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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史記≫는 중국의 고문헌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편폭과 글자의 수량
등 규모면에서 史書 가운데 최고이며 二十四史를 대표한다. ≪史記≫에 사용
된 언어의 특징은 ≪尙書≫≪左傳≫≪論語≫≪孟子≫≪國語≫≪全國策≫과
일맥상통하여 상고시기의 언어응용 현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통계에 따
르면 ≪史記≫130권에 사용된 글자 수가 572,864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
용된 單字가 4,932자이며, 1000회 이상 사용된 글자는 115자이다1).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듯이 ≪史記≫에 드러난 언어현상의 특징은 반복 사용
이다. 단순하게 동일한 뜻으로 반복 사용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동음가
차의 통가 현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史記≫에 사용된 통가자
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필자가 三家注의 주석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통가자 자
전 등에 근거하여 낸 통계로는 대략 500여자에 달한다. 아울러 500여자의 통가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2010년도 HYU연구특성화사업으로 지원받아 연구되었음.(HYU/
2010/T)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李波 ≪史記字頻硏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6, 39쪽.

180

≪中國文學硏究≫ㆍ제41집

. <伍子胥列傳>의 구절을 통해 가장 대표적

현상이 보여주는 내용도 다양하다

.

통가 내용을 살펴보자

使者捕伍胥. 伍胥貫弓執矢嚮使者, 使者不敢進, 伍胥遂亡
- ≪集解≫ 貫, 烏還反
- ≪索隱≫ 劉氏音貫爲彎. 又音古患反. 貫謂張滿弓

≪集解≫와 ≪索隱≫의 주석에 따르면 ‘貫’은 ‘彎’과 독음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索隱≫에서 먼저 자음을 설명하고 뒤이어 ‘활을 당기다’라고 뜻을
설명하고 있다. 즉, 주석을 통해서 ‘貫’은 ‘彎’을 동음가차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에 今貫行而毌廢矣(현재에는 貫을 쓰고 毌는
사용하지 않을 따름이다) 라고 한 것에 따르면 ‘貫’과 ‘毌’가 본래 같은 글자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說文≫에서는 毌, 물체를 꿰다(穿物持之也) ,
貫, 돈을 꿰는 줄이다. 毌와 貝를 구성요소로 한다(錢貝之貫. 從毌貝) 라고
풀이하였는데, 결국 ‘貫’은 돈을 꿰는데 사용하는 줄을 말하고, ‘毌’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명사와 동사라는 품사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平淮書>
의 京師之錢累巨萬, 貫朽而不可較 구절에 보이는 ‘貫朽’는 바로 돈을 꿰는
줄이 모두 썩어서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결국 <伍子胥列傳> ‘貫弓’의 ‘貫’은 本
義, 引伸義와 모두 관계가 없고, 단지 동음이기 때문에 빌려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2). 사기의 통가 용례는 자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의의 대응과도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용례가 본자와 가차자의
일대일 대응이며 그 밖에도 일대 다수의 경우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葆’는 ≪說文≫에서 盛貌(풀이 무성하게 자란 모양) 이라고 풀이하
였고, ≪太平御覽≫권994에 인용된 ≪通俗文≫에서도 草盛曰菶, 生茂曰葆
2) <陳涉世家>에서는 賈誼의 ≪過秦論≫을 인용하여 胡人不敢南下而牧馬, 士亦不敢貫弓
而報怨 이라고 하였는데 ≪索隱≫에서는 貫音烏還反, 又如字. 貫謂上弦也 라고 주석
하였다. 즉, ≪索隱≫에서는 <伍子胥列傳>의 경우와 마찬가지 독음을 통해 낱말의 뜻을
설명하였는데, 단지 동음자인 ‘彎’으로 주음을 하지 않고 반절을 사용한 차이가 있을 뿐
이다. 又如字 라고 주석한 것은 古患反 과 음과 뜻이 같음을 설명하고 있다. 賈誼의
문장 인용은 <秦始皇本紀>, ≪漢書≫, ≪文選≫등에서도 인용되어있는데 모두 彎弓 으
로 쓰고 있는데, 이러한 용례들이 바로 ‘貫’이 ‘彎’의 가차된 글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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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葆’의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史記≫에
서는 종종 ‘葆’를 가차자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인용된 것을 보면

<留侯世家> 後十三年, 從高帝過濟北, 果見俗城山下黃石, 取而葆祠之
◎ ≪集解≫ 史記珍寶字皆作葆
<樂書> 靑黑緣者, 天子所葆龜也
◎ ≪索隱≫ 葆與寶同. 史記多作此字
<魯周公世家> 無墮天之降葆命

<留侯世家>의 구절은 ≪漢書≫에서 ‘寶’자를 쓰고 있고, <樂書>의 구절은
≪禮記ㆍ樂記≫의 구절과 완전히 동일한데 다른 점은 <樂記>에서 ‘寶’자를 쓰
고 있다. 또 <魯周公世家>의 구절은 ≪尙書ㆍ金縢≫편의 문장으로 ‘寶’자를
쓰고 있다. 따라서 ≪集解≫와 ≪索隱≫의 주장이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음 측면에서 보면 ‘葆’와 ‘寶’는 ≪廣韻≫에서 모두 博抱切’로 幫母幽部 에
속하는 동음통가자이다. 또 다른 특징적인 용례는 본자가 다의사로 사용된 경
우이다. 즉, 표면적으로 보면 가차자와 본자가 일대일 대응관계이지만 그 나타
내고 있는 구체적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適’=‘敵’의 용례가
≪史記≫에서 4차례 보이는데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서로 통용되고 있다.
① <李斯列傳> 子嬰立三月, 沛公兵從武關入, 至咸陽, 羣臣百官皆畔, 不適
① -a ≪集解≫ 適音敵
② <田單列傳> 夫始如處女, 適人開戶;後如脫免, 適不及距
② -a≪索隱≫ 適音敵
③ <范雎列傳> 穰侯使者操王之重, 決制於諸侯, 剖符於天下, 政適伐國, 莫敢
不聽
③ -a≪集解≫ 政適音征敵
④ 勃以中涓從攻胡陵, 下方與. 方與反, 與戰, 却適.

①의 ≪集解≫ 풀이에 따르면 ‘適’은 ‘敵’의 가차자임
을 알 수 있다. ‘適’과 ‘敵’은 성부가 서로 같은 ‘定母錫部’로 서로 통가할 수
있다. 그러나 ‘敵’자의 경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문장에
서는 ‘(적을)저지하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②③④의 경우는 모두 ‘적
위의 예를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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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 전체에 사
용된 통가용례는 매우 다양하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와 같이 ≪史記≫ 전체에 사용된 통가현상을 동일 현상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국 적군 또는 적 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그 용례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고대 문헌의 정리 작업에 있어 통계적 근

.

