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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필자는 春秋三傳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穀梁傳》의
故事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左傳》, 《公羊
傳》 및 기타 漢代 문헌을 필요에 따라 비교하며 논술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면 한국은 《穀梁傳》이 대중적이지 않은 까닭도 있거니와 經書로
만 인식되어 중문학 및 한문학계를 막론하고 그 문장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대
륙과 대만에서도 《穀梁傳》의 연구는 철학사상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문학적 접근
은 많지 않다.1) 본고에서는 故事 분석을 통하여 단순한 감상이나 품평을 넘어 《穀
梁傳》의 성립과정, 학파의 전승관계 및 그 정신세계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
음
** 서울여자대학교 중문과 부교수
1) 譚家健 <穀梁傳敍事比論>, (《文史哲》 2012, 4기) 杨德春 <论春秋穀梁传的文学剪裁>,
(《河北北方学院学报》, 2011, 27권 5기), 黃堯坤 <論穀梁文>, (《北京师範大学学报》,
1987, 2기) 위 세 편이 《穀梁傳》의 문학성을 다룬 논문이다. 학위논문으로는 簡逸光,
《公羊傳穀梁傳比較硏究》(臺灣 佛光大學博士論文, 2008)의 6장에서 《穀梁傳》의 문학
성을 다루고 있다. 專著로는 유일하게 郭預衡, 《中國散文史(上)》(上海古籍出版社,
1993)의 174-175쪽에 간단한 언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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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선 《穀梁傳》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필자의 소략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다.2)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은 楊伯峻이 제시한 것으로 《穀梁
傳》은 《公羊傳》을 채택, 수식, 윤색, 초습하였고, 《公羊傳》이 작성된 후에 세상에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3) 金德建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그는 《穀梁傳》이 《公羊傳》
보다 늦게 나왔다는 통설을 반박하며 한무제 시기에 《穀梁傳》이 존재했다고 결론
내린다.4) 穀梁子가 《穀梁傳》을 저술했다는 기록을 회의하더라도 《穀梁傳》의 저술
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아 있다. 《史記⋅儒林傳》의 “하구강
선생이 穀梁春秋를 지었다[瑕丘江生为‘穀梁春秋’]”라는 기록 외에도 중시해야 되는
것이 또 있다. 陸賈의 《新語》에서는 “《穀梁傳》曰: ‘仁者以治親，義者以利尊. 萬世
不亂，仁義之所治也’”를 인용하며 《新語》의 제1편인 《道基》의 결론으로 삼았다.5)

2) 필자는 이미 《穀梁傳》의 성립시기에 대해 졸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견해는 부족한
바가 있고 새 자료도 입수하였기에 본고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당시 필자의 결론 일부를
소개한다. “필자가 추론하건대 《穀梁傳》 原 텍스트에 《公羊傳》학에 대한 분석이 첨가되
어 지금 우리가 보는 《穀梁傳》 텍스트가 완성된 것이다. 이것은 武帝시기부터 兩者가
상호 논쟁을 통해 대립했다는 기록에서도 반증된다. 같은 학설이라면 대립과 논쟁이 가
능할리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穀梁傳》가들이 의거하던 텍스트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
서 원 텍스트에 추가된 부분을 합쳐 지금의 판본이 완성되었다는 필자의 추론은 가능성
이 적지 않다고 본다.” 졸고, <穀梁傳과 公羊傳의 관계 재론>, 《中國語文論譯叢刊》 第
24輯, 2009년 1월, 69-89쪽 참조.
3) 楊伯峻은 《經書淺談》 第三节‘《穀梁传》出於《公羊传》後’에서 세 가지 證例를 들었다. 원
문은 다음과 같다. 1. 《穀梁传》似乎采择《公羊传》而加以修饰润色罢了. 2. 明明是抄袭
《公羊传》, 只是文字简省而已. 3. 这是采用《公羊传》的“君存焉尔”的理由而变其词. 上面
的幾条證據, 足以證明《穀梁传》系在看到《公羊传》後才写定的. 《經書淺談》中華書局
1984, 93쪽
4) 金德建, <瑕丘江公作《穀梁传》的推测>(陝西省社會科學院, 1957年3期) 30-34쪽. 원문
摘要는 다음과 같다. 《穀梁传》原是一部晚出於汉时候的书, 幾乎已经成为一種公认的意
见了. 可是如果进一步地追问起来《穀梁传》出於汉代人所著作的理由在那裏, 有什麽凭
證呢? 实在严格地说都不过认为好象应當作如此主张而已, 一直到现在还缺少有任何充
分的理由或根据提出来. 其实, 这项可以用来做證明的材料, 现在我们可能设法找得到
的. 试看《史记⋅儒林传》裏便是这样地说起过: 瑕丘江生为《穀梁春秋》. 我们对这句话的
本身很简单容易明了, “为”字应该就是“作”字的意思解释, 所谓《穀梁春秋》自然就是《穀梁
传》了, 明白地说出《穀梁传》这部书是出於當初瑕丘江公(《史记》作“生”字, 《汉书》和其它
各種的书都稱“公”)所作, 应當不致於会有什麽疑义.
5) 생졸년은 대략 前240-前170으로 《史记⋅酈生陆贾列传》에 漢 高祖와 文帝 시대 활동
한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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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基》는 《新語》 전체 논리의 구심점이므로 陸賈의 사상은 《春秋穀梁傳》에서 출발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道基》에서 인용하고 있는 《穀梁傳》의 문장은 今本
《穀梁傳》에는 없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지금은 사라진 古本이 있었다는 반증이라

고 본다. 陸賈가 經傳을 날조하고, 게다가 그것을 인용하여 자기 저술의 초석으로
삼았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자의 頰谷之會은 儒家에게 그 의미가 매우
큰 故事인데 陸賈의 《新語》에 채록된 것은 《穀梁傳》의 기록과만 부합한다.6) 또
後漢 초기 桓谭의 《新论》에 穀梁赤이 《穀梁傳》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7) 穀梁赤
이라는 작자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본 텍스트의 상태가 ‘残略’하고 ‘多
所遗失’하다고 했다. 이것은 桓谭이 목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증언으로, 당시
古本과 今本의 두 종류 《穀梁傳》이 존재했다는 반증이다. 추측컨대 陸賈가 인용하
고 桓谭이 목도한 것이 아마 《春秋穀梁传》제 1차 판본에 속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행본 《穀梁傳》이전에 古本이 존재했다는 것은 부인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일방적으로 단편적 자료에 근거해 《穀梁傳》은 《公羊傳》
의 뒤에 출현했다고 확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다.8)

