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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資治通鑑》은 戰國時代부터 五代까지, 즉 기원전 403년부터 959년까지 1362

년간의 역사 기록이다. 이 논문은 《자치통감》의 처음부터 漢 武帝 시기까지 내용을 

같은 시기의 역사인 《史記》와 비교한 것이다. 사마광은 기전체인 《사기》를 편년체

로 바꾸면서 약간의 내용을 증보하였고 훨씬 많은 부분을 축소, 삭제하였다. 무엇

을 기록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록하지 않았는가도 중요하다. 삭제했다는 

것은 그것이 역사가가 의도하는 주제와 맥락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

다. 무슨 내용이 삭제되었는지를 파악한다면 사마광이 어떠한 주제와 의도로 역사

를 편찬했는지 알 수 있다. 논문은 사마광이 삭제한 《사기》의 내용을 두 방면으로 

고찰하였다. 첫째는 비상식적이고 기이한 내용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유가적 질서

에 위배되는 遊俠과 자객의 이야기이다. 증보와 축소⋅삭제의 과정을 통해 《자치통

감》은 더 교훈적인 서사로 완성되었다.

  * 고려대 중문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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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자치통감》은 전국시대의 시작인 三家分晉부터 唐五代까지, 기원전403년부터 

959년까지 1362년간을 기록한 통사이다. 그러나 사마광은 직접 문장을 쓰기보다 

紀傳體의 正史를 編年體로 전환하여 편찬하였다. 특히 시대가 고대일수록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先秦에서 西漢까지는 대체로 《사기》와 《한

서》의 문장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자치통감》 중 前漢까지의 서술에서 사마

광의 역할은 집필보단 편집에 가깝다. 章太炎은 이렇게 말했다. 

《자치통감》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西漢 시대는 모두 《사기》와 《한서》를 채용

하고 東漢은 《후한서》에서 일고여덟을 채용하였으며 魏晉에서 隋代까지는 正史를 

채용한 것이 열의 예닐곱이고 唐은 정사를 채용한 것이 열의 다섯에 못 미치며, 

五代는 모두 薛居正의 《 五代史》에 근거하였다.(統觀《通鑑》所採, 西漢全採史

漢, 東漢採范書十之七八, 魏晉至隋, 採正史 十之六七, 唐則採正史 十不及

五, 至五代則全據薛史.)1)

이처럼 기존의 문장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중국 역사 편찬의 전통이자 관습이

다. 章學誠은 《사기》에 대해 ｢사마천이 쓴 분량이 열에 하나, 기존의 문헌을 편집

하여 남긴 것이 열에 아홉｣의 비중이라며 역사를 편찬하는 뜻은 본래 ‘삭제하여 조

술하는 것[刪述]’이라고 하였다.2)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저작권에 대한 엄격한 개념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새롭게 짓

기보다는 예전의 기록에 오류가 없다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述而不作’이었다. 

 1) 章太炎, 《國學講演 》(華東師範大學, 1995), 145쪽.

 2) 章學誠, 《文史通義校注ㆍ黠陋》: ｢《좌전》은 춘추시대 각 나라의 사서에 근거했고 《사

기》는 《尙書》와 《國語》, 《世本》, 《전국책》, 《초한춘추》 등의 여러 기록에 근거했다. 자

신이 쓴 분량이 열에 하나고 삭제하고 조술하여 남긴 분량이 열에 아홉이었으나 군자는 

이것을 잘못이라 하지 않았다. 저들이 책을 쓰는 뜻은 본래 삭제와 조술을 능사로 삼는 

것이었다. …… 군자는 班固가 《한서》를 편집하면서 사마천을 보완한 공이 있다고 하였

고 또 반고의 편집이 남이 해놓은 것을 근거로 잘 삼고 자신의 의견을 함부로 쓰지 않

은 일을 훌륭하다고 여겼다.(《左》因百國寶書; 《史》因《尙書》、《國語》及《世本》、《国

策》、《楚汉春秋》诸记载, 己所为 十之一, 删述所存十之九也. 君子不以爲非也. 彼著

書之旨, 本以刪述爲能事. …… 君子以 班氏之刪述, 其功有補於馬遷; 又美班氏之刪

述, 善於因人而不自用也.)｣(中華書局, 2000), 426-427쪽.



《資治通鑑》과 《史記》 비교  29

《사기》는 《世本》, 《國語》, 《戰國策》, 《楚漢春秋》 등을 자료로 편찬하였다. 班固의 

《漢書》도 武帝 이전은 《사기》와 거의 같으며, 太初 연간 이후는 劉向의 《新序》, 

《説苑》, 《七略》 등의 문장을 채택하여 편찬하였다.3) 《자치통감》의 문장이 각 시대 

正史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편년체인 《자치통감》의 편찬 과정은 먼저 시간 순서대로 모든 자료를 배치한 후 

계속해서 삭제해 나가는 것이었다. 

사마광은 《자치통감》을 지을 때 먼저 관료들에게 상이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게 

하여 년도와 달, 날짜에 맞춰 《叢目》을 만들었다. 《총목》을 만들고 나서는 《長編》

을 만들었다. 당나라 3백년은 范祖禹가 맡았는데 사마광은 범조우에게 《장편》은 

번다한 단점이 있더라도 소략한 단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당시 범

조우가 편찬한 《장편》은 대략 6백여 권이었는데 사마광이 꼼꼼하게 삭제하여 80

권으로 줄였다.(司馬光之作《資治通鑑》也, 先使僚屬採摭異聞, 以年月日為《叢

目》, 《叢目》既成, 乃修《長編》. 唐三百年, 范祖禹實掌之. 光 祖禹: “《長編》寧失

于繁, 無失于略.” 當時祖禹所修《長編》, 蓋六百餘巻, 光細删之, 止八十巻.)4)

먼저 관련 자료를 모두 수합하여 《총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장편》을 만들었는

데 여기까지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다. 대체로 漢代는 劉攽이, 삼국부터 남북조까

지는 劉恕가, 唐은 范祖禹가 담당하였다.5) 그러나 《장편》을 읽고 취사선택하여 

《자치통감》으로 남기는 것은 모두 사마광이 결정하였다.6) 모든 관련 자료를 수합

한 《장편》은 분량이 상당하였는데 唐代의 경우 600여권에 달하는 것을 사마천이 

직접 최종 80권으로 삭제하였다. 《자치통감》은 방대한 자료를 총수집한 후 오랜 기

간 삭제의 과정을 반복하여 완성된 것이다.7) 따라서 무엇을 삭제했는가는 사마광

 3) 《史通通釋》 卷五<採撰>: ｢馬遷《史記》採《世本》、《國語》、《戰國策》、《楚漢春秋》. 至班

固《漢書》, 則全同太史; 自太初已後, 又雜引劉氏《新序》、《説苑》、《七略》之辭.｣(臺北, 

藝文印書館, 1978)

 4) 李燾, <進續資治通鑑長編表>, 《續資治通鑑長編》(中華書局, 2004)

 5) 胡三省, <新註資治通鑑序>: ｢脩書分屬, 漢則劉攽, 三國汔于南北朝則劉恕, 唐則范祖

禹, 各因其所長屬之, 皆天下選也, 歴十九年而成.｣ 《자치통감》, 29쪽. 이 논문에서는 

중화서국(1995)에서 출판된 것을 저본으로 하며 이후 쪽수만 표기하였다.

