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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淸末 이후 殷墟의 甲骨文, 敦煌의 藏書, 漢晋의 木簡 등 량의 출토문헌 발견

은 甲骨學, 敦煌學, 簡牘學 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생겨나는 계기를 마련하 다. 

이 자료들은 古文獻學, 古文字學, 歷史學, 古學, 漢語史 분야에도 많은 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국학계에서는 고  역사ㆍ사상사ㆍ학술사를 “다시 써야한다”

거나 “재구축해야 한다”는 진보 인 주장이 두하기도 하 다.1)

《論語》 역시 淸末에 발견된 敦煌 筆寫本과 1973年 河北省 定州  八角廊 中

山懷王 劉脩의 묘에서 출토된 竹簡으로 인해 새로운 논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실

물 竹簡本《論語》는 中山懷王의 부장품이기 때문에 필사된 시 을 어도 묘주 사

망(漢 宣帝 五鳳三年: B.C. 55년)이 으로 추정할 수 있다.2) 따라서 이 竹簡本

 * 명지 학교 어 문학과 부교수

1) 葛兆光이 2000年이 쓴 《中國思想史》, 復旦大學出版社와 2004년 馮達文 郭齊勇이 공

로 출 한 《新編中國哲學史》, 人民出版社가 표 인 연구 사례이다.



158  《中國文學硏究》⋅제48집

《論語》는 漢初 유행하던 《齊論》과 《魯論》보다도 필사 시 이 이르며, 魏의 熹平石

經本《論語》와 비교하면 200년, 淸末 敦煌과 新疆에서 발견되었던 필사본과 비교

하면 700년이나 앞서기 때문에 최 의 《論語》 실물 본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漢簡本《論語》는 발굴된 후 1981년 《文物》에 두 차례 일부 竹簡을 공표하

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으나,3) 죽간을 정리하는  1979년 唐山에서 발생

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문화 명시기 “批孔” 때문에 정리 작업이 한동

안 멈추었다가 1997년 비로소 완 한 성과물이 발표되었다.4) 당시 연구책임자 劉

來成은 竹簡이 총 620여 매 발굴되었으며, 이 에서 문자수가 가장 은 篇名은 

《學而》로 20자, 가장 많이 수록된 《衛靈公》 694자로 漢代 발견된 簡牘《論語》 

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라고 밝혔다.5)

2) 河北省文物研究所定州漢墓竹簡整理 組 劉來成執筆, <定州西漢中山懷王墓竹簡《論語》

介紹>, 《文物》, 1997年 第5期.

3) 河北省文物研究所 劉來成執筆, <河北定縣40 號漢墓發掘簡報>, 《文物》 1981年 第8

期; 國家文物局古文獻研究室ㆍ河北省博物館ㆍ河北省文物研究所ㆍ定縣漢墓竹簡整理

組, 何直剛ㆍ劉世樞執筆<定縣40號墓出土竹簡簡介>, 《文物》1981年 第8期.

4) 이밖에도 이하 몇 가지 논문들은 연구 성과로서 요한 역할을 하 다.

李學勤, <定縣八角廊漢簡儒書 義> ,《簡帛研究》, 法津出版社, 1993年.

揚朝明, <新出竹書 《論語》成書問題再認識>, 《儒家文獻硏究》, 齊魯書社, 2004年.

王  素, <河北定州出土西漢定州漢簡《論語》性質新探> ,《簡帛研究》 第三輯, 廣西教育

出版社, 1998年.

單承彬, <定州漢墓竹簡本《論語》板本性質 辨>, 《儒家文獻硏究》, 齊魯書社, 2004年.

單承彬, <定州漢墓竹定州漢簡《論語》爲“魯論” > , 《文史》, 2001年 第3期.

張光裕, <讀定州漢墓竹簡《論語》通假字札記>,《龍宇純先生七秩晋五壽慶論文集》, (臺)

學生書局, 2002年.

定州漢簡

《論語》
其他 地域 出土 簡牘 《論語》 現行本 時期

《公冶張》:……

欲 人 之 加 諸

〼也, 吾亦欲

毋加諸人｡ 

子[曰], 賜, 

非爾所 [及

也]

羅 淖爾

漢簡 第

59號簡

亦欲毋加諸人子賜非

我不欲人之加諸我也, 吾亦

欲無加諸人｡ 子曰, 賜也, 

非爾所及也｡ 

前漢, 

宣 帝 

⋅ 元

帝

5) 이 밖에도 漢代 簡牘《論語》발견의 상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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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州漢簡《論語》6)”의 竹簡 형태를 살펴보면 온 한 것은 길이 16.2cm 폭 

0.7cm로 한 枚의 竹簡에 최고 19-21字( 문부호 불포함) 기록되어 있다.7) 여기

서 우리는 漢代 竹簡의 제작크기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秦漢時期 표  簡牘

의 규격은 길이 23cm, 폭 1cm, 두께 0.2-0.3cm로 한 枚의 죽간에 30-50字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竹木簡을 당시 一尺簡으로 불 으며, 주로 공⋅사  문서 

작성용으로 사용하 다.8) 반면, 劉脩의 묘에서 발견된 定州漢簡《論語》는 7寸인 

16.2cm로 표  길이에 비해 약 7cm나 짧고, 죽간 1매에 기재된 자 수도 표  

죽간에 비하면 약 1/2밖에 되지 않는 수량이다.9) 이 게 짧게 제작된 이유는 漢代 

《子張 》 :…父

之 臣 父 之

正也, 是[

難]……

懸泉漢簡

V92DXT

1 8 1 2

②:119)

乎張也, 難 並而爲

仁. 子曰, 吾聞諸

夫子, 人未有自致也

, 必也親喪乎｡ 

子曰, 吾聞諸子, 

孟莊子之孝, 其他可

能也, 其不改父之臣

父之……

子曰, 乎張也, 難

並爲仁矣｡ 子曰, 吾聞諸

夫子, 人未有自致 也, 必

也親喪乎｡ 

子曰, 吾聞諸夫子, 孟莊

子之孝也, 其他可能也, 其

不改父之臣 父之政, 是

難能也｡ 

前 漢

中 後

期 에

서 後

漢初

《子張》:門人

問交於子張｡ 

……

懸泉漢簡

V92DXT

1 8 1 2

②:215)

〼子張曰, 執德不弘, 

通道不篤, 焉能爲有, 

焉能爲亡｡ 

⋅子夏之門人問交於

子張. 子張曰

子張曰, 執德不弘, 信道不

篤, 焉能爲有, 焉能爲亡

子夏之門人問交於子張｡ 

子張曰

上同

이처럼 羅 淖爾, 懸泉, 居延 등에서 발굴된 《論語》는 散簡으로 그 수량이 많지 않은

데 비해, 定州漢簡《論語》에 수록된 자수는 7,576字나 되어 한동안 주춤했던 《論語》연

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되었다.

6) 본고는 ‘定州漢簡《論語》’를 정식 명칭으로 삼고, 필요할 경우 “竹簡本”, “漢簡本《論語》’

로 略稱한다.” 

7) 河北省文物研究所定州漢墓竹簡整理 組 劉來成, <定州漢墓竹簡論語介紹>, 《定州漢

墓竹簡<論語>》, 文物出版社, 1997年.

8) 鄭有國, 《簡牘學總論》, 北京, 中華書局, 2004年 105쪽.

9) 련 사실은 鄭玄, 《論語注》 序文 <鄭玄注論語序>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만, 발

굴된 竹簡 길이가 제작 규정에 비해 약 1寸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도굴범의 화재로 인

한 재난, 2천여 년 에 제작된 과 竹簡의 수분이 빠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크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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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의 요도에 따라 簡牘의 길이를 조정한 결과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독 짧게 

제작된 定州漢簡《論語》를 단지 경 의 요성과 제작규정 수 여부로만 설명하기

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다. 왜냐하면 길이가 짧은 漢代의 簡牘 에서 주로 실용

인 용도로 제작된 符檢類등이 있기 때문이다. 6寸(15cm)인 符는 신분증의 일종이

었고, 木檢은 문서나 물품을 기재하는 꼬리표와 같은 것으로 모두 손쉽게 휴 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定州漢簡《論語》 역시 이들 符檢類와 

같은 실용 인 목 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漢簡本《論語》가 

당시 주목받던 《春秋》, 《禮記》처럼 소장 가치가 뛰어난 경 으로 인식되었기 보다

는 휴 하기 쉽게 제작된 암송용 문고 처럼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0) 한, 

定州漢簡《論語》에 통행본보다 語氣詞가 39개 더 많이 사용된 , 通假字가 300

여 차례 사용된  등을 고려할 때11) 암송한 후 필사함으로써 베껴 쓸 때 발생하

는 문자 오류가 많았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들이 휴 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변하고 있다.12)

차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0) 同注8 144쪽 참고. 