Ⅱ.《穀梁傳》故事의 역할 분석
역대 문인들의 《穀梁傳》 문장에 대한 평가나 평어는 많은 편이 아니다. 아마도
《左傳》의 압도적 우세에 밀려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評點家들

이 활약한 明淸시기의 평어들은 傳本이 희소하여 열독의 가능성도 적고 또한 부분
적인 단락이나 故事에 대한 인상을 간결하게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9) 民國이후 대
6) 余嘉锡, 《四库提要辨證》: “《辨惑篇》引鲁定公與齐侯会於頰谷事，與《春秋穀梁传》略
同，而其词加详. 《公羊》既無其事，《左传》所载復不同，知其用《穀梁》义也
7) 桓谭, 《新论》: “《左氏传》遭战国寝藏，後百餘年，鲁人穀梁赤作《春秋》(即《春秋穀梁传》)，
残略，多有遗文. 又有齐人公羊高缘经文作传，彌失本事.”
8) 今本의 성립시기에 대한 필자의 추론은 《穀梁傳》 莊公 24년 “夏, 公如齊逆女, 親迎,
恒事也.”에 恒, 즉 漢 文帝의 諱가 나오는 것으로 그 시기를 즈음해 현행 텍스트의 대
략을 갖춘 것으로 본다. 물론 부분적 첨삭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先秦兩漢 문헌의
傳承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9) 譚家健의 상게문 각주3)과 簡逸光 박사논문 제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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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과 대만의 대표적 문학사가인 葉慶炳과 劉大杰은 그들의 문학사에서 《穀梁傳》을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학자인 郭預衡의 《중국산문사》에 두 쪽에 소개된 것이 아마
유일한 지면이 아닌가 싶다. 근자에 새로 나온 연구 성과들을 모두 열람하지 못해
단언키 어렵지만 아마 크게 지면을 할애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穀梁傳》
의 문장에 대한 평가로 주요하게 인용되는 것을 적록하면 다음과 같다. “左氏豔而
富, 其失也巫. 穀梁淸而婉, 其失也短. 公羊辯而裁, 其失也俗.” 이것은 范寧이 한
말인데 《穀梁傳》은 “淸而婉”한 문장이 장점이고 편폭이 짧은 것이 흠이라는 것이
다.10) 그리고 비교적 유명한 평자로는 柳宗元을 들 수 있다.11) 근자에 중국학자
譚家健과 黃堯坤은 《穀梁傳》 문장의 성취와 예술성에 대해 역대의 평가를 취합하
고 분석하였다. 사상 분석 위주의 연구 현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성과는 긍정적으
로 평가해야 한다. 필자는 이들의 성과를 참작하여 또 하나의 각도, 즉 《穀梁傳》
故事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 졸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穀梁傳》 故事의 편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한이 있으므로 필자가
편폭을 고려하여 선별한 세 편을 소개하면서 《穀梁傳》 故事의 일단을 엿보고자 한
다.12)
【故事1】
진 헌공이 괵나라를 정벌하려 하자 순식이 말했다. “임금께서는 왜 屈에서 나는
명마와 垂棘의 옥벽을 이용하여 우나라에 길을 빌리지 않으십니까?” 헌공이 말했

10) 清人 翁之圻가 《困学纪闻》 注에서 《穀梁传》은 41512字，《公羊传》은 44075字라고
하였다. 참고로 대만중화서국 《春秋左傳今註今譯》에는 左傳이 196845字로 되어 있
다. 편폭의 차이로 인하여 故事의 편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본다.
11) 柳宗元, 《柳河東集》 권34 <答韦中立论师道书>: “参之《穀梁》以厉其氣.” 권34 <報袁
君陳秀才避師名書>: “穀梁子太史公甚峻潔” 이 외에 宋代 胡安国의 《春秋胡氏传叙》
에 “辞辨而义精”. 淸代 钟文蒸의 《穀梁补注论传》에 “《穀梁》文有二體，有详而畅者，
有简而古者. 要其辞清以淡，义该以贯，氣峻以厲，意婉而平，徵前典皆據正經，述古
语特多精理” 등을 들 수 있다.
12) 簡逸光의 《穀梁傳解經方法硏究》(臺北: 文化大學 석사논문, 2003) 5장에는 短 19개
長 6개의 故事를 소개했다. 譚家健도 25개로 나누어 일치한다. 清钟文烝은 《春秋穀
梁经传补注》隱公 11년 11월 아래에 27傳(지금 관점에서 故事에 상당)을 골라 敍事
라고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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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들은 진나라의 보물이다. 우리의 선물을 받고 길을 빌려 주지 않는다면
어떡하는가?”
순식이 말했다. “이런 물건들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길 때 쓰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길을 빌려 주지 않을 생각이라면 우리의 선물을 받지 않을 것입
니다. 우리의 폐백을 받고 우리에게 길을 빌려준다면 이는 나라 안의 창고에서 벽
옥을 꺼내 밖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고, 나라 안의 마구간에서 말을 꺼내 나라
밖의 마구간에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헌공이 말했다. “우나라에는 宮之奇가 있다. 그는 임금에게 우리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순식이 말했다. “궁지기는 사람됨이 마음은 활달하지만 성격이 유약하고 또 어
려서부터 임금과 함께 살았습니다. 마음이 활달하면 그 말이 간략하고 성격이 유
약하면 강력하게 간하지는 못할 것이며 어려서부터 임금과 함께 자랐으므로 임금
이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게다가 탐나는 물건은 앞에 있고 후환은 다
른 나라 뒤에 숨어 있는 형세입니다. 이는 중간 정도 이상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라야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나라 임금을 보건대 중간 이하입니
다.”
헌공이 결국 길을 빌려 괵나라를 정벌하라고 했다. 우나라의 궁지기가 간언했
다. “진나라의 사신은 말이 겸손하고 선물은 후하니 반드시 우나라에 좋지 않을 것
입니다.” 우나라 임금은 듣지 않고 결국 그 선물을 받고 길을 빌려주었다. 궁지기
가 또 간언했다. “옛말에 이르기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고 했는데 그 말
은 이러한 것을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와 아들을 이끌고 조나라로 달
아났다. 헌공이 괵나라를 멸망시켰다. 5년 후에는 우나라도 빼앗았다. 순식이 말
과 벽옥을 가져다 헌공 앞에 두며 말했다. “벽옥은 예전과 똑같은데 말은 조금 늙
었습니다.”13)