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Ⅱ. 同音通假
1. 상고음의 聲母와 韻母 동일
1) 累

↔櫐

<仲尼弟子列傳> 孔子曰長可妻也, 雖在累紲之中, 非其罪也.
謹案: <仲尼弟子列傳>의 원문에서는 공자는 일찍이 ‘공야장은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죄를 지어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集解≫에서는 공안국은 ‘累’란, 검은 새끼줄이며, ‘紲’는, 매어져
있다는 뜻임으로, 죄인을 구속하다는 것을 의미한다(孔安國曰累, 黑索也, 紲,
攣也, 所以拘罪人) 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仲尼弟子列傳>의 ‘累’는 ‘구금하
다’ ‘죄인을 가두다’ ‘죄수를 묶다’는 뜻의 ‘櫐’를 가차한 것이다. ‘累’와 ‘櫐’의 상
고음은 ‘微來’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累’와 ‘櫐’는 통가관계
로 볼 수 있다.
2) 鄙

↔

否

<五帝本紀> 鄙悳忝帝位
謹案: <五帝本紀>의 원문에서는 신들은 덕행이 미천하여 제왕의 지위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正義≫에서 신들은 미천하여 덕이 부족
하여, 천자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제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鄙俚無德, 若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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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天子事, 是辱帝位) 라고 풀이하였다. ‘鄙’는≪說文≫에 ‘오백가구를 일컫는
단위’로 풀이하였는데, ≪正義≫에서는 ‘미천하다, 악하다’는 의미의 ‘否’자를 가
차하였다. ≪尙書ㆍ堯典≫의 ‘否德, 黍帝位’句가 동일한 예라 할 수 있다. ‘否’
와 ‘鄙’의 상고음은 ‘之幇’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否’와
‘鄙’는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2. 상고음 韻母 같고 聲母 다른 경우
1) 疊韻 +旁紐

① ↔
徇

濬

<五帝本紀> 弱而能言, 幼而徇齊
謹案: ≪索隱≫에서 ≪공자가어≫와 대성의≪예기≫에서는 모두 ‘叡齊’라
고 쓰고 있는데, 다른 판본에서는 ‘慧齊’라고 쓰기도 한다. ‘叡’와 ‘慧’는 모두
지혜롭다는 뜻이다. 사마천은 대성의 ≪예기≫에 근거하여 기록하였다. 오늘날
통행본에 ‘徇’자로 쓴 것은 없다. 옛 판본 사기 에서도 ‘濬齊’라고 쓰고 있다.
따라서 ‘徇’으로 ‘濬’자를 가차하여 사용한 것 같다. ‘濬’는 지혜가 깊다는 뜻이
다. 뜻 역시 서로 통한다.(孔子家語及大戴記並作叡齊, 一本作慧齊.叡,慧皆智
也.太史公採大戴禮而爲此紀, 今彼文無作徇者. 史記舊本亦有作濬齊. 蓋古字
假借徇爲濬,濬,深也, 義亦並通) 라고 하였는데, 어느 시기의≪史記≫부터
‘徇’자로 ‘濬’를 가차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당 이전의 복잡한 문자사용 상황을
엿볼 수 있다. ‘徇’은 ≪說文≫에서 ‘彳+勻’자로 쓰고 ‘순행을 나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索隱≫에서는≪史記≫고본에 근거하여 ‘영민
하다’는 뜻의 ‘濬’자를 가차하였다. 즉, ‘徇齊’는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뜻한
다. 또한 ‘徇’의 상고음은 ‘眞邪’이고 ‘濬’의 상고음은 ‘眞心’이다. 상고음 ‘徇’과
‘濬’은 운모가 첩운이고, 성모는 旁紐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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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招

韶

<五帝本紀> 於是禹乃興九招之樂
謹案: <五帝本紀>의 원문에서는 이에 우는 구초라는 악곡을 짓고 라고 풀
이하였는데, ≪索隱≫에서는 招자의 음은 ‘韶’로 읽는다. 바로 舜 임금 시대
의 음악인 簫韶를 의미한다’(招, 音韶, 卽舜樂簫韶) 라고 하였다. ‘招’는≪說
文≫에서 ‘(손으로 사람을) 부르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五帝本紀>의 ‘招’
는 舜의 덕을 칭송한 ‘韶樂’의 ‘韶’로 가차하였다. ‘招’의 상고음은 ‘宵章’이고
‘韶’의 상고음은 ‘宵禪’이다. 상고음 ‘招’와 ‘韶’는 운모가 첩운이고 성모가 旁紐
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③ ↔螭
離

<周本紀> 如虎如羆, 如豺如離
謹案: <周本紀>의 원문에서는 용맹스럽기가 호랑이 같고, 곰 같고, 승냥이
같고, 이무기 같아야 하오! 라고 하였는데, ≪集解≫에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
여 여기서는 螭자와 같은 뜻으로 풀이하였다(此訓與螭同’) 라고 하였다. ‘離’
는 ≪說文≫에서 ‘황조, 꾀꼬리’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周本紀>의 ‘離’는 상
서로운 동물인 ‘이무기’를 뜻하는 ‘螭’자를 가차하였다. ‘離’의 상고음은 ‘歌來’이
고 ‘螭’의 상고음은 ‘歌透’이다. 상고음 ‘離’와 ‘螭’는 운모가 첩운이고, 성모가
旁紐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④ ↔宁
著

<秦始皇本紀> 繆公學著人
謹案: <秦始皇本紀>의 원문에서는 목공은 저인에게도 배웠다 라고 했는데,
≪索隱≫에서는 著의 음은 宁이며 또 貯로 읽기도 한다. 著는 ‘정원(뜰)’을
뜻한다. 정문과 외병 사이의 뜰은 ‘宁’이라고 하는데, 궁전의 뜰을 지키는 사람
에게서 배웠다는 뜻이다.(著音宁, 又音貯, 著卽宁也. 門屛之閒曰宁, 謂學於
宁門之人) 라고 하였다3). ‘著’는≪說文≫에 보이지 않지만≪小爾雅≫에서 ‘두
3) <索隱>에 인용된 ‘著音宁’는《國語․周語上》注의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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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秦始皇本紀>의 ‘著’는 ‘궁전
의 뜰을 지키는 사람’을 뜻하는 ‘宁’자를 가차한 것이다. ‘著’의 상고음은 ‘魚端’
이고 ‘宁’의 상고음은 ‘魚定’이다. 상고음 ‘著’와 ‘宁’은 운모가 첩운이고 성모가
旁紐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드러지다 편찬하다 등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2) 叠韵+鄰紐

① ↔
澤

釋

② ↔

道

<孝武本紀> 古者先振兵澤旅, 然後封禪
謹案: <孝武本紀>의 본문에서는 고대의 제왕들은 먼저 병기를 거두어들이
고 군대를 해산시킨 후에 봉선을 거행하였소 라고 하였는데, ≪集解≫에서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옛날에는 ‘釋’을 대신하여 ‘澤’으로 썼다(古釋字作澤)
라고 하였다4). ‘澤’은 ≪說文≫에서 ‘광택이 나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孝
武本紀>의 ‘澤’은 ‘(군대를)해산하다’는 의미의 ‘釋’자를 가차한 것이다. ‘澤’의
상고음은 ‘鐸定’이고 ‘釋’의 상고음은 ‘鐸書’이다. 상고음 ‘澤’과 ‘釋’은 운모가 첩
운이고 성모가 鄰紐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首

<秦始皇本紀> 群臣誦功, 本原事迹, 追首高明
謹案: <秦始皇本紀>의 원문에서는 군신들이 황제의 공덕을 노래하고 황제
의 사적을 생각하며 황제의 고명하심을 회상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索隱≫
에는 회계의 석각 문자를 살펴보니 ‘首’를 ‘道’로 쓰고 있는데, 사람의 도리로
서 매우 적절하다(今檢會稽石刻文, 首字作道, 雅符人情也) 라고 하였다. ‘首’
는≪說文≫에 ‘머리’라고 풀이하였는데, <秦始皇本紀>의 ‘首’는 ‘기리다, 칭찬하
다’는 뜻의 ‘道’자를 가차하였다. ‘首’의 상고음은 ‘幽書’이고 ‘道’의 상고음은 ‘幽
定’이다. 상고음 ‘首’와 ‘道’는 운모가 첩운이고 성모가 鄰紐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4)《經典釋文》에서는 “澤澤, 音釋釋”이라고 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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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適