11)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약 300 차례 通假字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통행본과 竹簡本의 문자 차이는 더 하며, 이 에는 오래된 서법이나 용법, 假借, 

省略, 誤字 등이 포함된다. 河北省文物研究所定州漢墓竹簡整理 組, 《定州漢墓竹簡

<論語>》, 文物出版社, 1997을 근거로 정리한 2005년, 강윤옥, 《定州漢簡<論語> 간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면: 통행본의 知는 竹簡本에서 나 智로, 措은 錯으로, 裳

은 常으로, 社는 主로, 又는 有로, 有는 又로, 朽는 으로, 他는 也나 它로, 紳은 申

으로, 疏는 으로, 巍는 魏로, 虞는 吳로, 旣는 나 漑로, 沒은 歿으로, 貢은 이

나 贛으로, 歎은 嘆으로, 仰은 抑이나 卬으로, 彌는 迷로, 誘는 牖로, 斯는 此로, 巽

은 選으로, 繹은 擇으로, 亡은 末로, 末은 無로, 毋는 無로, 無는 毋로, 一은 壹로, 

槨은 郭으로, 寳나 保는 葆로, 豈는 機로, 倦은 卷으로, 祇는 禔로, 於나 于는 乎로, 

若은 而로, 才는 材로, 吝은 鄰이나 으로, 篤은 孰으로, 侗은 傭으로, 는 曰로, 

仲은 中으로, 簡은 蕳이나 間으로, 微는 杘로, 는 予로, 怨은 이나 惌으로, 朋은 

이나 倗으로, 는 歟로, 吾는 我로, 奔은 賁으로, 佞은 仁이나 年으로, 譬이나 僻

이나 辟으로, 藏은 臧으로, 韶는 詔로, 諾은 若으로, 政은 正으로, 恥는 佴로, 曾은 

增으로, 不은 弗로, 莊은 壯이나 狀으로, 奚는 何로, 夷는 荑로, 奧는 窖로, 宰는 

로, 適은 謫으로, 幾는 으로, 禦는 御로, 桴는 泡(枹)로, 孟이나 季는 子로, 棖은 

長으로, 慾은 欲으로, 慟은 動으로, 閔은 黽으로, 何는 可로, 愈는 隃로, 附는 付로, 

柴는 로, 喭는 獻으로, 屢는 居로, 이나 憶은 意로, 踐은 淺으로, 篤은 祝으로, 

色은 으로, 由는 曰로, 弑는 殺로, 後는 后로, 唯는 雖로, 殘은 俴으로, 違는 韋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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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定州漢簡《論語》가 가장 이른 기 본이라는 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도 불구하고 한동안 국학자들은 많은 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漢

簡本《論語》가 발견되었던 시 이 공자를 강력하게 비 하 던 문화 명시기 기 

때문에 정치  요인이 작용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이 2000년 이후 국 정

부의 공자부활론이 시작되자 唐明貴, 陳東, 單承彬 등이 漢簡本《論語》의 系譜, 

본 성질 문제와 가치를 연구하기 시작하 으며, 일부 학에서 異文 련 석사 

논문이 몇 편 출간된 바 있다.13) 필자 역시 2004년 定州漢簡《論語》� 연구과제 시

행을 시작으로 《說文》ㆍ喜平本ㆍ敦煌本ㆍ阮元本《論語》� 등과의 조 연구를 통해 

문자 상을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14)

也는 耶로, 管은 菅으로, 悅은 說로, 躬은 弓으로, 攘은 襄으로, 泰는 大로, 卽은 節

로, 潤은 閏으로, 騈은 屛 이防은 房으로, 譎은 矞로, 怍은 乍으로, 曰은 으로, 

弑는 試로, 能은 耐로, 氏는 是로, 陰은 音으로, 硜은 巠으로, 居는 君으로, 識은 志

로, 輅은 路로, 遠은 으로, 位는 立으로, 涖나 莅는 位로, 哉는 才로, 矜은 으로, 

病은 으로, 闕은 欮로, 惡은 好로, 好는 惡으로, 餒는 饑로, 祿은 食으로, 蹈는 淤

로, 諒은 梁으로, 類는 로, 階는 陛로, 固는 故로, 蓋는 盍으로, 佚은 失로, 은 

衍으로, 侮는 로, 斯는 也로, 는 胃로, 納은 內로,儼은 嚴으로, 達은 通으로, 餓

는 로, 懷는 로, 性은 生으로, 磨는 靡로, 邇은 壐로, 帛은 白으로, 致는 至로, 

闚는 로, 逸은 泆로, 公은 功으로, 或은 有로, 蕩은 湯으로, 戾는 誼로, 紫는 此로, 

亂은 乳로, 孺는 儒로, 期는 其로, 崩은 ( )으로, 鑽은 銹로, 上은 尙으로, 訕은 

山으로, 徼은 絞로, 輿는 車로, 憮는 撫로, 數는 로, 反은 返으로, 騧는 渨로  

있는 를 들 수 있다

13) 承彬, 《定州漢墓竹簡<論語>爲魯論 》� 《文史》, 2001年, 47-56쪽: 陳東, <關于定州漢

墓竹簡論語的幾個問題《孔子硏究》>, 2003年, 第2期: 唐明貴, <定州漢墓竹簡硏究槪

述《古籍整理硏究學刊》>, 2007年, 48-50쪽: 羅綺, 《<論語>異文硏究》,� 復旦大學 

2003年: 馬玉萌, 《定州漢墓竹簡<論語>異文硏究》, 華東師範大學, 2006年 등의 논문 

등을 들 수 있다. 필자가 섭렵한 異文과 련된 석사 논문들은 개 한 두 개의 통행

본을 선택하여 간단히 비교 정리하 을 뿐 문자오류 상에 한 구체 인 분석은 없

었다.

14) 필자는 2005년 간보고서에서 定州漢簡《論語》와 통행본《論語》� 각종 본의 이문을 

정리하 으며 “Ⅱ. 漢簡本《論語》의 文字 誤謬 類型”을 분석하기 해 참고하 다. 

說文本 : 許愼의 《論語》� 인용은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年.

喜平本 : 洪 , 《隸釋隸續》에 인용된 喜平石經, 《論語》, 中華書局, 2003年.

敦鄭本 : 王素, 《唐寫本論語鄭氏注及其硏究》, 文物出版社, 1991年.

敦集本 : 李方, 《敦皇<論語集解>校證》, 江 古籍出版社, 1998年.

阮元本 : 《十三經注疏》� 阮元刻本, (臺)藝文印書館印行, 198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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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그 동안 진행해 왔던 정리 작업을 토 로 竹簡本 《論語》 문자의 정  

가치보다는15) 漢簡本에 내재하고 있는 문자 오류 상을 심으로 살펴볼 정이

다. 휴 용으로 짧고 좁은 죽간을 사용하여 기록한 漢簡本《論語》� 속에 異體字ㆍ略

字ㆍ脫字ㆍ誤字가 700여 곳이나 발견되었는데, 오류가 량 발생했던 원인이 무엇

인지 살펴보고, 아울러 그 유형을 분석하는데 목 이 있다.

Ⅱ. 漢簡本《論語》의 文字 誤謬 類型

1. 隸變에 의한 筆寫 誤謬

상술한 바와 같이 定州漢簡《論語》는 가장 이른 시기 본으로 秦漢시기의 기 

문자 서체와 문자 운용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漢簡本《論語》가 隸變이 빠

르게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기록된 문헌이기 때문에 한자 자형에도 많은 향을 주

게 되었으며 그 결과 筆劃 오류 역시 많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隸變 

상을 姜寶昌은 《文字學敎程》에서 “자형 구조상의 변화”, “필획의 변화”, “구건 치

의 변화”로 나 어 분석한 바 있다.16) 趙平安 한 《隸變》에서 秦漢 시기는 자형

15) 물론 필자도 漢簡本《論語》 본의 우수한 은 다각 으로 검토한 바 있다. 《中國文學

硏究》 제35집에서 “<定州漢簡《論語》의 文獻學的 가치와 文字學的 특징 연구>”를 통해 

약 2천여 년 에 기록된 漢簡本《論語》의 가치와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說文》에 인용된 《古論》과 魯論系인 熹平石經《論

語》, 唐寫本《論語鄭氏注》� 교감자료의 비교를 통해 漢簡本《論語》가 《魯論》을 底本으

로 하여 西漢 宣帝 五鳳 4년 이 에 쓰여졌으며 승한 스승이 다른 필사본이라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漢簡本《論語》의 출토로 통행본《論語》에 한 보다 정확

한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아울러 통행본《論語》의 여러 본에 한 우열을 보다 분명

하게 가릴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皇本《論語》가 다른 《論語》� 본 보다 字數가 더 

많은 것은 후 인의 첨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漢簡本《論語》의 발견으로 확인되었

다. 셋째, 문자학  특징인 通假字, 古今字, 避諱字, 訛字의 를 통해서 漢簡本《論

語》의 본 가치를 평가한 결과, 漢簡本《論語》가 《論語》� 원래의 면모를 상당 부분 보

존하고 있어 통행본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필사

한 사람의 학문  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漢簡《論語》에도 오류가 존재하며, 

따라서 출토문헌의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도 우리의 과제임을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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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사하여 발생한 오자가 많기 때문에, 單字만 존재할 경우 식별이 어렵다고 토

로하 다. 그 로 《武 漢代醫簡》� “治傷寒遂風方”의 “遂”를 “逐”의 隸變으로 인한 

오자로 들고 있으며, 正字 식별을 한 해결 방법은 상하문장에 쓰인 의미를 근거

로 찾아야 한다고 하 다.17) 두 학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2.1.에서는 漢簡本 

《論語》 문자 에서 隸變으로 인하여 構件18)과 필획을 잘못 쓴 오류를 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構件誤謬

1) ㆍ宰: 漢簡本《八佾21》 “哀公問主於 我. 曰(5519): 哀公이 宰我에게 

社에 하여 물으니, 답하기를)”에서 “主”를 敦集本ㆍ阮元本은 “社”로 敦鄭本은 

“主”로 고 있으나, 두 자는 同義詞로 “社主(토지신)”를 말한다.20) 55簡의 “ ”는 

敦鄭本ㆍ敦集本ㆍ阮元本21) 모두 “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構件 “辛”과 “幸”

의 서 字形 때문에 생겨난 오류이다. “幸”의 隸書 字形을 살펴보면 秦簡 (睡

虎地, 秦5), 帛書 (馬王 , 春86), 漢簡 (銀雀山, 336)이며, “辛”의 字形을 

살펴보면 (睡虎地, 日乙110), (馬王 , 陰甲110)으로 두 構件의 字形이 유

16) 姜寶昌, 《文字學敎程》, 山東敎育出版社, 1987年.

17) 趙平安 《隸變》河北大學出版社 2009년 개정 .

18) 王寧은 기존 문자학자들이 異體字로 명칭하던 문자 상을 異寫字와 異構字로 구분하

고 이에 따른 세부 용어를 처음으로 제기하 으며, 構件은 의미를 구성하는 기능이 있

는 字形 구성 단 로 정의하고 있다. �漢字構形學講座�, 王寧著, 홍 희譯, 일문사, 

2004年, 17쪽 참고.