위 단락은 우리에게 익숙한 ‘脣亡齒寒’의 故事이다. 특히 故事 마지막 부분은 엄
13) 《穀梁傳》 僖公2년: 晋獻公欲伐虢, 荀息曰: “君何不以屈産之乘､ 垂棘之璧, 而借道乎
虞也?” 公曰: “此晋國之寶也. 如受吾幣而不借吾道, 則如之何?” 荀息曰: “此小國之所
以事大國. 彼不借吾道, 必不敢受吾幣. 如受吾幣而借吾道, 則是我取之中府, 而藏之
外府; 取之中厩, 而置之外厩也.” 公曰: “宮之奇存焉, 必不使受之也.” 荀息曰: “宮之
奇之爲人也, 達心而懦, 又少長於君. 達心則其言略, 懦則不能强諫, 少長於君則君輕
之. 且夫玩好在耳目之前, 而患在一國之後, 此中知以上乃能慮之. 臣料虞君, 中知以
下也.” 公遂借道而伐虢. 宮之奇諫曰: “晋國之使者, 其辭卑而幣重, 必不便於虞.” 虞
公弗聽, 遂受其幣而借之道. 宮之奇又諫曰: “語曰, ‘唇亡則齒寒.’ 其斯之謂與!” 挈其
妻子以奔曹. 獻公亡虢. 五年, 而後舉虞. 荀息牽馬操璧而前曰: “璧則猶是也, 而馬齒
加長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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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경전에 채용된 것으로 보기에는 특이할 정도로 유머가 살아 있다. 그러나 그
것은 단순히 재치있는 문답에 그치지 않고, 강대국의 탐욕과 우나라의 비극에 대한
강개한 정서가 진하게 묻어난다.14) 또한 독자들이 저마다의 무한한 소회를 갖도록
하는 여운도 있다. 이 故事는 《國語》, 《左傳》과 《公羊傳》에도 실려 있어 비교도
가능한데 《國語》는 너무 소략하고 《左傳》은 그 설명방식과 등장인물이 상이하고 과
정에 초점을 두었기에 본고에서는 일단 제외하고, 《公羊傳》은 《穀梁傳》과 그 서술
이 매우 흡사하므로 일부를 비교해 본다. 본래 이 故事의 백미는 진헌공의 마지막
말이다. 《公羊傳》의 말미부분은 《穀梁傳》에 훨씬 못 미친다. 아니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 敗筆로 보인다.
4년 뒤에 다시 우나라를 취했다. 우나라 임금이 옥과 말을 가지고 왔다. 순식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저의 계책이 어떻습니까?” 헌공이 말했다. “그대의 계책이
신통하기는 하오. 다만 옥은 여전한데 말이 조금 늙었구려.” 이는 순식에게 농담한
것이다.15)
《穀梁傳》과 달리 우나라 임금이 선물로 받았던 옥과 말을 가지고 오는 장면 묘

사는 나름 망국의 비극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첨가된 “이는
순식에게 농담한 것이다”로 문장의 맛은 격감된다. 독자들에게 주는 여운을 잘라내
버린 것이다. 문학적으로 보면 몰상식에 가까운 武斷 행위이다. 물론 이것은 전수
자들이 이 故事를 채택하며 단 나름의 평어이다. 즉 公羊學派 師說이 텍스트에 들
어간 것인데, 《穀梁傳》에 비교하면 서사의 숙련도가 훨씬 못하다. 각설하고 왜 이
故事가 《穀梁傳》에 들어갔는가. 전체 문장의 배치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편
집 의도를 살펴보자. 이 故事는 다음의 經文에 상응하는 것이다.
《春秋》: 僖公 二年 여름, 虞나라 군대와 晉나라 군대가 夏陽을 멸망시켰다.16)

14) 이 문장에 대한 역대의 평가는 譚家健과 黃堯坤의 상게논문 참조.
15) 《公羊傳》 僖公 2년: 四年, 反取虞. 虞公抱寶牽馬而至. 荀息見曰: “臣之謀何如?” 獻
公曰: “子之謀, 則已行矣, 寶則吾寶也, 雖然, 吾馬之齒, 亦已長矣.” 蓋戲之也.
16) 經: 僖公 二年, 夏, 虞師晉師滅夏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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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穀梁傳》: 하양은 나라가 아닌데, 왜 멸망시켰다고 하는가. 하양을 중시했기 때
문이다. 우나라는 군대가 없는데 春秋에 군대라고 쓴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진
나라 군대’보다 앞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우나라 군대라고 쓴 것이다. 우나
라가 진나라 앞에 기록 된 이유는 왜인가. 하양을 멸망시키는데 우나라가 주도적
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하양땅은 우나라와 괵나라의 변경에 있는 괵나라 요충지이
다. 하양을 멸하면 우나라와 괵나라 모두 당한다. 그런데도 우나라가 하양을 멸하
는데 주도적 태도를 취한 것은 왜인가.17) (이후는 상기 순망치한의 故事)

傳에서 經의 기록에 대한 설명의 중점은 우나라가 앞에 거명된 이유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우나라에 군대가 있는 것처럼 기록한 것 등에 대한 설명
이다. 우나라 군대라는 표현은 진나라 군대라는 말이 뒤에 오는데 앞선 우나라를
단지 우라고 기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虞晉師滅夏陽] 이것은 전쟁으로 한 지역
을 멸망시킨 것인데, 그런 문장을 서술할 때, 우나라와 진나라 군대라고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에 부득불 우나라 군대라고 썼다는 것이다. 이른바 春秋筆法의 문
제로 본고의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春秋筆法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故事가 채택된 것이다. 穀梁家들이 보기에 故事로 그 내막을 설
명하지 않으면 약소국인 우나라가 이 행위의 주체로 해당 經文의 주어로서 앞에 자
리한 이유를 당시 중국인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또 주목해
야 하는 것은 분명 僖公 2년에는 夏陽을 멸한 사건뿐인데, 故事 마지막 단락은 오
년 뒤의 일까지 포괄해 매듭짓고 있다.18) 이것은 당해 연 월의 사건에 대해서만
해설하는 《穀梁傳》의 형식을 벗어나 시간을 뛰어넘어 사건의 시말을 함께 기록한
것이다. 이것도 《穀梁傳》에서 이 故事를 세심하게 처리했다는 반증이라 본다.
【故事2】
魯나라의 계손행보는 대머리였고 晉나라의 극극은 애꾸눈이었으며 衛나라의 손
양부는 절름발이였고 曹나라의 공자 수는 곱사등이였다. 네 사람이 동시에 제나라