敵

<范睢蔡澤列傳> 穰侯使者操王之重, 決制於諸侯, 剖符於天下, 政適伐國,
莫敢不聽
謹案: <范睢蔡澤列傳>의 원문에서는 양후는 왕의 권한을 가로채서 마음대
로 사신을 보내 제후들을 다루고 천하의 땅을 나누어 사람을 봉하고 적을 무찌
르고 다른 나라를 치는 등 진나라의 국사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라고

, ≪集解≫에서는 ‘徐廣은 (政適)은 征敵으로 읽는다(徐廣曰(政適)
音征敵’라고 하였다. ‘適’은 ≪說文≫에서 ‘(향해)가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范睢蔡澤列傳>의 ‘適’은 ‘적국’을 뜻하는 ‘敵’자를 가차하였다. ‘適’의 상고음은
‘錫書’이고 ‘敵’의 상고음은 ‘錫定’이다. 상고음 ‘適’과 ‘敵’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書’와‘定의 ’鄰紐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하였는데

3) 疊韻+ 準旁紐

① ↔
澤

斥

<河渠書> 渠就，用注填閼之水，溉澤鹵之地四萬餘頃，收皆畝一鐘
謹案: <河渠書>의 원문에서는 개천이 완성되자 진흙이 섞여 있는 경수의
물을 끌어와서 염분이 섞인 관중 지방의 4만여 경에 달하는 농토에 관개하여
마침내 1무마다 1종씩의 수확을 거두었다 라고 하였는데, ≪索隱≫에서는 澤
은 본래 斥으로 쓰기도 한다(澤, 本或作斥) 라고 하였다. ‘澤’은 ≪說文≫에서
‘윤택이 나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河渠書≫의 ‘澤’은 ‘갯벌’을 의미하는
‘斥’자를 가차하였다. <平津侯主父列傳> ‘地固澤鹹鹵’구절 ≪集解≫에서도 徐
廣의 말을 인용하여 澤은 斥으로 쓰기도 한다(澤, 一作斥) 이라고 하였다.
‘澤’의 상고음은 ‘鐸定’이며 ‘斥’의 상고음은 ‘鐸昌’이다. 상고음 ‘澤’과 ‘斥’은 운
모가 첩운이고 성모가 準旁紐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② ↔
暢

觴

<刺客列傳> 嚴仲子至門請, 數反, 然後具酒自暢聶政母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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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 <刺客列傳>의 원문에서는 엄중자가 그의 집으로 찾아가 교제를 청하
고, 자주 왕래한 후 술자리를 마련하여 손수 섭정의 어머니에게 술잔을 올렸다
라고 하였는데, ≪索隱≫에는 ≪전국책≫에서는 ‘觴’으로 쓰고 있는데, 가까
이 다가가서 행하다(戰國策作觴, 近爲得也) 라고 하였다. 따라서 <刺客列傳>
의 ‘暢’은 ‘술을 따르다’ 뜻의 ‘觴’자를 가차하였다. ‘暢’의 상고음은 ‘陽透’이고
‘觴’의 상고음은 ‘陽書’이다. 상고음 ‘暢’과 ‘觴’의 운모는 같고 성모는 ‘透’와 ‘書’
의 準旁紐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③ ↔
尙

當

<司馬相如列傳> 卓王孫喟然而歎, 自以得使女尙司馬長卿晩
案: <司馬相如列傳>에서는 탁왕손은 탄성을 지르며 스스로 딸로 하여금
오히려 사마장경에게 시집을 가게 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라고 하

, ≪索隱≫에는 尙은 본래 ‘當’으로 쓰기도 한다(尙, 本或作當也) 라고
하였다. ‘尙’은 ≪說文≫에서 ‘증가하다’ ‘보기 드물다’의 두 가지 뜻으로 풀이하
였다. <司馬相如列傳>의 ‘尙’은 ‘시집보내다, 배필이 되게 하다’는 뜻의 ‘當’자
를 가차하였다. ‘尙’의 상고음은 ‘陽禪’이고 ‘當’의 상고음은 ‘陽端’이다. 상고음
‘尙’과 ‘當’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禪’과 ‘端’의 準旁紐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였는데

4) 疊韻+ 準雙聲

① ↔
至

質

<蘇秦列傳> 至公子延, 因犀首屬行而攻趙
案: <蘇秦列傳>의 원문에서는 공자 연을 인질로 잡고 위나라 장수 서수를
이용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조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索隱≫
에는 ‘至’는 ‘質’로 써야 마땅하며, 공자 ‘延’을 인질로 삼다는 것을 의미한다
(至當爲質, 謂以公子延爲質也) 라고 하였다. 따라서 <蘇秦列傳>의 ‘至’는 ‘인
질’을 의미하는 ‘質’자를 가차한 것이다. ‘至’의 상고음은 ‘質章’이고 ‘質’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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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端’이다. 상고음 ‘至’와 ‘質’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準雙聲임으로 통
가관계로 볼 수 있다.
고음은

5) 疊韻+ 旁轉

① 婘↔

眷

<樊噲傳> 高后崩. 大臣誅諸呂、呂須婘屬
案: <樊噲傳>의 원문에서는 고후가 서거하였다. 대신들이 여씨 자제들과
여수의 가솔들을 주살하고 라고 하였는데, ≪索隱≫에서는 ‘婘’자의 음은 ‘眷’
다(婘音眷) 라고 했다. ‘眷’은 ≪說文≫에 ‘돌아보다’는 뜻으로 풀이하였고,
≪廣雅≫에서는 ‘婘’을 ‘아름다운 외모’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樊噲傳>의
‘婘’은 ‘한 집안 식구’를 뜻하는 ‘眷’자를 가차하였다. ‘婘’의 상고음은 ‘元羣’이
며, ‘眷’의 상고음은 ‘元見’이다. 상고음 ‘婘’과 ‘眷’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羣’과
‘見’의 旁轉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3. 상고음 성모 같고 韻母 다른 경우
1) 雙聲+ 通轉

① ↔
戱

麾

<高祖本紀> 四月, 兵罷戱下
謹案: <高祖本紀>의 원문에서는 4월에 각 제후는 항우의 대장군의 기치
아래서 병사들을 해산하고... 라고 하였는데, ≪正義≫에서는 戱의 음은 麾이
다. 許愼은 ≪회남자≫주석에서 ‘戱’는 대장군의 깃발이다(戱音麾. 許愼注淮南
子曰戱, 大旗也) 라고 하였다. ‘戱’는 ≪說文≫에서 ‘비주력 부대’라고 풀이하
였다. 따라서 <高祖本紀>의 ‘戱’는 ‘대장군의 깃발’을 의미하는 ‘麾’자를 가차하
였다. ‘戱’의 상고음은 ‘魚曉’이고 ‘麾’의 상고음은 ‘歌曉’이다. 상고음 ‘戱’와 ‘麾’
는 성모가 쌍성이고 운모가 通轉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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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雙聲+ 旁轉

① ↔
薦

搢

<五帝本紀> 然尙書獨載堯以來 ; 而百家言黃帝, 其文不雅馴, 薦紳先生難
言之
謹案: <五帝本紀>의 원문에서는 그러나 상서에서는 요 이후의 일만이 기
록되어 있고 기타 백가들이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문장이 우아하지도

