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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晏子春秋》의 언어는 매우 생동적이고 口語性이 상당히 뚜렷하다. 특히 대화 내

용 중에 당시의 口語와 齊나라의 方言도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사 

어법 및 어휘 방면 자료로서의 연구가치 또한 상당히 높지만, 오랜 기간 동안 僞書,

成書時期 등에 관련된 논란으로 언어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기타 여러 방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晏子春秋》의 成書時期와 관련한 기왕의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출토된 죽간 내용 분석을 방증자료로 삼아 《晏子春秋》의 

成書시기에 대해서 일정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은 그 당시의 시대적 특징을 언어 속에 반영해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成書時期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晏子春秋》의 언어 자

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晏子春秋》에 사용된 언어를 어법

과 어휘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시대적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여러 선진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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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비교라는 전제하에 어법적 측면에서는 1인칭대명사의 사용빈도와 조동사의 부정

형 고찰, 어휘적 측면에서는 일부 어휘의 출현 시기를 비교함으로써 성서시기를 고찰

하였다. 출토문헌과 어법 및 어휘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건대, 《晏子

春秋》는 대략 戰國中後期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I. 들어가는 말

《晏子春秋》는 春秋시기 제나라의 명재상인 晏嬰1)의 행적 및 諫言을 기록한 책

으로, 짧은 내용의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2)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

편에 걸쳐 君臣간의 대화가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언어가 매우 생동적이고 口語性

이 상당히 뚜렷하다. 특히 대화 내용 중에 당시의 口語와 齊나라의 方言도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사 어법 및 어휘 방면 자료로서의 연구가치 또한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晏子春秋》는 오랜 기간 동안 편수, 작가와 成書시기, 학파 관련 논쟁으

로 인해 심지어는 僞書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까지 등장하면서 그 眞僞에 대한 의심

을 받아왔으므로, 언어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기타 여러 방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

정받지 못했다. 僞書 논란은 宋代 《崇文總目》의 “晏子 8편은 현재 유실되었는데,

이 책은 아마도 후인들이 안영의 행적을 채집하여 지은 것 같다. 안영이 썼다고 한

다면 옳지 않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淸代까지 지리한 僞書 논란이 계속

되었고, 특히 청나라의 管同은 직접적으로 《晏子春秋》는 六朝 이후의 사람들이 다

른 고적을 표절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僞作임을 확신하였다.3) 사람들이 

《晏子春秋》를 僞書로 보는 데에는 대략 4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晏嬰 본

1) 晏嬰(B.C.582~500)은 제나라 夷維사람으로 56년 동안 정치에 종사하며 靈公, 莊公,
景公 세 명의 왕을 보필하였고, 재상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검소한 생활로 제

후들에게 이름을 떨치며 존경받았다.
2)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吳則虞는 《晏子春秋》를 정치사상성이 풍부한 문학작품이자 중

국 최초의 단편 소설집이라고 평가하였다. 吳則虞, 《晏子春秋集釋》(北京, 中華書局,
1962), 30쪽 참조.

3) 楊艶華, <出土文憲對《晏子春秋》硏究的意義>, 《漳州師範學院學報(哲社版)》 2009년 

제1기, 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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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적에서 기록한 書名과 편수가 

오랫동안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마천은 越石父를 풀어준 일과 마부를 

추천한 두 가지 사건을 軼事로 보았으나 《晏子春秋》에는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의 대부분이 다른 책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72년 산동성 臨沂지역의 銀雀山漢墓에서 《晏

子春秋》의 竹簡이 발견되면서 현재 眞僞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

겠다. 僞書논쟁에 출토문헌으로 실증하는 것만큼 유력한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비

록 僞作 논란이 《晏子春秋》라는 특색 있는 선진문헌의 연구를 소홀하게 하였고 전

해지는 과정에서도 일부 문자 기록상의 착오가 있기도 하였지만, 僞作 논란이 종식

된 지금은 先秦 언어 자료로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晏子春秋》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 한 시대의 언어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서적의 成書시기가 

언제인지가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晏子春秋》의 成書시

기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고, 각각의 견해에 따라 해당 연구를 진행하

여 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국의 중문학계에서는 1979년 < 《晏子春秋》成書時

期考>의 연구 이후 관련 연구가 전무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晏子春秋》의 成書時

期와 관련한 기왕의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출토된 죽간 내용 분석을 방증자료로 

삼아 《晏子春秋》의 成書시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비슷한 시기의 문헌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晏子春秋》의 成書시기를 고찰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어휘 

및 어법의 각도에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인칭대명사의 사용빈도, 조동사의 부정형

과 일부 어휘의 출현 시기 등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통해 《晏子春秋》의 成書

時期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Ⅱ. 출토문헌을 통한 《晏子春秋》의 成書時期 논란
고찰

《晏子春秋》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사마천의 《史記》에서 시작된다. 《史記⋅管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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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傳》에 처음 《晏子春秋》에 관한 언급이 있은 이래로4) 여러 서적들에서 《晏子春

秋》의 篇數, 작가, 사상유파 및 成書時期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출현하였

다. 《晏子春秋》의 篇數와 사상유파에 대한 논란은, 班固의 《漢書⋅藝文志⋅諸子
略》에는 《晏子春秋》의 사상유파가 儒家에 속하며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

록되어 있고, 《史記正義》에는 《七略》을 인용하여 《晏子春秋》가 총 7편으로 구성된 

儒家학파의 내용이라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5) 이와 더불어 작가에 대해서도 

의론이 분분하다. 《晏子春秋》의 작가에 대해서는 안자 본인의 작품이라는 설을 포

함하여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는데6), 기존의 다섯 가지 설은 모두 취할 

바가 못 된다. 현재 학술계 대부분에서 章節의 중복된 내용을 분석하여 추론하건

대, 《晏子春秋》는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리하여 엮

어낸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成書時期에 관한 

논란은 竹簡本 출토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竹簡本 출토 이전의 논의

成書時期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春秋時代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설로, 班固가 《漢書⋅藝文志》에서 《唐

書⋅經籍志》에 이 책이 晏嬰이 직접 지었다고 주해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의 목록학자들이 이 책의 成書시대를 春秋時代라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晏子春秋》안에는 晏子 사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은 

성립할 수가 없다.