17) 傳: 非國而曰滅, 重夏陽也. 虞無師, 其曰師何也? 以其先晉, 不可以不言師也. 其先
晉 何也? 爲主乎滅夏陽也. 夏陽者, 虞､ 虢之塞邑也. 滅夏陽, 而虞､ 虢擧矣. 虞之爲
主乎滅夏陽, 何也?
18) 《左傳》과 《公羊傳》을 보면 우나라가 망한 것은 僖公 5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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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신으로 도착하였다. 제나라에서 이들을 맞이하여 접대하는데, 대머리로 하여
금 대머리인 계손행보의 수레를 몰게 하였고, 애꾸눈으로 애꾸눈인 극극, 절름발
이로 절름발이인 손양부, 곱사등이로 곱사등이인 공자 수의 수레를 몰게 하였다.
이때 제나라 임금의 생모가 대 위에서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웃었는데 이
소리를 네 명의 사신이 들었고 불쾌해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서려문 근처
에서 선채로 대화를 나누는데 한참을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제나라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듣고 말했다. “제나라의 환난이 반드시 이로부터 비롯될 것이다.”19)

이 故事는 전반의 장면묘사가 탁월하여 독자들은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
을 받는다. 뒤이은 웃음소리와 사신들의 치욕감까지도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
는 듯하다. 그런데 劉知幾는 《史通》에서 말이 너무 많다고 비평하였다.20) 그의 의
견대로라면 네 사람의 신체 결함을 서술한 뒤 “제나라에서는 각기 같은 부류의 사
람으로 맞이하게 하였다”로 고쳐진다. 일견할 때는 간결한 듯하지만, 시각적 효과도
사라지고, 문장의 맛도 사라진다. 이것은 劉知幾의 千慮一失이다. 《公羊傳》과 대
비해 보아도 《穀梁傳》의 문장이 탁월함을 알 수 있다.
진나라 극극과 노나라 장손허가 동시에 제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소나라의 동질
자는 제나라 임금의 모친이다. 동질자가 널을 뛰면서 손님을 엿보았다. 손님은 애
꾸눈도 있었고 절름발이도 있었다. 이에 그녀는 절름발이를 시켜 절름발이를 마중
하게 하고 애꾸눈을 시켜 애꾸눈을 마중하게 하였다. 두 대부가 제나라 임금과 회
견을 마치고 나가 서로 문에 바짝 붙어 이야기를 했고 한참을 지나서야 떠났다.
제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라에 화가 생기는 것이 반드시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21)

19) 《穀梁傳》成公 元年: 冬, 十月. 季孫行父禿, 晉郤克眇, 衛孫良夫跛, 曹公子手僂, 同
時而聘於齊. 齊使禿者御禿者, 使眇者御眇者, 使跛者御跛者, 使僂者御僂者. 蕭同姪
子處臺上而笑之. 聞於客, 客不說而去, 相與立胥閭而語, 移日不解. 齊人有知之者曰:
“齊之患必自此始矣.!”
20) 劉知幾, 《史通⋅敍事》: 克眇，季孫行父禿，孫良夫跛，齊使跛者逆《穀梁》作“御”，下
同. 跛者，禿者逆禿者，眇者逆眇者. 蓋宜除“跛者”已下句，舊作“字”，誤. 但云“各以其
類逆”. 舊多“者”字. 必事加再述，則於文殊費，此爲煩句也.
21) 《公羊傳》成公 2년: 晉郤克與臧孫許同時而聘於齊. 蕭同姪子者, 齊君之母也. 踊於棓
而窺客, 則客或跛或眇, 於是使跛者迓跛者, 使眇者迓眇者. 二大夫出, 相與踦閭而語,
移日然後相去. 齊人皆曰: “患之起, 必自此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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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질자의 출현과 행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하고, 《公羊傳》은 누가 절름발
이이고 누가 애꾸눈인지, 두 사람 밖에 없는데도 분명치 못하고 깔끔하지가 않다.
누가 보더라도 《穀梁傳》보다 한 수 아래다. 의외로 이 故事는 《左傳》의 처리가 제
일 凡庸하다. 왜냐하면 成公 2년 제나라를 공격한 나라는 분명 노, 진, 위, 조 4개
국인데 참전이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22) 《春秋》를 보면 이 故事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 成公 元年 겨울, 시월
2. 成公 二年 봄, 제나라 임금이 우리 노나라 북변을 쳤다.
3. 成公 二年 여름, 사월, 병술일. 위나라 손량부가 군대를 지휘해 제나라 신축
에서 싸웠다. 위나라가 대패했다
4. 成公 二年 유월, 계유일, 노나라 계손행보, 장손허, 숙손교여, 공손영제가
군대를 거느리고 晉나라 극극, 衛나라 손량부, 曹나라 공자수와 연합하여 제나라
임금과 鞍에서 싸웠다, 제나라가 대패했다.23)

원칙대로라면 《穀梁傳》은 經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따라
서 1의 경우, 겨울 시월의 경우는 굳이 해설을 할 것이 없다. 春秋筆法에 의하면
별다른 사건이 없더라도 각 계절의 시작은 반드시 적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겨울의 시작인 10월을 명기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故事는 1번 經文아래서 출현한
다. 이른바 伏筆, 伏線이다. 네 나라 사신이 등장하는 故事가 없으면 2,3,4,의 經
22) 《左傳》: 魯宣公 17년 봄, 진나라 임금이 극극에게 사신으로 제나라 경공의 회맹 참여
를 요구하게 했다. 이때 제나라 경공이 유막을 친 뒤 여인들에게 보게 했다. 당상에 오
르는 극극의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방안에서 대소했다. 이에 극극이 대로하여 나와서
는 이같이 맹서했다. “이 치욕을 갚지 않고는 황하를 건널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먼
저 귀국하면서 수하인 난경려에게 제나라에 머물며 명을 기다리라 하며 말했다. “제나
라에 앙갚음 하는 건을 이루지 못하면 너에게 다시 명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극극은 귀
국하자마자 제나라를 공격하자고 요청했지만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春, 晉侯使郤克
徵會於齊. 齊頃公帷婦人, 使觀之. 郤子登, 婦人笑於房. 獻子怒, 出而誓曰: “所不此
報, 無能涉河!” 獻子先歸, 使欒京廬待命於齊, 曰: “不得齊事, 無復命矣.” 郤子至, 請
伐齊, 晉侯弗許.)
23) 1. 成公 元年: 冬, 十月 2. 成公 二年, 春, 齊侯伐我北鄙. 3. 成公 二年, 夏, 四月,
丙戌, 衛孫良夫帥師, 及齊師戰於新築, 衛師敗績. 4. 成公 二年, 六月, 癸酉, 季孫行
父, 臧孫許, 叔孫僑如, 公孫嬰齊, 帥師會晉郤克, 衛孫良夫, 曹公子手, 及齊侯戰於
鞍, 齊師敗績. 인용한 春秋經의 순서는 중간에 다른 기사의 삽입 없이 연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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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서 왜 약국 위나라가 제나라 무모한 공격을 하고 깨지는지, 그리고 곧이어 다
시 위나라에 세 나라가 더 가담하여 제나라를 격파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게다가
經에 공격의 主將들을 왜 그리 자세히 적시했는지 의도를 짐작하기가 어렵다. 《穀
梁傳》은 “노나라의 계손행보는 대머리였고 진나라의 극극은 애꾸눈이었으며 위나라
의 손양부는 절름발이였고 조나라의 공자 수는 곱사등이였다”로 시작되는 故事를
채택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經文의 속사정을 해설해내고 있다. 經文의 내막을 문학
적으로 설명해내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방법을 취해 《穀梁傳》의 해설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편도 《穀梁傳》이 《公羊傳》이나
《左傳》의 해당 故事보다 예술성은 물론, 解經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돋보이는 일례