,

못해서 현귀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기를 꺼려한다 라고 했는데

≪集解≫에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薦紳은 搢紳을 가리키는 것이다. 옛 글
자를 가차한 것이다(薦紳卽搢紳也, 古字假借.) 라고 하였다. ‘薦’은 ≪說文≫
에서 ‘짐승이나 가축이 먹는 풀’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五帝本紀>에서는 ‘신분
이 높은 사람’의 뜻으로 ‘搢紳’의 ‘搢’자를 가차하였다. ‘薦’의 상고음은 ‘元精’이
고 ‘搢’의 상고음은 ‘眞精’이다. 상고음 ‘薦’과 ‘搢’은 성모가 쌍성이고, 운모는
旁轉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② ↔
汶

岷

<夏本紀> 汶·嶓旣蓺
謹案: <夏本紀>의 원문에서는 민수와 파총산은 모든 식물을 심을 수 있게
되었고 라고 하였는데, ≪索隱≫에는 汶은 崏으로 쓰기도 한다(汶, 一作崏)
라고 하였다. ‘汶’은 ≪說文≫에서 ‘강의 이름’ 즉 ‘汶水’라고 풀이하였다. ≪索
隱≫에서 ‘崏’이라고 하고 아무런 보충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蘇秦列傳>의
‘乘船浮於汶’문구의 ≪正義≫에서는 汶은 泯으로 읽으며, 泯江을 일컽는다
(汶音泯, 謂泯江) 라고 하였다. 즉, 泯江은 바로 岷江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汶’의 상고음은 ‘文明’이고 ‘岷’의 상고음은 ‘眞明’이다. 상고음 ‘汶’과 ‘岷’
은 성모는 쌍성이고 운모는 旁轉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③ 羑↔牖

<殷本紀> 崇侯虎知之, 以告紂, 紂囚西伯羑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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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案: <殷本紀>의 원문에서는

숭후호가 이 사실을 알고는 주에게 고자질

, ≪正義≫에는 牖은
‘羑’자로 쓰기도 하며, ‘酉’라고 읽는다.(牖, 一作羑, 音酉.) 고 하였다. ‘羑’는
≪說文≫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권고하고 인도하다’라고 풀이 하였다. 따라서
<殷本紀>에서는 ‘西伯이 구금되었던 羑里城의 옛 지명’을 뜻하는 ‘牖’자를 가차
하였다. ‘牖’의 상고음은 ‘幽喩’이고 ‘羑’의 상고음은 ‘之喩’이다. 상고음 ‘羑’와
‘牖’는 성모가 쌍성이고 운모가 旁轉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하여 주는 서백을 유리에 가두어버렸다 라고 하였는데

3) 雙聲+ 對轉

① ↔擿
提

<絳侯周勃世家> 文帝朝, 太后以冒絮提文帝
謹案: <絳侯周勃世家>의 원문에서는 효문제가 태후에게 문안을 왔을 때,
박태후는 곧 두건을 문제에게 던지며.... 라고 하였는데, ≪索隱≫에서는 ‘提’는
투척하다는 뜻이다(提者, 擿也) 라고 풀이하였다. ‘提’는 ≪說文≫에서 ‘물건이
거꾸로 매달려 있듯이 손으로 잡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絳侯周勃世家≫
에서는 ‘두건을 던지다’는 뜻으로 ‘擿’자를 가차하였다. ‘提’의 상고음은 ‘支定’이
고 ‘擿’의 상고음은 ‘錫定’이다. 상고음 ‘提’와 ‘擿’는 성모가 雙聲이고 운모가
對轉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4) 雙聲+旁對轉

① ↔撆
蔽

<刺客列傳> 太子逢迎, 卻行爲導, 跪而蔽席
案: <刺客列傳>의 원문에서는 태자는 전광을 나아가 맞이하여 뒤로 물러
서면서 전광에게 길을 인도하더니 무릎을 꿇고 전광이 않을 자리를 털었다 고

, ≪索隱≫에는 蔽는 그 뜻이 拂과 같다(蔽猶拂也) 라고 하였다. ‘蔽’
는 ≪說文≫에 ‘작은 풀들이 난 모양’으로 풀이하였다. 따라서 <刺客列傳>의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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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蔽’는 ‘깨끗이 털고 훔치다’는 뜻의 ‘撆’자를 가차하였다. ‘蔽’의 상고음은 ‘月幫’
이고 ‘撆’의 상고음은 ‘錫幫’이다. 상고음 ‘蔽’와 ‘撆’의 성모는 같고 운모는 ‘月’
과 ‘錫’의 旁對轉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② ↔
勝

申

<酷吏列傳> 由後爲河東都尉, 時與其守勝屠公爭權, 相告言罪
案: <酷吏列傳>의 원문에서는 주양유가 나중에 하동의 도위로 갔을 때, 그
곳의 태수 승도공과 권력다툼을 벌여, 서로 상대방의 죄행을 고발하기에 이르
렀다 고 하였는데, ≪索隱≫에는 風俗通에서는 ‘勝徒’를 ‘申屠’라고 쓰고 있다
(風俗通云勝徒卽申屠) 라고 하였다. ‘勝’은 ≪說文≫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
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索隱≫에서는 ≪風俗通義≫를 인용하여 ‘申屠’라는
인명의 ‘申’자로 가차하였는데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된다. ‘勝’의 상고음은 ‘蒸
書’이고 ‘申’의 상고음은 ‘眞書’이다. 상고음 ‘勝’과 ‘申’은 성모가 같고 운모가
‘蒸’과 ‘眞’의 旁對轉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4. 상고음 聲母와 韻母가 모두 다른 경우
1) 準雙聲+對轉

① ↔鄱
番

<伍子胥列傳> 闔廬使太子夫差將兵伐楚, 取番
案: <伍子胥列傳>의 원문에서는 합려는 태자 부차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초나라를 공격하여 파 땅을 빼앗도록 하였다 고 하였는데, ≪索隱≫에서는 파
양 지역을 이르는 것이다(蓋鄱陽也) 라고 하였다. ≪說文≫에서는 ‘番’을 ‘짐
승의 발’이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伍子胥列傳>의 ‘番’은 옛 지명을 뜻하는
‘鄱’자를 가차하였다. ‘番’의 상고음은 ‘元幫’이며, ‘鄱’의 상고음은 ‘歌並’이다.
상고음에서 ‘番’과 ‘鄱’의 운모는 元部, 歌部의 對轉이고, 성모는 ‘幫’과 ‘並’의
準雙聲이다. 따라서 ‘番’과 ‘鄱’은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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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旁紐+對轉

① 蹻↔屩

<平原君虞卿傳> 虞卿者, 游說之士也.躡蹻檐簦趙孝成王
案: <虞卿傳>의 원문에서는 우경이라는 사람은 유세를 하는 선비이다. 그
는 짚신을 신고 우산을 쓰고 와서 조 효성왕을 유세하였다 고 하였는데, ≪集
解≫에서는 徐廣을 인용하여 蹻는 풀로 엮어 만든 신발이다(蹻, 草履也) 라
고 하였다. ≪說文≫에는 ‘발을 높이 든 모양’으로 풀이하였다. 따라서 <虞卿
傳>의 ‘蹻’는 ‘집신’을 의미하는 ‘屩’자를 가차하였다. ‘蹻’의 상고음은 ‘宵溪’이고
‘屩’의 상고음은 ‘藥見’이다. 상고음 ‘蹻’과 ‘屩’의 운모는 ‘宵’와 ‘藥’의 對轉이고
성모는 ‘溪’와 ‘見’의 旁紐이다. 따라서 ‘蹻’와 ‘屩’는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3) 旁紐+旁轉

