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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언어에 있어서의 발상: 
한자의 조자(造字)와 한국어의 어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박 갑 수

1. 서언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네 마음에 달렸다”는 옛 철인의 말이 있다. 확실히 모든 

사상(事象)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 행복한 가운데 징징

거리기도 한다.

우리의 옛 이야기 가운데 3년 고개 설화가 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단

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진 노인은 3년밖에 못 살 것이란 생각에 병이 나고 만다. 이때 한 사람

이 발상(發想)을 달리 하여 노인을 위로한다. 한번 넘어지면 3년을 사는데 무엇이 문제냐, 여

러 번 넘어지면 10년, 백년도 살 수 있다. 노인은 씻은 듯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고 희망을 가

지게 된다. 발상의 차이다.

조자(造字)와 조어(造語)에 있어서도 이러한 발상은 작용한다. 한자 조자(造字)는 소위 육

서(六書) 가운데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등의 과정을 거쳐 개별 한자

가 생성된다. 상형문자는 사물의 모습이나 형태를 본떠 만드는 것이고, 지사문자는 추상적 

사실을 선이나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회의문자는 두 개 이상의 문자를 조합하여 

특정한 의미와 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형성문자는 기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와, 음을 

나타내는 문자를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게 한다. 이러한 조자를 할 때엔 일정한 발

상을 거치게 된다. 언어의 경우는 일정한 발상을 통해 사물을 명명함으로 어휘가 형성된다. 

개별 한자는 그것이 하나의 문자인 동시에 한어(漢語)의 어휘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상형문

자는 단일어, 회의문자는 합성어, 형성문자는 파생어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조자 과정을 

살피는 것은 조어 과정을 살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글에서는 한자의 조자와 한국어의 명명(命名) 과정을 살핌으로 두 언어의 발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한자를 중심으로 이에 해당한 한국어의 어휘를 아울러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漢)·한(韓) 두 언어의 어휘 구조의 특성과 발상 및 문화적 특성을 엿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자의 이해를 돕게 할 것이고, 한중 발상과 문화적 차이에 눈뜨게 하며, 나아가 

진진한 흥미 또한 느끼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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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를 논의함에 한자는 문화예술, 자연현상, 사회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무작위로 선택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자와 한국어 어휘의 명명

한자의 조자 과정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발상과정이 특수한 것, 

상식적인 것, 문화를 반영하는 것, 엉뚱한 것, 기발한 것, 상식과 다른 것 등이 그것이다. 다음

에 이들 발상의 유형에 따라 한자를 살펴보기로 한다.

2.1. 특수한 발상의 조자 

평범한 생각이나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좀 특이하고 색다른 발상을 통해 조자한 것이다.

(1) 主(임금 주)<상형>: 주인(主人), 주객(主客)의 主자는 놀랍게도 촛대의 초 심지에 불이 타고 

있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主자의 점은 촛불, 첫 번째 횡선은 등잔, 나머지 土자 모양은 촛대

를 본떴다. 사람들은 밤에는 어두워 등불을 켜야 했고, 가족들은 모두 등불 주변에 모여 앉았

다. 이에 主자는 주인의 뜻이 되었다. 우리말에 주인은 “님”이라 한다. “임자”는 이 “님”에 접

사가 붙은 “님자”가 변한 말이다. 주군(主君)은 조선조에 “님금”이라 하였다. “금·”은 “검”

으로 신(神)을 의미한다.     

(2) 役(부릴 역)<형성>: 역할(役割)의 役자는 길을 가다의 뜻을 나타내는 중인 변(彳)과, 막대

를 손에 잡은 모습을 본뜬 나머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오른 편의 글자 几는 막대기를, 又는 

손의 상형이 변한 것이다. 따라서 役자는 막대기를 들고 돌면서 경계(警戒)하다의 뜻을 나타

낸다. 이는 나아가 구실, 사역(使役)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우리말의 역할을 나타내는 

말은 “구실”이다. 구실은 본래 役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위실”이 변한 말로 

공직(公職)을 의미하였다. 이는 “그위-실”로, “그위”는 관청을,“실”은 “일”을 나타내는 말이다. 