 6) 劉羲仲, 《通鑑問疑》: ｢劉恕는 書局에 있으면서 사적을 분류하여 장편을 만드는 것만 

했지, 시비와 취사의 결정은 전적으로 사마광이 도맡아 했다.(道原在書局, 止類事跡, 

勒成長編, 其是非予奪之際, 一出君實筆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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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도가 집중적으로 발휘된 부분이다.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역사의 세계에서 

불필요한, 혹은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통감》과 《사기》의 동일시기, 즉 전국시대부터 前漢 武帝 연간까지를 비교해 

보면 《사기》를 그대로 채택한 것, 《사기》에 없는 내용을 증보한 것, 《사기》를 축소

한 것, 《사기》에 있으나 삭제한 것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기》에 없는 내

용을 추가한 부분은 많지 않으며, 축소⋅삭제한 부분이 많다. 이를 紀傳體에서 編

年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마광은 더 

많은 부분에서 《사기》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채택하였다. 즉, 축소와 삭제는 이유

와 의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자치통감》의 전국시대부터 漢 武帝까지의 기록을 《사기》와 비교

하여 사마광이 어떤 부분을 증보 혹은 축소⋅삭제하였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8) 

 7) 송대 高似孫의 《緯略》 권 12의 <通鑑>에는 사마광이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가 수록되

어 있는데, 《자치통감》의 唐代 부분을 편찬한 과정과 상황이 담겨 있다. “저는 낙양으

로 돌아온 이후 오로지 《자치통감》의 편수 작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단지 晉나라와 宋齊梁陳, 隋나라 여섯 왕조를 마쳐 상주하였습니다. 당나라는 자료가 

특히 많아 범몽득에게 서적들을 연도와 달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초고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4丈을 한 권으로 끊어 스스로 3일마다 1권씩을 삭제해 나가기로 결심

했는데 일이 있어 못하게 되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삭제하기 시작했

고 지금까지 이미 2백여 권을 했는데도 대력 말년까지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남

아있는 권수가 이것의 배는 되니 합쳐 6,7백 권 정도가 됩니다. 3년이 더 걸려야 당대

를 거칠게나마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某自到洛以來, 以修資治通鑑爲事, 於

今八年, 僅了得晉宋齊梁陳隋六代以來奏御. 唐文字尤多, 託范夢得 諸書依年月編次

爲草卷, 每四丈截爲一卷, 自課三日刪一卷, 有事故妨廢則追補. 自前秋始刪, 到今已

二百餘卷, 至大歴末年耳. 向後卷數又 倍此, 共計不減六七百卷, 更 三年, 方可粗

成編.)”

 8) 두 史書의 문장을 직접 비교한 기존 연구는 없다. 유사한 선행 연구로는 역사학에서 사

마천과 사마광의 정치관, 역사관을 비교한 것들로 賈俊逸의 《司马迁司马光政治思想之

異同》(西北師範大學 석사논문, 2010), 施丁의 <兩司馬史學異同管窺>(劉乃和, 宋衍

申 主編 《資治通鑑叢論》(河南人民出版社, 1985) 수록), 武 民의 <司馬遷 司馬光

史學思想之異同>(《社 科學輯刊》, 2002년 제5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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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치통감》  《사기》를 增補한 부분

《자치통감》은 총 294권인데, 각 시대와 분량이 비례하지 않는다. 周紀가 기원전 

403년-기원전 256까지 147년을 5권, 秦紀가 기원전 255년-기원전 207까지 48년

을 3권, 漢紀가 기원전 206-219까지 425년이 60권의 분량이다. 《사기》는 ‘武帝 

太初 연간 이후의 역사 기록이 없다’고 했으므로, 《자치통감》의 前漢 태초 이전인 

元  6년(기원전105)까지가 《사기》와 중복된다.9)

이 시기 《자치통감》은 대체로 《사기》의 내용을 편년체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증보는 많지 않다. 증보한 내용은 주로 周紀와 秦紀에 집중되어 있는데 

《戰國策》과 《孟子》, 《荀子》, 《孔叢子》, 《韓非子》 등을 채택하였다. 《전국책》 같은 

역사성 기록을 채택한 것은 수긍이 가지만 子部類 문헌을 채택한 점이 특이하

다.10) 예를 들어 기원전 351년에 수록된 한나라 昭侯에 관한 대목을 보자.

소후에게 낡은 바지가 있었는데 보관해두라고 명하였다. 시중드는 자가 말했다. 

“군주께서 어질지 않은 것입니다. 좌우에게 하사하지 않고 보관해두라니요.” 소후

가 말했다. “영명한 군주는 한번 찡그리거나 한번 웃는 것도 아껴야 한다고 들었

다. 찡그리면 찡그리는 이유가, 웃으면 웃어야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런데 바지를 하사하는 일을 어찌 찡그리고 웃는 것보다 가볍게 처리할 수 있겠느

냐! 나는 반드시 공이 있는 자를 기다릴 것이다.”(昭侯有弊袴, 命藏之. 侍 曰: 

“君亦不仁 矣, 不賜左右而藏之!” 昭侯曰: “吾聞明主愛一嚬一咲, 嚬有為嚬, 咲

有為咲. 今袴豈特嚬咲哉! 吾必待有功 .”)11) 

이는 《한비자⋅内儲說上⋅七術》에서 군주는 찡그리거나 웃는 사소한 것까지 모

든 행동거지를 신중히 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예로 든 내용이다. ‘儲說’은 말 그대로 

 9) 班固, 《漢書⋅敍傳》: ｢太初以後, 闕而不 .｣
10) 《자치통감》에서 《孟子》는 64쪽(<梁惠王章句上>), 82쪽(<梁惠王章句上>), 88쪽(<梁惠

王章句下>), 89쪽(<公孫丑下>) 4곳에서 인용되었다. 《韓非子》는 55쪽과 75쪽에서 

<内儲說上⋅七術>을 인용하였고 132쪽에서는 衛 嗣君과 관련된 내용 3조목을 모아 

인용하였다. 《孔叢子》는 33쪽(<居衛>), 34쪽(<抗志>), 64쪽(<雜訓>), 114쪽(<公孫

龍>)에서 인용되었으며, 188-195쪽에서는 《荀子⋅議兵》편을 긴 편폭에 걸쳐 인용하였

다.

11) 《자치통감》 권2,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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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에게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각종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게다가 子部의 학설

을 편년체 사서에서 특정한 시간으로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물론 가장 적절한 

시간에 배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테지만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사기》 

중 <맹자>, <순자> 열전은 이들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지, 저작의 내용을 인용하지는 

않았으며, <한비자전>에서 《한비자》를 인용하기는 했지만, 저서의 내용을 소개한 것

이지 《한비자》의 내용을 역사화하지는 않았다. 사마광은 소후의 일화를 역사적 사

실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담긴 가치 때문에 채택한 것이다.

《자치통감》 권1에는 子思가 衞侯에게 간언하는 내용 3則 있는데 《孔叢子》를 인

용한 것이다. 3칙 중 마지막 칙을 보자.

子思가 衞侯에게 말했다. “그대의 나랏일은 날로 잘못되어 갈 것입니다.” 위후

가 말했다. “왜 그렇소?” 자사가 대답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군주가 말을 하고서 

스스로 옳다 여기니 경대부들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경대부들도 

말을 하고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니 선비와 사람들은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합니

다. 군신이 이미 스스로를 현명하다 여기고 아랫사람들도 한 목소리로 그들을 현

명하다 합니다. 현명하다 하면 따라서 복이 있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면 뜻을 거

슬러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하니 좋은 일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子思 於

衞侯曰: “君之國事 日非矣!” 公曰:“何故?” 曰:“有由然焉. 君出 自以為是, 

而卿大夫莫敢矯其非; 卿大夫出 亦自以為是, 而士庻人莫敢矯其非. 君臣既自賢

矣, 而羣下同聲賢之, 賢之則 而有福, 矯之則 而有禍, 如此則善安從生!”)12) 

《공총자》는 공자의 9대손인 前漢의 孔鮒가 편찬했다고 하는데 공자 이하 子思⋅
子高⋅子  등의 언행이 수록되어 있다. 《자치통감》보다 앞서 편찬된 新⋅  《唐

書》에서 《공총자》는 《隋書》와 마찬가지로 子部의 ‘論語類’로 분류되었다. 자부는 

일가의 학설이지 史書가 아니다. 게다가 《공총자》는 진위여부가 계속 논쟁되기도 

한 서적이다. 왜 이를 역사화 하였을까. 사마광은 정치적으로 諫官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북송 당시 정계에서 신법당과 구법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간관 

문제였고, 사마광의 이러한 정치적 입장과 견해는 《자치통감》에서 황제의 納諫과 

拒諫이 현군과 혼주의 지표처럼 서술되는 경향을 보인다.13) 《한비자》와 《공총자》

12) 《자치통감》 권1, 34쪽.