① ↔
便

偏

<萬石張叔列傳> 子孫有過失, 不譙讓, 爲便坐, 對案不食
案: <萬石張叔列傳>의 원문에서는 자손에게 잘못이 있으면 책망하지 않고
옆의 자리에 앉아 밥상을 대하여도 음식을 먹지 않았다 라고 하였는데, ≪索隱≫
에서는 원래의 거처가 아닌 별도의 다른 거처에 거하다는 것을 뜻하며, 그런
까닭에 便坐라고 하였다(蓋謂爲之不處正室, 別坐他處, 故曰便坐) 고 하였
다. ‘便’은 ≪說文≫에서 ‘편안하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萬石張叔列傳>
의 ‘便’은 ‘옆, 측면’의 뜻을 가진 ‘偏’자를 가차한 것이다. ‘便’의 상고음은 ‘元
並’이고 ‘偏’의 상고음은 ‘眞滂’이다. 상고음에서 ‘便’과 ‘偏’은 운모가 ‘元’과 ‘眞’
의 旁轉이고, 성모는 ‘並’과 ‘滂’의 旁紐이다. 따라서 ‘便’과 ‘偏’은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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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本字와의 의미상 가차 對應관계 용례
1. 1:1 의미 대응
① 〓
<封禪書> 用三百牢於鄜畤
謹案: <封禪書>의 원문에서는 제사 때마다 매번 세 마리의 흰 털 짐승으
로 제사 지냈다 고 했는데, ≪索隱≫에서는 百은 마땅히 白자로 써야 옳다.
秦 양공은 서쪽의 수호신인 少昊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당시에 흰색을 숭상하
여 희생으로 삼았다. 秦나라는 제후국으로, 비록 사치스러움을 좋아하였으나,
천지의 제사는 본래 숫소로 드리며, 삼백 마리의 희생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는 없으니, 글자가 잘못 사용되었을 따름이다(百當爲白, 秦君西祀少昊, 時
牲尙白. 秦, 諸侯也, 雖奢侈, 祭郊本特牲, 不可用三百窂以祭天, 蓋字誤耳).
라고 풀이하였다. ‘百’은 ≪說文≫에 ‘십이 열 개’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封
禪書≫의 ‘百’은 ‘흰색’을 뜻하는 ‘白’자를 가차하였다. ≪史記≫ 본문에 사용된
‘百’자는 그 의미가 대체로 ‘白’자로만 사용되었다. 아울러 ≪索隱≫의 글자가
잘못 쓰였다고 한 것은 통가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百’과 ‘白’
의 상고음은 모두 ‘鐸幫’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百

白

② 搥↔詖
<樂書> 宮亂則荒, 其君驕 ; 商亂則搥, 其臣壞
謹案: <樂書>의 원문에서는 궁음이 혼란하면 산만할 것이니 그 군주가 교
만함을 나타내었기 때문이요, 상음이 혼란하면 우울하고 근심에 젖으리니 그
백성들이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요 라고 했는데, ≪索隱≫에는 徐廣은 통행본
예기는 陂로 쓰고 있으며, 詖로 읽는다(徐廣曰今禮作陂, 音詖) 라고 하였다.
‘搥’는 ≪說文≫에 보이지 않으며 ≪廣雅≫에서 ‘(망치 같은 것으로)치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樂書≫의 ‘搥’는 ‘치우치다, 바르지 못하다’라는 뜻의 ‘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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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史記≫본문에서 ‘搥’자는 그 의미 가차가 ‘詖’자로만 사용
되었다. ‘搥’의 상고음은 ‘微端’이고 ‘詖’의 상고음은 ‘歌幫’이다. 상고음 ‘搥’와
‘詖’의 운모는 旁轉이고, 성모는 旁紐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자를 가차하였다

2. 1:2 의미 대응

①

敖

A: 敖

↔

傲

124<游俠列傳> 自是之後, 爲俠者極衆, 敖而無足數者敖而無足數也.
謹案: <游俠列傳>의 원문에서는 그런 이후로 협객인 자는 매우 많았으나,
모두 거만하여 진정한 협객은 그 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고 하였는데, ≪集解≫
에서는 ‘오’는 오만하다는 뜻이다(‘敖, 倨也)’라고 하였다. ‘敖’는 ≪說文≫에서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游俠列傳>의 ‘敖’는 ‘거만하
다’는 뜻의 ‘傲’자를 가차하였다. 상고음 ‘敖’와 ‘傲’는 ‘宵疑’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敖’는 ‘傲’의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
<淮南王安傳> 天下敖敖若焦, 民皆引領而望
謹案: <淮南王安傳>의 본문은 천하는 마치 불에 탄 것 같았으며, 백성들은
모두 목을 빼들고 바라보며 갈망하고 있었고.... 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荀
子ㆍ富國≫편에 「天下敖然, 若燒若焦」구절 注에서 敖, 讀爲熬 라고 풀이
하였다. 따라서 ≪淮南王安傳≫의 ‘敖’는 ‘(불에)타다’는 의미의 ‘熬’자를 가차
하였다. ≪說文≫에서도 ‘熬’자를 ‘바짝 마를 때까지 불로 볶고 지지다’라고 풀
이하였다. 상고음 ‘敖’와 ‘熬’는 ‘宵疑’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
라서 ‘敖’와 ‘熬’는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B: 敖

②

成

A: 成

熬

↔郕

<管蔡世家> 封叔武於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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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案: <管蔡世家>의 원문에서는 무를 성 지역에 봉하였다 라고 했는데,
≪索隱≫에서는 ≪春秋≫의 기록에 의하면 은공 5년에 위나라 군대가 성 지
역에 진입하였는데, 두예는 동평 강부현 지역에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按春秋
隱公五年衛師入郕, 杜預曰東平剛父縣有郕鄕) 고 풀이하였다. ‘成’은 ≪說文≫
에서 ‘성숙하다’라고 풀이하였는데, <管蔡世家>의 ‘成’은 ‘춘추시기 노나라의
고을 이름’인 ‘郕’자를 가차하였다. ‘成’과 ‘郕’의 상고음은 ‘耕禪’으로 성모와 운
모가 같은 동음자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
<汲鄭傳> 守成深堅,招之不來, 麾之不去
謹案:<汲黯傳>의 원문에서는 도성을 굳건히 지키며, 그를 유혹하여 불러
도 오지 않을 것이며, 내쫓아도 가지 않을 인물입니다 라고 풀이하였는데, 여기
서의 ‘成’은 ‘도성’을 뜻하는 ‘城’자를 가차하고 있다. ≪漢書ㆍ汲鄭傳≫에서도
‘守成’이라고 쓰고 있다. ‘成’과 ‘城’의 상고음은 ‘耕禪’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
은 동음자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B: 成

③

靜

A: 靜

城

↔

淸

01<五帝本紀> 舜曰“嗟! 伯夷, 以汝爲秩宗, 夙夜維敬, 直哉維靜絜
謹案: <五帝本紀>의 원문에서는 순은 오! 백이 그대를 질종으로 삼으니,
그대는 아침저녁으로 오로지 공손하고 정직, 정숙하며 청결하도록 하시오 라고
하였는데, ≪正義≫에는 靜은 청결하다는 뜻이다(靜, 淸也) 라고 하였다. ‘靜’
은≪說文≫에 ‘확실하게 살피다’라고 풀이 하였다. 따라서 <五帝本紀>의 ‘靜’은
‘청결하다’는 의미의 ‘淸’자를 가차하였다. <扁鵲倉公列傳>의 肝氣濁而靜, 比
內關之病也 구절의 ≪集解≫에서도 徐廣은 淸자로 쓰기도 한다(徐廣曰一作
淸) 라고 풀이하였다. ‘靜’의 상고음은 ‘耕從’이고 ‘淸’의 상고음은 ‘耕淸’이다.
상고음 ‘靜’과 ‘淸’은 운모가 첩운이고 旁紐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
<游俠列傳> 解爲人短小靜悍, 不飮酒
B: 靜

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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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案: <游俠列傳>의 원문에서는 郭解는 체구가 작았지만 매우 영리하고
용맹하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靜’은 ‘영리하다,
총명하다’는 뜻으로 ‘精’자를 가차하였다. ‘靜’의 상고음은 ‘耕從’이고 ‘精’의 상
고음은 ‘耕淸’이다. 상고음 ‘靜’과 ‘精’은 운모가 첩운이고 旁紐임으로 통가관계
로 볼 수 있다.