공공의 공(公)을 속에 “귀 공”자라 하는데, 이는 “그위 공”이 변한 것이다. “그위실”은 공직의 

의미에서 직능(職能)의 의미로 발전하게 되고, 오늘날의 “구실”을 뜻하게 되었다.

(3) 筋(힘줄 근)<회의>: 근육을 의미하는 筋은 月(肉)과 力(력)으로 이루어져 힘을 쓰게 하는 

근육의 힘줄을 의미한다. 대나무(竹)는 결, 줄이 많다. 이에 “肋”에는 竹이 덧붙어 오늘의 

“筋”자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글자의 원뜻은 “대의 줄”, “대의 결”이고, 근육, 체력은 여기

서 확장된 의미다. 우리말에서도 “힘爲筋”이라 하여 힘줄, 또는 근육을 “힘”이라 하였다.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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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힘(力)이 나오기 때문에 筋이 자연스럽게 “힘”을 뜻하게 된 것이다. 구상에서 추상의 의

미가 생성된 것이다. “힘(>심)”이 근육을 의미하는 말로는 “안심, 등심, 쇠심(牛觔)”을 들 수 

있다. “힘”이 “심”으로 바뀐 것은 구개음화란 음운변화에 말미암은 것이다. “뱃심, 입심, 뒷심”

도 같은 예다.

(4) 家(집 가)<형성>: 사람들이 거처하는 집이 家다. 家는 집을 의미하는 宀(면)과, 음과 함께 

“있다”의 뜻을 나타내는 가(猳)의 약자인 豕(시)로 이루어졌다. 일설에는 집안에서 돼지를 

쳐, 돼지(豕)가 집안에 있는 것을 형상한 것이라 한다. 지난날에는 뱀 등 짐승의 위험을 피하

기 위해 다락집을 지어 살았는데 바닥에는 돼지를 치고, 사람은 그 위에 살았다는 것이다. 이

는 제주도의 똥돼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5) 尊(높을 존)<회의>: 존귀(尊貴)를 뜻하는 尊은 술 항아리(酉)와 손을 뜻하는 寸(촌)으로 이

루어졌다. 이는 손에 술 항아리를 들고 신에게 바치다(獻)의 의미를 나타낸다. “존경하다, 공

경하다, 고귀하다”의 뜻은 뒤에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 尊도 구상에서 추상의 의미를 나타내

게 된 글자요, 말이다. 우리말로는 “높다”와 한자어로 “귀하다, 존귀하다”라 한다.  

(6) 虹(무지개 홍)<형성>: 무지개를 나타내는 虹은 홍예문(紅霓門)이라고 아치형의 다리를 가

리키는 말에서 볼 수 있다. 虹은 색다른 발상에 의해 조자되었다. 이는 뱀과 용을 나타내는 

虫(충)과, 음과 함께 하늘을 나타내는 工(空)으로 이루어졌다. 하늘의 벌레라는 뜻이다. 옛날 

사람은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용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해 뱀과 용을 나타내는 虫을 조합해 

무지개라는 글자를 만든 것이다. 우리의 옛말로는 “무지게”라 하였다. 물(水)-지게(戶), 물로 

된 문이다. 호(戶)는 외짝 문으로, 문의 위쪽이 아치형으로 된 것이다.

 

2.2. 상식적 발상의 조자

이는 특수한 것이 아닌, 일반적이고 상식적 발상,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런 발상에 의

해 조자한 것이다.