13) 이근명, <자치통감의 역사 서술과 북송 중엽의 정계>, 《한국사학사학보》 36,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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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子部의 인용은 사마광이 鑑戒의 주제를 우선하여 자료를 선택했음을 보여

준다.

사마광이 얼마나 납간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했는지는 孟嘗君의 경우에서도 

드러난다. 《자치통감》에는 《사기》에 없는 맹상군의 일화가 첨가되어 있다. 楚王이 

맹상군에게 코끼리 상아로 만든 象床을 선물하면서 登徒直에게 가져다주도록 했다. 

이 임무의 수행을 원치 않았던 등도직은 맹상군의 문객인 公孫戌에게 뇌물을 써서 

자신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 부탁하였고 결국 공손술은 맹상군에게 청렴의 명성을 

해할 수 있는 과분한 예의를 사절하라 간언하였다. 공손술은 사실 맹상군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뇌물을 얻고자 했던 마음이 컸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맹상군

은 일의 전말을 모두 알고 난 후에도 공손술의 건의를 따르면서 심지어 “나의 이름

을 드날릴 수 있고 나의 잘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적으로 밖에서 보물을 

얻은 자라도 괜찮으니 빨리 들어와서 간언하라”고 하였다.14) 이 대목의 뒤에 사마

광은 “맹상군은 간언을 쓸 줄 안다고 할 수 있다[孟嘗君可 能用諫矣]”라는 사평까

지 덧붙이고 있다. 이는 사마광이 유일하게 맹상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으로 

다른 곳에서 ‘간사한 영웅[姦人之雄]’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던 논조와 사뭇 다르

다.15)

게다가 이는 《전국책》에서 채택한 것이다. 《전국책》은 역사적 성격이기는 하지

만, 史書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전국시대 유세가들의 발언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송대 書目類에서 子部 縱橫家類로 귀납되기도 하였으며, 지식인들도 일반적으로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16) 曾鞏은 심지어 ‘邪說’이라는 표현까지 썼을 정도다.17) 

306-307쪽.

14) 《자치통감》 권2: ｢有能揚文之名, 止文之過, 私得寳於外 , 疾入諫!｣ 78-79쪽. 

15) 《자치통감》 권2: ｢맹상군은 선비를 기르면서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따지지 않고 선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군주의 봉록을 도적질하여 자기의 사사로운 파당을 결성함으로써 

헛된 명예를 펼쳐 위로 군주에게 모욕을 주고 아래로 백성을 수탈한 간사한 영웅이니 

어찌 숭상하겠습니까?(孟嘗君之養士也, 不恤智愚, 不擇臧否, 盜其君之禄, 以立私黨, 

張虚譽, 上以侮其君, 下以蠧其民, 是姦人之雄也, 烏足尚哉!)｣ 78쪽.

16) 晁公武는 《郡齋讀書志》에서 ‘종횡가류’로 분류하였다.

17) 曾鞏, <戰國策目録序>: 혹자가 말했다. “邪說은 바름을 해치니 추방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책을 없애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였다. “군자가 邪說

을 금지할 때는 그 사설을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쫓

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한 후에 금지시키면 구제할 수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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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마광이 공손술의 이야기를 수록한 것은 간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앞섰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사의 흐름을 더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 《사기》를 보충한 경우도 있다. 

郭隗가 자신을 燕 昭王에게 추천하는 장면은 《사기》보다 《자치통감》이 더 상세하다.

《사기》: 연나라가 패한 후에 즉위한 昭王은 자신을 낮추고 후한 예물로 현자를 

초빙하고자 곽외에게 말했다. “제나라는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습격해왔

소. 나는 우리나라가 작고 힘이 적어 복수를 하기에 부족함을 알고 있소. 그러니 

진심으로 능력있는 선비를 얻어 나라에 보탬이 되고 선왕의 수치를 씻는 것이 나

의 바람이오. 선생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주신다면 제가 섬기도록 하겠소.” 곽외가 

말했다. “왕께서 현사를 초빙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저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물며 저보다 능력있는 자들이 어찌 천리 길을 마다하겠습니까!”(燕昭王於破燕之

後即位, 卑身厚幣以招賢 . 郭隗曰: “齊因孤之國亂而襲破燕, 孤極知燕 力

, 不足以報. 然誠得賢士以共國, 以雪先王之恥, 孤之願也. 先生視可 , 得身

事之.” 郭隗曰: “王必欲致士, 先從隗始, 况賢於隗 , 豈遠千里哉!”)18) 

《자치통감》: 郭隗에게 말했다. “제나라는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습격

해왔소. 나는 우리나라가 작고 힘이 적어 복수를 하기에 부족함을 알고 있소. 그

러니 진심으로 능력있는 선비를 얻어 나라에 보탬이 되고 선왕의 수치를 씻는 것

이 나의 바람이오. 선생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주신다면 제가 섬기도록 하겠소.” 곽

외가 말했다. “옛날의 한 임금이 천금을 시종에게 주고는 천리마를 구해오도록 하

였습니다. 시종은 죽은 말의 뼈를 5백금에 사서는 돌아왔습니다. 왕이 대노하자 

시종이 말했습니다. ‘죽은 말도 사는데 하물며 산 말은 어떻겠습니까! 천리마는 이

제 올 것입니다.’ 한 해도 되지 않아 천리마가 세 마리나 왔다고 합니다. 왕께서 

현사를 초빙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저부터 시작하신다면 하물며 저보다 능력있는 

자들이라면 어찌 천리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郭隗曰: “齊因孤之國亂而襲破燕, 

孤極知燕 力 , 不足以報; 然誠得賢士 共國, 以雪先王之恥, 孤之願也. 先生

視可 , 得身事之!” 郭隗曰: “古之人君有以千金使涓人求千里馬 , 馬已死, 買

두 그것이 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한 후에 경계시키면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

찌 반드시 그 책을 없애야만 하겠습니까?”(或曰: “邪説之害正也, 宜放而絶之, 則此書

之不泯其可乎?” 曰: “君子之禁邪説也, 固 明其説於天下, 使當世之人皆知其説之

不可從, 然後以禁, 則齊; 使後世之人皆知其説之不可為, 然後以戒, 則明, 豈必滅其

籍哉?)《曾鞏集》(중화서국, 1998), 184쪽.

18) 《사기⋅연소공세가》, 15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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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骨五百金而返. 君大怒, 涓人曰: ‘死馬且買之, 况生 乎! 馬今至矣.’ 不期年, 

千里之馬至 三. 今王必欲致士, 先從隗始, 况賢于隗 , 豈遠千里哉!”)19)

《자치통감》은 중간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하면 《사기》와 동일하다. 원래 《사기》에

서 “현사를 초빙하려면 먼저 저부터 하시라”는 곽외의 말은 《자치통감》에 비해 설득

력과 문학성이 떨어진다. 《자치통감》은 말의 뼈를 5백금에 사들인 옛날 사람 이야

기가 첨가되면서 《사기》보다 자연스럽고 인상적인 장면이 되었다. 이 단락도 《전국

책》에서 채택한 것이다. 사마천도 《전국책》을 인용하였으므로, 옛날 사람 이야기를 

생략한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마광은 이를 복원하였다. 그렇다면 

사마광은 이를 사실로 간주한 것인가? 시간적으로 전국시대와 더 가까운 사마천이 

채택하지 않은 이야기를 천년 후의 사마광이 사실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

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전국책》이 신뢰할만한 자료도 아니다. 사마광은 곽외의 

논리가 더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도록 서사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사마광은 《자치통감》을 바치면서 “제가 기록한 것은 나라의 흥망과 백성의 화복

을 서술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선악과 득실을 선택하고 권계 삼도록 하려는 것”이라

고 하였다.20) 이를 위해 《사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전국책》과 子

部類에서 끌어와 보완하였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권계’의 주제를 분명히 전

달하기 위해 《사기》 중 필요한 대목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지워버렸다.