19) 引用된 “漢簡本”《論語》는 文物出版社에서 出版한 釋文의 형식을 따랐다. 竹簡文 뒤에 

붙은 번호는 정리자가 출 하면서 《論語》 편명 순서 로 재편한 번호이다. 본고에서 

사용된 竹簡 釋文에 사용된 부호의 의미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된 부호 에

서 는 손상 정도가 심해 몇 자인지 알아보기 힘든 부분을, □는 손상 정도가 심해 

알아보기 힘든 자 하나를, 竹簡本의 ○는 竹簡 에 어낸 흔 으로 형성된 공백

을, 竹簡本의 [ ]는 당산지진 때 손상된 竹簡 내용을, 竹簡本의 숫자는 竹簡 번호를 

의미한다.

20) 社는 토지신에게 제를 지내는 곳이다. 흙으로 壇을 쌓고 壇에는 나무로 만든 神主를 

세웠으며, 이 패를 主라 하 다. 이 木主에 신령이 깃든다고 여겼다.

21) 同注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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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필사자가 오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泡ㆍ枹: 漢簡本《公冶長5》 “乘泡浮於海. (80: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려 

함에)”의 “泡”는 敦集本ㆍ阮元本에 “桴”로 기록되어 있다. 馬融은 《論語注疏》에서 

“桴, 編竹木, 大 曰栰, 曰桴.”라 하 다. 桴와 枹는 고문헌에서 자주 通假하

여 사용되었는데 《韓詩外傳》� “莊王援桴而鼓之.”의 “桴”를 《說苑ㆍ君道》에서 枹로, 

《左傳》� 成公 2年 “右援枹而鼓.”의 枹를 《釋文》에서 桴로 쓴 를 들 수 있다. 따

라서 80簡의 泡는 작은 뗏목을 나타내는 “枹”를 써야하는데 構件 “水”와 “木”의 

서 자형이 유사하 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이다. 構件 “水”의 隸書 字形을 살펴보면 

秦簡 (睡虎地, 秦4), 帛書 (馬王  養16), 漢簡 (銀雀山36)과 같으며, 

“木”의 字形을 살피면 (睡虎地, 秦131), (馬王 帛書, 陰甲153), (銀雀

山808) 등22)으로 한 에 이르면서 두 구건의 字形이 유사하여 오류가 생겨났다.

3) 衍ㆍ衎: 漢簡本《先進11》� “子路, 行行如也. 冉子､ 子贛, [衍衍如也] (274: 

염유와 자공은 강직하 으니)”의 “衍”은 敦集本ㆍ阮元本에 “侃侃”으로 기록되어 있

다. “衍”의 본의를 살피면 내가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鄕

》 “ 下大夫 , 侃侃如也.”에 쓰인 “侃侃”의미를 살펴보면 《集解》는 “侃侃, 和樂

貌.”라고 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상하문맥을 살필 때 漢簡本 “衍衍”

은 “衎衎(강직하다)”를 쓰려고 하 으나 “水”와 “干”의 서 자형이 유사하 기 때문

에 쓴 오자로 생각된다. 構件 “水”의 隸書 字形은 2)의 “泡”을 참고하면 알 수 있

으며, “干”의 字形을 살펴보면 (睡虎地, 秦171), (馬王 帛書, 104)으로 두 

字形이 유사하자 좁은 죽간에 기록하면서 오류가 생겨났다. 이러한 는 馬王 帛

書 《易ㆍ漸ㆍ六二》� “鴻漸於般, 飮食衎衎”을 “衍衍”으로 쓴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4) 菅ㆍ蕳: 漢簡本《憲問14》 “菅中之力也.(380: 의 힘이니)”와 《憲問22》“陳

成子試蕳公.(387: 정성공이 간공을 죽이다.)” 387簡의 “菅”은 敦集本ㆍ阮元本에

22) 漢簡本《論語》는 기록시기가 漢 기로 篆에서 隸書로 환되는 간 시기임을 고려

하여 당시의 字形을 살필 수 있는 《說文》 《睡虎地秦簡》 《馬王 帛書》 《銀雀山漢簡》

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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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람의 성씨인 “管”으로 “蕳”은 “簡”으로 기록하고 있다. 構件 “艸”와 “竹”의 자

형때문에 생겨난 오류이다. 이러한 상은 국시기부터 이미 발생했으며, 한  

기 서에 이르면 “艸”와 “竹”은 더욱더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 다. 이밖에도 銀雀

山이 笑를 (590)를 쓴 사례가 있으며 隸變이 한자 구조에 향을 미친 표

인 이며, 구건자형이 변화되면서 혼란을 래한 것이다.23) 構件 “竹”이 사용된 

隸書 字形을 살펴보면 秦簡 ( 睡虎地,日甲5), 帛書 (馬王 , 戰214), 漢簡 

(銀雀山, 410)이며, “艸”가 사용된 字形인 (睡虎地, 秦190), (馬王 , 戰

60) 등으로 두 구건의 字形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5) ㆍ懷: 漢簡本《陽貨1》“ 其葆而(503: 훌륭한 보배를 품고서)”의 “ ”는 敦

集本ㆍ阮元本 모두 “懷”로 기록하고 있다. “懷”는 《尚书⋅顧命》 “无壊我高祖寡命.”

에서 “壊”를 于省吾가 “西周 후기 壊와 懐는 通用되었다”24)라고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 이 “회고”나 “품다”의 의미를 가지고 통용되어 쓰 음을 알 수 있다. 

한 는 《集韵ㆍ怪韵》의 “壊, 毁也. 或从手.”에서 구건 手가 이체자로 쓰인 를 

통해서 한  이후 발생한 후기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懐⋅壊⋅ 는 同音同意

字(匣母, 微部)이며, 503簡의 “ ”는 당시에 없던 자로 “扌”와 “忄”의 隸書 字形

이 유사하여 쓰게 된 것이다. 構件 “扌”의 隸書 字形을 살펴보면 秦簡 (睡虎地, 

秦56), 帛書 (馬王 , 方17), 漢簡  (銀雀山, 282)이며, “忄”의 字形은 

(睡虎地, 日甲112), (馬王 , 五223), (銀雀山, 687) 등으로 두 字形이 비

슷하여 필사자가 오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 ㆍ規: 漢簡本《子張23》“ 見[室家](589: 집안의 좋은 것들을 들여다보며)”

의 “ ”를 喜平本ㆍ敦集本은 “窺”로, 阮元本과 《釋文》은 “闚”로 고 있다. 모두 성

부 “規”를 취하고 있으며 “엿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同音字이다. 589簡의 는 筆

寫 가 “規”를 쓰려고 하 으나, 構件 “夫”와 “矢”의 隸書 字形이 유사하여 오자가 

발생하 다. 構件 “夫”의 隸書 字形을 살펴보면 秦簡 (睡虎地, 效27), 帛書 

23) 이밖에도 構件 肉이 왼쪽에 치하는 “朕” “服”과 아래에 치하는 문자로 나뉘면서 생

겨났으며, 構件 “舟” “丹”이 모두 “月”旁과 혼돈되기 시작했다.

24) 于省吾, 《雙劍彛器郡經新證》,� 社 科學出版社, 1989年,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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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王 , 戰41), 漢簡 (銀雀山, 223)이며, “矢”의 字形은 (睡虎地, 25), 

(馬王 , 方10), (銀雀山, 364)으로 두 字形이 비슷하여 필사자가 오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筆劃誤謬

1) 未ㆍ求: 漢簡本《里仁14》 “未爲可知也.(71: 알려질 만하기를 구해야 한다.)”

의 “未”는 敦鄭本ㆍ敦集本ㆍ阮元本에 “求”라  있으며, 陳斯鵬은 본의 차이로 

생겨난 異體字로 단하 다.25) 반면, 鄭玄의 注, 吐魯番 지역에서 출토된 唐 필

사본은 “求”로 기록하고 있으며, 《集解》는 包咸의 말을 인용하여 “求”로 풀이하고 

있다. 71簡의 “未(아니다)”와 통행본의 “求(구하다)”는 의미 차이가 있으며 漢簡本

은 隸變과정에서 자형이 유사하여 잘못 필사된 것이다. “未”의 기 隸書 字形을 

살펴보면 秦簡 (睡虎地, 秦49), 帛書 (馬王 , 療43), 漢簡 (銀雀山, 

195)이고, “求”의 字形은 (馬王 , 易21), (銀雀山, 51)으로 字形이 유사하

여 필사자가 잘못 썼던 것으로 생각된다.

2) 也ㆍ他: 漢簡本《公冶長5》� “至於也國, 則曰(98: 다른 나라에 이르러서 말하

기를)”의 “也國”은 敦鄭本ㆍ敦集本ㆍ阮元本에 “他邦”으로, 《 10》의 “……它國, 

再拜而……”역시 “他邦”으로 기록하고 있다. “也”는 “어조사”, “他”의 본의는 “它(뱀)”

이므로 의미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漢簡本 “也”는 “它”와 字形이 비슷하여 택한 

것이다. 《公冶長5》, 《 10》에서 “也國”을 “它國“으로 쓴 것 역시 같은 유형의 오

류로 생각된다. 그 로 한  기에 이르면, 구불구불한 것을 형용하는 “逶迤”가 

“委它”, “委佗”, “逶蛇”, “逶迆”, “逶他”처럼 也와 它를 혼용해서 썼던 것을 로 들 

수 있다. 98簡 “也”의 篆 字形은 “ ”, “它”의 篆 字形은 이며, 隸書는 睡

虎地秦簡 (法25)로 두 字形이 비슷하여 필사자가 오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杘ㆍ尾: 漢簡本《公冶長245》 “孰 杘生高直? (102: 가 微生高더러 올곧다 

25) 陳斯鵬, <定州漢簡《論語》校讀 例>, 《簡帛硏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1年, 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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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가?)”의 “杘”는 敦鄭本ㆍ敦集本ㆍ阮元本에 “微”로 기록하고 있으며, 《莊子》

《戰國策⋅燕策》과 《漢書⋅古今人表》에서는 “尾生高”로 기록하고 있다. “尾”와 “微” 

두 자는 同音通假(明母, 微部) 계이지만, 102簡이 “杘”로 필사한 것은 “尾”의 

篆과 隸書 字形이 비슷하여 사용된 訛字이다. “杘”의 자형 篆 , 隸書 (睡虎

地, 日甲64)과, “尾”의 篆 , 隸書 (馬王 , 陰甲194), (銀雀山, 262) 

등을 비교할 때 構件 “毛”와 “木”의 字形이 篆 단계는 달랐으나, 秦簡과 한  

기 隸書 단계에 이르면서 비슷해 졌음을 알 수 있다.

