 選編한

≪文章正宗≫, 明 鍾惺이 選集한 ≪周文歸≫, 陳仁錫이 選評한 ≪古文奇賞≫

(또는≪奇賞齋古文≫이라고 칭함), 張岐然 編한 ≪春秋五傳平文≫, 清 徐乾

學이 編한 ≪古文淵鑒≫, 楊純武가 編한 ≪文章鼻祖≫, 金聖嘆이 選評한 ≪

天下才子必讀書≫, 姚培謙이 選評한 ≪古文斲前集≫, 吳楚材와 吳調侯가

選한 ≪古文觀止≫ 등에서는 春秋三傳 등 기타 선진역사산문과 더불어 ≪국

어≫전편 혹은 단편에 대해 주석을 한 여러 가지 문헌이 존재한다.

Ⅲ. ≪國語≫주석본의 유형

위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정리한 주석본을 題名 등 기본 서지정보를 기준

으로 분류해보면 대략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어≫의 자구와 내용에 해석과 설명을 가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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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三國시대 吳의 韋昭가 지은 ≪國語解≫를 들 수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이

른 주석본이다. 이 책은 ≪춘추≫와 ≪좌전≫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史實에

대해 폭넓은 주석을 달고 있다. 또한 지금은 이미 망실된 동한의 鄭衆과 賈逵,

삼국의 虞翻, 唐固 등의 단편 注釋을 담고 있어 ≪국어≫를 연구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서적이다. 이외에도 송대 張九成의 ≪標注國語類編≫, 명대 張邦

奇의 ≪釋國語≫, 청대 鮑蘅의 ≪國語讀本≫, 劉台拱의 ≪國語補校≫, 姚鼐

의 ≪國語補註≫, 汪中의 ≪國語校文≫, 洪亮吉의 ≪國語韋昭注疏≫ 등이

있다.

둘째, ≪국어≫의 사상과 이념에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唐代 유종원의 ≪비

국어≫가 대표적이며, 이것은 ≪국어≫의 내용과 사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최초의 비평서에 해당한다. ≪국어≫의 자구해석에만 치우쳐 오던 이전의 연구

상황은 ≪비국어≫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다. 송대에 들어 ≪비국어≫

에 반론을 제기한 江端禮의 ≪非非國語≫를 시작으로 ≪비국어≫에 대한 논

쟁이 진행되었다. 劉章의 ≪非非國語≫, 葉眞의 ≪是國語≫, 戴仔의 ≪非國

語辯≫ 등이 모두 그러한 서적이다. 원대에는 虞槃의 ≪非非國語≫가 유일한

데 망실되었다. 명대부터는 대부분의 서적이 현존하며, ≪비국어≫에 대한 논

쟁도 계속되어 曾于乾․黃瑜 등이 각각 ≪非非國語≫를 저술하였고 심지어는

胡應麟의 ≪非非非國語≫라는 주석본까지 출현한다. 하나의 서적에 대해 역

대 문인들이 비평에 비평을 가하며 주석본이 만들어지는 양상이 매우 흥미로운

데, 이러한 ≪국어≫에 대한 사상적 논쟁을 가한 주석본의 정리는 ≪국어≫의

시대사적 지위나 문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치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

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국어≫의 音韻상에 注를 한 音韻書로, 송대 宋庠의 ≪國語補音≫

가 대표적이다. 사실 ≪국어≫에 音을 주석한 것으로 위진남북조대에 이미 작

자미상의 ≪國語音≫이 존재하였는데 기록만 있을 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도 “송대에 ≪音≫ 한 권이 전하고 있었는데 저자

명을 기록하지 않았다. 송상은 그 중에 ‘鄯州’라는 글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

을 추론하여 唐人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간략함이 너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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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에 ≪經典釋文≫과 ≪說文≫, ≪集韻≫ 등의 서적을 채록하고 보충하

여 이 편을 만들었다. ≪目錄≫ 앞에 나열된 21편의 편명을 보면, 여러 판본

표제의 異同에 대해 상세하게 주하고 있다”171)라며 송상이 전대의 것을 보완

하여 ≪보음≫을 제작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석본은 음운학 각

도에서 ≪국어≫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대 서적에 대한 음

운주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

에도 송 魯有開의 ≪國語音義≫, 作者未詳 ≪國語音略≫, 청대 王煦의 ≪春

秋外傳國語補補音≫ 등이 있다.