3. 1:3 의미 대응

①

便

A: 便

↔

變

<孔子世家> 其於宗廟朝廷, 便便言
謹案: <孔子世家>의 원문에서는 공자는 종묘의 제사와 조정의 의론 장소
에서는 언사와 변론에 뛰어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便’은 ‘변론
하다’는 뜻의 ‘變’자를 가차하였다. ≪論語ㆍ鄕黨≫편「其在宗廟朝廷, 便便
言」구절에서도 정현의 말을 인용하여 “便便, 言辯貌”라고 풀이하고 있다. ‘便’
과 ‘變’의 상고음은 ‘元並’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
<五帝本紀> 九族旣睦, 便章百姓, 百姓昭明, 合和萬國
謹案: <五帝本紀>의 본문에서는 구족이 화목하게 되자 백관의 직분을 분
명히 하였고, 백관이 공명정대하니 모든 제후국이 화합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便’은 ‘구분하다, 나누다’는 뜻의 ‘辨’자를 가차하였다. ‘便’과 ‘辨’의
상고음은 ‘元並’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
103<萬石張叔列傳> 子孫有過失, 不譙讓, 爲便坐, 對案不食
案: <萬石張叔列傳>의 원문에서는 자손에게 잘못이 있으면 책망하지 않고
옆의 자리에 앉아 밥상을 대하여도 음식을 먹지 않았다 라고 하였는데, ≪索隱≫
B: 便

辨

C: 便

偏

에는 정실에 앉지 않고 비켜서 옆쪽의 다른 곳에 앉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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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便坐‘라고 하였다(蓋謂爲之不處正室, 別坐他處, 故曰便坐) 고
하였다. ‘便’은 ≪說文≫에서 ‘편안하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萬石張叔列
傳>의 ‘便’은 ‘옆, 측면’의 뜻을 가진 ‘偏’자를 가차하였다. ‘便’의 상고음은 ‘元
並’이고 ‘偏’의 상고음은 ‘眞滂’이다. 상고음에서 ‘便’과 ‘偏’은 운모가 ‘元’과 ‘眞’
의 旁轉이고, 성모는 ‘並’과 ‘滂’의 旁紐이다. 따라서 ‘便’은 ‘偏’의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이다 따라서

②

方

A: 方

↔

旁

<五帝本紀> 共工旁聚布功, 可用
謹案: <五帝本紀>의 본문에서는 공공이 백성들을 널리 모아서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고 있으니, 그를 등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널리 모으다”라는 뜻으로 ‘旁’자를 가차하였다. ‘方’의 상고음은 ‘陽幇’이고, ‘旁’
의 상고음음 ‘陽並’이다. 상고음에서 ‘方’과 ‘旁’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幇’과
‘並’의 旁紐이다. 따라서 ‘方’과 ‘旁’은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
<倉公列傳> 扁鵲以其言飮藥三十日, 視見垣一方人
謹案: <扁鵲倉公列傳>의 본문에서는 편작은 장상군의 말대로 약을 복용
한 지 30일이 지나자 편작은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었다 라고 하
였는데, 여기서의 ‘方’은 “옆 쪽, 즉 담장 너머 쪽”을 가리키는 의미의 ‘傍’자를
가차하였다. ‘方’의 상고음은 ‘陽幇’이고, ‘傍’의 상고음음 ‘陽並’이다. 상고음에서
‘方’과 ‘傍’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幇’과 ‘並’의 旁紐이다. 따라서 ‘方’과 ‘傍’은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
<天官書> 日方南金居其南, 日方北南居其北, 曰贏 正義曰“方猶向也”
謹案: <天官書>의 본문에서는 해가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금성이 그 남쪽
에 있고, 해가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금성이 북쪽에 있으면 영(贏)이라고 한다
고 하였는데, ≪正義≫에서는 方자는 向의 뜻이다(方猶向也) 라고 하여 방향
B: 方

傍

C: 方

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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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자의 뜻으로 가차하였다. 따라서 <天官書>의 ‘方’은 방향을 의
미하는 ‘向’의 가차자이다. ‘方’의 상고음은 ‘陽幇’이고, ‘向’의 상고음은 ‘陽曉’이
다. 상고음에서 ‘方’과 ‘向’은 운모가 같으나 성모‘幇’과 ‘曉’는 발음방법과 발음
부위가 차이가 커서 통가관계로 보기 어렵다.
을 가리키는

4. 1:4 의미 대응

①葆
A:

葆

↔

保

<太史公序> 吳之叛逆, 甌人斬濞, 葆守封禺爲臣
謹案: <太史公序>의 원문에서는 오가 반란을 일으키자 동구 사람들은 오
왕 비를 죽이고 봉우산을 고수하여 한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고 하였는데, 여
기서의 ‘葆’는 “지키다, 보호하다”는 뜻의 ‘保’를 가차하였다. ‘葆’와 ‘保’의 상고
음은 모두 ‘幽幫’으로 운모와 성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葆’와 ‘保’는 통
가관계로 볼 수 있다.
葆↔
<匈奴傳> 匈奴右賢王入居河南地, 侵盜上郡葆塞蠻夷, 殺略人民
謹案: <匈奴傳>의 본문에서는 흉노의 우현왕이 하남 땅으로 침입해 자리
B:

堡

를 잡고 상군의 요새를 공격하여 그곳을 지키고 있던 만이들을 살해하고 약탈

.