4) 曰ㆍ由: 漢簡本《先進23》 “曰 求也, 可[ 具臣]○. (293: 유와 구는 자리

만 채우는 신하라 할 만한다.)”의 “曰 求也”는 敦集本ㆍ阮元本에 “今由 求也”로 

기록되어 있다. 293簡의 명사 주어로 쓰인 “曰”은 “由”의 訛字이며, 曰과 由의 

篆 자형이 유사하여 생긴 오자이다. “曰”의 자형을 살피면 篆 , 秦簡 (睡虎

地, 秦168), 帛書 (馬王 , 療77), 漢簡 (銀雀山, 1)이며, “由”의 篆 , 

(馬王 , 戰314), (銀雀山, 163)으로 두 字形 모두 隸變 과정에서 생겨난 

필사자의 오류임을 알 수 있다.

5) 君ㆍ居: 漢簡本《憲問44》 “吾見其君(411: 내 그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

았으며)”의 “君”은 敦集本ㆍ阮元本에 “居”로 기록되어 있다. 411簡의 “君”은 “居”와 

字形이 유사하여 생긴 오자로 “君”의 隸書 字形을 살펴보면 秦簡 (睡虎地爲

38), 帛書 (馬王 , 陰甲164), 漢簡 (銀雀山, 146)이며, “居”는 (睡虎地, 

秦83), (馬王 , 陰甲198), (銀雀山, 46)이다. 따라서 이는 두 字形이 유사

하여 생겨난 필사자의 오류이다.

6) 未ㆍ末: 漢簡本《衛靈公16》� “吾未如之何也. (430: 나도 어 할 수 없다!)”의 

“未如之何”는 《子罕24》에는 “無如之何”로, 敦集本ㆍ阮元本에는 “末如之何”로 기록

되어 있다. 末와 無는 모두 부정부사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동의사이며, 430簡의 

“未”과 “末”는 당시 자형이 유사하자 잘못 서사한 것이다. “未”의 篆은 , 隸書 

자형은 秦簡 (睡虎地, 秦49), 帛書 (馬王 , 療43), 漢簡 (銀雀山,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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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으며, “末”의 篆은 , 隸書 자형은 (睡虎地, 65), (馬王 , 戰

276), (銀雀山, 242)으로 두 자는 字形이 상당히 비슷하자 생겨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이상 거론한 서사오류 에서 《先進24》가 “由”를 “曰”로 잘못 쓴 것은 필획을 빠

뜨린 경우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公冶長24》에서 “尾”를 “杘”로 잘못 오인한 것은 

“毛와 “木”의 字形이 혼돈된 構件 오류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隸變 과정에서 字形이 유사하여 발생한 경우로 분석하 다. 한, “它”와 “也”, “羔”

와 “美”, “末”과 “未”는 篆 字形이 유사하기 때문으로 생겨난 오류에 해당하며, 

“艸”와 “竹”, “夫”와 “矢”, “求”와 “未”, “君”과 “居” 등의 들은 隸書의 字形이 유사하

여 생겨난 訛字로 漢代 기 隸書 속에 篆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생

겨난 오류들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 사례 등을 통해 漢簡本《論語》의 필사자의 

문화  소양과 善本여부를 단할 수 있으며, 아울러 篆書와 隸書의 간 서체로 

기록한 漢代 初期 본임을 가늠할 수 있다.

2. 文字 漏落 誤謬

文字 漏落 誤謬는 漢簡本 《論語》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으로, 필사자가 길

이 6.2cm 폭 0.7cm의 짧고 좁은 죽간에 기록하면서 생겨난 경우가 많다. 漢簡本 

문자의 가장 보편 인 락과 생략 방식은 通假字를 량 사용하면서 聲符에서 일

어났는데 이와 련된 내용은 필자가 2편의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다.26) 따

라서 2.2.에서는 필사자의 의도  생략에 의한 문자 상은 배제하고, 무의식 으로 

필획이나 단자를 락한 오류, 필획이 락된 후 本字와 통가 계로 단할 수 없는 

, 심지어 락으로 인해 완 한 자가 될 수 없는 사례를 심으로 분석하 다.

26) 강윤옥, <定州漢墓에서 出土된 竹簡本 《論語》의 諧聲關係 通假字 察>, 《中國文學

硏究》 39집 2010년; 강윤옥, <定州漢墓에서 出土된 竹簡本 《論語》의 非諧聲關係 通

假字 察>, 《中國學報》 62집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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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筆劃  構件漏落

1) ㆍ遠: 漢簡本《衛靈公11》 “人而無 慮. (427: 사람이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다.)”의 “ ”은 敦集本ㆍ阮元本에 “遠”으로 기록되어 있다. 《說文》이나 기타 漢

簡에 “ ” 字는 없으며, 다만, 426簡 “放鄭聲, 遠年人. (426: 정나라 음악을 추방

하며 말재주 있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의 “遠”는 정확하게 필사한 것으로 보아 

“遠”의 일부 필획이 실수로 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2) ㆍ病: 漢簡本《衛靈公18》� “君子 無能, [不 人之不己知也]. (433: 군자

는 무능함을 병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의 “ ”은 敦集本ㆍ阮元本에 “病”으로 기록되어 있다. 433簡 이외의 죽간

에서는 “病”字가 정확하게 서사된 것으로 볼 때 “ ”은 “病”의 필획생략 오류에 해당

한다. 기 한간의 病자를 살피면 (馬王 , 老乙210), (睡虎地, 85), 

(銀雀山532)으로 모두 “=”가 있는 것으로 볼 때 漢簡本 필사자가 신 하지 않았

거나 학문  소양이 낮은 사람이 필사하면서 생겨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3) 子ㆍ孟: 漢簡本《公冶長8》 “子武伯問: 子路仁乎?(맹무백이 물었다. 자로가 

仁합니까?)”의 “子武伯”은 敦集本ㆍ阮元本에 “孟武伯”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에 

해 校注는 “子”가 통행본에 “孟”으로  있다고만 할 뿐 오류 자체에 한 부가 

설명은 없다.27) 漢簡本 “子”의 字形을 살펴보면 “ ”字가 한 칸 크기의 윗부분에 

쓰 으므로 “孟”으로 베껴 쓰려고 한 것을 부주의하여 聲符 “皿”을 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4) ㆍ傰: 漢簡本《公冶長25》� “ 友信之(105: 벗에게는 미덥게 하고)”의 “ ”

은 敦鄭本ㆍ敦集本ㆍ阮元本에 “傰”으로 기록되어 있다. 105簡 “ ”은 “傰”의 構件

“朋”에서 “月”이 락된 것으로, 《說文解字注》는 “傰”을 “倗”의 異體字라 하고 있

다.28) 漢簡本《子路28》의 “倗友’에 해 校注는 《說文》을 참고하여 “ ”은 “傰”의 

27) 河北省文物研究所定州汉墓竹简整理 组, 《定州漢墓竹簡論語》, 文物出版社, 199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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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획이 생략된 것이라 하 다. “ ”은 “傰”의 聲符 構件 에서 “月”이 락된 訛字

이며, 通行本이 傰을 “朋”으로 쓴 것은 通假字를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구건 일부

를 생략한 문자 혼란 상은 隸變 과정에서 자주 일어났으며 馬王  帛書에서 楚

를 (馬王 , 戰070)로 쓴 를 들 수 있다.

5) ㆍ贛: 漢簡本《學而15》 “子 曰(1: 자공왈)”의 “ ”을 敦鄭本ㆍ敦集本ㆍ

阮元本은 “貢”, 喜平本은 “贛”으로 기록하고 있다. 《說文》은 “貢, 獻功也.”, “贛, 賜

也.”로 풀이하 으며, 段注는 “賜의 이름이 子贛이었으나, 子貢이 된 것은 후 사

람들이 고친 것”29)이라고 하 다. 簡의 “ ”字는 《說文》을 근거로 하면 “贛”의 意

符 構件 章이 락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 ”이 漢簡本《八佾17》� 53

簡, 《公冶長14》� 92簡,《雍也28》� 135簡,《子罕6》� 216簡,《子路24》� 354簡, 《憲問1

8》� 381簡, 《憲問37》� 400簡, 《衛靈公9》� 423簡, 《子張22》� 587簡, 《子張23》� 589

簡 등에 여러 차례 사용되었다. 그 다면 子貢의 貢이 漢代 初期에는 意符 構件 

章이 없는 “ ”을 리 사용하다가, 魏의 喜平石經에 이르자 章이 더해져 “贛”字가 

생겨났으며, 당 에 이르면 필획이 간단하고 同音인 貢을 假借한 후 지 까지 사

용하게 된 것으로 발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贛→貢)

6) 此ㆍ紫: 漢簡本《陽貨18》 “惡此之奪朱也, 惡鄭□之乳 也. (533: 나는 자주

색이 붉은색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싫어하고, 정나라의 음악이 아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싫어하며)”의 “此”는 阮元本에는 “紫”로  있다. 《說文》에 “紫, 帛青赤色, 

从糸此聲.”이므로 “紫”는 “此”의 성부자이다. 그러나 竹簡에서 “此”의 자형을 살피면 

“ ”으로 3)의 “ ”字처럼 상단에 한 칸 크기보다 작게 쓰 고 문장에서 “紫”와 “朱”

가 비되어 있다. 따라서 “此”는 “紫”의 意符 “糸”가 락된 오류에 해당한다.