(1) 牧(기를 목)<형성>: 목동(牧童), 방목(放牧)과 같이 쓰이는 牧은 牜(牛)와, 치다(打)의 뜻과 

함께 음을 나타내는 攵(칠 복)으로 이루어졌다. 攵자는 “치다, 채찍질하다”를 뜻하는 글자로, 

이는 손에 대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따라서 牧자는 손에 막대기를 잡고 

소를 모는 것을 나타낸다. 목동이 회초리로 짐승을 치는 광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牧

은 이렇게 소를 치는 것, 방목을 의미한다. 우리말로는 “소를 치다”, “돼지를 치다”라 한다. 이

때 “치다”를 흔히 “사육하다(畜)”의 뜻으로 보나, 이것도 분명히 “치다(打)”의 뜻이다. 사육하

01명예교수회보9호_전반부_4교.indd   129 2014-04-15   오후 3:52:45



13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3, 제9호

다의 뜻은 뒤에 의미가 바뀐 것이다. 교육(敎育)의 敎·정치(政治)의 政, “전보 치다”의 “치

다”도 다 같이 이 “치다(打)”와 관련되는 글자요, 단어다.

(2) 伏(엎드릴 복)<회의>: 개도 삼복(三伏)에는 더워서 엎드려 헐떡인다. 伏은 人과 犬으로 이

루어져, 개가 사람 옆에 엎드려 있는 모양으로, “엎드리다”, 나아가 “숨다”를 뜻한다. 개는 사

람 옆에 있을 때 흔히 엎드려 있다. 따라서 伏의 조자는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우리말 엎드리

다의 “엎다”는 伏과 같이 상하, 내외의 “안”과 “밑”이 아래를 향하게 하는 것이다.

(3) 孝(효도할 효)<회의>: 효도의 孝는 子와, 노인을 나타내는 老의 윗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윗

부분의 상형자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털이 긴 사람을 본뜬 것이다. 아들이 노인, 곧 부모

를 업고 있는 모습, 또는 노인이 아들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봉양하다”의 뜻을 나타낸

다. 우리말로는 “효하다, 효도하다”라 한다. 효(孝)라는 문화 개념이 중국에서 들어온 뒤에 생

성된 문화어라 하겠다.

(4) 想(생각할 상)<형성>: 心과, 음과 함께 형상(形相)을 뜻하는 상(相)으로 이루어졌다. 마음에 

모양과 모습을 떠올리다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의 옛말로는 “랑하다”라 했다. “사랑”은 사

량(思量)이란 말에서 온 것으로 본다. 사랑은 많이 생각하다가, 그리워하게 되고, 마침내 애

정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5) 悲(슬퍼할 비)<형성>: 마음을 나타내는 忄(심)과, 음과 함께 찢다의 뜻을 나타내는 비(非)

로 이루어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애달픈 기분을 나타낸다. 흔히 우리는 “마음” 아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슬픔이라 한다. 우리말로는 “슬프다”라 한다. 이는 동사 “슳다”에

서 “슳-브-다”로 형용사화한 말이다.

(6) 豊(풍성할 풍)<형성>: 풍성(豊盛)하다의 豊은 굽이 높은 그릇을 뜻하는 豆(상형문자)와, 음

과 함께 채우다란 丰(봉)으로 이루어져, 식기에 먹을 것을 하나 가득 채우다, 나아가 풍부함, 

번창함을 의미한다. 식(食)이 족한 연후에 지예절(知禮節)이라 한다. 우선 먹어야 한다. 우리

말은 “가아멸다”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가멸다”가 변한 말이다. 부유(富裕)하다는 

말이다.

  

2.3. 전통문화를 반영한 발상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 특히 어휘가 그러하다. 어휘는 흔히 전통문화를 반영한다. 조자 

가운데는 특히 전통문화를 바탕에 깐 발상의 것이 많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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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夫(지아비 부)<회의>: 결혼한 남녀를 부부(夫婦)라 한다. 夫자는 사지를 벌리고 있는 사람

의 모습을 나타내는 大와, 一의 두 자로 이루어졌다. 一은 비녀를 나타낸다. 어른이 되면 원복

(元服)을 입고 관을 쓰고 비녀를 꽂았다. 이른 바 관례(冠禮)를 행했다. 夫는 바로 성인이 되

어 비녀를 꽂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도 고려 광종(光宗) 때부터 관례(冠禮)가 행해

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비녀를 꽂는 의식을 계례(笄禮)라 하여 어머니가 주관하며, 딸에

게 쪽을 찌우고 비녀를 꽂아 주는 의식을 행했다. 夫는 우리말로는 “지아비”라 한다. 이는 

“집의 아비”, 곧 자기 집의 남자란 뜻이다. 따라서 夫를 중국에서는 모양에, 우리는 위치에 초

점을 맞춘 명명이라 하겠다.   