두 번째, 戰國時代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설로, 淸代의 孫星衍을 필두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高亨, 董治安, 譚家健 등의 학자들이 이 설을 주장하고 있다. 高亨은 

4) 我讀管氏 《牧民》､ 《高山》､ 《乘馬》､ 《輕重》､ 《九府》 及 《晏子春秋》, 詳哉其言之也.
騈宇騫, 《銀雀山竹簡 《晏子春秋》 校釋》(臺北, 萬卷樓, 2000), 7쪽 참조.

5) 鄭良樹, 《諸子著作年代考》(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1), 21쪽 참조.
6) 기존의 다섯 가지 설은 다음과 같다: ①晏嬰 본인이 지었다고 보는 설, ②묵자墨子의 

제자들이 假托했다는 설, ③六朝시대 사람들이 위조했다는 설, ④淳于越과 같은 齊나

라 사람이 지었다는 설, ⑤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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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晏子春秋》와 《墨子》, 《荀子》, 《呂氏春秋》 등의 문헌에 중복 출현하는 내용을 서

로 대조하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전후 관계를 따져서 다른 고적들이 《晏子春秋》의 

내용을 베낀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晏子春秋》의 成書時期를 戰國時代로 보

았다. 譚家健은 《晏子春秋》의 언어 스타일과 체제 및 내용에 근거하여 《國語》와 

《墨子》보다 뒤에 완성되었고, 《戰國策》, 《韓非子》, 《呂氏春秋》보다 빨리 만들어졌

다고 보았다.

세 번째, 秦나라가 六國을 통일한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설로, 이 설을 주장

하는 대표적 학자는 吳則虞이다. 吳則虞는 《晏子春秋》의 체재와 《詩》를 인용한 내

용과 함께 《晏子春秋》 자체에서 제공하는 많은 증거에 근거하여 《晏子春秋》의 집

필시기를 대략 秦이 육국을 통일한 이후라고 보았고, 編者는 淳于越 등의 제나라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吳則虞의 주장은 假設性이 너무 크고 논거가 부족하여 

董治安과 譚家健 등의 학자들이 이미 조목조목 반대의견을 제기하였다.

네 번째, 西漢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설로, 대표적으로 梁啓超가 이 설을 주

장하고 있다. 이는 柳宗元의 주장을 계승한 것으로, 유종원은 晏嬰이 검소한 것으

로 유명하고 그가 주장하는 일련의 사상들이 묵가의 주장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晏子春秋》는 묵자의 유파 중에서 제나라 출신인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7)

양계초는 유종원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고, 다만 성서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묵자의 제자가 假托한 시기를 戰國이 아닌 漢初라고 보았다.8)

마지막으로 管同과 吳德旋 등이 주장한 六朝人의 僞作설이 있는데, 이 說은 위

에서 이미 언급한 바대로 죽간의 출토로 인해 자연스럽게 잘못된 주장임이 밝혀졌다.

이상으로 죽간본이 출토되기 이전에 《晏子春秋》의 成書時期 관련한 대표적 주장

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竹簡本 출토 이후의 성서시기 관련 연구의 진전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7) 劉文武, <柳宗元在 《晏子春秋》 硏究史上的地位>, 《長春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
版)》 2008년 제6기, 75쪽 참조.

8) 騈宇騫, 《銀雀山竹簡 《晏子春秋》 校釋》(臺北, 萬卷樓, 2000), 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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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竹簡本 출토 이후의 논의

1972년 산동성 臨沂지역의 銀雀山一號漢墓에서 발굴된 4900여 개의 竹簡 중

에 《晏子春秋》가 포함되면서 成書時期 연구에 큰 진전을 보게 된다. 연이어 1973

년 河北省 定縣의 西漢 中山懷王 劉修의 묘와 1977년 安徽省 阜陽縣의 雙古堆

에서 발굴된 西漢 汝陰侯 夏侯灶의 묘에서 출토된 죽간에서도 《晏子春秋》의 殘文

이 발견되었고, 1972-1974년 甲渠候官 유적지의 探方9) 51에서도 48자가 기록된 

《晏子》木簡 한 매가 발견되었다. 이 네 곳에서 발굴된 竹簡은 모두 西漢시기의 유

물로, 騈宇騫의 연구에 따르면, 이 중에서 雙古堆 漢墓가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銀雀山 漢墓, 甲渠候官, 中山懷王 劉修墓의 순서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雙古堆 漢墓는 文帝 때의 묘이고, 銀雀山 漢墓는 武帝시기, 甲渠候官은 

武帝에서 宣帝시기의 유적지이며, 中山懷王 劉修墓은 宣帝시기의 묘이다. 이 중 

中山懷王 劉修의 墓, 雙古堆 漢墓와 甲渠候官 유적지에서 출토된 《晏子春秋》 竹

簡은 수량이 얼마 안 되기도 하지만 죽간의 파손정도가 비교적 심각한 편이어서 완

전하지 않은 문구 일부만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에 반해 銀雀山漢墓에서 출토된 

《晏子春秋》는 수량도 총 102매로 가장 많고 비교적 온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파손된 상태로 발굴된 일부 죽간의 경우도 이미 꿰매어 잇는 정리 작업이 진행되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 내용은 16章으로 나뉘어져 있고, 篇題가 없으며, 書

名도 작가의 이름도 없다. 이 簡本 16章은 今本 《晏子春秋》 8편 중 18章에 분산

되어 출현한다.10)

이렇게 출토된 죽간들은 우리가 《晏子春秋》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銀雀山漢墓에서 출토된 죽간은 일찍이 西漢초기에 

이미 《晏子春秋》가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成書時期와 관련

한 기존의 논의 중 戰國時代說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9) 유적지가 발견되어 발굴 작업을 하게 되면,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발굴 구획을 

나누어 각 구역별로 작업을 하는데, 探方은 바로 이렇게 정사각형 규격으로 나눈 발굴 

구획을 의미한다.
10) 騈宇騫, 《銀雀山竹簡 《晏子春秋》 校釋》(臺北, 萬卷樓, 2000), 10-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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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銀雀山漢墓 죽간을 통해 전국시대설 이외의 나머지 네 가지 주장의 진

위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먼저 춘추시대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용 안에 안영 死后의 일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죽간본에

도 마찬가지로 안자 사후의 일이 언급되어 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면 7장 맨 끝 

부분에 晏子沒而後衰(안자가 돌아가신 후 쇠퇴하였다) 와 16장의 ‘晏子沒十有七

年’(안자가 돌아가신지 17년이 되었다)이라는 구절이 그러하다.11) 따라서 이와 같

은 증거를 근거로 보건대 춘추시대 成書說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秦나라가 육국을 통일한 이후와 漢初설은 몇 가지 방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