7) 帛ㆍ白: 漢簡本《陽貨11》 “禮云禮云, 玉白云乎哉?(524: 라 라고 하지

만, 옥과 비단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의 “白”은 敦集本ㆍ阮元本에서 “帛”으로 기

록하고 있다. 邱德修는 “帛”과 “白”을 同音通假字로 보았으나30) 문장의 내용으로 

28) “倗, 輔也. 从人,朋聲. 或體傰”

29) 同注32의 283쪽 참고. “端木賜字子贛, 凡作子貢 , 亦皆後人所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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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玉白”은 뒷 구 의 “ 云 云, 鐘鼓云乎哉?”의 “鐘鼓”와 구를 이루고 있

다. 따라서 “白”을 “帛”의 통가자로 해석하는 것보다 524簡은 白의 자형 크기가 

“ ”으로 한 칸 크기의 공간 윗부분에  있는 것으로 볼 때 필사자가 신 을 기

하지 않아 意符 構件 “巾”을 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8) ㆍ鄰: 漢簡本《堯曰2》 “ 內之 胃之有司. (611: 출납할 때에 인색한 것

을 有司라 한다.)”의 “ ”을 阮元本은 “吝”으로, 《泰伯11》의 “使驕且鄰(201: 교만

하고 인색하다면)”의 “鄰”은 敦集本ㆍ阮元本에서 모두 “吝”으로 기록하 으며 “鄰”과 

“吝”은 고문헌에서 자주 同音通假(來母, 眞部)해서 쓰 다. 그러나 201簡의 “鄰”이 

정확하게 서사한 것으로 볼 때 611簡의 “ ”字는 “鄰”의 일부 자형을 실수로 생략

한 자로 생각된다. 張光裕는 “ ”가 “鄰”자의 異體이며, 그 訛變은 고 의 字形

으로부터 해진 것이라고 하 을 뿐 구체 인 설명은 없었다.31) 필자는 611簡의 

“ ”이 “鄰”이 構件 “舛”을 생략했기 때문에 생겨난 訛字로 생각한다. “鄰”의 楚竹簡 

字形을 살피면 (包山21), 秦과 漢의 죽간을 살피면 睡虎地秦簡 (法98), 馬

王 帛書 (周32), 銀雀山漢簡 (582) 등으로 한  서 자형에 이르면 “舛”

이 락된 “ ”로 환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는 字形이 복잡하자 

필사자가 構件 일부를 락시킨 것으로 “舛”을 제외한 나머지 字形은 구성 성분이 

같을 뿐 아니라 包山楚簡의 字形과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馬王 와 銀雀山 漢

簡에도 “舛”이 락된 것을 볼 때 漢簡本《論語》의 필사 연 가 漢代 기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의 사례를 정리하면 漢簡本《論語》의 필획 락은 크게 (1)(2)의 筆劃省略, 

(3)(4) 聲符構件 省略, (6)(7)(8)의 意符構件 省略 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30) 邱德修, <西漢定州《論語》簡新探>, 國立台灣師範大學國文系, 《第二屆儒道國際學術

研討 ―兩漢論文集》, 台北 學書局, 2005 年, 123-150쪽.

31) 張光裕, <讀定州漢墓竹簡《論語》通假字札記>, 《龍宇純先生七秩晉五壽慶論文集》, 台

北學生書局, 2002年, 151-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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篇名 漢簡本《論語》 備注

八佾9
足, 則吾徵之矣｡ (44: 족하

여 능히 할 수 있다.)

徵은 동사 成의 의미로 敦集本ㆍ阮元本

은 吾 다음 能이 있으며, 43簡이 “夏禮

吾能 之”, “殷禮吾能 之”와 비교하면 

44簡에도 能이 있어야 문맥이 통함.

八佾17
[子 去]53 ’(53: 子貢이 

없애다.)

敦集本ㆍ阮元本은“子貢欲去告朔之餼

羊33)”으로 子貢이 양을 버리고자 하므로 

의지를 나타내는 欲이 필요하나 53簡은 

생략됨.

八佾24

從 見之｡ 二三子何患於

喪?(61: 수행자가 뵙게 하자 

그 들은 어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喜平本ㆍ敦集本ㆍ阮元本은 之아래 出曰

이 있으나, 61簡은 락되어 어기가 불

분명함.

里仁14

不患莫己知, 未爲可知也｡ 

(71: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만하기를 구해야 한다.)

敦集本ㆍ敦鄭本ㆍ阮元本과 유사한 내용

의 漢簡本《憲問》� “不患人之不己知, 患

其不能也”은 종속 에 患이 있으나 71簡

은 생략됨. 앞 문장의 향으로 인해 동

사 患이 락된 것으로 추정됨.

公冶長

7

可使治其賦也, 不智其仁也｡ 

求也, [千室之邑]｡ (83: 千

乘의 나라에서 그 軍政을 다

스리게 할 수는 있으나, 仁한

지에 해서는 잘 모르겠다. 

求는 千室의 邑)

敦集本ㆍ阮元本은 “求也” 앞에 “求也何

如?子曰”이 敦鄭本은 “□也何如?”子曰로 

5字가 많으며34) 통행본은 “求也”가 두 

차례 사용되었다. 그러나 83簡에서는 여

섯 자를 락하고 뒷 문장에 쓰인“求

也”부터 기록함.

雍也20
敬鬼而遠之, 可 智矣｡ 

129: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

阮元本은 鬼아래 神이 있으나 129簡은 

락됨. 《論語》는 鬼와 神이(죽은 조상) 

2. 單字 漏落32)

<표1> 單字漏落의 例

32) 이하 도표는 필사자가 문장 中에서 빠뜨린 脫文에 한 정리이며, 무의식 에 생겨난 

락오류 사례이다. 문장 中의 脫文 判斷 기 은 통행본과 서로 조하여 缺字를 찾

았으며, 아울러 락된 자가 없을 경우 문맥이 통하지 않거나 문맥이 설사 통한다 하

더라도 《論語》의 慣例나 上下 문장 해석에 서로 되는 경우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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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智라 할 수 있다.)

복합사로 자주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雍也》의 다른 구 도 “鬼神”인 것을 볼 

때 락으로 추정함.

述而10

用則行, 之則臧｡ 唯](144: 

용되면 통솔하고 놓아두면 

은둔하는 것은 오직)

敦集本ㆍ敦鄭本ㆍ阮元本은 “用之”이며 

“ 之”의 之는 不定形 목 어로, 비된 

문장 형태로 쓰 다. 따라서 144簡은 之

가 誤脫.

述而22

[天] 生德於予, 桓魋其如予

何?(165: 하늘이 덕을 나에

게 주셨으니 환퇴가 나에게 

어  하겠는가?”)

敦集本ㆍ敦鄭本ㆍ阮元本은 天앞에 “子

曰”이 있으나, 竹簡 첫 머리인 165簡에

는 락됨. “子曰”이 락되면 《論語》에

서 孔子의 언행을 기록하는 형식과 부합

하지 않게 됨.

述而32

文幕, 吾猶人也, 躬君子

(182: 문이 남과 같지 않겠는

가? 군자의 도를 몸소 행하는 

것은)

敦集本ㆍ敦鄭本ㆍ阮元本은 躬 아래 行

이 있어 “몸소 실천하다”의 의미이나, 

182簡은 동사 行이 락됨.

泰伯11

如周公之材之美已35), [使驕

且鄰, 其餘無可觀]｡”(201: 

비록 주공처럼 아름다운 재주

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만하

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敦集本ㆍ敦鄭本ㆍ阮元本은 如아래 有가 

있으나, 201簡은 락되어 있다. 如有는 

“만약 ～이 있다 해도”의 용어로 락

되면 語氣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誤脫.

子罕5

天之214 後死 不 於斯

□□, 天之未喪斯文也(215: 

하늘이 …… 뒤에 죽는 사람이 

이 문에 함께하지 못할 것이

다. 하늘이 이 문을 없애려 

하지 않았으니)

敦集本ㆍ敦鄭本ㆍ阮元本은 不아래 得이 

있으나, 215簡은 락됨. 不이 “不得”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後死 가 孔子 

자신이므로 得이 락되면 문맥이 불분

명하게 됨.

先進13

[ ]貫而可, 可必改

作?(276: 옛 것을 그 로 이

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

필 고쳐야 하는가?)

敦集本ㆍ阮元本은“仍 貫, 如之何?何必

改作?”이나, 276簡은  앞에서 仍이 

因이나 襲을 뜻하므로 탈락되면“ 습 로 

하다”는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음.

先進23
 季子然問: “仲由､ 冉求可

[大臣] ?”曰: “吾以子問異

291-293簡은 훼손이 심하며, 잘못 필사

하여 竹簡을 깎아낸 곳도 4곳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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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之問, 增由 求之問 所

大臣○, 以道[事君, 不

可]292[則]止｡ 曰 求也, 可

[ 具臣]○｡”○“然則從之

?”子[曰: “殺]293[父 君], 

弗從也｡”(294: 계자연이 물

었다. “ 유와 염구는 大臣이

라 할 만합니까?” 공자께서 

말 하셨다. “나는 그 가 다

른 것을291 물을 것으로 알

았는데 마침내 유와 구에 

해 묻는구나. 소  大臣이라

는 것은 도로써 군주를 섬기

고, 안되면 멈추는 자이다. 

292지  유와 구는 자리만 

채우는 신하라 할 만한다.” 계

자연이 말했다. “그 다면 따

르기만 하는 자들입니까?”공

자께서 말 하셨다. “아비와 

임 을 시해하는 293일은 

한 따르지 않을 것이다.”)

敦集本ㆍ阮元本과 비교해보면 291簡은 

缺字가 없으나, 그 나머지는 “ ”, “矣”, 

“曰”이 탈락되어 있다. 베껴 쓰다가 잘못

되자 竹簡을 깎아낸 것이며, 첫 번째 

자는 바로 보충해 넣은 흔 이 있으나, 

그 나머지는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크기

가 작고 좁은 竹簡에 공간이 없어 어 

넣지 못했거나, 깎아낸 후 잊고서 다시 

수정하지 않고 둔 것으로 추정된다. 文頭

와 文尾 어조사가 주로 락된 것으로 

볼 때 핵심 어휘가 아니므로 소홀히 한 

것 같다.

顏淵20

“……何如斯 之達矣?……” 

(318: 어떠해야 達한 것이라 

이를 수 있습니까?)

敦集本ㆍ敦鄭本ㆍ阮元本은 斯 아래 可

가 있으나, 318簡은 락됨. “何如斯可”

는 《論語》의 常用語 “可……矣”를 사용

함. 漢簡本《子路20》� “[何如斯]可 之

[士矣]”와 《堯曰2》� “何如斯可以從正矣”

와 비교해도 락을 확인할 수 있으며,

《子路28》의 “何如斯 之士矣”도 可字가 

탈락됨.