Ⅲ. 《자치통감》  《사기》를 축소⋅삭제한 부분

사마광은 편찬에 동참한 동료들에게 “번다한 것이 간략한 것보다 낫다(大抵長編

寧失之繁, 毋失之略)”고 당부했다. 역사는 간략함보다는 번거로운 단점이 차라리 

낫다고 했지만 사마광은 《사기》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축소⋅삭제하였다. 단순히 

편폭을 위한 것이라 간주할 수 없는 이유는 《사기》의 모든 내용을 골고루 축소, 삭

19) 《자치통감》 권3, 93쪽.

20) 《자치통감》 권69: ｢臣今所述, 止欲叙國家之 衰, 著生民之休戚, 使觀 自擇其善惡

得失, 以爲勸戒.｣ 2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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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田單列傳》은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있

으며, <商君列傳>, < 秦列傳>, <張 列傳>은 유세가들이 자신의 정견을 피력하는 

대사를 줄이기는 했지만 장면은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 다시 말해, 상앙과 소진, 장

의의 말은 축소되었지만 그들이 누군가를 만나 유세를 했던 사건은 보존되어 있다. 

이는 사마광의 축소와 삭제가 의도적임을 보여준다. 

1. 사마천의 ‘愛奇’

揚雄이 사마천의 ‘愛奇’한 성향을 언급한 이후 기이함에 대한 선호는 사마천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21) ‘奇’는 특이한 인물과 사건 등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 비범하고 독특한 문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역사학자들로부터 호평보다는 부정

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마광도 《사기》 중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한 내용을 

배제하였다. 이에 대해 송대의 晁公武가 언급하였다. 

《자치통감》은 대체로 특이한 이야기는 채택하지 않았다. 屈原이 <懷沙賦>를 짓

고 강에 몸을 던진 일, 常山의 네 은자가 태자를 보좌한 일, 嚴光이 자면서 친구

인 광무제의 배에 발을 올렸던 일, 姚崇이 현종에게 10가지 일을 건의한 것 등은 

모두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사마광이 매우 충직하고 신의가 있으며, 

사마천이 ‘기이함을 좋아했던[愛奇]’ 점을 경멸했음을 알 수 있다.(見其大抵不采

俊偉卓異之說, 如屈原懷沙自沈, 四皓羽翼儲君, 嚴光足加帝腹, 姚崇十事開説之

類, 皆削去不 , 然後知公忠信有餘, 蓋陋子長之愛奇也.)22)

조공무가 예로 든 네 가지 일화 중 엄광은 後漢, 姚崇은 唐代의 일화이며 《사

기》에 수록된 것은 굴원과 常山四皓이다. 《자치통감》에는 굴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留侯世家>에 의하면, 漢 高祖는 呂后 소생의 태자를 폐위하고 戚夫人 소생의 

劉如意를 세우고자 했다. 여후는 張良에게 대책을 구했다. 장량은 태자가 상산사호

를 조정으로 불러올 수 있다면 고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했고, 태자는 

21) 揚雄, 《法 》 권9: ｢子長多愛, 愛奇也.｣ 劉勰, 《文心雕龍⋅史傳》: ｢사마천의 잘못은 

正道에 위배되는 기이한 것에 대한 애착이다(愛奇反經之尤)｣
22) 晁公武, 《郡齋讀書誌校證》 권5 《자치통감》 조목(上海古籍出版社, 2006),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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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를 갖추어 초빙에 성공했다. 고조는 태자를 보좌하는 상산사호를 보고 태자를 

바꾸려는 마음을 접었으며 척부인에게 그 뜻을 전하며 노래를 부른다. 사마천은 “결

국 태자를 바꾸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留侯가 이 네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기 때

문[竟不易太子 , 留侯本招此四人之力也]”이라고 하였다.23) 그러나 사마광은 이

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 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생각건대, 고조는 강직하고 단호한 성격으로 대신들의 의론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다. 대신들이 모두 따르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죽은 후 趙王이 홀로 설 수 

없을까 걱정하여 태자를 바꾸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기어코 태자를 폐위하고 여

의를 세우고자 의리를 따지지 않았다면 장량처럼 오랫동안 가까이지내면서 신뢰하

는 자도 “말로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어찌 산림에서 

지내던 네 노인이 몇 마디 말로 갑자기 그 일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 설사 네 사

람이 실제로 그 일에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고조에게 목숨을 잃는 것에 불과했을 

뿐이다. 어찌 고조가 슬퍼하며 “날개가 어느덧 다 자랐으니 주살이 있다 해도 무슨 

소용 있으리오!”라며 노래를 했겠는가! 만약 사호가 실제로 고조를 막아 감히 태

자를 폐위할 수 없게 했다면 이는 장량이 자식을 위해 당파를 만들어 부친을 제압

한 것이다. 장량이 어찌 이런 일을 했겠는가! 이는 다만 유세가들이 네 노인의 일

을 과장하여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다. …… 이러한 일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

마천이 기이한 이야기를 좋아하여 그것을 채택하였으니 지금 모두 취하지 않는다.

(按高祖剛猛伉厲, 非畏搢紳譏議 也. 但以大臣皆不肯從, 恐身後趙王不能獨立, 

故不為耳. 若決意欲廢太子, 立如意, 不顧義理, 以留侯之久故親信, 猶云‘非口

所能爭’, 豈山林四叟片 遽能柅其事哉! 借使四叟實能柅其事, 不過汚高祖數寸

之 耳, 何至悲歌云“羽翮已成, 繒繳安施”乎! 若四叟實能制高祖使不敢廢太子, 

是留侯為子立黨以制其父也; 留侯豈為此哉! 此特辯士欲夸大四叟之事, 故云然; 

…… 凡此之類, 皆非事實. 司馬遷好奇, 多愛而采之, 今皆不取.)24) 

사마광은 상산사호의 일이 사실일 개연성이 적으며 사마천의 ‘好奇’한 성향 때문

에 채택된 것이므로 배제한다고 하였다. 고조가 태자를 바꾸지 않은 것은 당시 정

치적인 맥락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지 상산사호의 영입이나 조왕을 세우지 못한 

탄식에 노래를 부른 등의 일은 사마천의 愛奇한 성향으로 인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

라 판단한 것이다.

23) 《사기⋅留侯世家》.
24) 《자치통감》 권12, 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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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자치통감》이 《사기》의 정채로운 단락을 축소⋅삭제한 경향은 분명하

다. 장량이 어떤 노인으로부터 《太公兵法》을 전수받는 과정은 아예 삭제되어 있고 

조나라의 藺相如가 진나라에 和氏璧을 가져갔다가 무사히 되돌려온 ‘完璧’ 고사는 

《자치통감》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다.

인상여가 진나라에 도착했으나 진왕은 조나라에게 城을 보상할 뜻이 없었다. 인

상여는 이내 거짓으로 진왕을 속여 다시 화씨벽을 받아 시종에게 그것을 가지고 

조나라로 귀환하게 하고 자신은 진나라에서 명을 기다렸다.(相如至秦, 秦王無意

償趙城. 相如乃以詐紿秦王, 復取璧, 遣從 懷之, 間行歸趙, 而以身待命於

秦.)25)

인상여가 진나라 조정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화씨벽을 들고 진왕과 대신들을 협박

하는 장면은 《사기》의 손꼽히는 명장면이다. 그러나 이 장면이 ‘진왕을 속여[詐紿秦

王]’로 축소되어있다. 사마천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 반드시 용기가 솟아나게 된

다. 이는 죽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기 때문이다. 인상여가 화씨벽을 받쳐들고 기둥을 노려보며 진나라 왕을 꾸짖었을 

때, 그는 자신이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인상여의 용기를 극찬하였

다.26) 그러나 《자치통감》에서 인상여의 비범한 용기는 기만으로 치환되어 있다. 

羽가 垓下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도 대폭 축소되어 있다. 漢軍에 포위된 

항우에게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대목을 보자.

이내 크게 놀라며 말했다. “한이 모두 이미 초를 얻었단 말인가? 초나라 사람이 

어찌 이리 많은가!” 그리고는 밤에 일어나 막사에서 술을 마시며 강개함에 슬픈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울며 쳐다보질 못했다.