이다.
【故事3】
초나라 靈王이 사람을 시켜 제후의 군중에 慶封을 끌고 가게 한 뒤 호령했다.
“제나라 경봉처럼 자기 임금을 시해한 자가 있는가?” 그 순간 경봉이 나섰다. “잠
깐 멈추시오! 나도 한 마디 하리다” 그리고 말했다. “초나라 공자 위처럼 그 형의
아들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된 자가 있는가!” 군중의 모든 이가 박장대소 하였다.24)

본래 이 故事는 春秋經의 昭公 4년 “가을 7월, 楚나라 임금이 蔡나라 임금, 陳
나라 임금, 許나라 임금, 頓의 임금, 胡의 임금, 沈의 임금, 淮夷와 함께 吳나라를
치고, 齊나라 慶封을 잡아 죽였다”25)라는 상당히 무미건조한 한줄 기록에 대한 설
명으로 제시된 것이다. 게다가 그에 대한 해설로 제시된 故事에도 어떤 배경 설명
이 없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단숨에 전후 사정을 감지할 수 있고, 강
렬한 패러독스를 느낄 수 있다. 이 故事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한 마디 절규로
서로의 가면을 벗겨버린다. 압축된 문장의 전형이다.
원래 覇者를 꿈꾸던 초 영왕은 弑君의 죄목으로 제나라 경봉을 제후들 앞에서
24) 《穀梁傳》 昭公 4년: 靈王使人以慶封令於軍中曰: “有若齊慶封弑其君者乎?” 慶封曰:
“子一息, 我亦且一言, 曰: 有若楚公子圍, 弑其兄之子而代之爲君者乎?” 軍人粲然皆
笑.
25) 經: 秋, 七月, 楚子､ 蔡侯､ 陳侯､ 許男､ 頓子､ 胡子､ 沈子､ 淮夷伐吳. 執齊慶封,
殺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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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하고자 했다. 경봉은 제나라 임금을 죽이고 정권을 농단했었기에 분명히 난신
적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를 징벌하는 것은 천하의 정의를 바로잡는 행위이
며, 패자의 덕목이다. 초 영왕은 이를 과시하고자 군중 앞에서 경봉을 참수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도 경봉은 억울하여 소리친다. 초나라 영왕도 임금을
죽이고 자리를 빼앗은 자인데 어찌 나를 탓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절묘한 행
문 구성은 서로 한 마디를 주고받은 것으로 모든 실체를 보여주고, “군중의 모든 이
가 박장대소 하였다.”고 매듭지어, 두 파렴치범에 대한 당시인들의 조롱과 경멸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필자는 이 故事의 효용은 또 하나 있다고 본다. 故事의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붙어있다.
《春秋》가 추구하는 정의는, 높은 이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어진이가 모자란 자

를 다스리는 것이지, 어지러운 자로 어지러운 자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孔子께
서 말하길, ‘자신이 추악하면서 다른 사람을 토벌하면 상대는 죽더라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것을 일컬은 것이다.26)

위의 맺음말에서, 우리는 慶封의 故事가 《春秋》와 공자의 깊은 뜻을 쉽게 이해
하는데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지 알 수 있다. 《穀梁傳》이 문학적 취향에서 故事를
윤색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이 《春秋》를 해설하는데 최선의 방책으
로 선택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穀梁傳》이 이런 생동감 넘치는 故事로 설명한
것에 비해 《公羊傳》은 다음같이 말한다.
가을 7월 楚子⋅蔡侯⋅陳侯⋅許男⋅頓子⋅胡子⋅沈子⋅淮夷가 오나라를 치
고, 제나라의 경봉을 잡아 죽였다. 이는 오나라를 친 것인데 제나라 경봉을 잡았
다고 말한 것은 왜인가? 제나라를 위해서 죽였다는 것이다. 경봉의 죄는 무엇인가
제나라 임금을 위협하고 제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다.27)