,
‘葆’는 “작은 성에 해당하는 요새”를 뜻
하는 ‘堡’자를 가차하였다. ≪經典釋文≫에서도 葆의 음은 保이며 본래 保자
로 쓰기도 한다(葆音保, 本亦作保) 고 풀이하였는데, ‘葆’와 ‘堡’상고음이 모두
‘幽幫’으로 운모와 성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葆’와 ‘保’는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葆↔緥
<魯周公世家> 其後武王旣崩, 成王少, 在强葆之中
謹案: <魯周公世家>의 원문에서는 그후 무왕이 일찍 타계하였는데, 성왕
은 어려서 아직 강보에 싸여 있었다 라고 하였는데, ≪索隱≫에서는 强葆는
을 일삼았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C:

≪史記≫에 보이는 통가용례 연구

199

襁葆를 뜻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글자를 생략하여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가차
하여 사용한 것이다(强葆, 則襁葆. 古字少, 假借用之) 라고 풀이하였다. 따
라서 <魯周公世家>의 ‘葆’는 강보를 뜻하는 ‘緥’자를 가차하였다. ‘葆’와 ‘緥’의
상고음은 모두 ‘幽幫’으로 운모와 성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葆’와 ‘緥’는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葆↔
<留候世家> 果見穀城山下黃石, 取而葆祠之
謹案: <留候世家>의 원문에서는 과연 곡성산 아래에서 누런 돌을 보게 되
었다. 이에 장량은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보물처럼 받들며 제사까지 지냈다 라
고 하였는데, ≪集解≫에서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史記에 사용된 진귀하다
는 뜻의 ‘寶’자는 모두가 ‘葆’자로 쓰고 있다(徐廣曰史記珍寶字皆作葆) 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留候世家>의 ‘葆’는 ‘진귀하다’는 뜻의 ‘寶’를 가차하였
다. ‘葆’와 ‘寶’의 상고음은 모두 ‘幽幫’으로 운모와 성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
라서 ‘葆’와 ‘寶’는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D:

寶

②辟
A:

辟

↔

避

<秦始皇本紀> 除疑定法, 咸知所辟
謹案: <秦始皇本紀>의 원문에서는 의혹을 제거하고 법령을 제정하니 백성들
이 모두 법으로 금한 일을 피할 줄 알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였는데, ≪正義≫에
서는 辟’를 ‘避로 읽는다(音避) 라고 하였다. ‘辟’는≪說文≫에서 ‘법도’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秦始皇本紀>의 ‘辟’는 ‘피하다, 회피하다’는 뜻의 ‘避’자를
가차하였다. ‘辟’와 ‘避’의 상고음은 모두 ‘錫幫’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
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辟↔襞
<倉公傳> 夫悍藥入中, 則邪氣辟矣, 而宛氣愈深
謹案: <扁鵲倉公傳>의 원문에서는 대체로 강한 약이 몸속에 들어가면 사
기가 모여들어 울기가 점점 깊어집니다 라고 기록하였는데, ≪索隱≫에서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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辟자의 음은 ‘必’과 ‘亦’의 반절 음으로 읽으며, ‘모이다’라는 뜻이다(辟音必亦
反, 猶聚也) 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扁鵲倉公傳>의 ‘辟’은 ‘모여들다’는 뜻
의 ‘襞’자를 가차하였다. ‘辟’와 ‘襞’의 상고음이 모두 ‘錫幫’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辟↔
<范睢傳> 夫秦國辟遠, 寡人愚不肖, 先生乃幸辱至於此, 是天以寡人慁先生
而存先王之宗廟也
謹案: <范睢菜澤列傳>의 원문에서는 진나라는 한쪽으로 치우쳐 궁벽된 곳
이고, 과인 또한 어리석고 재능이 없는데, 선생께서 욕됨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C:

僻

오신 것은 하늘이 과인으로 하여금 선생에 힘입어 선왕의 종묘사직을 보존케

.

‘辟’자는 “멀리 떨어진 편벽한
곳”을 의미하는 ‘僻’자를 가차한 것이다. ‘辟’의 상고음은 ‘錫幫’이고, ‘僻’의 상
고음은 ‘錫滂’이다. 상고음에서 ‘辟’과 ‘僻’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幫’과 ‘滂’의
旁紐이다. 따라서 ‘辟’과 ‘僻’은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辟↔
<五帝本紀> 於是舜乃至於文祖, 謀于四嶽, 辟四門, 明通四方耳目
謹案: <五帝本紀>본문에서는 이에 순임금은 문조묘에 참배하고 사악의 의
하신 것이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의

D:

闢(開/開墾)

견을 들으며 사문을 개방하여 사방의 민의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라고 기

.
‘辟’자는 “개방하다, 개척하다”는 뜻의 ‘闢’자를 가
차한 것이다. ‘辟’의 상고음은 ‘錫幫’이고, ‘闢’의 상고음은 ‘錫並’이다. 상고음에
서 ‘辟’과 ‘闢’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幫’과 ‘並’의 旁紐이다. 따라서 ‘辟’과 ‘僻’
은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의

③

拂

A: 拂

↔咈

<韓非列傳> 大忠無所拂悟, 辭言無所擊排, 迺後申其辯知焉
謹案: <韓非列傳>에서는 군주가 유세자의 충심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지
않고 언사에 대하여 배척함이 없는 뒤라야 유세자는 그의 지혜와 언변을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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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義≫에서는 拂悟는 ‘咈忤’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 古字를 가차한 것이다. ‘咈’은, 거스르다는 뜻이다. ‘忤’는 거
역하다는 뜻이다(拂悟當爲咈忤, 古字假借耳. 咈, 違也. 忤, 逆也) 라고 하였
다. ‘拂’은 ≪說文≫에서 ‘날아서 (적을)공격하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韓
非列傳>의 ‘拂’은 ‘어긋나다. 거역하다’는 뜻의 古字인 ‘咈’자를 가차하였다. ‘拂’
의 상고음은 ‘物滂’이며 ‘咈’의 상고음은 ‘物並’이다. 상고음 ‘拂’과 ‘咈’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滂’과 ‘並’의 旁紐이다. 따라서 ‘拂’과 ‘咈’는 통가관계로 볼 수 있
다.
↔刜
<楚世家> 若夫泗上十二諸侯, 左縈而右拂之, 可一旦而盡也
謹案: <楚世家>의 원문에서는 사수 유역을 기반으로 한 제후들은 왼손으
껏 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B: 拂

로 잡아당겨 오른손으로 베어거리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전부 잡아들일 수 있습

,
‘拂’은 (칼로)베어버리다, 제거하다’는 뜻의 ‘刜’
자를 가차하였다. 王念孫은≪讀書雜誌≫에서 ‘拂’은 ‘刜’로 읽는다. 刜은 베다
는 뜻이다. 즉, 검으로 목을 베다는 뜻이다(拂讀爲刜. 刜. 砍也. 謂以劍砍其
頸也) 라고 풀이하였다. ‘拂’과 ‘刜’의 상고음이 모두 ‘物滂’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拂’과 ‘刜’은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茀
<屈原列傳> 脩路幽拂兮, 道遠忽兮
謹案: <屈原列傳>의 원문에서는 먼 여로는 잡초로 뒤덮여 요원하게 뻗어
있구나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拂’자는 ‘풀이 많은 모양’을 뜻하는 ‘茀’자로
가차하였다. ‘拂’과 ‘茀’의 상고음은 모두 ‘物滂’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
이다. 따라서 ‘拂’과 ‘茀’은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
<夏本紀> 女聽. 予卽辟, 女匡拂予. 女無面諛. 退而謗予
謹案: <夏本紀>의 원문에서는 그대들은 잘 듣고 도와주시오. 나에게 편벽
됨이 있으면 그대들이 나를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대들은 면전에서는 아첨
하다가 물러나서는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拂’은 “과
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C: 拂

D:拂

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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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弼’자를 가차하였다. ‘拂’의 상고
음은 ‘物滂’이고, ‘弼’의 상고음은 ‘物並’이다. 상고음 ‘拂’과 ‘弼’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滂’과 ‘並’의 旁紐이다. 따라서 ‘拂’과 ‘弼’은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실을 바로 잡다 보좌하다 보필하다 는 뜻의