(乃大驚曰: “漢皆已得楚乎? 是何楚人之多也!” 則夜起, 飲帳中, 悲歌忼慨, 泣數

行下; 左右皆泣, 莫能仰視.)27) 

유명한 <覇王別姬>의 장면이지만 虞姬는 등장조차 하지 않으며 항우가 ‘力拔山

25) 《자치통감》 권4, 132쪽.

26) 《사기⋅인상여열전》: ｢知死必勇, 非死 難也, 處死 難. 方藺相如引璧睨柱, 及叱秦

王左右, 勢不過誅, 然士或怯懦, 而不敢發.｣ 2451-2452쪽.

27) 《자치통감》 권11, 351-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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兮氣蓋世’라며 탄식하는 <垓下歌>도 없다. 초한쟁패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통째 사

라진 것이다. 이후 항우가 포위를 뚫고 달아나 烏江에 이르자 배를 갖고 와 江東으

로 건널 것을 권유하는 亭長과의 대화 등은 《사기⋅항우본기》가 거의 그대로 채택

되어 있다.

물론 이 대목은 역사적 진실성을 의심받는 장면이다. 궁지에 몰린 항우가 과연 

그럴 겨를이 있었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장렬한 노래를 부르는 항우

의 모습은 비록 승자는 되지 못했지만 독자에게 영웅의 모습으로 각인된다. 사마광

이 사마천의 기이함을 싫어한 것은 그 문장이 가진 감화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

기》의 장면을 그대로 채택한다면 독자는 패자인 항우를 동정하고 영웅시하게 될 것

이다. 즉 사실일 가능성이 적어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역사로서의 교훈

이나 긍정적 가치관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范睢列傳>의 가장 극적인 대목은 범수가 진나라에 사신으로 온 賈에게 신분

을 위장했다가 진나라 재상이 된 모습을 보이며 수고의 죄목을 나열하고 호통치는 

장면이다. 《사기》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범수를 처음 봤을 때 수고가 범수의 신

분을 알지 못하고 한참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후에 실제 신분을 알고는 무릎을 꿇

고 죄를 비는 장면이 점진적으로 긴 편폭을 할애하여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는 오

욕을 견디고 살아남아 성공한 범수의 비상함을 높이 평가한 사마천의 의도가 깔려

있다. 사마천은 범수에 대해 “곤궁한 처지에 빠지지 않았던들 어떻게 분발하여 성공

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28) 인고의 시간을 거쳐 성공하고 이름을 남

길 수 있었던 그에게 자신을 투영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마광의 관점에서 

속임수나 복수에 대한 집념, 범상치 않은 특별함은 칭송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치

통감》에서 범수와 수고의 재회는 무미건조하다.

魏王이 賈를 진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應侯(범수)는 해진 옷을 입고 

개인적으로 가서 그를 만났다. 수고가 놀라며 말했다. “범숙은 그동안 무사하였던

가!” 그리고는 그에게 남아 음식을 먹게 하고 명주 솜옷을 한 벌 주었다. 결국 수

고를 위해 마차를 몰아 재상의 저택에 도착하고는 말했다. “제가 그대를 위해 먼저 

들어가 재상에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한참을 지나도 그가 나오지 않자 

문지기에게 물었다. 문지기가 답했다. “범숙이란 사람은 없습니다. 방금은 저희 재

28) 《사기⋅범수열전》, 2425쪽: 二子不困戹, 惡能激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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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장선생입니다.” 수고는 속았음을 알고는 무릎으로 걸어 들어가 사죄하였다. 

응후는 앉아서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명주 솜옷을 

내게 주어 옛 친구의 뜻이 있었기 때문일 뿐이다.”(魏王使 賈聘於秦, 應侯敝衣

間歩而往見之. 賈驚曰: “范叔固無恙乎!” 留坐飲食, 取一綈袍贈之. 遂為 賈

御而至相府, 曰:“我為君先入通於相君.” 賈怪其久不出, 問於門下, 門下曰:“無

范叔, 吾相張君也.” 賈知見欺, 乃膝行入謝罪. 應侯坐, 責讓之, 且曰: “爾

所以得不死 , 以綈袍 尚有故人之意耳!”)29)

사마광은 “범수는 실로 음흉한 자[睢眞傾危之士哉]”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

다.30)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재상이 되어 설욕하는 장면은 사마천에게 의미있는 

것이었지만, 역사를 ‘資治’의 관점에서 재단한 사마광에게는 불필요한 대목이었다. 

따라서 《자치통감》에서 범수의 설욕은 극적이지도 통쾌하지도 않으며 객관적 필치

로 정보만을 전달할 뿐이다.

2. 유가  명분과 상치되는 의리

사마천의 시대는 전국시대의 유풍이 남아있던 시기였다. 세 치 혀로 천하를 쥐락

펴락했던 유세가들, 신의와 의리를 목숨보다 우선했던 유협들, 자신의 능력과 가치

를 알아봐준 자를 위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던 자객들, 수천 명의 문객을 거느렸

던 四公子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감탄시킬 수 있던 때였다. 그러나 질서와 법, 제도

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에서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자치통감》은 《사기》 중 자객, 유협, 전국사공자와 관

련된 내용에서 축소 혹은 삭제의 경향을 보인다. 

1) 자객의 이야기

《사기》에서 가장 비장하고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가 <자객열전>이다. 그러나 이

들의 이야기가 《자치통감》에서는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만으로 기록되어 있어 전혀 

다르게 읽힌다. 嚴仲子의 부탁으로 한의 재상 俠累를 암살한 聶政을 보자. 

29) 《자치통감》 권5, 162쪽.

30) 《자치통감》 권5,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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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이 한나라 재상 俠累를 죽였다. 협루는 濮陽의 嚴仲子와 사이가 나빴다. 

엄중자는 軹땅 사람 聶政의 용맹함을 듣고는 황금 百鎰을 가지고 섭정의 모친에

게 축수하며 복수를 청탁하였으나 섭정은 거절하며 말했다. “노모가 아직 살아계시

는데 제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섭정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엄중자는 섭정에게 협루를 살해하게 하였다. 협루가 대청에 앉아 있었고 호위 병

력이 매우 많았는데 섭정은 곧바로 들어가 계단을 오른 후 협루를 찔러 죽였다. 

그리고는 스스로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을 도려내고는 자신을 난자하니 내장이 쏟

아져 나왔다.(盜殺韓相俠累. 俠累 濮陽嚴仲子有惡. 仲子聞軹人聶政之勇, 以黄

金百溢為政母壽, 欲因以報仇. 政不受, 曰: “ 母在, 政身未敢以許人也!” 及母

卒, 仲子乃使政刺俠累. 俠累方坐府上, 兵衞甚衆, 聶政直入上階, 刺殺俠累, 因

自皮面抉眼, 自屠出腸.)31)

우선 도입부에서 섭정의 이름이 아닌 ‘도적[盜]’라고 표현하였다. 사마천은 <자객

열전>에서 섭정을 荊軻 다음으로 비중있게 다루었다. 엄중자가 자신의 적을 제거해 

달라 청탁하였으나 섭정은 노모가 있다며 거절하였다. 노모가 세상을 뜬 후 섭정은 

협루를 살해하고는 자신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자살하였고 그의 누이가 나타나 자

신의 동생임을 밝힌 후 섭정의 곁에서 숨을 거둔다. 사마천은 매 장면을 곡진하고 

극적으로 재현하듯 보여준다. 그러면서 섭정이 암살을 강행한 것이 백정의 천한 신

분인 자신을 엄중자가 “깊이 알아주었기 때문[是 徒深知政也]”이라며 “자신을 알

아주는 사람을 위해 힘을 다했다[政 爲知己 用]”는 점을 강조한다.32) 섭정의 누

이 또한 “선비는 본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士固爲知己 死]”며 

동생의 거사를 부연 설명한다. 섭정이 무모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이유는 이런 

맥락 위에서 온전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인정해준 자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한 자들의 의리와 감동이 《자치통감》에서는 모두 사라진다. 이 부분이 없

다면 자객은 그저 법을 무시하고 살인을 자행하는 자로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또 다른 자객인 豫讓을 보자. 예양은 조양자의 암살을 세 차례 시도한다. 첫 번

째가 실패하자 용모를 망가뜨리고 목소리를 쉬게 하여 아무도 자신을 몰라보게 만

들었고 아내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벗이 그를 알아본다. 이 대목의 

《자치통감》을 보자.