26) 《穀梁傳》 昭公 4년: 春秋之義, 用貴治賤, 用賢治不肖, 不以亂治亂也. 孔子曰: “懷惡
而討, 雖死不服”, 其斯之謂與!
27) 《公羊傳》: 秋, 七月, 楚子､ 蔡侯､ 陳侯､ 許男､ 頓子､ 胡子､ 沈子､ 淮夷､ 伐吳, 執
齊慶封, 殺之. 此伐吳也, 其言執齊慶封何? 爲齊誅也. 其爲齊誅奈何? 慶封之罪何?
脅齊君而亂齊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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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하면 《公羊傳》도 春秋經의 기사에 대해 착실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렇지만 이렇게 되면 문장이 밋밋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관계 파악에도 요령부
득이다. 더욱이 《公羊傳》의 설을 따르면 초 영왕과 그의 이번 행위는 아무 하자가
없게 된다. 《春秋》의 大義를 밝히는데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穀梁傳》의 故事는
단순히 두 사람의 추함을 들추고자만 한 것은 아니다. 《春秋》의 뜻을 밝히는데 방
점이 있다고 봐야한다.28) 穀梁家들과 公羊家들의 착안점이 다르다는 것이 감지된
다.
이상 예시한 세 故事는 모두 탁월한 예술성을 갖고 있으며 지금 읽어도 그 생동
감과 줄거리가 감탄할 만한 수준이다. 《穀梁傳》의 故事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가.
대륙학자 譚家健은 《公羊傳》과 《穀梁傳》의 故事는 단지 經의 뜻을 풀이하기 위하
여 보충한 것이기에 故事의 완성도나 생동감이 떨어진다고 분석하였다.29) 작품의
수준에 대한 견해는 각자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더 자
28) 《左傳》의 해당 故事는 《穀梁傳》과 비슷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昭公 4년: 8월 갑신
일에 전투에 이기고 제나라 경봉을 사로잡아 그의 가족을 모두 죽여 버리려 했다. 경
봉을 죽이려 하는데 초거가 말했다. “신이 듣건대 허물이 없는 자라야 남을 죽일 수 있
다고 했습니다. 경봉은 다만 그의 천성이 방자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데 설마
순순히 처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기회를 얻어 제후들에게 어떤 말이라도 하게 되면
나쁜 소문만 옮기게 할 뿐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초나라 영왕은 듣지 않고서
경봉에게 도끼를 지워 제후들에게 돌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나라 경봉처럼 자기 나라
임금을 죽이고 어린 임금을 무력하게 하며 그 나라 대부들과 동맹을 맺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자 경봉은 외치기를 “어떤 사람이든지 초나라 공왕의 서자
위가 그의 임금과 형의 아들 균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어 제후들과 맹세하는 일이 없
도록 하라.”고 했으므로 영왕은 경봉을 속히 죽이게 했다.(八月甲申, 克之, 執齊慶封,
而盡滅其族. 將戮慶封, 椒擧曰: “臣聞無瑕者可以戮人. 慶封唯逆命, 是以在此, 其肯
從於戮乎? 播於諸侯, 焉用之?” 王弗聽, 負之斧鉞, 以徇於諸侯, 使言曰, “無或如齊
慶封弑其君､ 弱其孤以盟其大夫!” 慶封曰, “無或如楚共王之庶子圍, 弑其君兄之子麇
而代之, 以盟諸侯!” 王使速殺之.) 여기서는 椒擧의 발언이 공자의 말과 일맥상통한
다.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엇비슷하지만, 그 발언자의 歸屬에 대해 다른 선택
을 했다는 것이다.
29) 상게문, 적요: 通过《穀梁传》十五则叙事文字與《左传》, 《公羊传》同题故事逐一比较可
以发现, 有穀梁氏優於左氏､ 公羊氏者, 有三家各有千秋者, 有穀梁氏不如二氏者. 穀
梁氏多数故事不如左氏, 少数互有短长. 穀梁氏叙事與公羊氏相差無幾. 出现上述差异
的原因在於, 穀梁氏､ 公羊氏是经学家, 重在解释《春秋》经义, 故事只是为释义的补充
而已, 因而忽视叙事的完整性和生动性. 左氏是史学家兼史传文学家, 长於叙事, 重视
细节的真实性和情节的完整性, 解释《春秋》经义只是偶尔为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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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살펴야 할 듯하다. 《穀梁傳》에서 故事는 편수의 다과나 편폭의 參差에 관계
없이 《春秋》를 해설하는 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결코 보충적 요소도 아니고, 원칙
없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본다. 동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들이 한결같은 경향
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소개된 《穀梁傳》의 故事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의 방향과 전개는 늘 개인의 됨됨이, 특히 지배층의 인품이나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도자의 식견이 역사의 방향을 틀기도 했고, 혹은 지배층
의 경솔한 행동이 전쟁을 부르기도 한다. 혹은 옳게 보이는 행동도 행위자 자신이
덕이 없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본고에서 소개하지 못한 여타의 《穀梁傳》 故事
들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세계관을 담아내고 있다. 결국 마음가짐, 사람의 됨됨이가
역사의 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穀梁傳》의 故事는 經을 해설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도 의식적인 작위가 있다. 따라서 故事는 穀梁家의 세계관
을 투사한 반영물이다. 필자는 ‘正人心’이 그들 학파의 이상이자 가치관이며 《穀梁
傳》의 故事에는 그것이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Ⅲ. 故事의 歸屬 문제 검토
이상에서 보았듯이 《穀梁傳》의 故事는 經을 풀이하는 해설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穀梁傳》뿐 아니라 《公羊傳》과 《左傳》에도 故事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필
자는 이 故事들을 ‘經說’로 본다. 위 2장에서 제시한대로 과연 예시한 故事들이 빠
진다면 《穀梁傳》은 문장의 구성이 완정되고 經에 대한 해설의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독자들은 《穀梁傳》의 설명에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
이다. 살펴보았듯이 그 故事들은 필수 불가결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담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公羊傳》과 《左傳》에 나오는 무수한 故事들의 성
격도 짐작할 수 있다. 그것들도 역시 각 학파들이 經을 해설하는 중요한 說로서 채
택되어 텍스트화 되었다는 것이다. 經說의 ‘說’이란 經을 풀이하는 해설의 문체 혹
은 장르를 지칭하는 것이다. 漢代에는 ‘傳’과 ‘說’이 ‘경전을 풀이한 책’이라는 의미
로 통용되었음을 《漢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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獻王이 구한 책들은 모두 古文으로 된 先秦의 舊書로 《周官》, 《尚書》, 《禮》,
《禮記》, 《孟子》, 《老子》부류이며, 모두 《經》, 《傳》, 《說》, 《記》로 七十子의 제자

들이 논술한 것이다.30)
司馬遷도 孔安國에게 배웠던 까닭으로 그의 책에 실린 《堯典》, 《禹貢》, 《洪
範》, 《微子》, 《金縢》의 여러 글에는 古文학파의 說이 많다.31)
成帝때, 劉向이 校書하면서, 《易說》을 따져보니 여러 易家의 說이 모두 田何,
楊叔, 丁將軍을 따라서 큰 뜻이 대략 비슷했다. 오직 京氏만이 다른데 焦延壽와
둘이서만 隱士의 說을 얻어서 孟氏에게 나왔다고 말했지만 서로 같지 않았다. 32)

이상의 기록에서 漢代에 여러 ‘說’들이 유행하였고 문자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說’은 즉 텍스트의 형태로 존재했다. 《漢書⋅藝文志⋅六藝略》에서 보이는 經에 대
한 說 종류의 서적은 다음 같다.
易: 《略說》
尙書: 《歐陽說義》, 《禮中庸說》, 《明堂陰陽說》
詩: 《魯說》, 《韓說》
孝經: 《長孫氏說》, 《江氏說》, 《翼氏說》, 《后氏說》, 《安昌侯說》, 《說》
論語: 《齊說》, 《魯夏侯說》, 《魯安昌侯說》, 《魯王駿說》, 《燕傳說》