(2) 婦(며느리 부)<형성>: 夫婦의 婦는 女와 함께, 음과 꾸미다의 뜻을 나타내는 帚(추)로 이루

어진 것이라 본다. 본래 성장한 며느리를 뜻하였는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 널리 여자를 가리

키게 되었다. 일설에는 帚(추)를 箒(비 추)로 보아, 집의 청소를 하는 여자, 며느리의 뜻이라 

보기도 한다. 키질하고(箕), 비질하는 것(箒)을 여자의 성역할로 본 전통적 발상이다. 그래서 

아내나 첩이 되는 것을 겸손하게 일러 “기추(箕箒)를 받들다”라 한다. 이와 달리 “건즐(巾櫛)

을 받들다”라고도 한다. 이는 수건과 빗을 받들다라는 말이다. 세면하는 남편 옆에 수건과 빗

을 들고 다소곳이 서 있는 여인을 떠 올리면 된다. 婦를 우리말로는 “며느리”, 또는 “지어미”

라 한다. “며느리”의 어원은 분명치 않다. “지어미”는 물론 “집-어미”, 곧 집에 있는 여자라는 

뜻이다.

(3) 祝(빌 축)<회의>: 빈다는 뜻의 祝(축)은 신의 뜻을 나타내는 示와, 사람 특히 무당이 무릎

을 꿇고 있는 모양 인 儿과 口로 이루어졌다. 무당이 기원을 하기 위해 신을 부르며 그가 오

기를 바라다의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아가 기원을 하는 그 사람, 무당을 의미한다. 이는 

뒤에 축복의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축원하다는 뜻이 되었다. 우리말로는 “빌다”

라 한다. 어원은 분명치 않다.

(4) 童(아이 동)<형성>: 아이를 뜻하는 童은 뜻밖의 발상에 의해 조자된 것이다. 이는 옛 글자

를 보면 입묵(入墨)을 할 때 쓰는 바늘, 辛(신)과 찌르다를 뜻하는 重(중)으로 이루어졌다. 이

는 이마에 입묵을 한 노예를 의미했다. “아이”를 의미하게 된 것은 음을 빌려 僮(아이 동)에 

차용된 것이다. 입묵을 한 노예로 아이를 의미하게 된 것은 좀 끔찍하다. 우리 옛말에 아이는 

“아”라 했다. 이는 한자어 아해(兒孩)의 차용일 것이다. “아>아해>아이”로 변하였다.

(5) 賣(팔 매)<회의>: 매매(賣買)의 賣는 出(土는 잘못된 것)과, 음과 동시에 물품과 금전(貝)을 

교환하는 것, 곧 교역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買(매)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교역할 물품을 내

어놓다, 팔다의 뜻을 나타낸다. 본래는 買에 팔다·사다의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 뒤에 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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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의 뜻으로, 팔다는 여기에 출(出)자를 더해 구별하게 되었다. 우리말에도 “팔다”는 “쌀을 

팔다”라고 할 때 매매의 두 가지 뜻을 다 나타낸다. 물물교환의 흔적을 반영하는 것이다.   

(6) 葬(장사지낼 장)<형성>: 경사 아닌, 애사(哀事)에 속하는 장례(葬禮)의 葬은 死(사)와, 풀

(艹)의 뜻과 함께 음을 나타내는 나머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시체(死)를 들에 내놓아 

비를 맞혀 장례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분묘 아닌 초장(草葬), 초빈(草殯)을 하는 것이다. 우리

도 지난날에는 초장을 하였고,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도서 지방에는 이 초장의 풍습이 남아 

있었다. 우리말로는 “장사지내다”라고 한자어로 나타낸다. 