다. 먼저 避諱 현상인데, 避諱는 秦漢시기 문헌의 필사 시기를 판정할 수 있는 중

요한 근거이다. 일부 학자들은 秦漢시기에 避諱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睡虎地秦墓竹簡⋅語書》과 《史記⋅秦楚之際月表》 索引

등에 진시황이 생존하여 있을 때, 진나라에서 이미 진시황의 이름인 ‘政’자를 피휘

하여 ‘端’자로 ‘政’자를 대신한 기록이 곳곳에서 보이고, 岳麓書院秦簡의 내용 중에

도 秦代에는 避諱를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는 기

록이 있다. 또한 馬王堆帛書, 張家山漢簡 및 《史記》에도 대량의 피휘 현상이 존재

하므로 이를 통해서 秦代에 피휘제도가 비교적 엄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漢나라는 기본적으로 秦의 제도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漢의 피휘제도 역시 함께 계

승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12)

다만 네 기의 漢墓에서 발굴된 죽간의 경우 각각의 避諱 현상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네 기의 고분은 前漢시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필사본인 죽

간에 한 고조 劉邦의 이름인 ‘邦’자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쓴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죽간에서는 ‘邦’자를 피휘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의 경우 漢代에는 避

諱현상이 엄격하지 않았다고 보았던 것 같고, 騈宇騫도 이를 근거로 西漢시기에는 

피휘가 엄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3)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네 기의 고분에서 출토된 《晏子春秋》 중에서 가장 온전한 

11) 예문의 출처는 騈宇騫의 《銀雀山竹簡 《晏子春秋》 校釋》 30쪽임.
12) 袁靑, <銀雀山漢簡本 《晏子春秋》 探析>, 《江漢學術》 2017년 제1기, 124쪽 참조.
13) 騈宇騫, 《銀雀山竹簡 《晏子春秋》 校釋》(臺北, 萬卷樓, 2000), 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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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죽간은 銀雀山漢簡本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출토문헌 자료로서의 가

치가 가장 높은 銀雀山漢墓에서 발굴된 竹簡 《晏子春秋》에는 ‘邦’자가 전혀 출현하

지 않고 대신 ‘邦’의 피휘자인 ‘國’자가 대량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바로 

이 銀雀山漢簡本 《晏子春秋》가 이미 劉邦에 대해 피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그런데 한 고조 유방과는 달리 景帝의 이름인 ‘啓’와 武帝의 이름인 ‘徹’은 각각 

1회씩 출현한다. 특히 景帝의 이름을 피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썼다는 것은 銀雀

山漢簡의 필사시기가 적어도 景帝 이전이라는 것이다.

또한 銀雀山漢簡을 제외한 나머지 죽간들의 피휘 현상이 엄격하지 않은 점에 대

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 한 시기에 썼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관점을 

달리하여 추론하면, 이 죽간들은 같은 시기에 필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필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바탕이 

된다면 이 죽간들의 避諱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사실 銀雀山漢簡本을 어느 한 사람이 한 시기에 필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글자 배열과 행간의 형식이다. 만약 한 사

람에 의해 필사되었다면 이러한 형식들이 일치하여야 맞다. 그런데 銀雀山漢簡本

《晏子春秋》의 경우, 글자 배열과 행간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죽간은 

매 항마다 30여 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죽간은 아주 촘촘하게 써서 40자를 초과

하기도 하고, 어떤 죽간은 듬성듬성 써서 매 항마다 간신히 20여 자 정도만 채워져 

있다. 그리고 몇 가지의 다른 서체와 글자 배열 및 행간형식이 존재한다.14) 만약 

한 사람이 썼다면 기본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유지한다고 봐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

서도 銀雀山簡本 《晏子春秋》는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고찰할 점은 고분이 만들어진 시기와 吳則虞가 제기한 《詩》의 인용

과 관련한 분석이다. 銀雀山漢墓는 漢武帝 초기의 고분이고 雙古堆漢墓는 漢文帝

시기의 고분이다. 네 기의 고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고분인 雙古堆漢墓는 진

나라가 육국을 통일한 후의 시기와 대략 30여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漢初에 만들

어졌다. 따라서 이 고분에서 출토된 《晏子春秋》 殘文의 필사시기는 銀雀山竹簡本

14) 袁靑, <銀雀山漢簡本 《晏子春秋》 探析>, 《江漢學術》 2017년 제1기, 124-125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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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빠르고, 成書時期도 대략 漢初보다 빠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고대에 책을 만들려면, 그것도 여러 사람이 쓴 책이 만들어지려면 

상당히 오랜 세월을 거치는데, 당시의 조건에서 보면 30여년의 시간은 책을 완성하

고 전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15) 특히 西漢 초기는 아직 인쇄술

이 발명되기 전이므로, 당시 책을 전파하려면 보통 비단이나 죽간에 베끼거나 말로 

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만들어진 책 내용을 필사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전파는 

더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西漢시기에 銀雀山漢簡이 출토된 臨沂지역은 매

우 외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멀고 외진 지역으로까지 전해지려면 상당

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16). 그러므로 《晏子春秋》의 成書時期는 마땅히 銀

雀山漢簡 《晏子》의 필사시기보다 훨씬 앞서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秦

이 육국을 통일한 후보다 늦을 수 없고 서한 초에 만들어졌을 리는 더더욱 만무하다.

여기에서 秦이 육국을 통일한 후보다 늦을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吳則虞가 

제기한 《詩》의 인용 부분과 編者에 대한 반박을 통해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 吳則

虞는 《晏子春秋》에서 인용한 《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毛詩》와 동일학파의 것

이라고 생각하고 성서시기를 毛亨보다는 늦은 대략 秦이 六國을 통일한 후의 어느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董治安은 吳則虞가 제기한 《晏子》에서 인용한 

《詩》 20편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하여 네 종류의 상황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晏子春秋》에서 인용한 《詩》가 三家詩와 다를 

뿐 아니라 《毛詩》와도 다르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吳則虞가 漢代詩家의 눈으로 

《晏子春秋》를 읽고 여기에서 인용한 《詩》 중에서 《毛詩》와 같은 부분 몇 개만 뽑

아내어서 동일학파의 시라고 단정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晏子春秋》가 毛亨 이후

에 완성되었다17)고 본 것이므로 이렇게 도출한 결론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吳則虞는 編者를 淳于越 등의 제나라 사람이라고 보고, 淳于越이라는 인

물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가 제나라의 막료 출신으로 제나라가 망하자 秦나라로 가