넷째, 소량이지만 ≪국어≫에 기타 색인을 가한 것으로 명대 陵迪知의 ≪左

國腴詞≫, 청대 劉城의 ≪春秋外傳國語地名錄≫와 ≪春秋外傳國語人名錄≫,

譚雲의 ≪國語釋地≫ 같은 ≪국어≫연구에 보충자료가 될 수 있는 주석본도

존재한다. ≪左國腴詞≫같은 책은 ≪좌전≫과 ≪국어≫를 선후로 <左集>과

<國集>으로 나누어 각각 천문기후에서 산천초목, 동식물 그리고 병기와 법제,

언어와 풍속에 이르는 구체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류 정리한 것으로

마치 지금의 ‘찾아보기(Index)’와 같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국어≫에 대한 역대 문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

였고 다양한 각도와 방법으로 ≪국어≫를 연구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본고는 漢代이후부터 淸代에 이르는 ≪국어≫주석본을 조사하여 그 목록과

서지사항을 정리한 작업이다. 더불어 목록정리를 통해 ≪국어≫주석본의 대체

적인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漢代에서 淸代에 이르는 ≪국어≫주

석본을 고찰하여, 모두 81종의 ≪국어≫주석본을 추출하였다. 이는 가장 근래에

171) ≪四庫全書總目提要≫: “宋時相傳有≪音≫一卷, 不著名氏. 庠以其中鄯州字推之,
知出唐人, 然簡略殊甚, 乃采≪經典釋文≫及≪說文≫、≪集韵≫等書, 補成此编, 觀

≪目錄≫前列二十一篇之名, 詳注諸本標題之異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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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주석본 목록을 작성한 日人 大野 峻의 <≪國語≫の硏究書> 목록172)

보다 26종이 많다. 유형분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었는데, 81종의 ≪국어≫주석

본이 모두 상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그 題名과 序文 등에서 간접적으로

유형을 판단하여 구분하였다. 4가지 유형의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인 형식으로

자구와 내용에 註疏작업을 한 것이다. 둘째, ≪국어≫의 사상과 이념에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셋째, ≪국어≫의 音韻상에 注를 한 音韻書이다. 넷째, ≪국어≫

에 특정 항목을 설정해 색인 작업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어≫주석본 목

록과 유형 분류 작업은 향후 ≪국어≫연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령

역대 주석본의 특징과 발전 과정을 통해 문인들이 ≪국어≫를 어떻게 인식하

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특정 항목에 색인 작업을 가한 주석본을 통해 고대 문

인들이 어떠한 항목에 관심을 갖고 문헌을 분석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남겨진 과제로는 제한적 요인 때문에 일부 주석본은 소장여부만 파악했을

뿐 그 판본과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차후 남은 연수기간 동안 중국

내에 소장된 주석본을 조사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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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該文將從漢代到淸代的≪國語≫注釋本钩稽而整理的. 幷且經目錄整

理試圖分別類型. 其結果, 可以獲得歷代≪國語≫注釋本八十一種. 這是比

目前最后製作的日人大野峻<≪國語≫の硏究書>目錄還多二十六種. 注釋

本之類型分爲四種. 因爲現在≪國語≫注釋本不都是尙存, 所以由題名、序

文等基礎內容而判斷其類型. 四種類型大槪如下: 第一, 能說最普遍的、傳

統的工作方法, 就是字句內容上註疏的. 第二, 關于≪國語≫思想內容提示

意見的. 第三, ≪國語≫之字句發音上註音的. 第四, 設定特殊項目而做索

引的. 從此, 我們可知歷代文人對≪國語≫有多大興趣, 同時能瞭解古人硏

究文獻的方法多有豊富. 像本文這種目錄工程向后能活用于各種方面. 比

如, 從歷代≪國語≫注釋本的特征和發展過程可以考察對≪國語≫之文人

認識變化. 又從索引注釋可以把握古人用哪種項目分析文獻等.

本文由于時空間的限制還留着很多不足之處, 卽部分注釋本只察看所

藏與否, 還沒確認其具體板本. 此后博士后硏修過程其間內要進行當地調

査而完整一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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