  

2.4. 엉뚱한 발상

엉뚱한 발상으로 조자를 한 것이다. 이는 평범하지 아니한, 의외의 발상에 의한 조자다. 다

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수용하기에 마뜩치 않은 발상의 것이다.

(1) 俳(광대 배)<형성>: 스타라고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俳優)를 나타내는 俳는 人과, 음과 함

께 배반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非(비)로 이루어져, 보통 사람과 달리 익살부리는 예인을 뜻한

다. 이는 그 뜻하는 바는 이해되나 배반한다는 非와 조합한 한 것이 좀 엉뚱하다는 느낌이 든

다. 다른 사람의 역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말로는 이를 “광대”라 한다. 광대는 廣

大라고 한자로 쓰기도 한다. 이는 가면, 곧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2) 宮(집 궁)<회의>: 宮은 궁궐, 궁전을 나타내기 위해 조자한 것이 아니다. 宮은 집을 나타내

는 宀(면)과, 口를 연이어 건물이 연해 있는 형태를 형상화한 것으로, 여러 건물이 있는 큰 집

을 나타낸다. 옛날에는 신분과 관계없이 집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북한에서 “학생소년궁

전”, “인민문화궁전”이라 쓰는 것은 이런 예라 하겠다. 이것이 뒤에 왕궁의 궁전의 의미로 바

뀌었다. 우리말에서 宮은 흔히 대궐(大闕), 또는 궐(闕)이라 한다.

(3) 獄(옥 옥)<회의>: 감옥(監獄)을 의미하는 獄은 엉뚱하게도 두 마리의 개(犭·犬)와 言으로 

이루어져 개 두 마리가 짖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는 뒤에 의미가 확대되어 원고와 피고가 

언쟁하다가 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것을 개 두 마리가 짖어대는 것과 비슷하게 본 것

이다. 그리고 이는 딱딱하다는 뜻의 학(确)과 상통되어, 굳게 가두어두는 곳, 감옥의 뜻이 되

었다. 옥은 기구한 사람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글자도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었다. 우리말

에는 옥(獄)을 나타내는 고유어가 따로 없다.

(4) 突(부딪칠 돌)<회의>: 충돌(衝突), 돌출(突出)의 突은 穴(구멍 혈)과 犬(견)으로 이루어져, 

개가 구멍에서 튀어나오다의 뜻을 나타낸다. 여기서 나아가 “돌출하다, 돌연”의 뜻을 지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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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갑자기”, 또는 “부딪치다”를 나타냄에 개의 돌출이란 좀 엉뚱한 발상이다. 우리말로

는 “부딪다, 갑작스럽다”가 이에 대응된다.   

(5) 鼻(코 비)<형성>: 이목구비(耳目口鼻)의 코를 의미하는 글자는 상형문자 自(자)다. 自는 鼻

의 원자로, 손으로 코를 가리키며 자신을 가리켜 “자기”의 뜻으로 바뀌었다. 이에 코는 自에 

비(畀)자를 더하였다. 鼻에 해당한 우리말은 “코”, 이의 고어는 “곻”다. 감기를 “곳불”이라 하

는데 이때의 “고”가 코의 옛말 “고”다. “곳불”은 코에 열이 난다고 하여 “비(鼻)-화(火)”의 구

조로 조어된 것이다. 현대어에서는 발음되는 대로 “고뿔”이라 적는다.   

(6) 有(있을 유)<형성>: 유무(有無)의 有는 月(肉)과, 손으로 든다는 뜻과 함께 음을 나타내는 

손의 상형문자 又로 이루어졌다. 고기를 들고 남에게 권하다를 뜻한다. 권할 유(侑)자의 원자

다. 뒤에 뜻이 바뀌어 “있다, 취하다, 또”의 뜻이 되었다. 우리말은 고어에 “잇다, 이시다”의 

양형이 있었다.     