서 博士가 된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 淳于越은 진시황에게 자신의 政見을 나타내

기 위해서 치켜세울 인물이 필요하였는데, 그 인물이 그들과 신분이 비슷한 막료빈

15) 騈宇騫, 《銀雀山竹簡 《晏子春秋》 校釋》(臺北, 萬卷樓, 2000), 12쪽 참조.
16) 袁靑, <銀雀山漢簡本 《晏子春秋》 探析>, 《江漢學術》 2017년 제1기, 125쪽 참조.
17) 董治安의 문장은 騈宇騫의 책 257~268쪽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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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기를 원해서 그 대상으로 안영을 선택하고 안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써서 민

간에 전파하였다고 하였다.18) 이에 대해 譚家健은 晏子는 제나라의 재상으로 결코 

그 신분을 막료빈객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淳于越이 주장한 師古長

久은 子弟들에게 分封해주는 西周의 제도를 회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공로가 없

으면 봉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안영의 주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안영은 자식들에

게 분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둘의 정치사상 자체가 다르다고 

조목조목 변론하며 編者 및 成書時期 대한 吳則虞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

였다.19)

따라서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보건대, 《晏子春秋》는 秦 통일 이후와 西漢初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

六朝人의 僞作설은 네 기의 漢墓에서 《晏子春秋》 竹簡本이 출토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자연스럽게 잘못된 주장임이 밝혀졌고, 특히 銀雀山漢簡의 필사시기를 漢

景帝이전이라고 보면 더더욱 《晏子春秋》가 결코 僞書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위의 네 가지 설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戰國時代說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騈宇騫은 銀雀山에서 출토된 竹簡本 《晏子》 16章을 《四部叢刊》 影印本 活字

와 대조함으로써 《晏子春秋》가 아마도 가장 빠르게는 戰國時代에 이미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보았고, 鄭良樹는 《諸子著作年代考》에서 《晏子春秋》와 《左傳》의 중복된 

문장을 비교하고, 더 나아가 출토된 죽간과의 비교를 더하여 이 책이 戰國初期에 

완성되었다고 결론지었다. 陳濤는 내용과 언어스타일의 분석을 통해 《晏子春秋》를 

戰國中期 이후에서부터 戰國末期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은 주로 내용 및 언어 스타일 등의 비교를 통해 이 책의 成

書時期를 고찰하였는데, 戰國時代설은 또 내부적으로 戰國 초기인지 아니면 중후

기인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이상으로, 《晏子春秋》의 성서시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을 출토문헌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晏子春秋》의 성서시기를 戰

國時代로 보는 것이 현재 학술계의 보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 吳則虞, 《晏子春秋集釋上》(北京, 中華書局, 1962), 20-21쪽 참조.
19) 譚家健, < 《晏子春秋》 簡論>, 《北京師範大學學報》 1982년, 17-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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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어법과 어휘의 각도로 나누어 어법의 각도에서는 인칭대명사, 조동사

의 부정형을 통해 어법 특징을 찾아내고 어휘의 각도에서는 일부 어휘들의 출현 시

기를 고찰함으로써 《晏子春秋》의 成書時期를 보다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Ⅲ. 어법 및 어휘 분석을 통한 《晏子春秋》의
成書時期 고찰

이상에서 고찰했던 기존의 논의는 언어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晏子春秋》와 전국 초기 및 진한시대의 작품을 고사와 문장의 비교를 통해 

비슷한 부분을 분석하여 그 선후를 따지거나, 혹은 《晏子春秋》 자체의 내용, 체제,

법령제도, 사상경향 등에 의거하여 成書時期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이 

일정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음을 인정하지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기 위

해서는 《晏子春秋》의 언어 자체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언어는 시대

성을 지니므로 어느 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은 그 당시의 시대적 특징을 언어 속

에 반영해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晏子春秋》에 사용된 언어를 

어법과 어휘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시대적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어법적 측면에서는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1인칭 대명사와 조동사의 부정형

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晏子春秋》의 성서시기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어법 특징 분석을 통한 고찰

1) 1인칭대명사 ‘我’와 ‘吾’의 사용빈도를 통한 고찰

上古시기 문헌에 사용된 1인칭대명사에는 ‘我’, ‘吾’, ‘余(予)’, ‘朕’, ‘卬’, ‘台 ’의 6

가지가 있는데, ‘我’와 ‘吾’의 사용빈도수가 가장 높다. 戰國시기에 편찬된 문헌인 

《論語》와 《左傳》, 《孟子》에 사용된 1인칭대명사 ‘我’와 ‘吾’의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論語》에는 ‘我’가 47회, ‘吾’가 113회 출현하였고, 《左傳》에는 ‘我’가 730회, ‘吾’는 

615회 사용되었으며, 《孟子》에서는 ‘我 ’가 159회, ‘吾’가 127회 출현하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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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語》에서는 ‘吾’의 사용빈도가 ‘我’보다 높고, 《左傳》과 《孟子》는 ‘我’가 ‘吾’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세 문헌에서 ‘吾’의 사용빈도가 ‘我’의 사용빈도보다 높던 추세에

서 ‘我’의 사용빈도가 ‘吾’보다 높은 상황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

대중국어의 발전추세와도 부합한다.

아래에서 《晏子春秋》에 사용된 ‘我’와 ‘吾’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我越石父者也.(內篇雜上第24)
(나는 월석보라 한다.)

②我其賞殺不辜, 誅無罪耶?(內篇雜下第3)
(내가 일찍이 무고한 자를 죽이고 죄 없는 자를 주벌한 적이 있소?)

③諸侯不知, 其謂我不敬.(外篇第7第7)
(제후들은 모른 채, 우리가 불경스럽다고 합니다.)

④今此子事吾三年, 未嘗弼吾過也.(外篇第7第23)
(지금 이 자가 나를 섬기기를 3년인데 일찍이 나의 과오를 보필해 준 적이 

없다.)
⑤回吾以利而倍其君, 非義也.(內篇雜上第3)

(나를 이익으로써 회유한다고 해서 임금을 배반한다면, 의롭지 못한 것이다.)
⑥吾年無幾矣, 欲遂吾所樂.(內篇諫下第8)

(내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즐거워하는 바를 따르고자 하오.)