31) 《자치통감》 권1, 24쪽.

32) 《사기⋅자객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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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다니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를 알아보고는 눈물을 흘리

며 말했다. “자네의 재능으로 신하가 되어 趙孟을 섬긴다면 반드시 가까운 총신이 

될 수 있을 것이네. 그리하면 그대는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니 오히

려 쉽지 않겠는가? 어찌 자신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한단 말인가? 복수를 하고자 

하여도 어렵지 않겠는가!” 예양이 말했다. “기왕 예물을 바치고 남의 신하가 되어 

섬긴다면서 그를 죽이려 한다면 이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일세. 내가 하는 일은 매

우 어려운 일이라네. 그런데도 이를 하는 것은 모든 후세 사람들에게 신하된 자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일세.” 양자가 외출했을 때 예양이 다리 

아래 매복해 있었다. 양자가 다리에 도착했을 때 말이 놀랐고 찾아보니 예양이 있

었다. 결국 그를 죽였다.(行見其友, 其友識之, 為之泣曰: “以子之才, 臣事趙孟, 

必得近幸. 子乃為所欲為, 顧不易邪? 何乃自苦如此? 求以報仇, 不亦難乎!” 豫

讓曰:“旣已委質為臣, 而又求殺之, 是二心也. 凡吾所為 , 極難耳. 然所以為此

, 以愧天下後世之為人臣懷二心 也.” 襄子出, 豫讓伏於橋下. 襄子至橋, 馬

驚; 索之, 得豫讓, 遂殺之.)33)

《사기⋅자객열전》에서 처음 예양은 복수를 결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해 죽고 여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자를 위해 치장한다. 지

금 지백이 나를 알아주었으니 나는 반드시 복수하고 죽음으로써 지백에게 보답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 혼백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34) 그러나 《자치통감》에서는 

왜 예양이 그렇게 복수에 강한 염원을 품고 있는지 전혀 설명 없이 “지백의 신하 

예양은 복수를 하려 했다[智伯之臣豫讓欲爲之報仇]”고만 되어 있다.35)

《사기》에서 가장 비중있게 서술된 부분은 예양의 세 번째 암살이다. 실패한 예양

은 襄子의 옷을 베는 것으로 복수를 대신하게 해 달라 청하고, 양자는 옷을 내어준

다. 예양이 양자의 옷을 베고 자결하자, 조나라의 지사들은 모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양자가 예양에게 왜 이토록 복수에 집착하느냐고 묻자 “지백은 저를 

국사로 대우하였으므로 저도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하려는 것[智伯國士遇我, 我故

國士報之.]”이라는 이유를 반복한다. 사마천이 방점을 둔 대목은 나를 알아봐 준 

자에게 보답을 한다는 예양과 조양자의 대화이다. 그러나 《자치통감》에서 세 번째 

33) 《자치통감》 권1, 15-16쪽. 

34) 《사기⋅자객열전》: 士爲知己 死, 女爲說己 容. 今智伯知我, 我必爲報讎而死, 以報

智伯, 則吾魂魄不愧矣.

35) 《자치통감》 권1,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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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은 “양자가 외출했을 때 예양이 다리 아래 매복해 있었다. 양자가 다리에 도착

했을 때 말이 놀랐고 찾아보니 예양이 있었다. 결국 그를 죽였다[襄子出, 豫讓伏於

橋下. 襄子至橋, 馬驚; 索之, 得豫讓, 遂殺之.]”는 23글자로 축소되어 있다. 

오히려 사마광이 부각시킨 대목은 두 번째 암살 시도 전 예양이 벗에게 한 말이

다. 조맹 아래로 들어가 섬기는 척했다가 암살을 시도한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리 고생을 하고 있냐는 친구의 말에 예양은 “신하가 두 마음을 품을 수

는 없다[是懷二心以事其君也]”고 답한다. 예양에 대해 사마광과 사마천이 강조하

는 지점이 다른 것이다. 《사기》에서 두 번째 암살 시도 전 친구와의 대화는 세 번

째 암살의 결정적 장면을 위한 포석으로 보은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결심을 갖고 있

지만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의리가 수반되는 복수라는 

점이 더 감동스럽다. 그러나 사마광은 이 두 번째 암살에서 “신하된 자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양의 이야기에 ‘忠’의 프레임을 씌운다. 胡

三省은 이 대목에 설명을 첨가하였다. “사마광의 뜻은 이 세상에서 명분이 가장 중

요하다는 것이다. …… 군신의 도의는 지조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을 뿐이다. 예

양의 일을 보면 신하가 된 자는 죽더라도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후세에게 어찌 분명한 귀감이 되지 않겠는가!”36) 《사기⋅자객열전》에서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리가 《자치통감》에서는 삭제되고, 대

신 신하는 주군에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편집

되었다.

또 한 명의 자객, 형가가 진나라 조정에 도착하여 시황제 암살을 시도하는 장면

을 보자.

이내 무장시켜 형가를 보내고 연나라의 용사 秦舞陽을 보조로 삼아 진나라로 

가게 했다. 형가는 함양에 도착하여 진시황의 총신인 蒙嘉에게 말을 하여 만날 것

을 청하였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조복을 입고서 구빈의 예를 갖추어 만났다. 형

가가 지도를 받들고 왕에게 나갔다. 지도를 다 펼치자 비수가 나왔다. 왕은 놀라 

일어났고 소매가 베였다. 형가가 왕을 쫓자 왕은 기둥을 돌며 달아났다.(乃裝為遣

荆軻, 以燕勇士秦舞陽為之副, 使入秦. 荆軻至咸陽, 因王寵臣蒙嘉卑辭以求見; 

36) 《자치통감》 권1, 16쪽: 温公之意, 蓋以天下莫大於名分, …… 君臣之義當守節伏死而

已, 觀豫讓之事, 則知策名委質 必有霣而無貳, 其為後世之鑑, 豈不昭昭也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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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大喜, 朝服, 設九賓而見之. 軻奉圖而進於王, 圖窮而匕首見, 因把王袖而揕之, 

未至身, 王驚起, 袖絶. 荆軻逐王, 王環柱而走.)37)

연태자와 형가를 연결해준 田光, 易水에서의 노래, 高漸離가 筑을 타고 전송하

는 사람들이 우는 모습, 진시황의 궁전에서 수행원 秦舞陽이 겁에 질려 떨었으나 

당황하지 않고 대담하게 거사를 실행해 나가는 형가의 모습은 모두 사라진다. 형가

의 거사가 간략한 정보만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사기》 중 형가의 기록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臣光曰”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연태자 단은 일시적인 격분을 참지 못하고 호랑이 같은 진나라를 도발하였습니

다. 경솔한 생각과 천박한 행동으로 원망을 부추기고 멸망을 재촉하여 시조인 召

公의 제사가 끊기게 하였으니 막대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를 현명하다고 하니 어

찌 지나치지 않습니까! …… 형가는 태자 단의 사사로운 지원을 갚고자 일가친척을 

돌보지 않고 8척 비수로 연나라를 강하게, 진나라를 약화시키는 것을 도모했으니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양웅은 논하길, 要離는 벌레와 같은 죽음을, 섭정은 

장사의 죽음을, 형가는 자객의 죽음을 맞았으니 모두 의롭다 할 수 없다고 하였습

니다. 또 형가는 군자가 보기에 도적같은 부류라 하였으니 옳은 말입니다.(燕丹不

勝一朝之忿以犯虎狼之秦, 輕慮淺 , 挑怨速禍, 使召公之廟不祀忽諸, 罪孰大

焉! 而論 或 之賢, 豈不過哉!……荆軻懷其豢養之私, 不顧七族, 欲以尺八匕首

彊燕而弱秦, 不亦愚乎! 故揚子論之, 以要離為蛛蝥之靡, 聶政為壯士之靡, 荆軻

為刺客之靡, 皆不可 之義. 又曰: “荆軻, 君子盜諸.” 善哉!)”38)

형가의 거사를 의리가 아닌 연태자의 “사사로운 지원[豢養之私]”을 갚기 위해 무

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라 평하면서 양웅의 말을 인용하여 섭정, 형가를 

모두 ‘의롭다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런 입장이라면 형가의 거사를 곡진하게 풀

어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마광이 《사기》의 묘사를 삭제한 것은 단순히 자객에 대한 혐오를 넘어 그들만

의 사적인 의리가 독자들에게 동정심 혹은 흠모의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

가 자객에게 갖는 숭고함, 비장함, 결연함 등의 이미지는 사실 자객의 본 모습이라

기보다는 사마천의 기록에 의해 심어진 부분이 크다. 동일한 사건과 인물인데도 

37) 《자치통감》 권6, 226-227쪽.