2.5. 기발한 발상

기발한 발상에 의한 조자는 크게 보아 특수한 발상에 의한 조자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이

는 기발한 참신성을 그 특징으로 지닌다.

(1) 名(이름 명)<회의>: 이는 夕(저녁 석)과 口로 이루어졌다. 저녁에는 어두워 사물이 잘 보이

지 않는다. 이름을 대지 않으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에 夕과 口를 조합하여 名을 나타내

게 된 것이다. 名을 우리 고어에서는 “이름” 아닌 “일훔”이라 하고 있다. 이는 “말하다”의 “이

다”와 구별되는 “일후다, 일호다”란 어휘가 따로 있었을 것으로 보게 한다.

(2) 悅(기쁠 열)<형성>: 희열(喜悅)을 의미하는 悅은 마음을 뜻하는 忄(心)과, 음과 함께 제거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兌(태)로 이루어져 마음의 거리낌을 제거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마음

의 거리낌을 없애면 자연히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일설에는 兌가 기뻐하다의 원자로, 여

기에 마음 심(忄)을 덧붙였다고 한다. 우리말로는 기쁘다라 한다. 이는 기뻐하다의 뜻인 “깃

다”에 형용사를 만드는 “-브”가 붙어 “깃-브-다> 기쁘다”가 된 것이다. 

(3) 賢(어질 현)<형성>: 현우(賢愚)를 나타낼 때 쓰이는 賢은 재화를 의미하는 貝와, 음과 동시

에 구제하다를 나타내는 賢자의 윗부분, 곧 臣又로 이루어졌다. 많은 재화를 가지고서 사람

들에게 나누어 주다의 뜻이다. 여기서 나아가 뛰어나다, 현명하다의 뜻이 되었다. 현(賢)이 구

제의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자못 새로운 발상이다. 우리말로는 “어질다”라 한다. 어원은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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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古(예 고)<회의>: “오래다”라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古(고)는 十(열 십)과 口(입 구)로 

이루어졌다. 십대(十代)를 계승하여 입으로 전하는 옛 일을 뜻한다. 십대라면 300년, 300년이

라면 족히 옛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로는 “예, 옛날”이라 한다.    

(5) 君(임금 군)<형성>: 군부일체(君父一體)라는 君은 口와 사람을 다스리다라는 뜻의 尹(윤)

으로 이루어졌다. 호령을 하여 사람을 다스리다의 뜻이다. 임금에 대한 소박한 정의다. 尹은 

회의문자로, 왼손에 자(ㅣ)를 들고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 나아가 다스리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尹”은 장관(長官)을 의미한다. 한성부윤(漢城府尹), 판윤(判尹)의 尹이 그것

이다. 君의 우리말 “임금”은 “님금>임금”으로 변한 말이다. 

(6) 굉(轟)(울릴 굉)<회의>: 몹시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를 “굉음(轟音)”이라 한다. 굉(轟)은 수

레 거(車) 셋을 겹쳐 씀으로 수레소리를 나타낸다. 염(焱)·뢰(磊)와 같이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큰 소리·요란한 소리를 나타낸다. 우리말 수레는 고어에서 “술위”라 하

였다. 술위통(수레통), 술위자곡(수레자국), 술위(수레바퀴)가 그 예다.    

  

2.6. 상식과 다른 발상

어떤 한자에 대해서는 세인들이 일정한 해자를 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그 견해가 옳

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말하자면 어원속해(語源俗解)를 한 것이다. 이러한 상식과 다른 

발상의 조자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1) 人( 사람 인)<상형>: 人은 흔히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한다. 그러

나 그렇지 않다. 몸을 구부리고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옆에서 보고 형상화한 것이다. 왼쪽으

로 삐친 획은 손이다. 우리말로는 “사”이라 한다. “살다”에서 파생된 말이다.