예문 ①과 ②의 ‘我’는 화자 자신을 나타내는 1인칭 단수로 사용되었고, 예문③은 

화자인 梁丘據와 裔款이 자기 나라인 齊나라를 나타내는 것으로 광의의 1인칭 복

수로 사용되었다. 예문 ④는 관형어로 사용되었고 ⑤는 목적어, ⑥은 주어로 사용

되었으며 모두 1인칭 단수이다. 전체 출현빈도수를 보면 ‘吾’가 189회 사용되었고 

‘我’는 39회 출현하여 《論語》와 마찬가지로 상고시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我’와 ‘吾’

중에서 ‘吾’의 사용빈도가 ‘我’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21) 이를 근거로 《晏

子春秋》가 《論語》와 같은 시기의 작품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인칭대명사를 논함에 있어 인칭대명사의 地域性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

장도 있는데, 《晏子春秋》의 成書時期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견해라

20) 朱慶之, <上古漢語“吾” “予/余”等第一人稱代詞在口語中消失的时代>, 《中國語文》 2012
년 제3기, 196-197쪽 참조.

21) 姚振武, 《 《晏子春秋》詞類硏究》(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5), 41-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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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겨진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先秦시기 方言 중의 인칭대명사를 크게 세 가지 

계통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계통은 아마도 殷방언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余(予)’,

‘朕’, ‘女(汝)’, ‘我’, ‘爾’로 이들이 출현하는 대표문헌은 甲骨文과 《尙書》 등이다. 殷

방언 인칭대명사의 특징은 1인칭과 2인칭대명사에 형태변화가 있고, 1인칭대명사

는 단복수의 구별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계통은 《詩經》을 대표문헌으로 하는 

洛邑방언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 방언의 특징은 격과 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계통은 《論語》, 《左傳》과 《孟子》를 대표문헌으로 보는 魯방언과 기타 일

부 북방방언이다. 이 계열 인칭대명사의 특징은 ‘吾’-‘女(汝)’와 ‘我’-‘爾’의 두 계열

이 병존한다는 것이다.22) ‘吾’-‘余’는 魯방언의 고유성분이고 ‘我’-‘爾’는 당시의 공통

어인 雅言(洛邑방언)의 고유성분이다. 따라서 ‘我’와 ‘爾’가 魯방언에 나타났다는 것

은 雅言이 方言에 영향을 끼친 결과인 것이다. 《晏子春秋》에서도 이 두 계열의 인

칭대명사가 병존하는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당시 齊나라는 魯나라의 동북쪽에 

위치하였으므로 두 나라의 방언이 동일 계통에 속하거나 혹은 매우 비슷할 것이라

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또한 《論語》와 《晏子春秋》의 成書

時期가 거의 같고 다른 문헌에 비해 비교적 빠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증자

료라 할 수 있겠다.23) 다시 말해서, 成書時期가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雅言의 영

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我’와‘爾’의 출현빈도수가 낮은 편이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조동사의 부정형을 통한 고찰

《晏子春秋》에 사용된 조동사는 ‘欲’, ‘願’, ‘肯’, ‘希’, ‘敢’, ‘可’, ‘能’, ‘得’, ‘可以’ 등

이 있는데, 이 중 ‘염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欲’과 ‘願’의 부정형에 대해 살펴

보면 《晏子春秋》의 成書時期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

戰國 中期 이전에 조동사 ‘願’은 부정의 뜻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의 부정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不願’의 형태는 없지만, ‘~를 원하지 않다’ 또는 ‘

~하고 싶지 않다’의 뜻을 나타낼 수는 있다는 것이다.24) 이에 반해 ‘欲’은 부정형 

22) 張玉金, <西周漢語第一人稱代詞的地域性和時間性問題>, 《古籍整理硏究學刊》 2004
년 제2기, 42쪽 참조.

23) 姚振武, 《 《晏子春秋》詞類硏究》(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5), 2-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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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欲’의 형태가 있고, 긍정형의 경우 ‘欲’ 본래의 의미로 사용된 것과 ‘願’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晏子春秋》의 조동사 ‘願’과 ‘欲’의 부정형에 대해 

살펴보는 것 또한 成書時期 판단에 유의미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晏子春秋》에 출현한 ‘願’과 ‘欲’의 긍정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⑦願相國察妾言以裁犯禁者.(內篇諫下第2)
(원컨대 재상께서는 저의 말씀을 잘 살피셔서 금령을 범한 자를 처벌해 주십

시오.)
⑧酒醴之味, 金石之聲, 願夫子無與焉.(內篇諫上第6)

(술 맛, 음악 소리에 관한 것이라면, 원컨대 선생께서는 관여하지 말아 주시

오.)
⑨騫, 周室之賤史也, 不量其不肖, 願事君子.(內篇問下第30)

(저는 주나라의 천한 사관입니다. 스스로 불초한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컨

대 군자(선생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⑩夫獄, 國之重官也, 願託之夫子.(內篇諫下第1)

(무릇 감옥은 나라의 중요한 기관이니, 이를 선생께 부탁하고자 하오)

‘願’은 《晏子春秋》에 총 44회 출현하는데, 예문⑦과 ⑧에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인 

晏子가 어떠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예문⑨의 ‘願’은 행위자인 柏常騫

이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청원하는 것으로, ‘願事君子’의 君子는 동작행위를 

받는 受事, 즉 바로 백상건과 대화를 나누는 晏子를 가리킨다. ⑩의 ‘願’은 행위자

인 임금이 신하인 晏子에게 예의를 갖추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신하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데도 신하와 상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晏子에 대한 정중하고도 완곡한 어기를 나타낸다.

‘欲’은 《晏子春秋》에 총 117회 출현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願’보다는 다

소 복잡한 용례이다.

⑪晉平公欲伐齊, 使范昭往觀焉.(內篇雜上第16))
(진나라 평공이 제나라를 치려고 범소를 시켜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⑫景公爲臺, 臺成, 又欲爲鍾.(內篇諫下第11)

24) 姚振武, 《 《晏子春秋》詞類硏究》(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5),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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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이 누대를 지어 누대를 완성하고 나자 또 종을 만들고 싶어 했다.)
⑬今范昭人臣, 欲舞天子之樂, 臣故不爲也.(內篇雜上第16)

(지금 범소는 남의 신하이면서 천자의 음악에 춤을 추고자 한 것이니, 신은 

그 때문에 (연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⑭晏子蹴然改容曰:“君之言過矣!群臣固欲君之無禮也.”(內篇諫上第1)

(안자가 삼가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다:“임금의 말씀은 지나치십니다! 여러 신

하들은 본디 임금이 예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⑮不侵大國之地, 不秏小國之民, 故諸侯皆欲其尊.(內篇問上第5)

(대국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소국의 백성을 소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

로 제후들이 모두 임금이 더 존귀해지기를 바랐습니다.)
⑯工女欲立身于晏子, 晏子辭不受.(外篇第8第11)

(베 짜는 여자가 안자에게 몸을 의탁하고자 하였으나 안자가 사양하고 받아

들이지 않았다.)