子路28

子路問: “何如斯 之士矣?”

子曰: “ , 怡怡如也, 

可359 矣｡ (359: 자로가 

물어 말하 다.” “어떻게 하면 

선비라 이를 만합니까?” 공자

께서 말 하셨다. “간 하고 

敦集本ㆍ敦鄭本ㆍ阮元本은 問 아래 曰

이 있으나 359簡은 락됨. 《論語》의 發

問 慣例를 살피면 한 단어로 질문할 경

우 “曰”을 사용하고, 한 문장을 단 로 

질문하면 통상 “某人問曰” 형식을 사용하

다. 359簡의 “曰”은 “士”라는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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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하게 권면하며 和樂하면 

이를 만하다.)”

두고 한 문장으로 묻고 있으므로 “某人問

曰”을 택하는 것이 례이다. 

憲問15

, 雖]曰不要, 吾弗(377 비

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나, 

나는 …… 않는다.)

敦集本ㆍ阮元本은 要뒤에 君이 있으나, 

377簡은 락됨. 요구하는 상이 魯 襄

公인 君인데, 락이 되면 문맥이 통하

지 않음.

憲問18

壹□天下, 到于今受其賜

(382:  한 번 천하를 …… 

지 까지 그 은혜를 입다.)

敦集本ㆍ阮元本은 “一匡天下, 民到于今

受其賜”로 到 앞에 民이 있으나 382簡

은 락됨. 은혜를 입은 주체가 民이므로 

탈락되면 문맥이 통하지 않음.

衛靈公

24

“於人, 誰毀誰譽?438 也

(438: 타인에 해, 구를 

폄하하고 구를 칭찬하겠는

가?)”

敦集本ㆍ阮元本은“吾之於人也”인데 438

簡은 “於人”으로“吾之” 두 字가 락됨. 

주어가 없으므로 필사자의 誤脫.

季氏8

[不知天命而畏也, 狎大]

人, 聖人之 也 (485: 

천명을 모르니 두려워하고, 

인을 함부로 하며, 성인

의 말 을 업신여긴다.)

敦集本ㆍ阮元本은 而 뒤에 不이 있으나 

485簡은 락됨. 不이 락되면 인과

계가 아니라 순 계가 되어“ 人은 천

명을 모르므로 이를 두려워한다.”로 해석

된다.

季氏13

“ 亢問於伯魚曰: 子亦有聞

乎?”(495: 陳子禽이 백어에

게 물어 말하 다.” “그 도 

들은 것이 있는가?”)

敦集本ㆍ阮元本은 “有” 다음에 “異”가 있

으나, 495簡에는 “有” 다음 한 칸이 띄어

져 있음. 亦 다음의 “異聞”은 남들이 못

들은  다른 가르침을 의미하므로“異”의 

오탈임.

陽貨5

子路不說: “末507 爲東周

乎”(508: 자로가 기뻐하지 않

지 않았다. 아니면 ……동쪽 

주나라를 만들 것이다.)

阮元本은 說 아래 曰이 있으나, 507簡

은 락됨. 曰이 락되면 文意에 향

을 주므로 抄寫 의 誤脫임.

陽貨6

“子曰: 耐五 於天下為仁 .” 

(509: 천하에 다섯 가지를 행

할 수 있으면 인이 실행된다.)

耐는 能의 通假字로 쓰 으며 阮元本에 

“能行”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509簡은 

耐 다음의 동사 行이 락되어 문맥이 

통하지 않음.

陽貨10

子 伯魚: “爲《周南》､ 《召南》

矣乎?(522: 공자께서 백어에

게 말 하셨다.” “《周南》과 

阮元本은 魚 아래 曰이 為 앞에 女가 

있으나, 522簡은 두 字가 락됨. 물론 

문맥의 의미는 통하나, 《論語》의 發語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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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南》을 배웠느냐?)”
例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筆寫 의 誤脫

로 추정됨.

陽貨18

“惡此之奪朱也, 惡鄭□之乳

也” (533: 자주색이 붉은색

의 자리를 빼앗은 것을 싫어

하고, 정나라의 이 음악을 어

지럽히는 것을 싫어하며)

敦集本ㆍ阮元本은  앞에 雅가 있으나 

533簡은 락됨. “雅 ”과 “鄭聲”은 비

되는 개념이므로, “雅”는 필사자의 실수

에 의한 誤脫.

陽貨21

“子三年, 然後免於父[母之]

懷 夫三年之喪, 天下之543

通喪也 予也又三年之愛於

其父母 ” 544(“자식이 삼년

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게 된다. 삼년상은 천

하의 공통된 상인데, 재여는 

삼년의 사랑을 그 부모에게 

받았던가?”)

敦集本ㆍ阮元本은 “子” 아래 “生”, 544

簡의 “母” 아래 “乎”가 있으나, 漢石經과 

543簡은 “乎”가 없음.“子生三年”에서 동

사 “生”이 락되었고, 疑問語助詞 “乎”

가 빠지면 敘述句에 향을 주므로 抄寫

의 실수에 의한 誤脫임. 漢簡本과 喜

平本이 모두 락된 것은 두 본이 같

은 계보일 가능성이 높다.

子張10

“ 而後諫; 未[信, 則]以爲

謗也 ”(579: 뒤에 간해야 

하니, 믿음을 얻지 못하면 비

방한다고 여긴다)

敦集本ㆍ阮元本은 謗 아래 己가 있으며, 

윗 구 의 “厲己(자기를 태롭게 하고)”

와, 아래 구 의 “謗己(자기를 헐 뜬는

다)”가 비되고 있으므로 상 목 어 

己의 誤脫.

子張12
子夏之門 子(581: 자하의 

제자들은)

敦集本ㆍ阮元本은 門 아래 人이 있으나 

581簡은 락됨. 《論語》� 에서 “門人”,

“弟子”, “門弟子”, “ 子”, “門人 子” 등

은 공자 門下生의 호칭인데 “門 子”는 

없으므로, 581간은 “人”의 誤脫.

子張25

陳子禽 子貢: “子[為恭也],

”(593: 진자 이 자공에게 

말하 다.그 가 공손해서)

敦集本ㆍ阮元本은 “貢” 아래 “曰”이 있으

나 593簡은 락됨. 《論語》는 “某人”이 

“某人”의 말을 할 때 “曰”은 常用語로 사

용되는데 락됨.

堯曰2

子張問於子曰: “何如斯可以

從正矣?”(604: 어 해야 정

사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校注는 阮元本ㆍ皇本ㆍ高麗本에는 “問” 

다음에 “政”이, “於” 다음에 “孔”이 있다고 

하 으나 603簡은 두 자 모두 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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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重文符號 漏落

甲骨文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重文符號(=)는 서사의 편리함 때문에 秦漢時

期에 이르면 그 용법이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발 하 으나,36) 漢簡本《論語》

는 크기가 작은 竹簡에 기록하면서 공간의 제약을 받아 重文符號도 자주 漏略하

다. 그 결과 2.2.2에서 살핀 것처럼 필사자는 문자 보충도 잊었고 整理 들 조차 

釋하면서 省略된 文字를 복원하지 않기도 하 다. 그 결과 교감 작업에서도 

락되는 脫文 상이 생겨났는데, 그 를 살피면 :

33) 告朔이란 연말에 천자가 다음 해의 책력을 제후들에게 나 어주면 제후들이 이를 받아 

선조의 종묘에 보 해 두었다가 매월 하루에 양을 희생으로 삼아 종묘에 고하던 의

식이며, 餼羊은 희생으로 쓰는 양이다. 魯 文公때부터 朔을 고하지 않기 시작하 고, 

定公과 哀公때 와서 이 가 사라졌으므로 자공이 羊을 없애려함.

34) “不知其仁也”는 子路가 이제 더 이상 仁하지 않은지를 묻는 孟武伯의 말에 孔子가 

답하는 것이므로, 논리상 뒤에 “求也” 등의 문구가 올 수가 없다. 

35) <《漢简本》과 통행본《论语》의 语助词 사용 차이 비교표>

篇名 漢简本 
통행본

阮元本 敦政本 敦集本

爲政23 十世可智 (33) 也 - -

里仁6 我未見力不足也(65)

泰伯12 三年學, 不[至於穀, 不易得已 (202) 也 也 -

子罕6 夫子聖 耶 (216)

先進25 雖赤則非國耶 (309) 也 也 -

子路9 溉富 (332) 矣 矣 矣

衛靈公12 已矣夫!吾未見好德]如好色 乎(428) 乎 -

衛靈公31 學矣, 食在其中○｡ (445-446) 也 -

陽貨6 耐五 於天下爲仁 (509) 矣

陽貨18 惡利口[之覆…家也](533-534) -

陽貨21 三年之喪, 其已久乎｡ (539) 矣 矣

陽貨24 賜也…惡也?(551-552) 乎 乎

子張21 君子之過也, 如日月之食也｡ (586) 焉 -

36) 單字와 多字 복 외에 한 자가 여러 자를 복해서 쓰는 경우, 한 개의 重文符號

로 앞 두 자를 첩하는 경우, 자를 건 뛰면서 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으

로 나타났다. 구체  사례는 강윤옥, <출토문헌에 나타난 고 한어 文章符號사용법의 

기원과 변화에 한 통시  고찰>, 《 국문학연구》� 제42집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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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漢簡本《八佾21》� “[哀]公問主於 我. 曰” (55: 哀公이 宰我에게 社에 

하여 물으니, 답하기를)의 “宰我”는 敦鄭本ㆍ敦集本ㆍ阮元本을 살피면 “ 曰” 앞

에 “宰我” 두 字가 더 기록되어 있다. 통행본과 서로 비교하면 重文符號가 락되

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한  기에 사용된 원본이 “宰我”를 복하지 않았을 가능

성도 배재할 수 없다.

2) 漢簡本《季氏5》� “[ 節禮,]□□之善, 477 [賢]友, 益矣. 驕, [失游]” 

(478: 악의 차를 분별하기를 즐거워하며, 선함을 즐거워하며, 어진 벗이 …… 

유익하고, 교만과 방자함을 좋아하며, 편히 노는 것을 좋아하며)의 敦集本ㆍ阮元本

은 “禮” 다음에 “ ”이 있고, “驕” 다음에 “ ”이 있다. 그러나 477簡과 478簡은 “驕

”으로 두 자 없이도 문맥이 통하기 때문에 필사자가 重文符號를 誤脫한 것으

로 생각된다.