<藝文志> 목록을 보면 당시 ‘說’체 텍스트가 상당히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藝文志>에는 老子에도 《老子傅氏經說》, 《老子徐氏經說》, 《說老子》의 세 종
류의 ‘說’이 보인다. 이를 통해 經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문헌에는 ‘說’이라는 해
설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說’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은 모두
일실되어 구체적 모습을 알 수 없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說’의 흔적을 탐색해
보았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韓非子》의 <說林>과 <儲說> 등의 8편이라고 생각한
다.33) 편명에 나타나는 ‘說’의 실체는 무엇인가. 《韓非子》를 읽어보면 그 說이라는
30) 《漢書⋅景十三王傳》: 獻王所得書皆古文先秦舊書, 《周官》, 《尚書》, 《禮》, 《禮記》,
《孟子》, 《老子》之屬, 皆《經》, 《傳》, 《說》, 《記》, 七十子之徒所論.
31) 《漢書⋅儒林傳》: 司馬遷亦從安國問故. 遷書載 《堯典》, 《禹貢》, 《洪範》, 《微子》, 《金
縢》 諸篇, 多古文說.
32) 《漢書⋅儒林傳》: 至成帝時, 劉向校書, 考《易說》, 以爲諸易家說皆祖田何､ 楊叔､ 丁
將軍, 大誼略同, 唯京氏爲異, 黨焦延壽獨得隱士之說, 託之孟氏, 不相與同.
33) <說林上>, <說林下>, <內儲說上>, <內儲說下>, <外儲說左上>, <外儲說左下>, <外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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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歷史故事와 民間傳聞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韓非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故事를 ‘說’이라는 문체 또는 장르로 명명하였으며 그리고 그러한 說을 모았
다는 의미에서 ‘林’과 ‘儲’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물론 이런 故事들 즉 ‘說’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韓非의 이론이나 학설을 증명하는 전거로 활
용된다. 특히<儲說>은 필자가 말하는 經과 說로 구성된 대표적 사례이다. 經과 이
야기인 故事, 즉 說로 구성되어서, 經은 개요나 원칙을 제시하고 說은 그것을 설명
하는 구체적인 故事로 구성되어 있다. 즉 經과 說의 관계는 원칙이나 강령과 그에
상응하는 해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실 이것은 先秦 학술계의 일상적인 현
상이었다.34) 《韓非子》만 그런 것이 아니다. 《墨子》의 경우는 <經說>이라는 편이
있다. 이에 대해 梁啓超는 이렇게 말했다.
古書는 죽간에 새겼기 때문에 傳寫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므로 대개 저술자의
문장은 모두 매우 간략했다. 《老子》는 5천자 정도이고, 《墨經》은 6천자를 넘지
않는다. 공자가 지은 《春秋》도 의미는 풍성하지만 문자는 간략하다. 그러므로 微
言大義라는 것은 모두 말로 전해지는 것이다. 經에 밝고자 한다면 마땅히 經說에
서 그 의미를 구해야 한다.35)
양계초가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부터 經과 說의 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다.36)

양계초는 《墨經》을 빌어 經과 說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필자는 이 설명에서 계
說右上>, <外儲說右下>
34) 한비가 노자를 해설한 <解老>, <喩老>도 노자의 함축적인 언어를 故事로 풀이한 편으
로 경과 설의 관계와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물론 한비가 《노자》를 해석한 것은, 노자를
위한 노자 해석이 아니라, 《노자》의 의미를 빌어 자신의 사상을 편 것이다. 다음은 <喩
老>의 한 사례이다. 楚莊王蒞政三年, 無令發, 無政爲也. 右司馬御座而與王隱曰: “有
鳥止南方之阜, 三年不翅, 不飛不鳴, 嘿然無聲, 此爲何名?” 王曰: “三年不翅, 將以長
羽翼 不飛不鳴, 將以觀民則. 雖無飛, 飛必沖天 雖無鳴, 鳴必驚人. 子釋之, 不穀知
之矣.” 處半年, 乃自聽政. 所廢者十, 所起者九, 誅大臣五, 擧處士六, 而邦大治. 擧
兵誅齊, 敗之徐州, 勝晉於河雍, 合諸侯於宋, 遂覇天下. 莊王不爲小害善, 故有大名
不蚤見示, 故有大功. 故曰: “大器晩成, 大音希聲.”
35) 梁啓超, 《墨經校釋》, 《飮氷室全集》 38권: 古書槧於竹簡, 傳寫甚難, 故凡著述者文皆
極簡. 老子近五千言, 墨經不逾六千言, 孔子作春秋亦義豊而文約, 而微言大義, 皆在
口舌. 欲明經, 當求其義於經說.
36) 范耕硏, 《墨辯疏證》(商務印書館, 1935년), 6쪽: 自梁氏 篤守此例, 乃能將經與說之
關係, 確定而不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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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받은 바가 크다. 환언하여 故事와 관련되어 하나 주의할 것은 先秦의 故事는
누구만의 독창이거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비슷한 내용을 가진 故事
들이 先秦문헌에 무수히 중첩도 나타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韓非子》
에 나오는 무수한 故事는 《戰國策》, 《呂氏春秋》, 《列子》, 《莊子》, 《左傳》 등에 동
시에 출현하며 그 내용 또한 단락의 선후 또는 字數의 차이가 있을 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다만 그 故事들은 해당 학자의 의도에 맞게 조정되어 읽혀지는 것뿐
이다. 이렇듯 先秦시기 문헌에는 故事를 가지고 자신 혹은 소속 학파의 의견을 납
득시키고자 보충 설명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따라서 故事가 說의 기능을 했음을 볼
수 있다.37) 그런 故事는 대부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주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
다시 《穀梁傳》故事와 春秋學의 문제를 살펴보자. <藝文志>에는 春秋類 서적이
열거되어 있다. 說로 명명한 가진 책은 안 보이지만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左氏
微》, 《鐸氏微》(楚太傅 鐸椒 著), 《張氏微》, 《虞氏微傳》(趙相 虞卿 著), 《公羊外
傳》, 《穀梁外傳》, 《公羊雜記》, 《公羊顔氏記》이다. 이들의 원모는 알 수 없지만
《史記》에 그 단서가 있다.