‘欲’의 본래의미는 행위자가 어떠한 상의나 협조 없이 독립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

은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예문⑪~⑬은 본래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예문⑪에서 

晉 平公은 신하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오롯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齊나라를 

공격하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예문 ⑫의 경공 또한 자신의 바람대로 종을 만들겠

다는 뜻이다. 예문⑬은 범소가 신하이면서 상의 없이 공개적으로 천자의 음악에 춤

을 추겠다는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은 일부러 무례한 짓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상 

세 용례에서의 ‘欲’은 모두 행위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상대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행위자가 원하는 동작행위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

로 보건대, ‘欲’에는 행위자가 어떠한 동작행위를 하기 ‘願’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음

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欲’은 ‘願’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약 

‘願’하지 않으면 ‘欲’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欲’에 ‘願’의 

함의가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의미의 ‘欲’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願’과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왕왕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사용된 

‘欲’은 ‘願’과 의미가 같다고 보기 때문에 편의상 ‘欲2’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고, 예

문 ⑪~⑬의 ‘欲’은 ‘欲1’이라고 분류하겠다. 예문⑭~⑯은 ‘欲2’에 해당하는 용례이

다. 예문⑭는 경공이 술에 취해 대부들과 예를 갖추지 말고 놀기를 원하자, 晏子가 

이는 경계한 것으로 신하는 본디 임금의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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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다만 자신의 염원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므로, 여기에서의 ‘欲’은 ‘願’과 바꿔 

쓸 수 있는 ‘欲2’이다. 예문 ⑮와 ⑯ 또한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상 ‘願’과 ‘欲’의 긍정형에 대해 살펴보았고, 부정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⑰雖然, 君子獨不欲富與貴乎?(內篇雜下第16)
(비록 그렇기는 하나 군자인 선생께서는 유독 부와 귀를 원하지 않소?)

⑱劫人以兵甲, 威人以衆疆, 故天下不欲其疆.(內篇問上第5)
(무력으로 남을 겁박하고, 무리가 많음으로 남을 위협하기 때문에, 천하가 그

가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⑲晏子黙而不對者, 不欲太卜之死也(外篇第7第21)

(안자가 묵묵히 대답하지 않은 것은 태복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이다.)
⑳侵大國之地, 秏小國之民, 故諸侯不欲其尊.(內篇問上第5)

(대국의 땅을 침범하고, 소국의 백성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제후들 모두 임금

이 더 존귀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문 ⑰~⑳의 ‘不欲’은 모두 ‘원하지 않다’로 해석되고 있다. 《晏子春秋》에서 ‘不

欲’은 총 11회 출현하는데 모두 ‘不願’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문 

⑰~⑳에서 부정부사 ‘不’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 ‘欲’이 모두 ‘欲2’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긍정형 ‘欲1’의 부정형식이 《晏子春秋》에서 출현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欲1’의 의미상의 성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欲1’은 곧 어떤 동작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의미상으로 부정

형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晏子春秋》에서 나타나는 ‘不欲’의 경우 모두 

‘欲2’에 대한 부정이고, ‘欲2’는 ‘願’과 같으므로 ‘不欲’=‘不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先秦문헌과 비교하면, ‘欲’과 ‘願’의 경우 《論語》에 각각 35회/5회, 《孟子》

93회/20회, 《左傳》 304회/33회, 《莊子》 81회/28회 출현하였고, 부정형인 ‘不欲’

은 《論語》 6회, 《孟子》 8회, 《左傳》 15회, 《莊子》에 12회 출현하였다. 이에 반해 

‘不願’은 《論語》, 《孟子》와 《左傳》에서 단 1회도 보이지 않다가 《莊子》에서 2회 출

현한다.25) 이와 같이 사용빈도수에 의거하여 보면, 戰國中期 이전에는 ‘欲’이 절대

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願’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25) 姚振武, 《 《晏子春秋》詞類硏究》(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5), 121-128쪽 참조.



《晏子春秋》의 成書時期에 대한 고찰 95

같이 ‘願’은 ‘欲’으로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不願’은 戰國末期에 나타나기 시

작했으므로, 戰國중기 이전에 부정형은 ‘不欲’만 있고, ‘不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晏子春秋》의 상황과도 완전히 부합하므로, 이 또한 《晏子

春秋》가 대략 戰國중기 이전에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근거라고 하겠다.

2. 어휘의 출현 시기 분석을 통한 고찰

언어의 3요소인 어음, 어법, 어휘 중에서 어휘는 시대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다른 두 요소보다 시대성을 반영하는 면이 훨씬 강하다. 모든 단어에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의 단어나 의미항목이 어느 시대에 보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비록 아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어휘의 각도

에서 《晏子春秋》에 출현하는 일부 어휘를 成書時期가 명확한 일부 선진 전적들과 

비교 분석하여 成書時期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酣

‘酣’은 《說文》에 ‘酣, 酒樂也.’라 하여 본래의미가 ‘술을 거나하게 마시다’이다.

㉑景公觴之, 飲酒酣.(內篇雜上第16)
(경공이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술을 거나하게 마셨다.)

㉒晏子至, 楚王賜晏子酒, 酒酣, 吏二縛一人詣王. (內篇雜下第10)
(안자가 도착하자 초나라 왕은 안자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술이 거나하게 오

르자, 관리 두 명이 한 사람을 결박하여 왕 앞으로 왔다.)
㉓公迺往燕晏子之家,飲酒, 酣, 公見其妻曰: “此子之內子耶?”(內篇雜下第24)

(경공이 안자의 집에 가서 연회에 참가하였다.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기가 

오르자 공이 안자의 처를 보고 “이 사람이 선생의 안사람입니까?”라고 물었

다.)

예문 ㉑~㉓에서 사용된 ‘酣’은 모두 본래 의미로, 《晏子春秋》에 총 7회 출현한

다. 기타 선진문헌에 출현한 예를 몇 개 살피어 비교하여 보겠다. 《尙書⋅伊訓》에 

‘敢有恒舞于宮, 酣歌于室 時謂巫風.’(감히 궁에서 항상 춤을 추고, 집에서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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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함이 있으면, 이것을 무풍이라고 한다)과 《尙書⋅酒誥》에 ‘在今後嗣王酣身.’