3) 漢簡本《季氏14》� “國君之妻, 君稱之曰夫[人, 自] ” “(500: 임 의 아내는 

임 이 일컬어 부인이라고 말하고, 스스로)”는 敦集本ㆍ阮元本에 “邦君之妻, 君稱

之曰夫人, 夫人自稱曰 童.”으로 500簡은 釋文을 하면서 “夫人”을 복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교감에서도 락된 자에 한 구체  설명이 없다. 重文인데 符號

가 락되어 있는 , 완 한 竹簡이 21자인데 “夫人”을 빼면 죽간 1매의 자수가 

채워지지 않는 을 고려할 때 필사자가 重文符號를 誤脫한 것으로 추정된다.

4) 漢簡本《陽貨6》� “[子]張問仁於子. 子曰: 耐五 於天下為仁 .”(509: 자장이 

공자에게 仁에 해 묻자, 공자께서 말 하셨다. “다섯 가지를 천하에 행할 수 있으

면 仁이 된다.”)는 敦集本ㆍ阮元本을 살피면 “於子”와 子曰의 “子” 앞에 “孔”字가 

있는 반면, 509簡은 “孔”字가 두 곳 락되어 있다. 문장에서 “子”가 “問仁於子의 

목 어이며, 뒷 문장에서는 주어로 쓰 기 때문에 문부호가 없으면 문맥이 통하

지 않으므로, 필사자가 重文符號를 誤脫한 것으로 생각된다.

5) 漢簡本《陽貨20》� “儒悲欲見[孔子, 子辭以疾].”(538: 孺悲가 공자를 뵙고자 

했으나, 공자는 병을 이유로 사양하 다.)의 “孔子, 子”는 “敦集本ㆍ阮元本을 살피

면 “子” 앞에 “孔”字가 있다. 다른 漢簡本 문장 속에는 “孔子”의 호칭이 종속 에서 

생략된 가 없으므로 538簡은 重文을 사용해야 하는데 부호가 생략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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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文字倒置 誤謬

1) 漢簡本《雍也17》� “人生之也直, 亡生也幸而免也.”(126: 사람이 살아가는 이

치는 곧음이니, 곧지 않으면서도 생존하는 것은 요행히 모면한 것이다.)의 “生之”는 

敦集本ㆍ阮元本에 “人之生也直, 罔之生也幸而免.”으로 기록되어 있다. 126簡은 

혹자는 “곧은 사람이 산다는 것”으로, 혹자는 “사는 것이 곧다”는 의미로 지 까지 

해석 논란이 많았던 문장이다. 陳斯鵬은 지 까지 통행본에 기록된 “之生”이 “罔” 

아래에서 구를 이루고 있었으나 竹簡本의 출토로 “生之”로 교정이 가능하게 되었

다고 하 다. 따라서 “亡”이 禁止를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漢簡本으로 통행본을 교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37) 그러나 “人之生”과 “亡生”이 어조사 “也” 앞에 쓰여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漢簡本 순서로 해석하면 오히려 문의가 잘 드러나지 않으

므로 도치 오류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2) 漢簡本《雍也24》의 “仁 , 唯告之曰, 井有仁 焉. 其從也之?”(131: 仁 가 

와서 말하기를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릅니까?)의 “也之”는 “阮元

本에 “之也”라  있다. 131簡의 “告之曰”의 “之”가 “有仁 ”을 받는 명사이고 

“其從也之”의 “其”는 “仁 ”를 받기 때문에 “也之”는 어기사와 사 “之”가 도치된 오

류라고 할 수 있다.

3) 漢簡本《季氏6》� “ 之及而 之.(479: 아직 말하지 않아야 하는데 말하는 

것을)”의 “之及”은 敦集本ㆍ阮元本에는 “ 未及之而 之躁”로 기록되어 있다. 

479簡의 “ 之及”은 다음 구 에서 “ 之”로 세 차례나 등장하고 있으므로 도

치된 오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4. 상하문장의 干涉에 의한 誤謬38)

1) 漢簡本《述而27》� “多聞, 擇其善而從之; 多聞而志之, 智之次也.” (173: 많이 

들어서 그 좋은 것을 택하여 쫒으며, 많이 보고 기억함이 아는 것의 다음이 된다.)”

37) 陳斯鵬: <定州漢簡《論語》校讀 例>, 386.

38) 본고에서 말하는 上下文의 範圍란, 같은 章의 上下 몇 구  외에, 論語 체에서 자

주 사용하는 상용어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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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번째 문장 “多聞”은 敦集本ㆍ阮元本에는 “多見而識之”로 기록되어 있다. 공

자가 앎의 두 가지 방법 “多見”과 “多聞”을 제시한 것으로 듣고 난후 보는 행동이 

論語의 일반  서술방식인 것을 고려하면, 173簡은 필사자가 앞 문장 “多聞”에서 

향을 받아 뒷 문장에서 다시 한 번 “多聞”을 반복한 오류에 해당한다.

2) 漢簡本《述而37》의 “ 曰: 溫而厲, 而 (189: 왈,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시

며, 엄이 있으면서도)”의 曰은 敦集本 “子曰溫而厲”, 敦鄭本 “子溫厲”, 阮元本 

“子溫而厲”으로 고 있다. 이와 련하여 《釋文》은 “‘子’로, 다른 본에는 ‘子曰’로 

 있다.”로 기록하고 있다. 189簡은 “子曰”에서 “子”가 훼손되고 “曰”만 남아 있

으나, 공자의 성품에 한 제자들의 평가이므로 “曰”이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釋

文》이 “子曰溫而厲”로 시작한 문장은 “曰”이 첨가된 오류이며, 《釋文》이 ‘子曰’을 기

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漢簡本이 漢代만 통행된 것이 아니라 후 에도 

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3) 漢簡本《子罕22》 “[此亦不可畏也.](236: 그 한 두려울 것이 없다.)”의 “不

可”는 敦鄭本ㆍ敦集本ㆍ阮元本에 “不足”으로 기록하고 있다. 236簡이 “不可畏”라

고 고 있는 것은 필사자가 앞 문장 “後生可畏”의 향을 받아서 생겨난 오류로 

본다.

4) 漢簡本《先進7》 “ 從大夫之後也, 吾不可 (268: 부의 뒤를 따르기 때문

에 ……내가 할 수 없어서이다.)”의 “吾不可 ”은 阮元本을 살피면 “以吾從大夫之

後, 不可徒行也.”로 종속 에 “吾”가 없다. 268簡의 “吾” 는 주 에 있는 吾의 향

을 받아 종속 에 불필요하게 첨가된 이다.

5) 漢簡本《憲問5》 “仁 必有勇, 有勇 (365: 인한 자는 반드시 용기가 있지

만, 용기가 있는 자가……)”의 “有勇 ”는 敦集本과 阮元本을 살피면 “勇 不必有

仁”으로 “有”가 없다. 365簡의 “有勇 ”는 “仁 ”와 比되는 문구가 아니므로 “有”

字는 앞 문장 364簡의 “有 ”의 향을 받아 첨가된 文字 誤謬에 해당한다.

6) 漢簡本《憲問22》 “ 夫二三子!”(388:  3명의 부는)의 “二三子”는 敦集

本과 阮元本에 “三子”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해 교감자는 皇本ㆍ高麗本ㆍ唐石

經에 “二”가 있다고 하 으나39), 《釋文》을 살펴보면 본래 “二三子”로 쓰이기도 하

39) 同注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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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잘못된 것이다.”라고 오류를 밝히고 있으며, 389簡의 나머지 문구 세 곳에 쓰

인 호칭이 “三子”(魯의 三桓인 季孫, 孟孫, 叔孫)이므로 “二”가 첨된 오류가 발생

한 것이다. “三子”는 漢簡本《論語》� 에서 제자를 면 에 두고 부르던 호칭으로 

《論語》의 常用語이며, 《八佾24》, 《述而23》, 《先進10》, 《陽貨4》� 等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상 거론한 誤類의 例는 上下 문장의 간섭으로 발생한 첨가와 도치들이다. 특

히 《釋文》에 189簡의 “子曰”이나 388簡의 “二三子”와 같이 漢簡本 《論語》에서 발

생한 오류가 기록된 사실은 이 본이 漢代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 뿐만 아니라, 中山懷王 劉修 소유의 필사본들이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던 것 외

에, 民間에서도 일부 유통되어 후  본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漢簡本《論語》文字 誤謬 발생의 원인

商代의 文字를 수록한 《甲骨文編》40) 2,117字, 周代 文字를 수록한 《金文

編》41) 1,894字가 《說文解字》에 이르면 9,353字로 크게 불어난 것처럼 漢代에 

이르면 국 문자는 서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수량도 

크게 증가 하 다.

漢簡本 《論語》역시 문자 오류가 량 발생한 원인을 한자가 불어난 과정에서 찾

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論語》는 春秋戰國시기에 제작되었으며 당시는 한자의 

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身兼數職”이라 하여 한 자가 둘 는 여러 가지 의

미를 겸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차츰 후기자가 생겨나게 되었으

며, 량의 同音字와 異體字가 생겨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 다. 漢簡本《論語》가 

행본 내용의 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700여 곳에서 행본과 

서로 다른 자가 확인되었으며, 異文이 체 자 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분량

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註15 參 ) 뿐만 아니라, 《魯論》� 《古論》� 《齊論》이 

40) 孫海波編 商承祚校, 《甲骨文編》, 中國社 科學院, 1934년 初版.

41) 容庚編, 《金文編》, 中國社 科學院, 1959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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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유행되던 시기에 漢簡本《論語》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련 문헌들을 인용하

고, 戰國과 秦의 文字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량의 略字ㆍ脫字ㆍ誤字가 생겨나게 

되었다.