5. 1:5 의미 대응

①

服

A: 服

↔箙

117<司馬相如列傳> 左烏嗥之雕弓, 右夏服之勁箭
謹案: <司馬相如列傳>의 원문에서는 오고에 조각한 활을 왼쪽에 하나라
풍의 의복에 각이 진 화살을 오른쪽에 가졌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集解≫에
는 徐廣은 화살을 저장하는 곳을 ’服‘이라고 하였다(徐廣曰矢室名曰服) 라고
풀이하였다. ‘服’은 ≪說文≫에서 ‘사용하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司馬相
如列傳> 원문의 ‘服’자는 ‘화살 넣는 통’을 뜻하는 ‘箙’자를 가차하였다. 상고음
‘服’과 ‘箙’은 ‘職並’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服’과 ‘箙’은
통가관계라고 볼 수 있다.
↔鵩
<屈原賈生列傳> 單閼之歲兮, 四月孟夏, 庚子日施兮, 服集予舍
謹案: <屈原賈生列傳>의 원문에서는 정묘년, 4월 초여름, 경자일에 날이
저물 무렵 부엉이가 나의 집에 날아 왔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服’은 새이
름을 뜻하는 ‘鵩’의 가차자이다.≪文選≫卷十三과≪論衡ㆍ遭虎≫에서는 모두
“鵩鳥”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鵩’은 漢代에 사용된 새로운 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상고음 ‘服’과 ‘鵩’은 ‘職並’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服’과 ‘箙’은 통가관계라고 볼 수 있다.
↔
<蘇秦列傳> 嫂委蛇蒲服, 以面掩地而謝曰 : “見季子位高金多也.”
謹案: <蘇秦列傳>의 원문에서는 형수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사죄
B: 服

C: 服

伏

하며 말하기를 나는 지금 계자의 지위가 존귀하고 재물이 많은 것을 보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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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ㆍ秦策一≫에서는 嫂蛇行匍伏 이라고 쓰고
있다. 따라서≪史記≫의 ‘服’은 ‘伏’의 가차자이다. 상고음 ‘服’과 ‘鵩’은 ‘職並’으
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服’과 ‘箙’은 통가관계라고 볼 수
있다.
↔犕
<樂書> 牛散桃林之野而不復服
謹案: <樂書>의 원문에서는 소를 도림의 들에 놓아주고 다시는 쓰지 않았
다 라고 하였는데, ≪正義≫에서는 服은 乘과 같은 뜻이다(服亦乘也) 라고
하였다.≪詩經ㆍ鄭風ㆍ叔于田≫의 “叔適野, 巷無服馬” 구절의≪箋≫에서도
“‘服馬’는 말을 타다는 뜻과 같은 것이다(服馬, 猶乘馬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樂書≫의 ‘服’은 ‘말을 타다’는 뜻의 ‘犕’를 가차하였다. 상고음 ‘服’과 ‘犕’은
‘職並’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服’과 ‘箙’은 통가관계라고
볼 수 있다.
↔愊
<扁鵲列傳> 言未卒, 因噓唏服臆, 魂精泄橫, 流涕長潸, 忽忽承脥, 悲不能
自止, 容貌變更
謹案: <扁鵲列傳>의 원문에서는 말을 마치기 전에 숨이 막히는 듯 흐느껴
울며, 정신이 혼미해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넘치는 눈물이 눈썹을 적시
고 스스로 누를 수 없는 슬픔에 모습마저도 변해버린 듯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後漢書ㆍ馮衍傳≫에서는 ‘愊臆’이라 하고 ‘腷臆’이라고도 쓰는데 뜻은 같다
고 하였다. 따라서≪史記≫의 ‘服’은 ‘愊’의 가차자이다. ‘服’의 상고음은 ‘職並’
이고, ‘愊’의 상고음은 ‘職滂’이다. 상고음에서 ‘服’과 ‘愊’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並’과 ‘滂’의 旁紐이다. 따라서 ‘服’과 ‘愊’은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문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D: 服

E:服

Ⅳ. 결론
위에서 논한

≪史記≫의 통가자 현상은 음과 의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이다.

≪史記≫에 사용된 통가현상의 세부적인 규칙들을 보면 동음가차가 주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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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聲母와 韻母의 동일 여부에 따라 疊韻 +旁紐, 叠韵+鄰紐,
疊韻+ 準旁紐, 疊韻+ 準雙聲, 疊韻+ 旁轉, 雙聲+ 通轉, 雙聲+ 旁轉,
雙聲+ 對轉, 雙聲+旁對轉, 準雙聲+對轉, 旁紐+對轉, 旁紐+旁轉 등의
통가현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本字와의 의미상 가차가 진행되었는데 본자와
가차자와의 의미 대응 관계로 1:1 대응, 1:2 대응, 1:3대응, 1:4대응, 1:5
대응 관계를 유지하였다. 1: 5 이상의 본자와 가차자 용례를 찾아볼 수 없었
다. 이밖에 주목할 만한 것은 ≪史記≫ 전체를 통해서 본자가 표면적으로 가
차자와 1:1 대응 관계를 보이나 실제로 구체적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이다. 예를 들면, 錯↔措의 경우이다. ①<秦始皇本紀> 擧錯必當, 莫不如畫
②<張儀傳> 子何不少委焉以爲衍功, 則秦魏之交可錯矣
①의 <秦始皇本紀>의 원문에서는 모든 조치가 타당하여 바르지 않은 것
이 없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錯’은 “처리하다, 조처하다”는 뜻으로 ‘措’
자를 가차하였다. 상고음 ‘錯’과 ‘措’은 ‘鐸淸’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이
다. 따라서 ‘錯’과 ‘措’은 통가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錯’은 ②의 <張儀傳>
며 그 외에도

에서 공께서는 무엇 때문에 소인에게 작은 일이라도 맡겨서 공을 이루게 하지

?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진나라와 위나라의 친교를 방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索隱≫에서 錯은 멈추게 하다는 뜻이다(錯, 停止也) 고 풀
이하였다. 따라서 ‘錯’은 ≪史記≫에서 ‘措’과 일대일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敦↔惇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①<夏本
紀> 皐陶曰於! 愼其身脩, 思長, 敦序九族, 衆明高翼, 近可遠在已. ②<夏本
紀> 荊·岐已旅, 終南·敦物至于鳥鼠
①의 <夏本紀>의 원문에서는 고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자신을 신
라고 하였는데

중히 하고 오랫동안 수양하여 구족을 돈후하고 질서가 있게 하시면 많은 현명

.

한 사람들이 힘써 보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잘

,≪說文≫에
서는 “화를 내다, 나무라다”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夏本紀>의 ‘敦’은 ‘중시하
다, 존중하다’는 의미의 ‘惇’을 가차하였다. 상고음 ‘錯’과 ‘措’은 ‘文端’으로 성모
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敦’과 ‘惇’은 통가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史記≫에 보이는 통가용례 연구
한

敦은 ②의 <夏本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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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산과 기산이 다스려졌으며 제사를 올렸고 종

..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옛 산의 이
름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敦’은 ≪史記≫에서 ‘惇’과 일대일 대응관계를 가지
고 있지만 구체적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었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본자와 의미상 1:1 대응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 의미가 다르게 사
용된 용례는 1:2의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1:3 이상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
았다.
남산과 돈물산에서 조어산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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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通假字是中国古代文献中极为普遍的现象，是后世人们阅读古文献的
一大障碍。≪史记≫之为文虽然以當时的口语为基础而加工提炼，令今人
读来依然有明白晓畅的感觉，但是作为一种具有社会性的通假现象，仍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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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其全书中有较多的反映。本论文为了有利于对通假现象做深入的研究，
也为了便于≪史记≫一书的研究和整理，对≪史记≫中的通假字进行了调
查，结果发现≪史记≫中有多型的通假现象。总之，感到≪史记≫中的通
假字情况较为复杂，值得深入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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