(그 뒤를 이은 왕은 몸에 술이 거나하게 배었다)의 용례가 출현하고, 《戰國策》에 

‘貂勃從楚來, 王賜諸前, 酒酣.’(초발이 초나라에서 돌아오자 왕이 여러 사람 앞에

서 술을 하사하였고, 거나하게 마셨다)과 《韓非子》 ‘晉平公與群臣飮, 飮酣.’(진 평

공이 여러 신하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이 거나하게 취했다)에도 보인다. 이 예문들 

중 《戰國策》과 《韓非子》는 戰國後期의 문헌이다. 戰國後期의 문헌에는 ‘酣’의 용

례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戰國中期 이전의 문헌인 《尙書》에 나타난 ‘酣’

의 용례이다. 《尙書》에는 ‘酣’이 위에서 제시한 예문에 각각 1회씩 총 2회 출현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나마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伊訓편

은 僞書 논란이 있는데다가 伊訓편에 사용된 이 용례 자체가 《墨子》에도 보이는데,

《墨子》에는 ‘酣歌于室’이 생략되어 있어 신빙성의 문제가 있고, 酒誥편에 나오는 

‘酣’도 楊樹達처럼 ‘甘酒’라는 두 글자가 실수로 합쳐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으므로, 《尙書》의 두 용례를 근거로 ‘酣’이 戰國中期 이전에 사용되어진 어휘라

고 보기는 어렵다.26) 따라서 ‘酣’은 戰國後期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

이 무방할 것 같다.

2) 睡

‘睡’는 《說文》에 ‘坐寐也.’라 하여 본래 의미가 ‘앉아서 졸다’이다. 현재 보편적으

로 사용하는 ‘자다’는 ‘졸다’에서 파생된 의미이다.

㉔景公畋于梧丘, 夜猶早, 公姑坐睡.(內篇雜下第3)
(경공이 길가의 언덕배기에 사냥을 갔다. 밤이 아직 이른데 공이 잠시 앉은 

채로 졸았다.)

‘睡’는 위의 예문 ㉔에 보이는 바와 같이 《晏子春秋》에 본래의미로 사용되었고,

단 1회 출현한다. ‘睡’가 ‘졸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韓非子》, 《莊子》, 《戰國策》

등에 용례가 보인다. 《莊子⋅知北游》 ‘言未卒, 齧缺睡寐.’(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설결은 잠이 들었다)와 《韓非子⋅外儲說左上》에 ‘昭王讀法十餘簡而睡臥矣.’(소왕

26) 魏德勝, 《 《韓非子》語言硏究》(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5), 14-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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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전 10여장을 읽다가 졸려서 누웠다), 《戰國策⋅秦一》 ‘讀書欲睡, 引錐自刺其

股, 血流至踵.’ (책을 읽다가 졸리면, 송곳을 끌어당겨 자기 넓적다리를 스스로 찔

러서 피가 발꿈치까지 흘러 내렸다)에서 알 수 있듯이, 先秦시기에 ‘睡’는 ‘졸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침대에 누워서 잔다는 뜻의 ‘‘寢’, ‘寐’와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春秋시기에는 ‘睡’ 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데, 이 시기에 ‘졸다’의 뜻은 ‘假

寐’27)로 나타냈던 것 같고, 이후 戰國 중기 이후에 ‘睡’가 출현하면서 ‘졸다’라는 뜻

을 나타내기 시작했다.28) 따라서 ‘睡’의 출현 시기 또한 《晏子春秋》의 成書時期를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 하겠다.

3) 布衣

《晏子春秋》에 ‘布衣’는 총 4회 출현하는데, 이 중에서 단어로 사용된 예는 단 1

회뿐이다.

㉔西郭徒居布衣之士盆成适也.(外篇第7第11)
(서쪽 성곽에 사는 평민 백성 분성괄입니다.)

‘布衣’는 평민백성을 뜻하는 복합어로, 평민들은 수를 놓은 비단 옷을 입지 못하

고 베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생긴 뜻이다. 《漢語大詞典》에는 《荀子》의 

용례29)가 처음 보이고, 《戰國策》, 《莊子》 등의 문헌에도 출현한다. 戰國後期 이전

에 평민백성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黎民’ 또는 ‘匹夫’, ‘百姓’이 사용되었고30), ‘백성’

이라는 뜻의 ‘布衣’는 戰國後期의 문헌에 출현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전

27) ‘假寐’에 대한 용례는 《詩⋅小雅⋅小弁》 중에 보인다. ‘假寐永叹, 维忧用老.’(잠이 드는 

둥 마는 둥 오래도록 탄식하여 근심만 하다가 늙었네)라는 구절이 있고, ‘假寐’에 대한 

鄭玄의 풀이를 보면 ‘不脱冠衣而寐曰假寐’(의관을 벗지 않고 자는 것을 가매라 한다)
라 하였으니, 春秋시기에는 ‘假寐’로 ‘졸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魏德勝, 《 《韓非子》語言硏究》(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5), 13쪽 참조.
29) ‘古之賢人, 賤爲布衣, 貧爲匹夫,食則饘粥不足, 衣則豎褐不完, 然而非禮不進.’(옛날의 

현인들은 비천하여 평민이 되고, 가난하여 필부가 되어 먹을 것이라고는 죽도 부족하고 

옷도 온전치 못한 거친 것을 입는다 해도 예가 아니면 나아가지 않았다)
30) 謝祥娟, <從詞彙角度看《晏子春秋》的成書年代>, 《中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

년 第4期, 207-2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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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후기에 생겨난 어휘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4) 誠信

《晏子春秋》에 ‘誠信’은 총 1회 출현하고, ‘진실하다, 성실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형용사이다.

㉕慈惠于衆子, 誠信于朋友.(內篇諫下第22)
(여러 자손에게는 자애롭고, 친구에게는 진실하다)

‘誠信’은 戰國後期 문헌인 《荀子》와 《韓非子》 등의 문헌에 출현하나, 그 이전의 

문헌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그런데《荀子》에서는 아직 단어로 고정되지 않고 詞

組31)의 형태로 존재하고, 《韓非子⋅內儲說上七術》의 ‘子之以此知左右之不誠信.’

(자지는 이 일로 근신들의 불성실함을 알게 되었다)과 《呂氏春秋⋅爲欲》 ‘必誠信

以得之, 歸之者 非獨衛也.’(반드시 진실함으로써 얻으면 귀의할 나라가 반드시 위

나라 하나뿐은 아닐 것 인저!)에서는 단어의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誠信’

은 대략 戰國후반기에 출현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晏子春秋⋅內篇諫下第5》의 ‘古之善爲人臣者, 聲名歸之君, 禍災歸之身.’