孔門 70명의 제자들은 스승의 주장을 언설로 전수하였는데 거기에는 비평, 권
고, 찬양, 은휘, 힐난, 폄훼 등의 말들이 있어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노나
라의 군자 左丘明은 제자들이 각각 다른 관점으로 제각기 주관에 집착하여 그 진
의를 잃는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그는 공자의 역사 기록에 연유하여 그 말을
상세하게 논술하여 《左氏春秋》를 지었다. 鐸椒는 楚나라 威王의 스승인데 위왕이
《春秋》를 전부 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기록을 채취하여 마침내 40
장을 지어 《鐸氏微》라고 하였다. 조나라 효성왕 때 재상 우경은 위로는 《春秋》에
서 채취하고 아래로는 근세의 정세를 관찰하여 8편을 지어 《虞氏春秋》라고 하였
다. 여불위는 진나라 장양왕의 재상인데, 그도 상고시대를 통찰하고 《春秋》를 정
리하여 6국의 사적을 집성하였는데, <팔람>, <육론>, <십이기>로 편찬하여 《呂氏
春秋》라고 하였다. 그리고 순자, 맹자, 공손고, 한비 같은 자들은 왕왕 각자 《春
秋》의 뜻을 받아들여 저작하였으므로, 이루 다 예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38)
37) 이런 故事는 혹은 우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歷史
故事에만 한정시킨 것이다.
38) <十二諸侯年表序>: 七十子之徒口受其傳指, 爲有所刺譏褒諱挹損之文辭不可以書見
也. 魯君子左丘明懼弟子人人異端, 各安其意, 失其眞, 故因孔子史記具論其語, 成左
氏春秋. 鐸椒爲楚威王傳, 爲王不能盡觀春秋, 釆取成敗, 卒四十章, 爲鐸氏微. 趙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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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보면, 공자는 《春秋》의 뜻을 구술로 전했는데, 弟子들이 감히 문자화하지
못했다. 左氏가 이것을 문서화하였고, 그 후 각 지역에서 《春秋》 해설서가 출현하
였다. 鐸椒의 《鐸氏微》, 虞卿은 《虞氏春秋》가 나왔고 그 후 呂不韋⋅荀卿⋅孟子⋅公
孫固⋅韓非같은 사람들도 春秋의 문장을 인용하여 책을 지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들과 저작은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藝文志⋅春秋類>에
기록된 책들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三傳 외에도 많은 說들이 존재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왜 說이 나오는가. 春秋經 자체는 극히 간단하여 해설이 없이는 어떤 의
미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康有爲도 이 점을 간파하였다.
모든 典籍에서 詩⋅書를 인용할 때는 經文을 인용하는데, 유독 《春秋》만은 漢
人들이 칭하는 바가 모두 《春秋》의 義理만을 인용하였고, 經文을 인용하지 않았
다. 이것은 古今학자들에게 첫째가는 매우 괴이한 일이다. 그런데 2천년 동안 주
의하지 않았다. …… 대개 《春秋》의 뜻은 經文에 있지 않고 口說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39)
《春秋》를 인용하되 이른바 經文을 인용하지 않는 현상, 康有爲의 의문의 시작점

이다. 그리고 康有爲의 답은 바로 《春秋》의 義理는 經文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
라 口說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春秋의 세 학파
가 今古文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經文 자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것도
주로 음이 비슷한 글자를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에 집중될 뿐, 내용이 판이한 것은
없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三傳의 차이는 해설이다. 즉 經은 하나인데 그것을 전수
하는 학파와 스승들의 說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학파의 차이는 說에서 판별된다.
따라서 《穀梁傳》의 故事도 穀梁家 학설의 주요 구성성분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
면 타 학파와의 차별성을 상징하는 표지이다.
<藝文志> 春秋類에 ‘說’로 명명한 문헌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三傳이 그 說, 즉
成王時, 其相虞卿上釆春秋, 下觀近勢, 亦著八篇, 爲虞氏春秋. 呂不韋者, 秦莊襄王
相, 亦上觀尙古, 刪拾春秋, 集六國時事, 以爲八覽六論十二紀, 爲呂氏春秋. 及如荀
卿孟子公孫固韓非之徒, 各往往捃摭春秋之文以著書, 不可勝紀.
39) 康有爲, <春秋口說>, 《春秋董氏學》(中華書局, 1990), 95쪽: 凡傳記稱引詩書, 皆引
經文, 獨至春秋, 則漢人所稱, 皆引春秋之義, 不引經文. 此是古今學者一非常怪事,
二千年來未嘗留意. 蓋春秋之義, 不在經文, 而在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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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事들을 대다수 포괄 수렴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三傳에 보이는 그 수많은 說들
을 보면 사실 당시의 說들은 다 취합해 놓은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한다. 물론 그
럼에도 불구하고 《公羊外傳》, 《穀梁外傳》, 《公羊雜記》, 《公羊顔氏記》 등의 문헌명
으로 보아 여전히 학자들은 자신만의 ‘春秋說’을 생산해 낸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外傳’이라는 명칭은 시사점이 크다. 동시대에 나온 《韓詩外傳》의 무수한 故事
들을 떠올리면, 《公羊外傳》, 《穀梁外傳》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Ⅳ. 結語
본고는 《穀梁傳》 故事 분석을 통해, 그 역할과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
과 《穀梁傳》에 실린 故事는 문학적으로도 주목할 부분이며, 동시에 타 학파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穀梁家 師說의 일부라고 판단하였다. 《穀梁傳》 故事는 先秦부
터 유래한 ‘說’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타 학파와 마찬가지로 이 故事는 분명히 학
설의 일부로 계승되었으며, 결코 우연히 채록되거나 보충적 차원의 성격을 지닌 것
이 아니다. 따라서 故事들은 일관된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필
자는 가급적 기존 연구방향이나 성과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傳과 說
의 계통 정리 및 그와 연계된 故事의 궤적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 등은 후속 연구에
서 더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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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春秋穀梁传是春秋三传之一.是一部解释春秋经义的著作.穀梁传是经过
了漫长的口头流传增删修订的过程,

至於作者究竟是谁已無可考,师承关係也

难以尽知. 但就成書時期而論, 從現有記載來看穀梁传大约成书於漢初, 絶非
晩於公羊傳. 拙文試探穀梁故事. 穀梁故事雖小, 爲了闡明經義, 使學者易於
掌握, 發揮一些精簡之文, 比公羊左氏別有淸新氣象, 可謂各有千秋. 愚案穀
梁故事源於先秦兩漢經說. 經說與經傳其實一也. 皆服務於經義. 穀梁故事以
正人心为本, 可见穀梁故事是借事明义的經說之一.

【主題語】
故事, 經, 說, 穀梁傳, 春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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