38) 《자치통감》 권7, 23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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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에서는 그다지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사건 자체가 감동

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전달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2) 유 과 養士의 기풍

《사기ㆍ유협열전》에는 한나라 이후의 유협만 수록되어 있다. 사마천 당시 漢 이

전의 유협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가, 묵가에서 모두 협객을 

배척하여 문헌 중에는 그 기록이 없다. 秦漢 이전 민간 협객들의 기록은 모두 매몰

되어 사람들이 알 길이 없으니 심히 유감스럽다. …… 세속에서는 그 진의를 모르고 

朱家, 郭解 등을 포악한 무리들과 함께 취급하고 비웃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세상 사람들의 주가와 곽해 등 유협에 대한 인식을 안타까워했다.39) 

그러나 《자치통감》에서 朱家는 항우의 장군이었던 계포가 유방에게 체포되었을 때 

풀려날 수 있도록 도운 일로 잠깐 등장할 뿐 협객으로서의 면모는 지워져 있다.40) 

사마천이 <유협열전>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인물은 郭解이다. <곽해열전>은 그

의 의협심과 사람들의 앙모에 긴 편폭을 할애한 후 그가 체포되고 집안이 멸족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진다. 이러한 구성은 곽해의 죽음을 독자들에게 안타깝고 억울

하게 전달한다. 그러나 《자치통감》에서는 전반부 곽해의 의협심과 대중의 추종에 

대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면서 그는 살인을 자행하는 무법자에 불과하며 처형은 지

극히 당연한 일이 된다. 《자치통감》 중 곽해에 대한 부분을 보자.

軹땅 사람 곽해는 關東 지역의 大俠이었다. …… 곽해는 평생 눈을 흘기는 것만

으로도 사람을 죽인 것이 매우 많았다. 무제가 이를 듣고 관리에게 체포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였으나 죽인 자들이 모두 사면령이 반포되기 이전이었기에 처벌의 대

상에서 제외되었다. 지땅의 유생이 관리와 배석한 자리에 있었는데 한 손님이 곽

해를 칭송하자 유생이 말했다. “곽해는 못된 짓만 하며 국가의 법을 어기는 자인데 

어찌 현명하다 할 수 있겠소!” 곽해의 문객이 이 말을 듣자 유생을 죽이고는 그의 

혀를 잘라버렸다. 관리가 이 일로 곽해를 문책하였으나 곽해는 실제로 살인자를 

알지 못했고, 살인자 또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관리는 곽해가 무죄라고 상

39) 《사기⋅游俠列傳》: 然儒、墨皆排擯不載. 自秦以前, 匹夫之俠, 湮滅不見, 餘甚恨之. 

…… 餘悲世俗不察其意, 而猥以朱家、郭解等令 暴豪之徒同類而共笑之也.

40) 《자치통감》 권11, 359-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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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였다. 공손홍이 논박하였다. “곽해는 보통 서민의 신분이면서 任俠이라 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눈을 흘기는 사소한 원한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곽해는 비록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 죄는 그가 살인한 것보다 더 큽니다. 마땅히 대역무도죄

로 다스려야 합니다.” 결국 곽해의 일족은 멸족되었다.(軹人郭解, 關東大俠也, 

…… 解平生睚眦殺人甚衆, 上聞之, 下吏捕治解, 所殺皆在赦前. 軹有儒生侍使

坐, 客譽郭解, 生曰: “解 以姧犯公法, 何 賢!” 解客聞, 殺此生, 斷其 . 吏以

此責解, 解實不知殺 , 殺 亦絶莫知為誰. 吏奏解無罪, 公孫弘議曰: “解, 

衣, 為任俠行權, 以睚眦殺人; 解雖弗知, 此罪甚於解殺之, 當大 無道.” 遂族郭

解.)41)

《사기》의 “남의 목숨을 구해주고서도 공을 자랑하지 않았으나 그의 잔혹함은 여

전히 마음 속에 내재하였는데, 분노가 폭발하면 돌연 화난 눈을 째려보았다[既已振

人之命, 不矜其功, 其陰賊著於心, 卒発於睚眥如故云.]”가 《자치통감》에서는 “평생 

눈을 흘기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인 것이 매우 많았다”로 바뀌면서 곽해는 별 이

유 없이 살인을 자행하는 무뢰한으로 그려진다. 이후의 문장은 《사기》와 동일하다. 

《사기》에서는 곽해의 몇 가지 일화를 통해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빈곤한 사

람을 구제하였으니 어진 면이 있었다. 신의를 잃지 않고 말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의로움이 있는”42) 면을 보여주었지만 《자치통감》에서는 이들이 모두 삭제되어 범법

자에 불과한 형상으로만 묘사되어 있다. 이는 사마광의 유협에 대한 인식이 사마천

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곽해의 처형 바로 뒤에 사마광은 논평에서 《한

서ㆍ유협전》의 서문 전문을 인용한다. 

班固가 말했다. 옛날 천자는 나라를 세우고, 제후는 가문을 세웠으며, 경대부에

서 서인까지 각기 차등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백성은 윗사람을 섬기고 복종하였으

며 아랫사람은 위를 넘보지 않았다. …… 그리하여 공정한 도리를 배신하고 당파를 

만드는 의론이 형성되어 직분을 지키고 윗사람을 받드는 의리는 사라지게 되었다. 

…… 이렇게 보면 사공자는 六國의 죄인인 것이다. 하물며 곽해와 같은 무리들은 

보잘것없는 필부가 생살의 권한을 훔친 것이니 그 죄는 이미 죽음을 면할 수 없

다. …… 안타깝게도 도덕에 부합하지 못하고 함부로 불량한 악습을 자행하였으니 

자신은 죽고 멸문의 화를 당한 것도 불행이 아니라 자초한 것이다.(班固曰, 古

41) 《자치통감》 권18, 605쪽.

42) 《사기ㆍ태사공자서》: 救人於厄, 振人不贍, 仁 有乎; 不既信, 不倍 , 義 有取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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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子建國, 諸侯立家, 自卿大夫以至于庶人, 各有等差, 是以民服事其上而下無覬

覦. …… 於是背公死黨之議成, 守職奉上之義廢矣. …… 夫四豪 , 又六國之罪人

也. 况於郭解之倫, 以匹夫之細, 竊殺生之權, 其罪已不容於誅矣. …… 惜乎, 不

入於道德, 茍放縱於末流, 殺身亡宗, 非不幸也.)43)

반고가 보기에 유협과 養士의 기풍은 공적 질서와 법률보다 사적인 관계를 추종

하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마천이 칭송했던 전국 사공자를 반고는 “공정한 도리

를 배신하고 당파를 만드는 의론이 형성되어 직분을 지키고 윗사람을 받드는 의리

는 사라지게 된” 국면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비난하였다.