(옛날에 신하노릇을 잘 했던 사람은 명성은 임금에게 돌리고 재앙과 화는 자기에게 

돌렸다)에 ‘명성’의 뜻으로 출현하는 ‘聲名’과 같은 단어도 戰國中期 이전의 문헌에

는 용례가 보이지 않고, 戰國중후기의 다른 문헌에서 보이기 시작한다.32)

이밖에도 成書時期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는 편

폭의 제한으로 인해 관련 방면의 후속 연구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晏子春秋》에 출현한 일부 어휘들을 기타 선진문헌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휘적 측면에서 볼 때 《晏子春秋》는 대략 戰國중후기에 완

31) 《荀子⋅不苟》: ‘公生明, 偏生闇, 端慤生通, 詐偽生塞, 誠信生神, 夸誕生惑.’(공정함

은 밝음을 낳고 치우침은 어두움을 낳는다. 바른 행동과 진실한 마음을 통달함을 낳고,
속임과 거짓은 막힘을 낳는다. 진실이나 믿음은 신령함을 낳고, 자랑과 방탕함은 의혹

을 낳는다.)
32) 《莊子⋅天運》: ‘夫三皇五帝之治天下不同, 其系聲名一也.’(대저 삼황오제가 천하를 다

스렸던 방법은 같지 않았으나 그 명성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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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Ⅳ. 나오는 말

眞僞문제, 成書時期 및 작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주요연구대상

에서 배제되었던 《晏子春秋》는 眞僞문제가 해결된 후에 중국어사, 문학사, 사상사 

등의 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특색 있는 선진 문헌이라는 평가를 받

고 있다. 특히 당시 언어의 본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 연구 자

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뛰어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출토문헌을 통한 분석과 어법 및 어휘의 각도를 통한 언어 자체에 

대한 분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晏子春秋》의 성서시기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竹簡本 출토 이전에는 《晏子春秋》와 기타 선진문헌 중에 중복 출현하는 

내용과 언어스타일, 체제 등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成書時期를 판단하였고, 죽

간본 출토 이후의 연구는 수량도 가장 많고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출토된 銀雀山漢

墓 죽간의 避諱현상, 필사 형식 등에 대한 분석 및 騈宇騫, 鄭良樹 등과 같은 학

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晏子春秋》의 成書時期를 판단하였다. 竹簡本 출토 이

전과 출토 이후의 논의를 종합 분석하면, 《晏子春秋》가 완성된 시기를 戰國時代라

고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할 것 같다. 물론 내부적으로 戰國초기인지 아니면 중후

기인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현재 학술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언어는 시대성을 지니므로 어느 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의 언어에는 반드

시 당시의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법과 어휘적 측

면에서 《晏子春秋》의 언어를 고찰하여 成書時期를 판단하였는데, 이는 언어사를 

연구하는 자료로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정도 유의미한 부분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어법적 측면에서는 1인칭대명사 ‘我’와 ‘吾’의 사용빈도와 인칭대명사의 지역성

을 고려하여 《論語》, 《左傳》, 《孟子》와 비교한 결과, 《晏子春秋》에서 ‘吾’의 사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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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我’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雅言이 방언에 영향을 끼친 결과 나타나는 현

상인 ‘吾’-‘女(汝)’와 ‘我’-‘爾’의 두 계열이 병존하고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晏子春

秋》의 成書時期는 《論語》와 거의 같고, 《左傳》과 《孟子》보다는 빠르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조동사 ‘欲’과 ‘願’의 부정형을 살펴 본 결과, 《晏子春秋》에는 ‘不欲’의 형

태만 나타나는데, 이는 戰國中期 이전에 이 두 조동사의 부정형은 ‘不欲’만 있고 

‘不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완전히 부합한다. 그러므로 어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晏子春秋》는 戰國中期 이전에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 어휘는 언어의 3요소 중에서 가장 시대변화에 민감한 요소이므로 成書時期를 

판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어휘적 측면에서 단어 ‘酣’, ‘睡’,

‘布衣‘, ’誠信‘ 등의 출현 시기를 기타 선진 문헌과 비교한 결과, 이 네 개의 단어는 

戰國中後期부터 사용된 어휘라고 보여진다. 이에 반해 ’聲名‘과 같은 단어는 戰國

中期의 문헌에서 보이기 시작하므로, 어휘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晏

子春秋》는 戰國中後期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으로 출토문헌과 어법 및 어휘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晏子春

秋》는 대략 戰國中後期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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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晏子春秋》的語言生動活潑, 口語性很強, 是一部在中國流傳了兩千多年的經

典作品｡ 尤其是該書對話內容中保留了當時的一些口語和齊方言, 因此在漢語史語

法､ 詞彙方面, 具有相當高的研究價值｡ 不過長期以來, 產生了真偽性和成書年代

等問題, 成為學界的爭議焦點, 甚至導致該書在語言學上的價值和其他方面的重要

性受到忽視, 十分可惜｡ 本研究先考察了有關《晏子春秋》的成書時期的既有爭議,

並以出土文獻為旁證, 進行對比, 從而推論出該書的合理成書年代｡ 
另方面, 語言具有時代性, 每個特定時代作品中的語言, 都內含了該時代的語

言特徵｡ 因此, 若能廣泛掌握這些語言的時代特徵, 就能有效推估文本的成書時

代｡ 本研究分別從語法和詞彙的途徑來考察《晏子春秋》當中的語言特徵｡ 首先, 在

語法方面, 分析第一人稱代詞的使用頻率, 以及能願動詞的否定型, 然後將之放入

幾部先秦典籍中進行檢驗, 根據檢驗所得的資料來確定該書的成書時期｡ 其次, 是

從詞彙的角度進行分析, 並考察了一些詞彙的時代特徵｡ 因為每個詞都有其誕生和

演變歷史, 一個詞始見於何時, 這源頭是可以追究､ 探查的｡ 本硏究在考察多部先

秦典籍的基礎上, 通過對《晏子春秋》中出現的一些詞進行分析, 發現這些詞語的時

代特徵, 皆始見､ 並屬於戰國中後期｡ 因此, 從出土文獻､ 語法及詞彙三個方面的

全面分析, 筆者認為, 《晏子春秋》的成書年代應當在戰國中後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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