둘째, 한자 字形의 변화발 으로 인한 오류 발생을 들 수 있다. 국문자는 戰

國, 秦漢시기를 거치면서 大篆에서 篆으로, 篆에서 隸書라는 격한 字形변

화를 거친 후 오늘날 공식서체인 楷書로 발 하 다. 漢代 기에 필사된 漢簡本

《論語》� 속에는 隸變으로 인한 과도기  문자 오류 상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는

데, 본고의 2.1.에서 분석한 구건과 필획 오류가 그 에 해당한다. 특히 “它”와 

“也”, “羔”와 “美”, “末”과 “未”는 篆字形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서사하면서 생

겨난 문자 오류에 해당하며, “艸”와 “竹”, “夫”와 “矢”, “幸”과 “辛”, “求”와 “未”, “君”

과 “居”, “由”와 “曰”, “尾”와 “杘”, “桴”와 “泡” 등은 두 문자의 隸書 字形이 유사하여 

생겨난 訛字이다. 隸變으로 인한 자형의 극심한 변화 때문에 유사한 자는 필사하면

서 쉽게 혼동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漢簡本《論語》가 篆

과 隸書의 간본 서체로 기록한 漢代 기 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篆의 자형이 서로 환되는 과도기  시기에 기록된 본이라

고 할지라도 문자의 락과 오류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필사하면서 참고한 

원본도 그다지 우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竹簡 필사자나 승자의 교육 정도, 문화  소양, 용자 습  등이 문자 오

류발생의 직  원인이 되었다. 승자라 함은 《論語》를 수자한 사람으로, 이 에

는 학습자 필사자 인용자가 모두 포함되며, 문자 오류는 한자 사용과정에서 발생하

는 상으로 《論語》를 베껴 쓰고, 인용한 것 모두 사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

용자의 문화  소양은 문자 기록 작업에 제약이나 향을 미쳤는데 漢簡本《論語》

에 존재하는 문자 오류를 이미 살펴보았다. “傰”을 “ ”으로, “遠”을 “ ”으로, “病”을 

“ ”으로, “帛”을 “白”으로, “鄰”을 “ ” 등이 자가 성립되지 못할 정도 으므로 善

本이라 말하기 어려우며 필사자의 문화  소양도 낮다고 단할 수 있다. 심지어, 

《先進》篇에 오자를 수정하기 해 깎은 흔 은 있으나 문자를 정정하지 않고 빈 칸

으로 비워둔 사례를 통해 필사자의 소홀함, 직업의식, 책임감이 결여된 태도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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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자를 발생하게 하 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서사재료나 서사수단도 문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국의 

활  인쇄는 隨, 唐 에 비로소 사용되었고, 그 이  본들은 모두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이다. 문헌을 필사할 경우 서사자의 문자 선택 행 가 본의 가치에도 

향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필사자의 문화  소양과 용자 습 , 필경하면서 마

음을 쏟는 정도에 따라 옥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혹자는 古字를 사용하여 문자의 

기원을 요시하고, 혹자는 後起字를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

며, 혹자는 서사자가 간략한 필획을 사용하여 생략하는 것을 좋아한 나머지 문자 

오류가 발생하는 직  원인이 되었다. 특히 漢簡本《論語》의 서사수단이었던 휴 용 

竹簡은 특히 《春秋》나 《周禮》에 비해 크기가 작았으며 유 하기 쉬운 문고 으로 

작은 크기의 竹簡에 20자를 기록하면서 필사의 공간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오자ㆍ

탈자가 더욱 많이 발생하 다.

다섯째, 漢代는 古書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高價이었기 때문에 일반 학습자들은 

주로 입으로 하면서 학습하 으며, 음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依聲託事”의 습 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문자 오류 상은 通假字의 성부 생략에서 주로 나타났으

며, 同音字를 기록하면서 옳은 자를 기록하지 못한 것도 訛字가 량 생겨나는 

원인이 되었다. 漢簡本《論語》에 300여 차례 사용된 通假字가 이 사실을 변하고 

있으며, 本字를 직  찾아서 사용하려는 노력이 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자오류가 

더 많이 발생했던 도 함께 알 수 있다. 특히 진한 죽간에 通假字가 증하 는데 

이는 변의 자형이 의미 기능을 잃자 표음기능을 가진 通假字를 선택하면서 발생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  기에 기록된 《論語》도 암송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通假字로 인한 문자오류가 량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문자 오류 발생의 주된 원인이 문자 서체 발  과정, 필사자의 수 , 학

술 계 라면 사회 정치  문제는 간  요인이 되었다. 漢簡本《論語》역시 焚書의 

災難 즉, 사회정치  원인으로 인하여 戰國시  기록된 서 이 소실될 수밖에 없었

고, 유가의 사상을 이념으로 삼은 漢代 왕실의 노력으로 복원된 것이다. 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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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文經 학자들은 獻書의 방식과 구 된 문헌을 수집하고 정리하 으며, 방필사

본 漢簡本《論語》역시 분서의 향을 받은 후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漢簡本《論語》

는 漏落, 倒置, 상하문장의 간섭으로 인한 첨가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 없

었다.

Ⅳ. 맺는 말

漢簡本《論語》는 가장 이른 시기 실물 본으로 李學謹, 陳東, 李若暉, 唐明貴 

등의 학자들에 의해 그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아 왔다. 한, 필자의 연구를 통해서

도 竹簡本《論語》가 《魯論》에 한 문자 흔 들을 담고 있고, 三體石經《論語》이나 

敦煌本 《論語》와는  다른 문자들을 수록하고 있어, 그간 논쟁이 되어 왔던 《魯

論》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죽간에 수록된 문자 오류분석을 심으로 漢簡本《論語》의 

미흡한 들을 살펴보았으며 竹簡 정리자의 釋文, 校勘이 가지는 문제 도 함께 

짚어 보았다. 이하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漢簡本《論語》의 문자 誤謬는 2.1.과 2.2.에서 살핀 것처럼 隸變과 필사한 

사람의 학문과 문화  소양이 향을 미쳐 오자가 생한 가 많다. 필사자가 漢代 

기 隸書로 필사하면서 篆의 향을 받아 문자 오류가 발생하 으며(“它와 “也, 

“末”과 “未” 등), 隸書의 字形이 유사하자 (“艸”와 “竹”, “夫”와 “矢”, “求”와 “未”, “君”

과 “居” 등) 訛字가 생겨났다. 락의 는 2.2.의 표1을 통해 정리하 으며, 도치

와 문부호 상하문장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의 를 2.3.와 2.4.에서 정리하 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漢簡本《論語》가 필사할 때 상으로 삼은 원본이 수  

높은 隸書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篆書와 隸書의 간 형태로 기록하 으며, 이 

사실로 漢簡本《論語》가 서사된 시 을 한  기로 볼 수 있는 요한 근거 자료

가 되어 주었다. 한, 문자 오류가 다양하고 많은 것을 볼 때, 평소 《論語》를 즐

겨 읽던 中山懷王 劉脩가 직  구매한 본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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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휴 를 한 문고 이자 암송용으로 만들어진 크기가 작은 본이기 때문

에 락 오류가 더욱 많았으며, 그 결과 漢簡本《論語》의 본이 낮게 평가될 수밖

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先進》편에 오자를 수정한 흔 이 있으나 문자를 빈 

칸으로 비워둔 사례는 필사자의 소홀한 태도와 책임감이 결여된 면모를 살필 수 있

다. 이러한 사례들 한 中山懷王 劉脩가 직  구매한 본은 아니었다고 단할 

수 있다. 한 189簡의 “子曰”에서 “子”가 훼손되고 “曰”만 남아 있으나, 《釋文》에 

의하면 “子曰溫而厲”로 시작하는 문장은 “曰”이 첨가된 오류라고 하고 있다. 《釋文》

이 오류에 해당하는 ‘子曰’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漢簡本《論語》가 漢

代만 통행된 것이 아니라 당 까지도 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漢簡本《論語》는 정리자가 釋文과 校勘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오류가 상당

히 많다. 두 가지 사실만 언 하면 《季氏》� 497簡에서 釋文은 “ 而學詩也. 日, 有

獨立, 鯉趨而過庭.……”라 하 고, 교감에서는 “也, 今本無”, “통행본은 ‘日’ 앞에 

‘他’가 있다.”고 하 다. 이 문장은 “……鯉 而學詩. 他日又獨立, 鯉趨而過庭.……

鯉 而學禮. 聞斯二 .”로 “詩” 다음에 구두 을 어야 하고, “也”는 문자 오류 

상이므로 “他”로 읽어야 한다. 즉, “他”는 “它”의 후기자로 통행본 《 黨》篇 “他邦”이 

漢簡本에서 “它邦”으로 쓰인 것이 그 이다. 한, 498簡을 보면 “ 不學禮, 無

以立也. 鯉[ 而學禮. 聞斯二 ].”로 “鯉 而學禮” 다음에 “也”가 없기 때문에, 

497簡의 “詩” 다음에도 없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이 밖에도 《經典釋文》의 자료를 

인용할 때도 정리자는 락한 내용이 있다. 를 들어 漢簡本《論語》의 37쪽의 주

석21, 41쪽의 주석10, 47쪽의 주석3과 12 등이 모두 黄焯의 《經典釋文彙校》와 

조하면 락된 내용이 발견되기 때문에 정리자의 연구 성과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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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定縣 漢墓40號 出土 《論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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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e Han bamboo-slip Analects of Dingzhou was excavated from 

the tomb of Liu Xiu, the King Huai of Zhongshan in 1973, and it 

is appeared by Wen Wu publishing house in 1997. Because it is 

the earliest handwritten copy, so it has attracted notice of many 

scholars. Han bamboo-slip Analects of Dingzhou was handwritten 

during the period a little before Liu Xiu was buried. The original 

draft of the Han bamboo-slip Analects of Dingzhou should be 

handwritten at the time, earlier than Qi Version, Lu Version, and 

Old Version. However, the chapter and structure of Analects are 

not similar to it’s present-day versions, are different in many 

words. These differences maybe derive from transcribing. Because 

of the Han bamboo-slip Analects of Dingzhou should be 

aword-of-mouth version. So this paper analysis error scripts on 

the Bamboo-slip Analects Version discovered in a Han-Dynasty 

Tomb in Dingzhou. 

【主題語】

Dingzhou, Bajiaolang, bamboo-slip of Han-Dynasty, Analects, Scripts of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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