사마천의 칭송과 달리 전한 武帝 시기부터 유협과 養士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

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무제는 당시 상당 규모의 문객을 거느리고 

있던 魏其侯와 武安侯에게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44) 현자를 자신의 수하게 모

집하고 양성하는 것은 이제 황제만의 고유 권한이지 신하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

다. 강력한 중앙집권과 황권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회에서 그 이외의 세력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제가 곽해를 처형한 사건은 유협이 법과 제도 밖에서 

사적인 권력과 무력을 행하여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무제 이후로 유협은 존경과 추종이 아닌 척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後漢의 반고는 이미 유협과 養士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일 수

밖에 없었고 사마광은 이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 것이다. 그

리고 뒤이어 荀悅의 《漢紀》를 인용한다. 

세상에는 세 가지 ‘游’가 있는데 덕을 해치는 적이다. 첫째는 游俠, 둘째는 游

說, 셋째는 游行이다. …… 이 세 가지는 혼란이 시작되는 것으로 도덕을 해치고 

제도를 망가뜨리며 세상을 미혹케 하니 선왕들께서 삼간 것이다.(世有三游, 德之

賊也. 一曰游俠, 二曰游說, 三曰游行. …… 此三 , 亂之所由生也; 傷道害德, 

敗法惑世, 先王之所慎也.)45)

43) 《자치통감》 권18, 606-607쪽.

44) 《사기⋅위장군표기열전》: ｢위기후와 무안후가 빈객을 후대하니 천자께서 항상 이를 갈

며 분노하셨소. 저들이 하는 사대부들을 가까이하고 현자를 초빙하며 불초한 자를 물리

치는 것은 군주의 권한이오. 신하란 국법을 만들고 직책을 준수하면 그만이거늘 무엇하

러 현자를 초빙하겠소.(自魏其、武安之厚賓客, 天子常切歯. 彼親附士大夫, 招賢絀不

肖 , 人主之柄也. 人臣奉法遵職而已, 何 招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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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협과 사공자의 문제점은 사적인 의리로 맺어진 관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이

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와 제도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며 경계한 것

이다.

사마천은 당시 사공자의 활동에 대해 “앞을 다투어 선비들을 공손히 접대하고 빈

객을 끌어모으며 경쟁적으로 나라를 보좌하고 권력을 잡고 있었다.[方争下士招致

賔客以相傾奪輔國持權]”라고 그 정치적 역할을 긍정한데 반해,46) 《자치통감》은 

春申君이 李園에게 죽임을 당한 記事 뒤에 양웅의 말을 인용하여 사공자를 평한다.

양웅의 《법언》에 이런 구절이 있다. “혹자가 신릉군, 평원군, 맹상군, 춘신군이 

유익합니까?” 말하길, “위로는 정치를 잃고 간신이 나라의 명령을 훔치게 되었는데 

어찌 유익하겠는가!”(揚子法 曰: “或問信陵、平原、孟嘗、春申益乎?” 曰: “上失

其政, 姦臣竊國命, 何其益乎!”)47)

사공자 외에 虞卿이 보여준 의리는 유명하다. 진나라에서 조나라 평원군의 집에 

숨어있던 魏齊의 목을 요구하자 평원군은 친구인 위제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한다. 

위기에 몰린 위제가 달아나 우경에게 의탁하자 우경은 재상의 직위를 팽개치고 위

제와 도망친다. 신릉군에게 의탁하려했으나 신릉군이 진나라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

자 위제는 치욕과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대목을 《사기⋅범수열전》은 

상당히 긴 편폭으로 다루었다. 진 소왕이 평원군을 속여 진나라로 불러들이고 억류

시킨 후 위제를 내놓도록 협박하자 평원군이 의연하게 거절한 답변, 신릉군의 망설

임, 우경의 남다른 능력과 지위에 대한 설명은 그가 친구와의 의리를 위해 모든 것

을 미련 없이 내버린 것이 얼마나 대단한 행동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자치

통감》에서 그 곡절은 모두 생략된다. 

秦王은 범수를 위해 복수를 하려 했다. 魏齊가 평원군의 집에 있다는 것을 듣

고 좋은 말로 평원군을 유혹하여 진나라에 오게 해서 그를 잡아 두었다. 사신을 

보내 조왕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다. “위제의 머리를 얻지 못하면 나는 왕의 동생을 

함곡관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오.” 위제는 궁지에 몰리자 우경에게 갔다. 우경

45) 《자치통감》 권18, 607쪽.

46) 《사기⋅춘신군열전》
47) 《자치통감》 권6,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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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상의 인장을 버리고서 위제와 함께 도망갔다. 위나라에 도착하여 신릉군에게 

의탁하여 초나라로 달아나려 했다. 신릉군이 그들을 만나기가 난처하다는 뜻을 비

추자 위제는 분노하여 자살하였다. 조왕은 결국 그의 머리를 가져다가 진나라에게 

주었고 진나라는 평원군을 돌려보냈다.(秦王欲為應侯必報其仇, 聞魏齊在平原君

所, 乃為好 誘平原君至秦而執之. 遣使 趙王曰, “不得齊首, 吾不出王弟於關!” 

魏齊窮, 抵虞卿, 虞卿棄相印, 魏齊偕亡. 至魏, 欲因信陵君以走楚. 信陵君意

難見之, 魏齊怒, 自殺. 趙王卒取其首以 秦, 秦乃歸平原君.)48)

과정이 생략되면서 우경의 감동적인 의리는 퇴색되었다. 위제가 죽은 후 우경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사마광은 일국의 재상으로서 

개인적인 의리를 위해 “나라의 군주를 버린[棄國捐君]” 우경의 행위를 칭송할 수 

없었을 것이다.49) 따라서 《사기》의 자세한 곡절을 축소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

달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Ⅳ. 마치며

《자치통감》은 전형적인 述而不作형 사서이다. 先秦과 漢 武帝까지, 즉 《사기》와 

중복되는 시기를 검토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출처를 찾을 수 있을만큼 기존의 

자료를 편집하여 편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마광은 시기적으로도 먼 시대

이고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채택하였다. 

《사기》외에는 《전국책》 및 《맹자》, 《한비자》, 《순자》 등을 채택하였는데 특히 子部

類를 역사화한 점이 특이하다. 자부는 주장을 개진한 것이므로 역사적 사건으로 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마광은 이를 순차적 시간의 흐름 위에 배치함으로

써 역사화하였다. 이는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신뢰했다기보다는 그것에 담긴 가

치를 인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보가 많지는 않다.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축소하고 삭제하였

다. 朱熹는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편찬하면서 “자신의 뜻과 합하지 않는 것은 삭

48) 《자치통감》 권5, 175쪽.

49) 《자치통감》 권18, 606쪽.



50  《中國文學硏究》⋅제77집

제하였다”고 했다.50) 본고는 이를 두 방면으로 고찰해 보았는데, 사마천이 선호한 

비범한 이야기 즉 愛奇한 내용이나 유가적 명분과 상치되는 의리에 관한 부분을 대

폭 축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를 위한 배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한 부분에서는 객관성이 부족한 내용

을 인용한다. 다시 말해 개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에 담긴 가치를 부

정했다는 설명이 더 적절해 보인다. 무엇을 썼는가 못지않게 무엇을 쓰지 않았는가

도 중요한 문제이다. 사마광에게 삭제는 자신이 의도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서사 방식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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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izhiTongjian is a historical work which deals with the era from 

the Warring States period to the Five Dynasties period, or 1362 

years from BC403 to 959. This paper compares the two texts in 

terms of their respective treatments of the period from the Warring 

States to the reign of Wudi during the Han Dynasty. SimaGuang 

summarized and omitted many parts of Shiji while converting it from 

a biographical work to a chronological narrative. In order to 

understand SimaGuang’s intent, reviewing the excluded stories is 

just as important as examining the preserved content. The editorial 

decisions as to what to include and exclude shed light on the 

historian’s intended theme and context, as well as the directions that 

were taken in the constitution of history. This paper examines two 

types of narrative that were omitted from Shiji by SimaGuang. The 

first type consists of absurd and bizarre content, while the second is 

comprised of stories of knights errant and assassins who violate 

Confucian order. With the omission of such unwanted content, 

ZizhiTongjian is a more didactic work than Sh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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