(2) 內(안 내)<형성>: 內는 문(冂) 안으로 들어간다(入)는 뜻으로 조자한 자가 아니다. 지붕을 

나타내는 변형된 글자(冂)와, 음과 들어가다의 뜻인 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집

의 입구, 나아가 집안, 들어가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우리말은 고어에서 “않”이라 했다. 그래

서 아내(妻)도 고어에서는 “안해·안”라 적었다.

(3) 親(어버이 친)<형성>: 親은 흔히 그 구성 요소 立(입)·木(목)·見(견)을 바탕으로 어버이

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자녀가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보는 글자라 한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

다. 見과, 음과 동시에 태어나다의 뜻을 나타내는 新(신)의 왼편 글자로 이루어졌다. 이는 늘 

마주 대하는 같은 혈족의 사람을 뜻한다. 부모·형제가 그들이다. “어버이”란 뜻은 뒤에 확장

된 의미다. 우리말 “어버이”는 “업(父)”과 “어이(母)”가 합성된 말이다. “업”은 “압”, “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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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이 변한 말이다.

(4) 志(뜻 지)<형성>: 志자는 사(士) 심(心)의 조합으로 선비(士)의 마음(心)을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옛 자형은 心과, 음과 함께 “가다”의 뜻을 나타내는 之(지)로 이루어졌

다. 之는 상형으로, 풀이 위를 향해 자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志는 마음이 향해 가는 곳, 

마음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우리말 “뜻”은 고어에서 “·”으로 표기되었다. 어원은 분명

치 않다. 마음은 고어에서 “”이라 하였는데, 이는 심장(心臟)을 가리키는 말이다. 심정(心

情)의 뜻은 여기서 확장된 것이다. 구상에서 추상적 의미가 생성된 것이다.

(5) 好(좋을 호)<회의>: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 조자의 발

상은 조금 다르다. 女와 子가 조합되어 “여자 아이”, 곧 젊은 여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아가 

좋다, 좋아하다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우리말로는 “둏다”라 한다. 이는 깨끗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좋다”와 구별된다. 

(6) 栗(밤 율)<형성>: 우리 수수께끼에 “서쪽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라는 것이 있다. 밤

나무가 정답이다. 栗은 西와 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이런 발상의 조자가 

아니다. 西는 음과 함께 이절(離折)을 뜻한다. 栗은 밤송이 안에 열매가 둘, 셋으로 나뉘어 있

는 나무란 뜻이다. 우리말로는 “밤”이라 한다. 그 어원은 분명치 않다. 

 

3. 결어

사람들의 생각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개성이 있고 민족문화가 있는가 하면, 인류

공통의 성정(性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언어에도 공통되는 발상이 작용하는가 

하면 차이를 나타낸다.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하여도 우리는 흔히 “밥을 먹고, 물을 먹고, 담배

를 먹는다”고 한다. 물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도 한다. 이런 면에서 우

리는 중국어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영어권이나 일본어권은 마시고 피우는 것을 “먹는다”고는 

하지 않는다.

한자의 조자(造字)를 발상의 면에서 볼 때 그것은 크게 보아 우리와 발상을 같이하는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 한자의 조자 과정을 보면 많은 경우 우리와 차이를 보인

다. 우리와 다른 특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 이는 물론 자료 부족으로 우리말의 어원을 제대로 

재구(再構)하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문화를 반영한 발상, 엉뚱한 발

상, 기발한 발상에 의한 조자는 확실히 우리말과 발상을 달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한자의 조자 과정에 대한 이해는 확실히 사람들의 발상의 과정을 폭넓게 이해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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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의 이해를 돕고, 한자와 친숙하게 하며, 흥미를 갖게 한다. 한자는 한글과 함께 우리의 

표기수단이다. 더구나 근자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한자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우리말 어휘의 과반수가 한자어다. 이는 대부분 복합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단일 한

자어에 대해 관심이 적고, 이해가 부족하다.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자면 개별 한자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한자의 조자, 말을 바꾸면 제자(製字)에 얽힌 발상을 이해하는 것은 한

자와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게다가 조자에 얽힌 발상은 재미있다. 한

자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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